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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차 대전 이전까지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

권형진

I. 들어가며

근대 이후 유럽사, 특히 영국사의 중요한 화두는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두 차례의 팽창을 통해 전 세계에 거대한 

식민제국을 건설한 영제국의 팽창은 해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영제국 연구는 정치  경제  군사  제도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제국 팽창 동력과 20세기까지의 제국의 유지와 

해체 과정에 집중된다.1) 그러나 “제국의 팽창은 정부의 뚜렷한 의도나 

계획보다는 우연적인 선택과 임기응변”2)의 결과라는 영국 학계의 

통념이던, 여전히 제국의 변화를 중심부 위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수적인 영국사학계에 대해 ‘문화적 전환’의 문제의식으로 영제국을 

바라보는 ‘신제국사’의 입장이던 간에 그 주인공은 영국이며, 영국인이다.3) 

여기서 영제국의 팽창과 관련해, 제국이 아닌 식민지가 주인공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거대한 영제국의 자치령과 식민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1)  최근까지 영제국의 유지와 해체에 대한 연구성과를 이해하는 데는 이영석의 
연구가 매우 유용하다. 이영석,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 (파주: 아카넷, 
2019). 특히, 영제국 연구사는 이 책의 서장(11-34쪽)을 참조하라.

2)  이영석, 같은 책, 12쪽.
3)  이영석, 같은 책, 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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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 식민주의의 다양한 얼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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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경계선을 넘나드는 연구주제인 

이주(Migration)를 중심으로 영제국과 식민지들과의 관계를 재조명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이민사가인 머도크(Alexander Murdoch)는 영국 이민(British 

Migration)은 17세기부터 시작된 “브리티시 왕국(British kingdom), 

영제국(British empire), 그리고 영국이라는 (근대)국가(British state)

를 건설할 목적으로 수행된 [장기적인] 정치프로젝트”4)로 진행된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함께 다른 대표적인 영국 이민사가인 파나이도 영국은 

고대 이래로 ‘이민의 나라(a country of immigration)’이지만 지금까지 

이민이 영국사의 전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5) 

이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영국사, 영제국의 역사에서 이민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연구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제국주의(Imperialism)

의 목적이 식민지(colony)를 획득하는 것이고, 제국주의의 다른 표현이 

colonialism이라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18세기 

이후의 제국주의는 국경선을 강조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세계질서에서 ‘

국경선을 넘는 인간(Menschen   ber Grenzen)’과 ‘인간을 넘는 국경선

(Grenzen   ber Menschen)’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6)

영국의 이민사에서 1800년 이전에 브리튼 섬(Great Britain)으로 들어온 

다양한 인구이동은 네 시기로 구분한다.7)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11

4)  Alexander Murdoch, British Emigration, 1603-191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p. 1.

5)  Panikos Panayi, An Immigration History of Britain. Multicultural Racism 
since 1800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0), p. 11; 염운옥, 「영국 
이민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이중주?」, 『Homo 
Migrans』, vol. 11(2014), 5-7쪽.

6)  Klaus J. Bade, ed., Die multikulturelle Herausforderung. Menschen   
ber Grenzen-Grenzen   ber Menschen (M  nchen: C. H. Beck, 1996).

7)  그 첫 시기는 11세기까지 지속된 ‘침입의 시대(age of invasions)’이고, 
다음은 대륙으로부터 상인, 은행가, 장인들이 이주한 중세 말까지의 시기, 
그리고 대략 15세기경부터 1650년까지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들어온 난민, 
경제적 이민과 노예 유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세 번째 시기를 거쳐 19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의 마지막 시기는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이민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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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까지의 인구이동의 성격을 ‘이민’이 아닌 ‘침입’이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1066년 노르만의 침입으로 이어지는 시기까지와 

그 이후의 시기로 구분짓는 것이다. 파나이는 그 이유로 노르만족에 의해 

이민이 통제되고 이민의 개념이 진화되었기8) 때문이며, 브리튼 섬에 

“통일된 통제력의 지배를 받는 질서 있는 사회(orderly society under 

unified control)”를 가능케하는 국가적 통일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9) 그러나 11세기 노르만의 침입으로 브리튼 제도

(British isles)에 통일된 단일 왕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기획이 시작된 것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1603년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해, 제임스 1세로서 1607년 잉글랜드 의회에서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웨일스인과 아일랜드인들을 신민으로 통합한다는 

‘브리튼 사상(idea of Britain)’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10) 그의 정치적 의도가 현실정치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브리튼 사상’은 앵글족과 색슨족의 정착과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의 

정복으로 시작된 ‘영국적 정체성(Englishness)’11)을 만들어내고 브리튼 

제도를 넘어 영제국(British empire)으로 확장하는 정치적 기획으로 

Panayi, An Immigration History of Britain. Multicultural Racism since 
1800, p. 12.

8)  Ibid.

9)  Ibid., p. 13; 박지향,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1997), 
19쪽.

10)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2.

11)  염운옥, 「영국 이민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이중주?
」, 6쪽.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민화 과정에서 “영국적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Englishness’와 ‘Britishness’의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영국사, 특히 이민과 영제국의 확장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분은 
잉글랜드가 통일왕국을 완성하는 시기와 이를 바탕으로 제국을 확장하는 
시기를 기초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영국적 정체성’과 ‘영제국의 
정체성’을 중심주제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동일, 「영국의 정체성: 
연속성과 순응성의 역사적 고찰」, 『영미연구』, 제9집(2003), 153-168쪽; 
박우룡, 「영국인의 정체성과 의사 표현 방식」, 『영미연구』, 제9집(2003), 
211-254쪽;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23, 1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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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제국 건설의 정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브리튼 사상’이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제국이라는 모델과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한 

식민정착지(colonial settlement)를 통해 실현되었다.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의 독립이 있었지만 영제국은 1차 대전 

시기까지 북미, 서인도 제도, 가이아나, 인도, 홍콩과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와 병용)와 뉴질랜드, 이집트, 수단, 케냐, 서아프리카 황금해안과 

케이프타운 배후지를 병합하면서 확장되었다. 자치령과 식민지로 구성된 

영제국은 대륙 중심의 제국이 아닌 중요 항로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독자적인 정부를 갖는 자치령과 본국에서 파견된 

소수의 관리와 토착 지배세력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제국의 식민지의 네트워크화는 제국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느슨한 것이었다.12) 영제국의 

자치령과 식민지들 중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민화는 ‘식민이주’를 

중심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13) 캐나다와 같이 원주민과 프랑스계 

12)  이영석,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 25쪽.
13)  식민이주와 관련해서 ‘영국적 정체성(Englishness)’과 ‘영제국 정체성

(Britishness)’의 개념은 최근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Britishness가 시민국가주의(Civic nationalism)를 의미한다는 영국 
중심주의적 주장부터, 웨일스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Britishness가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로 들어와 확대된 잉글랜드 
문화를 의미하는 Englishness의 동의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nglishness와 Britishness는 최근에 브렉시트와 관련해 새로운 
영국적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더 나아가 폐쇄적인 영국 중심주의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Andrew Gamble, ed., Britishness: Perspectives on 
the British Question (Wiley-Blackwell, 2009); Veit Bachmann  James D. 
Sidaway, “Brexit geopolitics”, Geoforum, Vol. 77(2016), pp. 47-50; Alisa 
Henderson  Charlie Jeffery  Robert Li  eira  Roger Scully  Daniel Wincott  
Richard Wyn Jones, “England, Englishness and Brexit”,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7(John Wiley & Sons, 2016), pp. 187-199; Robert Ford  
Mattew Goodwin, “Britain After Brexit: A Nation Divided”, Journal 
of Democracy, Vol. 28(Jahns hopkins Univ. Press, 2017), pp. 17-30; 
Frances Smith, “Britishness and Brexit”, EU Referendam Analysis 2016, 
https://www.referendumanalysis.eu/eu-referendum-analysis-2016/
section-5 -campaign-and-political-communication/britishness-and-
brexit/; Timothy J. Oliver, “A new British identity is key to brexit’s 
succenss. So who do we want to be?”, The Guradian, 2017. 8. 16, https://



Homo Migrans Vol.22(May 2020)

90

인구를 배경으로 한 자치령이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경쟁이 치열했던 

토착 지배세력과 많은 원주민 인구를 가지고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와 

서인도 제도 등의 식민지와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주민 인구와 제국주의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또한 다른 영국 

식민지들과 달리 아직 국가형성의 정치체를 만들어 내지 못한 원주민들에 

대한 박해와 학살,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인 중심의 

이민정책을 통한 백인주의(Whiteness) 사회 건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가 

지배한 호주의 이민정책의 역사적 뿌리를 확인하는 것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주의 식민이민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뉴질랜드의 식민이민사에서 영제국의 확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핵심주제다.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전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영제국의 

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aug/16/ british-identity-
key -brexit-crisis-negotiations; Robert Winder, “After Brexit, England 
will have to rethink its identity”, The Guardian, 2018. 1. 8, https://www.
theguardian.com/ commentisfree/2018/jan/08/brexit-england-rethink-
identity-nation; Simon Kuper, “Brexit, blue passports and the declining 
value of Britishness”, Financial Times, 2020. 1. 23, https://www.ft.com/
content/5529fbc0-3cb0-11ea- b232-000f4477fbca (검색일; 2020. 
2. 6) 그러나 영국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Britishness는 
1707년의 그레이트브리튼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의 성립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왕국은 잉글랜드인, 웨일스인과 
스코틀랜드인으로 구성된 국가였고, 종교적으로는 개신교(Protestantism)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콜리의 주장과 함께 한 세기 앞선 제임스 1세의 ‘브리튼 
사상’을 시작으로 보는 머토크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Linda Colley,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New Haven: Yale Univ. Press, 
1992), pp. 8-12;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2.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Britishness의 출발과 중심에는 잉글랜드 왕국이 있다는 점에서 
브리튼 제도 내에서의 통일왕국의 형성은 Englishness의 관철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식민화 과정을 포함해 이후 영제국의 
팽창을 통해 Britishness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867년 영제국 식민지 중 캐나다가 최초로 자치령이 되고, 1907년과 
1911년 제국 회의(Imperial Conference)를 통해 만들어진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출현 이후 Britishness라는 개념은 ‘영연방의 
정체성’이라고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석, 「전쟁과 동원, 그리고 
제국   1차 대전 전후 시기 영제국의 정체성 문제 -」, 『역사학 연구』, 64권
(2016), 201-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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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과 거기서 형성된 ‘영제국의 정체성’을 추적하는 것은 짧은 지면의 

연구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럴 의도도 없다. 따라서 

영제국 팽창의 이데올로기 ‘브리튼 사상’을 염두에 두고, 영제국의 

확대과정에서 북아메리카와 호주의 식민화 과정, 그리고 뉴질랜드의 

식민화 과정을 인구학적 변화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추적할 것이다. 

물론 본고의 중심 주제는 1차 대전 이전까지의 뉴질랜드 식민화 과정이다. 

본고에서 필자가 관심을 두고 밝히고 싶은 점은 뉴질랜드가 짧은 역사 

속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제국의 확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뉴질랜드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영제국의 정체성을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바램이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 제도의 산물이고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이민에 의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밝히는 작업은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해 밝히지 못하는 중요한 

연구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동시에 뉴질랜드에 대한 역사연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를 지배했던 제국주의가 작동하는 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뉴질랜드 식민지로의 이민과 정착에서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인 출신 인구의 변화가 뉴질랜드에서의 정치적, 인종적, 

제도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형성과 영제국의 확장, 영국의 정체성 

또는 영제국의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Ⅱ. 북아메리카 식민지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영제국의 확장은 18세기 중엽 변방으로 인식되었던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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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제임스 1

세가 잉글랜드 의회에서 강조한 ‘브리튼 사상’은 팽창주의적인 정치  

문화적 세계관으로 변했다.14)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인들의 이주는 침략이나 정복이 아닌 이민과 정착으로 표현되고, 

역사로 기록되었다. ‘브리튼 사상’의 공간적 출발점인 브리튼 섬은 17

세기 이후 이런 정치프로젝트의 지정학적 중심지가 되면서, 그 의미에 

제국영역의 팽창 또는 확장이라는 목표가 포함되고 정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영국인들이 북서유럽에서 진행되던 

제국주의를 경험하면서, 브리튼이라는 개념은 유럽보다 더 거대한 공간을 

내포하는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로 진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식민지로의 이주(emigration)는 영국인들이 브리튼 섬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브리튼 사상’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는데, 구체적으로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인들의 

이주는 아일랜드를 거쳐 서쪽을 향했고,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은 

정치 프로젝트 ‘브리튼 사상’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북아메리카 이주와 이주자들의 경험을 통해 ‘브리튼 사상’은 영국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변화했다고 머도크는 주장한다.15)

영국의 본격적인 첫 번째 제국인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건설16)은 

‘브리튼 사상’의 실현과 영국 제국주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여기서 

전통적인 영국사 서술의 특징은 ‘정복’이 아닌 잉글랜드인들의 ‘이민’

으로 만들어진 식민지라는 점이다. 1606년 특허장을 얻은 버지니아 회사

(Virginia Company of London)에 의해 북아메리카에 최초로 체계적인 

식민지가 건설되고,17)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지니아 식민지 건설은 

담배재배를 통해 성공했다. 17세기 중반 잉글랜드에서 벌어진 내전

14)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3. 
15)  Ibid., pp. 4-5.

