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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

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

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

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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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모미그란스는 “종교와 인종주의”를 특집 주제로 다뤘다. 역사 속

에서 종교와 인종주의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적으로 우리

(we)와 다른 사람들(others)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준거의 틀로 작동했다. <페데리코 2세와 루체라의 무슬

림 공동체>에서 임병철은 교황의 신권정치를 배격하고 포용적이며 합리

적인 종교관의 소유자로 평가되었던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의 

신화도 재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리히 2세가 만든 무슬림 공

동체의 건설 의도가 교황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황제권을 강화하

기 위한 지극히 세속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특히 관용적 친무슬림주의

자로 인식되었던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반박한다. 다른 각

도에서, 김만중은 프랑스의 라이시테(정교분리)의 역사적 초석이 된 드레

퓌스 사건을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즈 사건”과 현실참여>에서 예

술가라는 지식인의 활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

해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담론들이 만들어낸 이방인 

타자들의 이야기와 당대의 시대적 메시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어떻게 얼

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지 논의한다. 

그 외에도 신지혜는 논문 <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의 의료권

리>에서 과연 의료시민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는 물론이

고 이것이 과연 국민국가 담론을 해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국가

주권의 하락을 상징할 수 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논쟁한다. 이용일

은 나치 유대인학살이라는 과거로 인종차별을 사회적 터부로 비난해왔

던 독일 사회에 다시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증폭되는 이유를 <독

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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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주민들에 의해 경제적 불안과 경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으

로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이 형성된 독일 

중산층은 너무도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들 중 자신들과 같은 자

리에 올라 똑같은 지분을 요구하며 독일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노

가 다시 이주민에 대한 강한 혐오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종현

은 <프랑스 파견무관이 본 러일전쟁>에서 전쟁을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

한 파견무관들의 전쟁 경험을 무시한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관으로 인해 전쟁의 근대적 성

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파멸적 결과를 야기한 프랑스의 전쟁 경험을 설명

한다. 근대적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이러한 오판의 기저에는 아시아인의 

신체에 대한 낮은 평가로부터 기인하는 서구인들의 인종주의적 선입견

이 자리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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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리코 2세와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임 병 철

Ⅰ. 페데리코 2세, 신화와 역사의 경계 

1245년 초여름 중세 유럽 사회는 황제권과 교황권의 충돌이 낳은 또 한 

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해 전 여러 곡절 끝에 교황좌에 오

른 인노첸시오 4세(Innocent Ⅳ)가 프랑스의 리옹에서 새로운 공의회를 

개최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이자 시칠리아의 왕 페데리코 2세(Federico 

Ⅱ)에게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077년의 

카노사 사건 이후 교황과 황제 사이의 대립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중세 

유럽의 정치 세계를 요동치게 만든 중요한 상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연

장선 위에서 13세기 초반의 이탈리아는 페데리코와 교황 그레고리오 9

세(Gregory Ⅸ)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권력 다툼의 경연장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250년 페데리코의 사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그

와 교회의 대립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교회의 편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한 

리옹공의회는 어쩌면 그 마지막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다양한 공의회의 

의제 가운데 이단과 위증 그리고 신성모독의 혐의로 황제를 파문하고 폐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사 종교라는 외피로 포장되었다고 해도, 리옹공의회는 이탈

Homo Migrans Vol.21(Nov. 2019):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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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반도의 권력지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 투쟁의 산물 그 이상도 또 

이하도 아니었다. 아무튼 몇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날선 공방을 나누던 

양진영의 설전 끝에 결국 인노첸시오는 페데리코의 파문과 폐위를 공식

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공의회의 공식 교령에 따르면 페데리코는 

분명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고, 여러 차원에서 충분히 “이단의 혐의”를 

받을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공의회는 페데리코에 대해 다음

과 같은 비난을 쏟아 부었다.  

그[페데리코 2세]는 사라센인들과 끔직한 친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그들에게 특사와 선물을 보낸 바 있고, 또 영예와 환호의 표시

로 그와 유사한 것들을 그들로부터 받고 있다. 그는 그들의 의식을 받아들

이고, 공개적으로 그들로부터 하루하루의 봉사를 받는다.……기독교 군

주에게 걸맞는 행동과 관행을 거부하고 구원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을 게

을리 하면서, 그는 신성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그 어떤 주의도 기울이

지 않는다.……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뛰어들고 있으며, 성직자나 교

회의 다른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면서 그들을 짓밟고 있다. 또한 우리

는 그에게서 교회, 수도원, 자선시설 혹은 그 밖의 다른 신성한 공간을 세

웠다는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점들이야말로 그에게 이단

의 혐의를 부과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

엇이겠는가?1) 

하지만 페데리코에게는 이 같은 교회의 날선 공격이 그리 낯선 경험도 또 

충격적인 일도 아니었다. 공의회의 회기 동안 대리인의 입을 빌어 그가 표

명한 강경한 입장과 파문 및 폐위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된 세찬 저

항이 예증하듯이, 이번 경우에도 교회의 이 가공할만한 무기는 그에게 아

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 어쩌면 그것은 1227년부터 마치 

의례처럼 네 차례나 무의미하게 반복된 ‘진부한’ 파문 드라마의 최종회

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 페데리

1) “First Council of Lyons―1245 A.D.” in Papal Encyclicals Online, avail-
able from:       http://www.papalencyclicals.net/councils/ecum13.htm 
accessed March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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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향한 이 같은 교회의 비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교회와의 대립 그리고 그 와중에 교황이 페데리코에게 원색적으로 

덧칠한 적-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당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를 둘러

싼 신화가 벼려지고 이어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 파문 선언에 나타나고 있는 페데리코의 반-기독교적 

회의주의나 교회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 혹은 친-이슬람 정서가 19세기 

이후의 역사가들로 하여금 그를 시대를 앞서간 ‘근대 군주’로 해석하도록 

이끄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교를 수용한 관용의 군주로서 마

치 그가 표상하는 듯한 반교회적인 태도가 정치질서의 세속성을 체현하

고 현실주의 정치사상을 반영하는 징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2) 만약 이를 

염두에 둔다면, 당대의 기록이 전하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종 회자되

듯이, 페데리코는 ‘세계의 경이(stupor mundi)’ 그 자체였다.   

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이처럼 페데리코를 시대의 한계

를 넘어선 “무슬림의 친구”이자 “문화 전이”의 상징적 인물로 단정 짓는 

것은 18세기 이래의 계몽적 시각을 오늘날 우리의 염원에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오류가 될 수도 있다.3) 물론 유대인과 무슬림교도를 포함하여 

그의 궁정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사들, 그와 무슬림 군주들 사이의 우호

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교황청과의 거듭된 반목 

등을 고려하면, 이단자나 종교적 관용주의자 혹은 친-무슬림주의자로서

의 페데리코의 일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단이나 이교의 문제에 관한 한, 페데리코가 중세 교회

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충실히 계승했고 또 세속 군주로서 자신의 권력이 

2) Cf. David Einstein, Emperor Frederick II (New York: Philosophical Li-
brary, 1949); Ernest Kantorowicz, Frederick the Second 1194-1250, E. 
O. Lorimer, tran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57). 

3) Dorothea Weltecke, “Emperor Frederick Ⅱ, ‘Sultan of Lucera,’ ‘Friend 
of the Muslims,’ Promoter of Cultural Transfer: Controversies and Sug-
gestions”, Friedhelm Hoffmann, et al, eds., Cultural Transfers in Dis-
pute: Representations in Asia, Europe and the Arab World since the 
Middle Ages (New York: Campu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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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기독교적 믿음 역시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

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화 밖 역사 속의 페데리코는 말뜻 그대로

의 “중세 황제”였다.4) 

이 점에서,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페데리코의 도발적인 행

적과 관념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 속에서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신화 

속의 페데리코를 역사의 세계로 소환하는 올곧은 길일 것이다. 낯선 역사

의 한 장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지금의 우리로서는 중세 기

독교 세계의 한 복판에서 기독교도들을 향해 칼과 창을 겨누던 무슬림교

도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13세기 중반의 여러 기

록은 이와 전혀 다른 낯선 세계를 보여준다. 당대의 한 기록은 1237년 8

월 1만 명이 넘는 무슬림 병사들이 북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도시 라벤나

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으며, 또 다른 연대기 작

가들에 따르면 같은 해 수천 명에 이르는 무슬림 궁수들이 만토바와 몬티

키아리 등지에서 기독교도들과 격전을 치렀다고 한다. 두 해 뒤인 1239

년에도 이 무슬림 병사들은 이탈리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 그들은 

밀라노와 브레시아 인들에 맞서 북이탈리아의 중심도시 밀라노를 함락하

기 위한 혈전을 치렀고, 그 와중에 인근의 수많은 촌락이 파괴되었다. 5)   

더욱 당혹스러운 점은 기독교 영토에서 기독교도들에게 칼을 휘두른 이 

무슬림교도들이 모두 기독교 국가의 신민들, 좀 더 정확히 말해 신성로마

제국 황제 페데리코의 병사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조부였던 적발왕 프리

4) Giuseppe Sciacca, “Sulla ‘Modernità’ di Federico Ⅱ”,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di studi federiciani (Palermo: Renna, 1952), pp. 135-
148; Francesco Giunta, “La Politica antiereticale di Federico Ⅱ”, Ibid., 
pp. 91-95. 한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부터 
칸토로비츠에 이르는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하고 페데리코를 중세 군주의 전
형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David Abulafia, Frederick II: A Medi-
eval Empero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를 보라.

5) Julie Anne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The Colony at Lucera 
(Lanham: Lexington Books, 2003), pp. 102-104; Ian Almond, Two 
Faiths, One Banner: When Muslims Marched with Christians across 
Europe’s Battleground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11),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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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히 1세(Frederick Ⅰ)의 족적을 되밟아가면서 페데리코는 북이탈리

아의 크고 작은 자치도시들과 벌인 잦은 전쟁으로 치세 후반부를 물들였

고, 그로인해 이탈리아에서 황제권의 확대를 우려한 교황과의 갈등이 계

속될 수밖에 없었다. 페데리코와 교황과의 대립을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제 각기 정치권력을 확대하려던 제국과 교회의 세속적 이해가 충돌

한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 무슬림 군대가 ‘공인’된 기독

교 군주였던 신성로마 황제의 병사들이었고 그의 명에 따라 기독교도들

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점이다. 

보편교회를 염원하던 기독교세계(Christendom)에서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 이교와 이단에 대한 ‘십자군’ 정신이 팽배했던 13세기의 유럽에

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

인가? 이 글에서 나는 1220년대 초반 페데리코가 중부 이탈리아 아풀리

아 지방의 작은 도시 루체라(Lucera)에 건설했던 무슬림 공동체를 이정

표 삼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230년대 후반 

북이탈리아를 유린했던 무슬림 병사들이 대개 그곳의 주민들이었기 때문

이다. 과연 페데리코는 어떤 이유에서 이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을까? 

과연 그곳은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도와 이교 무슬림교도가 평화

롭게 공존했던 예외적인 공간, 즉 조숙한 종교적 관용의 실험장이었는가? 

이제 이 질문들을 화두 삼아 ‘중세 황제’ 페데리코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Ⅱ. 루체라 공동체, 종교적 관용의 실험장? 

  

1220년대 초반 건설되기 시작해 1300년 함락될 때까지 약 80년 동안 기

독교 세계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았던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그 존

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하다. 기독교의 본향 로마

에서 고작 16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루체라는 중부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페데리코는 1220년대 초반부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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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에 걸쳐 이곳에 시칠리아와 그 주변의 무슬림교도들을 이주시켜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고, 그곳의 주민들은 이슬람 의식이나 관습, 도시

의 행정 등과 관련해서도 무시 못 할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기

독교 세계 내에 자리 잡은 무슬림 군대의 물리적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이교도와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기독교 정신

의 훼손이라는 문화적·종교적 맥락에서도 역시, 루체라는 그것을 건설했

던 페데리코는 물론이고 그에 반응했던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엿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가늠자가 될 만하다.  

흥미롭게도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가 건설되던 초기, 그에 대한 교회

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

는 오늘날의 선입견과 달리 당대인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그리 위협적으

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러한 침묵

을 깨고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처음 무슬림교도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대략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1232년 말에 이르러서였다. 

비교적 페데리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전임 교황 호노리오 3세

(Honorius Ⅲ)와 달리, 등극 초기부터 대립하며 이미 두 차례나 그를 파

문한 바 있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그해 12월 이 무슬림 공동체를 겨냥

한 첫 포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레고리오는 페데리코의 허락―혹은 암묵

적인 지원―아래 “지옥의 자식들”이 기독교도들의 세계를 “타락의 공간”

으로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불경한 불신자의 손에 교

회가 파괴된다면” 그것을 재건하고 기독교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 

군주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페데리코에게 오만한 이교

도들을 응징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날 이에 대한 페데리코의 반응을 알려줄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듬해 그레고리오가 보낸 또 다른 편지와 그에 대한 페

데리코의 답신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이다. 페데리코

에게 기독교 군주의 사명을 상기시켰던 이전 편지에서와는 달리, 1233

년 8월의 서한에서 그레고리오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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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면서 루체라의 주민들에 대한 개종 운동에 직접 나설 것임을 천명했

다. 그의 계획은 교회의 전사로 부상하던 도미니코 수도사들을 루체라에 

파견해 그곳의 무슬림교도들을 “회심과 갱생의 세례반”으로 이끄는 것

이었다. 한 마디로 그는 불신자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그리스

도의 대리자’로서의 자신, 즉 교황의 주된 책무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는 페데리코에게 이 개종 운동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같은 해 12월 페데리코가 쓴 답신은 교황을 만족시

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교황의 무슬림 개종 사업을 적극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만약 도미니코 수도사들이 아풀리아로 온다면 그

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외견상 살

갑게만 보이는 이 서신의 이면에 혹여 감추어져 있을 지도 모르는 페데리

코의 진의를 정확히 포착할 수는 없다. 또한 이후 서너 해에 걸쳐 교황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문제를 재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직

접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또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와 페데리코 사

이의 대립이 한동안 가라앉는 듯했다는 점도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1236년 2월 그레고리오가 페데리코에게 또 다른 서한을 보내면

서,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와 관련된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편지에서 그레

고리오는 신성한 교회들이 무슬림교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한탄하

며, 페데리코에게 만약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파문에 처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경고는 약 3년이 지난 후인 1239년 실행에 

옮겨졌다. 그해 3월 그가, “주 그리스도에게 봉헌된 교회들이 왕국 내에

서 파괴되고 불경스럽게 더렵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페데리코 2세]를 

파문하고 저주한다,”는 칙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6) 

6) Cited from John Philip Lomax, “Frederick II, His Saracens, and the Pa-
pacy”, John Victor Tolan, ed., Medieval Christian Perceptions of Islam 
(New York: Routledge, 2000), pp. 1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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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회의 파괴’라는 이 같은 주장은 1300년 루체라가 공식적으로 

함락될 때까지 교회 측에서 주기적으로 제기한―하지만 실제로는 검증하

기 어려운―일종의 정치적 수사나 다름없었다.7) 페데리코 역시 이 점을 

꿰뚫어본 듯하다. 1239년의 파문 이후 그가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혐의

를 부인하면서, 교황이 지목한 교회의 파괴는 그저 오래된 건물들이 붕괴

한 자연스러운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은 이러한 교회의 재

건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차원에

서 볼 때, 교황이 착목했지만 감추고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데

리코가 간파했던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의 파괴’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

니었을 것이다. 

특히 이 점은 그레고리오의 1236년 편지에서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에서 기독교도들과 공존하는 이교도들이 “불신의 독”으로 가톨

릭 신앙을 더럽힐 수 있고,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

의 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오래된 두려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레고리오는 기독교 세계의 ‘오염’이라는 중세적 

관념에 기초해 루체라에 만연한―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에서 야기될 

수 있는―이교도들과의 교류나 교제가 기독교도들에게는 “더욱 잔인하고 

한탄할만한 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데리코의 이에 대한 

항변은 강경하면서도 일견 단순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가 그

저 오래된 ‘가십’에 의존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해 버렸다.8)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세계의 ‘오염’이라는 문제

에 관한 한, 페데리코의 입장은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

보다 이 점은 1233년 교황이 권고했던 것처럼 자신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를 기독교 세계로 만드는 사업에 전념해 왔다는 그의 주장에서 잘 

7) 이와 관련하여, 테일러는 현재 남아 있는 물적 자료나 문헌기록을 통해서는 
의도적인 교회의 파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54-56. 

8) Cited from Lomax, “Frederick II, His Saracens, and the Papacy”, pp. 
175, 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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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루체라의 무슬림교도들 가운데 대략 3분의 1가

량이 이미 개종했으며, 다른 이들도 곧 그 길을 따르게 될 터였다. 물론 이 

이야기의 진위여부도 검증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교도들이 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보

다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9) 게다가 이후 실제로 전개된 루체라의 상황 역

시 충분한 개종이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가 기독교 세계를 확대시

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페데리코가 이교도와의 교류로 인해 기

독교 세계가 더렵혀질 것이라는 그레고리오의 비난과 우려를 충분히 이

해하고 또 그에 공감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10)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236년 벽두에 쓴 그레고리오의 편지에서 점화

되어 1239년 페데리코의 파문으로 폭발한 둘 사이의 대립에서, 분명 루

체라의 무슬림 문제는 그 표면적인 쟁점이었다. 또한 이를 고려한다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양자 사이에 그리 커다란 이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은 

새삼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둘 사이의 대결

을 종교와 무관한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

미 1235년부터 페데리코는 롬바르디아 지역에 대한 공략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와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

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황제의 북이탈리아 지배는 교황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나 다름없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레고

리오 또한 롬바르디아 자치도시들의 자유를 교황청 독립의 시금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11) 그렇다면 루체라의 무슬림을 둘러싼 둘 사이의 공

방은, 황제권과 교황권의 대립이라는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정치 환경 속

에서 이교도 문제라는 종교적 외피를 쓰고 분출된 것이었다고 해도 대과

9)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 51.

10) James Powell, “The Papacy and the Muslim Frontier”, Idem. ed., Mus-
lims under Latine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pp. 195-196; David Abulafia, “Ethnic Variety and Its Implica-
tions: Frederick II’s Relations with Jews and Muslims”,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44(1994), p. 218.

11) Abulafia,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pp. 2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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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다.  

1236년 2월의 편지 이후 둘 사이에서 전개된 치열한 공방전은 이 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만하다. 그 해 여름 페데리코가 북이탈리아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그에 대한 저항의 표시처럼 그레고리

오는 그에게 두 번째 파문의 경고장을 보냈다. 또한 1238년 여름 황제가 

브레시아를 점령했을 때에도, 이내 교황은 그해 10월 또 다시 페데리코

에게 파문의 경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레고리오가 종교적 

제재―혹은 종교적 이슈의 쟁점화―라는 패를 쥐고 페데리코의 롬바르디

아 공략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기실 오늘날의 통념과 달리 중세의 교황들에게는 세속 권력

과의 힘겨루기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단과 십자군이라는 주제야말

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카드였을 것이다.12) 

어쩌면 페데리코와의 투쟁의 한복판에서 그레고리오가 루체라의 무슬림 

문제를 거론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가 건설

되던 초기,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무심했던 교회의 태도가 1230년대 중

반 이후,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황제의 북이탈리아 공략이 시작되면서 

뚜렷한 소음으로 변모했다는 점이 이를 웅변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페데리코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을까? 달리 말

해, 그는 왜 자신에게 이단이나 무슬림-애호가라는 오명을 가져다줄 수

도 있는, 또 그래서 교황의 손에 자신을 공격할 이념적 무기를 쥐게 해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을까? 1220년대 초반 페데리

코가 봉착했던 정치적 상황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가늘지만 소중한 아리

아드네의 실타래이다.  

12) Patrick Zutshi, “Petitioners, Popes, Proctors: The Development of Cu-
rial Institutions, c. 1150-1250”, Giancarlo Andenna, ed., Pensiero e 
sperimentazioni istituzionali nella ‘Societas Christiana’ (1046-1250) 
(Milan: Vita e Pensiero, 2007),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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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리코는 1198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 Ⅲ)와 어머니 콘스탄

스(Constance) 사이의 정치적 타협으로 네 살의 어린 나이에 시칠리아의 

왕위에 올랐고, 이후 1212년 이탈리아와 독일을 분리하려던 교황의 정치

적 책략 아래 독일의 왕으로 선출되면서 한 동안 이탈리아를 떠나야만 했

다. 그가 이탈리아로 귀환하여 신성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된 것은 성년

이 훌쩍 지난 1220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의 앞에 왕국의 

지배자로서 시칠리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

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시칠리아 지배는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부

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재 기간 수많은 군소 세력들이 왕국 내에서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획득·행사하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왕의 중앙집권

적인 권력 행사에 거세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특히 시칠리아 무슬림교도들의 저항이 가장 완강했다. 그들은 

자체적인 화폐를 주조하는 등 마치 이슬람 독립 국가의 건설을 꿈꾸는 듯

한 체제전복적인 반란의 수준으로 맹렬하게 저항했다. 페데리코는 이 같

은 무슬림교도의 도전을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라는 종교적 맥락

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1222년 무슬림 반란의 근거지였던 시칠리아 서부의 이아토(Iato)에서 반

란의 주동자 이븐 압바드(Ibn Abbad)에게 가한 페데리코의 보복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약 8주의 공략 

끝에 페데리코는 이아토를 함락하고 반역자를 생포했다. 그런데 이후 그

가 보여준 모습은 ‘무슬림의 친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폭군

의 그것이었다. 페데리코는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이븐 압바드에게 일말

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종의 본보기로서 그의 옆구리에 박

차를 찔러 놓고 육신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목

숨이 붙어있던 이븐 압바드를 팔레르모로 압송한 후, 그곳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 한 동안 시신을 성벽에 걸어놓았다고 한다.13)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1220년대 초반의 시칠리아는 중세 판 ‘인티파다

13) Abulafia,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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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fada)’의 격전장이었다.14)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루체라의 무

슬림 공동체는 이처럼 왕권 강화를 위해 페데리코가 시행했던 강력한 대-

무슬림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은 북아프

리카의 무슬림교도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혹은 적어도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면서―일종의 게릴라 전술로 페데리코에게 저항했

고, 이에 따라 그에게는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을 단절

시키는 것이 반란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에 따라 페데리코는 반란자들의 소개 및 이주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

해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을 고립시키려고 했다.15) 이런 맥락에서 보

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왕권확립을 위해 신민들을 소개한 치밀한 

정치적 타산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효과적인 반란의 제압 이외에도, 고립된 무슬림교도들이 가져다 줄 수 있

는 또 다른 이득 역시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 20세기 초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에 처음으로 주목했던 이탈리아 학자 에지디(Pietro Egidi)는, 13

세기 초의 루체라가 오랜 기간 버려진 땅에 가까웠다고 기록한 중세 피렌

체의 연대기 작가 빌라니(G. Villani)의 기록에 주목하여 무슬림 공동체 

건설 초기의 루체라가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이 살던 작은 촌락에 불과했

으며, 페데리코가 바로 그러한 불모지에 새로운 주민을 정착시켜 경작지

를 늘리고 왕실의 재원을 확대하려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16) 물론 페데리

코가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

었다는 점을 입증해 줄만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발굴되고 있는 여러 고고학적 흔적들도 무슬림 공동체 건설 초기

14) Abulafia, “Ethnic Variety and Its Implications”, p. 216.

15) Christoph Maier, “Crusade and Rhetoric against the Muslim Colony of 
Lucera: Eudes of Châteauroux’s Sermones de Rebellione Sarracenorum 
Lucherie in Apulia”, Journal of Medieval History, 21(1995), p. 343. 

16) Pietro Egidi, “La colonia saracena di Lucera e la sua distruzione”, Ar-
chivio storico per le provincie napoletane, 36(1911), pp. 604-605. Rol-
lin S. Armour, Islam, Christianity, and the West: A Troubled Histor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2), p. 100 역시 페데리코가 불모
의 땅을 개간하는 대가로 페데리코가 무슬림교도들에게 종교적 자유와 자치
를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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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루체라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버려진 공간만은 아니었을 것이

라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17)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페데리코가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 

그가 이주시킨 무슬림교도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들이었고, 그들이 시칠

리아의 농경 기술과 작물을 루체라를 비롯한 아풀리아 지방에 이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립된 무슬림교도들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

었을 뿐만 아니라, 페데리코에게도 그들을 유용한 징세 수입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페데리코가 왕국 내의 무슬림교도들을 

왕실의 재산으로 간주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아무

튼 얼마 지나지 않아 페데리코는 곧 루체라 무슬림 공동체의 경제적 가

치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가 시작되고 나서 약 10년이 흐른 후

인 1234년 그가 루체라를 왕국 내의 7개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로 인정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18)  

이와 함께 루체라는 남다른 전략적·지정학적 가치 역시 지니고 있었다. 특

히 그곳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신성로마제국 황제로서의 통치권을 강화하

려던 페데리코에게 의미 있는 요충지가 될 만했다. 다른 무엇보다 초대 로

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식민도시로 건설되었다는 초기 루체라

의 역사가 그에게 황제권의 강화를 위한 역사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루체라와 그 주변 도시에 페데리코가 건설한 여러 성채들, 특히 루체라 인

근의 포자에 궁을 건설하면서 그가 남긴 표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19) 더욱

이 페데리코는 시칠리아 지역에서 이주시킨―좀 더 정확히 말해, 이주로 

인해 시칠리아나 북아프리카의 무슬림교도들과 단절되면서 생존을 위해

서라면 이제는 오직 그에게만 의존해야 했던―무슬림교도의 군사적 역량

17)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35-37.

18) David Abulafia, “The End of Muslim Sicily”, James Powell ed.,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p. 217. 

19)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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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었다. 페데리코는 물론이고 이후 루

체라를 지배했던 호엔슈타우펜이나 앙주 가문의 군주들이 루체라의 궁수

나 석궁사수들을 주요한 군사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하던 바로 그 초기 시점부터 페데리

코가 북이탈리아 지배를 꿈꾸었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일과 이

탈리아 모두를 차지하려던 호엔슈타우펜 왕가의 전통적인 야망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좌절시키려던 교황청의 오래된 노력을 감안한다면, 비록 

123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분명해졌다고 해도, 이미 초기부터 그

가 아풀리아의 이 도시를 북이탈리아 공략의 전초기지로 생각했을 가능

성 또한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1230년대 북이탈리아

를 유린했던 황제의 병사들은 바로 루체라의 주민들이었다. 또한 13세기

의 여러 연대기 작가들이 전하듯이 그들은 페데리코 이후에도 줄곧 호엔

슈타우펜 왕가의 주력군으로 이탈리아 곳곳의 전장을 누볐다.20) 그렇다

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페데리코의 ‘정치적·군사적’ 그리고 ‘경제

적’ 타산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무슬림 

공동체를 종교적 관용이나 문화적 포용의 산물로 간주하는 해석에 쉽사

리 맞장구를 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Ⅲ. 페데리코 2세, 친-이슬람주의자?  

어쩌면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가 건설되던 초기 교회가 그것에 별반 주

목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회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의 페데리코는 여전히 교황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달리 말해 정

치적으로 그리 위협적으로 생각되지 않던 미약한 왕권의 소유자에 불과

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는 점차 페데리코의 정치적 행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따라서 순수한 종교의 차원에서는 그리 차이가 없었던 그를 제

20) Piero Pieri, “I saraceni di Lucera nella storia militare medievale”, Ar-
chivio storico Puglise, 6(1953), pp. 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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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기 위해 이교의 문제를 정치 투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한 마

디로 루체라의 무슬림교도들은 실제 종교의 문제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

었던 교황과 황제가 정치권력을 두고 경합하던 “장기판 위에 놓인 돌”에 

지나지 않았다.21) 이제 페데리코의 무슬림에 대한 시각을 전통적인 교회

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1245년의 마지막 파문이 있고 난 그 이듬해 11월, 페데리코는 교황과의 

대결에서 항상 자신의 편에 섰던 맹우 에첼리노 다 로마노(Ezzelion da 

Romano)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루체라에 무슬

림 공동체가 건설되기 시작한 후 근 20년 이상이 훌쩍 지난 1240년대 중

반까지도 여전히 시칠리아 무슬림교도의 저항이 끈질기게 계속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페데리코는 에첼리노에게 이제야 비로소 무슬림 반란의 뿌

리가 뽑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더 이상 저항

할 수 없게 된 반란군” 즉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을 자신과는 “다른 믿

음을 소유한” 이들로 지칭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오만”하게 도전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응징되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22) 그렇다면 

이 편지는 기독교 세계의 한 복판에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던 ‘관용의 

군주’ 페데리코가 다른 한 편에서는 바로 그 이교도들과 지난한 전쟁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흔치 않은 증거이다.   

한 해 전 사라센인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파문된 페데리코에게 실제로 

무슬림교도들은 언제나 정치판의 사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교도에 불

과했던 것이다. 물론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중세 유럽에서 무슬림교

도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기독교도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점을 보여주

는 예외적인 사례가 될 만하다. 하지만 그것이 곧 페데리코가 이교도와의 

상생이나 공존을 꿈꾸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레고리오와의 논

전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루체라의 주민들이 언젠가 개종되어야 할 이교

도라는 점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1231년 왕국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

21) Lomax, “Frederick II, His Saracens, and the Papacy”, p. 188.

22) Cited from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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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일명 “멜피(Melfi) 법전”으로 불리는 법령집 『아우구스투스의 

서(Liber Augustalis)』를 선포하고 그 서문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페데

리코는 스스로를 기독교 세계의 군주로 자리매김했다. 그에 따르면, “신

의 섭리의 실행자”로서 “믿음을 비방하는 이들에 의해 기독교의 어머니

인 신성한 교회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군주

의 진정한 사명이었다.23)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서 페데리코는 스스로를 교회의 보호자로 자임

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처럼 기독교 군주로 자처하는 것은 그에게 결

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1215년 그는 유서 깊은 독일의 도시 아헨을 차

지한 후, 그곳에서 독일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거행했다. 이미 1212년 교

황과의 타협으로 왕위에 오른 그에게 이 대관식은 때늦은 요식행위에 불

과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페데리코는 이를 자신의 왕권을 공개적

으로 전시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았다. 무엇보다 아헨이 샤를마뉴 제국의 

수도였고, 여전히 그곳에는 샤를마뉴의 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이 대관식을 자신을 샤를마뉴의 후계자로 공표하는 의도적인 정

치 쇼의 일환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약 400여 년 전 샤를마뉴가 그

랬듯이, 페데리코는 대관식이라는 의식을 통해 교회의 보호자이자 제국

적 권위의 재건자로 스스로를 포장했다.24) 더욱이 스스로를 기독교 군주

로 자리매김하는 이 ‘조숙한 셀프-패셔닝(self-fashioning)’의 현장에서 

페데리코가 처음으로 십자군 원정을 천명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아무튼 만약 페데리코가 자신을 기독교 군주로 규정했다면, 그가 지배하

는 시칠리아 왕국 역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마땅했다. 카푸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 특히 시칠리아 섬의 반란자들을 제압하면서 그가 추진했

던 여러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는 얼개 아래

에서 이루어졌다. 1221년 시칠리아에 첫발을 내딛고 메시나에서 선포한 

23) The Liber Augustalis or Constitution of Melfi Promulgated by the Em-
peror Frederick Ⅱ for the Kingdom of Sicily in 1231, James M. Powell, 
trans. (Syracuse: Syracuse Univ. Press, 1971), p. 4. 

