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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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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2019년 12월 12일에 최초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2020년 한해는 ‘코로나 19’로 기
억될 것이다. 종교도 인종도 계급도 국적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가 만든
불안으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아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는 그렇게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제노포비아를
가시화 시켰고 ‘차별’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호모미그란
스』 23호는 첫 번째 특집으로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를 기획했다. 오영
인은 미국 의학·이민사의 고전이 된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의 저
서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 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
들의 위협”』(이하 『조용한 침입자들』)의 주요 주장을 다시 검토한다.
질병과 공포, 그리고 공중보건과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다층적이고 종합
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이민사 연구서인 『조용한 침입자들』을 통해 필
자는 의학과 과학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인종주의와 의학적 편견으로 얼
룩졌던 이민자들의 저항과 적응의 역사 경험을 들려준다.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의 실질적 후속연구 중 하나로 신지혜는 그의 연구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경험」에
서 노르웨이 이주자들이 감수해야 했던 나병 보균자라는 의학적 스티그
마가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연
구한다. 특히 같은 전염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낙인이 비백인 유색인에게로 전이되었는지, 그리고 그 질병에 대
한 위협과 공포가 얼마나 더 증폭되었는지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에서 엄한진은 기존 중동지역
에서의 소수자 논의들이 주로 종교나 여성문제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넘
어 국제 이주민과 성소수자의 사례에 주목한다. 중동에서 다양한 소수자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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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편화된 사회에 대한 경계심과 동
질적 사회에 대한 갈망 또한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필자는 소수자 논
의의 구도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호모미그란스 23호의 두 번째 특집 기획은 하와이 한인이민자들의 삶
의 궤적을 찾아보는 “죽은 자의 트랜스내셔널 공간”이다. 김주용은 그의
연구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초기 한인 비석연구: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
들의 생애사 복원」에서 초창기 하와이 한인 1세에 관한 연구가 주로 호
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계를 지적하며 빅아일랜
드의 공동묘지 중 한인의 166기 비석을 발굴하여 그 역사성을 검토한다.
필자는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 조국애, 그리움 등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는 비석에 대한 연구야말로 하와이 이민 역사와 생
활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사료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김주용과 함께 빅아
일랜드 한인의 묘비를 연구한 문경희는 그가 검토한 묘비 총 163기 중에
여성의 것 12기와 여성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정 여성에 관한 문구
가 적힌 비석 1기에 주목하여 초기 남성중심의 하와이 한인이주자 연구
의 한계에 도전한다. 한인 여성의 비문과 여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남성
의 비문 및 여타 기록을 드러냄으로써 필자는 이중적으로 소외되었던 여
성이주자들의 삶과 죽음의 궤적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그 외에도 음동건은 수에즈 전쟁 이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힘겹게 유
지되던 유대인과 무슬림의 “모호한 이웃관계”가 전쟁 이후 어떻게 변화
하는지 당시 알제리 유대인 언론 『앵포마시옹 쥐브(Information juive)
』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들여다본다. 「프랑스령 알제리의 ‘새로운 반유
대주의’와 유대인-무슬림 관계」에서 필자는 알제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새로운 반유대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무슬림 사
이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알제리 전쟁 이후 아르키(Harki)의 프랑스 이주: 프랑스의 모국송환자
(rapatrié) 정책과 아르키」에서 문종현은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 편에
서 싸운 무슬림 원주민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모국송환정책에 대
해 검토한다. 그는 독립전쟁이자, 내전이기도 했던 알제리전쟁의 이중적
성격으로 양산된 아르키 부대의 역사성을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모국송환

자 정책이 유럽계 프랑스인과 아르키에 대해 차별적으로 실행되었고, 이
러한 차별이 식민지체제의 연속성 위에 있음을 주장한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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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

미국의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제노포비아: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위협”』 다시 읽기*
오영인

I. 서론
세계는 지금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보고된 급성호흡기중후군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를 호되게 앓고 있다. 이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질환)처럼 짧게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
19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의 재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코로나19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
라는 새로운 시대구분 담론을 생성할 정도의 위력으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고 불행히도 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비대면 학교수업 그리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익숙해지는 등 비정상이었던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전염성 질병만큼이나 확산력이 큰 것이 두려움 혹은 공포다. 특정
질병이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 때 그 공포감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0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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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기 마련이고 이것은 쉽게 외부 것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어 평범한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수 있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질병의 명칭에 지명을 넣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빈번히 China
Virus, 우한폐렴 등으로 불리고 아예 아시아 전역을 하나로 묶어 ‘아시아
병’ 혹은 아시아인 자체를 ‘noting but virus’라 치부하는 제노포비아
(xenophobia)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무서울 정도로 많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로 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에서의 반(反)
아시아 감정은 연일 뉴스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중국인입국금지요청”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 중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불태우자는 목소리마저 들린다.2)
제노포비아는 그리스어로 낮선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스(xenos)
와 혐오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의 합성어로 주로 이방인 혐오나
외국인 혐오를 의미한다. 차별적 인종인식을 근간으로 외국인이나 낮선
사람을 배척하고 타자화하는 제노포비아는 일상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경시한다거나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수용을 반대하는
등의 사례로 나타난다. 특히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는 전염성 질병과
연결되었을 때 외부인에 대한 혐오는 공포감과 함께 극에 달한다. 즉,
안전한 곳에 대한 열망이 상상의 안전지대를 만들어내고 그 안전지대를
1) 2020년 10월 26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8만 5천명을
기록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0960 (검색일: 2020년 10월
26일)
2)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
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한을 폐쇄하며 확산을 저지했던 중국은 2020
년 9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영국이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
인으로부터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시작하자 유럽과는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
에서는 외국인 특히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을 경계하는 외국인 혐오 인식
이 퍼지고 있다. 중국 언론도 코로나19를 “foreign virus”라 보도하며 백
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국가주의”라는 명분으로 중국인을 하나로
묶으려는 공산당의 전략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https://www.sedaily.com/
NewsVIew/1Z08G84BWC (검색일: 2020년 5월 30일)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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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합리성이나 객관적
이성이 작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이동하는 이주자들이다.
국경도 인종도 계급도 젠더의 경계도 뛰어넘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특정
질병을 특정 인종과 동일시하여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주조했던 경험은
미국에서도 지난하게 이어져왔다. 미국의 이민사가이자 의학사가인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는 1994년 그의 저서 『조용한 침입자들: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의 위협”』(이후 『조용한 침입자들』)을 통해
미국 내 인종 인식에 대한 역사를 질병과 공중보건이라는 틀로 분석했다.3)
크라우트는 『조용한 침입자들』의 서문에서 연구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세기 중반 세균학과 예방의학의 확립은 미국인들에게
충분히 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미국은 안전지대라고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1980-90년대 전 세계 휩쓴 AIDS
의 확산으로 무너졌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것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설명해야하는 이유다.4) 크라우트는 질병과 공포, 그리고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이민사 연구서로 평가되는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의학과 과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인종주의와
의학적 편견으로 얼룩졌던 이민자들의 역사 경험을 들려준다.
『조용한 침입자들』은 서론을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로 남동부 유럽인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던 20세기 전환기로 논의가
집중되어 있으나 『조용한 침입자들』이 아우르는 시기는 미 식민지
시기부터 AIDS의 세계적 확산으로 난민과 이민자들의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활발해졌던 1990년대까지이다. 미국 이민사의
3) 저서의 제목인 “Silent Travelers”는 “조용한 여행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일
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가 다루는 20세
기 전환기 미국인들은 이민자들과 함께 유입되는 전염성 질병을 “여행자”라
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보다 외부에서 소리 없이 들어
와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인자로 간주했기에 본고에서는 “Silent
Travelers”를 “조용한 침입자들”로 번역하고자 한다.
4)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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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존 하이엄(John Higham)은 서평에서 『조용한 침입자들』을
크게 4개의 주제가 뒤엉킨 연구라 설명한다. 하나는 인종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와 미국 토착주의(Nativism)
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민자들이 들여오는 질병의 종류와 스케일의
확대,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보건과 의학의 발전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반응이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중보건당국에 대한 이민자들의 대응이 그것이다.5)
본고는 『조용한 침입자들』이 다루는 주제들 중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 『조용한 침입자들』은 기존 대부분의 의학사 연구가
특정한 하나의 질병을 특정 국적의 이민자와만 연결시켰던 단편적
한계를 넘어서 유색인과 백인을 아우르는 비교적 다양한 인종을
다룬다는 점이다.6) 1868년 이후 7~8년 주기로 발병한 천연두나 1870
년대 중반의 매독, 1900년의 페스트, 혹은 콜레라나 황열병 같은
열대성 질병까지 거의 모든 유행병의 원천으로 지목받았던 유색인
중국인은 확실한 질병 확산의 원인체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크라우트의 주장처럼 백인이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크라우트는 1850년대 이후 아일랜드인이 미국으로 유입했다고 특정
지어졌던 콜레라나 장티푸스, 유대인과 연계된 안질환 트라코마, 그리고
이탈리아인의 소아마비라는 식의 편견과 낙인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정당화되었는지 설명한다. 더 나아가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이 미국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공포가 똑같은 질병이라도 비백인과 연계되었을 때
어떻게 더 증폭되었는지, 반면에 백인-물론 아직은 백인성을 의심받았던
5) John Higham,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John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Spring, 1997), p. 173.
6) 예컨대,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가 급증했던 19세기 중반 이후 외국인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졌던 나병은 스칸디나비아 반
도 특히 노르웨이인의 질병으로 특정되어 연구되었다. Zachary Gussow and
George S.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The Social
History of a Diseas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4, no. 5(1970); 신지혜,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경험」 (Fall, 2020) (
미발표 논문).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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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유럽인에 한정돼있지만-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게 되었는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조용한

침입자들』은

이민자들을

주류 권력이나 지배적 체제의 단순한 담지자이거나 소극적 희생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들의 치료문화는 복합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는 물론이고 미국의 공중보건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변주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가 녹아있는
그들만의 치료방법(민간요법)을 들여와 동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적응시키며 문화적 충돌을 완화했고 이것이 미국의
공중보건 및 의학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제 미국의 의학사와 이민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낸 『
조용한 침입자들』을 이민자들의 저항과 적응, 그리고 정착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미국 이민사의 고전을
들여다봄으로써 혹시 우리가 국민생명이나 국가안전이라는 공공(公共)
성 뒤에 숨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차단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조심스레 희망한다.

II.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이민자들7)
놀랍게도 자타공인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문제를 연방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건국 이후 120년이
지난 1891년 연방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을 창설하면서
부터이다. 식민지 시기부터 건국 초, 그리고 대부분의 19세기 동안
미국은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이민자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민정책 역시 각기 다른 주력 산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7) “Medicalized Nativism”은 알란 크라우트가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사용
하는 용어로 “의학적 토착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질병
을 특정 인종과 연결시켜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조장하고 인종차별
적 정책을 시행해왔던 토착주의자들의 인종인식을 드러낸 용어이기에 본고
는 “질병 토착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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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 아닌 개별 주들이 자발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했다.8) 이러한 경향은 남북전쟁 이후에도 노예 노동력의 부재현상을
해방된 흑인 노동력이 아닌 이민 노동력으로 보충하려는 주류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는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 신념하에 개별
주정부나 여러 정부기관들이 아직은 분산된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방역과 건강검역도 이민자들의 역사만큼 긴 역사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

연방이민국이

만들어지기

전,

이민자들의

출입관리와

이민자들의 건강상태 검사 또한 개별 주나 개별 항구에서 느슨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남동부
유럽인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인들은 당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야기한 수많은 사회문제들, 특히 도시 위생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이들 이민자들에게서 찾고자 했다. 따라서 1890년이 되면 방역과 이민자
개인에 대한 건강검역에 있어서 연방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뉴욕은 1892년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입국하는 엘리스 아일랜드
(Ellis Island)에 연방이민국 관리들을 전면 배치한 연방이민추방기구
(Federal Immigration Deport)를 발족하여 뉴욕에 입항하는 선박의 1
등석과 2등석을 제외한 모든 입국 이민자들의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9)
실제로 1등석이나 2등석 표를 살 수 없었던 빈민자들은 미국에 “사회적
부담이 될 소지(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이민관리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신미약자로
8) 1891년 창설된 연방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은 1907년 연방이
민귀화국(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으로 확장되었고
1913년 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과 귀화국(the Bureau of Naturalization)으로 분화되었다. 이는 전문화를 위한 조치로 이민국은 입국심사
와 국경관리 업무에, 귀화국은 시민권과 귀화한 이민자의 미국화(Americanization)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후 1932년 분리
되었던 이민국과 귀화국은 기존 재무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노동부로 그 자
리를 옮기며 다시 통합되어 이민국(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이민국은 1940년 법
무부 산하로 다시 자리를 옮기면서 이후 70여 년간 모든 이민자 관련 업무를
통괄했다. 오영인, 「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미국사연
구』, no. 43(2016), 190쪽.
9)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ublic
Health Reports (April 2010), pp. 124-125.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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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면 입국이 금지되었다.10) 이민자 추방에 대한 엘리스 아일랜드
모델은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올리언스 등으로 확대되었고
항구나 국경에서의 이민자 신체검역 절차는 점차 그 체계를 완성해갔다.11)
이민자에 대한 신체검열은 일단 이민자를 운반하는 운송 선박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검열부터 시작되어 도착하는 항구나 지역
이민국에서 다시 한 번 추가적 검열을 거치는데 이 두 과정을 통칭하여
‘기본검열(primary inspection)’이라 칭했다.12) 이 체계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민국장 테렌스 파우더리(Terence V. Powderly)
는 이민자들에 대한 기본검열 체계가 없었다면 “미국은 지구상의 가장
큰 이민자 병원”이 되었을 것이라 단언했다.13) 그렇게 미국의 국경은
출입문이라는 지리적·물리적 공간을 넘어 의학적 편견이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인종주의화된 공간이 되었다.
알란 크라우트의 연구, 『조용한 침입자들』은 바로 이 시기 반(反)
이민정서의 표적이 되었던 남동부 유럽인 특히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그리고 유색인 중국인들의 역사경험에 집중한다. 지역적으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주목하고