16)  아일랜드 정복은 브리튼 제도 내의 4개 왕국의 통일왕국을 완성한 것으로 
해석한다.

17)  버지니아 식민지 이전에 로아노크 식민지(Roanoke Colony) 등이 
건설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은 본국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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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Civil War)으로 야기된 경제적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투쟁은 

북아메리카로의 이민을 더욱 촉진시켰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세기 

중반까지 북아메리카에는 특허장 식민지, 사유 식민지와 왕령 식민지의 

세 가지 유형의 식민지들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의 경제적 관계를 통해 본격적인 중상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무역과 항해법들을 통해 영국 의회는 

식민지의 산업과 무역에 대해 권위를 행사했는데, 여기서 식민지 산업의 

성장과 제한은 전적으로 영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18세기 

초 식민지 의회들이 법률과 조세에 대한 동의권과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1754년 시작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프랑스와 벌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과 유럽에서 벌인 7년 전쟁으로 프랑스의 영향 아래에 

있던 북아메리카 지역을 영제국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순탄한 영제국의 확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1783년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 식민지가 독립한다.18)

표 1) 북아메리카13개 식민지의 영국계 이민자 변화 1700-1775

기간\
출신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체북부

아일랜드

남부

아일랜드
소계

1700-09 700 200 600 800 1,400 2,300
1710-19 2,200 500 1,200 1,700 2,900 5,600
1720-29 3,700 800 2,100 3,000 5,100 9,600
1730-39 8,100 2,000 4,400 7,400 11,800 21,900
1740-49 12,400 3,100 9,200 9,100 18,300 33,800
1750-59 14,600 3,700 14,200 8,100 22,300 40,600
1760-69 19,700 10,000 21,200 8,500 29,700 59,400
1770-75 11,700 15,000 13,200 3,900 17,100 43,800

합계 73,100
(33.7%)

35,300
(16.3%)

66,100
(30.5%)

42,500
(19.6%)

108,600
(50.0%)

217,000
(100%)

출전: “Table 4.1”, Alexander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53.

이런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확대에서 영국계 식민이민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앞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00년 이후 브리튼 제도에서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 식민지로 이주한 사람은 총 21만7천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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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된다. 이 중 남  북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은 33.7%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잉글랜드 중심의 이주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브리튼 제도 내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제된 아일랜드 출신자들이 

북아메리카로의 이주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립전쟁 시기인 

1780년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의 전체 인구는 3,355,789명이었는데, 

이 중 흑인 인구는 약 17.15%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독립한 

이후인 1790년 전체 인구가 약 393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서 백인 

인구의 약 60.9%가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이고, 스코틀랜드인이 

8.3%, 아일랜드 출신이 9.7%를 차지했다.19) 이를 합치면 78.9%에 

달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일랜드 출신의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앞의 표1)에서 아일랜드계 이민자는 1700년 이후 가장 많은 

이민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인구 구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 

식민지가 철저하게 브리튼 제도 출신의 이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통해 북아메리카에서의 식민이민 

정책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제국은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식민이주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첫 번째 제국 건설의 실패와 함께 18세기 후반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는 유럽의 부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식민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실제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해외 이주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면서 해외 

식민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중상주의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19)  1790년 흑인 인구는 65만에서 70만명 사이로 추정된다. “Series Z 1-19. 
Estimated Population of American Colonies: 1610 to 1780”, “Series Z 
20-23. Percent Distribution of the White Population, by Nationality: 
1790”, U.S. 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Washington D.C., 1975), p.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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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민지에서 노예나 북유럽 출신의 개신교도들의 이주를 통해 그곳의 

자원을 착취하는 동안 자국(브리튼 제도)의 인구는 영국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성취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전반기, 북아메리카로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이런 정치적 기획은 수정되어야만 했는데. 무엇보다도 해외 

이주가 잉글랜드/웨일스보다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스미스(Adam Smith)의 주장20)

을 고려했을 때, 식민지로의 이주는 영국 국내의 경제성장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론적으로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은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가 우선 하나의 통일된 국가(nation)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이 일치할 수는 없었다. 인구감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인구과잉에 대한 두려움이 더 현실적인 것이며, 여기에 미국의 독립 

이후 유럽에 불어닥친 혁명의 열기는 ‘원치 않는 인구(unwanted 

population)’21)를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남태평양으로까지 보내 그곳의 

자원을 개발하도록 만들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화였다. 1770년 쿡(James Cook)의 첫 번째 항해에서 잭슨 항(Port 

Jackson)이라고 명명한 시드니 코브(Sydney Cove)에 유형수들을 

태운 첫 번째 함대가 1788년 도착하면서 유배 식민지(penal colony)

가 건설되었다.22) 영국이 식민지에 죄수들을 보내는 것은 이미 18

20)  스미스는 인구 증가가 국부를 증가시키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로의 이주는 영국 내의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76), p. 49;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5.

21)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체적으로는 
범죄자와 반정부적인 정치범들을 의미한다. Murdoch, British Emigration, 
pp. 5-6.

22)  Cathy Dunn, “26 January 1788 Sydney Cove”, Australian History 
Research, http://www.australianhistoryresearch.info/26-january-1788/ 
(검색일: 2020. 2. 5); 이민경,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Homo Migrans』, vol. 12(2015), 30-31쪽; 
권형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주의 역사」, 권형진  한지은, 『이주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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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반부터 제도화되었고, 독립 이전,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영국 

정부의 죄수 유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음23)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식민지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지였다.24) 미국 독립 이후 유배 식민지로서 

아메리카를 대신할 새로운 식민지가 오스트레일리아였고,25) 시드니에 첫 

번째 유배 식민지가 건설되고, 1803년 반 디멘스 랜드(Van Diemen’s 

Land)에 두 번째 유배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호주가 유배 식민지로 

급부상한 것은 제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과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중간 기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 

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를 보호하고 인도양에서의 항행을 위한 물자를 

공급할 요새와 항구건설이 필요했으며, 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형수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 영제국의 정치적 결정이었다.26)

법과 제도 IV-1. 오스트레일리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8), 8-10쪽.
23)  1751년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American us’라는 필명으로 

펜실베이니아 가제트 지에 영국이 보내는 죄수에 대한 답례로 영국으로 
방울뱀을 수출하자는 제안을 한다.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74.

24)  ‘죄수수송법(Transportation Act)’이 1718년 영국 의회를 통과하고, 1718
년부터 1775년까지 런던의 올드 베일리(Old Bailey) 중앙 형사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인의 ⅔가 식민지 유배형을 받았다. 사형선고는 ⅙
이었다. 이들은 상선에 실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하인으로 판매되었다. 
이런 죄수 유형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었고, 
미국이 독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대부분 남성이었고,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장년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에커치(Roger Ekirch)는 이러한 사실보다 
중요한 점은 죄수들을 식민지로 유배시킨 주목적을 식민지의 이익보다는 
영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제도로서 
식민지 유형이 공공의 불안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James Davie Butler, “British Convicts Shipped to American 
Colonie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2, No. 1(Oxford Uni. 
Press, 1896), pp. 12-33; A. Roger Ekirch, “A Profile of British Convicts 
Transported to the Conlonies, 1718-1775”,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42, No. 2(Williamsburg: Omohundro Institute of Early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1985), pp. 184-200.

25)  물론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북아메리카에 현재의 캐나다에 해당하는 
영국 식민지가 존재했지만, 인구의 대부분이 프랑스계라는 점에서 새로운 
유배식민지로 고려되지 않았다.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73.

26)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에서 누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대체 유배식민지로 
제안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머도크는 쿡 선장의 항해에 동행했던 
뱅크스(Joseph Banks) 경일 것으로 추정한다. Ibid.; Frank G. Clarke, 
임찬빈 역, 『호주의 역사. 유형지에서 공화국전야까지』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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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아메리카까지 6주가 걸린 대서양 횡단 대신 8개월로 늘어난 

오스트레일리아행 유형선의 항해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새로운 

유배식민지로 죄수들을 보냈다. 초기의 유형수들은 대부분 잉글랜드, 

특히 런던 출신이었다. 아일랜드 출신은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고, 

스코틀랜드 출신은 약 5%에 그쳤다.27) 이렇게 시작된 호주의 식민화는 

영제국의 확장이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의 확대와 함께 동반된 식민이주(colonial settlement)

가 진행되어, 호주 인구는 1791년 2,873명으로 증가하고, 반 디멘스 

랜드에 유형선이 도착한 1803년에는 7,238명까지 증가했다.28) 호주로 

보내지는 죄수 중에는 의회 개혁을 주장했던 1793년의 ‘스코틀랜드의 

열사들(Scottish martyrs)’과 1798년과 1803년의 아일랜드 

반란자들, 캐나다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영국에 반란을 꾀한 정치범들이 

포함되었으며, 인도에서 보내지는 군범죄자들과 서인도제도의 반란 

노예들도 포함되었다.29) 이들은 일반 중범죄자들과 함께 ‘원치 않는 인구’

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영제국의 신민이었다.

1995), 53-56쪽.
27)  스코틀랜드 출신이 적은 것은 스코틀랜드 법정이 정치적 이유로 죄수의 

수송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75.

28)  1788년 첫 번째 죄수 수송선단은 11척, 1790년 6척, 1791년에는 11척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수송선단으로 호주에 도착한 인원은 선원을 제외하고 
죄수와 군인 및 가족 등을 포함해 1,03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790년에는 
대략 550명, 1791년에는 1000여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3년간 
호주 인구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8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역사통계자료에 의하면, 호주 인구는 1788년 859명, 1789
년 645명, 1790년 2,056명, 그리고 1791년 2,873명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런 
통계에서 남녀구분, 유형수의 숫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형수의 비중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ble 1. Population by sex, states and territories, 31 December, 1788 
onwards”, Australian historical population statistics, 2006, http://www.
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3105.0.65.0012006?Ope
nDocument (검색일: 2020. 1. 5)

29)  Victoria Mence  Simone Gangell  Ryan Tebb, A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Managing Migration to Australia. Managing Migration to 
Australia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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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화는 1830년대 초반까지 주로 뉴 사우스 

웨일스와 반 디멘스 랜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호주의 역사통계자료에 

의하면, 1828년까지 대부분 영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럽인의 정착은 뉴 

사우스 웨일스와 반 디멘스 랜드 두 지역으로 국한되며, 각각 40,069

명과 18,128명이었다. 1829년에 퍼스에 새로운 식민지가 건설되면서 

현재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1천여 명가량의 인구가 정착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영역을 넓혀갔다.30) 그리고 19세기 전반기에 

토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을 가진 자유민들의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토지 소유가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영국 사회의 전통과 

1820년대 영국 정부가 토지제공을 통해 호주로의 자유이민을 장려한 

것이 이민을 촉진 시켰지만, 이러한 자유 이민정책은 토지를 개발할 

충분한 자본과 유형수를 고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31) 1832년 식민청(Colonial Office)

과 뉴 사우스 웨일스 정부가 토지매각을 통해 마련된 재정으로 이민자, 

특히 남녀성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 여성 이민자과 장인과 

농업노동자들에게 이주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자유이민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32) 그 결과 185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는 백만 명을 

넘어섰다.33)

3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ble 1. Population by sex, states and 
territories, 31 December, 1788 onwards”.

31)  James Jupp, ed., The Australian people: an encyclopaedia of the nation, 
its people and their origins (Melbourn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39-41; Victoria Mence  Simone Gangell  Ryan Tebb, A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p. 5.

32)  영국 정부와 식민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호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이주자들과 달리 상당 액수의 이주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이주자 모집을 위해 식민청과 식민지 정부는 영국의 주요 항구도시에 
이주민 모집대리인을 두고 이민자 모집을 위한 홍보와 이민수속을 제공해 
많은 이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집한 이민 희망자들에 젊은 미혼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Murdoch, British Emigration, pp. 75-76.