24) Abulafia,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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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이러한 그의 생각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이었다. 도박이나 농지

거리 등 개인의 품행을 교회법에 근거해 규제한 메시나 법령은 일견 사

소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왕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제정

된 그와 같은 규정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차원에서 논의·제정되었다는 점

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즉 그는 기독교 관념에 입각해 왕국의 통치 근간

을 확립하려고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 법령에 유대인과 매춘부에 대한 분리 정책이 명시

되었다는 점은 사뭇 주목할 만하다. 페데리코는 유대인과 매춘부들을 기

독교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아웃사이더”로 규정하고, 그들

을 다수 기독교도들로부터 분리하려고 했다.25) 물론 사회적 소수자로서 

시칠리아 왕국에서 더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이들은 가장 완강하게 왕권

에 도전했던 무슬림교도였다. 그런데 십년 뒤 페데리코는『아우구스투스

의 서』에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하나의 범주로 묶어 바로 그들의 권리와 

신분 등을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유대인과 사라센인들에게

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과 사라센인

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26)는 것이었다. 의

미심장하게도 단지 적대적인 이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과 무

슬림교도에게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유대인과 무슬림교도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불신앙의 

징표로 간주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 페데리코를 공격했던 교회의 전략은 

충분히 이해할 할 만하다.27)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페데리코의 입장

은 전통적인 교회의 관념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기독교가 보편 질서로 자

리 잡아가면서 13세기의 유럽 사회에서는 지배 집단인 다수 기독교도들

25) Ibid., pp. 142-143.

26) The Liber Augustalis, p. 22. 

27) David Abulafia, “Monarchs and Minorities in the Christian Western 
Mediterranean around 1300: Lucera and Its Analogues”, Scott Waugh 
and Peter Diehl, eds., Christendom and Its Discontents: Exclusion, 
Persecution, and Rebellion, 1000~150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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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수의 이교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이 사회 질서의 구축

을 위한 중요 현안으로 대두했다. 물론 개종을 통해 완전한 기독교 사회

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해도, 현실의 여러 장애

는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개종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중

세 사회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rivoux)가 “만약 유대인처럼 사라센인들을 기

독교의 지배에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랬듯

이 그들의 개종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와 같은 고려에

서였을 것이다.28)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이나 무슬림교도 같은 소수 집단을 나름대로의 종

교적 관행이나 법을 따르는 분리된 공동체로 수용하는 것이 중세 사회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종교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보편기

독교 사회에서 이교도와의 공존이 가져올 위험성, 다시 말해 예상 가능

한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신자들을 지킬 것인가라는 우려와 공포가 상존

할 수밖에 없었다. 중세 기독교 사회가 철저한 분리 정책을 내세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성지 회복과 보편교회의 개혁을 표방하

며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1215년 개최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다

른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다.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무슬

림교도에 대한 분리정책을 교회의 확고한 입장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공의회의 교령 68조는 “일부 지역에서 복장의 차이가 유대교도와 무슬

림교도들을 기독교도들과 구별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차

이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간혹 기독교

도들이 유대교나 무슬림 여성들과 관계를 갖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

인과 사라센인들이 기독교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오류들이 발생하곤 한

다,”는 우려 섞인 진단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곧 그에 대한 처방으로 인

노체시오 3세는 그와 같은 “파괴적인 뒤섞임”을 막기 위해 유대인과 무

슬림교도들이 “모든 기독교 지역에서 그리고 언제나, 복장의 차이에 의

28) Cited from Benjzmin Z. Kedar, Crusade and Mission: European Ap-
proaches toward the Muslim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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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이들과 공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다.29) 적어도 제4

차 라테라노 공의회 이후, 오염의 가능성이라는 두려움과 위험에도 불구

하고 무슬림교도 같은 이교도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부

여하고 그들을 다수 기독교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교회의 지배적인 

정책이 되었다.30) 

의미심장하게도 메시나 법령에서 시작되어 아우구스투스의 서에서 집

대성되는 페데리코의 소수자 정책이 이와 같은 라테라노 공의회의 교령

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교회와 마찬가지로 

페데리코는 유대인과 무슬림교도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그들을 다수 기

독교도들과 분리했다. 이에 따라 무슬림교도들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

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불순한, 따라서 언젠가는 정화―즉 개종―되어야 

할 주변인이 되었다. 이 점에 착목한다면, 페데리코가 자신의 영토 내에 

이교 공동체를 건설했다는 점은 일견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가 1220년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단에 대한 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교황에게 분명하게 약속했고 또 1215년의 대관식부터 1231년 『아우구

스투스의 서』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줄곧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건설은 ‘야

누스’ 페데리코의 일면을 보여주는 굴곡진 창으로 불릴만하다. 아이러니

하게도 1220년대 시칠리아의 인티파다를 주도했던 주역이 이제는 마치 

이슬람의 친구처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페데리코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을까? 나는 지금까지 

정치적·경제적, 즉 지극히 세속적인 차원에서 페데리코가 루체라에 무슬

림 공동체를 건설했던 이유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 질문에 맞닥뜨리

게 된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적절

29) “Cannons of the Fourth Lateran Council (1215)”, in Baldwin, Marshall 
W., ed., Christianity Through the Thirteenth Century (New York: Harp-
er & Row, 1970), p. 322. 이와 함께 공의회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공식 공
의회 소집 서간은 ibid., p. 293 참조.

30) Powell, “The Papacy and the Muslim Frontier”,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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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일 것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교도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내놓은 

일련의 제도나 언명 등은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

라서 우리는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를 루체라에 이주시켰던 종교적인 목

적 역시 페데리코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추론해 

보아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페데리코는 단일 지역에 시칠리아의 무슬림

교도들을 소개시킴으로써 그들을 북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무슬림교

도들로부터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

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루체라의 무슬림교도들은 과거 시칠리아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주변의 기독교도들로부터도 철저히 분리되었다. 이

후 시칠리아 왕국의 여러 문서에 종종 등장하듯이, 페데리코가 왕국 내의 

무슬림교도들을 자신에게만 충성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는 “왕실의 

재산(servi camere)”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페데리코는 자신이 “건설하고

자 했던 진정한 기독교 사회가 비-기독교적이고 비정통적인 집단과 그들

의 관행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했고31), 루체라는 이러한 그의 목

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른 무슬림교도뿐만 아니라 주위의 기독교도들로

부터도 철저히 단절된 말뜻 그대로의 고립된 공간이 되었다. 이는 무슬림 

공동체의 루체라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존이나 상생의 공간이 아

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여러 정치적·상황적 요인과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겠지만, 그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나 인노첸시

오 4세 가운데 그 누구도, 1230년대 이후 끊이지 않았던 페데리코와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그로인한 크고 작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루체라를 직

접적으로 겨냥한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모두 페데리코 사후 루체라의 역사에 나타난 후일담과 같은 이야기였다.

1250년 겨울 페데리코가 병사했다. 그리고 이후 약 4년가량이 흐른 

1254년 늦여름, 시칠리아의 왕위를 계승한 페데리코의 서자 만프레드

31) Maier, “Crusade and Rhetoric against the Muslim Colony of Lucera”,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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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fred)와 교황 사이에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그를 남부 이탈리아의 교황 대리인으로 지명했던 것

이다. 하지만 정확한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만프레드가 교황의 보

좌관들을 살해하면서 이 달콤한 밀월은 짧은 꿈처럼 지나가버렸다. 이듬

해 만프레드가 파문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와 그를 따르는 루체

라의 무슬림에 대한 십자군이 구성되기에 이르렀다.32) 이를 기화로 루체

라의 무슬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

고, 1300년까지 여러 차례 되풀이된 소위 ‘루체라 십자군’ 운동이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어쩌면 이는 루체라와 관련되어 발생한 여러 교황과 페데리코 사이의 대

립이 종교와 무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 증거일지도 

모른다. 페데리코와 교황청 사이에서 오고간 여러 정치 서한과 논고를 분

석한 한 연구자는 우리에게 그들의 논전을 유의해서 읽으라고 조언한 바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페데리코 진영과 교황청은 모두 13세기의 종

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동일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

쳐 나갔으며, 이 점에서 페데리코가 정치적이었다면 그만큼 교황 그레고

리오와 인노첸시오 역시 정치적이었다는 것이다.33) 그렇다면 루체라의 

무슬림에 대한 교황청의 공격을 지난하고 다채로운 십자군 운동의 역사

에서 단연 두드러진 ‘정치적 십자군’의 전형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

어 보인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루체라는 결코 관용의 실험

장이 아니었고, 페데리코 또한 친-이슬람주의자나 종교적 관용주의자와

는 거리가 멀었다.           

32)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130-132.

33) Peter Herde, “Literary Activities of the Imperial and Papal Chanceries 
during the Struggle between Frederick Ⅱ and the Papacy”,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44(1994), pp. 2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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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에필로그   

1245년의 리옹공의회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연대기 작가 살림베네(Sa-

limbene)는 페데리코를 잔인함과 기벽에 가까울 정도의 호기심에 사로잡

힌 인물로 특징지으며,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교황의 편에 섰

던 수도사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였다. 적어도 

그의 눈에 비친 페데리코는 “신에 관한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소유

하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페데리코가 

자비와 품성을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는 때때로 대담했고, 또 읽고 쓰기뿐

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예외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리고 이에 따라 살림베네는 “만약 그[페데리코]가 올바른 가톨릭교도였

고 또 신과 그의 교회를 사랑했다면, 이 세상에서 그에 버금갈 황제는 거

의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4) 원색에 가까운 비난의 홍수 속

에 은밀히 똬리를 틀고 있는 이와 같은 양가적인 평가는 당대의 세계에서 

페데리코가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를 암시한다. 

물론, “그 역병과도 같은 왕[페데리코 2세]은 전 세계가 이 세 명의 사기

꾼 즉 예수 그리스도, 모세 그리고 무함마드에 의해 기만당해 왔다”고 말

하곤 했다고 비난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독설은, 그를 반-교회적 

화신으로 자리 잡게 만든 대표적인 신화였다.35) 하지만 그것이 페데리코

와 무슬림교도의 관계에 관한 모든 이야기일 수는 없다. 아마도 페데리코

에 관한 소문은 당대 이슬람 세계에서도 끝없이 회자되었던 듯하다. 특

히 이와 관련하여 약 100여년 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슬

람 역사가 이븐할둔(Ibn khaldun)의 언급은 새삼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

르면 “시칠리아의 폭군”―이븐할둔이 직접 페데리코를 거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를 지칭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에 의해 시칠리

아의 무슬림교도들이 억압되고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수십 

34) Salimbene, From St. Francis to Dante, G. G. Coulton, ed. and trans. 
(London: David Nutt, 1907), pp. 241-244, esp. 242.

35) Cited from James Powell, “Frederick Ⅱ and the Church: A Revisionist 
View”, Catholic Historical Review, 48(1963), 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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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지난 후에는 심지어 몰타 섬의 무슬림교도들 역시 루체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36)

한 세기 후의 진술이 지닐 수밖에 없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븐할

둔의 이야기는 페데리코와 그가 살던 시대에 관한 진실의 일면을 전해준

다. 즉 오늘날까지 페데리코에 대한 신화만큼이나 강렬하게 지속되고 있

는 ‘관용의 섬’이라는 중세 시칠리아의 이미지가 어쩌면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분명 12세기 이전의 시칠리아는 아

라비아 스타일의 문화와 유대 전통이 뒤섞인 문화의 용광로였다. 하지만 

12세기 후반부터 끈질기게 거듭된 이슬람 공동체의 파괴는 다문화 사회

였던 시칠리아를 단일 기독교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볼로냐나 밀라노 등 

여러 이탈리아 본토의 주민들이 시칠리아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대략 

1150년부터는 학살과 강제이주 그리고 개종을 통한 시칠리아 무슬림교

도에 대한 종교문화적 단일화 사업이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12세기 중반 이후의 시칠리아 역사는 점진적인 “라틴화” 과정이었다.37) 

어쩌면 페데리코는 중세 시칠리아의 역사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

며 운행되던 무슬림 파괴의 기관차를 몰던 마지막 운전자였다. 물론 그의 

치세 기간 다른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와 접촉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아

라비아어에 능통했던 페데리코 스스로도 여러 무슬림 학자들과 서신을 

교환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궁정은 더 이상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소유

한 지식인들이 공존하던 문화적 융합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왕국의 궁

정에 영구적으로 상주하는 무슬림 지식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리스인들도 손에 꼽을 만했다. 한 마디로 그의 궁정은 “전적으로 서양적”

인 향취를 띄게 되었다.38)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이와 같은 왕국의 “

라틴화” 과정이 효율적인 국가행정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결합하여 탄생

한 결과였다. 한 세기가 지난 뒤 이븐할둔은 바로 이 점을 회고적으로 기

36)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 16, 77.

37) Abulafia, “The End of Muslim Sicily”, pp. 103-125. 

38) Ibid., pp.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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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했다. 그에게는 지중해 세계 한복판의 외로운 몰타마저 이제 그 과정

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였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는 “시칠리

아의 폭군”이 있었다. 

이제 마지막 언급이 불가피해 보인다. 때론 이슬람의 관습을 이용해 신

민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의 방식을 차용해 교역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는 자유로운 도시민들을 이단으로 몰아 박해하는 등, 페데리코는 역설적

인 인물이었다. 또 이 점에서 누군가는 그를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목적에 따라 활용할 줄 알았던 소위 ‘르네상스 군주’의 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39) 하지만 이 조숙한 외면의 내부에는 중세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 보편세계가 적대적인 이교 이슬람 

세계와 마주한 최전선 접경 지역의 군주로서, 그는 정통적인 기독교 관념 

속에서 그 소수자 문제들을 고민하고 처리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점에

서 그의 혼란―혹은 야누스적 측면―은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라틴기

독교 사회로 변화하던 13세기의 시칠리아 더 나아가 유럽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그러진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

에서 관용은 낯선 것이었다.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limbch@knue.ac.kr 

주제어(Key words): 

페데리코 2세(Federico Ⅱ), 무슬림(Muslim), 기독교(Christianity), 루

체라(Lucera), 관용(Tolerance) 

(투고일: 2019. 10 .05 , 심사일: 2019. 11. 07 , 게재확정일: 2019. 11. 07)

39) Jacob Burckhardt,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S. G. C. 
Middlemore, trans. (New York: Penguin Books, 1990),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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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페데리코 2세와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임 병 철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페데리코 2세는 신화의 수수

께끼에 둘러싸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제국의 

황제이자 시칠리아 왕으로서 그가 보여준 낯선 행적은, 그의 시대부터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를 종교적 관용주의자나 친-무슬림주의자로 해석

하도록 이끌고 있다. 본고는 1220년대 초반 그가 아풀리아 지방의 작은 

도시 루체라에 건설했던 무슬림 공동체에 주목하면서 이와 같은 신화 속

의 페데리코를 역사의 장으로 옮겨오려는 시도이다. 특히 그와 교황 그레

고리오 9세 사이에서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와 관련되어 전개된 논전을 

제 각기 권력을 확대하려던 교황과 황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

과로 해석하면서, 본고는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가 황제의 통치권 강화

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에서 건설되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교황과 황제 사이에 커다란 이견

이 없었으며, 오히려 페데리코가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개진된 교

회의 이교도 정책을 충실히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를 

고려한다면, 페데리코는 결코 반-기독교주의 회의주의자가 아니었고, 마

찬가지로 루체라 역시 종교적 관용의 공간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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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derico Ⅱ and the Muslim Community of Lucera

Lim, Byungchul

Federico Ⅱ, the emperor of the Holy Roman Empire,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Middle Ages who was shrouded in enig-

mas. In particular, his unfamiliar walk of life as an Emperor as well 

as a king of the Kingdom of Sicily has led one to regard him as 

a religious tolerationist or even an Islamophile from his time on-

wards. By focusing on the Muslim community which he established 

at Lucera, a small city in the region of Apulia, from the early 1220s 

to the middle of 1240, the present study attempts at reinterpret-

ing such a mythical figures as Federico in a historical terrai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dispute between him and 

the Pope Gregory Ⅸ in a dimension of the secular clash for con-

solidating the political power in their own ways, and contends that 

the Muslim community of Lucera wa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sovereign power of the emperor. In addition, by 

maintaining that there was no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him 

and the Pope at least with regard to the religious views, this study 

puts much emphasis on the fact that, as far as the pagan were con-

cerned, Federico faithfully followed the policy of the Church which 

was stated during the Council of Lateran in 1215. Consequently, 

Federico was not an anti-Christian sceptic, and in the same manner 

Lucera was not the a place of tolerance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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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제2제정이 무너지고 새롭게 성립한 프랑스 제3공화정은 공화제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

1871) 패배와 파리코뮌(Commune de Paris, 1871)의 유혈진압과 같은 

대내외적 문제를 안고 출범한 정권이었다. 세기말 프랑스 제3공화정의 

가장 큰 정치 위기는 ‘드레퓌스 사건(L’Affaire Dreyfus, 1894-1906)’

이었다. 드레퓌스 사건은 문화적 전성기를 달렸던 ‘좋은 시절’의 

프랑스를 뒤흔든 거대한 국가적 스캔들로서 전쟁 패배와 평화협정이 

불러일으킨 프랑스의 복수주의(Revenche)와 민족주의에 더불어 1880

년대 ‘불랑제주의(Boulangisme)’로 일컬어지는 보수반동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는 ‘지식인(Intellectuel)’의 현실참여로 시정될 수 

있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전형은 앞서 볼테르(Voltaire, 1694-1778)에 의해 실천된 바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식인’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1) 에밀 졸라(Émile Zola, 1840-

1) 파스칼 오리, 장-프랑수아 시리넬리, 한택수 역, 『지식인의 탄생_드레퓌스
부터 현대까지』 (서울: 당대, 2005), 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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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현실참여*

김 만 중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프랑스 제3공화정 전반기 영화감독 조르
주 멜리에스의 현실참여」 (중앙대학교, 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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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를 필두로 등장한 지식인의 적극적인 현실참여는 그동안 문장가 

지식인들의 명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술가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드레퓌스 사건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예술가 역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실참여를 했다는 

사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2)

제3공화정은 외국과의 잇따른 사건 사고들 속에서 외교 관계에 해가 되는 

예술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보다는 

작품에 대한 통제를 활용하며 교묘히 검열할 수 있었다.3) 새롭게 발명된 

사진 역시 다른 시각예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함의를 담아 낼 수 있었고 

실증주의와 자연주의는 대중에게 사진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높여주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일찌감치 사진의 잠재성을 염려했고 사진에 대한 

첫 법적인 규제는 나폴레옹3세의 1852년 2월 법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3공화정도 사진에 대한 검열을 이어나갔다. 특히 파리코뮌의 

이미지는 제3공화정의 주요 검열대상이었고, 1899년 여름동안 렌에서 

진행된 드레퓌스의 재심기간 동안에는 사진작가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의 사진 검열은 개별 사진의 압류에서 사진 유통의 

통제로 발전했지만 대중적인 인기와 포토저널리즘의 성장으로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촬영을 금지하는 수단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4)

사진에 뒤이어 발명된 영화 역시 논란적인 검열의 대상이었다. 영화는 

2) Maya Balakirisky Katz eds., Revising Dreyfus (Leiden: Brill, 2013); 
Robert Lethbridge, “Rethinking Zola and Cézanne: Biography, politics 
and art criticism”, Journal of European Studies, 46(2)(Sage: 2016); 
Philip Nord, “The New Painting and the Dreyfus Affair”, Historical 
Reflections, 24(Berghahn Books, 1998); Norman Kleeblatt edt., The 
Dreyfus Affair: Art, Truth, and Justi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
fornia Press, 1987).

3) Bertrand Tillier, “The Impact of Censorship on Painting and Sculpture, 
1851-1914”, Yale French Studies, 12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79-101.

4) Donald E. English, “Anxiety and the Official Censorship of the Pho-
tographic Image, 1850-1900”, Yale French Studies, 12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105-118,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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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의미의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사진처럼 대중적으로 

호소력이 짙은 시각매체였기 때문이다. 제3공화정은 지속적으로 극장과 

풍자만화에 대해 검열했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1881년 완화되었지만 

극장에 대한 검열은 1906년까지 지속되었다. 극장의 통제와 감시는 

대중공연이 정부와 공권력을 비판하거나 부도덕한 이념을 전파하는 지에 

집중되었다. 앞서 제2제정기에 통과된 1864년 법은5) 극장 공연이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에서는 지사 부처에서 주관하도록 했고 

제3공화정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파리코뮌에 대한 검열 수위를 극도로 

강화시켰다. 대중공연은 ‘구경거리(spectacles de curiosité)’로 분류하여 

시장과 도지사의 통제 하에 두도록 했다. 제3공화정은 강화된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연에 대한 감시를 활발히 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공연은 공공질서 유지 명목으로 금지되었다. 영화에 대한 검열은 극장과 

대중공연 검열에서부터 유래했지만 일차적으로 민간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대 프랑스에서는 세기말의 도덕적인 타락을 경계한 

사람들이 모여 각종 모임을 조직했고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수호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모임들은 영화 자체를 불손한 매체로 보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유도했다. 1909년 사형집행 장면을 

담은 영화의 상영이 내각에 의해 금지되었고 1912년 범죄자 쥘 보노

(Jules Bonnot)에 대한 영화가 상영 금지되면서 영화 검열에 대한 여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언론의 지지를 받았던 이 조치는 범죄영화 

장르의 상영 금지를 확산시켰고 사전검열을 시행하는 곳도 등장했다. 

1914년 국무원(Conseil d’Etat)은 영화를 ‘구경거리’로 규정한 뒤, 

시장과 도지사의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함으로써 영화 

검열은 제도권에 들어서게 되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프랑스 제3공화정 

전반기 다른 매체나 예술과는 달리 영화에 있어서 정치와 연관된 검열 

조항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예외적으로 1899년 드레퓌스 사건과 

1913년 외국군복(특히 독일군)을 담은 영화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당한 

5) 자세한 내용은 Katharine Ellis, “Unintended consequences: Theatre de-
regulation and opera in France, 1864-1878”, Cambridge Opera Journal, 
22-3(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327-35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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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례였다. 초기 영화는 대부분 정치적인 내용이나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부 당국과 민간에서는 영화의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6) 

이런 관점에서 본고의 주인공인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éliès, 

1861~1938)가 드레퓌스 사건에 관한 ‘재구성된 뉴스릴(actualités 

reconstituées)’ 영화를 제작하고 검열당한 사건은 매우 상징성을 띄고 

있었다. 멜리에스는 대표적인 작품 <달나라 여행 (Voyage dans la Lune)> 

(1902)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영화사에서는 초기 영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감독으로 평가되었다. 마술사로 예능계에 입문한 그는 

1895년 그랑카페(Grand Café)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시네마토그래프

(Lumière Cinématographe)의 첫 대중 공개 시사에 참여한 이후 영화를 

업으로 삼기 시작했다. 멜리에스의 삶에는 직접적인 정치행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정치적·시사적 내용을 다룬 작품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멜리에스는 마술과 영화를 좋아했던 

흥행사로 성공적인 길을 걷다가 변화하는 세태와 타협하지 않고 기울어간 

비극적인 예술가의 인생을 살았고 기존의 영화사 연구는 그를 ‘환상영화

(Féerie)’의 개척자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그러나 멜리에스가 

불랑제주의가 유행하던 시기 보수반동 운동을 풍자하는 만평을 《라 

그리페 (La Griffe)》에 기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영화에 대한 

새로운 비평과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7) 새로운 연구 성과들과 그의 

작품을 다시 독해하여 본다면 조르주 멜리에스는 현실과 먼 환상을 

6) Kenneth Garner & Richard Abel, “Regulating a Risky Business: Film, 
Censorship, and Pblic Safety in Prewar France, 1909-1914”, Yale 
French Studies, 12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160-181.

7) 자세한 내용은 Matthew Solomon, “Georges Méliès: Anti-Boulangist 
Caricature and the Incohérent Movement”, Framework, 53-2(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2); Georges Méliès, Mes Mémoires; 
John Frazer, Artificially Arranged Scenes (Boston: G. K. Hall, 1979), 
pp. 27-28; Frederic Seager, The Boulanger Affair: Political Crossroad 
of France, 1886-188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p. 144; 
Paul Hammond, Marvellous Méliès (New York: ST. Martins’s Press, 
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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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기만 한 감독이 아니었고 혼돈한 세태에 일침을 가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드레퓌스 사건의 영화적 재현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최초의 영화는 멜리에스에 의해 각 1분길이 분량, 

11편의 연작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는 재심이 진행되었던 1899년 8월부터 

이미 영화 제작에 착수했으며 연말 상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공화정 

전반기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재현 영화를 만든 다른 작품으로는 파테사

(Pathé)의 1899년, 1908년 작이 있었다. 그런데 멜리에스가 <드레퓌스 

사건>을 만들기 이전에 드레퓌스를 필름에 담고자한 영화관계자들의 

앞선 시도가 있었다. 

우선 ‘뒤블리에 사건’으로 칭해지기도 하는 이 일화는 불명확한 이미지를 

활용한 ‘날조’였다. 1898년 뤼미에르사 직원이었던 프랑수아 뒤블리에

(Francis Doublier)는 러시아 남부 유대계 지구에서 영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역 사람들이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간에 관심이 커지자 그는 드레퓌스 사건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했고 다른 필름들로부터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과 건물, 군함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상영했다. 그는 불명확한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기만했다. 그러나 영화가 발명된 시기에 

선행한 사건이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필름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여 그 영상은 다시 상영되지 못했다.8) 

또 다른 시도는 뒤블리에와는 달리 ‘실제’ 드레퓌스의 모습을 담고자 도전한 

사례였다. 드레퓌스의 재심 소식에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렌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영화 회사들도 동참하여 드레퓌스가 

8) Jay Leyda, Kin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 23;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Sight and Sound, 54(London: 
BFI, 1984),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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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는 7월 1일, 렌은 이미 렌즈로 가득했다. 하지만 당국은 드레퓌스의 

사진이나 영상이 여론을 동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드레퓌스는 단 

한 장의 사진조차 찍히지 않은 채 재빨리 수용소로 옮겨졌고 덧문으로 

막힌 방에 수감되어 외부로부터 차단되었다. 당시의 영화카메라는 

훨씬 크고 무거웠으며 시끄러워서 사진과는 다르게 몰래 촬영하기도 

부적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데(Julius W. Orde)는 집요한 노력 

끝에 드레퓌스 촬영에 성공했다. 그는 드레퓌스가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러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주변 건물 옥상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며칠을 기다린 끝에 보초와 밖에 나온 드레퓌스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촬영은 탄로 났고 드레퓌스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며 촬영은 끝나게 

되었다. 오르데는 이 필름을 런던의 팔레스 극장(Palace Theatre)에서 

상영했다.9) 영화에 대한 후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있다.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전기영화는 관객들을 일어서게 만들었다. 그들은 

소리치며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었고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신기하게도 

라보리는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반면, 메르시에(Auguste Mercier)와 

요아우스트(Albert Jouaust)는 야유를 받았다. (...)”10)

  이와 같은 노력에 재판장 바깥에서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을 촬영한 

필름이 다음 그림들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바이오그래프(Biograph)

와 비타그래프(Vitagraph)는 드레퓌스의 재심을 위해 여러 촬영기사를 

보내었고 [그림 1~4]는 드레퓌스의 재심이 벌어졌던 렌과 렌의 재판소를 

촬영한 영상의 스틸사진이다.

9)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p. 291-292. 

10) 《세인트 폴 글로브 (ST. Paul Globe)》 (1899. 09. 17.). 번역은 필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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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재심이 열린 렌에 있던 기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으로 

당시 드레퓌스 사건의 취재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그림 2]는 

드레퓌스를 면회하기 위해 이동하는 부인 뤼시(Lucie Dreyfus, 왼쪽에서 

두 번째)와 형 마티유(Mathieu Dreydus, 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그림 3]은 오르데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필름으로 

민간인 복장으로 렌의 감옥 안뜰에서 산책을 하는 드레퓌스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는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드레퓌스의 

[그림 1] Biograph series of 

Dreyfus trial scene films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그림 2] “Lucie Dreyfus(second 

left) and Mathieu(second right)”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그림 3] “Alfred Dreyfus, in hat 

and dark civilian clothes”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그림 4] “Alfred Dreyfus”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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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식별되는 필름이다.11)

한편, 멜리에스가 드레퓌스 사건의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파테사는 

제카(Ferdinand Zecca) 감독에 영화 제작을 의뢰했고 멜리에스와 같이 

재구성된 8편의 <드레퓌스 사건>을 만들었다.12) 하지만 프랑스 당국의 

검열로 상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1908년 미국 상영을 

위해 <드레퓌스 사건>을 다시 제작했다. 영화는 농게(Lucien Nonguet)

를 감독으로 했고 제작은 제카가 담당하였으며 12편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었다.13)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드레퓌스가 복권된 뒤 제작된 

파테사의 <드레퓌스 사건>은 약 18분의 분량으로 진범 에스테라지

(Ferdinand Esterhazy)의 간첩행위부터 드레퓌스의 복권을 간략히 

다루고 있었다.14) 영화는 9월부터 미국의 다양한 주에서 The Dreyfus 

11) Société Française de Mutoscope et Biographe; 무토스코프와 바이오그래프 
사가 촬영한 푸티지들로 8개의 필름(총 4분)이 존재한다. 현재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의 영화박물관에서 보존되어 있다. (출처: The Bioscope. (https://the-
bioscope.net)). 다만 검증의 여지가 있다. [그림 24]와 [그림 26]의 경우 동일
한 영상이 고몽파테 아카이브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제목은 “에밀 졸라의 소송 
(PROCES EMILE ZOLA)”으로 표기되어 있고 촬영 시기는 1898년 4월로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기록 내용을 따져본다면 1898년 《로로르》에 기고한 「나
는 고발한다!」로 기소된 졸라가 유죄선고로 영국으로 망명한 뒤 1899년 6월 
프랑스로 복귀했고 드레퓌스 재심이 결정되었다는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
기가 맞지 않는 기술이다. 당시의 사진을 비롯하여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보았
을 때 1899년 렌의 재심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체포: 앙리 대령의 자백 (Arrestation: Aveux du colonel Henry)>, <몽
발레리엥에서: 앙리 대령의 자살 (Au Mont-Valérien: suicide du Colo-
nel Henry)>, <렌의 감방 안에 있는 드레퓌스 (Dreyfus dans sa cellule à 
Rennes)>, <재판장 입장 (Entrée au conseil de guerre)>, <재판장의 방청
객 (Audience au conseil de guerre)>, <재판장 퇴장 (Sortie du conseil 
de guerre)>, <뒤아멜 가 렌의 군교도소 (Prison militaire de Rennes, rue 
Duhamel)>, <렌 역의 거리 (Avenue de la Gare à Rennes)>.

13) Gaumont Pathé Archives.
(http://www.gaumontpathearchives.com/index.php?urlaction=doc&id_

doc=85727&rang=2) (검색일: 2019. 10. 09.). 

14) “배신자 에스테라지 (Le traitre Estherazy)”, “가정부와 명세서 (La femme 
de ménage et le bordereau)”, “받아쓰기 (La dictée)”, “쉐르쉐-미디 감옥
에서 (A la prison du Cherche-Midi)”, “파리시민의 저녁 (Dans les soi-
rées parisiennes)”, “진범은 걱정이 없다 (Les vrais coupables ne sont 
pas inquiétés)”, “조작된 재판 (Le procès truqué)”, “악명 높은 처벌 
(L’infâme châtiment)”, “악마의 섬 (L’île du Diable)”, “극적인 반전 (Coup 
de théâtre)”, “벌(앙리 대령의 자살) (Le châtiment (suicide du colonel 
Henry))”, “복권 (La réhabilitation)”.