있는

『조용한

침입자들』은 당시 미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의 수준을 확보·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특정 질병과 특정 이민자 혹은 인종을 연결시켜
이민을 제한하려는 구실로 삼았으며 어떻게 이를 정당화해나갔는지
설명한다.
10) 연방이민국을 창설한 미국은 같은 해 법 개정을 통해 입국이 금지되어야 할
이민자 부류에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 불분명한 문구는 무한한 주관적 판단
의 근거를 열어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판단해
야하는 것으로 법조항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문구였다. Douglas C. Baynton,
“Dis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in American History”, in
Paul K. Longmore and Lauri Umansky (eds.), The New Disability History, American Perspectives (New York, 2001), pp. 33-57; 오영인, 「미
국 문맹테스트 이민법을 통해서 본 의회와 이민국의 관계」, 『서양사론』,
no. 103(2009), 211쪽.
11)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p. 124125.
12) 오영인, 「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195쪽.
13) Alan M. Kraut, “Health, Disease, and Immigration Policy”,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Spring 2005),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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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크라우트에게 있어서 질병과 건강은 인종의 개념이 그러하듯
사회적으로 구축된 개념이다. 물론 몇몇 이민자들이 특정 질병에 걸린 채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모든 이민자들을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에 의해 위험한
인종으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미국의 토착주의자들은 전염성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여지없이
그 질병의 원인을 이민자의 몫으로 돌려 편견을 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1830년대 창궐하여 19세기 내내 간헐적으로 유행했던
콜레라는 “아일랜드인의 기독교병”으로 19세기 말의 결핵은 “유대인의
병” 혹은 유대인의 대표적 전문 직종으로 알려진 “재단사(tailor)의 병”
이라는 혐의가 덧씌워졌고 20세기 초의 이탈리아인들은 모두 “소아마비
보균자”라는 오명으로 얼룩져 있었다.15)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3716)

아일랜드인의 미국 이주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1820년부터이다.
이후 10년간 1만 명 정도로 기록되었던 이민자 수는 1840년부터 1860년
사이 1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일랜드에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14)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3, 8.
15) Ibid., pp. 32-34, 108-112, 155-158.
16) 『조용한 침입자들』의 표지에도 상징적으로 사용된 위의 카툰은 1883년 뉴
욕 보건국 직원들이 항구로 돌진하는 위협적인 콜레라 보균자들을 살균제 병
을 들고 촘촘히 줄지어 막는 모습이다. 여기에서도 전염병 보균자를 거대하고
혐오스럽게 형상화한 반면 이를 막는 미국 관리들은 작고 평범한 사람들로 표
현함으로써 외부 질병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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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간신히 마련한 이주비용만으로 선박에 올랐던 대부분의 아일랜드
빈민들의 정착지는 도착지인 뉴욕이었다. 좁은 공간에 과밀도된
공동주택에 거주했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생활상을 조사한 뉴욕
보건국은 이들을 위생상 “최악의 이민자(low Irish)”로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1832년 뉴욕에서 콜레라가 창궐하자 바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종교적으로도 이질적이었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못마땅해 했던 다수의 미국인들은 콜레라를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내리신 재앙이라 확신했다. 그렇게 “아일랜드인의 기독교병”이 된
콜레라는 1849년 재확산되고 뉴욕 거주 아일랜드 이민자의 40% 정도가
사망하면서 콜레라 보균자라는 혐의는 벗겨지지 않았다.17)
한편, 미국 동부 해안 도시에서 주로 발병했던 소아마비에 대한
두려움과 비난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몫이었다. 1916년 뉴욕시에서 10
세 이하 아이들에게서 발병한 소아마비는 해안가를 타고 동부 도시들로
확산된다는 루머가 퍼졌다. 실제로 당시 미국 아동의 사망률인 3.42%에
비해 이탈리아계 아동의 사망률이 1.63%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위생측면에서
미국 문화와는 다른 이탈리아 문화의 부적합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병원에서는 가족 중 병자가 생기면 바이러스 전염가능성으로 인해
반드시 격리해야한다고 권고했으나 대부분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가족이 아프면 모두 모여야 한다는 관행으로 20명 이상 좁은
방에 모인다거나 죽인 이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의 표현으로 망자에게
키스하는 전통 장례방식 등을 고수했다. 이는 미국인들의 눈에 모범적인
위생규범을 파괴하는 몰지각한 행위로 평가되었다.18) 결핵을 유입하고
옮기고 다닌다는 유대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도 비슷한 양상을 뗬다.
1916년 뉴욕 브롱스와 맨해튼 남부 외곽 빈민가에서 발병했다고 기록된
결핵은 “재단사의 병”이라는 표현처럼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걸리는 유일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인 중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토착주의자들은 유대인 재단사들이 크게 숨만 쉬어도 모두
17) Ibid., pp. 32-35.
18) Ibid., pp. 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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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와 혐오감을 퍼뜨렸다.19)
크라우트가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제시한 공중보건 상 위험인자로
낙인찍힌 유럽인들은 남동부 유럽인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중반부터 글자그대로 쏟아져 들어왔던 남동부 유럽인들이 기존의 북서부
유럽인 이민자들을 수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백인성을 미국
역사상 가장 좁은 의미로 제한했다. 1790년 귀화법 이래로 백인의 조건은
흑인이 아니거나 인디언이 아니면 족했다. 당연히 유럽인이면 모두
백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기 전환기가 되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만이 유일한 100% 미국인으로 인정되었고 남동부
유럽인은 부족한 그래서 달갑지 않은 백인타자(Inbetween Peoples)가
되었다.20) 같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부 유럽인들에 대한 의학적
편견과 낙인찍기는 이러한 인종 인식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염성
질병이 비백인에게서 발병하는 순간 남동부 유럽인들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유색인에게 그대로 이식되었고 질병에 대한 공포감 또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실제로 1868년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콜레라
환자 수가 부각되면서 1832년 이래로 콜레라 유입자라는 편견으로
차별받았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중국인에게로
전이되었고, 1870년 다수의 나병환자가 중국인 공동체에서 속출하면서
그동안 유럽 이민자들에게 가해졌던 의학적 편견도 지워지기 시작했다.21)
다시 말해, 비록 백인성을 의심받았던 남동부 유럽인이었으나 이제
그들을 둘러싼 의학적 편견, 오명, 낙인 등은 유색인 중국인 발병자의
등장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용한 침입자들』은 이
과정을 백인과 비백인의 역사경험을 통해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19) Ibid., pp. 136-137, 155-156, p. 161. “재단사의 병”이라는 용어는 역사학
자 어빙 하우(Irving Howe)가 다수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의류공장에 다니거
나 재단사로 일하는 것이 주 수입원인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 일찍이 역사학자 데이비드 로디거는 20세기 전환기의 남동부 유럽인을 흑
인도 백인도 아닌 백인타자(Inbetween Peoples)이라 규정했다. James R.
Barrett and David Roediger, “Inbetween Peoples: Race, Nationality and
the ‘New Immigrant’ Working Clas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16:3(1997), pp. 3-44.
21)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82-83; 신지혜, 「19세기 미국의 나
병과 이민자」 (미발표 논문).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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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침입자들』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공포가 비백인 유색인과
연관되었을 때 얼마나 더 큰 파급력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단적인 실례
(實例)를 1900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의 페스트 발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과 1906년 최초의 무증상 장티푸스 전염자로 기록된
뉴욕의 아일랜드 여성이민자 메리 맬론(Mary Mallon)의 경우를 통해
설명한다.22) 1906년 8월 발병한 장티푸스의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롱아일랜드 오이스터 베이(Oyster Bay)에 거주했던 아일랜드출신
이민자 메리가 첫 감염자였음을 발견했다. 사실 당시 장티푸스가 새로운
질병은 아니었다. 이미 뉴욕시에 3,500건의 장티푸스 발병과 639명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장티푸스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지엽적인 질병으로 간주되어 이슈화되지 않았다. 장티푸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09년 이미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던
메리의 이야기가 뉴욕의 일간지 New York American에 “‘장티푸스 메리
(Typhoid Mary)’: 아직은 안전하나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이라는
선정적이고 위협적인 헤드라인이 실리면서였다. 메리는 뉴욕 일간지와
그녀를 격리 조치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금 당장
증상은 없어도 전염성 질병이므로 의학적으로 격리는 당연한 절차라는
뉴욕 보건국의 주장과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건강한 시민을 격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립적으로 지속되었다.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1915년 연구 결과였다. 장티푸스 전염은 사람이 아니라 감염된
물이나 음식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메리에 대한 인신공격은
멈췄고 이후 ‘장티푸스 메리(Typhoid Mary)’는 그저 병원관계자들이나
비유적으로 쓰는 농담정도로 잊혀졌다. 그렇게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받던 편견은 서서히 지워져갔다.23)
반면, 유색인 중국인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중국인이 다수 미국
서부항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 초기다. 중국 내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22)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78-104.
23) 물론, 메리는 격리기간에도 원한다면 친구나 친지방문을 위한 외출이 허가되
었었다. Ibid., pp. 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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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중국인들은 미국으로 대량 이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도
골드러시와 서부개발에 따른 노동수요 급증으로 인해 값싼 노동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유입된 중국인 노동자를 쿨리(coolie)라
통칭했다. 쿨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흑인 노예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24) 대부분 빈민이었던 중국 이민자들은 도착지인
서부에 정착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집단거주지인 차이나타운을 형성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습관적인 아편 흡입자이며
중국인의 차이나타운은 도박과 매춘이 횡행하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은 콜레라, 나병, 성병, 페스트 등 온갖 질병이 확산되는
위험지역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팽배했던 반아시아 감정 속에서 1900년 5월 6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한명의 중국인이 페스트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5월 19일 오전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빠르게
차이나타운 전역을 통째로 격리 봉쇄했다. 그리고 아직 임상실험도
완료되지 않은 실험용 백신 하프킨 세럼(Haffkine’s Serum)으로 가득
채운 수많은 주사기로 무장한 의료인들이 타운을 점령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 토착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차이나타운은 격리 봉쇄될 곳이 아니라
불태워 없애야 할 공간이라는 요구도 강하게 제시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는 우선적 방법은 격리였다.25) 그러나 전염병 발병으로
한 지역 전체를 격리 조치하고 위험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 보건당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명백한 과잉대응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한 정상인은 차이나타운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은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거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반면 주변의 백인들에게는 모두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 한명의 페스트 감염자 사망이 불러온 공포가 어떻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동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불어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팽배해있던 반중국인 감정

24) Ibid., pp. 79-80.
25) Alan M. Kraut, “Health, Disease, and Immigration Policy”, p. 54.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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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phobia)을 고스란히 드러낸 인종차별적 보건정책의 민낯이었다.26)
중국인들의 저항은 예고된 것이었다. 차이나타운 상인 웡 와이(Wong Wai)
는 1882년 중국인이민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이래로
현재까지 중국인 이민자들의 인권투쟁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6자회사의 도움으로 로스앤젤레스 주와 샌프란시스코 보건국,
그리고 책임 전문의 조셉 킨윤(Joseph Kinyoun)을 법원에 고발했다.
공공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보건당국의 주장에 맞서 웡
와이는 아직 임상실험도 완결되지 않은 실험용 백신을 그것도 위험지역을
떠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유일하게 중국인에게만 막아 둔 상황에서
투여하는 것은 “평등한 법적 보호”라는 헌법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자유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평소 중국인에게 비협조적이며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윌리엄 모로(William Morrow)
판사도 이번에는 웡 와이의 손을 들어주었다. 모로는 “차이나타운의 격리
조치와 강제적 백신투여는 특정한 인종 즉 중국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페스트 감염에 더 노출되어있다는 아직 증명되지 않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 14조에 의거한 “평등한 법적 보호” 조항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했다.27) 그러나 판결문 하나가 오랜 기간 깊고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여온 차이나타운에 대한 편견을 지워내긴 역부족이었다. 이후 1907
년 페스트가 재확산되었을 때 이미 페스트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쥐가
주요 전염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은 또 다시 차이나타운을 격리했다. 게다가 당시 160건의 발병자들
중 중국인은 한명도 없었다.28)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중국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해진 의학적 편견과 혐오를
지워내는 것은 너무도 요원한 희망이었다.

III. 미국 공중보건의학의 발전과 이민자들
26)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88-90.
27) Ibid., pp. 91-96; Iris Chang, The Chinese in America: A Narrative History (Viking: Penguin Books, 2003).
28)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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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 크라우트는 이민자 통합이 정치인의 입법이나 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진정한 이민자의 수용과 통합은 정주민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기에 특히
생명을 다루는 질병과 보건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이야말로 미국인과 이민자들 사이 양쪽의 복잡한
문화가 밀접하게 조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크라우트는 이질적
문화사이의 완충역할 혹은 매개자의 역할로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한
이민자출신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이민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9)
19세기 중엽 이후 미국에 이주한 이민자들은 당시 미국의 병원이나
질병치료 방법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이민자들에게 미국 병원은 “
차갑고 사무적인 그래서 낯설기만 한 사람들에 의해 치료”가 행해지는
곳으로 인식되었다.30) 언어, 종교, 생활습관 같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체질도 다른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상호교감 속에서 치료하고 치료받길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저임금의 오랜 노동시간에 시달리던 이민자들에게
미국 병원은 이해하기 힘든 의학용어와 기구들로 가득한 곳으로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곳이었다. 이질적인 미국의 공중보건의학과
위생규범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치료
효과의 유무를 떠나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의료진과 치료공간이었다.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이민자들은 질병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미국의 공중보건통제나 질병치료 방법의 단순한 수혜자도 희생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민자들은 전통적 치료방법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의료진이나 소수이민자 병원의 문화적 완충역할에
힘입어

미국의

공중보건과

위생의식에

적응해나가는

주체였음을

강조한다. 뉴욕시 의사협회의 이탈리아 이민자출신 의사 안토니오
29) Alan Kraut, “Foreign Bodies: The Perennial Negotiation over Health
and Culture in a Nation of Immigrant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vol. 23, no. 2(Winter, 2004), pp. 5-6.
30)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199.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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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Antonio Stella)와 로코 브린디시(Rocco Brindisi)는 교육을
통해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전통적 민간치료법에서 벗어나 미국의 위생과
공중보건체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개도해야함을 강조했다.
1904년 스텔라는 그의 논문에서 당시 폐결핵 균을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에 유입했다는 의학적 편견에 반박했다. 호흡기질환인 폐결핵은
이탈리아인이 아닌 누구라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창문 하나 없이
어둡고 좁은 공간의 노동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결핵의 유전설을 뒤집었다.31) 스텔라는 질병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며 이탈리아 이민자 스스로도 두려워했던 질병에 대한
공포를 씻어내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여 내과의사
브린디시는 이탈리아인들이 질병이나 위생문제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민족공동체
자선기관이나 학교뿐 아니라 일선 병원에서도 위생규범을 전달하고 이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임을 역설했다.32)
이탈리아 이민자출신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유럽 유대인 이민자출신
의사와 이민공동체 또한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자처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의사의 위치는 상당히 명망 높고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그에 맞춰
의사들의 치료비용 역시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19
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유대인 이민자들은 몸이 아프면 치료를 위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민간치료사에게 의지했었다. 그런데 유대인 상호
공제조합들(Jewish mutual benefit societies)이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으로