33)  역사적 통계에 의하면, 1858년 인구는 1,050,828명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1788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애버리지니(Aborigine)의 추정인구를 
넘어선 것이었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ble 1. Population by 
sex, states and territories, 31 December, 1788 onwards”; 권형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주의 역사」,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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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민정책의 변화에는 웨이크필드(Edward G. Wakefield)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정책 개혁주의자(Colonial Reformers)들의 역할이 

중요했다.34) 이들은 1830년 전국식민협회(National Colonization 

Society)라는 민간단체를 결성해 토지판매를 통한 재정확보와 이민 

노동자의 무료수송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여 정부의 식민정책이 

변화하는 데 기여했다.35)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변화된 식민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회사를 설립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체계적인 식민론을 

실현하고자 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토지회사(South Australian 

Land Company),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협회(South Australian 

Association) 등을 설립해 183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성과는 거둘 수 없었다.36) 

웨이크필드는 호주에서의 실패에 멈추지 않고 1839년 뉴질랜드 회사

(New Zealand Company)를 설립해 뉴질랜드의 초기 식민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37)

19세기 중반 호주 인구의 증가를 주도한 지원금을 받는 이민(assisted 

34)  체계적인 식민주의자(Systematic Colonizer)라고도 불리는 웨이크필드는 
1826년 정치적 출세를 위해 터너(Ellen Turner)라는 15살짜리 소녀를 
유인해 결혼하고 도주했다가 다음 해 체포되어 사기와 유괴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런던의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된 웨이크필드는 “시드니에서 온 
편지(Letters from Sydney)”라는 제목의 글을 모닝 클로니클(Morning 
Chronicle)지에 연재했다. Miles Fairburn, “Story: Wakefield, Edward 
Gibbon”,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
govt.nz/en/biographies/1w4/ wakefield-edward-gibbon?source=inline 
(검색일: 2020. 2. 5);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 
웨이크필드파의 식민지 건설사업과 그에 대한 영국정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서양사론』, vol 29(1988), 205-242쪽;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서양사론』, vol 38(1992), 87-115쪽; 
이태숙, 「E. G. 웨이크필드와 식민체계화 운동 1829-1850 - 웨이크필드파 
식민운동의 사상적 기반」, 『서양사론』, vol 27(1986), 73-108쪽, 특히, 
웨이크필드의 체계적 식민론의 내용은 76-78쪽을 참조하라.

35)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208쪽.
36)  이태숙, 같은 논문, 211-221쪽.
37)  뉴질랜드 식민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태숙, 같은 논문, 230쪽;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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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grantion)도 본질적으로는 죄수들을 보냈던 이유인 ‘원치 않는 인구’

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범죄와 함께 사회 불안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빈곤(계층)의 감소가 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38) 영국 

정부와 식민지 정부의 이민 지원정책 중 뉴 사우스 웨일스의 지원정책은 

재정위기로 1842년과 1843년 사이 중단되었다. 반면 호주 이민정책에 

대해 런던의 식민지 토지와 이민위원회(Colonial Land and Emigration 

Commission)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1840년 위원회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모집 총책임관(Agent-General for Australia)을 교체하고 식민청의 

이민지원책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민 지원정책에 대한 식민지 

정부의 영향력은 감소했지만, 1850년대와 1860년대 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스 인구에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주한 이민자(이하 

지원이민자)의 숫자가 유형수로 온 인구를 넘어서게 되면서 호주의 

식민이민의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여기에 지원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호주로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호주 

인구에서 자유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39)

19세기 중반까지 자유 이민지원정책에서 식민지 정부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영국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영제국의 식민이민 

정책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국가주도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식민화 과정에 국가의 

개입 또는 간섭이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원주민 학살을 통해40) 

38)  Marjory Harper, “British Migration and the Peopling of the Empire”, 
Andrew Porter ed., The Oxford History of British Empire. Vol. Ⅲ: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9), p. 
78.

39)  Murdoch, British Emigration, p. 76.

40)  1833년 일어난 예이건(Yagan) 사건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원주민 학살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핀자라 대학살(Pinjarra 
massacre)로 불리는 80명의 눈가족(Noongar)을 학살로 이어진다. 이밖에도 
태즈메이니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정부에 의해 조직적인 원주민 
절멸정책이 실시되어 1876년에 가면 한 명의 원주민도 남지 않을 정도였다. 
Neville Green, “Aborigines and White Settlers in the Nineteenth 
Century”, Tom Stannage, ed., A New History of Wester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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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오스트레일리아 식민화 정책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41) 호주의 원주민 인구는 최저치로 추산해서, 1788년 

314,500명에서 1871년 155,285명으로, 1901년에는 94,564명으로 

급감했다.42)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죄수 유배는 

1840년 뉴 사우스 웨일스를 시작으로, 1853년 태즈메이니아, 그리고 

1868년 빅토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마지막으로 종식되었다.43) 

죄수유배의 종식은 자유이민 지원정책을 통해 ‘원치않는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은 점과 동시에 식민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수유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인구 구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850년대 말 백만 명 이상의 인구에서 영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44)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발적 이민의 

증가는 1851년 뉴 사우스 웨일스의 베서스트(Bathurst) 인근에서 대규모 

(Western Australia: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ress, 1981), pp. 
84-87; “Aboriginal warrior's final resting place”, ABC News, 2010. 6. 
3, http://www.abc.net.au/news/2010-06-03/aboriginal-warriors-final-
resting-place/851812 (검색일: 2018. 2. 5.); 장예나,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Homo 
Migrans』, vol. 17(2017), 40-43쪽.

41)  애버리지니에 대한 학살과 차별은 1939년의 원주민 동화정책(New Deal 
for Aborigines)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민경,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27-28쪽.

42)  원주민 인구는 1947년 87,000명을 기록하면서 이전의 통계인 1933년의 
73,828명을 넘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ble 8.  Minimum estimates of the Indigenous population, states and 
territories, 1788-1971”, Australian historical population statistics, 
2006,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 
3105.0.65.0012006?OpenDocument (검색일: 2020. 2. 5)

43)  1787년부터 1868년까지 약 166,000명의 죄수들이 호주로 보내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홈페이지 “Australian Convict Sites”, http://whc.
unesco.org/en/list/ 1306 (검색일: 2020. 2. 5.)

44)  1850년 이전 비영국계 이민자는 매우 적었다. 영제국의 식민지 중에서 
1839년 1,283명의 인도 출신 계약노동자가 들어와 111명의 목축업자에게 
공급되었다. 정확한 숫자가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인 노동자(coolies)
도 많지 않았는데, 1849년 270명의 중국인이 뉴사우스웨일스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52년 중국인 인구는 대략 1,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Year Book Australia, 1925, http://www.
abs.gov.au/ausstats/abs@.nsf/ featurearticlesbytitle/4A6A63F3D85F7
770CA2569DE00200137?OpenDocument (검색일: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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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맥이 발견되고, 빅토리아의 밸러랫(Ballarat)과 밴디고(Bendigo)에서 

더 큰 금맥이 발견되면서 불어닥친 골드러시 때문이었다.45) 1850년까지 

공식적인 인구통계조차 없던 빅토리아의 인구가 1851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1854년이 되면 가장 인구가 많은 뉴 사우스 웨일스를 넘어섰다.46) 

1851년과 1860년 사이 골드러시 이민자는 대략 6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영국 출신이 약 81%를, 기타 유럽지역이 약 10%, 중국인이 약 7%, 

나머지는 미국 출신 이민자들이 차지했다.47)

19세기 중반의 골드러시 이후 호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1858

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876년 200만 명 선을 넘어서고 1889년이 

되면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자유 

이민자의 대량유입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유이민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의 이민은 철저히 제한되었는데, 이미 

뉴 사우스 웨일스는 중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고, 빅토리아 

식민지도 1855년 중국인이민법(Chinese Immigration Act)을 제정해 

중국인의 이민을 엄격히 제한했다. 식민자치정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1850년대 이후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 대부분은 영국계가 주류를 

이뤘고, 비유럽계 특히 중국인의 이민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었다. 1861

년 뉴 사우스 웨일스 정부가 중국인 이민제한법(Chinese Immigration 

Restriction Act)을 제정해 중국인 이민을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 

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스의 중국인 이민제한법률들은 1867년 

45)  Robert Coupe, Australia's Gold Rushes (Wahroonga: New Holland 
Books, 2000), pp. 22 23.

46)  뉴 사우스 웨일스가 빅토리아의 인구를 다시 따라잡은 것은 골드러시가 
끝나고 경기침체가 온 1892년에 가서야 가능해지고, 두 자치 식민지의 
인구는 전체 호주 인구의 71.1%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ble 1. Population by sex, states and territories, 31 
December, 1788 onwards”.

연도 1850 1851 1852 1853 1854 1868 1892
뉴사우스웨일스 266,900 197,265 204,656 224,324 241,813 462,529 1,183.157

빅토리아 - 97,489 168,321 222,436 347,305 671,324 1,168,747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405,356 437,665 513,769 600,992 694,917 1,539,552 3,305,753

47)  James Jupp, ed., The Australian people,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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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폐지되었지만, 1880년과 1881년 뉴 사우스 웨일스 정부의 주도로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열린 식민지연합회의(Intercolonial Conference)

를 계기로 태즈메이니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에서 공동으로 중국인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48) 이는 1903년 등장한 

백호주의 정책의 근간이 되는 1901년의 이민제한법으로 이어진다.49)

아메리카 식민지를 상실하고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새로운 

대체식민지를 건설한다. 이것은 ‘브리튼 사상’에서 출발한 영제국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기 동안 

죄수들의 유형지로서 시작된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는 1850년대 

이후 골드러시와 자유이민자들의 증가를 통해 확대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형성된 자치식민지들이 개별자치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치식민지들 간에 각자도생의 심각한 경쟁 상태에 

내몰리고, 자연스럽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방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변화했다. 연방정부의 구성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는 영제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50) 1901년의 이민제한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 자치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으로서 만들어낸 

공동의 결과물이었다. 그해 호주의 인구는 약 363만 명(남: 약 187만, 

여: 약 176만 명)으로 증가했고, 그 대부분은 영국계 이민자 또는 그 

후손이었다. 

48)  Common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 Official Year Book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1925 (Melbourne: Common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 1925), pp. 951-952.

49)  이민제한법과 함께 1901년의 “태평양제도출신노동자법(Pacific Island 
Labourers Act)”와 1903년의 “국적취득법(Naturalization Act)”이 
제도적으로 비유럽계 이주민의 강제송환과 유입제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민경,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28쪽; 권형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주의 역사」, 22-23쪽.

50)  오스트레일리아 자치식민지들의 경쟁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세기 후반까지 각각의 자치식민지가 각기 다른 규격으로 철도를 부설하고, 
보호관세를 설치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1884년 독일이 북뉴기니에 
식민지를 설치할 때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내에서의 불화를 확대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권형진, 같은 논문,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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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새를 띤다. 다음의 표2)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유럽계 또는 아메리카 이외 지역 출신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기독교 인구는 20세기 초반인 1901년에 전체 인구의 약 3.9%, 

그리고 1911년에는 약 4.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영제국의 

본체인 영국계로 추정될 수 있는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잉글랜드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국교회(Church 

of England) 신자가 1901년과 1911년 각각 전체 인구의 약 41.3%

와 4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일부 스코틀랜드인이 포함되지만, 

아일랜드인이 주를 이루는 가톨릭 인구가 각각 약 22.5%와 20.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잉글랜드인과 웨일스인, 그리고 스코틀랜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리교와 장로교 인구를 합치면, 

그 비율은 각각 약 90.4%와 83.9%를 차지한다. 19세기에 ‘또 하나의 

아메리카(another America)’ 오스트레일리아가 ‘새로운 아메리카(new 

America)’로 묘사되었다는 사실51)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의 실패 이후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죄수의 유배, 

원주민의 학살과 중국인 이민 제한이라는 인종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영제국의 식민지로 발전했다.52)  

표 2) 1901년과 1911년 종교별·성별 인구 현황

종교/파
남성 여성 합계

1901 1911 1901 1911 1901 1911
로마 가톨릭 433,504 465,803 417,116 455,622 850,620 921,425

51)  이밖에도 ‘남쪽의 아메리카(the America of the South)’, ‘미래의 아메리카
(the Future America)’, ‘조잡한 미국의 모조(a humble imitation of the 
United States), ’지구 다른 쪽의 거대 아메리카(great America on the other 
side the sphere)’, ‘오스트레일리아 합중국(the United Stetes of australia) 
등으로 불렸다. Murdoch, British Emigration, pp. 79-80.

52)  이동일은 영국의 정체성(British Identity)의 중요한 네 영역으로 종교,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제도, 영어문화의 전통, 사상으로 구분해 그 영속성과 
순응성을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그가 말하는 영국의 정체성은 본고에서 ‘
영제국의 정체성(Britishness)’라는 표현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1)에서 종교적 정체성은 곧 이동일이 말한 종교, 사상, 
그리고 영어문화의 전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민주의의 
전통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치식민지와 이후 자치 정부의 정치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동일, 「영국의 정체성: 연속성과 순응성의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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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교회 783,413 884,634 714,163 825,809 1,497,576 1,710,443
감리교 251,611 269,641 252,490 278,165 504,101 547,806

장로교 221,601 289,591 204,504 268,745 426,105 558,336

기타* 176,944 275,387 171,103 261,017 348,047 536,404

기독교인구 1,867,073 2,185,056 1,759,376 2,089,358 3,626,449 4,274,414

비기독교인구 110,855 127,979 36,497 32,612 147,352 180,591

전체 인구 1,977,928 2,313,035 1,795,873 2,141,970 3,773,801 4,455,005

 * 기타에는 그리스 정교, 기타 정교회, 침례교, 그리스도교회, 칼뱅파 조합교회, 

루터교회, 구세군, 제7 안식일교회, 유니테리안교회 및 기타 개신교와 다른 

기독교 종파를 포함한다.

출전: Table “Population of Australia, Censuses of 1901, 1911, and 1921, 

according to Religion and Sex,” Year Book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1925, p. 935.