Homo Migrans Vol.21(Nov. 2019)

44

Case, The Celebrated Dreyfus Case 혹은 The Dreyfus Affair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것으로 확인된다.15)

미국의 영화 관련 주간지 《더 무빙 픽쳐 월드 (The Moving Picture 

World)》는 상영하는 영화의 일정, 후기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파테사의 <드레퓌스 사건>은 개봉작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내용을 요약한 

짤막한 후기가 남아있었다.16) 영화와 관련된 광고 기사에 따르면 “어제 

상영된 <드레퓌스 사건>은 많은 관객들이 즐겁게 보았다.”, “오늘 밤 

상영될 영화 <드레퓌스 사건>은 파리에서 직접 온 것으로 (...) 역사와 

인간본성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는 뛰어난 

영화일 것이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17) 하지만 파테사가 연출한 <드레퓌스 사건>

은 실제 진술이나 당시 기사, 재현된 그림과는 달리 연출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박탈식의 경우 사열한 병사들 앞으로 드레퓌스가 등장하고 

이내 장신구의 탈거가 진행되는데 드레퓌스를 맡은 배우는 당황하는 

모습과 더불어 무기력하게 흐느끼며 눈물을 닦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상황과 다른 과장된 연출이라는 점에서 영화의 한계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뒤에서 살펴볼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제외한 드레퓌스 

사건 관련 영화들은 현실참여적 의미보다는 새로운 매체의 활용 그 자체와 

흥행에만 몰두했다. 뒤블리에는 명백히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 

이미지로 관객을 기만하고자 했으며 오르데는 피사체로서 드레퓌스의 

이미지만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파테사는 당시 멜리에스의 작품을 

모방하고 있었고 그가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15) 《알렉산드리아 가제트 (Alexandria Gazette)》 (1908. 08. 24.); 《데일리 
애리조나 실버벨트 (Daily Arizona Silver Belt》 (1908. 09. 01.); 《이브닝 
스타 (Evening Star)》 (1908. 10. 25.); 《이브닝 불레틴 (Evening Bulletin)
》 (1908. 12. 28.).

16) The Moving Picture World (1908. 07. 04.).

17) 《해티스버그 뉴스 (Hattiesburg New)》 (1908. 08. 20); 《더 퍼시픽 (the 
Pacific)》 광고란 (19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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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뒤 제작에 착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적인 측면에서 멜리에스의 

것과 같았지만 1908년의 후기작을 통해 비교해 보더라도 실제사건에 

대한 고증과 재현조차 충실하지 못했다.

막상 드레퓌스 사건을 다룬 영화는 모두 프랑스에서 상영되지 못했다.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영화상영 금지는 한참이 지난 1950년이 되어서야 

철회되었기 때문이다.18) 프랑스 당국은 <드레퓌스 사건>의 해외 

상영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영국에서 예정되었던 상영이 프랑스 

정부의 압류로 중단되기도 했다.19)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된 영화는 비록 

검열 당하여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형태로 모두 제작되어 상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관심과 영화가 지닌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Ⅲ.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

시사만평가 활동에서 포착된 멜리에스의 현실참여는 그가 마술사에서 

영화감독으로 전향한 이후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그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사례였다.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은 영화사 

최초의 현실참여이자 정치적으로 검열된 영화였다. 그의 <드레퓌스 사건>

이 개봉하여 극장에 걸렸을 때,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들은 난투를 벌이던 관객들을 떼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여론이 불타오르자 정부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했고 <드레퓌스 사건>

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된 첫 번째 영화가 되었다. 정부차원의 검열은 

멜리에스의 영화로 그치지 않았고 1915년부터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이 금지 되었다.20) 그는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하여 

18) Stephen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p. 292-293.

19) 《브리티시 저널 오브 포토그래피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1899. 09. 15.), Ibid., 재인용.

20) Katz eds., Revising Dreyfus,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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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발명되기 이전의 일화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자 외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영화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드레퓌스 사건을 

생동감 넘치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나아가 드레퓌스에 대한 지지를 

영화적으로 표명했다.

1. <드레퓌스 사건>에 재현된 드레퓌스 사건

<드레퓌스 사건>은 일전에 멜리에스와 작업을 했던 찰스 우르반(Charles 

Urban)의 워윅 상사(Warwick Trading Company)와 협업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21) 영화는 다음과 같은 11편의 영화로 구성되었다. 
22)[표 1]은 <드레퓌스 사건>을 실제 사건의 연대기 순서로 재배치한 

것으로 카탈로그 번호의 순서와 실제 사건 순서가 다르게 명기되어 있다. 

이는 멜리에스가 평소 영화제작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박탈식”은 제작이 미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하 설명내용은 워윅 상사의 카탈로그에 작성된 <드레퓌스 사건> 

내용으로 번역은 필자의 것이며 영화의 스틸컷은 <조르쥬 멜리에스: 

영화 최초의 마법사> (2012) DISC 1에 수록된 9편을 출처로 하고 있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것은 11편 중 9편으로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BFI)가 보존하고 배포한 판본이며 “박탈식”과 “렌의 학교를 

떠나 감옥으로 향하는 드레퓌스”는 프랑스 시네마테크(Cinémathèque 

Française)에 비공개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렌의 학교를 

떠나 감옥으로 향하는 드레퓌스”의 스틸컷으로 보이는 장면은 다큐멘터리 

영화 <드레퓌스 혹은 참을 수 없는 진실 (Dreyfus ou l’Intolérable 

Vérité)> (1975)에서 채득했다.

21) 필름 번호는 Star Film Catalogue에 부여된 것이며 이하 설명은 워윅 상사의 
Warwick Film Catalog에 기술된 내용이다.

22) Jacques Malthête, “Méliès et l’Affaire Dreyfus”, in Roland Cosandey, 
Miscellanées Méliès  (Cinémathèque suisse, 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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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드레퓌스 사건 (L’Affaire Dreyfus)> (1899).

연번 필름번호 영문제목 불문제목

1 206 Arrest of Dreyfus, 1894
 Dictée du bordereau

(arrestation de Dreyfus)

2 216
 The Degradation of Dreyfus

in 1894
La Dégradation

3 207
Dreyfus at Devil's Island—

Within the palisade

 La Case de Dreyfus à l'île du

Diable

4 208
 Dreyfus Put in Irons—Inside

 Cell at Devil's Island

 Dreyfus mis aux fers (la double

boucle)

5 209 Suicide of Colonel Henry Suicide du colonel Henry

6 210
 Landing of Dreyfus from

 Devil's Island

 Débarquement de Dreyfus à

Quiberon

7 211  Dreyfus in Prison of Rennes
 Entrevue de Dreyfus et de sa

femme (prison de Rennes)

8 212
 The Attempt Against Maitre

 Labori
Attentat contre Me Labori

9 213
 The Fight of Journalists at

 the Lycee

 Suspension d'audience

(bagarre entre journalistes)

10 214-215 The Court Martial at Rennes
 Le Conseil de guerre en

séance à Rennes

11 217
 Officers and Dreyfus

Leaving the Lycee

 Dreyfus allant du lycée de

Rennes à la prison

  1. “명세서 받아쓰기(드레퓌스의 체포)”

뒤파티 드 클랑은 명세서의 손글씨와 같은 지 확인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드레퓌스 대위에게 그가 부르는 글을 적도록 요청했다. 그는 드레퓌스의 

초조함을 발견하고 명세서의 장본인이라는 사유로 드레퓌스를 체포한다. 

드 클랑은 드레퓌스에게 권총을 건네며 자살할 것을 종용한다. 드레퓌스는 

권총을 거부하며 그런 겁쟁이 같은 방법은 필요 없이 자신은 결백하다 

주장한다. 그는 곧바로 코체포르의 지시에 의해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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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탈식”

파리의 군사학교 연병장에 사방으로 군대가 집결해있다. 박탈식을 

지휘하는 부관은 선고문을 읽은 뒤, 불명예를 주장하는 드레퓌스 대위의 

군복에 있는 모든 단추와 장식끈, 장신구를 떼어버린다. 드레퓌스에게 

처음으로 가한 모멸적인 행사의 시각적 재현이었다.

  3. “악마의 섬에 수감된 드레퓌스”

이 장면은 울타리 안쪽에서 시작하여 돌 위에 앉아 고민하는 드레퓌스를 

보여준다. 보초가 들어와 그의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드레퓌스에게 

전달해 준다. 그는 그것을 읽고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대답은 거절당한다. 

정부의 엄격한 명령에 따른 것으로 드레퓌스는 매우 낙담하게 된다.

[그림 5] Dictée du bordereau 
(arrestation de Dreyfus)

[그림 6] La Case de Dreyfus à 
l’île du D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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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족쇄에 채워진 드레퓌스(이중버클)”

드레퓌스가 갇힌 오두막 내부를 보여준다. 이 장면은 밤을 찍은 것으로 

감방 창문으로 달이 보이고 있다. 두 보초가 살며시 들어와 드레퓌스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간다. 그들은 그를 깨워 프랑스 장관 르봉이 그에게 

족쇄를 채우는 명을 내렸다는 것을 읽어 준 뒤 곧바로 이를 수행한다. 

드레퓌스는 그 조치에 격렬히 저항하지만 듣지 못한 척한다. 병장과 

보초는 랜턴을 들고 오두막 구석을 살핀 뒤 떠난다.

  5. “앙리 대령의 자살”

앙리 대령이 수감되어 있는 파리의 쉐르쉐 미디 군교도소의 감방 내부를 

보여준다. 그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다 쓴 뒤, 망토에 숨긴 면도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의 목을 긋는다. 그의 자살은 간수병과 장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림 7] Dreyfus mis aux fers (la 
double boucle)

[그림8] Suicide du colonel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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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드레퓌스의 퀴베롱 상륙”

브레타뉴 알리퀸(퀴베롱) 항구의 한 구역에 늦은 밤, 드레퓌스가 악마의 

섬로부터 그를 송환한 해군과 장교들과 함께 상륙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당국과 장교, 경찰의 영접을 받은 뒤 렌으로 가는 기차역에 가기 

위한 안내를 받는다. 이 짧은 장면은 영화에서 뚜렷하게 보이듯이 어둡고 

비 내리는 밤을 재연하였다. 그 효과는 생생한 번개의 섬광으로 최고에 

이르는데 영화에는 처음 도입된 것이었다.

  7. “드레퓌스와 아내의 만남(렌의 감옥)”

드레퓌스가 수용된 렌의 군사감옥 감방을 보여준다. 그는 변호인 라보리와 

드망주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내의 면회가 안내되었고 누군가가 

들어온다. 부부의 만남은 참으로 애처롭고 감동적이다.

[그림 9] Débarquement de 
Dreyfus à Quiberon

[그림 10] Entrevue de Dreyfus et 
de sa femme (prison de R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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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라보리에 대한 암살시도”

라보리가 피카르 대령, 렌의 시장 가스트와 동행하여 다리에 가는 것이 

보인다. 그들은 한 남성에게 미행당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카르 대령은 

라보리에게 주의를 준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가까이 온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마침내 그들이 등을 돌리자 남자는 

리볼버 권총을 꺼내어 라보리에게 두 발의 총격을 가해 쓰러뜨린다. 

범인은 도망치고 피카르 대령과 가스트로부터 추격을 받는다.

   

9. “방청객 출입금지(기자들의 싸움)”

군사재판의 재판 중 휴식시간에 기자들이 들어와 토론을 한다. 그러다 

아르튀르 메이에르와 세브린느양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지팡이와 의자가 머리를 오가고 

법정은 경찰들에 의해 결국 비워지게 되었다.

[그림 11] Attentat contre Me Labori

[그림 12] Suspension 
d’audience (bagarre entre 

journali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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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렌의 군사재판”

이 장면은 렌의 학교에서 벌어진 드레퓌스 대위의 군사재판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에는 드망주와 비서만이 착석해 있다. 다른 변호사들과 

속기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병장은 요아우스트 대령과 다른 장교들 

일곱으로 구성된 군사재판의 재판장, 속기사들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다섯 명의 배심원도 배경에 보인다. 왼편으로는 코르디에 중령과 부관 

코푸아가 그들의 속기사와 경찰과 함께 있었고 오른편에는 드망주와 

라보리 그리고 비서진들이 보인다. 요아우스트 대령은 헌병에 지시하여 

드레퓌스를 들여보낸다. 드레퓌스는 입장하여 법정에 경례를 하고 

경찰대장를 따라 간다. 그들은 판사 앞으로 지정된 자리에 착석한다. 

요아우스트 대령은 드레퓌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드레퓌스는 

기립하여 대답을 한다. 그리고 그는 부관에게 첫 목격자인 메르시에 

장군을 불러오게 한다. 메르시에는 그의 증언이 길기 때문에 의자를 

요청하고 경찰에 의해 전달받게 된다. 앉은 자세로 그는 증언을 시작한다. 

활발한 토론과 교차질문이 요아우스트, 메르시에 그리고 드망주 사이에서 

오간다. 드레퓌스 대위는 흥분하여 일어나 소송과정에 대한 격렬히 

항의한다. 이 장면은 재판에 대한 가장 믿음직한 묘사를 통해 소송과 

관련된 서른 명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완벽한 초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Le Conseil de guerre en séance à R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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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렌의 학교를 떠나 감옥으로 향하는 드레퓌스”

그 유명한 드레퓌스의 군사재판이 열렸던 렌의 학교 외관을 보여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두 줄로 사열한 프랑스 병사들 사이로 재판이 끝나 

퇴장하는 프랑스 참모들을 보여준다. 드망주와 라보리의 모습 역시 

화면에 잘 나타난다. 그리고 꽤 길게 드레퓌스 대위가 등장하는 것이 

보이며 경감과 동행하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 

일부 결본이 되었지만 현재 공개된 영화와 설명문을 통해 <드레퓌스 

사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드레퓌스의 자서전과 다른 사료를 통해 

내용을 비교해보면 <드레퓌스 사건>이 충실하고 사실적으로 사건을 

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날 아침은 맑고 추웠다. (...) 사무실에 들어가는 중에 나를 기다린 듯한 

피카르 소령의 영접을 받았는데 상시 점검을 받았던 장교 동료들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 피카르 소령은 나를 작전 참모실로 데려갔는데 뒤파티 

뒤 클랑이 나를 접견하여 매우 놀랐다. 민간인 복장을 한 세 사람도 함께 

있었다.

뒤 클랑은 내게 편지를 대필해줄 것을 부탁했고 나는 책상에 앉아 따라 

적기 시작했다. 그는 내 손을 주시하며 내가 떨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림 14] Dreyfus allant du lycée de Rennes à la prison,
Still from Dreyfus ou l’Intolérable Vérité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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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는 떨지 않았지만 날씨가 추웠다고 대답하며 의연하게 쓰기를 

이어나갔다. (...) 받아쓰기를 다 마치자 뒤 파티는 일어나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한다. 당신은 중대한 반역 범죄로 

기소되었다.”고 하였다. (...) 나는 몸수색을 당했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앙리 소령이 나를 군교도소로 데려갔다.23)

 박탈식은 1월 5일 토요일에 행하여졌다. 나는 지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약해지지 않았다. (...) 네 명의 보초병과 상병의 인솔을 받아 광장 중앙을 

행군하였다. (...)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부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똑바로 서 있었다. 곧 선고문이 낭독되었고 나는 부대를 향해 

“병사들이여, 그들이 무고한 사람을 강등시키고 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다. 프랑스 만세! 군대 만세!”라고 외쳤다. 

공화국 경비대 병장이 나에게 다가와 재빠르게 단추, 바지 장식, 모자와 

소매의 계급장을 떼어버렸고 내 검을 무릎으로 동강내어버렸다. (...) 

나는 공포에 발작할 것 같았지만 똑바로 서서 머리를 높게 들고 재차 

“나는 결백하다!”고 외쳤다. 행진은 계속되었다. 나는 강제로 광장 전체를 

돌아야했고 군중들의 고함을 들어야 했다.24)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인 “명세서 받아쓰기(드레퓌스의 체포)”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드레퓌스 본인의 회고와 일치하고 있으며 권총 

자살 권유의 경우 다른 저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25) 박탈식 역시 

설명문과 당대의 기사, 그림들을 통하여 보았을 때 실제와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악마의 섬에 수감된 드레퓌스”와 “족쇄에 채워진 드레퓌스”는 2

23) Alfred Dreyfus, Nicholas Halasz trans., Five Years of My Life (New 
York: Peebles Press, 1977), pp. 40-41. 이하 번역은 필자의 것.

24) Ibid., pp. 65-66.

25) 니콜라스 할라스, 황의방 역,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집단히스테
리』 (파주: 한길사, 2015),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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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분량을 할애했다는 점에서 “렌의 군사재판”만큼이나 멜리에스가 

중요하게 여긴 대목이었다. 다음은 드레퓌스의 유배지 생활의 회고 

내용이다.

나는 세달 간격으로 아내가 보내준 책 몇 권을 받았고 신체적인 구속은 

없었다. (...) 9월 4일 간수는 식민부 장관 르봉(Lebon)으로부터 내 

오두막에 대한 24시간 감시와 더불어 야간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채우도록 

명령 받았다. (...) 

오두막은 8피트가 넘는 높은 말뚝 울타리로 둘러져있었고 그 사이 공간은 

5피트도 되지 않았다. (...) 모든 것이 시야에서 가려졌다. 약 세 달간의 

완벽한 감금이 지나고 두 겹의 울타리 사이에 낮에 무장한 보초를 동반하여 

산책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늘도 구름도 없었고 오로지 뙤약볕만 

내리쬐는 곳이었다.26)

두 장면 역시 드레퓌스의 회고와 일치하고 있다. 족쇄의 모양은 물론이고 

야간에 족쇄를 이용한 신체구속이 행해졌다는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고증은 “드레퓌스의 퀴베롱 상륙”에서도 드러난다.

스팍스(Sfax)호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오후 7시쯤 멈추었다. 

날은 어둠침침하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 악천후로 인해 증기선이 더 

가까이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매우 거칠었고 돌풍이 불었으며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 밤은 길었고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바다는 

보다 잔잔해졌다. 새벽 2시 30분에 우리는 포트 후링젠(Port-Houliguen)

에 상륙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헌병대장과 두 명의 헌병경찰이 

동승한 마차를 탔고 역으로 가서 기차에 옮겨 탔다.27)

26) Dreyfus, Five Years of My Life, pp. 195-197.

27) Ibid.,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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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임을 자랑했던 번개의 섬광은 [그림 9]에서 또렷이 보이는데 

드레퓌스의 회고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날씨였다는 상륙당일의 기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인물들의 묘사에 있어서도 공무원, 해군, 경찰의 의상을 

활용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분을 분명히 한 점도 언급할 수 

있다.

더불어 멜리에스는 신문의 기사를 참고하여 드레퓌스 사건을 재현하기도 

했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인 “방청객 출입금지”는 라보리의 저격 사건을 

전해들은 재판장의 방청객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란을 재현한 

것이었다.

“오늘 드레퓌스의 군사재판에 개회하면서 가장 큰 소란이 라보리에 대한 

암살 시도가 전달되며 발생했다. 유명한 작가인 세브린느양은 반유대주의 

일간지 《르 골루아 (Le Gaulois)》의 편집인 메이에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뒤 잔뜩 흥분하여 쓰러져 퇴장했다. 경찰은 소동을 염려하여 

서둘러 지팡이와 양산을 압수했다. 라보리 사건으로 법정의 개회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 공포가 강했던 나머지 (...) 기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후략)”28)

초기 영화는 활동사진으로도 불렸으며 일상적인 모습을 담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멜리에스를 거치며 다양한 연출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소재 역시 다양해졌고 심화된 내용과 서사를 담는 매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영화는 자연스럽게 제3공화정 시기 신문과 소설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는 문자 그대로 

‘움직임(cinétique)의 필사기(graphe)’였고 파테사의 뉴스영화사는 

사명을 ‘파테 저널 (Pathé-Journal)’로 명명한 것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28)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899.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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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9) 장르적으로도 기록영화는 ‘실제, 소식’을 뜻하는 Actualité로 

사용되었고 1926년에 들어서면서 문서, 기록을 의미하는 Documentaire

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영화 역시 문서와 같은 기록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방증이었고 현실의 재현(reconstituée)을 통해 

제작자의 생각 또한 담아낼 수도 있었다. 

2. <드레퓌스 사건>의 영상 텍스트 분석

  멜리에스는 각종 매체의 이미지와 실제 재판이 벌어지는 렌 답사를 

토대로 ‘최대한 사실적인’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열 한 개의 무대를 

재현했다. <드레퓌스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필모그래피를 

현실과 동떨어진 마술과 환상영화로만 단정 짓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대중들을 위해 모든 장르의 영화를 다 만들었다는 회고가 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처음부터 나는 모든 장르를 다루고자 했다. 역사영화, 극영화, 코미디, 

재구성된 뉴스릴, 오페라 (...) 전쟁영화, 신화영화 등등.”30)

멜리에스가 1899년 제작한 <드레퓌스 사건>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당하여 상영금지 처분을 받은 최초의 영화였고31) 한 영화연구자는 

<드레퓌스 사건>이 최초의 정치적 현실참여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32) 더불어 둘째 부인과 손녀의 증언에 따르면 멜리에스가 일찍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9) Elizabeth Ezra, Georges Méliè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0), p. 72.

30) “From the beginning, I addressed all genres: historical films, dramas, 
comedies, reconstructed actualities, operas, (...) war films, mythologi-
cal films, etc.”: Matthew Solomon, Disappearing Tricks (Chicago: Uni-
versity of Illinois Press: 2010), p. 57.

31)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 293.

32) Sadoul, (1970), p. 28. Ezra, Georges Méliès, p. 69 재인용.



Homo Migrans Vol.21(Nov. 2019)

58

“멜리에스는 드레퓌스파였고 불랑제주의에 반대했어요. 음, 

반교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유로운 지식인이었어요.” (부인 달시

(Jehanne D’Alcy))33) 

“처음에는 드레퓌스 사건에 흥미를 보이시다 분노하시더니, 결국 

연민을 느끼게 되셨어요. 정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수순으로 

드레퓌스를 구하고자 하셨어요.” (딸 마들렌(Madeleine Méliès))34)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인 <드레퓌스 사건>이 문제적 인물이었던 

드레퓌스를 등장시켰다는 점 외에 어떻게 멜리에스의 ‘드레퓌스주의’ 

성향을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맥락과 영화 내부적 장치들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자. 

우선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선정된 사건의 구성에서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드레퓌스 사건>은 사건의 주요 분기 중에서 드레퓌스 

대위의 체포와 박탈식, 악마의 섬으로의 유배, 앙리 대령의 자살, 재심을 

다루고 있었다. 만약 <드레퓌스 사건>이 반드레퓌스주의적 기획에 

의해 제작되었다면 드레퓌스의 간첩 행위를 가장 처음으로 재현했을 

것이다. 반면, 1898년 1월 진범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은 

드레퓌스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었지만 영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드레퓌스 사건>은 오롯이 드레퓌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벌과 그 재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멜리에스는 카메라의 눈으로 

드레퓌스 사건을 재구성하였지만 앙리 대령의 자살 사건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드레퓌스가 경험한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두 번째로 <드레퓌스 사건>의 연출 부문에서 멜리에스가 드레퓌스를 

33) Georges Sadoul, Georges Méliès (Paris: Seghers, 1961), p. 166. Ham-
mond, Marvellous Méliès, p. 72 재인용.

34)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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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는 “명세서 받아쓰기”의 한 

장면으로 드레퓌스는 화면 밖에서 왼쪽의 문을 통하여 입장하고 드 클랑

(Dupaty du Clam)의 지시에 따라 명세서를 받아 적는다. 이 때, 드레퓌스 

역 배우는 화면 가운데에서 줄곧 연기를 펼치는데 그 위로 ‘월계관을 쓴 

아폴론(Apollon)’의 흉상조각이 배치되어 있다. 아폴론은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이성’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자주 인용되는 소재였다.35) 앞서 

멜리에스가 시사만평가로 활동했던 이력을 떠올려본다면 이와 같은 

미장센(Mise-en-Scène)36)의 연출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멜리에스는 이성의 상징인 아폴론과 드레퓌스를 동치 시킴으로써 사건의 

최초 발단부터 이미 위조문서와 필적감정이라는 유사과학의 이름을 빌린 

‘비이성적인’ 사건이었음을 상징적으로 풍자·비평하고 있었다.

또한 악마의 섬으로 유배를 보내진 드레퓌스의 모습은 두 에피소드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연출했고 좌절하고 무기력해하는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고 있다. 멜리에스는 악마의 섬에 갇혀있던 드레퓌스의 고통스러운 

생활상을 오래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연민을 불러오고자 했을 것이다. 악마의 섬 에피소드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그림 8]과 같이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앙리 

대령의 자살”이다. 드레퓌스의 유죄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앙리(Joseph 

Henry)는 혐의가 탄로나 조사를 받고 투옥된 상태로 자살을 했는데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이 일화를 재현한 것은 의도적인 편집과 

연출이라고 볼 수 있다. 드레퓌스는 가장 처음 에피소드에서 자살을 

권유 받았지만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지옥 같은’ 수감생활을 인내한 

끝에 무고를 밝힐 수 있는 재심에 다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멜리에스는 

자살에 대한 서로 상반된 선택을 한 두 인물간의 대비를 통해 드레퓌스의 

35) 윤일권, 김원일,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문화』 (서울: 알렙, 2015), 
94-97쪽.

36) 미장센은 ‘장면(화면) 속에 무엇인가를 놓는다.’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하
였다. 이 말은 그동안 유럽에서 우리말의 ‘연출’에 해당하는 연극 용어로 쓰여
져 왔다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생각해내고, 화면 속에 배치함으로써 하
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영화 용어로 정착하였다. 한국문학
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서울: 국학자료원, 2006),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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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함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은 렌의 고등학교에 당도한 드레퓌스(중앙)가 그의 변호사 

라보리(Ferdinand Labori, 좌)와 드망주(Edgar Demange, 우)를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때 흥미로운 사실은 드레퓌스의 

전담 변호사였던 라보리 역할을 멜리에스 본인이 수행했다는 것이다.37) 

많은 영화에서 멜리에스는 감독과 동시에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연기를 했지만 드레퓌스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화감독이 배우로서 자신을 변호사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드레퓌스에 대한 지지 그 자체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더하여 뒤이은 에피소드는 반드레퓌스주의자에게 라보리가 저격당하는 

사건을 재현하고 있었다. 라보리는 당시 공격적인 변호와 독특한 외모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저격당한 그의 건강상태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속속들이 보도될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38)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라보리는 자신의 문서가방을 몸으로 덮어가며 서류를 

탈취해 가려는 시도를 막았고 이 장면은 [그림11]처럼 멜리에스에 

의해서 열연되었다.39) 

마지막으로 <드레퓌스 사건>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은 “렌의 군사재판”

이 차지하고 있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재심을 위해 군복 착용을 허락 

받은 상태로 입장하며 절도 있는 군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의 앵글은 드레퓌스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다. 

얼굴의 측면 초상화는 “프로필(Profile)”이라는 어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 해부학적으로 서양인의 얼굴은 측면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미술 장르로 들어설 수 있었고 인물의 소개라는 

의미로 ‘프로필’ 개념이 사용된 것도 이러한 특징에 유래하고 있었다.40) 

37) Ezra, Georges Méliès, p. 79.

38)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899. 08. 15.).

39) 할라스, 『나는 고발한다』, 413-414쪽.

40)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1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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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레퓌스가 있는 오른편의 등장인물들의 경우 과도한 빛에 노출되어 

얼굴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밝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멜리에스는 의도적로 주인공인 드레퓌스의 프로필을 충분한 

조명으로 비추어 연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달리 에피소드의 중반부부터 

드레퓌스의 유죄를 증언을 시작하는 메르시에(Auguste Mercier, 중앙)

의 경우 의자에 앉은 채 등을 보여주고 있다. 드레퓌스와 달리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그에게 관객들은 쉽게 공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재판의 후반부에서 드레퓌스는 변론과 증언이 오가던 중 기립하며 

단호한 동작으로 항의를 제기하게 된다. 그 모습은 다리의 피로를 핑계로 

앉아서 증언을 한 메르시에의 자세와 대비를 이루며 당당한 태도를 통해 

드레퓌스의 결백을 드러내고자 한 멜리에스의 의도적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은 당대 프랑스 신문의 독특한 성격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정치기사는 신문의 주요소재였고 이에 더하여 신문 

내 연작소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대중 독자층은 그 저자들마저도 

국민적 정치문제로 끌어들였다. 실제로 영화가 짧은 11편의 ‘연작’ 

형태로 기획된 것은 신문의 연재소설과 상당히 흡사했다. 또한 사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하는 것 외에 이를 

자세히 검토·분석하고 해설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가미하여 범죄사건 

보도에서 절정을 이루는 프랑스 저널리즘의 르포적 특성이41) <드레퓌스 

사건>에 잘 녹아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은 신문기사와 

연재소설과 같이 사건을 기록하고 드레퓌스에 대한 옹호와 재심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부정을 고발하는 현실참여의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드레퓌스 사건>에는 영화가 은막 속에 제한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포착되기도 한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인 “방청객 

출입금지(기자들의 싸움)”는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로 나뉘어 

41) 임종권, 『프랑스 지식인의 세계』 (서울: 여울목, 2016), 8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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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기자들을 ‘제4의 벽’까지 깨트리며 화면 밖으로 퇴장하도록 

연출되었다. 그 결과 관람객들은 드레퓌스 사건의 재심과 선고결과에 대해 

드레퓌스적-반드레퓌스적 입장을 견지하고 기술하는 기자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오롯이 영화적으로 재현된 재판의 장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장의 방청객으로, 사건의 목격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멜리에스가 영화의 문자기록에 대한 보완-대체적인 기능과 호소력 같은 

잠재적인 힘을 이미 목도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드레퓌스 사건> 이후에도 멜리에스는 환상적인 픽션과 역사적 사건, 

인물을 소재로 현실을 풍자하는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Ⅳ. 영화적 현실참여 담론의 확장

멜리에스의 일부 영화들은 사회 풍자와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1900년 작 <연합국 대 중국 (Le Congrès des Nations en Chine)>

은 중국에서의 갈등을 비유적으로 재현하고 있었고 ‘의화단 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당대 유일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42) 영화는 중국이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겪고 있음을 종이가 

찢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

탈출’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었다.43)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달나라 여행

>에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표현되었다고 

42) 필름은 소실되었지만 카탈로그를 통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마술사
가 동맹국들의 깃발에서 오려낸 둥근 조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깃발에
서 각국 병사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국인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동맹국들은 중국인을 때리더니 그를 조각내어버리려고 한다.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중국인이 아이와 같은 순진한 얼굴을 하며 풍선을 타고 도망치는 장
면이다. Jacques Malthête, 158 Scénarios de Films Disparus de Georges 
Méliès (Paris: Association “Les Amis de Georges Méliès”, 1986), p. 
36. Stephen Bottomore, “Filming, faking and propaganda: The origins 
of the war film, 1897–1902” (Utrecht University Repository, 2007), p. 
XIII.13 재인용.

43) Ibid., p. XII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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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솔로몬은 중반부에서 벌어진 달나라 

사람(Selenite)과 인간 탐험가 간의 갈등을 통해 식민주의적 침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도망치듯이 지구로 귀환한 탐험가들을 위해 

해군복을 입은 여성들이 축전을 여는 역설적인 연출을 통해 제국주의적 

욕망을 비꼬고 있다고 보았다.44) 1907년 <해저에서 (Deux Cents Milles 

sous les mers ou le Cauchemar du pêcheur)>의 경우 쥘 베른(Jules 

Verne)의 『해저 2만 리 (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1870)를 

패러디한 것이었지만 원작에 있는 제국주의 옹호와 반대되는 해학적인 

접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45) 같은 해에 제작된 <라망쉬 터널(Le 

Tunnel sous la Manche ou le Cauchemar anglo-français)>은 당시 

실제로 논의되었지만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문제로 중단된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잇는 해저터널의 건설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멜리에스는 

마술과 환상이 담긴 영화를 제작하면서도 세상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작품 활동을 지속했다.

500편이 넘는 필모그래피 중에서 조르주 멜리에스 스스로가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문명의 역사 (La Civilisation à travers les âges)> 

(1908)는 제목과 반어적으로 범죄와 폭력의 세태를 드러내는 야심찬 

작품이었다.46) 현재 <문명의 역사> 필름은 소실되었지만 스타필름의 

카탈로그와 그 설명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 영화는 

16개의 필름을 사용한 1,000피트 길이, 1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47) 영화 설명내용의 출처는 스타필름 카탈로그이며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문명의 역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4) Matthew Solomon eds., Fantastic Voyages of the Cinematic Imagination 
(New York: SUNY Press, 2011), pp. 9-12; David Sandner, “Shooting for 
the Moon: Méliès, Verne, Wells, and the Imperial Satire”, Extrapolation, 
39(Kent: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45) Hammond, Marvellous Méliès, p. 64.

46) Jakeman eds., World Film Directors vol.1 1890-1945 (New York: The 
H.W. Wilson Company, 1987), p. 757.