의사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접근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

이민자들의

병원치료

33)

더 나아가 이민자들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한 이민공동체의 노력은
이민소수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사실 종교적
31) Antonio Stella, “Tuberculosis and the Italians in the United States”,
Charities 12(1904), 486-489;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80.
32) Alan Kraut, “Foreign Bodies”, pp. 7-8;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133-134.
33) Alan Kraut, “Foreign Bodies”,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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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를 위한 기독교·유대인 병원의 설립은 남북전쟁 이전부터 시작됐다.
1840년대 뉴욕과 세인트루이스에는 특히 아일랜드인과 독일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기독교 병원이 설립되었고 1850년 독일계 유대인들은
신시내티에 4천명의 환자수용이 가능한 유대인 병원을 신설했다. 1855
년 뉴욕의 유대인 공동체가 그 뒤를 이어 뉴욕 유대인병원(the Jews’
Hospital of New York)을 열었고 이후 1930년까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루이즈빌, 덴버, 보스톤 등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유대인 병원이 신설되었다. 이민소수자들을
위한 병원은 유대인 병원뿐 아니라 1894년 폴란드 이민공동체가 “
나사렛 성모병원”을 개원하였고 1904년 주세페 파비아니(Giuseppe
Fabiani) 의사가 중심이 되어 이탈리아 이민공동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파비아니 이탈리아 병원”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이민소수자 병원에서
환자들은 같은 종교와 언어를 공유하며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 더
두려웠던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34) 치료는 의사의 몫이었지만 병원운영에 성직자가 참여했고
종종 수녀가 간호사를 대신해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유대인 병원의
경우 음식이나 종교의식을 유대인 의식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했다. 물론 병원 시설 자체는 열악했고 병상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1900년 페스트나 1918년 스페인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돌 때 이민소수자 병원은 같은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민족
배경이 다른 환자들 치료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실제로 스페인독감
집단발생 때 뉴욕 유대인병원에 85명의 간호사들이 봉사를 자처했고 그
중 18명이 폐렴증상으로 고생했으나 끝까지 남아 환자들을 돌봤다. 『
조용한 침입자들』은 이러한 이민소수자들의 병원이 미국인들의 눈에는
이질 종교의 집단행동이라기보다 치료목적으로 설립된 곳이고 무엇보다
미국인들과는 분리된 치료공간이라는 점에서 거부감 없이 비춰졌을
것이라 평가한다.35) 게다가 이 긍정적 시각은 한발 더 나아가 남동부
유럽인들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 역설한다.
34)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 128.
35)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44-49, 197-203.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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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유럽 백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질과 치료체계를 갖고 있었던
유색인

중국인

이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치료방법이

이해되는 의료기관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아시아인
특유의 체질의학과 한방약초의 독특한 전통적 치료법으로 인해 환자가
생길 때마다 주로 각 가정에서 민간치료법에 의지했었다. 미국인들에겐
너무도 생소한 중국이민자들의 질병 치료법은 그저 미개하고 비정상적인
미신행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1900년 페스트의 창궐과 주 보건당국의
과잉 대응을 겪으며 중국인 이민자들은 질병치료에 있어서 전통
민간치료법만을 고집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이에 1900
년 중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에 “텅 와(Tung Wah) 진료소”를
신설하고 3명의 백인 의사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서양의술을 도입했다.
이곳은 1918년 스페인독감이 유행할 때 유일한 중국인들의 치료
장소이기도 했다. 이후 차이나타운 중국인 이민공동체들의 지속적 노력에
의해 1925년 5층 건물에 55개의 병상을 갖춘 “중국인 병원(Chinese
Hospital)”을 설립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서양의학과 한방의술을
동시에 제공하기 시작했다.36) 그런데 똑같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세워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부 유럽인들을 위한 병원이 그들에게 가해졌던
오명과 낙인을 지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의 경험은 너무도 달랐다. 중국인병원의
개원 소식에 당시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장 윌리엄 헤슬러(William
Hassler)는 샌프란시스코 백인 거주자들에게 차이나타운의 새 병원을
경계하라는 공문을 띄웠던 것이다.37)
백인과 비백인 간의 상이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침입자들』
은 이민자들의 민간치료법과 미국의 과학적 치료법과의 동화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의학이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상호영향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의 의사나 간호사들도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치료방법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문화적 태도 차이를
지켜보며 이민자들의 고유한 치유책도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대안적인
36) Ibid., pp. 197-198.
37)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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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도와 상관없이 이민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조용한 침입자들”인 전염성
질병은 이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질병의학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역설한다. 외부 질병의 유입은 물론이고
이민자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빠르고 정확한 질병
진단기술의 발전 또한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38)

IV. 결론
알란 크라우트의 『조용한 침입자들』은 미국 이민사를 의학사에
접목시켜 인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런데 『조용한 침입자들』이 발간되었던 1994
년 당시에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저자가 서문에서 연구의 계기로
지목한 것처럼 1990년대 미국은 AIDS 팬데믹 현상으로 외부 질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게다가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해 다시
고개를 든 반이민정서가 만연해져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민자들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의학적 편견으로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차별했던
네거티브 역사담론을 들춰낸 『조용한 침입자들』에 대한 학계반응은
신간소개 정도에 그칠 뿐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
조용한 침입자들』이 오히려 의사나 특히 방문간호사 등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특정 질병을 경험한 이민자들의 실질적 목소리와
구체적 예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크라우트가 다루는 연구시기 또한
흐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두서가 없다는 혹평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39) 그러나 이후 이민사에서 질병과 이민자, 그리고 공중보건과의
38)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8.
39) 『조용한 침입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다음 참조. Higham, “Silent
Travelers” (Book Review), pp. 173-174; Georgina Feldberg,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 2(September, 1995), pp.
786-787; Edward J. Larson,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ttp://www.homomigrans.com

25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3(Nov. 2020)

관계연구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조용한 침입자들』은 거의 모든
후속연구에서 빠짐없이 인용되고 소개되는 명실상부한 고전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듯하다.40)
『조용한 침입자들』에 의하면 미국 역사 속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이라는 두 축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엉켜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타자화하고 차별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41)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20세기 전환기는 특히 남동부 유럽인들이 전례 없이 몰려들어
도시를 중심으로 집단적 빈민거주지를 형성했던 미국 내 반이민정서가
절정인 시기였다. 서부의 경우 골드러시와 서부개발에 따른 노동수요
급증으로

중국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반아시아감정이

최고조에 이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인 혐오감은 제도나
정책으로 표출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러났다. 크라우트는
특히 이 시기 건강, 질병, 보건, 위생 등에 관련해 특정 질병을 특정
인종과 동일시했던 의학적 편견과 인종차별로 얼룩졌던 이민자들의 삶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용한 침입자들』은 콜레라나 황열병, 나병과 같은 열대성 질병뿐
아니라 천연두, 매독, 페스트까지 거의 모든 유행병의 원천적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유색인 중국인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럽에서
유래되었다고 의심되는 장티푸스나 결핵 등의 보균자로 유럽 백인이
견뎌야했던 의학적 편견까지 비교적 고르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
조용한 침입자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가 똑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비백인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더
History, vol. 26, no.4(spring, 1996), pp. 724-725.
40) 『조용한 침입자들』 이후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는
알란 크라우트 본인의 다수의 연구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몇 가지
연구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Nancy Tomes, The Gospel of Germs: Men,
Women, and the Microbe in American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Nayan Shah,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Baynton, “Dis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in
American History”, pp. 33-57; Natalia Molina, Fit to Be Citizens?: Public Health and Race in Los Angeles, 187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크라우트의 후속연구는 참고문헌 참조.
41)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9.
26

미국의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제노포비아

큰 파급력을 보여주는지를 백인의 경우와 대비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타자화된 백인으로 차별받았던 남동부 유럽인들도 중국인 발병자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백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그들에게 가해졌던 의학적
편견과 멍에에 걷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부에서는 “저급한 백인”
이었던 남동부 유럽이 반아시아정서가 팽배한 서부에선 다시 “고귀한
백인”이 될 수 있었다는 역사학자 매튜 제이콥슨(Matthew F. Jacobson)
의 주장이 상기되는 대목이다.42)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주장은 질병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이민자들을 권력이나 미국의 공중보건통제의 단순한
담지자이거나 소극적 희생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의
과학적 질병치료법과 이민자들의 민간치료법이 서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변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민자출신의 의료진과 이민소수자를 위한 의료시설의 등장은 이질적인
두 문화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이민자들이 유입하는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 및 의학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다고
역설한다.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조용한 침입자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다. 전염성 질병의 위협을 무조건
외부인이 들여오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크라우트의 주장처럼 근거
없는 의학적 편견이자 인종주의의 발로다. 어쩌면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일상에 파고들어 퍼져나가는 백신조차 없는 바이러스에 불과하다할
것이다.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제노포비아 감정에 치우쳐 특정
국가나 민족을 맹목적으로 혐오하며 국경을 걸어 잠그기엔 세계가 너무
크고 너무 촘촘히 연결되어있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학술연구원, yioh77@naver.com
42) Matthew F. Jacobson,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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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의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제노포비아: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위협”』 다시 읽기
오영인

본고는 미국 의학·이민사의 고전이 된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
의 저서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
이민자들의 위협”』(이하 『조용한 침입자들』)의 주요 주장을 다시
검토한다. 세계는 지금 2019년 12월 최초로 보고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 전염성 질병만큼이나 확산력이 큰 것이 두려움 혹은
공포다. 국경도 인종도 계급도 젠더의 경계도 뛰어넘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특정 질병을 특정 인종과 동일시하여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주조했던 경험은 미국에서도 지난하게 이어져왔다. 질병과 공포, 그리고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이민사
연구서로 평가되는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은 의학과 과학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인종주의와 의학적 편견으로 얼룩졌던 이민자들의 저항과
적응의 역사 경험을 들려준다. 『조용한 침입자들』의 주장 중 본고가
주목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상이한 적응과정과
경험이고 둘째는 정착사회에 있어서 이민자들의 긍정적 역할이다. 즉,
질병치료에 있어서 외부의 민간치료법과 미국의 과학적 치료방법이
동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의학의 발전에 서로 고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미국 이민사의
고전을 들여다봄으로써 혹시 우리가 국민생명이나 국가안전이라는 공공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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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성 뒤에 숨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차단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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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ized Nativism” and Xenophobia in American
History:
Rereading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y Alan M. Kraut
Oh Young-In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arguments of Alan Kraut’s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which has
become a classic text of American medical and immigration history.
After COVID-19, we all are experiencing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upheaval. Historically, the crossing boundaries
were essential to the creation of panic and immigrants were key
to the panic. Silent Travelers is the first book that attempts a
comprehensive view of immigration and health. It says depriving
immigrant minorities of their rights in the name of science and
medical science is nothing new in American history. This study
focuses two points among Silent Travelers‘s arguments. First,

Silent Travelers tells us diverse historical experiences from
diverse immigrant groups, across ethnic lines. Second, Silent

Travelers argues that immigrants were not just passive pawns in the
discourse over their health, choice of health care, or public health
policies imposed on them, Rather, it shows immigrants’ positive
roles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ublic health and medicine.
By reading Silent Travelers, I hope that we take a chance to reflect
on any possibility of all forms of xenophobia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health especially as we deal with current issue
of COVID-19.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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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

19세기 미국의 나병1)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경험

신지혜

Ⅰ. 서론
개인의 이동이 증가하고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질병의 매개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인종만이 아니다. 국내든 국외든 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질병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 특히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경우, 여전히 차별을 벗어나기 힘들다.
2014년 한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여행자, 학생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을 금지당하거나 차별받았다.2)
코로나19를 통해서는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지역을 한데
묶어 타자화하는 현상이 전세계에서 나타났다. 질병 앞에서 만인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1) 나병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 용어로 현재는 나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을 딴
한센병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영어의
leprosy를 나병으로, leper를 나환자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2)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병 사례가 없었지만 이들의 한국 입국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14년 8월 덕성여자대학교에
서 개최된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였다. 대회에는 아
프리카 9개국의 학생 28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에볼라 발병 지역 출신이 없
었으나 아프리카인 전체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일시하는 통에 대회
를 취소하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덕성여대 “에볼라 발병국 참가자 없다”...
세계대회 개최」, 『뉴시스』 (2014년 8월 4일).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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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다지만, 질병의 이해와 대처 방식은 인종적 편견과 무관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해도3) 이와
같은 차별적인 행태가 나타났을 것인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유사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다면, 이것이 유럽의 백인에 대한 전세계적
반감으로 확대되었을 것인가?
질병의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이동성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내에서 지역감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해도, 해외에서 계속되는
유입으로 인한 전파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민권을 가진 해외
거주자가 귀국하는 것으로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리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어도 시민이 아닌 자가 입국하는 경우 전파의 위협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이민자가 실제로 질병의
전파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보다, 이민자의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 특정 질병의 이해와 이민자의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이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20세기 초 아일랜드 출신의 메리 맬런
(Mallon)과 장티푸스,4) 유대인과 연계된 전염성 강한 안질환 트라코마
5)

등을 제외하고 미국 역사에서 유럽에서 유래되거나 유럽의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와 연계된 전염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아시아인,
특히 중국인과 필리핀인 이민자는 트라코마 뿐만 아니라 십이지장충병,