Ⅲ. 뉴질랜드 식민지 건설과 이민

1. 식민지 이전 시기의 이민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서 본격적인 식민이주가 진행된 1850년대 

유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가 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잊혀진 섬이었다.53) 쿡 선장의 탐사 이후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바다표범 사냥꾼들이 1792년 기름과 모피를 위해 더스키 

사운드(Dusky Sound)에 11개월 동안 머문 것이 첫 번째 유럽인의 

53)  뉴질랜드는 1642년 12월 네덜란드의 항해사 타스만(Abel Janszoon 
Tasman)에 의해 처음 유럽에 알려졌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잊혔다. 
뉴질랜드가 유럽에 다시 알려진 것은 쿡 선장의 1769년 탐험보고서가 
출간되면서였다. “Tasman, Abel Janszoon(ca. 1602-ca. 1659)”, Janine 
Hayward  Richard Shaw, Historical Dictionary of New Zealand (Lanham  
Boulder  New York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6), pp. 309-
310; James Cook, A Voyage Towards the South Pole and Round the 
World, Volume 1 (London, 1777) http://www.gutenberg.org/cache/
epub/15777/pg15777-images.html; James Cook, A Voyage Towards 
the South Pole and Round the World, Volume 2 (London, 1777) http://
www.gutenberg.org/cache/epub/15869/pg15869-images.html (검색일: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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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착(?)이었다. 뒤를 이어 선박 마스트 기둥 목재를 찾아 

벌목꾼들과 식량과 물을 공급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포경선들이 1790

년대에 뉴질랜드에 들어왔다. 이들을 중심으로 정착지가 형성되었고, 

벌목업자들이 그 중심이 되었다. 1816년 뉴질랜드에서 벌목한 목재가 

시드니로 수출되면서 영구정착지가 만들어졌다.54) 포경산업과 관련한 

정착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820년대 말 뉴질랜드 해안선을 따라 

연안 포경이 활기를 띠면서 남섬의 포보해협(Foveaux Strait)에서 북섬 

북단의 이스트 곶(East Cape) 사이에 연안 포경기지들이 설치되었다.55) 

바다표범 사냥꾼, 벌목업자와 포경산업에 의한 초기 정착은 성격상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 외에 호주에서 탈주한 유형수들 중 상당수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30년 말 대략 150명에서 200명의 도망 

선원들과 탈주 유형수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당시 유럽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이었다.56) 이렇게 뉴질랜드의 

유럽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오리족과의 접촉이 늘어났다. 

포경선에 사용되는 밧줄의 원료가 되는 아마가 북섬의 마오리족에 

의해 재배되고, 마오리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오리 

여성들과 결혼해 동화한 사람들이 나왔다. ‘파케하 마오리(PākehāMāori)’

로 불리는 이들은 유럽인들과 마오리족의 교역을 중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57) 19세기 초 유럽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원주민 인구가 

54)  Jock Phillip, “Chapter 1: The first British arrivals, 1769-1839”, p. 1. 
https://nzhistory.govt.nz/culture/home-away-from-home/sources 
(검색일: 2020. 2. 10)

55)  1830년대 15개 시드니 포경회사가 이 지역에 22개의 연안 포경기지를 
설치했다. E. J. Tapp, Early New Zeland: A Dependency of New South 
Wales, 1788-1811 (Melbourne Uni. Press, 1959), p. 57.

56)  British parliamentary papers: Colonies New Zealand, 1 (Shannon: Irish 
University Press, 1968), p. 38.

57)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1. Early years”,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 “Cultural go-
betweens”,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
govt.nz/en/cultural-go-betweens/page-2?source=inline (검색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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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무엇보다도 유럽 상인들을 통해 들어온 

머스킷 소총과 감자가 원인이 된 1818년 이후 15년간 치러진 머스킷/

포테이토 전쟁으로 부족 간 전쟁이 극에 달했고, 이 전쟁으로 마오리 

인구는 25% 정도 감소했다.58)

공식적인 식민화 이전에 뉴질랜드로 이주한 사람 중에는 선교사들이 

있었다. 1814년 국교회 목사인 매스던(Samuel Marsden)이 북섬의 

랑기호우아(Rangihoua)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고, 1823년이 되면 이 

지역에 3개의 선교회가 설치되었다. 황가로아(Whangaroa)에 감리교 

선교회도 만들어졌다. 마오리인들에 대한 초기 선교활동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데, 기독교의 교리나 내용을 마오리인들에게 설명하고 

개종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1827년이 되면 랑기호우아, 

케리케리(Kerikei), 파이히아(Paihia) 지역에 단 3개의 선교원만이 남고, 

성인 20명과 40명의 어린이가 자급자족의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곤란을 겪었다.59) 이런 가운데 1820년대 말이 되면서 뉴질랜드의 

유럽이주민들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주로 원양 포경선들이 

보급과 휴식 및 정비를 위해 카로라레카 만에 모여들면서 소매업자들, 

럼주 판매상들과 매춘업자들이 함께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30년부터 새로운 감리교와 가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60) 

이와같이 식민화 이전의 뉴질랜드는 종교적 열정에서건 포경업과 그들을 

따라 들어 온 상인과 술집, 매춘업자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소규모 

정착지에 모여 사는 유럽인들에게는 잊혀진 오지였다. 

2. 10)

58)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채텀 제도의 모리오리족(Moriori)에 대한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침입과 뉴질랜드 내 마오리 인구의 감소는 머스킷 
소총과 전투 식량 및 잔류 가족의 식량인 감자를 가진 부족의 침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Jared Diamond,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2008), 77-78쪽, 371-372쪽, 658-660쪽.

59)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1. Early years”..
60)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2. A growing settlement: 18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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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회사의 활동과 초기 식민화 과정

1830년대 중반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유럽에 

소개되었던 뉴질랜드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는 데는 웨이크필드의 역할이 

컸다. 1829년 옥중에서 연재한 “시드니에서 온 편지”라는 글에서 

웨이크필드는 범법자들의 유형지로 개척되는 정부의 식민지 개척정책이 

신식민지에서의 범죄와 빈곤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식민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이주를 원하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일정액의 정착 신청금을 받고 이들에게 현지의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이 식민지 개척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61) 

웨이크필드의 조직적인 식민화이론은 1831년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주와 아프리카 남부의 케이프콜로니(Cape Colony)의 식민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남오스트레일리아지역에서 범죄자 정착금지와 일반인의 

유료이민 개념을 제도화한 1834년의 남오스트레일리아법(South 

Australian Act of 1834)의 제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62)

그러나 호주에서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웨이크필드는 새로운 식민대상지로 뉴질랜드를 정하고,63) 1837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협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질랜드협회(New 

Zealand Association)를 설립했다. 과거 식민청과의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서 수상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식민청 장관과 협의하라는 것이었다. 6월에 국왕 윌리엄 

61)  이태숙, 「E. G. 웨이크필드와 식민체계화 운동 1829-1850」; 이태숙, 「19
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Miles Fairburn, “Story: Wakefield, Edward 
Gibbon”.

62)  양승윤 외, 『호주  뉴질랜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6), 331
쪽.

63)  웨이크필드는 뉴질랜드 식민계획이 시작된 것은 1836년 하원의 식민지 
토지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뉴질랜드협회의 결성을 
의논했다는 것이다.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221-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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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가 사망하고 의회가 휴회하면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던 협회의 

활동은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던 추진력을 상실했다.64) 법률제정을 통한 

방법이 실패하자, 웨이크필드는 특허장 획득을 통한 식민화의 방법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1839년 5월 뉴질랜드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이주민정착사업을 시작했다. 특허장도 받지 않고, 심지어 토지매입에 

대한 정부의 토지소유권 인정에 대한 보장도 없이, 웨이크필드는 

마오리인들에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위해 1839년 5월 

동생 윌리엄(William Wakefield)에게 탐사선 토리(Tory)호를 이끌고 

뉴질랜드로 보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뉴질랜드의 식민화를 공식화하면서 웨이크필드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두 번째 탐사선을 급파하고 식민청과의 협상을 계속해 

나갔으나, 정부는 뉴질랜드회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65) 

이와 같은 정부의 무시에도 웨이크필드는 뉴질랜드회사를 통해 1840년 

북섬의 웰링턴과 남섬의 넬슨 지역을 개척하고, 1841년에는 자회사인 

플리머스사를 통해 뉴플리머스 지역을 개척했다. 뉴질랜드회사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은 다시 이 토지를 이주자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뉴질랜드로 이주한 사람들이 제1세대 유럽계 이주민이 

되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웨이크필드 형제의 ‘불법적인’ 토지판매는 

이후 1845년부터 1850년까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휩싸였고, 결국 

뉴질랜드회사는 어렵사리 획득한 특허장을 반납하고 해체되었다.66)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웨이크필드의 뉴질랜드회사는 초기 

뉴질랜드식민지의 이주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840년 약 

64)  협회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뉴질랜드 식민위임단의 구성을 적극 홍보했으나, 
뉴질랜드에 이미 선교사를 보낸 선교협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남태평양의 무역업자들과 포경산업을 끌어들여 가까스로 성사시킨 “
뉴질랜드의 영국인 정착지에서의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법안”도 1838년  6 월 
의 회 에 서  부 결 되 었 다 .  이 태 숙 ,  같 은  논 문 ,  2 2 3 - 2 3 0 쪽 ;  이 태 숙 ,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88-90쪽.

65)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231-233쪽;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91-92쪽.

66)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236-238쪽;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9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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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의 이민자를 시작으로 1852년까지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한 

18,000여 명의 이민자 중 14,000여 명이 뉴질랜드회사와 그 자회사를 

통해 들어왔다. 1852년 뉴질랜드의 유럽계 인구가 약 28,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뉴질랜드회사 이민자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67) 또한 식민화 초기에 웨이크필드가 설립한 

뉴질랜드회사의 사례는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 자본주의의 특징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원주민들에게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본국에서 

실현하기 힘든 지주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되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럽의 빈민들을 이주시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웨이크필드의 

체계적 식민화정책이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주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68) 뉴질랜드회사가 주도하는 

식민화 정책이 실현되었다면,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할 노동력 공급처가 

영국 또는 브리튼 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웨이크필드의 식민계획은 뉴질랜드에서도 

실패했다. 다만, 뉴질랜드회사의 활동으로 뉴질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의 진출을 차단하고 영국의 뉴질랜드 식민화를 촉진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69)

웨이크필드의 민간주도 식민화 정책 대신 영제국은 1839년 말 깁스경

(Sir George Gipps)을 뉴 사우스 웨일스 총독으로 임명하고, 특허장

(Letters patent)을 발행해 뉴질랜드를 뉴 사우스 웨일스의 부속령으로 

포함시켰다.70) 그리고 1840년 2월 4일 영국 대표 홉슨(William 

Hobson)과 40여 명의 마오리 족장들 사이에 뉴질랜드를 영국 식민지에 

67)  Parliamentary Library, “Immigration chronology: selected events 
1840-2008”,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Paper 2008/01, 2008, pp. 
1-2; 초기 이민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104-109쪽을 참조하라.

68)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239-240쪽;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110-113쪽.

69)  이러한 주장은 현재 대부분 부정되고 있다. Miles Fairburn, “Story: 
Wakefield, Edward Gibbon”.

70)  https://nzhistory.govt.nz/politics/history-of-the-governor-general/
crown-colony-era (검색일: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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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시키는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71)이 체결되고, 1841

년 5월 뉴질랜드는 영제국의 왕령 식민지(Crown Colony)가 되었다.72) 

1839년까지 뉴질랜드 인구에서 마오리인을 제외한 인구는 대략 2천 명을 

넘지 않았다.73) 뉴질랜드회사에 의해 1850년대 초까지 유럽계 이민자가 

들어오고 초기 정착지가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인구가 증가해, 1858년 말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115,461명으로 증가했고, 마오리 인구는 56,049

명으로 전체의 약 48.5%를 차지했다.74)

이런 인구변화를 통해 뉴질랜드회사의 이민사업을 촉매로 해서 1850

년대에 뉴질랜드로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국제 이민자 연구에서 중요한 코넬대학의 통계학자 

윌콕스(Walter F. Willcox)의 자료집75)에 의하면, 19세기 전반기의 

국제 이주는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였다. 이 시기 유럽에서 브리튼 제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이민 송출국이었고, 목적지는 캐나다, 

미국, 브라질과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였다.76) 이 시기 유럽인들의 해외 

이주는 정부의 정책 또는 국가주도의 사업이 아닌 이주자의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자발적인 이민이 주를 이뤘다. 19세기 전반기 가장 많은 

해외이민자를 배출한 국가는 영국과 독일이었다.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스위스에서도 많은 이민자가 나왔지만, 절대 수치는 이들 국가와 비교가 

71)  https://nzhistory.govt.nz/the-treaty-of-waitangi-is-signed (검색일: 
2020. 1. 13)

72)  https://nzhistory.govt.nz/politics/history-of-the-governor-general/
crown-colony-era (검색일: 2020. 1. 13)

73)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74)  유럽계 인구는 1852년 약 28,000명에서 59,412명으로 증가해, 약 31,400

명 증가했다. “Historical population estimates tables”, http://archive.
stats.govt.nz/browse_for_stats/population/ estimates_and_projections/
historical-population-tables.aspx (검색일: 2020. 2. 10)

75)  Walter F. Willcox, ed., International Migrations, Volume I: Statistic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1929); Walter 
F. Willcox, ed., International Migrations, Volume II: Interpretation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31).