47) Star Film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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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인과 아벨. 최초의 범죄, 기원전 4000년 (Cain and Abel. The first 

crime, 4000 B. C.)”  

가장 첫 장면은 카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끔찍한 

범죄가 끝나자 카인은 죄책감에 짓눌려 정의와 복수로부터 쫓긴다고 

상상하며 스스로 외롭고 인적 드문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된다.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고 신앙심 넘치는 프뤼동(Pierre Paul Prud’hon)의 걸작 “

죄악을 뒤쫓는 정의의 여신과 복수의 여신”을 재현한 것이다. 

  

2. “드루이드.48) 인신공양, 기원전 500년(The Druids. Human Sacrifice. 

500 B. C.)”

신성한 겨우살이를 수집한 뒤, 그들의 종교 의례에 맞추어 드루이드들은 

신성한 수호를 외치며 인신공양을 옛 브리타뉴의 오래된 오크나무 밑에서 

올렸다.

3. “네로와 로쿠스타. 노예 독살, 서기 65년(Nero and Locust. Slave 

Poisoning. 65 A. D.)”

네로와 로쿠스타는 노예들을 독살했고 그들은 그 고통으로 눈요기를 했다. 

그와 동시에 신체에 독이 얼마나 끔찍한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48) 고대 켈트인의 신앙을 담당한 성직자. 기원전 7세기경부터 명확히 모습을 나
타낸다. 기원전 1세기의 『갈리아 전기』에 의하면, 드루이드는 귀족층에 속
하며 희생, 재판, 점성, 민중교화 등을 담당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그림 15] Cain and Abel. The 
first crime, 4000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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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마의 카타콤. 기독교인 박해, 서기 200년(Catacombs of Rome. 

Persecution of Christians. 200 A. D.)”

일찍이 로마의 기독교도들은 새로운 미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피해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자 카타콤에 모였다. 로마 

보병들이 갑자기 은신처에 들이닥치고 재물과 신자들을 콜로세움으로 

데려와 맹수들에게 먹이로 주었고 그들은 황제에게 휴가를 받았다.

5. “채찍질, 서기 1400년(Scourging with Cat-o’Nine-Tails. 1400 A. 

D.)”

중세동안 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광장에서의 채찍질 형벌이 내려졌고 

광장은 대중들의 웃음과 욕설로 가득했다.

6. “루이11세 치하 교수대, 서기 1475년(The Gallows under Louis XI. 

1475 A. D.)”

루이11세의 재위기간 교수대는 프랑스 전역에 있었다. 사형집행이 너무 

잦았던 나머지 사람이 죽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7. “종교재판. 고문실, 서기 1490년(The Inquisition. The Torture 

Chamber. 1490 A. D.)”

교회의 추종자들은 반항자들을 잔인하게 고문하여 관리했다. 잔혹함에 

있어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장 토르케마다(Tomas de Torquemada)를 

능가하는 자가 없었다.

[그림 16] Catacombs of Rome. 
Persecution of Christians. 200 

A. D.



Homo Migrans Vol.21(Nov. 2019)

66

8. “야습. 주님과 불한당들, 서기 1630년(A Nocturnal Attack. Lord’s 

and Ruffians. 1630 A. D.)”

17세기 도시의 길가는 조명이 어두웠고 약탈꾼들은 희생양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 사진은 파리에서의 강도 범죄를 주요 모티브로 하여 

불행한 그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

9. “오늘날의 길거리 싸움, 서기 1906년(Modern Times Street Fight. 

1906 A. D.)”

요즘에는 길가의 불빛이 화려하고 경찰도 많지만 폭력배들은 종종 한적한 

길가에서 사람을 때려눕힐 태세를 갖춘다. 이 에피소드는 경찰이 없을 때 

공격을 했다가 발각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림 17] A Nocturnal Attack. 
Lord’s and Ruffians. 1630 A. D.

[그림 18] Modern Times Street 
Fight. 1906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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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헤이그 평화 회담, 서기 1907년(The Hague Conference. 1907 A. 

D.)”

이 장면은 헤이그 평화 회담에 대한 우스운 풍자이다. 위원들은 군축을 

주장하지만 회의는 혼돈에 휩싸이고 연설가는 난투를 벌이며 싸우는 

광경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부상자들은 비틀거리며 

궁전 계단을 내려온다.

11. “평화 회담의 승리(The Triumph of the Peace Congress.)”

마지막 장면은 평화 회담의 결과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신은 전장에서 

죽고 다쳐 널브러진 병사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로 불이 타오르는 

칼과 다리에 대포를 찬 ‘파괴의 천사’가 나타난다.

[그림 19] The Hague Conference. 
1907 A. D.

[그림 20] The Triumph of the Peace Congress.
(출처: Hammon, Marvellous Méliès.; Frazer, Artificially Arranged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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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에스의 <문명의 역사>는 헤이그 평화 회담을 분기로 유럽의 신화와 

역사에서 폭력적인 부분들을 차용하여 영화를 구성했다. 이러한 역사적 

회고를 통하여 멜리에스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충돌은 일찍이 멜리에스가 《라 그리페》의 시사만평에서도 다룬 바 

있는 주제였고 영화감독이 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평화의 메시지를 영화 

속에 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인과 아벨에서 시작한 인류 폭력의 

역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평화’ 회담의 결과가 ‘폭력’으로, 

‘승리’가 ‘죽음’으로 귀결되는 아이러니를 통하여 시대상에 대한 풍자와 

경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림 20]과 

같이 해골과 시체, 부상병으로 생긴 언덕을 내려다보는 신과 천사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회담의 한계를 예언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명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명무실해진 헤이그 평화 회담과 

결과를 미리 내다본 멜리에스의 ‘묵시록’이 되었다. 하지만 영화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상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 무빙 픽쳐 월드》의 공식 

개봉작의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편집진의 후기가 일부 발견되어 

미국에서 <문명의 역사>가 상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명의 역사>는 매우 정교하고 매우 유익하다.”

“<문명의 역사>는 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관심을 

그려내고 있다.”49)

하지만 미국의 영화시장은 동전 한 닢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니켈로디언(Nickelodeaon) 극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때였고 

즐거운 여흥거리로 통용되었던 대부분의 기존 영화와 달리 무겁고 

비관적인 결말을 가진 <문명의 역사>는 미국의 일반대중들을 비롯하여 

극장주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웠던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문명의 

역사>는 러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공식적인 배급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상영된 <문명의 역사>는 

49) The Moving Picture World (1908. 05. 02.), p. 392; Ibid., (1908. 06. 06.),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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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폭력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인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50)

<문명의 역사> 이후에도 멜리에스는 <북극의 정복 (À la conquête du 

Pôle)> (1912)을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약 30분 길이의 영화는 쥘 베른의 소설 『해터러스 선장의 모험 

(Voyages et aventures du capitaine Hatteras)』 (1866)과 서로 

북극점에 먼저 도달했다고 주장했던 탐험가 프레더릭 쿡(Frederick 

Cook)과 로버트 피어리(Robert Peary)의 논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북극의 정복>은 “국제항공협회”에서 극지방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북극 탐험에 최적화된 운송수단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제작된 “에어버스(Airbus)”는 영국인 “런-에버(Run-Ever)”, 

미국인 “블러프-알로-빌(Bluff-Allo-Bill)”, 독일인 “초크로트만

(Choukroutman)”, 스페인인 “세르베자(Cerveza)”, 중국인 “칭춘

(Tching-Tchun)”, 일본인 “카코쿠(Ka-Ko-Ku)” 그리고 탐험대장인 

프랑스 교수 마불(Maboul)이 함께 북극으로 향하게 된다. 몇몇 탐험가들은 

다른 수단을 선택하여 도달에 실패하고 만다. 북극에 도달한 탐험가들은 “

눈거인(Snow Giant)”을 만나 사투를 벌인 끝에 북극점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북극의 자력에 끌어당겨지고 꼼짝을 못하다가 뒤늦게 도착한 

비행선에 구조된다. 귀환한 탐험가들은 환대를 받는다.51)

<북극의 정복>은 멜리에스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후기작이었다.52) 하지만 멜리에스의 연출력과 풍자성도 

함께 포착되는 영화였다.

50) Leyda, Kino, p. 29.

51) FilmArchives online. (http://www.filmarchives-online.eu/viewDetail
Form?FilmworkID=3248159389ac8a06fcdeb36e88409d2b&content_
tab=eng) (검색일: 2019. 10. 09.). 번역은 필자의 것.

52) Ezra, Georges Méliès, p. 1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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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과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항공클럽”의 북극 

탐험대 일원에는 중국과 일본 출신의 ‘동양인’ 역시 선발되었다. 비록 

이 둘은 북극에 당도하지 못했지만 멜리에스에 의해 국제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상적인 비행 끝에 북극에 당도한 탐험대는 [그림 22]의 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한 ‘눈거인’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겁을 먹고 먼저 눈거인을 

향해 총을 쏘고 눈을 던지며 공격을 가한다. 탐험대의 공격에 눈거인은 

이들을 제압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대원 중 한명이 왼편에 보이는 개틀링건

(Gatling Gun, 최초의 기관총)을 쏘며 공격을 재개하고 눈거인은 포탄 

세례에 삼켰던 대원을 뱉으며 퇴장한다. 탐험대의 선제적 사격행위는 

<달나라 여행>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문명의 역사>에서도 활용된 대포, 

군복과 같은 제국주의·식민주의적 폭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그림 22] À la conquête du Pôle.

[그림 21] À la conquête du Pôle. 
(이하 출처: 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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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누락과 동양인의 탈락은 오히려 

식민지 보유국이었던 주요 열강 출신 탐험대원의 국가만(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남겼다는 점에서 의도한 연출로 볼 여지도 있다.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면 눈거인을 물리친 탐험대가 마침내 북극점으로 

보이는 지점에 도착한다. 이들은 [그림 23]의 왼편과 같이 기뻐하며 한데 

뭉쳤지만 각자의 국기를 꺼내어 땅에 꽂는 순간 강한 자성에 이끌리게 

되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북극점에 붙잡히고 만다. 옴짝달싹 못하던 

탐험대는 곧 얼음이 쪼개지며 물에 빠지고 만다.

  

마불은 [그림 24]의 왼편에서 보이듯이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구조요청을 

보내고 근처를 지나던 비행선이 그들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탐험대가 떠난 

자리에는 오른쪽과 같이 펭귄과 새, 물개가 등장하며 빈 공간을 채우고 

[그림 23] À la conquête du Pôle.

[그림 24] À la conquête du Pô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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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서의 일화는 마무리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의 팀으로 뭉쳤던 

탐험대원들이 각자의 국기를 세우는 순간 자력의 영향을 받으며 다시 

강제로 붙게 되고 바다에 빠지는 연출에 있다. 앞서 멜리에스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문제를 비판할 때 국기를 통하여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평을 실은 바 있었다.53) 북극점 당도를 표시하기 위해 국기를 

꽂는 탐험가들의 행위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정복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차가운 물속으로의 입수라는 실패로 

귀결되었고 북극에 보다 잘 어울리는, 혹은 북극의 ‘원주민’이었던 

동물들로 탐험대의 빈자리를 메꿈으로써 멜리에스는 북극을 정복되어야 

할 주인 없는 땅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재정립했다. 

실패를 거듭하며 구조된 마불과 탐험대는 <달나라 여행>과 같이 

실제 결과와는 다른 환대를 받으며 등장하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멜리에스의 <북극의 정복>은 제국주의적 정복행위의 

무의미함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었고 식민지 경쟁에서 비롯한 유럽의 

외교 갈등에 일침을 가하고 있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눈거인을 향해 발사했던 개틀링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지옥 같은 참호전

(Trench Warfare)을 만든 주범이 되었고 유럽의 정복행위는 로컬리티가 

발현되며 극복되었다는 점에서 멜리에스의 <북극의 정복>은 푸코(Michel 

Foucault)의 공간과 인종주의, 지식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에 

상통하는 부분도 존재한다.54) 탐험대의 지도자 이름인 “Maboul”의 사전적 

의미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점과 함께 영화를 독해해 본다면 그의 

자랑스러운 북극 정복은 이성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서구 열강의 

‘광기어린’ 식민주의적 침략과 제국주의적 기만을 조롱하고자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3) Solomon, edt., Fantastic Voyages of the Cinematic Imagination, pp. 
9-12.

54) 육영수, 「푸코와 (탈)식민주의: 공간·지식·역사」, 『 한국사학사학보』, 
36(2017), 358-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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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유럽의 반유대주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적 소산물이었지만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그 조직적인 선전이 본격화 된 것은 프랑스 제3공화정의 

전반기 드레퓌스 사건을 기점으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부정과 거짓으로부터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일련의 지식인의 존재 덕분에 어느 정도 자정될 

수 있었다.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하고 투쟁하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지식인의 성과는 글을 통해서 파리,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그들의 문장은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숭고하고 

지적인 활동이었기에 지금도 일독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

3공화정 전반기는 시각적 스펙터클이 극도로 발달하여 문자의 위상을 

위협하던 시기였다. 눈짓만으로도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던 이미지의 힘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널리 확산될 수 있었고 

프랑스의 대중들은 시각문화에 익숙해져갔다. 이미지를 통한 정치선전은 

드레퓌스 사건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량의 이미지가 생산·배포되기 시작한 때 역시 

제3공화정 전반기였다. 그리고 예술가들 역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부당한 

현실에 참여했다. 하지만 예술가-지식인들의 활동은 문자로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소평가 되거나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다. 오히려 

예술가들의 현실참여는 제3공화정의 억압적인 검열정책과 보수적인 

예술계의 장막 속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문장가-

지식인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계 자체의 큰 전환점이 되는 때였다. 회화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매체의 등장과 발전은 인간의 인식체계를 뒤흔드는 

격변이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그 과도기를 마술사, 시사만평가, 

영화감독으로 살았던 예술가였고 세계영화사에 있어 초기영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감독으로서 요정의 나라, 공상과학의 세계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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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영화’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러나 멜리에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행적과 작품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현실참여 지식인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영화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고발했지만 검열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후 영화감독으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극적인 내러티브와 연출방법을 활용하여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팽배했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비판을 가했다. 멜리에스 스스로가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문명의 역사>는 유럽 폭력의 역사를 돌아보며 

비극적인 전쟁을 경계하는 영화였고 평론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북극의 

정복> 역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봄으로써 <드레퓌스 사건> 이후에도 멜리에스가 

꾸준히 반제국주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기존연구에서 부족했던 멜리에스의 현실참여성을 

밝힘으로써 그와 그의 영화에 대한 평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두텁게 들여다본 조르주 멜리에스의 필모그래피 

속에서는 분별력 있게 유럽의 문제를 성찰하고 정의와 진실, 평화와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를 주창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정의 제도적 압박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경쟁사들의 

등장으로 멜리에스가 자유로운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미국과 프랑스에 이루어진 영화의 산업화에 

대하여 반발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 

“새로운 체계는 오로지 가격 하락을 막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 나는 오랜 

제작자로서 12년 넘게 많은 걸작들을 만들었고 그 누구도 나를 돈 쓸 

궁리나 하는 착취자에게 데려갈 수 없다. 나는 (그들과) 동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독립 제작자이다. (...) 우리 업계 종사자들은 다시 예전처럼 

독자적이고 뛰어난 예술적인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55)

55) Georges Méliès, Mes Memoir, p. 7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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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에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영화를 ‘예술’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예술의 독립성을 역설하고 있었으며 예술이 자본과 이념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멜리에스가 여러 면모에서 보여준 

시대적 초월성을 따져보았을 때 그는 이미 1960년대 ‘작가론’에 입각한 

영화 지식인의 선구적 모델이었다. 따라서 조르주 멜리에스는 ‘환상영화’

의 아버지라는 칭호 외에도 당대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문제에 앙가주망

(Engagement)했던 최초의 영화감독-지식인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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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현실참여

김 만 중

19세기말 프랑스 제3공화정은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지식인의 현실참여는 세기의 전환기와 함께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술가 

계열의 지식인 활동은 그동안 역사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 당대 

새롭게 등장한 매체인 영화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와 그의 작품 

<드레퓌스 사건>을 중심으로 현실참여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멜리에스는 초기 영화에 있어서 ‘환상영화’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불랑제주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부터 시사만평가로 활동하며 

부조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었다. 영화감독으로서 연출한 <드레퓌스 

사건>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된 최초의 영화로 영화사에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드레퓌스 사건의 초기부터 재심선고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화를 영화적으로 재현한 ‘재구성된 뉴스릴’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드레퓌스의 결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후에도 멜리에스는 꾸준하게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멜리에스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명의 역사>

는 필름이 소실되었지만 남은 기록을 통해 유럽의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자본에 잠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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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되어가는 영화계 속에서 독립 제작자로서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최후의 작품 중 하나인 <북극의 정복>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같이 멜리에스는 서구 열강에 대하여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드문 

인물이었고 그의 현실참여는 영화 속에 깃들어 있었다. 따라서 영화적 

현실참여의 역사는 멜리에스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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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agement of Georges Méliès and Film Dreyfus Affair

Kim, Manjoong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France faced a crisis that divided 

the whole country due to the punishment of an innocent military 

officer, Alfred Dreyfus (Dreyfus Affair). Nevertheless, thanks to 

the appearance of the intellectual and their advocacy for truth and 

justice, the scandal could be corrected. The history of the Intellectual 

during the French Third Republic, however, has been written based 

on writers, focusing on figures like Émile Zola, which overlooks 

the contributions of the other participants, as artists. It similarly 

omits the then-newly invented medium, film. In this respect, the 

paper mainly deals with works Georges Méliès for supplementing 

the engagement of the artist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The time when Méliès started his career, visual representations 

had been on its transition to film. Thus, the newly invented film 

had been in the process of finding its identity, and Méliès was 

recognized as the inventor of “Fantasy Film” in early film history. 

However, as a caricaturist, he criticized Boulangerisme. Then 

later he became a film director, his engagement was shown in 

the film Dreyfus Affair (L’Affaire Dreyfus), which is notorious 

for being politically censored for the first time in film histo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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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Dreyfus’ innocence, Méliès decided to show the audience 

a “Reconstructed Newsreel” of the Dreyfus Affair. Afterwards, he 

continued to make such films expressing criticism of colonialism, 

imperialism, and nationalism. Méliès’s proudest film was Humanity 

through the Ages (La Civilization à travers les Âges) which is 

lost; however, according to remaining accounts, it was also satire 

of European societies. Méliès struggled being an independent 

producer in the capitalizing film industry. Even at the end of his 

film career, he produced The Conquest of the Pole (À la Conquête 

du Pôle), showing his wit and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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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견무관(attaché militaire)1)이 본 러일전쟁:
제0차 세계대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문 종 현

 Ⅰ. 들어가며 

1894년 청일전쟁, 1900년 의화단의 난, 1902년 영일동맹을 거치며 

동아시아의 열강으로 부상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러시아가 

1903년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를 조선정부로부터 강제로 조차하고,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주둔한 만주지역의 군대를 철병하지 않으며 

본격화되었다. 외교적 해결책으로는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은 높아졌고, 결국 1904년 2월 8일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정박 중이던 뤼순항을 일본이 기습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만주와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은 외교적 협상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1905년 9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개최된 포츠머스 강화회담을 통해 종료되기 전까지 대략 20개월 

간 벌이진 러일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가장 대규모로 병력과 물자가 

동원된 근대적 군사력을 갖춘 국가 간의 장기적인 전면전이었다.   

1) 파견무관은 프랑스어로는 attaché militaire, 영어로 military observer 이
다. attaché militaire는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참관자
(observer) 자격으로 전쟁을 참관하는 무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Homo Migrans Vol.21(Nov. 2019): 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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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은 식민지 전쟁이며 동시에 국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지 전쟁의 성격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전장이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조선과 만주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중립국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가 되어버린 중국이 입은 피해는 가장 컸다. 만주에서 포격과 처형 

등으로 2만여 명의 중국인이 살해당했고, 가옥과 농지는 전쟁의 참화로 

인해 파괴되었다.2) 전쟁 이후 일본은 중국에서는 뤼순항과 만주철도를 

장악했고, 조선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 식민지 확장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러일전쟁이 식민지 전쟁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  

한편, 전쟁의 국제적 성격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전비 지원과 함께 개전 이전 양국의 외교적 협상의 과정에서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이 러일 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서 나타난다. 보불전쟁 이후 독일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가 주도한 1896년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과, 동북아시아로 팽창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1902년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 맺어진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충돌은 동맹국 

양 진영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890년 이래 

전지구적으로 확대된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말미암아 유럽 열강들 사이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었다. 평화는 단지 세력 간의 힘이 낳은 교착 상태에 

불과했기 때문에 긴장의 배출구는 당연히 유럽 밖의 세계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 반도 등 비유럽세계에서 열강들의 힘은 충돌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1898년 파쇼다 사건과 제2차 보어전쟁(1899~1902)을 

거치며 절정에 달한 영국에 대한 적대 감정과 독일에 병합된 알자스-

로렌 지방 수복을 염원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크게 성장하였다. 프랑스 

외교부는 동맹국인 러시아의 군사력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유럽 

전선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공백이 가져올 독일에 대한 억제력 약화를 

2) Nish, Ian,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 New-
York: Longman, 198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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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히 우려하였다. 독일에 대항하는 프랑스의 전쟁전략에 있어 

동맹국 러시아의 군사력은 필수적이었다. 프랑스의 외무부장관 델카세

(Théophile Delcassé)는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을 중재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아시아로 집중되지 않고 계속 유럽 전선에서 독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속되기를 원하였다.3) 프랑스는 러일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후까지 단순한 중립국일 수 없었다. 

그리고 러일전쟁은 무엇보다 근대적 총력전(total war) 양상을 보인 

최초의 전쟁이었다. 전장에 동원된 병력 규모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러시아가 130만 명, 일본이 120만 명이었다. 

전쟁 기간 중 발생한 일본 측 사망자는 약 8만 4천 명으로 청일 전쟁(약 1

만 3천)의 6.5배에 달했고 러시아는 약 5만의 병력을 잃었다. 또한 20여 

개월에 걸친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 전비는 예상했던 규모를 압도적으로 

초과하였다. 일본은 전체 전쟁 비용으로 19억 8400만 엔을 투입하였고 

러시아는 1904년 5억 2천 6백만 루블, 1905년 10억 9천 9백만 루블을 

각각 지출하였다. 러시아의 전비는 전체 예산에서 1904년에는 22.9%, 

1905년에는 47.9%에 달했다.4) 1909년에 이르러서야 러시아는 겨우 

전쟁이 낳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청일전쟁에 

비해 대략 8.5배가 많은 전비를 소모한 일본 역시 전비의 대부분을 미국과 

영국의 차관(12억 엔)에 의존하였다. 국가재정에 비추어 압도적인 규모의 

전비를 소모한 일본에서 전쟁 후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청일전쟁 이전의 

4배로 치솟았다. 러일전쟁은 막대한 전비와 물자, 인력의 손실을 가져왔고 

국제적인 군사동맹국(러불동맹과 영일동맹) 사이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0차 세계대전’이라 불리기도 한다.5)

3) Renouvin, Pierre, La Question d’Extrême-Orient: 1894~1905 (Paris: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1952), p. 53. 

4) ibid., p. 463. 

5) 이주천, 「러일전쟁 110주년을 기념하여–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동향을 중심
으로」, 『서양사학연구』, 33 집(2014.12), 223-224쪽; Steinberg, John 
W. et al.,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London: Brill, vol. I, 2005), pp. 20~21.



87

프랑스 파견무관(attaché militaire)이 본 러일전쟁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전쟁 상황을 매일 생중계한 신문기사를 제외하더라도 러일전쟁 관해 

프랑스에서 출간된 서적과 논문은 1904년에서 1920년까지 대략 171

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미래 전쟁을 예견하며 새로운 군사전략을 연구한 

서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불과 10여 년 전에 

발생한 러일전쟁은 이미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총력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러일전쟁을 통해 총력전의 씨앗을 발견한 

프랑스의 군사전문가, 군인, 지식인은 없었다. 프랑스 전쟁부(Ministre 

de la Guerre)6)조차 다가올 세계대전에서 나타날 새로운 전쟁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벌인 식민지 전쟁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러일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러일전쟁에 관한 다양한 군사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부는 왜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예견하지 못하였을까?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러일전쟁 전후에 생성된 프랑스 외교부, 전쟁부의 

문서들과 만주의 전장에 파견된 프랑스 파견무관이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904년 전쟁발발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수많은 종군기자와 파견무관들이 

만주에서의 전장을 생생하게 관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프랑스 

파견무관의 임무는 첫째, 동맹국인 일본군과 싸우는 러시아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둘째, 언젠가 발발할 수 있는 미래전쟁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임무를 가진 파견무관의 기록을 통해 러일전쟁이 

지닌 국제전, 식민지전쟁, 총력전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6)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육군을 지휘하는 전쟁부와 해군을 지
휘하는 해군부(Ministre de la Marine)로 국방을 담당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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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의 전쟁 전망

  러일전쟁 당시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 델카세는 보불전쟁 후 프랑스에게는 

굴욕적인 1871년 프랑크프루트 조약(Traité de Francfort)의 반대자였던 

감베타(Léon Gambetta)로부터 정치적 후원을 받으며 성장한 인물이다. 

그는 1898년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프랑크프루트 조약이 

낳은 결과를 극복하는 데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쏟았다. 알자스-로렌 

문제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델카세에게 

프랑스의 군사적 안보는 외교적 최우선 과제였다. 그는 독일에 대항하는 

협력관계 수립을 목표로 열강들과 외교적 협상을 진행해 일련의 군사 

동맹을 성립시켜 나갔다. 독일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했고 쥘 페리(Jules 

Ferry)의 식민정책을 지지한 ‘식민지당(Parti Colonial)’의 일원이었던 

델카세에게 모로코를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만드는 것도 프랑스 외교의 

중요한 목표였다.7) 

델카세는 1899년, 1900년, 1901년 연속된 협정을 통해 러시아와의 

동맹이 가진 군사적 성격을 강화했다. 1899년 러시아와 체결된 조약을 

통해 프랑스가 발칸반도에서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고 러시아는 

알자스-로렌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을 지지하게 된 것은 프랑스 외교의 

승리였다. 20세기 초 프랑스 외교부가 세운 극동아시아 정책의 주된 

방향은 중립국의 위치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었다. 당시 프랑스 

외교부의 목표는 첫째, 프랑스 ‘외교정책의 토대(pierre angulaire)’인 

러시아와의 동맹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동맹국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며,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러시아 산업시설에 투자된 프랑스 자본을 안정적으로 

7) Ganiage, Jean, L’Expansion coloniale de la France :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1871-1914) (Paris: Payot, 1968),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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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는 것이었다. 8)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함에 따라 러시아 육군과 해군이 

만주로 파병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잠재적인 독일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군대의 개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출병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프랑스의 중립 정책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었고, 독일이 이러한 외교적인 갈등 상황을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동맹을 성립시킨다면, 프랑스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1903년 가을, 델카세는 러일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였다. 

그는 전쟁이 결코 프랑스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교활한 빌헬름, 그는 자유롭게 유럽을 수중에 넣기 위해 만주에서의 

전쟁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나는 

이 전쟁을 막아야 한다”9)고 러시아 대사 팔레올로그(Paléologue)에게 

경고하였다.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프랑스로서는 전쟁이 유럽에서 초래할 결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2월 말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이 파국을 향하자 

프랑스는 다른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1904년 1월 대사관과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으로 함선과 병력을 파견하였다.10) 

델카세는 1904년 새해 러시아 대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을 우선적으로 소망하시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러시아가 유럽에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영국, 

8) Moon, JongHyun, La guerre russo-japonaise (1904-1905) et une dif-
fusion du péril jaune : Une étude sur les rapports entre la guerre et la 
représentation des Asiatiques (These, Universite Paris VII, 2014), p. 
141.

9) Paléologue, Maurice, Un grand tournant de la politique mondiale 1904-
1906 (Paris: Plon, 1934), p. 2.

10) 1904년 1월 14일과 21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파스칼(Pascal)호와 귀에동
(Gueydon)호가 제물포에 도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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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스페인과 협약을 체결한다면 모로코는 마치 해산물처럼 우리의 

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11)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에게 전쟁을 피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과 같은 외교정책은 프랑스 전쟁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반영되었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 전쟁부는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였다. 1904년 1월 1일 작성된 「1904년 1월 1일 극동에서 

러시아의 상황(La situation de la Russie en Extrême-Orient au 1er 

janvier 1904)」과 1월 12일에 보고된 「러시아와 일본의 위기(La Crise 

russo-japonaise)」는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극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상황을 분석한 첫 번째 보고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원인이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다고 파악해 “러시아는 특별히 최남단의 항구를 

장악하려는 듯 보인다. 일본은 장래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담보물을 손에 넣기를 원하고 있다”12)고 결론 내린다. 보고서는 

일본이 전쟁의 결과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선에서의 

영향력만을 고수하는 것에 외교적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였다.  

두 번째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해군, 육군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 참모부는 개전 3주 

이내로 러시아는 총 20만의 병력을 전장에 배치할 수 있고 이후 5만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고 2달여가 

지난 시점에서는 약 25만 명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하여 동원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군은 52만의 병력으로 구성된 13개 

사단 중 10개의 사단 이상을 파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전 후 12일에서 18일 사이에 일본군이 전선에 동원할 수 있는 

11) Paléologue, Maurice, Un grand tournant de la politique mondiale 1904-
1906, p. 224.

12) 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Japon”, NS-
33, ‘La situation de la Russie en Extrême-Orient au 1er janvier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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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병력을 25만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최대 5개 여단만이 만주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위기」에서 보인 전쟁의 예측은 프랑스 

전쟁부의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시베리아 철도의 수송능력은 

형편없었다. 바이칼호를 지나가는 경로에는 철길이 완공되지 못했고, 

완공된 철길도 단선에 불과해 러시아는 전선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데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양국의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와 예상된 전쟁의 기간은 크게 어긋났다. 

전쟁부는 일본군의 군사적 능력에 대하여 “일본군의 보병은 우수하다. 

대포는 우수하나 포병은 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병의 상태는 최악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결국 “일본군은 전쟁 발발 이후 4주 혹은 8주가 지나면 병력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러시아군의 남하는 전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13)이라고 결론 내린다. 전쟁부의 보고서는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을 수송능력과 기병, 포병의 활용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특히,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는 근거로 기병력의 열세에서 찾은 점은 

전쟁부가 근대적 전투양상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구식 기병 전술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러일전쟁에서 

기병의 활약은 거의 없었다.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고 연사가 가능하진 

대포가 등장하면서 말은 전장에서 무용하였다. 또한 참호를 점령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에 기병은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의 

기억에 사로잡힌 참모부 지휘관들은 기병이 수행하는 명예로운 돌격을 

군인정신의 표상이자 효율적인 전투방식으로 간주하였다. 인간과 동물의 

용기와 기세가 승패를 결정짓는 기병 돌격전을 열망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기병의 중요성에 대한 선입견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와 만주에서 

특파원으로 활약한 잭 런던의 종군기에서도 발견된다. 

13) 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Japon”, NS-
33, ‘La Crise russo-japo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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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타고난 기마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들 기병은 

서양인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였다. 말이 조그맣지만 힘이 센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서양 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일본인들이 

말을 다룰 줄이나 아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그들이 한 손으로 말고삐를 

꽉 잡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앉음새도 대부분 좋지 

않았다.”14)   

 

말과 일본군들의 신체에 대한 낮은 평가는 서구인들의 인종주의적 선입견을 

보여준다. 용감한 남성성의 상징인 군인다움과 더불어 큰 말을 지배할 

줄 알고, 잘 다루는 유럽인의 출중한 능력을 일본인이 지니지 못했다고 

간주한 것은 군인적 열등성과 남성적 열등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 또한 

작은 말에 볼품없이 앉은 작은 일본군은 커다랗고 멋진 말에 앉은 아름답고 

용맹한 남성성을 띤 유럽인에 비해 아름답지도 못하고 더 잘 싸울 수도 

없다. 러일전쟁 이전까지 일본은 서구문명의 교육을 받는 미성숙한 아동 

또는 학생으로 재현되었는데 군사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15) 프랑스 

전쟁부의 시각에서 일본군은 유럽군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조잡한 

모방품에 불과했다. 