3) 브라운 대학의 스탠리 애런슨에 따르면, 1974년 이래로 중국으로부터 사람
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human pathogen) 29가지가 퍼져나갔다고 한
다. 전부 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사라졌다 재등장한 병원균도 있었
다. 애런슨은 중국인 상당수가 가축과 공간적 거리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인간, 조류, 돼지 독감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섞여 앞으로도 중국
이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그는 여러 감염병에 대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적 태도를 지적한다. Stanley
M. Aronson, “Racism and the Threat of Influenza”, Medicine and Health
Rhode Island, 93-1(2010), p. 3.
4) 낸시 톰스, 이춘입 역, 『세균의 복음』 (서울: 푸른역사, 2019); Alan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5) Howard Mar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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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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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황열병, 나병 등의 열대성 질병을 퍼뜨린다 하여 배척당했다.6)
사실 트라코마는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던 질환이었고,
십이지장충병 역시 미국 남부의 가난한 백인 사이에 퍼져 있던 질병이었다.7)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이 미국 사회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믿음은
힘을 발휘했고, 비백인과 연계될 때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0년의 코로나19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어느 사회에서나
질병은 외부의 세력, 특히 이민과 연계되었고, 이에 따라 질병의 근원인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두드러졌다. 나병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세기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지에서는 이민자가 나병의 전파자 또는
보균자로 지목되었다.8) 수천년 동안 나병이 명맥을 이어왔던 유럽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 나병을 외국병으로 보게 되었다.9) 역사학자인 재커리 거쏘
(Gussow)와 조지 트레이시(Tracy)는 당시 5대 유행병인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황열병, 천연두가 외국인을 통해 유럽과 미국에 유입되었고,
이처럼 전세계적 유행병의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나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10) 그러나 19세기 미국 사회의
나병을 연구하는 것은 그동안 이민자와 연계되었던 여타 질병 연구와
6) Nayan Shah,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Brittany Kula and Joan L. Robinson, “Mistreatment of Immigrants: The
History of Leprosy in Canada”, Leprosy Review, 84(2013).
7) Matt Wray, Not Quite White: White Trash and the Boundaries of Whitenes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8) Shah, Contagious Divides;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9) 영국의 의사인 롭슨 루스에 따르면, 유럽에 나병이 유입된 것은 로마 제국
시기였다. 이미 8~9세기경부터 나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10~13세기에 걸쳐 거의 전 유럽에 유사한 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루스는 십
자군 전쟁 때 동방(East)에서 나병이 유입되었다는 주장에는 의문을 표했다.
이미 훨씬 전부터 영국에 나환자를 위한 병원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또한 루
스는 유럽에서 나병이 사라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격리가 중요한 역
할을 했다고 보았다. Robson Roose, “Lepers and Leprosy in Norway”,
Fortnightly Review, 52(December 1889).
10) Zachary Gussow and George S.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The Social History of a Diseas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4-5(1970),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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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뭇 다르다. 나병을 가져온 ‘외부인’이 우리가 흔히 질병과 연관지은 유럽
외부의 비백인이 아니라, 전형적인 백인이라 할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였기 때문이다.11) 이 중 노르웨이는 미국으로 이민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병 발병 지역으로 잘 알려졌다. 오늘날 나병을 칭하는 한센병이
1873년에 나균(Mycobacterium leprae)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사
게르하르 한센(Gerhard Armauer Hansen)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 또한 나병의 역사에서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한편, 노르웨이와
나병은 대중뿐만 아니라 학계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지 오래이다. 미국의
스칸디나비아 이민사 연구에는 나병이 등장하지 않으며,12) 이민과 의료,
질병, 심지어는 나병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노르웨이는 물론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본 글은 19세기 미국에서 나병이 인식된 과정을 통해 나병의 역사와
미국의 이민·인종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북유럽의 백인이라도 앵글로 색슨과 동일한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없었으며,
질병을 옮기는 외부인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출신,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고, 다른 이민자 집단의 나병이 부각되면서 나병의 스티그마는
점차 비백인 타자로 옮겨갔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고통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들의 배척의 역사가
비백인 이민자나 소수 집단이 겪은 고난에 비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11) 이 글은 노르웨이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전체를 포
괄한다. 노르웨이 이민자의 정체성이 스칸디나비아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
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Erika K. Jackson, Scandina-

vians in Chicago: The Origins of White Privilege in Modern America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8).
12) Norway to America는 이민자 사회의 생활환경과 질병을 설명하면서 나병
을 딱 한 번 언급한다. “오랫동안 결핵이 미국의 노르웨이인 거주 지역에 널
리 퍼졌다.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민자가 결핵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나
병은 노르웨이에서 감염되어 온 사람들이 죽자 사라졌는데, 이는 생활환경
과 위생이 나아졌다는 신호로,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나병이 전염되기
때문이었다.” Ingrid Semmingsen and Einar Ingvald Haugen, Norway to
America: A History of the Migr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0),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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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13) 본 글은 19세기 중후반 미국 사회에서 나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중 노르웨이 출신과 이들의 나병
사례가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공중보건 법규와 정책 수행을
통해 나병의 통제가 어떻게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에서 비백인 이민자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세기 중반 미국에 도착한 노르웨이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이민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당시 미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이민자의 동화 과정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Ⅱ. 나병의 역사와 미국의 나환자
나병과 여타 전염병을 구별하는 단어는 ‘스티그마’이다.14)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나병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여년의 잠복기를 가지며,
나환자의 호흡기 비말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다. 피부의 괴사 같은
심각한 증상은 나균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이거나 합병증에 의해 야기된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나병이 유전된다는 주장이 대세였지만 세균설이 발전하고 나균이
발견되면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나균은 쉽게
전염되지 않아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일단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
않고 역사적, 종교적으로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던 질병이라
문제가 되었다.15) 1889년 영국의 의사 롭슨 루스(Roose)는 콜레라와
나병을 비교하며, 콜레라를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나병은 “참아내야
할 악”으로 보았다. 콜레라는 나병보다 빨리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결국 사라지는 반면, 나병은 희생자를 고르면 몇 년이고 달라붙어 죽음이