76)  Walter F. Willcox, ed., International Migrations, Volume I: Statistics,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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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의 자발적 이민의 특징은 인종  언어  종교  

제도가 출신국(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정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850

년경까지 유럽인의 해외 이민에서 유럽 각국의 상황이 결정적이었는데, 

한 개인이 해외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사회(국가)

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were driven 

to)’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77)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들의 

정착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주민들과 마오리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뉴질랜드회사가 1843

년 넬슨 지역에서 마오리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착지를 만들면서 

1843년 6월 발생한 와이라우 충돌사건(Wairau affray)을 시작으로 

영국이 군대를 투입한 1845년 3월부터 1846년 1월까지 북섬에서 

발생한 북부 전쟁(northern war) 또는 깃대 전쟁(Flagstaff war)과 1846

년부터 1848년까지 진행된 웰링턴과 왕가누이(Whanganui) 전쟁을 통해 

마오리인들의 저항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78) 1840년대 마오리와의 

전쟁에서 영제국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많은 병력을 

파견할 수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와 함께 19세기 초 유럽 

상인들을 통해 구입한 머스킷 총으로 무장한 마오리전사들이 게릴라전과 

유사한 전투 방식으로 영국군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레이(Sir 

George Grey) 총독은 1848년 초 마오리인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79) 마오리인들과의 불안한 평화협정으로 1850년대는 

77)  Ibld., pp. 82-83.

78)  와이라우 사건과 북부 전쟁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는 그리 큰 편은 아니었다. 
와이라우 사건으로 약 26명이 사망했으며, 북부 전쟁 기간동안 영국과 
마오리 측은 각각 약 25명과 약 50명의 사망자를 냈다. 북부 전쟁 이후 
마오리인들은 영국군과 직접 교전하는 것을 피하고 정착지 또는 이민자들의 
농장을 급습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전체적으로 양측의 피해는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Danny Keenan, “New Zealand 
wars”,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
govt.nz/en/new-zealand-wars (검색일: 2020. 2. 10)

79)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영제국이 뉴질랜드에 파견한 군대에도 문제가 있었다. 
영제국이 정예부대를 파견하는 대신 아일랜드 출신의 노병들로 구성된 
부대를 파견했고, 이는 마오리와의 전쟁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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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식민화가 진행될 수 있었고,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가 새로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

다음의 표 3)은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영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식민정부를 구성하고 마오리인들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초기 식민화 

정책이 성과(?)를 낸 1860년 말의 인구 구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분산된 

농장들이 주를 이뤘지만, 오클랜드와 웰링턴, 넬슨, 캔터베리, 오타고 

지역은 이미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발전했으며, 새롭게 

호크스베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스튜어트 섬에도 유럽계 

인구가 거주하기 시작했다. 민간인 인구가 이미 마오리인구보다 많다는 

사실 이외에도 민간인 인구의 약 5.4%에 달하는 3,600여 명의 군병력의 

주둔은 두 가지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첫째, 뉴질랜드가 

명실상부한 영제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영제국 주둔 

병력의 수가 마오리 남성인구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인구 구성을 통해 마오리와의 전쟁에서 영제국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는 뉴질랜드 주둔부대의 역할이 

정착지의 보호와 수비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표 3) 1860년 12월 뉴질랜드 인구 현황(단위:명)

남성 여성 합계

지역별 인구

오클랜드 13,406 10,326 23,732
타라나키 944 295 1,239
웰링턴 7,991 5,846 13,837
호크스베이 1,647 704 2,351
넬슨(말버로 포함) 6,626 5,374 12,000
캔터베리 8,895 6,475 15,370
오타고 7,449 5,242 12,691
스튜어트 섬 31 22 53

소계 46,989 34,284 81,273
민간인 합계* 45,341 34,284 79,625

주둔군 병력
장교와 사병** 3,600 - -
여성과 소녀 - 694 -

소계  3,600 694 4,294

다른 이유가 되었다. James Cowan, The New Zealand Wars. A History 
of the Maori Campaigns and the Pioneering Period. Vol. I (1845-64) 
(Wellington: R. E. Owen, 1955),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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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 인구 48,941 34,978 83,919

마오리 인구*** 31,298 23,898 55,275

전체 인구 80,239 58,876 139,194

*) 중복 집계된 인원 1,648명을 뺀 인구

**) 소년 322명 포함

***) 합계에는 성별 구분 안 된 79명 포함 

출전) “No. 1. Table showing the estimated european population of New 

Zealand, in December 1860”, Statistics of New Zealand for 1860.

이러한 인구증가를 통해 뉴질랜드가 영제국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식민지로 발전했는가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출생지와 

종교를 통해, 외형적으로 영제국의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구 구성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858년 말,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유럽계 인구 중 39.94%가 잉글랜드 출생이었고, 

7.68%가 아일랜드, 13.45%가 스코틀랜드 출생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전체의 31.49%, 호주 출생자는 2.37%였다. 이에 반해 

다른 영제국 식민지 출생은 2.09%, 미국 0.52%, 프랑스 0.29%, 독일 

0.78%, 기타 지역이 1%를 차지했다.80) 이를 단순 합산했을 때, 영국 

출신이 61.07%를 차지한다. 여기에 부모가 대부분 영국계로 추정할 

수 있는 뉴질랜드 출생자를 더하면 그 비율은 92.56%가 된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인구의 70%가량이 이민 1세대에 속한다는 점이다. 인구 

대부분이 영국계로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뉴질랜드 인구의 

종파별 비율이다. 1858년 말, 뉴질랜드 인구의 약 51.4%가 국교회 

신자였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의 비율은 19.4%를 차지했고, 감리교도가 

10%, 회중교도가 2.2%였고, 가톨릭 신자는 11.1%를 차지했다. 그밖에 

침례교, 루터교, 퀘이커교가 각각 2.1%, 0.7%, 0.1%를 차지한다. 그 외에 

유대교도가 0.2%, 기타 종교가 2.6%를 차지한다.81) 이를 통해 인구의 약 

94% 이상이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밀접한 관련이 

80)  “Places of Birth”, Statistics of New Zealand for 1860, https://www3.
stats.govt.nz/ historic_publications/ 1860-statistics-nz/1860-
statistics-nz.html (검색일: 2020. 2. 11)

81)  “Religious Denominations”, Statistics of New Zealand for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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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영제국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종 및 출신 국가에서 뉴질랜드 인구는 영국 통일왕국(United 

Kingdom)의 백인 인구가 중심이 된 식민지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구성과 

종교적 분포에 영어라는 언어적 요소를 고려하면 영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에 이식된 영제국의 

제도는 뉴질랜드 식민지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1860년 출신지별 이민자 증감 변화(단위:명)

출신 지역 연령 및 성구분 유입 이민 유출 이민 이민 증감

영국

성인
남성 3,196 133 3,063

여성 1,954 72 1,882

아동
남성 913 51 862

여성 866 50 816

소계 6,929 306 6,623

오스트레일리아

성인
남성 1,049 1,713 -664

여성 373 411 -38

아동
남성 163 173 -10

여성 153 157 -4

소계 1,738 2,454 -716

영국 식민지

성인
남성 71 0 71

여성 69 0 69

아동
남성 46 0 46

여성 56 0 56

소계 242 0 242

외국

성인
남성 22 67 -45

여성 4 18 -14

아동
남성 0 12 -12

여성 2 14 -12

소계 26 111 -85

합계 8,935 2,871 6,064

출전) “No. 2. Table showing the Immigration and Emigration to and from 

New Zealand, during the year 1860”, Statistics of New Zealand for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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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1860년 인구 통계 이후 뉴질랜드 이민에서 중요한 이주 동인을 

제공한 것은 금맥의 발견이었다. 남섬 북단 넬슨의 아오레레(Aorere)

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1857년과 1859년 사이에 약 2천여 명이 금을 찾아 

몰려든 것을 시작으로, 1861년 5월 태즈메이니아 출신의 금채굴업자 

리드(Thomas Gabriel Read)가 오태고(Otago) 중부지역에서 금맥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골드러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 해 12

월, 오태고의 투아페카 평원에만 14,000여 명이 몰려들었고, 이러한 

골드러쉬 이주자들은 던스턴(Dunstan), 와카티푸(Wakatipu) 호수 

지역과 타이에리(Taieri) 강 유역으로까지 진출해, 1864년이 되면 이들 

금 채굴지역의 인구가 22,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골드러쉬는 남섬의 

북쪽으로 확대되어 말보로(Marlborough)의 와카마리나(Wakamarina) 

강 유역으로, 그리고 서부 해안지대 전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1866

년경이 되면, 웨스트랜드(Westland)의 인구는 대략 3만 명으로 

증가했고, 다음 해 오클랜드와 마주 보고 있는 템즈-코로만델(Thames-

Coromandel) 지역에서 새로운 금광맥이 발견되면서 계속되었다. 이들 

골드러쉬 이주자들은 1849년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쉬 열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곳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집단을 

이뤄 금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1850년대 빅토리아지역의 

골드러쉬를 쫓아 호주로 왔다가, 1860년대에 뉴질랜드로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1861년 멜보른에서 호키티카(Hokitika)의 골드러쉬 

이주자들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대략 90%가 미혼이었다. 새로운 

금맥의 개발은 적은 숫자이긴 해도 조세관, 은행가, 매춘부와 상인들을 

일시적으로 불러들여 정착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고, 광부 중 일부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불러들였다.

이 시기 뉴질랜드로 들어온 광부들의 출신 지역을 구별해 보면, 오태고 

지역으로 이주한 광부의 ⅓은 영국 출신으로 구리광업이 쇠퇴한 콘웰 

출신이 많았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스코틀랜드인들 중에는 셰틀랜드 제도 출신이 가장 많았고, 아일랜드 

출신들은 지원이주자들로 호주 남부로 이주했다가 태즈먼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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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일랜드 남서부 

지역 출신의 가톨릭교도들이었다.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 

1861년에서 1871년 사이에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뉴질랜드로 들어 

온 사람은 단지 500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독일, 스칸디나비아와 다른 

유럽국가 출신 광부들이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온 광부들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었다. 

주로 광동지역 출신이었던 중국 광부들은 1871년 통계에 2,641명으로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온 이주광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골드러쉬는 인구증가에 커다란 증가요인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전에 들어온 농업노동자나 

기술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어권 출신들이었다. 물론 셰틀랜드나 콘웰, 

아일랜드, 중국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와 전통이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미혼남성으로 이뤄진 광부들의 이주로 

뉴질랜드 초기 정착민들 사이에 강하게 나타났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다.82)

3. 이주자 지원정책을 통한 대량 이주(1871-1890)

1870년대는 뉴질랜드 이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71년, 

마오리인구를 제외한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25만6천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이후 15년 동안 289,026명이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이중 약 

40%에 해당하는 116,000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뉴질랜드를 떠나지만, 

이는 뉴질랜드 이주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1874년 한 해 동안 순 이민자 증가는 38,000명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2002년까지 깨지지 않았다. 대규모 이주시기로 기록되는 1871

년부터 188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 유입정책에 힘입은 결과였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주자 지원정책은 이민 경비(주로 뱃삯)를 전액 또는 

82)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7. M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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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원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이민자 중 절반가량이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지원이민자(assisted Immigrants)’의 3

분의 2가 영국에서 들어왔다.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시행에는 식민지 재무장관(Colonial Treasurer) 보겔(Julius Vogel)

의 역할이 컸다.83) 1870년 양모 가격과 금 생산량의 저하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뉴질랜드 전쟁(마오리 전쟁)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해외 

인식이 나빠지고 있었다. 1869년 세 번째로 뉴질랜드 총리에 취임한 

폭스(William Fox) 정부에서 재무장관이 된 보겔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철도와 도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보겔은 이러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해외차관 도입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이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는 마오리인들로부터 구매와 몰수의 

방법으로 획득하고 이를 이주자들에게 제공해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영제국의 문명(British civilisation)’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보겔이 

구상한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였다.84)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1870년 이민과 공공사업을 촉진하는 

법을 제정85)하고 런던에 이민모집을 총괄하는 대표부(agent general)

를 설치하지만, 1871년 3월 초대책임자로 취임한 피더스톤(Isaac 

Featherston)의 활동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86) 그리고 현실적으로 

영국 내에 만연한 뉴질랜드 기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위험한 

‘원주민(natives)’, 뉴질랜드로 가는 높은 비용과 함께 긴 항해에 따른 

83)  Raewyn Dalziel, “Vogel, Julius”,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2013,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v4/vogel-julius (검색일: 
2020. 2. 21) 

84)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85)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77)”,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a187033a34v1870n77428/ (
검색일: 2020. 2. 21.)