일본육군에 대한 저평가는 일본해군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전쟁부는 전장이 만주와 조선에서 형성될 것이라 예견하면서 

보급을 위한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열쇠라고 예상하였다. 

해상에서의 우위가 원정 전쟁을 벌이는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면서 “만일 일본군이 단독으로 혹은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해군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극동으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저지하지 못할 

14) 잭 런던, 윤미기 역,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
기』 (서울: 한울, 1995), 57쪽. 

15) SIARY Gérard, “Images et contre-images de l’Extrême-Orient au Japon 
et en Occident”, Revue de littérature comparée, n° 297(2001), pp. 6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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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16)이라 평가하였다. 참모부는 일본과 러시아의 해군력을 각각 20만 

톤으로 계산하면서 “1904년 봄, 극동에서 러시아의 함대는 최소한 일본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러시아는 해군력의 균형을 이룬 시점에서 유럽에서 

새로운 함대를 파견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수 없을 것”17)이라 결론 내린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러시아의 발틱함대는 정비와 보급 

문제로 인해 1904년 10월이 되어서야 45척의 함선이 출항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됨으로써 약 8개월을 항해해 겨우 1905년 5월 

말이 되어서야 쓰시마 근방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1904

년 8월 황해해전으로 러시아 극동함대가 괴멸되었고 뤼순항마저 1905년 

1월 함락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승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상의 전쟁부 보고서는 전쟁 발발을 예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랑스 

외교부의 입장이 깊게 반영되었다. 외교부, 전쟁부 모두 전쟁이 유럽의 

열강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전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보고서는 극동에 주둔 중인 프랑스, 영국, 독일의 해군력과 육군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이 일본군에 가담할 경우와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하여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를 모두 예상하면서, 만약 제3국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일본의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전쟁부는 “다른 열강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머무를 것이며 특별한 

호의를 내세우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18)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러시아의 승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로 

인한 억제력이 일본의 외교적 양보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비록 “전쟁에서 승리할 지라도, 제3국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약해질 것이다. 만일 일본이 패배하거나 전쟁이 승부를 

결정짓지 못할 경우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상실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16) 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Japon”, NS-
33, ‘La Crise russo-japonaise’.

17) ibid.

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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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19)라며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였다. 또한 프랑스 전쟁부는 일본이 해군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가 장기화되면, 러시아가 병력과 

군사력을 충원하여 공세를 전개해 일본 본토마저 위험에 빠트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전쟁부의 견해와 외국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들의 보고서는 

거의 동일하였다. 1903년 7월 극동아시아에서의 방문을 돌아온 프랑스 

해군대장 아르망(Harmand)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외교부 장관 

델카세에게 전했지만, 같은 해 11월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벨(Bayle)

은 일본의 공격은 있을 수 없는(inconcevable) 것이라 확신하였다.20)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관 무관인 아마드(Amade) 역시 10월 “현재의 

극동아시아 상황의 매듭을 전쟁으로만 풀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며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영국은 재정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남아프리카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21)고 보고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사관 파견무관 물랭

(Moulin)은 10월 20일 전쟁부에 러시아의 전쟁부와 해군부가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만일 일본인들이 현명하다면 

결코 모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러시아군이 만주에서 

방어전 전략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해군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다면 승리는 확실하다며 “나는 해전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의심하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썼다.22)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는 일본의 

근대적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서 러일전쟁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파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19) ibid.

20) ibid., “Chine”, n° 197, le vice-amiral Bayle au Ministre de la marine, le 
4 nov. 1903.

21) ibid., “Japon”, NS-33, le lieutenant colonel d’Amade au Ministre de la 
guerre, le 10 déc. 1903.

22) France,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2e série, T. IV, n° 25, le 20 
déc.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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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의 결과는 유럽에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변동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열강의 균형에 해체를 가져왔다. 만주에서 

러시아의 참패와 1905년 혁명의 결과 기존의 세력균형이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각 세력은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후 유럽에 새롭게 등장한 

열강 세력의 판도는 10년 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1905년 초 묵던(Mukden)23)과 쓰시마에서 패전하면서 무시할만한 

세력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2류 국가’가 되었고 외교 

전략의 무대를 아시아에서 발칸반도로 이동시켰다.24) 러시아가 기존의 

군사 강대국 지위를 상실할 동안, 독일은 군비증강 10개년 계획을 실행해 

러일전쟁 이후 유럽 최대의 군사,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델카세가 

수립한 독일을 고립시키는 프랑스의 외교 전략은 러일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어 프랑스는 러시아와 영국의 협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새로운 유럽질서를 형성시켰다. 유럽에서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모색한 

델카세가 주도한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간의 삼국협상은 러일전쟁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라는 동맹진영 간의 대립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9세기 말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정당한 폭력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전쟁론』으로 알려진 클라우제비츠는 정치권력이 

합리적 계산과 결단으로 전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대적 전쟁은 관리할 수 없는 ‘우발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근대전쟁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라는 집단의 집단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지점에서 감정적이고, 돌발적으로 작동하였다. 결국 

‘정치’는 전쟁의 핵심요소였다. 합리적 계산과 결단으로 전쟁을 관리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전쟁으로 이르는 과정, 전쟁 수행 단계에서의 

생산수단의 집결과 동원, 전쟁 후의 전후 처리 단계에서 ‘정치’는 핵심 

요소이다. 러시아는 1905년 혁명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히 

23) 봉천으로 불렸던 오늘날 선양을 의미한다. 봉천은 청나라와 만주국 시대의 지
명이었다. 유럽에서는 러일전쟁 중 만주어 지명인 묵던으로 알려졌다. 

24) Kowner, Rotem ed., The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Routledge, 200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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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부터 실패하였다.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는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국제정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나 다가올 일본과 러시아의 

‘정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총력전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은 더욱 

부족하였다. 

Ⅲ. 러일전쟁에 파견된 프랑스 파견무관

19세기는 각국의 대사관에서 파견된 군인, 즉 파견무관의 전성기였다.25) 

대부분 귀족 출신들로 귀족주의적 신념이 투철했던 이들은 평화 시에는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타국의 대사관에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3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특권적인 위치에서 전투의 현장을 참관할 수 

있었다.26) 나폴레옹 전쟁 이후 파견무관의 안전은 국제법으로 보장받았고 

군이 주도하는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없었다. 만일 교전 당사국에 

의해 사로잡힌다고 할지라도, 파견무관에 대한 석방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군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보다 

빠르게 대량으로 인명을 살해하는 무기들이 개발되었다. 각국에서 

개발되는 최신무기에 대한 정보와 군사력 현황,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인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집, 분류,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국가가 시민을 대규모로 

전장에 동원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전을 독려하는 선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파견 무관에게는 더욱더 전문화된 군사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함께 정치적 판단력도 요구되었다.27) 1870년대 30명에 불과했던 

파견무관은 1914년에는 3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제국주의 시대 

경쟁적으로 각국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조사, 분류, 유통시키는 

25) 파견무관들은 러시아에서는 “military agent”, 영국에서는 “military secre-
taries of the embassy”, 프러시아에서는 “chargés of military affairs” 프
랑스에서는 “military attachés”로 불렸다. 

26) Steinberg, John W. et al.,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
tive (Brill, vol. II, 2007), pp. 143-144. 

27) Prochasson, Christophe et Rasmussen, Anne dir., Vrai et faux dans la 
Grande Guerre (Paris: La Découverte, 2004),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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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무관의 존재는 군대를 넘어 외교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19세기 

외교관들처럼 대다수의 파견무관은 귀족출신 엘리트들이었다.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보다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하던 시기에 

민족주의적 경쟁과 초국가적 연합(supranationalist combination)을 

열강들은 동시에 추구하였다.28) 파견무관들은 귀족엘리트들로 외교가에서 

자신들만의 트랜스내셔널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민족적 이해관계에 놓여있었지만, 때로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열강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행위자들이었다. 

스위스와 프랑스를 제외하면 왕정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이었기 

때문에 귀족주의 전통은 외교가의 사교클럽 문화에 넓게 뿌리내렸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귀족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파견무관의 귀족성도 조금은 약화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밀로드(milord), 

프랑스의 귀족(noble), 프로이센의 융커(Junker)로 대표되는 귀족출신의 

장교들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최고사령부를 움직였다. 이때까지 귀족세력의 

영향력은 군대에서 무시 못 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벨기에,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다수의 

국가들에서 파견된 약 27명의 파견무관은 러일전쟁의 전장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였다. 각국에서 러시아, 일본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된 고위 

장교들이었다. 전장에서 집단적으로 이동하고 생활했고 포격을 비롯한 

위험한 상황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파견무관들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동맹국의 파견무관이 아닐지라도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는데 

위화감이 없었다. 하지만 군사동맹은 때로는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다. 영국 

파견무관의 경우 일본군에서는 환대를 받았지만 러시아군에서는 냉대를 

받았고, 반대로 프랑스 파견무관은 일본군으로부터 큰 환대를 기대할 

수 없었다. 파견무관들은 직접 목격한 전투의 결과에서부터 전략, 무기, 

병참, 의료, 수송 등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전송하였다. 

군사 교육과 더불어 공학, 어학, 지리학, 역사 등의 교육을 받은 국제적인 

28) Steinberg, John W. et al.,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
tive (vol. II), p. 137.



Homo Migrans Vol.21(Nov. 2019)

98

엘리트 파견무관들은 전쟁의 전술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의 배분, 

명령의 수행상태, 민심의 상황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근대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전투 양상의 변화, 전쟁에서 승리한 진영이 가진 

승전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래의 전쟁을 예견할 수 있는 열쇠였고 군대 

개혁에 필요한 영감을 제공하였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어 

전쟁을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프랑스 군부에게 러일전쟁은 미래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 1899년 보어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비롯한 

‘주변부 전쟁(guerres périphériques)’을 참관한 파견무관에게는 대포, 

소총, 공병, 통신 등 근대적 군사장비가 지닌 효율성에서부터 종합적인 

군사력, 군수산업 생산력과 신무기개발 등에 대한 정보의 보고의무가 

있었다. 때로는 파견된 지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식의 생산도 요청되었다.  

파견된 무관들은 다른 국가에서 파견된 무관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때로는 우방국으로, 

때로는 적국으로 각국 대표단을 만났다. 영국에서 파견된 해군장교는 

일본군 측에 의해 환대 받아 함대를 시찰하거나 보다 가깝게 전선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러시아군에서는 반대였다. 프랑스 군의 

경우는 전쟁에 대한 불간섭을 천명하며 제3국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측 진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네그리에 장군(Oscar 

de Négrier: 1839~1913), 도쿄 주재 대사관 무관이었던 코르비자르 

중령(Charles Corvisart: 1857-1939), 그리고 베르탕(Charles-Émile 

Bertin: 1871~1959) 등을 파견하였다.29) 1884년 프랑스와 청나라의 

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는 네그리에를 비롯해 식민지 원정을 포함해 베트남, 

일본, 조선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아시아 전문가들이었다. 

영어, 일본어와 러시아어 능력 때문에 선발되어, 러일전쟁 후 무공훈장을 

29) 영국에서 파견되어 일본군 측에서 활동한 이언 해밀턴(Ian Hamilton)은 대표
적인 영국의 식민지 전쟁에 참전한 장교였다. 그는 1870년대부터 인도와 아
프리카의 군사원정에 참여한 이래 보어전쟁 당시 참모장을 지냈고 1차 세계
대전 중에는 갈리폴리 전투를 지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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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받을 정도로 출세를 거듭하였다. 1905년~1907년 사이에 파견무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러일전쟁의 교훈(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이 출간되었다.30) 파견무관들은 19세기 말 

군사적 지식을 아시아나 남아프리카에서의 원정 경험을 통해 습득하였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실제 전투현장에 활용되었다.31) 

파견무관은 출세에 발판이 되는 유용한 경력이었기 때문에 군 지휘부와 

전쟁에 대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군 지휘부의 검열과 

통제를 거친 후 출간된 『러일전쟁의 교훈』에 전쟁을 직접 경험한 

파견무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견해는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전 징집된 대부분의 프랑스 병사들은 실제 전투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였다. 평화적 시기인 군사적 대기상태에서 군인들의 

임무는 병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반복적 훈련 밖에 없었다. 실제 ‘

전투에 경험을 가진 군인(connu le feu)’과 가지지 못한 군인이 발휘하는 

전장에서의 능력은 크게 차이가 났다. 군사적 전략에 대한 논쟁에 있어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었다. 식민지 원정이나 해외에서 

벌어진 전쟁을 참관한 파견무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과거의 

전쟁이나 미래의 전쟁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참전경험이 

없는 군인들과 민간에서 주장하는 간접적인 군사지식과 이론은 폄훼되고 

쉽게 부정될 정도로 전장의 경험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징병제가 수립되고 전쟁이 국가적 관심사로 변모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들도 커져만 갔다.32) 보어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황은 

신문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었다. 전선에 파견된 통신원들은 

30) France. Etat-major de l’armée de terre,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S. l.], 1905-1907).

31) Frémeaux, Jacques, De quoi fut fait l’empire: Les guerres coloniales 
aux XIXe siècle (Paris: CNRS ed, 2010), p. 401. 

32) Cosson, Olivier, “Expériences de guerre et anticipation à la veill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Les milieux militaires franco-britanniques 
et les conflits extérieurs”,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 50(ma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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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 자유를 제한적이지만 허용 받았다. 여론의 향배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한 전쟁 당사국들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선전에 활용하고 싶어 하였다. 프랑스에서 보어전쟁은 자유로운 

공화주의자들과 압제적인 대영제국 사이의 투쟁으로 받아들여졌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목격한 기자, 지식인, 일반시민의 전쟁에 대한 

증언은 대중의 주된 관심사였다. 대중적인 잡지와 신문에서는 기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출신 군사전문가들의 전쟁 담론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장교들은 기자와 지식인이 

작성한 전황분석과 전쟁전략을 자격 없는 자들의 무가치한 언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보어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 군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군사적 전략에 대한 대중적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우려해 여론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주변부 전쟁이 대중들의 관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독점적 군의 지적권위는 약화되고 있었다. 결국 군사적 지식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려는 군부의 태도는 러일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았다.  

“남아프리카 전쟁 이후 만들어진 결론은 섣부른 것이었습니다. 보어인들의 

놀라운 방어력과 숙달된 사격능력은 모든 군대가 활용하는 방어 전략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발생한 

군사적 사건들에 대한 명료한 연구는 널리 알려진 이 궤변이 가진 오류를 

증명하였습니다.”33) 

이상의 파견무관의 보고서는 보어전쟁 중 기자들이 강조한 방어전의 

중요성을 러일 전쟁을 통해 부인하고 있다. 정면 공격은 자살행위에 가까운 

무모한 전술이기에 수적 우위에 있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일본군의 정면공격이 러시아의 방어선을 효율적으로 

무너트렸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33)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note n° 16, “Les en-
seignements”, mars 1907, Service Histoirque de l’Armée de Terre(이하 
S.H.A.T), Paris, 7 N°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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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전쟁으로 대표되는 열강의 식민지 전쟁은 기본적으로 ‘국지전(limited 

war)’이었다. 이것은 전쟁의 참여국이 총체적인 국력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목표와 제한된 지역에서 치르는 전쟁이었다. 주로 농작물, 

마을 가축, 창고를 파괴해 적의 피난처나 물자 공급원을 차단하는 초토화 

전술이 사용된 식민지 전쟁에서 유럽군대는 군사장비의 압도적 우월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병사의 수는 반란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다. 

이러한 병력의 비대칭성 속에서 식민지 전쟁에서 유럽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오로지 군사장비의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었다.34) 

또한 식민지 전쟁은 군 지휘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부대가 

적대적인 공간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병사 

개개인의 사기, 용기, 의지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된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수호하는 전쟁은 전쟁 후 결과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전제하고 

시작되었다. 선전포고에서부터 시작해 영토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협, 전쟁 결단, 참전, 항복 등의 국면으로 구성된 유럽에서의 전쟁은 

단기적이면서도 격렬한 결전으로 종료되었다. 결전이론에 따른 전투는 

제한된 지역으로 한정되었고 단지 배치된 군인들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보불전쟁과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전쟁 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소총 사격의 위력과 방어력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기관총의 방어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지만 현대적 대포의 파괴적인 위력, 철도를 통한 효율적인 

병력 동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었다.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식민지 전쟁에서 종종 상실되었으며 전쟁이 근대화 될 수록 조직된 전투원 

사이의 제한적 전투는 어려워졌다. 

34) 영국의 식민지 원정은 19세기 초반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1834~43년 아
프가니스탄 침략에서 실패했고 1857~58년 세포이 항쟁에서도 반란군을 어
렵게 진압하였다. 또한 1878년 남아프리카 줄루족과의 전투에서는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84년 맥심 기관총이 개발되면서 완전
히 원주민의 군사력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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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0차 세계대전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1870년과 1914년 사이 근대적 군수산업과 기술이 낳은 대포, 소총, 

기관총 등에서 나타난 고성능 원거리 무기의 발전은 급진적이었다. 1870

년 보불전쟁에서 분당 4만여 발의 포탄이 발사된 데 비해, 1914년에는 

재장전이 빨라진 후장식 대포로 분당 20만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다.35) 

또한 포선에 강선을 넣어 사정거리가 대폭 늘어났고 포탄의 폭발력도 

높아졌다. 프랑스군이 보유한 대포의 화력은 이 기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러일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날 근대적 군사무기의 

혁신을 과도기적으로 보여주었다. 1870년대 생산된 대포는 분당 4~5

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1905년 러시아와 일본의 대포는 정비할 

필요 없이, 1분간 연속적으로 10~15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다. 

게다가 흑색화약을 사용해 발사되던 쇳덩어리 포탄에 비해 조각으로 

폭발하는 포탄의 위력은 비할 수 없이 강력하였다. 대포의 긴 사거리와 

높은 폭발력은 전쟁의 참화를 확대시켰다.  

대포와 더불어 소총에서도 기술적 혁신은 나타났다. 구경이 좁아 가볍고, 

탄환이 쉽게 장전되는 소총이 개발되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진 소총은 개개인 병사의 전투력을 높였고 탄환의 사용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1877년 병사 한 명이 90여 개의 탄약통을 

평균적으로 휴대하였지만, 1914년에는 200여 개의 탄약통을 보급 

받았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소총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러일전쟁을 참관한 파견무관들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많은 수의 탄약을 휴대하는 것을 특별히 선호했다고 기록하였다.36) 또한 

금속제 탄피가 개발되어 탄환은 더 이상 연기를 내뿜지도 않았고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았다. 아군끼리의 교전을 피하기 위해 이용된 화려한 색의 

35) 버나드 로 몽고메리, 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4), 748
쪽.

36) Cosson, Olivier, “Expériences de guerre et anticipation à la veill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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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은 더 이상 전투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화려한 색의 군복은 

쉽게 적군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장을 고려한 실용적인 군복이 

보급되었다. 

가장 큰 군사장비의 혁신은 기관총에서 나타났다. 1884년 맥심기관총

(Maxim gun)의 발명은 근대적 자동화기의 시대를 열었다. 유연한 벨트로 

공급되어 분당 6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은 이전 시대의 무기가 

지닌 살상능력을 완벽히 초월하였다.37) 기관총의 군사적 장점은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4), 미국-스페인 전쟁(1898), 영국의 수단 원정

(1881~1899)과 북서부 인도 원정(1878~1880)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의 혁신은 군사전술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무기의 

근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전술의 근대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식민지에서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은 유럽의 군사 전략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소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사력을 가진 기관총의 위력은 러일전쟁의 

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203 고지전투로 대표되는 155일간 

벌어진 ‘뤼순항 점령전투’에서 철조망, 기관총, 대포로 방어되는 적진지를 

향한 보병들의 정면공격, 즉 ‘돌격 앞으로’는 재앙적 결과를 낳았다. 

전장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병력이 국가의 동원력에 기대어 

투입되었다. 약 5만 여명의 러시아군과 약 8만~15만 여명의 일본군이 

동원된 이 전투에서 약 3만 명의 러시아군과 약 5만 7천여 명의 일본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기관총으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주의 시대가 낳은 산물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38)   

37) 미국에서 개발된 개틀링 건(gatling-gun)과 영국의 폼폼(pom-pom Nor-
denfeldt)은 이 시대의 기관총을 대표하였다.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Ellis, John, The Social History of the 
Machine Gun (London: Pimlico, 1993 [1976]); 존 엘리스, 정병선 역, 『
트렌치 코트에 낭만은 없었다: 참호에 갇힌 제1차 세계대전』 (고양: 마티, 
2006)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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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병기의 전시장이었던 러일전쟁을 관찰한 프랑스 장교는 “승리의 

본질적인 요소는 포병대의 우위”에서 확보되고 “처음으로 우리는 

포병대의 포격으로 적군의 진전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라며 방어전에서 

활용되는 포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39) 포격은 아군의 참호로 

전진하는 적군을 저지하는 효과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집중포격은 공격 시 

필수적이었다.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참호전에서 전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의 양상은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전개되었다. “소총의 소리가 머리를 울리고, 적군과 

아군의 포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휘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의 전달은 쉽지 않았다.40) 연속적인 총격과 포격 속에서 전장의 

지휘관은 전투의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기 힘들었다. 대포의 사정거리가 

6~7km까지 늘어나 전장에서 안전한 지대는 사라졌다. 파견무관들도 

빈번하게 대포의 목표물이 될 수 있었다. 

만주에서 충돌한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전장에는 위장막을 씌운 참호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비록 위장막으로 가려졌지만, 적군은 먼 거리에서 발견해 

참호와 진지로 대포를 발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거리 포격에 군인들은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이전의 대포와 달리 포격 중 대포가 연기를 내뿜지 

않았기 때문에 포격을 하는 적군의 위치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소총, 기관총, 대포의 화력은 전장에서 방어적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투에서 지형을 이용한 위장과 엄호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병력의 이동은 적군에 의해 쉽게 발각되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전장에서의 밤은 더욱더 위험해졌다. 조금의 불빛이 새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발각되어 포탄이 날아들었다. 넓어진 전선으로 인해 

부상병의 치료와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전선이 넓어지면서 부상병의 

39) “Observations sur l’artillerie dans la guerre russo-japonaise”, S.H.A.T., 
7 N° 1532.

40)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note n° 9, “fusil et tir 
de l’infanterie”, février 1906, S.H.A.T., 7 N°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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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가 늘어났다. 야전병원은 대포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부상병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동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전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병사들만이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전장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러일전쟁이 보여준 가장 큰 전쟁의 

변화는 소모전과 장기전이었다. 러일전쟁에서 단기적 결전은 사라졌다. 

개별 전장에서 이어진 전투의 기간은 몇 주간을 쉽게 넘길 정도로 

길어졌다. 프랑스 파견무관의 보고서는 전투의 장기화와 소모전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전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격렬한 전투가 10일 혹은 그 이상으로 

진행된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군사력과 장비가 완전히 소진된 

이후 병사, 탄약, 장비, 말 등을 정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단순히 안전한 

방어선을 넘는 전선을 구축, 그리고 상설 혹은 비상설 요새를 설치하기 

위한 전장의 소강상태는 한 달 이상이 진행되었다.”41)

  

포격과 기관총이 빗발치는 장기화된 전투에서 실제 소총을 소지한 

병사들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적군이 가까이 접근하면 감히 조준 

사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42) 소총은 오로지 근접전에서는 유효했고, 

병사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총알을 소진 할 뿐이었다. 참호전에서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무기의 유효성은 “근대 군사기술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발견”43)이었다. 만주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공격자는 방어자에 비해 

압도적인 사상자를 감내해야만 했다. 

41) “Enseignements tactiques de la guerre”, G. Moulin, rapport du G. My-
lov, commandant le VIIIe Corps d’Armée russe, juillet 1905, S.H.A.T., 7 
N° 1521.

42) ibid.; 가스통 르루, 이주영 역, 『러일전쟁, 제물포의 영웅들』 (인천: 작가들, 
2006).

43) Conférence du Cpt d’Etat-Major Solviev, in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note n° 2, “Mitrailleuses”, décembre 1905, 
S.H.A.T., 7 N°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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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호 속에서 “일본병사는 러시아병사와 마찬가지로 빗발치는 총알과 

파괴의 공포 앞에서 엎드려 숨을 수밖에”44) 없었지만, 장교들은 전장에서 

은폐하거나 몸을 숙이는 것을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보병 

화력에 대한 새로운 전술과 편성, 그리고 참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지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군사적 ‘정신주의’만을 강조했다. 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정신 상태만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군인정신에 기대어 무모한 공격전술을 고집한 

지휘관들 때문에 러일전쟁의 사상자 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3개월간 

지속된 선양 전투를 일본군 측에서 관전한 프랑스 장교는 다음과 같이 

일본군의 피해를 서술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작전에서 계속 증가하는 사상자의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선양전투 이전 다시 말해 1905년 2월 말에는 최소 26000명으로 

구성되어있던 남부여단(3사단)의 한 연대는 3월 8일에는 30명의 사병과 

4명의 장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45)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무관들은 

무기의 진화에 따른 전술적 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전후 

프랑스로 귀환한 파견무관들이 작성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일본군은 

고무된 사기와 정신력의 우위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거나, 일본군의 

“도덕적 품성”으로 인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결론 내린다.46)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패배에 대한 파견무관들의 실망감이 반영되었겠지만, 일본군의 

군사적 장비와 전술적 능력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패배는 오로지 일본군이 지닌 용맹함과 국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러시아 황제의 무능, 그리고 참전한 러시아 군의 부족한 

44) ibid. 

45) “Rapport d’ensemble du Chef de la Mission Militaire Française à l’armée 
japonaise”, General Lombard, décembre, 1905, S.H.A.T. 7 N° 1700. 

46)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psychologie”, Cd Bou-
ché, janvier 1905, S.H.A.T., 7 N°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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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은 프랑스 파견무관 

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다른 파견무관들의 보고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러일전쟁에서 기관총과 대포로 상징되는 근대적 군사무기의 힘은 

공격자보다는 수비자에게 압도적 전술적 우위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프랑스 파견무관은 뤼순항 공방전 중 포위공격을 감행하면서 사망한 약 

6만 일본군의 허망한 죽음을 오로지 용맹한 돌격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조하였다.47) 뤼순항 전투에서 일본군은 대포를 활용한 포격, 기관총과 

철조망으로 보호되고 있던 방어선을 쉽게 뚫어내지 못했다. 203 고지의 

전투에서 약 90%의 일본군이 사망했을 정도였다.48) 이는 용기와 정신력의 

승리가 아니라 무모한 공격이자 지휘관의 전술적 대처가 없는 가운데 

발생한 무수한 사상자를 낳은 참사에 불과하였다.49) 프랑스 파견무관들은 

직접 러일전쟁의 참화를 눈으로 목격하고 전쟁의 양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 귀환해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기존 군사지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지휘관의 개입과 자신들의 경험을 전쟁의 실체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상된 전쟁(guerre imaginé)’을 구성하는 데 머물렀다. 

Ⅴ. 결론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종군기자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된 잭 런던은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에서 “전투가 간단하고 무기가 투박했을 

때에 살상은 대규모로 일어났다. 적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전투는 

결정적이었다. 거의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결정적 전투가 가능했다. (...) 

47) 1904년 8월 19일 203 고지의 사상자 중 90%는 일본군이었다. 

48) 뤼순항 전투 중 발생한 전장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Lan Hamilton, A Staff Officer’s Scrap book during the Russo-Japanses 
War (London, 1906).

49) Cosson, Olivier, “Des guerres annonciatrices du nouveau siècle ? : 
Guerre des Boers et guerre russo-japonaise”, in François Guedj dir., 
Le XXesiècle des guerres (Paris: Ed. de l’Atelier, 2004), pp.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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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최소한 문명국들 간의 전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50)이라 생각하였다. 비록 인종주의적 편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지만 그가 보고, 체험한 전쟁은 이전과 다른 전쟁이었다.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유럽의 군사전문가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벌어진 러일전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군사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군사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비슷한 수준의 군사장비와 비슷한 규모의 병력을 갖춘 국가 간 전쟁, 즉 

군사력에서의 대칭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크림전쟁은 이미 오래되어 

군사기술이나 전략 면에서 현재성이 떨어졌고, 보어전쟁은 식민지 전쟁의 

특징인 게릴라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미래전쟁의 모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견무관들은 대포의 사정거리에서부터 무기의 세세한 성능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고 각 부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총력전의 양상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특히, 기계보다 인간을 더 신뢰한 

고급장교들은 러일전쟁과 보어전쟁 등에서 남겨진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귀족주의적 의식에 집착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변모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용기와 천재성에 집착했기 때문에 근대 군사무기가 지닌 

대량살상능력을 외면하였다. 방어전이 가진 전술적 이점을 망각한 채 

전쟁을 오로지 공세적 돌격으로 해결하려 했다. 군인의 용감한 공격정신

(l’esprit offensif)과 희생정신(l’esprit de sacrifice)은 프랑스 군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군사적 ‘정신주의’를 러일전쟁의 교훈으로 이해한 

군부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자신의 신념과 전술을 버리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 되고 전쟁에서 시민과 군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은 식민지 

전쟁에서 이미 나타났다. 한데 파견무관들은 전쟁을 통제, 관리, 제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러일전쟁에 파견된 파견무관들은 전쟁을 참관했을 뿐 그 실상은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전선에서 근대적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그 성격을 

50) 잭 런던,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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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지 못하였다. 프랑스 정부 역시 러일전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망이 부재하였다. 전쟁발발 직전 참모부가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교부가 수립한 전쟁결과에 대한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쟁을 직접 

가까이에서 관찰한 파견무관들이 전쟁에서 나타난 근대적 무기(기관총, 

대포)가 변화시킨 전쟁양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포격으로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사라져 전장이 확대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없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총력전, 

소모전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관에 머물렀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주제어(key words): 

러일전쟁(The russ-japanese war), 식민지전쟁(colonial war), 총력전

(total war), 인종주의(racism), 프랑스(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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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 파견무관(attaché militaire)이 본 러일전쟁:

제0차 세계대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문 종 현

프랑스 파견무관들은 근대적 전쟁을 러일전쟁을 통해 경험하면서도 

전쟁의 근대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프랑스 본국의 참모부 

또한 러일전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망이 부재하였다. 전쟁발발 직전 

전쟁부가 생산한 정보에 바탕을 둔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가 수립한 

전쟁결과에 대한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쟁을 직접 가까이에서 

관찰한 파견무관들이 전쟁에서 나타난 근대적 무기(기관총, 대포)가 

변환시킨 전쟁양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나타났던 원거리 포격으로 전장이 확장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총력전과 참호전이 낳은 파멸적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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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uss-japanese war (1904~1905) studied by french 

military observer: from world war 0 to world war I.

Moon, Jonghyun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french military observer during 

the russ-japanese war.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r military 

attaché system shared similar roots of the plenipotentiary emissaries 

in 19th century. During the russ-japanese war, the french military 

attaché, nothing in the Far-Eastern Asia experience required a 

revision of their manuals. The french observers’ comments were 

often twisted to support concepts of offensive mobility and firepower 

which, combined with élan and an aggressive “sprit”, would permit 

successful strategic envelopments and the decisive battles needed 

to grantee a shot conflict. Therefore, the military lessons finally 

learned from their reports were of questionable value in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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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1)의 의료 권리

신 지 혜

Ⅰ. 서론

2014년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Affordable Care 

Act) 통과 이후, 미국 내 시민과 합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 권리의 보장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 속에서도 확대되었다. 반면 트럼프케어는 

정치 무대에 계속 등장하여 좀비 빌로 불렸으나 2018년 7월 공화당 

표 이탈로 입법이 좌절되었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 두 

법안은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역사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나 

지역 사회에 의해 유지되어 왔음을 드러낸다. 공중 보건을 둘러싼 미국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갈등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시민뿐만 아니라 비시민에게도 의료 권리를 부여했다. 즉, 비시민이 

미국에서 의료 권리와 의료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야스민 소이살

(Soysal)이나 데이비드 제이콥슨(Jacobson) 등 1990년대 탈국가주의

(postnationalism) 사회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국제 인권 사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서라기보다는, 의료 권리가 여전히 국민국가의 권위 

및 영토적 경계, 그리고 미국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1) 비시민(noncitizen)은 단어 그대로 시민이 아닌 자를 가리킨다. 본 글에서는 
이민의 합법적, 불법적 절차보다, 모국을 떠나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게 된 
모든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비시민을 사용한다.