13) 본 글에서는 ‘백인성’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했지만, 아일랜드, 유대인, 남동
유럽 이민자의 백인성 연구를 통해서도 이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14) 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p. 425.
15)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소설 『벤허』에서 묘사된 나병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다. Michelle Therese Moran, Colonizing Leprosy:
Imperialism and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 36.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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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16) 미셸 푸코 역시 나병을
페스트와 구분하여, 개인화된 훈육을 대표한 페스트 환자와 달리 중세의
나환자는 사회적 추방과 거리두기를 통해 완전히 배제된 타자였다고
설명한다.17) 그러나 푸코가 고찰한 중세시대의 나병은 19세기에 다시금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나환자의 주거지가 산발적인 데다
이민자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게 과거만큼
쉽지 않았다. 결핵, 정신질환과 더불어 해당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원이나 전문 병원이 있었던 몇 안 되는 질병이었다는 점도 나병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18) 흥미로운 점은 환자의 수에 비해 나병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지나칠 정도였다는 것이다. 론 아문손(Amundson)과
아키라 러들-미야모토(Ruddle-Miyamoto)는 배척의 가장 큰 이유로 ‘
못생겼다’는 점을 들었다. 즉, 나환자의 외양이 눈에 거슬린다는 것 외에는
사실 나병을 이렇게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19)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나병이 크게 확산된 적이 없고, 유럽에서도 16
세기 이후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나병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다.20) 이런
상황에서 1860년대와 70년대에 나병이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였다. 거쏘와 트레이시에 따르면, 첫째는 1860년대
하와이의 나병 창궐로, 중국인 노동자가 나병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16) Roose, “Lepers and Leprosy in Norway”, p. 846.
17) Michele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1998).
18) “The Horrors of Leprosy”, Placer Herald (April 7, 1883). 나병원인 라자
레토는 감옥이나 정신병원과 종종 비유되었다. 캐나다 뉴브런스윅의 라자레
토를 방문한 저자는 이곳이 감옥이나 마찬가지고, 정신병원 병동도 여기에 비
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19) Ron Amundson and Akira Oakaokalani Ruddle-Miyamoto, “A Wholesome Horror: The Stigmas of Leprosy in 19th Century Hawaii”,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0-3/4(2010). https://dsq-sds.org/article/
view/1270/1300.
20) Gussow and Tracy, “Stigma”, p. 427. 영국의 모렐 맥켄지(Mackenzie)에
따르면, 예전 유럽 국가는 나병이 전염된다고 믿어 철저한 격리를 지향했으
나, 19세기 들어 나병이 유전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면서 오히려 나병
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그는 노르웨이의 한센이 설파한 나병의 전염설을 적
극 지지했다. Morell Mackenzie, “The Dreadful Revival of Leprosy”, The
Nineteenth Century; a Monthly Review (December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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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의 유전설이 도전을 받았다.21) 둘째는 1873년 한센의 나균 발견,
셋째는 하와이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벨기에 출신의 다미앵(Damien)
신부가 1870년대 나병에 걸려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다.22) 당시 미국이
하와이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합병도 하지 않은 때에
하와이의 나병 발발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눈에 알기 어렵다.
이것이 본 글이 거쏘와 트레이시가 설명한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도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미국의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와 나병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래 미국에서는 나병이 서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을
통해,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프랑스 출신 정착민에 의해 퍼졌다고 알려져
있었다.23) 남부의 특정 지역에 나병이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미국 사회는
나환자의 존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19세기에도 나병 발발 지역은
인도, 서인도제도, 아이슬란드, 중국, 노르웨이 해안, 하와이(당시 샌드위치
섬), 남아프리카 등으로, 미국은 안전지대에 가까웠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미네소타주를 비롯해 아이오와, 위스컨신주 등에 거주하는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중 나환자가 있다는 보고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24) 이제 나병은 내부인과 외부인을 판가름 짓고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하는 질병이 되었다.
그러나 나병을 다루는 미국 이민사와 의료사의 학제간 연구는 많지
않다. 미국의 나병 연구에서는 하와이 및 미 군정 하의 필리핀에서
나병의 치료와 나환자의 격리 등을 다룬 글이 주가 되었다.25) 이 외에도
21) 샌드위치 섬으로 알려진 하와이에서 최초로 나환자의 집단 격리가 실행되었
다. 하와이의 사례는 식민지를 통한 나병의 전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22) 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제니퍼 라이
트, 이규원 역, 『세계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서울: 산처럼, 2020).
23) Victor G. Heiser, “The Future of Leprosy”, North American Review
(June 1, 1925), p. 681.
24) The Norwegian-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NAHA) online:
https://www.naha.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 19세기
말이 되면 나병의 유전성을 반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센의 나균 발견을
통해 나병이 전염되며 격리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물론 나균 발견 이후에도 유전이나 자연발생설을 신봉하는 학자 및 대중이 많
았다.
25) Amundson and Ruddle-Miyamoto, “Wholesome Horror”; Warwick An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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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에 초점을 맞춰 나병을 분석한 미셸 모런(Moran)의 연구가
있으며, 나환자 요양소를 중심으로 하여 하와이의 몰로카이와 1910
년대에 설립된 루이지애나주 카빌의 국립 나병원를 다루는 연구가 몇 편
출판되었다.26) 미 서부의 중국인 이민자와 나병도 관심을 받았지만, 이민과
나병의 연관성 자체보다는 반이민 정서와 인종차별 연구가 주를 이뤘다.27)
거의 모든 질병의 원흉으로 매도당한 중국인 외에 다른 이민자를 나병과
연결지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스칸디나비아,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 사이에서 나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루는 역사서
역시 나병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인의 나병이 공포와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단지 이들이 ‘혐오스럽다’고 여겨지지 않아서라는
간단한 설명도 있지만,28) 미국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으로
시선을 옮긴다면,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와 나병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19세기에 나병이 발생했던 지역은 인도, 서인도제도, 아이슬란드,
중국, 노르웨이 해안, 하와이(당시 샌드위치 섬), 남아프리카 등으로,
미국은 나병의 안전지대에 가까웠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출신 나환자를 시작으로, 1870년대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derson, Colonial Pathologies: American Tropical Medicine, Race, and
Hygiene in the Philippin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6),
pp. 161-75; Maria Serena I. Diokno, ed., Hidden Lives, Concealed
Narratives: A History of Leprosy in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Historic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2016); Kerri A. Inglis, Ma’i
Lepera, Disease and Displacement in Nineteenth-Century Hawai’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26) Michelle Therese Moran, Colonizing Leprosy: Imperialism and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27) Shah, Contagious Divides; Hajime Saito and Janet E. Frantz, “History of
Hansen’s Disease Contro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Japanese Journal of Leprosy, 74(2005).
28) 거쏘(Gussaw)의 설명으로 다음에서 재인용. Shubhada S. Pandya, “The
First International Leprosy Conference, Berlin, 1897: The Politics of
Segregation”, História, Ciências, Saúde-Manguinhos, 10-1(2003),
https://doi.org/10.1590/S0104-59702003000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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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이민자가 나병 확진을 받아 대혼란이 일어났다.29) 1898년 이후,
하와이와 필리핀이 합병되면서 새로운 영토로부터 나병이 유입되어
미전역에 퍼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져만 갔다. 나병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계속해서 배척을 받은 질병이므로, 특정 집단에서 나환자의
발생률이 높다면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역사가 긴
나병의 스티그마를 고려할 때, 미국 사회가 스칸디나비아,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에 의혹을 품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러나 중국인 이민자를
비롯한 비백인 타자의 경우와 달리, 중서부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를 향한
비난과 차별은 지속되지 않았다. 나병을 전파한다 해도 스칸디나비아인이
미국에 적응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나병이 처음 알려진 때가 미국이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꾀하며 전세계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전이라는 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졌지만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와 나병의 관계는
미국의 질병 통제, 이민문제, 인종관계를 두루 반영한다.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중 나환자의 존재는 외부인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이민 통제와
질병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이상이었던 청결함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 사회에 동화되면서, 그리고
중국인을 비롯한 비백인 나환자의 문제가 이들과 대비되면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나병을 향한 비난과 차별은 누그러들었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을 둘러싼 담론을 통해 어떻게 이들
이민자가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워낼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Ⅲ.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노르웨이인의 미국 이주는 1825년 범선 레스터레이션(Restauration)
호에 승선한 52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36년 이후에는 한동안 매년
수백 명 정도만이 미국으로 향했으나, 1843년부터는 공황의 여파로 천
29) Kraut, Silent Travelers, pp. 82-83,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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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이 매년 노르웨이를 등졌다.30) 많은 이들이 운하의 발달로 정착이
가능해진 중서부에 자리를 잡았다. 1860년대에는 미국의 사업가가
중서부의 땅을 개척할 이민자를 모집하기 위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눈을
돌렸고, 이에 따라 이민자 수가 더 늘어났다.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가난에서 비롯된 비참한 생활환경이
이들의 건강과 동화 과정을 위협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스칸디나비아인을
“소박한 시골 사람들로 문명화되지 않았다.”고 여겼으며 앵글로-색슨과는
다른 인종으로 간주했다.31) 질병 역시 이들의 정착을 위기에 빠뜨렸다.
오랜 이주 과정에서 비롯된 장티푸스나 이질은 물론, 식수 오염, 콜레라,
심지어는 말라리아까지도 이민자 사회에서 위세를 떨쳤다. 결핵 또한
흔하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나병이 문제가 되었다.32)
16세기 이후로 유럽에서 사라졌던 나병은 19세기 들어 노르웨이의
특정 지역과 아이슬란드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 중 노르웨이 서부에서
남부에 이르는 해안가가 나병의 진원지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미국 중서부에 정착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33) 1852년 『뉴욕 일간
타임스(New York Daily Times)』는 노르웨이의 나병 현황을 보여주는
제임스 리치먼드 목사의 편지를 실었다. 그는 노르웨이 서부 해안가에
나병이 만연하며, 이 지역의 노르웨이인이 점점 더 많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나병 전문가 또한 이민자 중에
나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당대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리치먼드는 나병이 절대로 전염되지는 않지만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민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미국에 쉽게 퍼져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민자 중 나환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병원에 입원하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민자가 많이 도착하는 주나 시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4) 1852년 당시 리치먼드의 편지는
30) Semmingsen and Haugen, Norway to America, p. 11.
31) Jackson, Scandinavians, p. 24.
32) Semmingsen and Haugen, Norway to America, pp. 67-69.
33) United State Congressional Serial Set. 1169 (1862/63), Annual Report
of Foreign Commerce, pp. 309-310.
34) “Norwegian Leprosy”, New York Daily Times (Dec. 27, 1852).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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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1850~60년대 미국의 노르웨이
이민자에게 나병이 발견되어 공중보건 문제가 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도
미국 사회는 노르웨이 이민자를 나병의 전파 집단 중 하나로 보았다.35)
1880년대에는 나병을 막으려면 모든 노르웨이 이민자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났다.36) 문제는 여전히 각 주의
보건 위원회(State Board of Health)가 주 내의 나환자 유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나환자를 등록하여 이들의 관리 및 격리를 맡았다는 것이다. 19
세기 말 연방이민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민에 있어서 연방 정부와
공중보건국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나환자의
중앙 통제가 원활하지 않았고, 송환이나 추방에도 일관된 정부 방침이
없었다. 나병은 잠복기가 다른 질병보다 길고 일정치 않아 국경에서
제때 찾아내기도 어려웠다.37) 무엇보다도 나병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드물었다.38) 따라서 오랫동안 매독과 나병이 혼동되었으며(둘 다 도덕성과
연관되었고, 악화되면 코가 떨어진다), 발병 초기의 상태는 단순한
Evangelic Catholic; Magnus Vollset, “Globalizing Leprosy: A Transnational History of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Medical Knowledge,
1850s-1930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ergen, 2013), pp.
147-149. 노르웨이 출신으로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페데르 안데르손은 이러
한 기사에 반박하는 글을 보스턴의 신문사에 보냈다. Boston Atlas (1853년
2월 26), 재간행은 Living Age, 37 (1853), pp. 33-34. https://www.naha.
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32.
35) Mary Laine, “How Minnesotans Handled Leprosy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MinnPost (November 5, 2018). https://www.minnpost.com/mnopedia/2018/11/how-minnesotans-handle-leprosyaround-the-turn-of-the-20th-century/. (검색일: 9월 22일).
36) 미네소타의 의사 휴잇(Hewitt)의 편지 내용. 다음에서 재인용. Walter L.
Washburn, “Leprosy among Scandinavian Settlers in the Upper Mississippi Valley, 1864-1932”,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242(1950), pp. 130-131.
37) 1879년부터 1883년까지 국립 보건 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가 잠
시나마 연방정부의 보건 정책을 뒷받침했지만, 1891년 연방이민국이 설립되
기 전까지는 이민자의 입국 통제에 있어 연방정부의 책임이 두드러지지 않았
다.
38) 나병의 임상적 특징이 알려진 것은 1840년대로, 노르웨이 출신인 다니엘
센(Daniellssen)과 벡(Boeck)의 연구 덕분이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결
핵나병(Tuberculoid leprosy)과 나종나병(lepromatous 또는 anaesthetic
leprosy)이 구별되었다. 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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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과 쉽게 구별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39)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환자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주정부가 이들의
보호와 격리를 계속해서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주 단위의 방침은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나병 연구를 가능케 했다.
유럽인에게 미국은 여전히 신세계였으며, 구세계의 질병인 나병은
미국에서 흔치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나병의 원인과 임상적 특징을
밝혀낼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노르웨이인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인이
대거 이주했던 중서부가 대표적인 연구 장소가 되었다.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의 의사 세 명이 미국을 방문해 나병을 연구했다. 이 셋은 나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홀름뵈(Holmboe)는 환경에 따른 자연발생설을 신봉했고, 뒤를 이은 벡
(Boeck)은 나병이 유전된다고 보았다. 반면 한센은 감염이론을 추구했다.
첫째로 홀름뵈는 1860년대에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위스컨신의
노르웨이 이민자 거주지를 여행하며 28명의 나환자를 조사했다. 그는
미국에서 나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미국에서 출생한
노르웨이인 중에는 나병 발병 사례가 없으며 나병을 앓는 성인 노르웨이
이민자 중에도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유였다. 홀름뵈에
따르면, 미국의 기후는 노르웨이만큼 척박하지 않고, 미국식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이 좋아져 나병의 발병이 저해되었다.40) 따라서 나환자의
격리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벡은 홀름뵈보다 몇 년 뒤인 1869
년에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18명의 나환자를 조사했는데, 미국에 도착한
이후 나병 증세를 보인 9명 중 8명이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9) Hansen, “Leprosy in Norway and America”, p. 503. 한편, 나병을 매독의
한 형태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40) 반대로 워시번은 노르웨이 이민자이자 미네소타에 정착한 의사인 그뢴볼
(Grönvold)의 연구를 들어, 미네소타의 연교차(화씨 2도에서 화씨 73도)가
나환자 요양소가 있던 노르웨이의 베르겐(화씨 34도에서 화씨 57도)보다 훨
씬 컸고, 미국식 식사를 하면서 노르웨이 이민자가 이전보다 키는 컸을지 모
르나 더 병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기후나 음식 면에서 미네소타에 나병의 효과
를 완화시킬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워시번은 미네소타의 척박
한 기후가 나균의 진행을 늦추거나, 나병의 발생과 연관되는 다른 기제를 완
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Washburn, “Leprosy”, p.
12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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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의 유전성을 확신했다. 그는 미국의 환경이 나병 증세를 완화시키지
않으며, 나병에 걸릴 기질을 타고난 이라면 미국에서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위생적인 생활 방식이 도움은 되겠지만 유전되는
이상 나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격리는 유전적
요인이 대를 이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었다. 이들의
뒤를 이어 1887년에는 한센이 미국에서 나병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당시
생존해있던 나환자는 13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센은 미국에 정착한
노르웨이 출신 의사의 도움으로 총 160건의 나환자 사례를 조사할 수
있었다. 한센의 연구는 노르웨이 이민자 가운데 나병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중 나환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
나병의 유전설을 부인했다. 그에 따르면 기후의 차이도 나병 발병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미 나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가 나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센은 미국에 도착한 후, 노르웨이
이민자가 더 청결한 환경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보다 넓은 공간을 누렸기
때문에 나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41)
이 중 한센의 연구는 노르웨이어로 출판되었음에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1889년 『뉴욕 타임스』는 「우리가 나병에 대해 아는 것(What
We Know of Lepros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알려진 나병의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1) 유전 때문에, 2) 조리가 잘 되지 않았거나 썩은
생선을 주식으로 해서, 3) 전염으로 나병이 발병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원인인 유전은 한센이 중서부에 정착한 노르웨이 태생 나환자를 조사함에
따라 힘을 잃었다. 이들의 후손 중 누구도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유전설을 반박하는 결과로 주목을 받았다.42) 둘째, 생선에 대한 논쟁은
북유럽인의 나병 발병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이들 가운데 나병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생선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인도나 중국의 특정 지역에도 나환자가 많고, 생선을 주식으로 한다 해서
41) 이 문단은 Lie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H. P. Lie, “Norwegian Lepers in
the United States: The Investigations of Holmboe, Boeck and Hansens”,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6(1938).
42) 이후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린 노르웨이
혈통의 환자가 발견되었다. 이 환자의 가족 누구도 나병에 걸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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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병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셋째, 나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한센이 발견한 균이 거의 모든
나환자에게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나병을 전염성 있는 “바실루스” 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43) 같은 칼럼이 미국 중서부와 서부에도 출간되어
대중에게 나병에 대한 지식을 전파했다.
나균이 발견된 후에도 나병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생선 이론 역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뉴욕의 의사인 앨버트 애쉬미드(Ashmead)44)는 대표적인
생선 이론 지지자로, 나환자의 이민 금지를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이민자는 물론 노르웨이 정부까지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나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애쉬미드는
노르웨이 정부가 나환자를 미국으로 “수출”해서라고 비난했다.45) 이에
대해 한센은 수년간의 격리 정책이 성과를 일궈낸 것이며, 나병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이민 금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46) 노르웨이
정부는 1880년대에 나환자의 격리를 의무화했고, 그 결과 1890년대가
되면 나병 발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47) 노르웨이의 성공적인 나병
통제는 미국 사회에도 전해졌으나, 애쉬미드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르웨이인에 대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노르웨이 이민자들은 정착 초기부터 나병의 스티그마를
43) Phineas S. Abraham, “What We Know of Leprosy”, New York Times
(July 21, 1889). Fortnightly Review에 출판된 내용을 재출간. (1885년
“Leprosy and Its Causes”)
44) 애쉬미드는 아시아인에 대해 인종차별적 태도를 취했던 인물로, 한 때 일본
도쿄 병원의 외국 의학소장으로 있었다. 그는 노르웨이 이민을 신랄하게 비판
하며 한센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 애쉬미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andya,
“First International Leprosy Conference”. 생선 이론의 지지자 중에는 영
국의 저명한 의사인 조나선 허친슨도 있었다.
45) “Plan for National Colony of Lepers”, New York Times (December 16,
1901); 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p.
442. Albert S. Ashmead, “Did Norway Send as an Official Representative a Leper to America?”, St. Louis Medical Gazette, no. 2(1898-99).
46) Hansen, Saint Paul Medical Journal, p. 243.
47) L. M. Vetlesen, “Leprosy in Norway”, The Daily Bulletin (Dec. 13,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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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었고, 이민자의 긍지를 갖고 미국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노르웨이 출신인
페데르 안데르손(Anderson)의 자서전이다.48) 약방에서 도제로 일했던
안데르손은 1830년 19세의 나이로 미국에 도착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운 뒤 매사추세츠주의 로웰에 정착하여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노르웨이인이 바람직한 이민자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또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절제하고, 정직하며, 근면해야” 한다고
믿었고, 어디에 있든 모국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기대했다. 따라서 1850년대 미국의 노르웨이인에게서 나병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처하려면 노르웨이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안데르손은 즉각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나환자와 접촉했지만 나병에 걸리지 않았고, 경험에 빗대어 볼 때 유전병인
나병은 한 가족에서 다음 세대로 바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뛴다고 설명했다.49)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도 비슷한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례로 1853년 위스컨신주의 노르웨이 이민자들이
『밀워키 센티널』에 보낸 편지를 들 수 있다. 이 편지는 나병이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며 전염되지 않는 유전적 질병이라는,
나병에 대한 당시 이해에 바탕했다. 본인을 ‘노르웨이인’이라고만 밝힌 대표
저자는 노르웨이에서도 오직 베르겐(Bergen) 근처에만 나병 사례가 있을
뿐, 나병이 만연한다는 주장이 이주를 막으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계산에서
나왔다고 분노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민
서류를 갖춰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갖은 서류 비용을
뜯어냈으며, 이번에는 환자 수가 적고 위험하지도 않은 나병을 빌미로
건강 증명서 발급 비용까지 착취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르웨이에 나병이 만연하다는 소문도 미국 정부를 설득해 자국민의 이민을
방해하려는 노르웨이 당국의 계획으로 보았다.50) 이 편지는 초기 노르웨이
48) https://www.naha.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
49) https://www.naha.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32. 안데
르손은 미국의 더 나은 음식과 더 온화한 기후로 인해 (중)서부에서 나병이 완
전히 뿌리뽑힐 것이라고 보았다.
50) “Leprosy in Norway”, New York Daily Times (January 21, 185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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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억압적인 정부를 떠나 온,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건강하며 사리에
밝은 사람들로 그려내고자 했으며, 보통의 이민자와 나환자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Ⅳ. 노르웨이 출신 나환자와 미국인 되기
미국의 초기 나병 연구와 정책에 있어서 노르웨이인 나환자의 존재
부각은 당시 북유럽의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항상 백인의 지위를 누렸지만, 미국
사회에 편입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18세기에 벤저민
프랭클린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독일인과 함께 스웨덴인을
백인에서 제외하고, 영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앵글로-색슨만이 진정한
백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51) 프랭클린의 주장은 유럽인 사이의 인종
차이를 강조했다기 보다는 미국적 삶에 동화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었다.52) 안데르손의 예가 보여주듯 이민과 동시에
유럽의 이민자들은 앵글로 색슨으로 대표되는 미국적 이상을 체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미국 사회의 규율을 따르고자 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청결함의 추구를
동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며, 카톨릭이 아닌 프로테스탄트라는 점을
강조하여 앵글로 색슨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여타 이민자
집단과 거리를 둠으로써 문명화된 미국 사회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었다.53)
From the Milwaukee (Wis) Sentinel. 이 편지는 종교 관계자나 정부 관료를
비롯한 노르웨이 당국이 가난한 노르웨이인을 착취하기 위해 이들의 이민을
막았다고 설명한다.
51) Matthew Yglesias, “Swarthy Germans”, The Atlantic (February 4,
2008)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08/02/swarthygermans/48324/. (검색일: 2020년 8월 3일). 당시 노르웨이는 덴마크와 스
웨덴의 정치적 영향 밑에 있었으므로, 프랭클린의 ‘스웨덴인’에 노르웨이를
비롯한 다른 스칸디나비아인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52) Jackson, Scandinavians, p. 8.
53) Ibid., p. 7. 독일이나 아일랜드 이민자와 달리 금주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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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의 동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40년대에서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는