86)  David Hamer, “Featherston, Isaac Earl”,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1990,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f4/featherston-
isaac-earl (검색일: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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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이 이민자 모집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1871년 영국에서의 

이민자 모집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런던의 토목회사 ‘존 

브럭던과 아들(John Brogden & Sons)’이 철도건설을 위해 모집한 2,712

명의 노동자들이 뉴질랜드로 들어 온 것이 나름의 성과였다. 영국에서 

이민자 모집에 실패한 피더스톤이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이민자를 모집하면서, 1872년까지 뉴질랜드 정부가 뱃삯을 지원하고 

토지를 제공하면서 10년 동안 노르웨이와 스웨덴,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꾸준히 증가해, 독일계와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의 숫자도 각각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 것이 예외적인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까지 이민증가를 주도한 것은 영국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피더스톤의 실패에 1873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5파운드에 달하는 성인 

뱃삯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이민 유입책을 실시했다. 동시에 뉴질랜드에 

먼저 이주한 정착민들이 영국의 친지들에게 이민을 권유하는 것이 성과를 

거뒀다. 1873년 뉴질랜드 정부는 영국에 53명, 스코틀랜드에 78명, 

아일랜드에 46명의 모집홍보관을 각 지역으로 파견해 서점과 소매상점, 

학교 교사들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이민자 모집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과 함께 ‘건전하고(sober)’, 성실한 그리고 도덕적이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기혼 농업노동자와 미혼의 여성 가사도우미를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홍보 포스터를 영국 전역에 내걸었다.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했다.87)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유입 정책과 함께 영국의 경제 

상황이 이민자 증가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값싼 외국산 

밀 수입과 저임금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영국의 농업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위기에 빠져 있었다. 농업 분야의 고용은 1860년대 10년 동안 

16%나 감소한 상황이었고, 1870년대 초반 농업노동자들에 제공되는 

일자리들도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이었다. 가내공업, 장갑 또는 레이스 

87)  Wilfred David Borrie, Immigration to New Zealand, 1854 1938 
(Canberra: Demography Program, 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1),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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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같은 직종은 공장제 생산으로 고용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밀렵과 같은 범법행위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19세기 초부터 제정된 공장법(Factory acts)들로 

아동 노동이 금지되고 여성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이는 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농업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872년 5월 29일 설립된 전국농업노동자조합(National Agricultural 

Labourers' Union; 이하 NALU)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치

(Joseph Arch)의 표현을 빌리면, 영국의 농업노동자는 “써레 아래 있는 

두꺼비보다 못한”88) 존재였다. 1830년 기계화된 탈곡기 도입에 반발해 

남부와 동부의 소작농들이 일으킨 스윙반란(Swing riot)이 재현될 조짐이 

남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NALU가 설립 후 2년 만에 조합원 수를 86,000명 이상 늘려 영국 

농업노동자의 10%가 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농업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노동자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대표부가 노조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여 NALU가 조합원의 뉴질랜드 이민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1873년 12월 23일 노조 지도부의 홀러웨이(Christopher 

Holloway)가 인솔하는 500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탑승한 ‘몽골

(Mongol)’호가 영국의 프리모스 항을 떠나 뉴질랜드로 출항했다. 

이민자들에게는 무료 탑승권이 제공되었고, 이들을 인솔한 홀러웨이는 

왕복 승선료와 두 달간의 체류경비와 보수가 제공되었다. 뉴질랜드의 

정착 생활에 깊은 감명을 받은 홀러웨이는 체류 기간을 연장해 1875

년 4월까지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조합본부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보냈다. 그 결과, 1874년 32,118명의 ‘지원이민자’

가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다음 해는 12,000명가량이 새로 이주해 왔다. 

1874년의 이민자 기록은 20세기가 될 때까지 최고 기록으로 남는다.89)

88)  Labourers’ Union Chronicle, 1873. 11. 29, p. 1(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재인용).

89)  홀러웨이는 영국으로 돌아와 뉴질랜드 정부의 특별 이민담당관으로 
활동했다. 1876년 홀러웨이의  보수는 312파운드 6실링이었다. 홀러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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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잉글랜드/웨일스계 이민자와 함께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의 

규모도 증가했다. 잉글랜드의 경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이 대량 이민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뉴질랜드 대표부 이민담당관이었던 

버클리 목사(Reverend Peter Barclay)의 설명에 따르면, 임금 하락과 

고용 저하, 국내 방적 산업의 침체로 남동부 저지지방(Lowlands)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일랜드 농촌 지역에서는 

빈곤으로 소작농 출신의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떠나 잉글랜드 또는 

스코틀랜드로 이주했고, 일부는 더 먼 곳으로 떠나고 있었다. 특히, 

아일랜드 남부의 먼스터(Munster) 출신들이 골드러쉬 당시 뉴질랜드행을 

선택했고, 얼스터(Ulster) 지역에서는 이민 모집대리인들이 가사노동을 

할 여성들을 모집했다.90)

대규모 이민 시기 초반,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주자들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정착지원을 받은 개별 가족 단위의 이주자들이었다. 남부 

잉글랜드 출신의 1,000여 가족들이 북섬의 맨체스터 구역(Manchester 

block)에 정착했다.91) 이와 함께 스튜어트(George Vesey Stewart)

가 1874년, ‘이민과 왕령지 담당장관(Minister of Immigration and 

Crown Lands)’ 오로크(George Maurice O’Rorke)와 협상으로 획득한 

북섬 플렌티 만(Bay of Plenty)의 카티카티(Katikati) 지역에 이민자 

특별정착지를 마련하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정착지가 만들어졌다. 

스튜어트는 1875년과 1878년 사이의 첫 번째 정착사업과 1880년과 1883

년 사이의 두 번째 이민자 정착사업을 통해 약 4천 명에 달하는 새로운 

이민자 정착에 기여했다. 스튜어트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아일랜드 얼스터 

1880년까지 계속된 뉴질랜드 이민자 모집 활동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Pamela L. R. Horn, “Christopher Holloway: an Oxfordshire Trade Union 
Leader”, in Oxoniensia, Vol. 33(1968), pp. 125-137, 특히 pp. 130-133.

90)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91)  이 지역은 페일딩(William H. A. Feilding) 대령이 설립한 이민과 정착민 

지원회사(Emigrant and Colonist’s Aid Corporation)가 뉴질랜드의 웰링턴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75,000파운드를 지불하고 획득한 400㎢ 크기의 
토지에 포함된 정착지였다. 현재 페일딩 대령의 이름 딴 페일딩 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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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신의 개신교도들이었다. 그러나 모든 정착사업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1875년과 1878년 사이 남섬의 웨스트랜드(Westland) 

남부 잭슨 만(Jackson Bay)에 독일, 폴란드와 이탈리아 출신 노동자들을 

동원한 정착지 건설은 우거진 잡목과 악천후로 실패하고 말았다.92)

1870년대와 1880년대 뉴질랜드로 들어온 ‘지원이민자들’은 

대부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생으로, 약 60%가량이 

잉글랜드인들이었다. 대부분 농업노동자이거나 농촌 출신의 목수, 

페인트공, 대장장이 또는 제화공들과 같은 기술자들로 남부 미들랜즈 

또는 콘월과 데븐 출신의 가족 동반이민자였다. 이들 지역은 1840

년대 뉴질랜드로 들어온 이민자의 출신 지역으로, 뉴질랜드 이민모집 

대리인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지역이었다. 종교적으로 감리교 신자가 

가장 많았고, 잉글랜드인을 제외한 이민자의 20% 이상이 남동부 저지 

출신의 스코틀랜드인과 약 1,200명의 셰틀랜드 제도 출신이었다. 

나머지인 20%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먼저 뉴질랜드로 이주한 친척들의 

권유로 들어온 남서부의 가톨릭교도들이 중심을 이뤘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특징은 여성과 미혼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었는데, 얼스터 

출신의 미혼 여성 이민자들 때문이었다. 이런 ‘지원이민자’와 달리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뉴질랜드행 이민 행렬에 

합류했다. 대부분 지원이민자들보다 부유한 남성들로 뉴질랜드 이민모집 

대리인들의 활동이 미미했던 잉글랜드 북부의 산업도시 출신자들이었다. 

이밖에도 극소수의 아일랜드인들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뉴질랜드로 이주했다.93)

이러한 대규모 이민 행렬은 1870년대 중반 동계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경기침체의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가 이민 지원 재정을 줄이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1878년 짧은 경기회복으로 이민이 증가했지만, 1879년 7월 

92)  이 지역은 400여 명의 영국 농업노동자들을 정착시킬 계획이었으나, 환경이 
열악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들을 통해 개간사업을 벌였다. Ibid.

93)  Ibid.



123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영국에 설치된 159개 이민자 모집 사무소 중 117개가 활동을 중지했다. 

1880년부터는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이 축소되었다. 뉴질랜드 

이민정착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이민 희망자는 5파운드의 이주비용을 

선납해야 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지원이민자’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그리고 

1890년 뉴질랜드 정부가 모든 이민자 지원정책을 중지되면서 뉴질랜드 

이민사의 전성기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94)

4. ‘영제국’ 중심의 백인뉴질랜드주의 이민정책

1880년대와 1890년대 뉴질랜드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를 경험해야 했다. 

뉴질랜드 인구는 1871년 256,393명에서 1881년 489,482명으로 10년 

동안 233,089명 증가했지만 이후 10년간 137,176명 증가해 1891년 

인구는 626,658명이 되었고, 1901년에는 772,719명으로 146,061명 

증가했다(표 5 참조). 이처럼 1880년대 이후 20년 동안 뉴질랜드 인구는 

1870년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인구가 백만 명이 되려면 요원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오기보다는 뉴질랜드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경기침체보다는 ‘멜버른의 경이로운 성장

(marvellous Melbourne)’이 원인이었다.95) 1888년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민자가 유입 이민자보다 만 명 이상이 더 많았다. 1881년부터 1900

년까지 20년 동안 이민자 순증가는 겨우 4만 명 정도에 그쳤다. 이는 

94)  Ibid.
95)  1880년 28만 명이던 멜버른의 인구는 1889년 44만5천 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을 통해 멜버른은 영제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J. Scott Keltie, ed., The 
Statesman's year-book. Statistical and historical annual of the states 
of the world (London: Macmillan, 1891), p. 284; Robert Cervero, The 
Transit Metropolis: A Global Inquiry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8),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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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대 10년간 순이민 증가에 비해 10만 명이나 적은 것이었다.96)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이민자의 유입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로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정책의 중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안 앵글로 색슨계가 

아닌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었다. 1860년대 남섬의 더니든

(Dunedin) 상인회의소(Chamber of Commerce)는 금 채굴업계에서 

유럽계 광부가 감소하자 그 대안으로 중국인 광부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중국인 광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심이 강했으며, 고용주의 지시를 잘 

따랐다. 1866년 호주 빅토리아에서 12명의 중국인 광부가 처음 들어온 

이후 그 수는 꾸준히 늘어, 1869년 2천 명 이상이 뉴질랜드로 들어왔다. 

중국계 이민에서 특징적인 점은 1881년 뉴질랜드에 정착한 중국인 중 

남성이 4,995명이었던 반면에 여성은 단지 9명에 불과할 정도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97)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남성에 대한 

백인 여성들의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여론이 확대되었고, 제도화되었다. 캐나다와 호주의 선례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도 ‘1881년 중국 이민자법(Chinese Immigrants Act 

1881)’98)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중국인은 10₤(현 시세로 1,720$)의 

입국세(poll tax)를 내야 했고, 이민자를 태우고 오는 선박은 적재화물 10t

당 한 명으로 탑승 중국인 이민자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승선 제한은 1896

년 200t당 한 명으로 더욱 강화되고, 입국세도 100₤(현 시세로 19,200$)

로 인상하여 중국인의 이민을 사실상 원천 봉쇄해 버렸다. 세기말과 초, 

중국인과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차별제도는 뉴질랜드 사회에 팽배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유럽에서 이해되는 

96)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10. Depression: 1885 to 1900”.
97)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Anti-Chinese hysteria in Dunedin”, 

https://nzhistory.govt.nz/anti-chinese-hysteria-dunedin (검색일: 2020. 
2. 20)

98)  “Chinese Immigrants Act 1881(45 VICT 1881 No 47)”, http://www.
nzlii.org/nz/legis/hist_act/cia188145v1881n47267/ (검색일: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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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의 의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더럽고, 욕심 사나우며,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로 공공의 의무를 무시하고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뉴질랜드의 자유주의 정치가 리브스(William Pember Reeves)

의 표현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99) 1857년 넬슨에서 

조직된 반(反)중국인위원회를 시작으로 1880년대 들어 ‘백인종동맹

(White Race League)’과 ‘반아시아동맹(Anti-Asiatic League)’과 같은 

조직이 결성되고, 세기말 ‘반중국인협회(Anti-Chinese Association), 

반중국인동맹(Anti-Chinese League)’과 같은 단체들이 중국인 이민에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모든 이민자에게 국적취득의 

자유를 제공한 1892년 국적취득법에서 중국인 이민자만 제외되었고, 

이러한 차별은 1952년에 가서야 없어졌다. 국적취득에서의 차별과 함께 

1907년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제한하기 위해 영어테스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1908년부터는 뉴질랜드를 떠났던 중국인들이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문을 등록해야만 했다.100) 이러한 제도적 제한에 막혀 

1881년 5,033명이었던 뉴질랜드의 중국인 인구는 1891년 4,470

명, 1896년 3,7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1901년에는 2,902명으로, 

그리고 1906년 2,602명에서 1911년 2,611명으로 30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인 이민이 거의 

불가능해진 1906년부터 1911년 사이의 5년 간 중국인 인구가 단지 9

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101)

이외에도 1870년대부터 북섬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한 카우리 나무 

수지(kauri gum) 채취산업과 관련해서 크로아티아 이민노동자들에 

99)  리브스는 아시아계 이민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William 
Pember Reeves, State experiment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London: Grant Richards, 1902), p. 354.