Homo Migrans Vol.21(Nov. 2019): 1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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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민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는 시민이라는 

동전의 이면인 만큼 시민권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이민이 큰 역할을 

했다. T. H. 마셜(Marshall)은 1949년에 발표된 에세이에서 시민권이 

자본주의 사회의 민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 

권리에 바탕을 둔 마셜의 보편적 시민권 모델을 통해 시민권 연구의 틀이 

세워졌으나, 그의 영국적 모델은 “진화적이고, 분석적으로 애매하며 민족 

중심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3) 권리에 기반한 마셜의 보편적 

시민권은 정치학자 크리스티안 욥케(Joppke)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욥케는 이민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권을 “일련의 권리를 포함할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가르는 폐쇄의 메커니즘”으로 보았다.4) 

국제 이주의 증가로 인해, 시민권이 배제를 바탕으로 한 법적 지위이자 

정체성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5) 한편, 버지니 귀러던(Guiraudon)

은 시민권을 “국가와 개인을 단합된 정치적 체제로 연결하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라고 정의했다.6) 여기서 귀러던의 개인은 시민뿐 아니라 

비시민까지 포함하며, 비시민에게도 일련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들은 저마다 시민권에 대한 정의를 달리했지만, 시민권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2)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G. Shafir, ed., The 
Citizenship Debat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8), pp. 
93-111.

3) 브라이언 터너는 마셜의 시민권 모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다. Bryan S. 
Turner,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Sociology, 24(1990), p. 
212. 사회학자 로저스 브루베이커는 프랑스와 독일의 예를 들어 시민권을 권
리라기보다는 영토 국가가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내적으로 포괄적이고, 외적으로는 배제적인” 폐쇄의 형태라 보았다. 
Rogers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4) Christian Joppke, “How Immigration Is Changing Citizenship: A Com-
parative View”, Ethnic and Racial Studies, 22-4(1999), p. 629. 

5) Ibid., p. 630.

6) Virginie Guiraudon, “Citizenship Rights for Non-Citizens: France, Ger-
many, and the Netherlands”, in Christian Joppke, ed., Challenge to the 
Nation-State: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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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에는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벗어나 초국가주의, 탈국가주의, 

글로벌주의를 시민권 분석에 도입한 학자들이 등장했다. 이 중 소이살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사회에 나타난 “탈국가주의 멤버십”(postnational 

membership)을 강조하고, 외국인에게까지 연장된 권리의 양상이 국제 

인권 사회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며 이 권리가 국가적 연계보다는 개인의 

인간 지위(personhood)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7) 정치적으로 

시민권 지위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심지어는 불법 이민자—라도 이주한 

국가의 사회적, 제도적 질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있는 멤버십을 얻게 

되었다.8) 데이비드 제이콥슨 또한 서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그의 

저서에서 국제 인권 사회의 발전을 강조하며 국민국가 행동의 정당성을 

국제 인권 코드에서 찾았다.9)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외국인의 멤버십 

권리가 사실상 국제 인권 사회가 아닌 국가적, 국내적 정치 체제에 기반을 

둔다는 국민국가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비판받았다.10) 인권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7) Yasemin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홀리필드(Hollifield)는 민주국가에서 불법 이민 통제가 어려
워진 것이 이민자의 권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셔크(Schuck)는 
비시민의 권리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권이 가치를 잃는다고 분석했
으나, 칼라비타는 1996년의 복지개혁법을 예로 들어 셔크의 주장이 과장되
었다고 반박했다. James F. Hollifield, Immigrants, Markets, and States: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war Europ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eter Schuck, Citizens, Strangers, and In-
Betweens: Essays on Immigration and Citizenship (Boulder: Westview, 
1998); Kitty Calavita, “Gender, Migration, and Law: Crossing Borders 
and Bridging Disciplin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1(2006), 
p. 110. 

8)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p. 2. 소이살의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 
불법 이민자를 언급할 때에는 미국의 예가 사용되었다. 

9) David Jacobson, Rights across Borders: Immigration and the Decline of 
Citizenship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96).

10) Joppke, “How Immigration Is Changing”; Guiraudon, “Citizenship 
Rights”; Randall Hansen, “The Poverty of Postnationalism: Citizenship, 
Immigration, and the New Europe”, Theory and Society, 38-1(2009), 
pp. 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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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아닌 지역 사회를 통해 이민자들이 시민 사회에 개입해왔다는 

점도 탈국가주의에 의문을 던졌다.11)  

국제 인권 체제의 성장보다 시민권 자체에 주목한 연구도 다수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비시민에게 부여되는 과정이 T. H. 마셜의 

시민권 모델과 반대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12) 미국 역사에서는 

사회권이 참정권 이전에 부여되었다는 견해인데, 이는 비시민만이 

아니라 귀화한 시민에게도 해당되었다. 이미 1922년 미국의 사회복지사 

세실리아 래조브스키(Razovsky)가 “시민권의 권리와 참정권의 

행사”를 구분했다. 당시 귀화한 시민의 아내는 시민권의 여러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나, 영어와 역사를 알게 될 때까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했다. 이는 마셜의 모델에서 가장 나중에 부여된 사회권
13)이 참정이라는 정치적 권리보다 더 쉽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14) 

래조브스키의 예가 보여주듯, 시민의 권리는 국민국가에 좌우되었으며, 

미래의 시민인 이민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욥케는 “미국 헌법과 

법적 질서가 시민권보다 인간 지위와 거주를 보호받는 범주로 만들었다”

고 설명했다.15) 적어도 미국에서는 비시민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미국 헌법에 기반을 둔 

오래된 전통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권리의 부여에 있어 다른 국가와 

11) Irene Bloemraad et 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1(2008), pp. 153-179. 

12) 미국 시민권에서는 이블린 나카노 글렌(Glenn)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글렌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정의된 미국 시민권이 빈민층, 여성, 노예, 원주민
을 제외하는 등, “실행 면에 있어 매우 배제적”이라며 마셜의 틀을 비판했다. 
또한, 글렌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인종에 기반을 둔 이민 제한이 “시민
권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aliens ineligible for citizenship)”이라는 새로
운 범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Evelyn Nakano Glenn, Unequal Free-
dom: How Race and Gender Shaped American Citizenship and Lab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p. 24-25; Turner, 
“Outline of a Theory” 참조.  

13) 래조브스키가 강조한 사회적 권리는 모성이라는 특권과 자녀의 교육이었다. 

14) Cecilia Razovsky, “What is the Cable Act?”, The Immigrant, 11-4(1922), 
p. 9. 

15) Joppke, “How Immigration Is Changing”, pp. 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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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된 길을 걸었다. 역사학자 아림-헤리옷은 이민자들—백인—이 

역사적으로 미국 시민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며 이민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였다고 강조했다. 

아림-헤리옷에 따르면, “귀화가 새로 미국인이 된 자에게 시민의 모든 

권리를 주었지만, 이민자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헌법이 비준되었을 때, 헌법은 미국의 시민뿐만 아니라 

각 주의 시민까지도 인정했다.”16) 여기서 아림-헤리옷이 언급한 “시민의 

모든 권리”는 참정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거주 지역에서 5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이민자는 귀화 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17) 

이처럼 권리에 있어 미국은 탈국가주의나 국민국가주의 어느 하나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민의 시대와 맞물려 시민권 연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0

여 년 동안 글로벌, 초국가, 탈국가, 시민 사회 시민권은 물론이고, 성적

(sexual) 시민권, 퀴어 시민권 등 새로운 종류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등장했다. 본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 시민권으로, 

20세기 초의 역사적 상황에 바탕을 두어 현재 미국 사회의 의료 서비스를 

이해하고자 한다. 국제 인권 체제가 성립된 지금, 국민국가의 영토에 국한한 

제한적인 시민권보다는 의료 시민권 같은 광의의 멤버십이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시민권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이살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도 “교육과 다른 

사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며, 이러한 변화가 “이민자들의 

권리와 특혜를 결정하는데 공식적인 시민권 지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18) 그러나 이는 국민국가적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소이살이나 제이콥슨 등 탈국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 인권 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는 데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비슷한 경제, 

16) Najia Aarim-Heriot, Chinese Immigrants, African Americans, and Racial 
Anxiety in the United States, 1848-82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3), p. 22. 

17) Ibid., 그러나 흑인은 배제되었다. 

18)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pp. 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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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준을 지닌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의료 권리의 제공에 

있어서 연방정부보다 지역 정부와 사적 자선 단체의 지원을 받아왔다. 본 

글은 여기에서 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미국의 예외주의를 찾고자 한다.19) 

의료 서비스와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으나, 

본 글은 비시민을 상대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탈국가주의20)와 

국민국가주의21)라는 이분법적 담론으로는 미국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미국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 지위(personhood)를 

통해 의료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국민국가의 헌법이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국민국가와 의료 시민권 행사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준다. 둘째, 비시민과 언더클래스의 구별이 불분명해지면서 법적, 

정치적 시민권 외에 계급과 인종적 차이가 의료 권리의 행사에 큰 역할을 

했다. 국민국가가 여전히 권리의 제공과 분배를 맡고 있지만, 일단 미국 

영토 안에 들어온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 보유 여부가 해당 이민자의 

의료 시민권 행사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견 탈국가주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나, 미국의 의료 시민권이 다양한 주체를 통해 

19) 이미 1970년대부터 여러 학자가 의료 서비스를 미국의 예외주의(excep-
tionalism)의 한 예로 들었다. 빅터 로드윈(Rodwin)은 미국의 의료 분야가 서
유럽과 캐나다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미국적 가치와 대중의 견해, 의료 서비
스 재정과 조직 구조(미국은 어떤 국가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으나 보편적 의
료 보험은 부재한다), 의료 분야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서 미국적 예외주
의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Victor G. Rodwin, “American Exceptionalism 
in the Health Sector: The Advantages of “Backwardness” in Learning 
from Abroad”, Medical Care Review, 44(1987), pp. 119-53. 미국의 예외
주의와 사회권, 특히 의료 분야의 권리와 개혁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Charles S. Bryan, “Health Care Reform and American Exceptionalism”, 
Journal of South Carolina Medical Association, 106-1(1975), pp. 20-
23; Jeremy Rabkin, “American Exceptionalism and the Health Care Re-
form Debate”,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35-1(2012), 
pp. 153-70; Jeff King, “Two Ironies about American Exceptionalism 
over Social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2-
3(2014), pp. 572-602; Gunnar Robert Almgren, Health Care as a Right 
of Citizenship: The Continuing Evolution of Reform (New York: Colum-
bia University Press, 2017) 참조. 

20)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복지가 여전히 국민국가보다 주 정부와 지역 사회에 
의해 제공된다. Hansen, “Poverty of Postnationalism”, p. 10. 

21) 국민국가주의 연구로는 Hansen, “Poverty of Postnationalism”; Calavita, 
“Gender, Migration, and Law”; Bloemraad et al., “Citizenship and Im-
migrat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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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국가주의나 국민국가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국 사회의 예외적 상황을 보여준다. 셋째, 의료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시민권 유무보다 주나 지역 사회 거주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연방정부 외에도 지역 사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국민국가 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글은 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시민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비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중 의료 권리의 

역사적 형성을 연구한다. 국민국가 안에서 시민의 의료 권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비시민에게 의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경계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21세기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의료 권리를 둘러싼 미국적 예외주의의 단면을 이해하고자 

한다.22) 

Ⅱ. 의료 시민권과 의료 권리

역사학자 에이미 페어차일드(Fairchild)는 20세기 초 미국의 이민과 

국경의 의료 검사를 다룬 저서에서 “산업 시민권”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임금 고용자가 일터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자치”로 

정의했다.23) 페어차일드가 언급한 자유와 자치라는 개념은 포용성을 

전제로 하며 의료 시민권의 이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의료 

시민권은 무엇이며, 시민과 비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 의료 

시민권이 탈국가주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국제 사회에서 국민국가 주권의 

22) 암그렌(Almgren)에 따르면, 미국의 예외주의는 의료 서비스에 다른 어떤 나
라보다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시민의 권리인 보편
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데 있다. Almgren, Health Care, p. 10. 미
국적 예외주의에는 토크빌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 분야에 특정한 정의도 있다. 본 글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의료 
권리가 탈국가주의와 국민국가주의라는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방향을 따랐
다고 보며, 이를 미국적 예외주의의 한 예로 간주한다. 

23) Amy L. Fairchild, Science at the Borders: Immigrant Medical Inspection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Industrial Labor For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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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을 상징하는 예가 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국민국가의 의료 시민권이 누구를 

위해 어떤 식으로 작동됐는가이며, 둘째는 거주하는 국가에서 비시민이 

어떤 의료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의료 시민권은 의사의 특권과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는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민의 증가를 통해 시민권의 개념이 변화한 후에야 의료 

시민권의 정의도 달라졌다. 의학사(medical history)나 의료 사회학 

분야에서 의료 시민권은 시민이 “약, 정보, 시술 과정,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24) 이 분야는 “신체적 결함

(infirmity)이 점점 더 국가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평등, 권리,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본다.25) 따라서 

학자들은 분석의 범주를 넓혀 시민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영주권자, 불법 

이민자, 의료 관광객까지 의료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한다.26) 

즉, 의료 시민권은 협의로서의 시민권이라기보다는 광의의 멤버십이며,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의료적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시민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책임보다 우선되는 

수동적 시민권이다. 능동적 의료 시민이 되려면 1970년대의 여성 건강 

운동이나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처럼 정치적인 운동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민자와 같은 비시민은 법적 지위로 인해 

정치적 운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의료 자원을 둘러싼 시민과의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누가 배제되고 희생되어야 할 것이냐가 

24) Keith Wailoo, Julie Livingston, and Peter Guarnaccia eds., A Death Re-
told: Jesica Santiallan, the Bungled Transplant, and the Paradoxes of 
Medical Citizenship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p. 13.

25) Ibid.

26) Andrea Whittaker and Heng Leng, “‘Flexible Bio-citizenship’ and In-
ternational Medical Travel: Transnational Mobilities for Care in Asia”, 
International Sociology, 31-3(2016),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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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민권을 정의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의료 시민권의 보장과 실질적 수행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의료 권리는 여타 시민권이 전제하는 시민의 권리와도 차별화된다. 

첫째로, 의료권은 생과 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인도주의적 담론에 

기반을 둔다. 아픈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들을 거리에서 죽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다. 둘째로, 비시민의 의료권은 

누가 의료 서비스를 받아 마땅한가라는 가치 판단의 질문에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불법 이민자라면 미국의 의료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로 시민의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28) 셋째로,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인해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장기 이식 시 시민이 아닌 비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면 시민은 의료 권리를 빼앗긴 결과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29)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의료 권리는 국가의 계획보다 사적 단체의 개입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연방정부가 병원이나 의료 연구소를 짓는데 

투자하고 특정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등 관여는 

하지만, 합법,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비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 정부나 지역 정부, 그리고 사적 자선 단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료 서비스에 있어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유무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민자와 의료 사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비시민의 의료 권리에 국제 인권 사회보다 국내 상황과 국가적 배경이 

27) AM Nading, ““Love Isn’t There in Your Stomach”: A Moral Economy 
of Medical Citizenship among Nicaraguan Community Health Workers”,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27-1(2013), p. 86. 

28) 드와이어는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불법과 의료 혜택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James Dwyer, “Illegal Immigrants, Health Car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Hastings Center Report, 34-1(2004), 
pp. 34-41. 

29) Wailoo et al., A Death Retol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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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역설한다. 비어트리스 호프먼(Hoffman)은 1970년대 “미국 내 

응급 케어를 받을 연방적, 보편적 권리”에 대한 선례를 만든 두 판례 

Memorial Hospital v. Maricopa (1974), Guerrero v. Copper Queen 

(1975)를 조사하여 미 헌법과 주 법령의 역할을 강조했다.30) 1974년의 

메모리얼 병원 판례는 비응급 상황에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환자가 이전 12개월 동안 애리조나주 카운티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주 

법령에 도전한 것으로, 법정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거주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31) 애리조나주 

코퍼 퀸 병원 판례는 197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게레로 남매가 멕시코 

소노라의 집에서 화상을 입은 뒤 코퍼 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응급 

처치를 거부당했던 사건에서 시작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종합 

병원이 응급 치료를 제공할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주 법령에 근거하여, 

환자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코퍼 퀸 병원이 응급 상황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고 판결했다.32) 이처럼 1970년대 국제적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비시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이나 기구의 방침보다 미국 내 연방과 주 

법령에 기인했다. 이 두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이 

국제 인권 사회로 변모했으며 그 결과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도전받고 

30) Hoffman, “Sympathy and Exclusion”, pp. 241-42. 

31) Memorial Hospital v. Maricopa County, 415 U.S. 250, 255(1974). 
<https://www.globalhealthrights.org/health-topics/health-care-and-
health-services/memorial-hospital-v-maricopa-county>. 메모리얼 병
원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자리한 비영리 지역 병원으로, 1971년 
뉴멕시코 출신이자 극빈자인 헨리 이배로(Evaro)를 치료하던 중 그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 그동안의 치료비를 상환받으려 했으나 애리조나주 법령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배로는 미국 시민이었으나 거주 지역을 옮겨가는 과정에
서 의료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극빈자처럼 언더클래스에 속하는 경우, 거
주 지역 이동은 국제 이주만큼이나 신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32) Guerrero v. Copper Queen Hospital, 112 Ariz. 104(1975). <https://
www.leagle.com/decision/1975216112ariz1041189>. 그러나 주 법령이 
개인 병원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에서도 이견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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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데이비드 제이콥슨의 주장과 상반된다.33) 즉, 미국 내 비시민에게 

있어서 국가가 의료 권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국제 인권 코드의 

도입과 큰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 헌법의 인도주의적 전통과 인간 

지위, 그리고 지역 사회의 활동이다. 귀러던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귀러던은 유럽의 고등 법원이 “헌법과 일반적인 법 관행에 기반을 두어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그들 나름의 법리학”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34) 

이처럼 미국에서도 “헌법과 일반적 법 관행”이 의료 권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 초에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유럽과 달리 미국의 예외주의는 20세기 내내 연방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보건 개혁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40

년대 트루먼의 보편적 의료 보험은 의료계의 반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35) 1960년대 역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공적의료보장제도) 

같은 연방정부의 소극적 개입을 제외하고는 지역 정부나 자선 단체가 

여전히 비시민의 보호를 담당했기 때문이다.36)

Ⅲ. 비시민을 위한 자선과 의료 서비스의 역사 

지역 사회나 자선 단체 등 미국의 인도주의와 자선 전통에 기반을 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국민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복잡다단한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응급 케어와 같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이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에게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지역 병원, 자선 단체, 혹은 

33) Jacobson, Rights across Borders. 제이콥슨은 국제 인권 사회가 자리를 잡
기 시작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삼아, 이후 미국 법정에서 헌법보다 국제 
인권 코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한다. 

34) Guiraudon, “Citizenship Rights”, p. 283. 

35) Almgren, Health Care. 

36) 이 또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예가 아니라, 당시 강력한 힘을 발휘했
던 미국 의료 전문인 집단과의 타협에서 나온 결과로 이념적 변화를 초래하
지는 못했다. Michael B. Katz, The Undeserving Poor: From the War on 
Poverty to the War on Welfare (New York: Pantheon Books, 1989),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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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다. 지역 병원은 공중 보건 시스템의 일부이며 비시민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병원 운영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를 돌보는 시설의 유지와 비용을 맡은 것은 각각의 

주와 카운티이기 때문이다. 호프만에 따르면, “미국에서 20세기에 주 

정부 법규로 보장을 받게 된 빈민층 의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카운티가 

책임을 졌다. 카운티와 시 보건 시스템이 지역의 가난한 거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있었고, 법률상으로는 시민권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립 병원과 카운티 보장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을 묻지 

않았다.”37) 미국에 이민자가 대거 유입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자선 

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학자 앨런 크라우트(Kraut)는 20세기 

초 새로운 이민자들을 도운 것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 부유한 자선사업가, 자선 공연가 등이라고 설명했다.38) 당시 

연방정부는 주요 이민국에 이민자 펀드39)를 설립하여 이민자의 치료나 

수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충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이민자를 수송한 선박회사가 환자 당 1.25 달러씩을 병원에 상환하여 

미국 시민 납세자의 부담을 없앴다.40) 입국 시 의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37) Guiraudon, “Citizenship Rights”, p. 240. 

38)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New York: Basic Books, 1994), p. 201. 

39) “이민자의 인두세를 모아 만든 ‘이민자 펀드’가 1909년까지 이민국 비용을 
충당했고, 그 후에는 의회가 펀드를 연간 예산으로 대체했다.” 펀드를 배분
할 권리는 이민국에 있었다. Marian L. Smith, “INS-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istory” (Washington, D.C.: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d.) <http://www.uscitizenship.info/ins-usim-
migration-insoverview.html>  

40) Milton H. Foster, “A General Hospital for All Nations”, The Survey, 33-
22(1915), p. 590. 이민자를 수송한 선박회사는 개별 의료 검사를 통해 출발 
전 질병이 있는 이민자를 걸러냈다. 미국 이민국에서 질병 진단을 받아 추방 
대상이 된 이민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치료 및 추방 비용을 해당 선박회사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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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도 이민국 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41) 이들의 

치료 비용은 대부분 선박회사 및 자선 단체에서 지급했다. 

입국 허가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민자들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미국 의사를 방문하려 하지 않았다. 

모국에서도 의사에게 질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병원에 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공포가 팽배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42) 따라서 이민자가 설립한 병원이나 

구제소,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 방문 간호사, 그리고 종교/

이민 단체 등이 이민자를 도왔다. 엘리스섬 이민국 주변에서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호 단체가 이민자 

보호 및 구빈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19세기에 시작된 헤브라이 

연합 자선회(United Hebrew Charities)는 유대인 이민자에게 치료를 

제공했으며, 이민자 사이에서 만연했던 결핵에 주목하여 결핵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자선회는 “결핵 환자가 발생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돌보아, 환자는 치료하고, 다른 가족들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43) 식품 구매비, 의사와 간호사 공급, 보금자리 마련 등도 이민 

41) 당시 이민법에서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질병—전염병, 성병, 정신질
환—을 앓고 있던 이민자는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추방 대상이 되
었다. 그러나 추방이 결정된 이민자라도 질병의 경중에 따라 추방 전까지 이
민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질병으로 인한 추방이 성립되
지 않으나, 합법적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의료 검진
을 마쳐야 하고, 전염성 질병(성병, 결핵 등)을 앓는다고 판명된 경우는 입
국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한다. Nick Chiles, “Major Screening for TB 
shows Contrast in Conditions Since Days of Ellis Island”, The New York 
Times, January 11, 2000. <https://archive.nytimes.com/www.nytimes.
com/learning/teachers/featured_articles/20000111tuesday.html>

42) Michael Marks Davids, Immigrant Health and the Commun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21), p. 121; Kraut, Silent Trav-
elers.

43) Jewish Social Service Association, Inc., “Fifty Years of Social Service: 
The History of the United Hebrew Charities of the City of New York, 
now the Jewish Social Service Association, Inc.” (New York City [Jew-
ish Social Service Association, Inc.]: Press of C.S. Nathan, Inc., 1926),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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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자선 기구가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일부였다. 

독일과 영국은 이미 19세기에 의무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했지만, 미국은 의무 의료 보험을 도입하고자 했던 혁신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1920년대에는 남성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노조 회원들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혁 운동에 대항했으며, 뉴딜 기간에는 미국 의료 협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가 의료 보험 도입이 무산되었다.44) 빈민층의 치료는 주나 

카운티의 자선 의료 단체가 맡았으며, 이민자 또한 계속해서 지역 사회와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1930년대 이민자 구호 단체가 공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증가했지만, 이 

시기에도 의료체제의 중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보다는 자선에 의존했던 

경향에 바탕을 두고 공중 보건 시스템 일부를 제도화하는 단계를 밟았”기 

때문이다.45)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지역 사회, 사적 단체, 자선 단체 등의 인도주의적 노력과 자선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주된 역할을 했다.46) 일례로 1975년 서유럽과 미국의 

의료 비용자금 공급원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공공자원이 

92.6%, 스웨덴 91.6%, 서독은 77.1%였으나, 미국은 42.8%만이 

공공자원이고 나머지는 사적자원이 담당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44) Paul Starr,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The Rise 
of a Sovereign Profession and the Making of a Vast I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2). 

45) Eric M. Meslin, Karen R. Salmon and Jason T. Eberl, “Eligibility for 
Organ Transplantation to Foreign Nationals: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hip, Justice, and Philanthropy as Policy Criteria”, A Death Re-
told: Jesica Santilan, the Bungled Transplant, and Paradoxes of Medical 
Citizenship, edited by Keith Wailoo, Julie Livingston, and Peter Guar-
nacci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p. 264. 
이는 빅터 로드윈이 미국적 예외주의의 하나로 본 창의적인 의료 서비스 조직 
형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46) 연방정부는 1940년대 이후 현대적 병원 시스템 구축과 의료 부분 연구 지원 
등의 서비스에 개입했다. Beatrix Hoffman, The Wages of Sickness: The 
Politics of Health Insurance in Progressive Americ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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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비중이 가장 낮은 호주도 64.4%로 미국과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47) 비슷한 경제, 정치적 수준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미국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여러모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사적 자선 단체는 의료 서비스의 

필수 구성요소였으며, 사회학자 폴 스타(Starr)가 설명한 봉사의 정신이 

미국에서 의료 권리가 제공되는 방식을 규정했다.48) 

자선 단체나 지역 사회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96년 복지개혁법의 통과로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의 “의료, 식료 공급, 노인 및 장애자 지원 등 복지혜택”

이 축소된 결과49) 이제 불법 이민자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유일한 연방 

보건 프로그램은 응급 메디케이드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사회 

보건소와 무료 클리닉이 비응급 상황에도 이민자에게 구호를 제공하며, 

학교의 보건 시설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50) 

2000년대 실시된 알레한드로 포테스(Portes et al.) 등의 연구 또한 

미국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비시민의 전략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20세기 초 이민자와 비슷하게,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이민자 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미비한 의료 서비스를 여러 방식으로 보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제도화된 동정(institutionalized compassion)이 연방 자격 의료 센터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종교 단체에서 지원하는 병원, 

47) 이탈리아 91.3%, 프랑스 76%, 캐나다 75.4%, 네덜란드 71.1%. Rodwin에서 
재인용. 

48) Starr, Social Transformation. 

49) 이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 사회』, 79호(2008), 
71쪽. 

50) Hoffman, “Sympathy and Exclusion”, p. 243. 의료 혜택을 받는 데 법적인 
신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글에서 강조하려는 점은 
비시민, 심지어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료 혜택이 제공되며, 이
는 국제 인권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적 상황과 
제도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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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클리닉 등을 통해 비시민의 의료 시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51)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프로그램이 많은 

주에서 유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설문 대상이었던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25개 카운티 중 20

곳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병원 방문, 예방 주사, 처방전 

약, 수술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카운티 거주 여부만을 증명하면 된다. “

연방 프로그램이 여기 살면서 여기서 아프게 된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논리이다.52) 미국의 인도주의와 

자선, 그리고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의료 시민권의 행사에 있어 국제 

인권 사회의 영향력보다 국민국가 내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 즉 미국적 

예외주의가 더 큰 역할을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Ⅳ. 비시민과 언더클래스(underclass)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비시민과 시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시민 중에서도 언더클래스는 비시민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의료 시민권 행사에 있어서도 법적 지위보다 계급과 인종이 더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복지 서비스 제공 면에서 미국 시민, 이민자, 빈민, 소수인종 

사이에 법적으로 특별한 구별이 없었다. 이는 1909년 뉴욕 이민 위원회의 

51) Alejandro Portes et al., “Life on the Edge: Immigrants Confront the 
American Health System”, Ethnic and Racial Studies, 35-1(2011), pp. 
3-22. 포테스 등은 민간요법, 제도화된 동정, 의료 초국가주의(medical 
transnationalism)를 이민자의 세 가지 대응 전략으로 꼽는다. 

52) Louise Radnofsky, “Illegal Immigrants Get Public Health Care, Despite 
Federal Policy”,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24, 2016 <https://
www.wsj.com/articles/illegal-immigrants-get-public-health-care-
despite-federal-policy-1458850082>에서 재인용. 물론 이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기사에 따르면 25개 카운티에서 적어도 
750,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비응급 치료를 받았고 여기에 매년 10억 달러가 
든다고 한다. 



Homo Migrans Vol.21(Nov. 2019)

130

“미국으로 올라서기(Climbing into America)”라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정신은 인구 중 어떤 계급에라도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이들에게서 일반적인 권리를 보류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한 법령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미국 제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인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삶이 사기와 위협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민자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뉴욕주 

정부가 미국 제도의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민자의 상황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53) 그러나 이는 이민자가 앞으로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비시민으로 남게 될 이민자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지 않았다. 

킴리카와 노먼(Kymlicka and Norman)은 시민 중 언더클래스의 

존재를 통해 시민과 비시민 간의 간격이 좁혀진다고 주장한다.54) 소위 

‘언더클래스’는 세금을 충실히 내는 다른 시민의 덕으로 살아가며 

정부 자원을 낭비하는 “가치 없는” 시민을 일컫는다.55) 이들은 종종 

비시민과 동일시되는데, 직업을 가지고 세금도 내는 이민자가 시민인 

언더클래스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의료 서비스 면에서 볼 

때 “이민자들은 저소득층 미국인보다 병원비 지불 빈도가 높다”는 주장도 

있다.56) 그러나 의료 시민권의 행사는 시민조차도 항상 의료 서비스를 

53) “Climbing into America” (New York: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of the City of New York, 1909), p. 114. 

54) Will Kymlicka and Wayne Norman,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ics, 104-2(1994), pp. 352-
381. 

55) Michael B. Katz, ed., The “Underclass” Debate: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56) Julia Preston, “Texas Hospitals’ Separate Paths Reflect the Debate on 
Immigration”, New York Times, July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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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지는 않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57) 다른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미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58) 보건과 

의료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역할과 분리된 것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 

의료 보험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저렴한 의료 서비스 혹은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미국 시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향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많은 경우, 소수인종이나 홈리스 등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59) 이처럼 

의료 혜택에 있어 시민권의 유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인종적 차별과 신분 계급의 차이가 권리의 행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킴리카와 노먼의 정의는 시민을 보통의 미국인과 언더클래스의 두 

부류로 분리하지만, 비시민이라는 범주의 다양성을 간과한다. 이들이 

말하는 ‘비시민’은 합법 이민자를 일컬으며, “영주권자, 정치적 난민, 이중 

시민권자, 시장 공동체의 일원” 등 특정 비시민 그룹60) 과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중 불법 이민자는 미국의 언더클래스와 마찬가지의 

57) Chiles, “Major Screening”; Helen B. Marrow and Tiffany D. Joseph, 
“Excluded and Frozen Out: Unauthorised Immigrants’ (Non)Access to 
Care after US Health Care Refor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1-14(2015), pp. 2253-73. 유럽에서는 의료 보험 시스템이 미국
보다 더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혜택 면에서 시민과 불법 이민
자 간의 간극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58) 제레미 랩킨은 미국적 예외주의가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가 없는가?”에서 시
작해 “왜 미국에는 국가 의료 서비스가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었으며, 
오바마의 ACA가 제안된 이후에는 “왜 미국에서는 국가 의료 서비스가 여전
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로 수정되었다고 설명한다. Rabkin, “American 
Exceptionalism”, p. 153. 