다른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스칸디나비아인을 “가난, 지저분한 생활환경, 범죄, 동화하지 않으려는
속성” 등과 연결지었다.54) 게다가 나병처럼 오래전부터 배척당했거나
이민자와 연계된 질병은 아무리 잠깐이라고 해도 새로운 세계에서 이들의
지위를 위협하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 미국의 노르웨이인
중에 나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주요 거주지였던
미네소타 동부와 위스컨신 북서부는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북서부
인디언 거주 지와 더불어 미국 내 나병의 근원지로 알려졌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만큼은 아니었다 해도 노르웨이 이민자 또한 나병과 연계되어
비난받았고 생활환경과 방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홀름뵈, 벡, 그리고 한센의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중서부에서
노르웨이

출신

나환자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1890~1900년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나병 사례가 보도되어 다시금
노르웨이 이민자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무엇보다 노르웨이인이 청결하지
못해 나병을 전파한다는 생각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노르웨이인의
불결함은 19세기 중반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미국의 시인이자
여행작가 베이야드 테일러(Taylor)는 1858년에 출간된 『북부 여행:
스웨덴, 라플란드, 노르웨이의 여름과 겨울 풍경』에서 당시 노르웨이의
나병과 개인 위생 부족을 논하며 불결하고 더러운 생활환경을 나병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55) 19세기 말까지도 노르웨이인의 위생문제는 나병
전문가의 입에 오르내렸다. 노르웨이인의 이민 통제를 주장했던 뉴욕의
의사 애쉬미드는 영국의 나병 권위자 르로어(Leloir)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르웨이의 농부는 정말로 더럽다. 대부분은
절대 목욕을 하지 않고, 얼굴과 손은 일주일에 한 번, 발은 일 년에 한 번
씻을 뿐이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에 몸이 닿는 법이 없다. 대부분 울로
된 옷을 입는데 잠을 잘 때도 벗지 않는다. 옷은 절대 세탁하지 않고 걸레가
54) Ibid., p. 20.
55) Bayard Taylor, Northern Travel: Summer and Winter Pictures of Sweden, Lapland and Norway (London: Sampson Low, Son, and Co., 1858),
pp. 2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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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56) 나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청결함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이를 지킬 수 없는 노르웨이인의
이민은 저지되어야 했다.
그러나 가난으로 점철된 이민자의 초기 정착 환경을 무시하고 청결함을 마치
미국적 삶의 정수인양 찬양하는 것은 동화에 대한 압력은 물론, 이민자와
미국인 간에 쉽게 넘을 수 없는 차별의 벽이 있음을 시사했다.57) 애쉬미드의
주장에 대해, 한센은 노르웨이인도 미국에서는 청결함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병이 전염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르웨이 농부가 미국에서 처음 배우는 것은 씻는 것으로, 미국 관습의
좋은 점을 보여준다.”는 주장이었다.58) 청결함의 학습과 이에 따른 나병의
소멸은 노르웨이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부가 되어감을 뜻했다. 이들을
모범 사례로 본 글도 등장했다. 1889년 『토요일 리뷰』에 실린 「나병의
확산(The Spread of Leprosy)」이라는 글에서, 저자는 나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부유해져 “엄청난 빈곤, 음식 부족, 불충분한 생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의
노르웨이 이민자를 예로 삼아 이러한 방법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했다.
미국 이민자 사이에서 나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더 좋고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며 덜 더러운 장소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59)
이처럼 청결함은 깨끗하지 못한(unclean) 나병을 없앨 중요한 도구이자
동화의 상징이었다. “청결함은 심오한 문화적, 사회적 중요성을 지녔다.
이는 동화와 승인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를 뜻했다.”60) 노르웨이 이민자
56) Burnside Foster, ed., “Nowegian and International Leprosy Law”, Saint
Paul Medical Journal, vol. 1(1899), p. 300에서 재인용.
57) 워시번은 블레겐(Blegen)의 연구를 들어, 위생이 나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
요했다는 데 의문을 표했다. 초기 이민자의 생활환경은 노르웨이보다 비참할
정도였지만 나병이 쉽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Washburn, “Leprosy”, p.
147.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보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시민의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멕시칸 패러독스(Mexican Paradox)와도 연결지어볼 만한 문제이
다.
58) G. A. Hansen, “Leprosy in Norway and America”, Correspondence,
JAMA, 30-9(1898), p. 503.
59) “The Spread of Leprosy”, The Saturday Review of Politics, Literature,
Science and Arts (June 15, 1889).
60) Suellen Hoy, Chasing Dirt: The American Pursuit of Cleanlines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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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병과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결함을 받아들이고, 이를 덴마크나
아이슬란드의 이민자는 물론 모국의 시민과도 차별화할 수단으로 여겼다.
해당 시기에 미네소타에서 나병 사례가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의 원인은 더
이상 이민자 사회의 불결함이 아니었다. 역사학자 월터 워시번(Washburn)
에 따르면, 첫째, 주정부가 의심 가는 사례를 더 꼼꼼하게 조사했고,
둘째, 이민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었다.61) 이민자가 많아지니 이에 비례해
질병사례가 더 발생하기 마련이었다는 것이다.
이민자와 나병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미국 전역에 알리고자 한 인물은
미네소타의 H. M. 브랙켄(Bracken) 박사로, 1898년에 출판된 그의 짧은
글은 한센이 발표한 논문의 후속 연구라 할 수 있다. 브랙켄은 1890년
이후 미네소타 주정부 보건 위원회에 새로 보고된 나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나병 정보를 제공했다. 그동안 미네소타에서 보고된 나환자는
총 51명이었는데, 1890년 이후에 34명의 사례가 새로 보고되었다. 이
중 나병이 발병한 자녀는 한 명도 없었고, 배우자에게 전염된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62) 브랙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가족력 확인을 꼭 해야 하며, 나환자의 가족에게 입국 허가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의 기후가 나병의 전파를 막았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의 유입이 없다면 격리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여기서도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가정에서는 안전을 위해 격리가 요구되었다.
이민자 대부분이 미국의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받아들였으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우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브랙켄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나환자가 다 노르웨이인은 아니며,
미국에서 발견되는 모든 나환자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은 아니라는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120. 소비 혁명을 통한 청결함
의 강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ackson, Scandinavians, pp. 57-58; Carl
A. Zimring, Clean and White: A History of Environmental Racis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5).
61) Washburn, “Leprosy”, p. 132.
62) H. M. Bracken, “Leprosy in Minnesota”, Public Health Papers and Reports, 24(1898), p. 186. 브랙켄은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이자 미네소타주 보
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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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덧붙였다. 이미 미국 전역에 나환자가 있지만, 미네소타주만큼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보유한
지역이 적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63)
브랙켄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라도 이민자이든 아니든 나환자가
발생한다면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격리 시설이라 해도 감옥과
별다를 바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나환자 요양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내에 두 개의 요양소 설립을 주장했다. 하나는 열대
지방에 적응하기 힘들 스칸디나비아나 아이슬란드 출신을 위해, 다른 하나는
미네소타에서 도저히 지낼 수 없을 아열대 지역의 나환자를 위해서였다.
브랙켄은 루이지애나주, 인도, 키웨스트, 하와이 등에서 나환자가 어떤
식의 격리 및 보호를 받는지 공유하여, 앞으로 연방정부가 세울 나환자
요양소가 그저 대피처가 아니라 집이자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64)
주목할 점은 출신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나환자를 분류하고, 이들의 나병을
각기 다른 종류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의 인종적 이해관계,
기후, 지역, 질병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나병이라는 질병이 정의되었음을
의미했다.65)
청결함의 강조 외에도,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나병이 전국적인 논란거리로 재부상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타인종의 나병이 주목을 받으며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1865
년에 하와이 왕국은 나병 확산 방지법(An Act to Prevent the Spread
of Leprosy)을 통과했고, 몰로카이섬에 나환자를 위한 격리 시설을
지었다.66) 환자 대부분이 하와이 원주민이었지만, 나병을 처음 전파한 것이
중국인으로 알려지자 당시 반이민 정서와 맞물려 중국인 노동자에게 나병
63) Ibid., p. 190.
64) Bracken, “Suggestions as to Leprosaria” (part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serial set. 4239) (1901-02).
65) Moran, Colonizing Leprosy, p. 28.
66) Mark Lambert, “The Trump Administration, Immigration, and the Instrumentalization of Leprosy”, Religion&Culture Forum (September
6, 2017) https://voices.uchicago.edu/religionculture/2017/09/06/thetrump-administration-immigration-and-the-instrumentalization-ofleprosy/. (검색일: 202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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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의 책임을 묻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67) 미네소타에서 벡과 한센이
노르웨이 이민자의 나병을 조사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보건 위원회는 1870~1880년대에 50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 나환자를
추방했다.68) 1898년 하와이의 합병 역시 나병 확산에 대한 공포에 불을
지폈다. 중국인 나환자에 대한 공포는 하와이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미 전역으로 퍼졌으며,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사례와 점차 대비되었다. 1888년 나병 전문가인 무명의 시카고 의사는
나병의 두 종류—결핵나병과 나종나병—를 설명한 후, 루이지애나로 영토가
확장된 이래 미국에서는 나병이 항상 있었고, “중국인, 스칸디나비아인과
샌드위치 섬(하와이) 주민”이 나병의 주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격리가
나병 통제에 최고의 효과를 보였으므로, 의사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특정 지역에서 출발한 모든 스칸디나비아인을
미국에 도착 시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이들을 중국인과 비교하며, “미국과 매우 유사한 제도와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의사는 미국의 스칸디나비아 혈통이 앵글로 색슨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화가 놀랍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
법을 잘 따르는 스칸디나비아인은 통제를 기꺼이 따르겠으나 아편이나
피우는 몽골리언[중국인 지칭]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들로부터 위험이
야기될 것이다.”

같은 질병을 앓아도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나환자는

69)