100)  Paul Spoonley, “Ethnic and religious intolerance - Intolerance towards 
Asians”, Te Ara-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
govt.nz/en/ethnic-and-religious- intolerance/page-3 (검색일: 2020. 2. 
20)

101) 1881, 1891, 1896, 1901, 1906, 1911년 뉴질랜드 인구 통계 자료, http://
archive.stats.govt.nz/browse_for_stats/snapshots-of-nz/digitised-
collections/census-collection.aspx (검색일: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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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별이 있었다. 1885년 최초의 크로아티아 이민자들이 카우리 

나무 수지 채취를 위해 뉴질랜드로 들어온 이후 크로아티아 출신이 

꾸준히 증가해 세기말이 되면 그 숫자가 2천 명에 달했다.102) 오랜 

기간 땅속에 축적된 카우리 수지를 파내는 고된 노동에서 크로아티아 

이민자들은 혼자 작업하는 영국 출신 채굴자들과 달리 집단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생산량과 작업 효율에서 기존의 영국계 채굴자들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영국계 채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898년 ‘카우리수지산업법(Kauri Gum Industry Act)’103)을 제정해, 

정부 소유의 카우리수지 매장지에서의 채굴을 영국계, 마오리인과 

뉴질랜드 국적취득자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크로아티아 이민자들은 

카우리 나무 수지 채취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세기말이 되면 

카우리 수지 매장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채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1890년대 상대적으로 많은 인도 출신 이민자가 

들어오지만,104) 이 시기 뉴질랜드로 들어 온 이민자는 대부분 잉글랜드

(웨일스 포함),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호주 출신이었고, 이들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기말이 되면서 뉴질랜드는 인구 구성에서 더욱 

영국계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 인구는 토지 몰수와 질병, 사회적 고립으로 5만 명이 채 

안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105)

102) 1891년 564명에서 1896년 881명이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 인구는 
1901년 1,874명에서 1906년 2,212명으로 증가했다. 1896년과 1906년 
뉴질랜드 인구 통계 자료, http://archive.stats.govt.nz/browse_for_stats/
snapshots-of-nz/digitised-collections/census-collection.aspx (검색일: 
2020. 3. 10)

103) “Kauri-Gum Industry Act 1898 (62 VICT 1898 No 23)”, 1898. 11. 5,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kia189862v1898n23313/ (검색일: 
2020. 3. 10)

104) 실론을 포함한 인도 출신 인구는 1891년 1,168명에서 1896년 1,341
명에서 1901년 1,286, 1906년 1,355명으로 증가했다. 1896년과 1906년 
뉴질랜드 인구 통계 자료, http://archive.stats.govt.nz/browse_for_stats/
snapshots-of-nz/digitised-collections/census-collection.aspx (검색일: 
2020. 3. 10)

105)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10. Depression: 1885 to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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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뉴질랜드 경제도 다시 활기를 찾는데, 냉동선의 

등장으로 육류, 버터와 낙농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106)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이민도 증가했다. 1900년부터 1915년까지 뉴질랜드 인구는 12만 

명 가까이 순증가했다. 이민자도 1905년부터 1913년 사이 77,614명 

증가해,107) 이러한 인구증가에 기여했다. 이 시기 이민자의 대부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호주와 영국 출신이었다. 2₤밖에 안하는 저렴한 

승선료 때문에 태즈메이니아를 거쳐 호주로 떠났던 뉴질랜드인들과 

함께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뉴질랜드로 들어왔다. 1901년부터 

1906년 사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자의 숫자는 26,991명에서 47,256

명으로 75%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혼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2배에 달했는데, 주로 북섬에 정착해 호주에서 자신들이 익힌 

낙농기술을 바탕으로 자리 잡았다. 1907년 뉴질랜드로 이주한 새비지

(Michael Joseph Savage)는 뉴질랜드에서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1935년 뉴질랜드 최초의 노동당 출신 

수상이 되었다.108)

반면에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자의 숫자는 1900년대 초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비싼 승선료가 영국인들의 이민을 어렵게 

106)  1890년부터 1909년 사이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수입(단위:파운드)

연도 양모 냉동육 버터와 치즈 기타 합계
1890 4,150,599 1,087,617 207,687 1,393,687 9,428,761
1895 3,662,131 1,262,711 378,510 1,409,889 8,390,156
1900 4,749,196 2,123,881 969,731 1,992,932 13,055,249
1905 5,381,333 2,694,432 1,613,728 2,408,861 15,503,530
1910 8,308,410 3,850,777 3,007,348 3,749,960 21,944,163

       “Exports of New Zealand Produce”,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1911,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11/
NZOYB_1911.html?_ga=2.44968611.66063465.1586769396-
1904214399.1571710077#idchapter_1_99461 (검색일: 2020. 3. 14)

107) “Growth of Population”,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1915,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15/
NZOYB_1915.html?_ga=2.48768673.66063465.1586769396-
1904214399.1571710077#idsect1_1_22323 (검색일: 2020. 3. 14)

108) “Savage, Michael Joseph (1872-1940)”, Janine Hayward  Richard 
Shaw, Historical Dictionary of New Zealand,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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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1904년 이민자 

지원정책을 다시 도입하면서, 전쟁 전까지 영국 출신 이민자도 증가해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13년 1,200명의 영국 출신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그 정점을 기록했다.109) 뉴질랜드 이민부나 런던의 뉴질랜드 

이민 총대표부가 ‘지원이민자’들의 뱃삯110)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초대한 뉴질랜드 가정과 농장에서 1년간 가정부나 농장 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지원이민자’가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업을 찾아 일자리를 

옮기면 이들의 이민을 추천한 사람은 뉴질랜드 정부에 ‘지원이민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배상해야 했다.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3

세 이상 12세 사이의 어린이의 뱃삯은 50%였고, 3세 미만의 자녀는 한 

명인 경우 무료였으나, 추가될 경우에는 25%의 운임을 지불해야 했다.111) 

1904년부터 1915년 사이에 들어온 36,563명의 ‘지원이민자’ 중 약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친척이나 친지의 추천을 받아 들어온 

반면 나머지는 신문광고, 행사 프로그램에 인쇄된 광고와 같은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을 통해 뉴질랜드 이민을 선택했다.112)

1867년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 중 최초로 자치 식민지(selfgoverning 

Colony)가 되고, 1884년 로즈버리 경(Lord Rosebury)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영제국을 ‘영국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이라고 부르고, 1887년 영국과 그 식민지들 대표들이 모여 

최초의 식민지회의(Colonial Conference)를 개최하면서 구체화된 

영국연방은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1901년 영연방국가가 되고, 뉴질랜드는 1907년 

영연방국가가 되었다.113) 영제국이 국가연합으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109)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11. Migration: 1900 to 1914”.
110)  2등실은 27₤, 2인 3등실은 12₤, 4인 3등실은 10₤였다.
111)  “Assisted Immigration”,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1915.

112)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11. Migration: 1900 to 1914”.
113) 영연방 공식 홈페이지, Commonwealth Secretariat, “History. Though 

the modern Commonwealth is just 60 years old, the idea took root in the 
19th century”,  http://thecommonwealth.org/Internal/191086/34493/
history/ (검색일: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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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114)에 뉴질랜드는 명실상부한 ‘앵글로-색슨의 국가(Anglo-Saxon 

nation)’가 되었다. 물론 1차 대전 후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이 호주의 

백호주의의적 이민정책과 닮은꼴이었다는 사실115)은 논외로 하더라도, 

1911년까지의 통계자료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표 5)에서 뉴질랜드 인구는 1858년 이후 19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이민의 감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생지별 인구변동을 다루는 표 6)을 보면 1891년부터 

이민자의 숫자가 두드러지게 감소한다. 뉴질랜드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 통일왕국(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 

인구의 절대 숫자가 1886년 233,859명, 전체 인구의 40.4%를 정점으로 

1891년에는 228,834명(36.5%)로 감소하고, 1896년에는 215,161명

(30.6%)로, 1901년에는 205,111명(26.5%)로 감소한다. 그러나 1900

년대 들어서면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살아나고, 1904년 이민자 지원정책을 

다시 도입되면서, 1906년 208,931명(23.5%), 1911년 228,684명

(22.7%)로 다시 증가했다. 이러한 통일왕국 출신 이민자가 경제상황과 

지원제도의 유무에 따라 감소와 증가를 오가는 사이 뉴질랜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886년 578,482명에서 1911년에는 1,008,468명이 

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인구가 1886년 300,716

명에서 1911년 702,77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14) 이영석은 1907년과 1911년이 영제국의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 ‘식민지회의’의 명칭이 ‘제국회의(Imperial Conference)’로 바뀌고, 
식민지(Colony)라는 명칭 대신 영토(Dominion)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영석,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 135-143쪽.

115)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 이외의 이민자에 대해 특별허가를 요구하는 1920년의 
이민제한개정법(Immgration Restriction Amendment Act)이 대표적이다. ‘
백인뉴질랜드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이 법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로부터의 이민도 철저히 봉쇄되었고, 
이민자의 98%가 ‘브리티쉬(british)’였다.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12. Between the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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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858년-1911년 사이 뉴질랜드 인구 증감변화 (마오리 인구 제외)

연월 인구 증감
명 %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1858. 12 59,413 33,679 25,734 39,608 27,383 12,225 66.67 81.31 47.51
1861. 12 99,021 61,062 37,959 73,137 45,518 27,619 73.86 74.54 72.76
1864. 12 172,158 106,580 65,578 46,510 25,349 21,161 27.01 23.79 32.26
1867. 12 218,668 131,929 86,739 37,725 18,427 19,298 17.25 13.96 22.24
1871. 2 256,393 150,356 106,037 43,121 20,625 22,496 16.82 13.72 21.21
1874. 3 299,514 170,981 128,533 114,898 60,017 54,881 38.36 35.10 42.70
1878. 3 414,412 230,998 183,414 75,521 38,607 36,914 18.22 16.71 20.13
1881. 4 489,482 269,605 220,328 88,549 42,616 45,933 18.07 15.81 20.85
1886. 3 578,482 312,221 266,261 48,176 20,656 27,520 8.33 6.62 10.34
1891. 4 626,658 332,877 293,781 76,702 38,538 38,164 12.24 11.58 12.90
1896. 4 703,360 371,415 331,945 69,359 34,577 34,782 9.86 9.31 10.48
1901. 3 772,719 405,992 366,727 115,859 65,016 50,843 14.99 16.01 13.86
1906. 4 888,578 471,008 417,570 119,890 60,902 58,988 13.49 12.92 14.13
1911. 4 1,008,468 531,910 476,558       

출전) “Table V. Showing the Population of the Dominion (exclusive of 

Maoris) at the time of each Enumeration, from December, 1858, to April, 

1911, and the Numerical and Centesimal Increase during the Period between 

each Enumeration”, Registrar-General's Office, Results of a Census of the 

Dominion of New Zealand 1911, Wellington, 1912, http://archive.stats.govt.

nz/browse_for_stats/snapshots-of-nz/digitised-collections/census-

collection.aspx (검색일: 2020년 2월 15일) 

출생지별 인구변화에서 뉴질랜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근본적으로 

통일왕국 출신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858년 뉴질랜드 

출신 인구의 출생지는 대부분 통일왕국 출신 또는 그 자녀들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뉴질랜드 출생인구가 통일왕국 출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인 1881년에 가서야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870년대 

이민 지원정책을 통해 대규모 이민자가 들어오고, 이들이 정착하고 가족을 

구성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뉴질랜드 출생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결국 뉴질랜드 출생 인구의 증가도 근본적으로 통일왕국 출신 

이민자의 증가로 가능했다. 1911년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 통일왕국의 인구는 982,156명으로 전체 인구의 

97.4%를 차지한다. 이는 1차 대전 이전에 뉴질랜드는 인구학적으로 

확실한 앵글로-색슨 국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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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별 인구구성은 뉴질랜드가 영제국과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1차 대전 이전에 뉴질랜드는 

영제국의 식민지 중 인구 구성에서 가장 영국계 인구가 지배적인 

자치령이었다. 다음의 표 7)에서 나타나듯이, 1881년부터 1911년 사이 

뉴질랜드 인구의 종교생활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불교와 유교, 기타 종교와 유대교를 포함한 인구는 전 기간 동안 인구의 