59) 연방 자격 의료 센터(FQHC)는 환자를 보기 전 거주를 증명할 서류(본인 이름
으로 된 고지서 등)를 요청하는데, 이 규정은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홈리스
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Portes et al., “Life on the Edge”, pp. 11-12. 본 글
은 무국적자(stateless)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제 사회에서 무국적자와 이들
을 위한 의료 서비스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으나, 미국의 경우 다른 국
가에서와 달리(유럽의 로마인, 태국의 힐 부족, 팔레스타인인) 무국적자가 눈
에 띄는 소수 그룹을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불법 이민자를 무국적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민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대부분 국적을 유지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모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
난다. 

60) 이들은 일반적인 비시민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린다. Soysal, Limits of Citi-
zenship,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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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받는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거나 소수인종으로 

낙인찍힌 이들은 언더클래스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는다. 추방과 강제 

송환이라는 위기가 언제나 자리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라는 범주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나, 질병을 앓고 있는 

소수인종의 경우 오늘날의 불법 이민자가 겪는 것 못지않은 어려움에 

처했다. 일례로 20세기 초 로스앤젤레스의 멕시코, 필리핀 이민자 송환을 

들 수 있다. 1920년대 이민 제한으로 남동유럽의 이민자 수가 크게 줄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민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멕시코 노동자에게 

우려의 시선을 돌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멕시코인의 질병이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멕시코 출신의 철도 노동자들은 미국 철도 회사로 

인해 만족스러운 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불평하며 인종차별에 

도전했다. “멕시코 인종은 미국 인종과 다르지 않으니 병이 우리 몸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61)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절차[위생 검사]를 멕시코인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대공황기에는 결핵을 앓거나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멕시코 이민자들이 대거 

멕시코로 추방을 당했다. 이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질병과 비용의 문제가 의료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편, 인종적 

차별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62) 멕시코 이민자가 추방을 당한 

후에는 필리핀인이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1934년 

이민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필리핀인은 미국 “시민”(citizen)은 아니라도 “

국민”(national)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백인 시민은 물론 유럽 

이민자와 비교해 볼 때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질병, 특히 결핵을 앓고 있는 필리핀 이민자들이 

공중 보건을 위협하며 주 정부 병원에 짐이 되고 있으니 추방해야 

마땅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에는 저항도 따랐다. 필리핀에 적절한 

의료 시설이 없으므로 질병의 경중이나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이들을 주 

61) Natalia Molina, Fit to Be Citizens?: Public Health and Race in Los An-
geles, 187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 
67. 

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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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직접 마닐라와 접촉하여 필리핀 이민자의 송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63)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추방을 선택했다는 

이유였으니, 인도주의 전통과 헌법이 보장한 인간 지위는 특정 비시민, 

무엇보다 소수인종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론상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던 필리핀인, 멕시코인, 일본인 등 소수인종에게는 건강한 직업 및 

거주 환경을 누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비시민인 소수인종으로 이들의 권리와 가치는 부정당하기 일쑤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 인권 체제가 자리를 잡기 전, 그리고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인 20세기 초에 이미 미국의 멕시코, 

필리핀 이민자들이 시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64) 물론 이들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미국적 위생관념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권리의 부재 앞에서 의무의 수행은 어떤 설득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불법 이민자를 배제한 법적 규정은 1994년의 

캘리포니아 제안(Proposition) 18765)과 그 이전 통과된 1991년의 

이민법에서 두드러졌다. 두 정책은 불법 이민자에게 공중 보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여, 불법 이민자는 물론 이민 전반을 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를 지원했다. 곧 가족이나 친지 중 불법 이민자가 있거나 

합법적으로 이민했더라도 신분 노출을 염려한 이민자들이 합법, 불법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 사용을 꺼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적 정책도 응급 치료까지 제외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반대 또한 힘을 얻었다. 캘리포니아 제안 187은 1995년에 

63) Emily K. Abel, “Only the Best Class of Immigr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6(2004), pp. 936-38.

64) Mae 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65) 캘리포니아 제안 187은 공공 의료 시설이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이와 그 자녀에게 비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이들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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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되었고 1999년 캘리포니아 정부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중 보건과 질병을 둘러싼 담론 및 

정책은 이민자, 특히 멕시코인을 인종화했으며, 그 결과 현재 멕시코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등록률은 다른 소수인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를 밟은 멕시코인조차도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부의 의도를 불신하기 때문이다.66)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비시민과 언더클래스를 치료하는 미국 무료 클리닉의 문제는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의료 자원을 바닥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추방을 두려워하거나 치료를 받을 시간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료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67) 한편 머스첵

(Muschek)은 불법 이민자가 실제로 미국 의료 기반에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한다.68) 불법 이민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조차도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꺼린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논지인데, 머스첵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역설적으로 불법 이민자 또한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린다는 증거가 된다. 즉, 비시민 또한 미국의 

의료 시민권을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반증인 것이다. 

지역이나 이민자 그룹에 따라 의료 시설의 사용 여부가 달라지고, 

의료 보험 가입 기회(직장)에 있어서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계급과 인종의 문제가 국민국가의 

법적 신분이나 국제적 인권 체제의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66) Natalia Molina, “Why Didn’t More Ethnic Mexicans Sign Up for Obam-
acare? Examining Public Health’s Impact over One Hundred Fifty 
Years”, Americ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4-2(2017), pp. 20-46.

67) Portes et al., “Life on the Edge”.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이유로 들
어 비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의료 분야에서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무료 클
리닉이나 자선 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등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소외
된 이민자 계층의 방문을 유도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68) Alexander G. Muschek, “The Impact of Undocumented Immigrants on 
the Healthcare Infra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
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40-4(2015), pp. 3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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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시민과 의료 권리: 국경 통제와 국제 협상 

의료 시민권은 거주에 기반을 두고 국민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바탕을 

둔 멤버십의 지위이다. 따라서 비시민의 의료 시민권과 의료 권리는 법적 

시민의 지위보다 거주 여부나 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이 조건이 충족될 시 

비시민도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1982년의 플라일러 

대 도(Plyler v. Doe) 판결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자녀도 교육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공공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조항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제이콥슨은 플라일러 대 

도 판결을 언급하며 미국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 지위가 불법 이민자의 

교육권을 보장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 인권 체제로의 전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69) 

그렇다면 국제 인권 체제의 영향력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자유주의 

국민국가에만 통하는 것인가? 호스트 국가인 미국이 아니라, 이민자를 

미국으로 보내는 국가(sending country)는 의료 시민권 행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합법적으로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비자 만기일을 지나 불법 이민자가 된 경우, 모국은 이들의 

보호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얼마나 관여하며 어떤 이유로 개입하는가? 

여기서는 위의 질문을 바탕으로 미국 의료 분야의 예외주의가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역 사회와 사적 자선 단체가 미국 내에서 비시민의 치료를 직접 

도왔다면, 미국 연방과 주 정부는 국경 강화 및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이민자의 의료 시민권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미 20세기 초, 미국 

대중은 질병을 앓거나 직업이 없어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된 

비시민이 주 정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1912년 『

뉴욕 타임스』는 주립 병원의 침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으로 

69) 질 르포(Lepore) 또한 미국 헌법에서 플라일러 대 도 판결의 기반을 찾는다. 
Jill Lepore, “Is Education a Fundamental Right?”, The New Yorker, Sep-
tember 10, 2018.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8/09/10/
is-education-a-fundament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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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뉴욕주와 주민의 불평이 날로 커진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실었다. 

기사가 제안한 해결책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으로부터 의료 

서비스 권리를 빼앗기보다, 국경 통제를 강화하여 가치 없는 이민자의 

입국을 막는 것이었다.70)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규제한 1907년 이민법의 

섹션 2는 “백치, 천치, 정신박약자, 간질환자, 정신병 환자, 이전 5년 동안 

미친 적이 있는 사람 모두; 이전 어느 때라도 두 번 이상 정신병이 발병한 

사람;…… 결핵 또는 혐오스럽거나 위험하고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린” 

외국인 계층을 미국 입국에서 배제했다.71) 이후의 이민법은 질병으로 

입국이 제한된 대상을 점점 확대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민법을 통해 

국경에서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일례로 

1917년 이민법은 결핵이나 전염성 질병 진단을 받은 이민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으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비인도적이거나 심상찮은 어려움 혹은 고통을 야기한다면 해당 외국인

(alien)이 이민국 관료의 감독 하에 그를 수송한 선박의 비용 지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72) 그러나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주 정부가 졌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의료 혜택의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질병을 앓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통제하는 이민법은 

미국의 의료 시민권이 국민국가라는 영토적 경계 내에서 성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탈국가주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의 종류는 

시민의 지위보다는 거주 여부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의료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가치, 그리고 국민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국과 국민국가의 경계 역시 비시민의 의료 권리를 정의하는 데 

70) “Insane Alien a Burden: Four Hundred at One State Hospital Cost 
$80,000 to Keep”, Special to The New York Time, May 17, 1912. 이 외
에도 여러 기사가 외국인 환자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71) An act to regulate the immigration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P.O., 1907), p. 2. 

72) An Act To regulate the immigration of aliens to, and the residence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P.O., 1917), p.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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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 미국 이민국은 트라코마를 

앓고 있는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겉으로는 전염성이 높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되는 트라코마를 이유로 한 객관적인 제재였으나, 

당시 이 안질환이 유대인을 비롯한 남동유럽 이민자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미국 내의 스테레오타입73)으로 인해 상당수의 이탈리아 

이민자가 미국 입국을 거절당했다. 이탈리아 정부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입국 제한 문제는 큰 제재 없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1903년,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시민들—

귀화한 시민—이 트라코마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탈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74) 이탈리아 정부는 미국 정부가 그랬듯, 

트라코마가 전염성이 강하다면 이 ‘미국인’들을 다른 승객과 같은 배에 

태우는 모험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시민으로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지만, 이들의 출국과 입국은 이탈리아 정부의 책임이었다. 

이 예는 시민권의 중요성—귀화와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보호가 귀화한 

국가로 넘어갔다—을 역설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권의 

지위—이탈리아 출신이지만 미국 시민—도 국경 너머에서는 이들의 

의료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거주 여부였기 때문이다. 의료 검사를 

두고 이탈리아와 미국 사이에 벌어진 보복전 역시 국경에서 의료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이탈리아 측은 트라코마에 “미국 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이탈리아에 입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 

검사 질문을 했다: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인플루엔자(grip)

에 걸린 적이 있는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는가?” 이민국에서는 

별도로 답변의 진위를 검사하기보다 질문에 대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맹장 수술을 받았던 미국인은 보호대상자가 되기 

73) Howard Markel, “‘The Eyes Have It’: Trachoma, the Perception of Dis-
ease,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and the American Jewish 
Immigration Experience, 1897-1924”,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
cine, 74-3(2000), pp. 525-60.

74) “Italy Turns the Table”, New York Times, March 8, 190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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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는 이유로 추방 명단에 올랐다.75) 이민 과정 전반에 있어서 질병과 

의료의 문제는 양국의 호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서로 간에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한편 입국 이후 정착한 경우라면 이민자라도 

출신국에 상관없이 거주 기간에 따라 특정 권리를 보장받았다. 미국에서 

3년 이상(나중에는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귀화하지 않았더라도 정부—

대부분 주 정부—가 이들을 보호 대상자로 돌보았다. 특정 기간 거주한 

후에 발발한 병은 미국 생활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고, 5년 이상 거주 

시에는 주거(domicile)가 성립하므로, 미국에 정착해서 일정 기간 거주한 

비시민이라면 시민과 마찬가지로 의료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미국의 한 신문은 댈러스 카운티의 병원이 멕시코 정부에 의료비 청구를 

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본 병원은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외국인이 

몇 명이며 각국에 얼마나 청구할지를 계산했다. 이들 중 90%가 멕시코 

국민으로 추산된다.” 카운티 병원은 시민과 비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멕시코와 

협상하고자 했다. 당연하게도 멕시코 측에서는 이를 “차별 행위”라고 

칭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76) 이미 2000년 캘리포니아주 엘 센트로의 

멕시코 영사는 “멕시코 정부가 본국의 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여기 머무르는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77) 양국의 호혜 관계는 물론, “머무르는,” 즉 

거주 여부는 의료 시민권에 있어서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가 시민이나 

비시민을 가르는 법적 지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멕시코 측의 

입장은 다른 이민자 모국의 상황에도 적용가능하다. 비록 의료 혜택을 

받는 비시민의 수에 있어서 호스트 국가인 미국이 압도적인 부담을 떠안고 

75) Gino Carlo Speranza, “Deported Americans: A Tale of the Future”, New 
York Times, April 12, 1903.

76) “Dallas Hospital Plans to Bill Mexico”, Washington Times, July 9, 2006. 

77) Haley Nolde, “Border Hospitals on the Brink”, Mother Jones, June 21, 
2000. <http://www.motherjones.com/news/feature/2000/06/border_
hospit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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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미국인이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다른 국가 역시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비시민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사회에는 이민 신분이 혼합된 가정(mixed-status families)78)

이 많기 때문에 비시민이라는 이유로 특정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면 이들의 시민 가족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설사 종합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 해도 지역 사회와 자선 

단체가 미흡하나마 안전망의 역할을 하여 의료 시민권의 행사를 돕는다. 

2006년 멕시코 정부에 의료 비용을 청구할 작정이라던 댈러스 카운티 

병원 역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으며 불법 

이민자 환자의 치료비를 연방정부 지원금, 세금, 기부 등 여러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79) 호프먼의 주장대로 미국 이민자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는 배제와 동정이 언제나 한 부분을 차지했다. “비록 일반적인 

동향은 응급 케어를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공식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이 역사는 개인에 대한 엄청난 관용의 

예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80) 이처럼 불/합법 이민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까지 미국의 의료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제 인권 사회의 성장보다 국민국가의 배경에 기인하나, 연방정부보다 

지역 사회와 자선 단체가 계속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겠다.

78) 보통 부모는 불법 이민자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인 가족을 
칭하는데, 부모의 이민 시기에 따라 형제들 사이에도 불법 이민자와 미국 시
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79)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에는 출산을 위해 방문하는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속
지주의에 따라 태어난 아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병원비는 지
역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드를 통한 연방 세금으로 충원된
다. Preston, “Texas Hospitals’ Separate Paths”. 

80) Hoffman, “Sympathy and Exclusion”,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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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역사적으로 미국의 의료 시민권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공급의 주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개입은 1990

년대 탈국가주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국가 주권의 하락에 

기인한다기보다 정부의 규제 시도에 대한 오랜 저항의 결과라 하겠다.81) 

물론 불법 이민자를 둘러싼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은 미국 정부의 국가적 

권위가 이민 통제에 있어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에리카 리(Lee)와 매이 나이(Ngai)의 주장처럼 ‘불법 이민자’

라는 현상은 이미 19세기에 나타난 것으로 미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82) 미국 정부는 지속해서 비시민의 의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주 정부나 지역 단체의 자발적인 

정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바마케어의 통과 이후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 혜택이 폐지되자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 이민자도 

연방정부 보조 없이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다.83) 비록 캘리포니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서도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의료 권리가 국제 인권 체제의 

도래보다는 의료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의료 

분야에서의 예외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 

권리는 국민국가의 법령과 규율에 따라 시민에게 부여되나 미국에서 

권리와 관련 서비스는 “지구화의 진전에 의해 누적되어 증대된 것”도, 

항상 국민국가에 의해 제공된 것도 아니었다.84) 이를 실제로 보장해주는 

것은 주 정부를 포함한 지역 정부, 비국가적 조직과 자선 단체였다. 

81) Starr, Social Transformation, p. 417. 

82) Erika Lee, At America’s Gates: Chinese Immigration During the Exclu-
sion Era, 1882-1943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Ngai, Impossible Subjects. 

83) Jennifer Medina, “California Moves to Allow Undocumented Immigrants 
to Buy Insurance”, New York Times, Sep. 15, 2016. <http://www.ny-
times.com/2016/09/16/us/california-moves-to-allow-undocumented-
immigrants-to-buy-insurance.html?_r=1>

84) 이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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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의 예외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의 의료체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시민 또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의료 체계의 장애물에 부딪혀 좌절하곤 한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의 좀비 법안에서 드러나듯 미국에서는 의료 시민권뿐만 아니라 

이민 자체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0월, 트럼프 

정부는 의료 보험이 없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이민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없다는 성명서를 통과시켰다. 이 방침은 불법은 물론 

합법적인 이민까지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에 도착한 지 30일 이내에 의료 보험에 

가입할 것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영주권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 또한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초대할 때 이 성명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85)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혼란을 가중하고 시민의 정당한 의료 권리까지도 

박탈하게 될 것이다. 명백한 의료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는 

사실상 이민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86) 국민국가적 

배경이 국제적, 탈국가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고려할 때, 

미국 내 의료 시민권 및 비시민을 위한 의료 권리의 보장에는 여전히 

국민국가와 시민 사회의 여러 도구와 협상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구하는 시민과 비시민에게 앞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 강사, jhyshin@gmail.com

85) Nicole Narea, “Trump Just Quietly Cut Legal Immigration by up to 
65%”, Vox, October 9, 2019. 

86) 한국에서도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
었다. 10월에 열린 정책개선 토론회에서는 의무가입 제도가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며,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에 제도적 차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등의 사례가 언급되
었다. 그러나 미국 의료체제와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미국의 사례
를 들어 의무가입 제도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먹튀 방지냐, 이주
민 차별이냐..외국인 건강보험 논란」, 『헤럴드경제』,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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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의 의료 권리

신 지 혜

국제 이민의 시대와 맞물려 시민권에 대한 연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초국가, 탈국가, 시민 사회 시민권은 물론이고, 

성적 시민권, 퀴어 시민권 등 새로운 종류의 시민권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렇다면 의료 시민권은 어떠한가? 의료 시민권이 국가 주권의 하락을 

상징하는 탈국가주의의 예가 될 수 있는가? 혹은, 의료 시민권을 통해 

시민권의 국민국가적 개념이 강화될 수 있는가? 의료 시민권은 무엇이며, 

시민과 비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 본 글은 의료 권리에 초점을 

맞춰 시민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비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중 의료 권리의 역사적 형성을 연구한다. 국민국가(여기서는 

미국) 안에서 시민의 의료 권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비시민에게 의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경계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21세기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의료 권리를 둘러싼 

미국적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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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 Citizenship and Noncitizen’s Medical Rights

in Modern America

Shin, Jihye

The current age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s gone hand in hand 

with the diversification of citizenship studies. In the last twenty 

year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global, transnational, 

postnational, and civil society citizenships and growing interests in 

new kinds of citizenship, including sexual and queer citizenships. 

Then, what about medical citizenship? Can medical citizenship be an 

example of postnationalism that signifies the decline of nation-state 

sovereignty? Or, can it prove the still-strong role of nation-states 

in forming citizenship? What does medical citizenship mean, and 

what rights can it offer to both citizens and noncitizens? By focusing 

on medical rights, this essay studie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medical rights, one of the social rights which noncitizens, including 

illegal immigrants, have been able to enjoy. It examines how 

citizens’ medical rights have been defined in a nation-state (here, 

the United States) and what influences granting medical rights to 

noncitizens have had on defining the boundaries and sovereignty 

of the nation-state. Through the process, this essay hopes to shed 

light on American exceptionalism in the areas of medical citizenship 

and medical rights in the twentieth-first century. 



145

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의 의료 권리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참 고 문 헌

1. 사료 

An Act To regulate the immigration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P.O., 1907).

An Act To regulate the immigration of aliens to, and the residence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P.O., 1917).

“Climbing into America” (New York: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of the City of New York, 1909). 

Davids, Michael Marks, Immigrant Health and the Commun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21).

Foster, Milton H., “A General Hospital for All Nations”, The Survey, 

33-22(1915), pp. 588-90.

Guerrero v. Copper Queen Hospital, 112 Ariz. 104(1975).

Jewish Social Service Association, Inc., “Fifty Years of Social 

Service: The History of the United Hebrew Charities of the City of 

New York, now the Jewish Social Service Association, Inc.” (New 

York City [Jewish Social Service Association, Inc.]: Press of C.S. 

Nathan, Inc., 1926).

Memorial Hospital v. Maricopa County, 415 U.S. 250, 255(1974).

Razovsky, Cecilia, “What is the Cable Act?”, The Immigrant, 11-

4(1922). 

Mother Jones 

New York Times 

New Yorker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Times 



Homo Migrans Vol.21(Nov. 2019)

146

2. 단행본 

Aarim-Heriot, Najia, Chinese Immigrants, African Americans, and 

Racial Anxiety in the United States, 1848-82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3). 

Almgren, Gunnar Robert, Health Care as a Right of Citizenship: The 

Continuing Evolution of Reform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2017).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Fairchild, Amy L., Science at the Borders: Immigrant Medical 

Inspection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Industrial Labor For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Glenn, Evelyn Nakano, Unequal Freedom: How Race and Gender 

Shaped American Citizenship and Lab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Guiradon, Virginie, “Citizenship Rights for Non-Citizen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Challenge to the Nation-State: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dited by 

Christian Jopp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Hoffman, Beatrix, The Wages of Sickness: The Politics of Health 

Insurance in Progressive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________________, “Sympathy and Exclusion”, A Death Retold: 

Jesica Santilan, the Bungled Transplant, and Paradoxes of Medical 

Citizenship, edited by Keith Wailoo, Julie Livingston, and Peter 

Guarnacci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pp. 237-54. 

Hollifield, James F., Immigrants, Markets, and States: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war Europ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Jacobson, David, Rights across Borders: Immigration and the Decline 



147

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의 의료 권리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of Citizenship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96). 

Katz, Michael B., ed., The “Underclass” Debate: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Katz, Michael B., The Undeserving Poor: From the War on Poverty 

to the War on Welfare (New York: Pantheon Books, 1989). 

Kraut, Alan M.,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New York: Basic Books, 1994). 

Lee, Erika, At America’s Gates: Chinese Immigration During the 

Exclusion Era, 1882-1943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The Citizenship 

Debates, edited by G. Shafir, 93-111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8). 

Meslin, Eric M., Karen R. Salmon, and Jason T. Eberl, “Eligibility 

for Organ Transplantation to Foreign Nationals: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hip, Justice, and Philanthropy as Policy Criteria”, 

A Death Retold: Jesica Santilan, the Bungled Transplant, and 

Paradoxes of Medical Citizenship, edited by Keith Wailoo, Julie 

Livingston, and Peter Guarnacci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pp. 255-75.  

Molina, Natalia, Fit to Be Citizens?: Public Health and Race in Los 

Angeles, 187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Ngai, Mae M.,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Schuck, Peter, Citizens, Strangers, and In-Betweens: Essays on 

Immigration and Citizenship (Boulder: Westview, 1998).

Soysal, Yasemin,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Starr, Paul,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The 

Rise of a Sovereign Profession and the Making of a Vast I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2). 



Homo Migrans Vol.21(Nov. 2019)

148

Wailoo, Keith, Julie Livingston, and Peter Guarnaccia, eds., A 

Death Retold: Jesica Santiallan, the Bungled Transplant, and the 

Paradoxes of Medical Citizenship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3. 논문 

이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 사회』, 79호

(2008), 62-87쪽. 

Abel, Emily K., “Only the Best Class of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6(2004), pp. 932-39. 

Bloemraad, Irene, et 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 and Challenges to the Nation-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1(2008), pp. 153-79. 

Bryan, Charles S., “Health Care Reform and American 

Exceptionalism”, Journal of South Carolina Medical Association, 

106-1(1975), pp. 20-23. 

Calavita, Kitty, “Gender, Migration, and Law: Crossing Borders 

and Bridging Disciplin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

1(2006), pp. 104-32.

Dwyer, James, “Illegal Immigrants, Health Car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Hastings Center Report, 31-1(2004), pp. 34-

41. 

Hansen, Randall, “The Poverty of Postnationalism: Citizenship, 

Immigration, and the New Europe”, Theory and Society, 38-

1(2009), pp. 1-24. 

Joppke, Christian, “How Immigration Is Changing Citizenship: A 

Comparative View”, Ethnic and Racial Studies, 22-4(1999), pp. 

629-52.

King, Jeff, “Two Ironies about American Exceptionalism over Social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2-3(2014), 

pp. 572-602.



149

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의 의료 권리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Kymlicka, Will, and Wayne Norman,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ics, 104-2(1994), pp. 

352-81.

Lepore, Jill, “Is Education a Fundamental Right?”, The New Yorker, 

September 10, 2018. 

Markel, Howard, “‘The Eyes Have It’: Trachoma, the Perception 

of Disease,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and the 

American Jewish Immigration Experience, 1897-1924”,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4-3(2000), pp. 525-60. 

Marrow, Helen B., and Tiffany D. Joseph, “Excluded and Frozen 

Out: Unauthorised Immigrants’ (Non)Access to Care after US 

Health Care Refor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1-

14(2015), pp. 2253-73. 

Molina, Natalia, “Why Didn’t More Ethnic Mexicans Sign Up for 

Obamacare? Examining Public Health’s Impact over One Hundred 

Fifty Years”, Americ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4-2(2017), 

pp. 20-46.

Muschek, Alexander G., “The Impact of Undocumented Immigrants 

on the Healthcare Infra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40-4(2015), pp. 329-

67. 

Nading, AM., ““Love Isn’t There in Your Stomach”: A Moral 

Economy of Medical Citizenship among Nicaraguan Community 

Health Workers”,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27-1(2013), 

pp. 84-102.

Narea, Nicole, “Trump Just Quietly Cut Legal Immigration by up to 

65%”, Vox, October 9, 2019.

Portes, Alejandro, et al., “Life on the Edge: Immigrants Confront the 

American Health System”, Ethnic and Racial Studies, 35-1(2011), 

pp. 3-22. 

Rodwin, Victor G., “American Exceptionalism in the Health Sector: 

The Advantages of “Backwardness” in Learning from Abroad”, 



Homo Migrans Vol.21(Nov. 2019)

150

Medical Care Review, 44(1987), pp. 119-53. 

Rabkin, Jeremy, “American Exceptionalism and the Health Care 

Reform Debate”,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35-

1(2012), pp. 153-70.

Smith, Marian L., “INS-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istory” (Washington, D.C.: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d.) <http://www.uscitizenship.info/ins-usimmigration-

insoverview.html>.

Turner, Bryan S.,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Sociology, 

24-2(1990), pp. 189-217.

Whittaker, Andrea, and Heng Leng, “‘Flexible Bio-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Transnational Mobilities for Care in 

Asia”, International Sociology, 31-3(2016), pp. 286-304.



이주사학회151http://www.homomigrans.com

Ⅰ. 새로운 독일 중산층의 탄생?

이주민과 난민 유입으로 야기된 인종주의적 이방인 혐오와 집단적 폭력이 

유럽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나치 홀로코스트의 과거로 인해 인종차별과 

인종주의가 오랫동안 사회적 터부가 되었던 독일사회에도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집단적, 인종적 혐오와 차별, 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 2017년 독일 연방의회선거, 2018년 유럽의회선거, 2019

년 지방선거에서 ‘반난민’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하 독일 대안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1) 거대한 외국인인구의 유입을 가져왔던 2015

년 ‘난민위기’가 반이민정서의 고조와 극우정당의 득세에 결정적인 

1) 2017년 10월에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 대안당은 12,6%의 지
지율을 기록하며 일약 제 3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독일 대안당은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극우정당으로 기록되었다. 2018년 5월 유럽
의회선거에서도 독일 대안당은 11%를 얻으며 약진을 이어갔다. 최근 치러진 
구동독지역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그 성장세가 더 두드러졌다: 2019년 9월 
작센주 선거(27,5%, 2014년 선거 대비 17,8% 상승), 2019년 9월 브란덴부
르크주 선거(23,5%, 2014년 선거 대비 11,3% 상승), 2019년 10월 튀링엔주 
선거(23,4%, 2014년 선거 대비 12,8% 상승).  

Homo Migrans Vol.21(Nov. 2019): 151-176

논문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

이 용 일 

*   본 연구는 2019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omo Migrans Vol.21(Nov. 2019)

152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2) 사실 독일사회로의 난민유입은 2015

년 89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새로운 

외국인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난민위기 직전인 2014년 8백 15만 

명이었던 독일의 외국인인구는 2018년 3월 현재 2백 57만 명 늘어난 1

천 7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3) 위협적일 만큼 가파른 뉴커머의 증가세는 

독일사회의 수용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를 집단적 미움과 혐오의 

감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난민위기 이전에도 독일사회에 외국인혐오와 반이민정서가 

팽배하게 퍼져있었다. 2010년 출간되어 1천 5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틸로 자라친의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Deutschland schafft sich ab)』의 성공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계속 

독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우둔한 이주민 2,3세들의 

증가와 독일인들의 출산율 저하로 자랑에 마지않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독일인들의 나라’가 망해가면서 독일인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풍요 

역시 사라질지 모른다는 독일인들, 틸로 자라친의 말을 빌리자면, 독일 

중산층 시민(Bürgliche Mitte)의 불안감과 분노가 이 책 속에 담겨있다.4)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혐오와 폭력의 문제에 천착했던 

독일 빌레펠트 대학의 사회학자 빌헬름 하이트마이어(Wilhelm 

Heitmeyer) 역시 오랜 경험연구를 통해 독일 중산층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확인하며, 그것을 “

천박한 시민성(Rohe Bürgerlichkeit)”으로 명명했다.5) 고삐 풀린 

2)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 
Zentrale Ergebnisse (Nürnberg, 2016), p. 2.  

3)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Asyl, Migration und Integration (Nürnberg, 2018), p. 107. 

4)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Wie wir unser Land aufs 
Spiel setzen (Mü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2010);  이용일, 「독
일의 뉴라이트와 복지국가위기론 -틸로 자라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 『서양사론』, 129권(2016), 77-204쪽. 

5) Wilhelm Heitmeyer, “Rohe Bürgerlichkeit. Bedrohungen des inneren 
Friedens”, Wissenschaft & Frieden, 2(2012),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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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통제력을 잃은 정치권, 그 결과로서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중산층의 약화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6) 

빌레펠트대학의 집단적 폭력 연구팀은 2006년부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던 중산층 연구팀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9년 봄 공동작업의 결과물을 『잃어버린 중산층 -적대적인 상황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기성정당에 등을 돌리며 외국인 혐오와 테러를 

정당화하는 극우정당의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그 속에 담겨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극우화는 독일 민주주의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7) 

“천박한 시민성”의 확산을 막고 좀 더 포용적인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성 교육의 재고가 요청되는 이유인 것이다.8) 이에 반해 자라친은 

과거 독일 시민사회의 정치문화가 이주현실을 우려하는 중산층의 건전한 

자기주장을 인종주의와 극우주의로 몰아갔다고 비판한다. 소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맞서 중산층 시민들은 이주와 

난민으로 인해 파생한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9) 

독일 정치문화의 강화가 되었던 그것의 폐지가 되었던, 이 두 진영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전후 독일사회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하나의 범주로 묶기 어려울 만큼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시기와 체류기간도 다르고, 통합의 정도와 의지, 문화와 

6) Wilhelm Heitmeyer, “Rohe Bürgerlichkeit. Zur Verteilungsdebatte: Von 
Abstiegsangst getrieben zetteln Bessergestellte einen Klassenkampf 
von oben an.”, Zeit Online (2011.9.22.). https://www.zeit.de/2011/39/
Verteilungdebatte-Klassenkampf (최초 검색일: 2019.6.20.).

7) Andreas Zick, Beate Kupper, Wilhelm Berghan ed.,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 Rechtsextreme Einstellungen in Deutschland 
2018/19 (Dietz, J H: Bonn, 2019), p. 11. 

8) Ibid., pp. 295-296. 

9)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pp. 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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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가치관과 세계관, 학력과 재산정도, 연령대도 제각기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독일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Personen mit 

Migrationshintergrund)’라는 집단적 범주에 묶여 동일시되곤 한다. 