중국인 환자와 분명히 달랐다. 미국의 이상을 체화한 노르웨이인의
동화가 이들로부터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워내기 시작했다면, 중국인은
동화 가능성이 처음부터 희박하기도 했지만, 동화한다 해도 미 전역을 “
67) 하와이에서는 나병이 ‘중국인 병’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인에
게 책임을 묻는 연구도 있다. 역사학자인 셸던 왓츠(Watts)는 하와이 노동
이민자로 먼저 모집된 것이 노르웨이 이민자였기 때문에, 중국인 외에도 이
들이 나병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Moran, Colonizing Leprosy, p.
225n13.
68) Shah, Contagious Divides, p. 99.
69) “Facts about Leprosy”, Placer Herald (November 10, 1888). 기사의 부
제는 ‘시카고 의사가 질병에 대한 흥미로운 개요를 제공한다’로 의사의 이름
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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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환자의 나라”로 바꿀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70)
문학비평가인 새라 에디(Eddy)는 19세기 미국 대평원에 정착한
노르웨이 이민자의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이 북서부 이민자의 경우만큼
쉽게 자리 잡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비백인 타자의 부재를
들었다. 흑인이나 아시아인이 백인과 함께 공존했던 동북부와 달리,
중서부에서는 이들의 수가 적어 대비될 대상이 없었고, 그 결과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71) 에디의 주장은 나병의 이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는 완전한 백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서부 스칸디아비아 이민자에게서 나병의 위협이 지워지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새로 유입된 이민자와 대비되면서 이들의 지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몰로카이의 나환자 요양소 소식이 미전역에 알려지고, 미 서부,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등에서 중국인 나환자의 위협이 부각되며,
식민지의 지식을 통해 열대 지방에서 나병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노르웨이인 나환자의 위협은 점차 약해졌다.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나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전세계적으로 나병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겠으나, 노르웨이 이민자가 더 확실히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19세기 말이 되면 노르웨이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나병 통제에 성공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나병이 널리 퍼져 있었고,72) 1882년에 도입된 일련의
중국인 배제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이민자, 특히 병든 이들이 미국에
몰래 들어와 해악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했다. 1902년에 발표된
미국 나병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미 중서부에 자리한 스칸디나비아 출신
나환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하와이, 서인도제도를 전염의 근원지로
지목했다.73) 15년 전 시카고 의사의 설명과 달리, 스칸디나비아는 더
70) Shah, Contagious Divides, p. 102.
71) Sara Eddy, ““Wheat and Potatoes: Reconstructing Whiteness in O. E.
Rølvaag’s Immigrant Trilogy”, MELUS, 26-1(Spring 2001).
72) “The Storm Center of the World”, The Saint Paul Globe (November 30,
1901).
73) Moran, Colonizing Leprosy, p. 26.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
에 총 278명의 나환자가 있었고, 이 중 72명이 격리 보호를 받았다. 278명 중
145명이 미국 출생, 120명은 외국 출생으로,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41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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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나병의 위험지역이 아니었다. 하와이와 필리핀의 합병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열망이 실행된 후, 식민 제국의 의료 지식을 통해 나병이 ‘황인’
과 ‘흑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열대병이자 비문명의 병으로 재규정되면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이 겪었던 나병과 하와이, 필리핀, 인도 등지에 퍼져
있던 나병이 각기 다른 치료법을 요하는 별개의 질병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또한 이들로부터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우는 데 힘을 발휘했다.74) 그렇게
노르웨이 이민자들은 새로운 미국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Ⅴ. 이민 제한과 루이지애나주 카빌의 국립 나병원 설립
1890년대에는 나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전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나병의 오랜 역사는 물론이고, 제국주의에 힘입은 전지구적 교류가 나병을
둘러싼 지식 공유와 교환을 도왔다.75) 1897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첫 번째
국제 나병 학회가 이러한 흐름을 대표했다. 이 시기가 되면 나병의 전염성이
잘 알려졌지만, 나균 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격리
방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민의 증가를
르웨이 22명, 아이슬란드 11명, 스웨덴 8명), 중국인이 20명, 1명이 일본인이
었다. 독일 출신은 12명이었고, 22명이 스페인령 중남미에서 왔다. 스칸디나
비아 이민자가 외국 출생 나환자의 30퍼센트 이상(노르웨이 나환자만 따져도
20퍼센트 가까이)을 차지했지만, 보고서는 이들보다 중국이나 중남미 출신의
위협을 강조했다. 하와이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57th Congress,
1st sess. Senate Document No. 269. Letter from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ransmitting Letter from the Surgeon-General of the Marine
Hospital Service Presenting a Report Relating to the Origin and Prevalence of Leprosy in the United States, March 24, 1902.
74) Moran, Colonizing Leprosy, p. 28. 또한 1902년의 보고서는 추운 지역에서
는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결핵나병, 더운 지역에서는 진단이 더 까다롭
고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염성이 더 강한 나종나병이 많이 발견된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결핵나병과 나종나병의 발병률은 두 지역에서 비슷했
다.
75) 당시 출판된 연구나 신문기사는 유럽(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와
여타 비유럽 국가에서 나병이 어느 정도 전파되었는지 자세하게 다뤘는데,
장차 나병이 유럽이나 미국에 미칠 영향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을 참조. Agnes Lambert, “Leprosy: Present and Past”, The
Nineteenth Century, 16(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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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인 나병을 국경에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있었다.76) 베를린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 전역의 신문에 실려
일반 대중에게도 나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나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회의 논의는 탁상공론에 가까웠다.
국제 학회의 결론과 관계없이 미국은 이미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었다. 나병 통제에 있어서는 주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우위를 차지했다. 19세기 말이
되면 연방정부 산하의 공중보건국(USPHS)이 국경에서의 질병 통제를
담당하여 입국하는 이민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검사했고, 유럽이나
아시아의 항구에서도 출발 전 다양한 의료검사가 강제되었다. 나병 역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 1889년 미국 보건총감(Surgeon General)은
나병을 앓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되돌려보낼 것이며, 입국한 지 3년 안에 나병이 발병한 이들은 추방한다는
법규를 세웠다.77) 문제는 나균을 가진 채 미국에 정착했다 한들 발병까지
십여 년 이상이 걸리곤 했으므로 당시 3년이나 5년이었던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추방도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일한 대안은 나환자를 연방정부
산하 기관에서 격리하여 전염 위협을 막는 것이었다. 따라서 1894년 미국
공중보건국의 전신인 해군병원국(Marine Hospital Service)은 격리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발표해 황열병, 콜레라 환자 외에도 나환자를 격리대상으로
삼았다.78) 미 국내는 물론이고 새로 입국하는 나환자 수도 많지 않았지만,
미국 공중보건 및 해군병원국(USPHMHS)79)은 나병을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해 이민자를 통제했다. 1903년에 출간된 『이민자 의료검사 지침서
76) Vollset, “Globalizing Leprosy”, pp. 171-172.
77) Zachary Gussow, Leprosy, Racism, and Public Health: Social Policy in
Chronic Disease Control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 130. 1900
년대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미국에서 특정 기간 머물러 거주지를 성
립한 사람이라면 연방 및 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발병 시 이민 전부터 해당 질병을 앓았다는 가정 하에 추방의 대상이 되
었다.
78) “Revised Quarantine Rules”, The New York Times (April 30, 1894).
79) 1798년에서 1902년까지는 해군병원국(Marine Hospital Service), 1902년
부터 12년까지는 U.S. Public Health and Marine Hospital Service였으며,
1912년에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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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Instructions for the Medical Inspection of Immigrants)』는
국경에서 입국 금지가 가능한 질병을 크게 A와 B 클래스로 분류했는데,
나병은 위험하고 전염되는 질병인 트라코마와 폐결핵, 혐오스러운
(loathsome) 질병인 황선(黃癬), 매독, 임질과 더불어 A클래스에 속했다.
나병이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병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나병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미국 사회가 이 질병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통제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의 나환자 관리도 문제가 되었다. 이미 1891년에 해군병원국의
월터 와이먼은 미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에 나환자가 발생할 시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주정부가 특별
병원을 세우기 어렵고, 주시민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나환자의 발견과
추적에 소극적이라 질병의 전파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80) 곧
와이먼의 제안은 현실이 되었다. 2,500여 명의 나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되면서 연방정부는 비단 국경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나병 통제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회는 1899년 나병 조사 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 세 명의 해군병원국 의사로 하여금 나병의 원인과 전파 상황, 방지
법안 등을 조사하도록 했고, 1901년에는 베를린 학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미
전역에 적용될 나병법 논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 부지에 나환자를
위한 건물을 설립하여 “이민자와 나환자가 있는 가족 출신”을 격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1901년 이래로 해군병원국이 나병법의 실행을 맡게
되었으나 연방정부의 정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81) 1904년부터는
나환자 격리 시설의 설립 장소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나환자의 수가
적으므로 연방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연방정부가
나서서 특정 지역에 연방 병원이나 요양소를 설립한다면 해당 주가 원치
않는 환자를 떠맡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공존했다. 나환자
요양소 설립에 동의할 주는 없을 것이며, 환자 수가 적어 주정부 단위로
80) Annual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of the Marine Hospit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Fiscal Year 1891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91), pp. 15-16.
81) “Plan for National Colony of Lepers”, New York Times (December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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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보호가 가능한데 굳이 연방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나환자 요양소 설립 반대자들을 거들었다. 무엇보다도 나병이 열대병이자
비문명의 병이라는 이미지가 미국 내 국립 나환자 요양소 설립을 막았다.82)
입장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자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지에서 돌아온 참전 미국인 중에도 나환자가 발생하자 미국 사회는
점차 연방정부의 나병원 설립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83) 1917년에는
루이지애나주 카빌의 나환자 요양소가 국립 나병원으로 재정비되어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를 제외하고 미대륙
내에서 유일하게 나환자를 수용했던 연방정부 기관으로, 그 때까지도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격리 및 감금을 맡았다.84) 나병이
실로 외부인의 병이자 열대병이었다면 환자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이나
비백인이어야 했겠지만, 절반 이상이 백인이었고 흑인이나 아시아계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85) 카빌 국립 나병원은 1960년대까지 나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담당했다.86)
82) Moran, Colonizing Leprosy, pp. 37-38.
83) 1926년의 Public Health Reports에서 공중보건국 의사인 데니(Denney)는
미국에서 나병이 1) 초기 정착민, 2) 이민자, 3) 나병 창궐 지역에 파병되었다
돌아온 군인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설명했다. O. E. Denney, “The Leprosy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Reports, 41-20(May 14,
1926), p. 923.
84) Ibid., p. 925. 장소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서야
공식 운영이 시작되었다.
85) Moran, Colonizing Leprosy, pp. 160-61. 1927년의 칼럼에서 에번스 박
사는 환자 중 1/3 이상(259명 중 95명)이 외국 출생이었고, 2/3가 참전군인
이었다고 설명했다. “How to Keep Well”,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4, 1927). 1922년에서 1950년까지 입원 환자 1512명 중, 백인은 877명(58
퍼센트), 멕시코인 303명(20퍼센트), 흑인 169명(11.1퍼센트), 중국인과 일
본인 79명(5.2퍼센트), 필리핀인이 79명(5.2퍼센트)이었다. 이 통계만 가지
고는 미국 출생과 외국 출생을 구별할 수 없다. 백인 중에도 이민자가 있었을
것이고, 흑인 대부분은 미국 출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Herman H. Gray
and Huldah Bancroft, “Tuberculosis at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Hospital, Carville, Louisiana, 1922-1950”,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20-4(1952), p. 468.
86) 1940년대에 설폰(sulfone) 제재가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지자 나환
자의 격리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나병원을 벗어나기 힘든 만성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1999년에야 카빌은 문을 닫았다. Cassandra White,
“Déjà Vu: Leprosy and Immigration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Twenty-First Century”, Leprosy Review, 81-1(2010),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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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미 전역의 신문에 의료 칼럼을 실었던 W. A. 에번스 박사는 1924년의 한
글에서 과거에는 노르웨이인이 미국에 나병을 가져왔으나 이들 사이에서
나병은 거의 제거되었고, 현재 미국 서부와 남부의 특정 주에 나병 사례가
많은 것은 “중국인과 멕시코인”의 이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87) 에번스의
글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노르웨이 이민자의 나병이 더 이상 현재의 위협이
아닌, 과거의 특수한 사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병의 그림자는
곧 다른 이민자 집단으로 옮겨갔다. 1900년대 초에는 남부의 이탈리아
이민자가 잠시 나병과 연계되었고,88) 필리핀인의 이민이 시작되자 이들의
‘열대병’이 미국 사회에서 나병의 공포를 자아냈다. 이민자가 누구이든,89)
새로운 외부인,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이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의료 기술과 정보의 발달을 통해 나병의
스티그마가 사라졌을까? 아니다. 나병은 노르웨이인을 위시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를 거쳐, 중국인을 대표로 하는 ‘황인’으로, 이제는 라틴아메리카의 ‘
불법’ 이민자로 옮겨갔다. 2017년 뉴저지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메넨데즈는
당시 보건장관 지명자인 톰 프라이스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나병 발병을 야기했다고 보는지” 물었다. HIV/AIDS, 백신과
자폐증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메넨데즈는 나병과 이민자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90) 2018년 10월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었던
데이비드 워드(Ward)가 폭스 뉴스에서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의 캐러밴 이민자들이 “나병, 천연두, 결핵” 같은 질병을
87) W. A. Evans, “How to Keep Well”,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7,
1924).
88) “Leprosy in the United States”, The Washington Post (August 18,
1901).
89) Shah, Contagious Divides; Anderson, Colonial Pathologies. 1902년부터
미국 정부는 필리핀의 쿨리온 섬에 나환자촌을 짓기 시작했다.
90) Lambert, “Trump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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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뜨릴 것이라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천연두는 전
세계에서 종식되었고, 캐러밴 이민자의 출신국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는 나병 사례가 없다. 결핵은 가능성이 있지만, 중남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흔한 병이다.91) 그러나 메넨데즈의
질문이나 워드의 주장을 단순한 호기심, 또는 무지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왜 하필 나병인지 의문이 생긴다.
왜 나병인가? 198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는 이민자, 특히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불법 이민자가 나병을 전파한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왔다. 카산드라 화이트는 이러한 보도가 통계를 과장하거나 오용하여
‘불법’ 이민자와 나병을 연결지었다며, “이민자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
나병을 이용한다.”고 보았다.92) 온라인 포털에는 이민자가 나병 사례의
85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검색 결과가 있지만, 실제 2004년에서 2013
년까지의 누적 기록을 보면 미국 출생이 22.6퍼센트로, 80퍼센트 미만이
이민자 관련이며 이들 중 다수가 동남아시아의 난민이나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다.93) 더구나 미국 출생이 아니라고 해서 이들이 다 불법 이민자나
비시민인 것도 아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미국 내에서 전염을
일으켰다는 증거 역시 불충분하며, 절대적인 수를 고려한들 미 전역에서
매년 150~200여명 정도의 새 환자가 발생할 뿐이다.94) 전염성이 낮고, 제때
91) Jason Le Miere, “Fox News Guest Claims Migrant Caravan Carries
‘Leprosy,’ Will ‘Infect Our People,’ Offers No Evidence”, Newsweek
(October 29, 2018). https://www.newsweek.com/fox-news-migrantcaravan-leprosy-1192605 (검색일: 2020년 8월 14일).
92) Cassandra White, “Leprosy and Stigm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Leprosy Review, 82-2(2011), p. 151.
93) 2014년에는 175건의 새 환자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109명(62퍼센트)이 미
국 출생이 아니었다. “Hansen’s Disease Data & Statistics”,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https://www.hrsa.gov/sites/default/files/hansensdisease/pdfs/hansens2014report.pdf. (검색일: 2020
년 10월 5일). 시민권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지만, 2014년 사례 중
62퍼센트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비시민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에서 병에 노출된 것인지, 이민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94) “Hansen’s Disease Data & Statistics”,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https://www.hrsa.gov/hansens-disease/data-and-statistics.html. (검색일: 2020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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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데도 나환자가 미국에 입국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이민자는 이민 전 의료 검사에서 한센병 선별검진을 받아야
하며, 발병했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입국을 금지당한다.95) 미국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입혀서라기 보다는, 나병이 시사하는 도덕적 결함의
문제와 비백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이트가 설명한 것처럼 나병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은
실질적 위협의 반영이라기 보다 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상쇄해 줄 외부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96)
나병의 존재가 많은 사람의 뇌리에서 희미해진 지금도 이민자는 나병의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지만, 나병이 21세기에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나병의 끈질긴 생명력과 특정 집단을 억압할 수 있는 위력을
드러낸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민자나 외부인을 배척하는 태도를
익히 경험해왔다. 배척의 대상 역시 상황에 따라 중국인에서, 해외동포로,
불법 이민자로, 성적소수자로 계속 변화했다. 이제는 단지 질환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인종, 민족, 계층, 지역, 성별 등에 따라 누구나 배척과
격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민자와 질병의 관계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불안과 우려의 반영이 아닌지 성찰할
때이다.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jhyshin@gmail.com

95) “CDC Immigration Requirements: Technical Instructions for Hansen’s
Disease (Leprosy) for Panel Physician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exams/
ti/panel/technical-instructions/panel-physicians/hansens-disease.
html. (검색일: 2020년 10월 8일).
96) White, “Déjà Vu”,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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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경험
신지혜
본 글은 19세기 미국에서 나병이 인식된 과정을 통해 나병의 역사와
미국의 인종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나병의 스티그마가 백인
유럽인에서 비백인 이민자로 옮겨 간 역사는 스칸디나비아 출신,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된 과정과 평행선을
이루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북유럽의 백인이라도 앵글로 색슨과
동일한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없었으며, 질병을 옮기는 외부인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고, 다른 이민자 집단의 나병이 부각되면서
나병의 스티그마는 점차 비백인 타자로 옮겨갔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고통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들의 배척의 역사가 여타 비백인 이민자나 소수 집단이 겪은 고난에
비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 글에서는 19세기 중후반
미국 사회에서 나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나병의 통제가 어떻게 미국의
인종 관계를 반영하고 공중보건 법규와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세기 중반 미국에 도착한 노르웨이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이민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당시 미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이민자의 동화 과정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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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prosy and Immigrant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orwegian Immigrants in the American Midwest and Their Leprosy
Experiences
Shin Ji-Hye
This study discusses the history of leprosy and American race
relations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leprosy of Scandinavian
immigrants, Norwegians in particular, was recognized and understood
in the 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 It argues that the process
by which Norwegian immigrants came to shed the stigma of leprosy
went hand in hand with their eventual assimilation and acquisition
of American identity and the alleged rise of leprosy cases among
other immigrant groups. Of course, this study has no intention of
exaggerat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Norwegian immigrants as they
encountered leprosy and its stigma or arguing that the history of
exclusion against them was comparable to the real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other non-white, non-European immigrants in the
U.S. What this study attempts to do is to understand the changing
American attitudes toward leprosy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investigate the discourse of leprosy among Scandinavian,
in particular Norwegian immigrants, and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disease reflected the American racial relations and influenced
American immigration and public health policies. In addition, by
focusing on Norwegian immigrants in the American Midwest, it
expands the temporal and spatial scope of the U.S. immigration
history and reexamines the process of assimilation for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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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