8% 중반 대에 머문다. 여기에 영국 이외의 국가 출신 이민자들로 추정할 

수 있는 루터교, 유니테리언교도와 퀘이커 교도들을 포함해도 인구의 

10%를 넘지 않는다. 결국 나머지 80~90%에 해당하는 인구는 영국 

통일왕국 출신자와 그 후손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영국국교회 

신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41%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에서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서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들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장로교, 감리교와 아일랜드 이민자와 스코틀랜드 

이민자 일부가 포함되는 가톨릭 교도를 더하면 뉴질랜드는 인구 구성에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영국적인 자치령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1858년부터 1911년까지 뉴질랜드 인구의 출생지별 증감 변화

(마오리 인구 제외)

연도 뉴질랜드 호주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
랜드

아일랜드
영식민지/

해상
외국 미분류 총합

1858 18,702 1,410 23,680 233 7,976 4,554 1,431 1,342 85 59,413

1861 27,604 2,579 36,128 472 15,534 8,831 2,295 2,657 2,921 99,021

1864 41,235 9,533 58,444 1,029 30,940 20,317 3,710 5,808 1,142 172,158

1867 64,052 11,3I3 65,614 1,319 34,826 27,955 4,549 8,271 769 218,668

1871 93,474 12,426 67,044 1,345 36,871 29,733 4,885 10,075 540 256,393

1874 122,635 13,601 74,628 1,381 38,431 30,255 3,997 14,080 506 299,514

1878 174,126 16,091 106,493 1,702 47,949 43,758 4,840 18,505 948 414,412

1881 223,404 17,277 119,224 1,963 52,753 49,363 5,339 19,777 833 48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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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300,190 17,245 125,657 1.981 54,810 51,408 5,277 19,885 2,029 578,482

1891 366,716 15,943 117,070 2,214 61,916 47,634 4,998 19,150 1,017 626,658

1896 441,661 21,631 116,541 2,148 50,435 46,037 5,223 19,080 604 703,360

1901 516,106 26,991 111,964 1,765 47,858 43,524 5,476 18,593 442 772,719

1906 606,247 47,256 116,560 2,144 47,767 42,460 5,752 19,920 472 888,578

1911 702,779 50,693 133,811 2,206 51,709 40,958 5,962 19,571 779 1,008,468

출전) 뉴질랜드 디지털 통계연감 http://archive.stats.govt.nz/browse_for_

stats/snapshots-of-nz /digitised-collections/census-collection.aspx 

(검색일: 2020년 2월 15일) 

1차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뉴질랜드의 인구는 100만을 가까스로 넘은 

상태였고,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911년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의 인구가 26만 5천 명이 안되었고, 

웰링턴도 20만 명이 안되었다.116)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뉴질랜드가 경제적으로 새로운 

이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사회를 기반으로 한 뉴질랜드 사회가 

어떤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지는 새로운 연구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식민이민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뉴질랜드 사회가 북섬과 

남섬에 분산된 농업 사회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적이며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대전 발발 이전에 뉴질랜드 인구 구성에서 영국계 이민 또는 그들의 

후손의 절대적인 수적 우위는 영제국의 확장에서 ‘이상적인’ 자치령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증거였다. 1907년부터 공식화된 

‘백인자치령(white dominion)’은 뉴질랜드가 더 이상 속령으로 간주되지 

116) 1911년 뉴질랜드 인구 통계, “Chapter 16. POPULATION AND 
DWELLINGS IN PROVINCIALDISTRICTS”, http://archive.stats.govt.
nz/browse_for_stats/snapshots-of-nz /digitised-collections/census-
collection.aspx (검색일: 2020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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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의미했다. 제국회의에 참석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뉴펀들랜드 식민지, 케이프 자치령, 나탈 식민지(colony of Natal), 

트란스발 식민지(Transvaal colony)에서 시행된 책임정부제와 의회, 

자유무역, 자유노동을 보장하는 법령들은 영국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고, 

이는 다른 식민속령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런 구별이 가능했던 것은 

백인국가였기 때문이며, “상상된 백인혈통에 근거한 자치령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인종적 위계라는 똑같은 상상된 관념에 토대를 둔 다른 

지역에 대한 멸시와 함수관계였다”는 슈어츠의 말을 인용해, ‘대영국

(Great Britain)’의 이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영석의 주장은 뉴질랜드의 

식민이주의 전개과정과 영제국 확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117)

표 7) 1881년~1911년 사이 뉴질랜드 인구의 신앙분포

종파
1881. 4 1886. 3 1891. 4 1896. 4 1901. 3 1906. 4 1911. 4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톨릭교 68,984
(14.1)

80,715
(14.0)

87,272
(13.9)

98,804
(14.1)

109,822
(14.2)

126,995
(14.3)

140,523
(13.9)

영국국교 203,333
(41.5)

232,369
(40.2)

253,331
(40.4)

282,809
(40.2)

315,263
(40.8)

368,065
(41.4)

413,842
(41.0)

장로교 113.108
(23.1)

130,643
(22.6)

141,477
(22.6)

159,952
(22.7)

176,503
(22.8)

203,597
(22.9)

234,662
(23.3)

감리교 46,657
(9.5)

55,292
(9.6)

63,415
(10.1)

73,367
(10.4)

83,802
(10.9)

89.038
(10.0)

94,827
(9.4)

침례교 11,476
(2.3)

14,357
(2.5)

14,825
(2.4)

16,037
(2.3)

16,035
(2.1)

17,747
(2.0)

20,042
(2.0)

조합교 6,699
(1.4)

7,787
(1.4)

6,685
(1.1)

6,777
(1.0)

6,699
(0.9)

7,360
(0.8)

8,756
(0.9)

루터/
유니테리언/

퀘이커

6,494
(1.3)

6,665
(1.2)

6,239
(1.0)

6,234
(0.9)

5,614
(0.7)

5,979
(0.7)

6,205
(0.6)

유대교 1,536
(0.3)

1,559
(0.3)

1,463
(0.2)

1,549
(0.2)

1,611
(0.2)

1,867
(0.2)

2,128
(0.2)

불교/유교 4,936
(1.0)

4,472
(0.8)

3,928
(0.6)

3,391
(0.5)

2,432
(0.3)

1,452
(0.2)

1,501
(0.2)

기타 26.710
(5.5)

44,623
(7.7)

48,023
(7.7)

54,440
(7.7)

54,938
(7.1)

66,478
(7.5)

85,982
(8.5)

합계 489,933
(100)

578,482
(100)

626,658
(100)

703,360
(100)

772,719
(100)

888,578
(100)

1,008,468
(100)

출전) “Table V. Showing the Population of the Dominion (exclusive of 

117) 이영석, 「제국의 기억과 영연방, 그리고 ‘상상의 잉글랜드’」, 『영국연구』, 
36호(2016), 214-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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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oris) at the time of each Enumeration, from December, 1858, to April, 

1911, and the Numerical and Centesimal Increase during the Period between 

each Enumeration”, Registrar-General's Office, Results of a Census of the 

Dominion of New Zealand 1911, Wellington, 1912, http://archive.stats.govt.

nz/browse_for_stats/snapshots-of-nz/digitised-collections/census-

collection.aspx (검색일: 2020년 2월 15일) 

1815년에서 1914년 사이에 영국을 떠나 이주한 인구는 약 2,212,600

명이었고, 그 중 62%는 미국이, 캐나다는 19%,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10.7%,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는 3.4%를 차지했다.118) 

미국을 제외하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많은 영국계 이민을 

받았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계 인구의 절대적인 우위에서 ‘백인성

(whiteness)’을 넘어서 가장 영국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나오며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는 전 세계에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대륙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영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세기 초반 유럽의 국제정세와 

식민제국들의 국내외 사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식민화 

과정에서 영제국의 독식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리적인 고립과 당시의 해상운송의 기술적 수준 때문에 이들 식민지의 

인구 증가는 더디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경제적 효용가치도 

높이 평가될 수 없었다. 경제적 기회와 험난한 항로, 비싼 운임은 

자발적인 이민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시드니, 멜버른과 같은 도시 지역이 형성되고 

해외로부터 이민자들이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뉴질랜드는 

118) 이영석, 같은 논문,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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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대도시로 발전한 지역이 없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선을 넘어선 것도 1910년에 가서야 

가능했다는 사실은 이민을 통한 인구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제국과 뉴질랜드 자치정부는 영국 통일왕국 

출신만을 고집하는 이민정책을 고수했다. 뉴질랜드의 식민이민이 

오스트레일리아와 구별되는 큰 차이는 유형식민지로서의 출발 여부였다. 

지정학적으로 영국과의 거대한 거리와 함께 자발적인 이민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뉴질랜드 식민화 초기의 과정은 

매우 더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중국과 인도와 

같은 영제국 내의 아시아 식민지 출신의 이민이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제한되었다. 비싼 이민비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 기후와 

원주민에 대한 편견으로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인들이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영제국과 뉴질랜드 자치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이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었다. 1870년대와 1904년 

이후의 이민지원정책은 뉴질랜드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들어온 

시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폐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이민정책과 

지원정책을 통한 영국계 이민자의 집중적인 유입을 통해 1차 대전 이전에 

뉴질랜드는 인구구성에서 가장 영국적인 식민자치령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계 인구의 절대적인 우위를 통해 만들어진 가장 

영국적인 뉴질랜드는 영제국 확장의 마지막 순서였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뉴질랜드라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차 대전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비영국계 이민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제도는 전후 본격화되는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적 뿌리가 된 것은 아닐까? ‘White Australia’와 한 쌍을 

이루는 ‘White New Zealand’는 20세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도록 만드는 배경이 이러한 인구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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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1950-60년대 영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집착이 쇠락하고 변질된 영국사회를 대신해 

해외에서 순수한 잉글랜드 또는 ‘상상의 잉글랜드’를 찾으려는 퇴행적인 

태도119)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뉴질랜드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구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 뉴질랜드에 정착한 

식민이민들이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부교수, hjkwon@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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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British immigrants), 영제국의 확장(Expasion of the British 

Empire), 인구구성(Demograph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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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차 대전 이전까지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

권형진

19세기 들어 영제국은 거대 제국으로 발전했다. 영제국은 대륙 중심의 

제국이 아닌 중요 항로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부를 

갖는 자치령과 본국에서 파견된 소수의 관리와 토착 지배세력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식민지로 구성된 느슨한 제국이었다. 그러나 영제국의 

식민지들 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민이주’를 중심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박해와 학살,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인 중심의 

이민정책을 통한 백인주의(Whiteness) 사회 건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 오스트레일리아에 시드니, 멜버른과 같은 

도시 지역이 형성되고 해외로부터 이민자들이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반면 뉴질랜드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대도시로 발전한 

지역이 없었다.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선을 넘어선 것도 1910년에 가서야 

가능했던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의 효과는 인구증가라는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1차 대전 이전까지 영제국과 뉴질랜드 자치정부는 영국 출신만을 

고집하는 이민정책을 고수했다. 영제국 내의 아시아 식민지에서의 이민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차별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비싼 이민비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 기후와 원주민에 대한 편견으로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인들이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영제국과 뉴질랜드 자치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이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었다. 1870년대와 1904년 

이후의 이민지원정책은 뉴질랜드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민인구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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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폐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이민정책과 

지원정책을 통한 영국계 이민자의 집중적인 유입을 통해 1차 대전 이전에 

뉴질랜드는 인구구성에서 가장 영국적인 식민자치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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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New Zealand colonial settlement 

in the expansion of the British Empire: 

focusing on changes in demographical structure before the 

First World War

Kwon, Hyeoungjin

In the 19th century, the British Empire developed into a greatest 

empire in the world. The British Empire was not a continental empire, 

but a loose empire composed of self-governing colonies(dominions) 

with independent governments based on a network connecting 

important naval and shipping routes, and colonies with a handful 

of officials and indigenous ruling powers dispatched from their 

home countries. However, in terms of ‘migration’, ‘British 

identity (britishness)’ and ‘identity of England (englishness)’, the 

coloniz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among British colonies 

is the persecution and slaughter of indigenous peoples and an 

immigration policy that focuses somewhat on England / Wales, 

Scotland and Ireland together: building a white societ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rban areas such as Sydney and Melbourne 

were formed in Australia, creating an environment for immigrants, 

while New Zealand still did not develop into a large c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not until 1910 that the total population of 

New Zealand exceeded one million. Therefore the impact of New 

Zealand's immigration policy was very limited.

Until the World War I, the British Empire and the New Zealand self-

government adhered to immigration policies that insisted on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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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origin. Immigrants from Asian colonies in British Empires such 

as Chinese and Indians was thoroughly excluded and discriminated 

against. However, due to the high cost of immigration, anxiety about 

the future, and prejudice against climate and indigenous people,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English/Welsh, Scottish and Irish 

to decide on immigr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British Empire 

and New Zealand's self-government were providing assistance to 

British immigrants. Immigration support policies of the 1870s and 

after 1904 have made possible the greatest number of immigrants 

in New Zealand's history. After all, through the intensive influx of 

British immigrants through closed and racist immigration policies, 

New Zealand became the ‘most british’ colony before World Wa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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