2005년 독일 인구센서스 통계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 개념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는 일국적 경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이주배경을 가진 자는 스스로 

또는 부모중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독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총칭한다.10)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독일사회에 뿌리내리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주경험이 계속적으로 소환되며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오용되어진다. 주류적 시각은 이주민들이 처음 정착지 사회에서 출발했던 

지점, 즉 가장 밑바닥(Ganz unten)에 머무르곤 한다. 상층회로를 통해 

들어온 엘리트 이주자들이 독일사회에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개의 

이주자들은 장벽이 높은 한시적인 하층회로를 통해 처음 입국했던 

외국인노동자들과 난민들이었다. 중산층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주류사회가 

이주민 내지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10)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
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Wiesbaden, 2019), p. 4: 이주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고 독일서 태어난 외
국인, 이주하거나 이주하지 않은 귀화인, 러시아로부터 귀국한 해외동포, 입
양을 통해 독일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귀화인/해외동포/입양인의 독일국
적 자녀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1945년 이후 독일로 이주해 들어왔지만 혈
통적, 문화적 이유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부류도 있다. 1천 2백만 명에 달하
는 피추방민과 외국에서 태어난 독일국적자로 부모 모두가 이주배경을 가지 
않은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주시기만이 아니라 혈통적, 문화적 요인이 여
전히 이주배경을 가진 자와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자를 나누는 중요한 근거
가 되고 있다. 물론 구 소련연방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들어온 해외
동포 입국자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된다. 그렇지만 그들 은 대개 본국과의 오
랜 단절과 현지와의 혼종과정 속에 문화적인 동질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자들
이었다. 어쨌든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개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오랜 이주과정을 통해 이미 구분하기 어려운 혼종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주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이방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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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들은 그저 집단으로 인식되어질 뿐이다. 그것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전형적인 시각이다. 독일문화를 사랑했고, 독일인이라 스스로 

생각했지만 유대인이라는 범주에 묶여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가스실로 보내어졌던 독일 시민 교양층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시선의 

희생자들이었다. 이 시선은 독일 이주현실을 잘못 읽게 만든다. 

독일에 들어와 길게는 50년, 짧게는 20년 이상 독일사회에 정착하여 

살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제 막 들어온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과 함께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범주에 묶여 여전히 독일사회의 부를 갉아 먹고 있는 기생충 정도로 

여겨진다. 통합 되었음에도, 여전히 독일사회는 그들에게 통합 될 것을 

요구한다. 몇몇의 성공한 이주민들은 독일의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쩌면 독일 중산층의 위기는 독일 중산층이 독일문화, 

독일인이라는 민족적 패러다임 속에 묶여질 수 없는 다양하면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서 

동일한 지분을 요구하는 이주민들의 존재가 기존의 중산층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사회적 분노와 

미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차별적 시선은 트랜스내셔널 전환기 

독일사회에서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후 독일사회가 

추구했던 구성원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포용과 그것에 기반 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인구의 4분의 

1이 문화적, 혈통적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집단적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적이지도, 능률적이지도, 포용적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자 문제의식이다.      

Ⅱ. 포용적 중산층 시민사회와 외국인노동자의 긍정적 기여

극단적 민족주의로서의 나치즘이 남긴 상처 위에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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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로 각인되었다. 

무엇보다 독일역사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었던 민주주의가 

독일연방공화국에서야 비로소 만개하게 되었던 것은 전후 독일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러한 자긍심은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체성정치의 핵심이 되었다. 정치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돌프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가 처음 만들고, 하버마스가 확산시켰던 

대안적 정체성 개념인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역사에서 민족은 언제나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을 

통합하는 충성심과 애국심의 발로가 되었는데,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잘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과 제도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는 것이다.11) 성숙하고 비판적인 행위주체로서 

시민의 존재는 이러한 헌법애국주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시민은 

법적 권리의 수동적 담지자만이 아니라 협상과 합의를 통해 헌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능동적 창조자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 규범, 

제도, 정치문화는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들이 투쟁하고 협상하며 

만들어내는 역사적 기획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부재했던 독일 역사에서는 

영미의 citizen과 프랑스의 citoyen와 같은 공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다. 시민으로 번역될 수 있을 독일어 Bürger는 

공민적 성격보다 부르주아라는 계급적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 전후 독일 

사회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슈테른베르거가 독일사회에서 

부르주아가 소멸되어야만 시민성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12) 실제로 전후 독일사회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종말(Ende 

des Bürgertums)”이 널리 회자되었다.13) 그럼에도 계급성을 배제한 

새로운 시민성, “부르주아 계급성 없는 시민성(Bürgerlichkeit ohne 

11) Dolf Sternberger, Verfassungspatriotismus (Frankfurt am Main: Insel, 
1990), pp. 17-31.

12) Dolf Sternberg, “Die Bürgerlichkeit”, Die Wandlung 3. Jg. 1948 Heft 3, 
pp. 199-200.

13) Jens Hacke, “Bürgerlichkeit und liberale Demokratie”, Gunilla-Frie-
derike Budde, Eckart Conze, Cornelia Rauh ed., Bürgertum nach dem 
bürgerlichen Zeitalter: Leitbilder und Praxis seit 1945 (Göttingen: Van-
denhoeck & Ruprecht, 2010),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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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ürgertum)”은 독일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었다. 독일사회에서 시민은 

여전히 부르주아 계급성을 띠었고, 민족이나 국민을 대신하는 개념이 

되지도 못했다. 시민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읽혔지만, 

권위적이고 낡아빠진 부르주아 계급을 빗대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일상어에서는 중산층이라는 말이 부르주아 내지 시민을 대신하게 

되었다.14) 그럼에도 부르주아 계급은 소멸되지 않았고, 사회적 권리와 

복지의 증대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중산층으로 확대되었다. 

더 정확히는 과거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었던 노동자들과 

하류층들이 확대되는 국가의 부와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부르주아 계급’

으로 포섭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이제 폐쇄적인 부유층과 엘리트만이 

아니라 대중을 포괄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중산층 시민으로 거듭났다. 

이들이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독일 

시민사회의 주체가 되었다. 

 

              표1: 독일의 사회계층(자기진단, %) 

1955 1972

상류계층 2 1

상중류계층 - 8

중류계층 43 51

노동자계층 49 38

하류계층 2 -

무응답 1 2

 출처: M. Rainer Lepsius, Demokratie in Deutschland: 

Soziologisch-historische   Konstellationsanalys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p. 163. 

14) Christine G. Krüger, “In der Tradition der bürgerlichen Wohlfahrt? 
Freiwillienarbeit von Jugendlichen nach 1945”, Gunilla-Friederike 
Budde, Eckart Conze, Cornelia Rauh ed., Bürgertum nach dem bürgerli-
chen Zeitalter: Leitbilder und Praxis seit 1945 (Göttingen: Vanden-
hoeck & Ruprecht, 2010),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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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독일의 고용구조(1950-1975, %)

자영업자  공무원 사무직 노동자

1950 29,2 4,0 16,0 50,9

1961 22,0 5,8 24,2 48,0

1965 20,0 5,0 26,3 48,6

1970 16,0 7,3 31,1 45,6

1975 13,9 8,4 33,6 44,8

출처: Heinz Sahner, “Sozialstruktur und Lebensla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scar W. Gabriel, Everhard Holtmann ed., Handbuch 

Politisches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ldenburg, 2005), p. 

76. 

위의 사회계층에 대한 설문과 고용구조는 전후 독일사회가 “평준화된 

중산층사회(Nivellierte Mittelstandsgesellschaft)”15)로 변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5년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노동자계층으로 

생각했던 독일인들은 전체 응답자의 49%였지만, 1972년에는 응답자의 

38%만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분류했다. 같은 기간 중류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독일인들의 비율은 45%에서 60%로 대폭 늘어났다. 노동자 

정체성을 밝힌 38%의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할 만큼, 평준화된 중산층사회가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래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972년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한 독일인들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16) 

고용구조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공무원과 사무직이 

1955에서 1975까지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게 되는데, 1955년 50,9%에서 1975년 44,8%로 그 낙폭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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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gen Diederichs, 1965), p. 332.  

16) M. Rainer Lepsius, Demokratie in Deutschland: Soziologisch-histo-
rische   Konstellationsanalys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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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는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거의 1천 4백만 

명 이상 모집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무직으로, 공무원으로, 기술직으로 

계층 상승해 버린 독일인들의 빈자리를 메워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대개 

작업환경이 나쁘고,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의 단순직에서 일했다. 1966

년과 1967년 사이 경기침체기 대량실업사태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24,5%가 감소했던 반면, 독일인노동자의 감소율은 2,5%에 그쳤다.17) 

1973년부터 시작된 대량실업의 시대에 외국인노동자들의 경기완충작용

(Konjunkturpuffer)은 더욱 빛을 발했다. 물론 이 시기 독일인노동자들 

역시 대량실업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내국인노동자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18) 위기의 시대 

독일인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극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외국인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존재는 독일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였다. 완전고용의 시대 이들이 없었더라면 계속적인 경제성장, 포용적 

복지국가와 풍요로운 중산층사회의 확산, 교육기회의 확대와 여가시간의 

증대가 노동시장의 고갈로 인해 저해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기계화와 

자동화 같은 기술혁신이 타개책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해법으로 당대인들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을 

것이다. “토요일에 아빠는 내 것(Samstags gehört Vati mir)”19)이라는 

1950년대 독일 노동자들의 투쟁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17) 이용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인력모집정책: 대기업 중심의 독일식 대
량생산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고용 1955-1973」, 『서양사론』, 85(2005), 
195쪽. 

18) 1974년 내국인 실업률이 전년대비 104%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 실
업률은 무려 228% 더 늘어났다. Hans-Uwe Bach i.a., “Der Arbeitsmark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5/76 (insgesamt und regional) 
und die Auswirkungen beschäftigungspolitischer Maßnahmen”, Mit-
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Sonderausgabe, 
9. Jg., 1976), p. 55.    

19) Michael Schneider, “Der Kampf um die Arbeitszeitverkürzung von der 
Industrialisierung bis zur Gegenwart”,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35(198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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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토요일 휴무제의 도입과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이 1960년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인력충원 덕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큰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성장이 가져다주는 

복지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고 믿는 독일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도 거대한 노동이민의 덕이었다. 

포용적 중산층 시민사회의 확대가 독일 민주주의의 보루였다고 한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기여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기여를 독일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1960년대에 

이주노동자들이 독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역군으로 추켜세워진 

적도 있었지만, 이들의 정주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부터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사실 천4백만 명 가운데 

천백만 명은 노동계약의 종결이후 고국으로 돌아갔다.20) 남은 자들, 즉 

이주민이 된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있는 독일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외국인모집종료 직전인 

1973년 1월 정부성명에서 당시 독일총리 빌리 브란트는 사회적 이성과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독일사회가 이미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우리사회의 수용능력이 어디에서 소진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책임이 어디에서 한계치에 다다랐는지 

아주 꼼꼼하게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21) 

결국 그해 12월 외국인모집이 중지되었다. 이것은 한시적인 조치였고, 

경기가 풀리면 다시 모집이 재개될 계획이었다. 이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집중지는 이주문제의 종결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의 

이주문제는 이때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기대와는 

20) Franz Nuscheler, Internationale Migration. Flucht und Asyl (Opladen: 
Leske+Budrich, 1995), p. 115. 

21)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ndeskanzler 
Brandt.　Regierungserklärung des zweiten Kabinetts Brand-Scheel 
vom 18. Januar 1973 (Bonn, 1973),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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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3백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독일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그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의 이주가 줄을 이었다. 자발적인 귀환을 독려했던 

독일 정부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이주노동의 정주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독일인들과 이주민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독일 노동시장의 문이 해외인력에게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루트를 통한 독일로의 이주물결은 그치지 않았다. 3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난민물결과 구소련 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독일해외동포의 

귀환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뉴커머들이 대규모로 들어 올 

때마다, 독일사회는 국가적 수용능력의 과부하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곤 

했다. 브란트가 수용능력의 소진을 처음 꺼냈을 때인 1973년 독일에는 

3백 9십 9만 천명의 외국인들이 살았는데, 이것은 전체인구의 6,4%

에 해당했다. 오늘날 독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규모와 비교한다면 이 

수치는 수용한계를 넘어섰다는 호들갑을 떨기에 너무 소박해 보인다. 

2018년 현재 독일 외국인수는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고(10 094 000명),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두 배 가량 늘어났다(12,2%).22)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이주배경을 가진 자는 2018년 현재 2천 7십9만 9천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독일인구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23) 독일사회는 

이주민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고, 그렇게 들어온 트랜스내셔널 

이주민들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주사회가 되었다. 이런 이주사회의 현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부정되었다. 당연히 이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역시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들은 사회 밑바닥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생충 취급을 받았다. 

민주적 법치국가와 그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 위에 형성된 

헌법애국주의는 새로운 시민성을 요구했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의 

22)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Auslän-
dische Bevölkerung.  Ergebnisse des Ausländischeryentralregiters 
(Wiesbaden, 2019), p. 19. 

23)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
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Wiesbaden, 201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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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은 여전히 종족성과 계급성 모두를 극복하지 못했다. 독일 시민이 

되는 길이 이주민들에게 봉쇄되어 있었다. ‘독일인들’은 이주민들을 

그들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들과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동등한 협상파트너, 즉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독일사회에서 

사적, 공적 자율성 가진 ‘실질적인 시민’은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독일인이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중산층이상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주민들 가운데 사회 밑바닥에서 계층상승을 이루어내며 독일사회에 

통합된 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이들의 존재는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집단적 범주에 묶여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랜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독일의 부를 갉아 먹는 자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새로운 이방인의 ‘침입’으로 

그들만의 민족적, 계층적 공간이 침식되고 있다고 믿는 독일 중산층의 

자기방어기제이기도 하다. 자라친과 그의 후예들은 “침식되고 있는 

사회적 중산층(erodierende gesellschaftliche Mitte)”에서 발견되는 

위기증상을 일찍 간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24)

   

Ⅲ. 중산층의 위기와 집단적 혐오

 

서두에서 언급했던 2019년 중산층 연구팀의 책 제목이자 진단인 

“잃어버린 중산층 -적대적인 상황”은 설문조사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표 3의 집단적 혐오 지표는 지난 십여 년간 독일사회에서 

‘적대적 상황’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년부터 

2018/19년까지 독일사회의 집단적 이방인혐오도는 34,5%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8,8%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무슬림혐오는 부침이 

있긴 했지만 21,7%에서 18,7%로 줄어들었다. 인종주의 역시도 최근 

하락세가 뚜렷하다. 단지 눈에 띠는 것은 난민혐오도의 고공행진이다. 

처음 조사되었던 2011년 이미 47,4%였던 독일사회의 난민혐오도는 

24) Richard Gebhardt, “Das >>Sarrazin-Syndrom<< Ein Bestseller als 
Krisenindikator”, Das Argument, 289(2010), p.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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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50%를 훌쩍 넘어 54,1%까지 상승했다. 

표3: 집단적 인간혐오도(독일, 2002-2018/19)  

이방인혐오  난민폄하  무슬림혐오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2002 34,5  - - 12,2 12,7
2003 36,3 - 21,7 12,6 14,6
2004 40,2 - 23,5 11,5 14,6
2005 40,8 - 24,8 12,4 12,6
2006 40,7 - 30,3 12,8  8,4
2007 33,7 - 27,3 8,9 9,1
2008 30,6 - 24,7 9,6 8,3
2009 26,7 - 22,4 7,9 9,8
2010 29,6 - 29,0 8,2 9,9
2011 32,3 47,4 24,3 10,8 8,1
2014 20,0 44,3 17,5 8,7 8,5
2016 19,0 49,5 18,3 8,7 5,8

2018/19 18,8 54,1 18,7 7,2 5,8
출처: Andreas Zick, Beate Kupper, Wilhelm Berghan ed.,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 Rechtsextreme Einstellungen in Deutschland 

2018/19 (Dietz, J H: Bonn, 2019), pp. 83-84. 

이 설문조사대로라면, 독일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산층연구팀이 진단한 높은 난민혐오는 

독일사회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혐오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설문문항들이 문제가 되었다: 난민인정에 있어서 

국가는 더 관용적이어야 한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반반이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전혀 박해받지 않았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반반이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25) 

난민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누구나 극우주의자로 몰릴 수 있는 설문의 

25) Andreas Zick,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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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사민당 당수를 역임했던 지그마 가브리엘

(Sigmar Gabriel)의 비판은 같은 진영에서 나온 것이라 더 뼈아팠다: “

실제로 외국인혐오자나 증오유발자로 느껴지고 논쟁에 얽매이는 것이 

두려워 이 연구를 문제 삼지 않으려 한다면, 소위 54%(난민혐오로 

분류된)를 병자취급하며 그들을 잃어버린 중산층으로 몰아버리는 꼴이 

되고 만다. 단지 누군가가 난민법에서도 질서와 원칙이 지배해야 하며 

이 나라에 난민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머문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외국인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멍청한 짓이다. 어쨌든 이 

연구는 전혀 학문적이지 않다.”26)   

난민위기 이전에도 가브리엘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공동체의 

정치문화에 근거한 해석지평 역시 계속 변모한다. 중산층 연구팀 역시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2016년 조사에서 “난민신청자가 자신들의 

고국에서 박해받지 않았다” 또는 “독일은 난민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난민혐오 내지 이방인혐오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주장을 전혀 

집단적 난민혐오 내지 이방인혐오와 연결시키지 않았다.27) 경쟁하며 

합의하는 정치문화에 근거한 공동체적 해석지평이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된 두 개의 문항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도저히 

알아 낼 수 없는 중산층 사회의 깊은 혐오와 미움의 결과물이었다. 

자라친은 가면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진실을 일찍부터 간파했다. 그는 

독일 정치문화 속에 눌려 있는 독일 중산층의 분노와 미움을 자유롭게 

분출시키려했다. 그는 그것을 민족으로서의 건전한 자기주장이라고 

26) Sigmar Gabriel, “Eine Studie und ihre bewusste Fehlinterpretation”, 
Der Tagesspiegel (2019.4.27.).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
von-wegen-verlorene-mitte-eine-studie-und-ihre-bewusste-feh-
linterpretation/24263736.html (최초 검색일: 2019.10.17.).

27) Michael Kniess, “Rechtes Gedankengut in Deutschland- Studie: Der 
Mitte geht der Kompass verloren”, ZDF Nachrichten (2019.4.25.).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mitte-studie-die-wichtigsten-
erkenntnisse-100.html (최초 검색일: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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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다: “나는 민족일원으로서 건전한 자기주장 없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다.”28)     

    

건전한 자기주장이라는 지점에서 자리친과 가브리엘은 만나게 된다. 

하지만 2010년 자라친 논쟁을 잘 알고 있는 이에게 이러한 접점은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자라친의 책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때, 그는 

사민당 당수로서 당원인 자라친을 출당시키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이트지에 실은 특별기고문에서 왜 사민당이 자라친을 용인할 수 

없는지를 밝혔다. 그가 자라친을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주민들의 

통합력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것의 근거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우생학과 생물학적 인종주의 때문이었다.29) 가브리엘을 위시한 

많은 독일인들에게 그것은 독일정치문화가 오랫동안 금기시했던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 인간지능이 50%에서 80% 유전된다느니, 독일인구가 

무식해지는 것이 지능이 떨어지는 하류층에서 자라나고 있는 많은 

아이들 때문이라는 것, 특별히 터키아동들의 떨어지는 지능이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주장들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자라친 신드롬’을 

만들어내었다.30) 그렇다면 그는 왜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생학적 

발언으로 도발했을까? 그의 책이 소통하고자 했던 것은 독일 중산층 

시민들이었지만, 그는 양과 질, 아래와 위, 대중과 엘리트를 이야기하고 그 

사이를 경계 짓기 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노동자계층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상승은 불평등과 우열을 정당화하는 

부르주아의 저항을 불러왔었다.31) 그것을 ‘계층적 대중화’라 한다면, 

지금은 ‘다종족적 대중화’가 독일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양한 이주민들이 하나 둘씩 ‘독일인들이’ 수성하고 있는 

28)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p. 18. 

29) Sigmar Gabriel,  “Welch hoffnungsloses Menschenbild! Warum die SPD 
einen Thilo Sarrazin in ihren Reihen nicht dulden kann”, Zeit Online 
(2010.9.16.). https://www.zeit.de/2010/38/SPD-Sigmar-Gabriel (최초 
검색일:2019.10.27.).

30)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p. 93, 100, 316.

31) Volker Weiß, Deutslands neue Rechte. Angriff der Eliten – von Spengler 
bis Sarrazin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1),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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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올라서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의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올라서려는 자들에 대한 우생학적 폄하와 

위기시나리오는 ‘열등한자들의 양적 지배’에 대한 독일 중산층의 저항에서 

나왔다. 피와 문화를 강조하는 종족성이 내부적 통합과 이방인의 배제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재소환 되고 있다. 

권위적이고 극단적인 과거로의 귀환은 자라친의 후예를 자처하는 

대안당의 뷔요른 획케(Björn Höcke)를 위시한 보수민족주의자들의 선거 

전략이 되고 있다.32) 피와 땅을 강조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많은 이방인들의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그들을 절멸로 몰아넣었던 

권위적 과거에 대한 향수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기초한 현재의 

기억문화와 정치문화를 상대화하려하고 있다.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자민족중심주의와 반이민, 반난민은 기성정치에 실망한 많은 중산층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연이은 지방선거와 연방선거, 그리고 유럽선거에서의 

대안당의 성공에는 독일 중산층의 동요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독일문화, 독일인이라는 민족적 패러다임을 통해 굳건하게 쌓아 

놓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밑바닥의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에 따른 

동요였다. 대다수의 이민배경을 가지지 않은 독일인들, ‘진짜 독일인들’

에게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독일시민이 될 수도 없고, 그가 출발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민들은 출발했던 그 자리에 머물지만은 않았다. 

독일에서 이주문제는 곧 터키문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독일주류사회의 

주된 혐오대상이 되고 있는 터키이주민들 역시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2015년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총 2백 

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절반인 1백 50만 명은 터키국적을 가지고 

32) Volker Weiß, Die autoritäre Revolte. Die Neue Rechte und der Unter-
gang des Abendlands (Stuttgart: Klett-Cotta, 201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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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나머지는 독일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33)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며 독일 중산층에 

진입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스나브뤼크 대학 이주와 상호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소의 성공을 위한 길(Pathways to Success) 연구 

프로젝트는 1960년대 70년대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 특별히 터키 

출신과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자들, 흔히 ‘독일인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터키 이주민 청년들의 성공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34) 

 

   

Ⅳ. 성공한 역사로서 이주민의 역사

오랜 기간 독일을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민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이주환경’속에 살아간다. 독일 인구의 4분 

1에 육박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착한지 오래된 자들 속에서 독일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계층적 

상승을 이룬 자들이 생겨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주류사회가 

이주민집단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이러한 성공스토리를 간과한다. 

독일 통계자료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의 중산층 진입이 확인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8년까지 전체인구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의 

비율이 17,8%에서 25,5%로 괄목하게 성장했는데, 소득수준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2000유로 이상의 이주배경을 가진 봉급자의 

비율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물론 저임금 분야에서도 그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난민유입에 따른 뉴커머의 증가에 기인한다 할 수 

33) Susanne Schührer, Türkeitstämmige Personen in Deutschland. Erken-
ntnisse aus der Repräsentativuntersuchung “Ausgewählte Migrations-
gruppen in Deutschland 2015”(RAM) (Nürnberg, 2018), p. 5.

34) Christine Lang, Andreas Pott, Jens Schneider ed., Erfolg nicht vorge-
sehen: Sozialer Aufstieg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und was ihn 
so schwer macht (Münster, New York: Waxmann, 201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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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5)  

표4: 이주배경 유무에 따른 소득수준과 실업수준(2005, 2018) 

 월급(유로)

2005 전체 인구(100) 2018 전체 인구(100)

 이주배경 무  이주배경 유  이주배경 무  이주배경 유

82,2 17,8 74,5 25,5

 500 이하 78,4  21,6 63,9 36,1

500-900 83,1 16,9 70,0 30,0

900-1300 86,4 13,6 77,6 22,4

1300-1500 86,7 13,3 79,8 20,2

1500-2000 86,4 13,6 80,2 19,8

2000-2600 89,5 10,5 80,8 19,2

2600-3200 92,0 8,0 82,6 17,4

 3200 이상 92,2 7,8 85,1 14,9

 실업자 72,7 27,3 58,2 41,8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05-. Sonderausgabe der Fachserie 1 Reihe 

2.2, Ausgabe 2005 (Wiesbaden, 2017), p. 24, 34;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Wiesbaden, 2019), p. 36, 51.

사실 성공적인 통합은 이주사회로서 독일에서 토포스(Topos)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계, 학계, 언론 등은 통합에 따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다. 이주민의 성공적인 통합에 대한 시선은 아주 이례적이다. 성공한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다. 오히려 독일에서 성공한 이야기는 

스스로 이주 출신 배경을 가진 작가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물론 교육과 

직업에서 실패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적지만,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년 

동안 이주민 자녀들 중 좋은 교육을 받고 지도적인 위치에 오른 자들도 

많다. 이들 중 소수는 정치인이 되어 지방과 중앙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35)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05-, p. 24, 34; Statistisches Bundesa-
m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
sus 2018, p. 3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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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7년 현재 ‘이주배경을 가진 독일인’ 국회의원의 비율은 8,2%로 

2013년의 5,9%에 비해 증대되었다. 1994년 첫 연방의원을 배출한 이후

(2명), 점점 더 많은 귀화 독일인과 그 자녀들이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첫 

이주배경을 가진 연방의원 중 한명이었던 쳄 외체데미르(Cem Özdemir)

는 2008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독일 녹색당의 당수를 엮임 했다. 

정치권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성공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성공케이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다. 그만큼 이주연구 역시 사회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36) 

터키 노동자의 공식적인 모집이 시작된 후 60년, 모집이 정지된 후로는 45

년이 지난 현재 주로 자영업, 특별히 요식업을 통해 터키 독일인 중산층이 

형성되었다.37) 독일 대도시에는 터키 슈퍼마켓 체인점들과 레스토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것들은 대개 터키인들만을 대상으로 않는다. 

성공한 ‘터키 독일인’인 작가 페리둔 자이모루(Feridun Zaimoğlu)는 

터키 이주민들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라고 주장한다: “독일 터키인들이 

여기를 고향으로 느끼라고 국가로부터 요구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여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된다. 독일로 온 터키 이주민들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이다.”38)

그럼에도 개인을 집단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은 이러한 성공을 

간과한다. 때문에 자이모루는 이주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범주화를 거부한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늦게 된 

독일인으로 정의한다. 그는 독일사회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독일인일 뿐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자란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것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36) Christine Lang, Erfolg nicht vorgesehen, p. 10.

37) Barbara Maria Lemberger, Migration und Mittelschicht: Eine Ethno-
grafie sozialer Mobilität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2019), p. 
11.

38) Ibid., p. 9에서 재인용. 



Homo Migrans Vol.21(Nov. 2019)

170

말입니다... 나는 이방인출신인데, 나 스스로를 늦게 된 독일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터키인 부모를 가진 독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39) 

독일국적을 획득하고, 영구적으로 독일사회에 정착한 ‘이주배경을 

가진 독일인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곳은 중간지대일지 모른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같은 크기의 책무를 다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최소치는 ‘계층적 중원’에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민성 

논의가 계층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의 

문제, 즉 이주민이 ‘실질적인 시민’이 되는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종족성을 극복하는 트랜스내셔널 시민성 내지 세계시민성은 실효성 없는 

말장난에 그칠 수 있다. 한때 한계이자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시민성과 계급성의 밀착으로 특징지어진- ‘독일적 시민성’이 이제 

이주민의 시민성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hboell@dnue.ac.kr

주제어(key words): 

중산층(middle class), 이방인혐오(xenophobia), 시민(citizen), 이주민

(migrants)  

(투고일: 2019. 10. 10 , 심사일: 2019. 11. 12 , 게재확정일: 2019. 11. 12)

39) “Schriftsteller Feridun Zaimoglu >>Bei dem Wort Migrationshintergrund 
bekomme ich Kopfschmerzen<<”, Deutschlandfunk Kultur (2018.7.4.).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schriftsteller-feridun-zaimog-
lu-bei-dem-wort.1008.de.html?dram:article_id=421952 (최초 검색일: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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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

이 용 일

이 글은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를 다룬다. 난민위기 

이후 독일 시민사회의 위기는 독일 중산층의 극우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때 독일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실질적인 시민으로서 중산층의 일부가 

반이민과 반난민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의 지지자들이 되었다. 주된 

이유로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통제력을 잃은 정치권, 그 

결과로서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중산층의 약화 등이 언급되어진다. 

그러나 집단적 혐오와 폭력을 야기한 중산층의 불안은 이주민들의 일부가 

자신들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사실에도 연유한다.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으로 올라섰고 잘 통합되었음에도, 주류사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주민들이 출발했던 

가장 밑바닥에 가 있다. ‘실질적인 시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독일사회의 부를 갉아먹는 기생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주류적 시각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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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sis of civil society and xenophobia

Lee, Yong-Il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crisis of civil society and 

xenophobia in Germany. The contemporary crisis of German civil 

society is deeply linked to the  political change of the German 

middle class. As a de facto citizen who once supported German 

democracy, some of the middle class became supporters of the Far 

Right Party, which claimed anti-immigrants and anti-refugees. 

Neoliberalism, the retreat of the welfare state, deepening inequality 

and the fall of the middle class were thought to have exacerbated 

the crisis. But the middle class anxiety that caused collective 

hatred and violence also stemmed from the fact that some of the 

migrants had risen to their positions. Although a few immigrants 

have risen economically to the middle class and are well integrated, 

mainstream society does not recognize this. Their gaze is still at 

the very bottom of the settlers’ departures. Despite becoming 

“real citizens,” migrants are still seen as parasites that eat up the 

wealth of German society. This mainstream view makes the 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 of migrant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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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1975/76 (insgesamt und regional) und die Auswirkungen 

beschäftigungspolitischer Maßnahmen”, Mitteilungen aus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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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미그란스 휘보

■ 2019년 이주사학회 동계 학술대회

주제: <68운동과 유럽의 이주자 권리-데모스 없는 데모크라시의 가능

성>

일시: 2019년 2월 18~19일(월, 화)

장소: 대구교육대학교 (상록교육관 603호)

후원: 대구교육대학교, 한국연구재단

<1부> 2월 18일 (14시~18시) 

사회: 하영준(서울여자대학교)

발표 1. 이종일(대구교육대학교): 기조강연 <이주와 시민성>

발표 2. 장혁준(대구달서초등학교): 보편적 권리화를 통한 68혁명 이후

의 대안적 시민성 모색

발표 3. 이민진(건국대학교): 68운동 이후 알제리 이주민과 프랑스 언론

발표 4. 이용일(대구교육대학교):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이주와 시민성: 

1968년 이후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정치적 참여

<2부> 2월 19일 (10시 30분~12시)

사회: 문종현(세종대학교)

발표 5. 신동규(창원대학교): 1968년 반전, 반제국주의 패러독스: 평화, 

국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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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주사학회 하계 학술대회

주제: 이주와 인종주의

일시: 2019년 06월 22일(토)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214호

주최: 이주사학회, 대구사학회

6월 22일 11:00~18:00

<1부> 유럽의 이주와 인종주의 

사회: 김미경(대구가톨릭대)

발표 1. 이용일(대구교육대학교): 독일 중산층의 위기와 인종주의

발표 2. 정대성(부산대학교): 진보운동의 약진에 맞선 뉴라이트의 대응

과 성장-‘독일을 위한 대안(AfD)’

발표 3. 원동필(부산대학교): 유럽연합과 영국 노동자계급 그리고 브렉

시트

발표 4.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EU의 이민정책이 회원국에 미친 법

적, 정치적 영향

1부 종합토론 : 남철호(경남과학기술대), 문종현(세종대)

<2부> 동아시아와 한국의 이주와 인종주의

사회: 김종건(대구한의대)

발표 1. 이혜진(경남발전연구원) 「일본의 이주민과 제노포비아」

발표 2. 박상희(서울대학교)「한국거주 난민들의 배제 경험과 인종문

제」

발표 3. 정준영(서울대학교 규장각) 「과학적 계측과 인종」

2부 종합토론 :박충환(경북대), 지영임(대구가톨릭대)

학술대회 종합토론 

좌장: 나인호

▲ 저서출간

나인호,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9)

염운옥, 『낙인찍힌 몸 -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돌

베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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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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