엄한진

Ⅰ. 서론
지난 6월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사라 헤가지(Sarah Hegazi)가 30살의
나이로 망명지 캐나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2017년 9월
22일 카이로에서 열린 레바논 출신 인디밴드의 콘서트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무지개 깃발 사건
(rainbow flag incident)’으로 불린 이 사건으로 투옥된 그는 석방 후 “성적
일탈을 부추긴다”는 비난에 시달리다가 이집트를 떠났다. 2018년 발표한
글에서 헤가지는 3개월의 구금 기간 중 전기고문을 당했고 심리적인
고문도 당했다고 했다.1)
이집트에서 동성애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랍의 봄’의 혁명세력을 누르고 집권한
군부 출신 알 시시 정권에서 성소수자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집트 인권단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92명의 성소수자가
체포되었다. SNS에 헤가지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성소수자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곧 대중의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났고 혐오발언과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412-002)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1) https://www.middleeasteye.net/news/egypt-lgbtq-activist-sarahhegazi-suicide-trauma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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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헤가지 등 성소수자들을 투옥하게 된다. 캐나다로 망명하고 2년이
지난 후 헤가지는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들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실패했어. 나를
용서해줘. 내 친구들에게, 여행은 잔인했고 그것을 견디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 나를 용서해줘. 세상에게,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잔인했어. 그러나
용서할게.”2)
이 사례는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서도 성소수자 문제가 사회갈등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중동발 뉴스로는 이 사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중동의 소수자에 관한 지역 내외의
논의는 압도적으로 종교적, 종족적 소수집단의 문제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 문제가 이슬람과 연관지어 부각되는 양상을 띠어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 차원의 전형적인 소수자 논의와 달리 집단의 문화
차원의, 문명 담론에 가까운 논의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구도는 제국주의 시대에 그 연원을 둔 서구의 지배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족이나 종파의 문제는 아랍·이슬람사회가 지닌 통합의
한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기독교 소수집단의 문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입의 명분으로,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이슬람사회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정교분리주의와
양성평등이 외부세계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회를 압박하는 핵심적인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동 소수자 논의의 구도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난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성소수자 및
국제이주민의 사례를 통해 이 지역 소수자들이 처한 현실 역시 한국 등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교적·
종족적 소수자, 성소수자, 국제이주민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과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2) https://www.nytimes.com/2020/07/16/opinion/culture/mashrou-leilafan-suicide.html,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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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교와 종족 중심의 소수자 논의
중동 인구의 대부분은 수니파와 시아파에 속하며 이란, 터키, 이스라엘 등
비아랍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랍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종교적인 소수집단으로 콥트교, 그리스 정교,
그리스 가톨릭, 마론파, 중동 라틴교회 등 기독교 교단, 그리고 알라위,
드루즈 등 이슬람의 소수집단이 있다.
종교보다 더 다양성이 심한 종족적 소수집단에는 쿠르드인, 체르케스인,
투르크멘인 등 비아랍 수니파, 그리고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남수단의 기독교도와 애니미즘 신자와 같이 비아랍이자 비이슬람에
해당하는 집단이 있다.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과 함께 콥트인들은 지역에
오래 거주해온 소수자들이며, 체르케스인이나 유럽 출신 유대인들은 보다
늦은 시기에 중동 지역으로 이주한 소수종족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 소수종파들이 유럽의 중동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쿠르드족은 서로 다른 국가들에 포함되면서 소수종족이
되었다.
카스텔리나와 캬바노(Castellino & Cavanaugh)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종교적 소수집단이나 무슬림에 속하는 종족 집단과 함께
수적으로

다수인

소수자(majoritarian

minorities),

정치적

소수자

(political minorities), 덫에 걸린 소수자(trapped minorities) 등 세
가지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3) 그의 유형화에서 다수적인 소수자는
바레인의 시아파와 같이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의미한다. 정치적 소수집단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적으로도 소수인 경우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나 이란의
수니파, 그리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의 수니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덫에 걸린 소수자는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발루치인, 터키, 이란, 이라크의 쿠르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인의 경우처럼 한 나라의 소수민족과는 조금 다르게 둘 이상의
3) Castellino, Joshua and Kathleen A. Cavanaugh,, Minority Rights in the
Middle Eas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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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에 퍼져있으면서 주류 민족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대 이후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되면서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집단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적인 상황이 중동이나 아랍세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 러시아. 서유럽, 동유럽을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중동보다는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이 조금은 더 인종 전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중동 지역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원적인 종교 상황은 한국도 덜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교·종파 간 갈등도 적지 않다. 그런데 유독 중동지역이 종교 및 종족
간 갈등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다원적인 현실이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근거가 없지는 않다. 수니파와 시아파,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에 힘입어 종교·종족 문제가 이 지역의
핵심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중동의 종족적,
종교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유럽의 이주민 문제와 달리 한 사회가 지닌
통합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기보다는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인 측면, 국가 간 분쟁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수 종교 및 종족이 겪는 차별에서 중동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각종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전의 백성(people of the book)으로서 보호를 받는다.4)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이스라엘인이 겪는 차별에 비할 바는 아닌 것이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규모가 작은 이슬람 또는 기독교의 소수 종파가 겪는 차별이다.
이라크에서는 기독교, 예지디교, 바하이교, 조로아스터교, 만다야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와 시아파가 혼합된 카카이교 등이 종교로
인정받지 못해 종교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
년에는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
이라크와 중동의 혐오발언을 저지하기 위한 바그다드 선언>이 발표되기도
4) 이슬람은 사회를 두 개의 종교 집단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즉 무슬림과 비
무슬림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비무슬림은 또한 기독교인, 유대인, 조로아스터
교인 등 이슬람의 지배체제에서 보호를 받는 ‘경전의 백성’과 비신자로 구분
된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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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5) 한편 종족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등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자행하는 폭력에 시달려왔다.
바하이교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특히 이란에서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바레인의 시아파는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수니파 정권으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드에 비유되는 정도의 박해를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별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동부와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시아파에 대한 차별일 것이다. 시아파는 군인이 될 수
없고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지 못한다. 시아파 이외에도 수피 교단 역시
차별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알 아크담(Al Akhdam)으로 불리는 예멘의
한 종족은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이지만 시민으로, 심지어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집단이다.
수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집트의 콥트인들이 겪는 차별
역시 중동의 대표적인 소수자 문제이다. 카이로의 콥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종족적인 측면에서 소수자인 이들은
폭력, 두려움, 위축된 행동의 양상을 보인다. 기독교인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내재화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고 이 두려움은 오랜
기간 경험해온 자신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직·간접적인 폭력과 차별이 만든
것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주변을 경계하면서 얘기하기, 속삭이기,
민감한 단어 사용을 삼가기, 에둘러서 얘기하기 등의 관행을 낳은 것이다.6)
한편 중동 국가들은 여성의 지위에 관한 국제사회의 주요 지표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점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차별과 제약이 심하며 고용에
있어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고용률이 낮은 상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특수성이 소수자, 차별, 증오에 관한 논의에서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여성이 소수자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현재 중동의 사례는 여성이 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의 소수자 관련 이슈 중 히잡이나 명예살인 등 여성 관련
5) Masarat Foundation for cultural and Media Development, Declaration of
Baghdad To counter hate speech on Iraq and the Middle East, 2016.
6) Ha, Hyun Jeong, “Emotions of the weak: violence and ethnic boundaries
among Coptic Christians in Egypt“,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40,
No. 1(2017), pp.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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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최근에는
2017-2019년 이란에서 진행된 히잡 착용 의무화 반대시위가 주목을
받았었다. ‘엔 할라브가의 소녀’로 알려진 이란 여성 비다 모바헤드(Vida
Movahed)가 시위현장에서 히잡을 막대기에 묶어 깃발처럼 흔들었고 이
행위로 인해 체포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7)
문제는 이러한 논의 구도가 일반적으로 소수자 논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소수자, 이주민 문제가 은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하면 떠올리게 되는 성소수자나 이주민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리아 난민과 같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가 간헐적으로 조명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동지역 소수자에 관한 논의는 개인보다 집단,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
간 관계, 보편적인 시민권보다 원초적인 차이가 강조되는 양상을 띤다.

Ⅲ. 은폐된 소수자들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중동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처럼 중동에도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중동은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못지않게 이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노동현실 중 가장 차별이 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는 여성의
열악한 고용기회 및 고용조건과 함께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비인간적인
처우라고 할 수 있다.
1) 성소수자
먼저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자. 중동 지역은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당시 유럽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제약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방성 때문에 유럽의 동성애자 문인들이 중동을 찾았다는 기록도
7) https://en.wikipedia.org/wiki/2017%E2%80%932019_Iranian_protests_
against_compulsory_hijab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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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845-1846년 모로코 학자 무함마드 알 사피르가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는 그곳의 성 행동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한다.8) “파리 남성의 성적 유희,
로맨스, 구애 대상은 여성으로 제한된다. 소년이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행동을] 꺼린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행동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구분이
미약했던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성인 남성이 10대 소년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다. 물론 이런 호감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고 절제가 요구되기는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취향이
놀랍거나 이상한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관심을
가진 남성을 동성애자라는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종교 일반이
그렇듯이 이슬람 율법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죄악시했다. 다만 이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훨씬 관대하게 다뤘다는 점이다.9)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지금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법적으로는 근대 이전보다 엄격해졌고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에서는 서구의 영향 이전
자신들의 관용적인 전통이 살아있기도 하다.
드로르 제에비(Dror Ze’evi) 역시 유사한 시각에서, 의학, 문학, 예술
등에서 보여지는 당시의 성 담론이 쾌락 기반의, 종교나 윤리에 의한
제약이 없는, 그러나 물론 남성 중심의 양상을 띠었다고 설명한다. 일부
성적 행위는 경전이나 남성이 만든 법에 근거해 금지된 경우도 있지만
이 행위들이 일탈이나 비정상 또는 반자연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개입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에로틱한 소설이나 동성애를 다룬 작가 중 종교계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동성애도
용인했던 성 담론이 위축되는 것은 서구화 및 근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유럽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스만 제국은 일련의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는데 특히 젠더와 섹슈얼리티 분야의 변화가 중요했다. 의학, 연극,
8) 크로익스, 제프리 디스티 외, 『계급, 소외, 차별』 (서울: 책갈피, 2017), 202
쪽.
9) 크로익스, 같은 책, 202-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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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근대적인 성 담론이 자취를 감추고 유럽의 성
담론이 이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10)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기행문의 역할이 컸다. 18세기부터 유럽의
여행가들은 동성애에 관한 오스만 제국의 규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행문에서 오스만 제국의 동성애는 문화적,
정치적 부패와 연관된 것으로 다루어졌다. 즉 오스만 제국의 문화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자신들의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로 묘사하는, 동성애의 관행을 근대성의 실패나 제국의 정치적
허약함에 연관짓는 유럽인들의 시각에 직면해, 제국의 엘리트들은 오스만
사회의 성적 콘텐츠를 검열하는 식으로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규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 성 담론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제 성 담론은 텍스트의 영역에서 추방되어 개인들 간의 은밀한 영역으로
숨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오스만 사회의 윤리를 만들었다.
이제 이성애중심주의가 규범이 되고 동성애 등 모든 다른 성적 욕망과
실천은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23년 터키공화국 탄생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서구화는 성 담론의 침묵과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사고를 더 심화시켰다. 일당 지배의 민족주의적 케말 정권은
언어, 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억압하는 기조를 강화시켜 나갔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에서 사용된 아랍-페르시아 문자를 ‘새롭고 정화된’
터키어의 라틴 문자로 대체한 1928년 언어 개혁은 터키 국민들이 오스만
제국 시절 동성애 전통에 관한 기록들을 접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오스만
시대의 성 담론과 단절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끝에 현재 절반 정도의 중동 국가들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며 심지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종교에 따른 차이도 찾기
힘들다. 수니파 무슬림, 콥트교, 마론파 등 종파를 막론하고 동성애에
10) Ze’evi, Dror, “Hiding Sexuality: The Disappearance of Sexual Discourse in the Late Ottoman Middle East”, Social Analysis, 49(2)(2005),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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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반인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 구성원 중 동성애자가 있을 경우 명예살인을 통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도 한다. 2019년 2월 21세의 알제리 의대생 아실
베랄타(Assil Belalta)가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범행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기숙사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벽에는 그의 피로 쓰여진
“그는 게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정부나 언론은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알제리에서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종교 및 전통의 해석을 근거로 한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338조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2달-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에는 수상 아흐메드 우야이야(Ahmed Ouyahia)가 동성애 관련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하기도 했다. “알제리는 자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보편적인 변화 추세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보다 관용적이었던 전근대의 전통보다는 근대 이후 서구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에 가깝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알제리의 한 장관은
“세속주의자와 동성애자를 상대로 한 전쟁이 IS에 대한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11)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고려할 때 알제리의 동성애자들은 벨라티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에서는 동성애가 범죄이기
때문에 지원단체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알제리에서 성소수자는 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커밍아웃한
이들은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하며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되기도 한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된다.
위에서 소개한 사라 헤가지의 나라 이집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이집트의 성소수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국제기구들이 이집트를 활동의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드러낼 엄두를 내지 못하며
11) https://voiceofsalam.com/2019/03/12/alouen-shares-the-reality-ofhomophobia-across-algeria/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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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인터섹스 협회’(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ILGA)는 이집트를 세계에서
동성애혐오가 가장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12) 알 시시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사회운동가, 언론인 등에 대한 탄압을 가하면서
그 속에 성소수자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다. 언론 또한 성소수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무지개깃발사건’으로
65명의 성소수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혐오발언이 더욱
심해졌다. 이 사건 직후 미디어, 정치인, 종교지도자들은 성소수자 혐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미디어는 집요하게 정부에게 성적 도착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집트 최대의 모스크인 알 아즈하르는
이 사건을 ‘신성한 법과 인간사회의 규범에 도전하는 도덕적 테러리즘’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가 이슬람과 기독교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송위원회 역시 모든 미디어에서
동성애가 표현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의회에서도 사타르 의원이
67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집트에서 동성애는 폭력이나 테러리즘보다
더 위험하다고 언급했다.13)
이스라엘은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의

억압적인

현실을

은폐시키는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핑크

워싱’(pinkwashing)의 혐의를 받기는 하지만 주변 아랍국들과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커플의 동거나 성 전환이 허용되고
있으며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은 동성애혐오와 팔레스타인인들을 혐오하는 인종주의를 함께
겪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페미니즘 단체인 아스와트(Aswat)의 창시자
12) Equal Rights Trust, A Past Still Present: Address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Egypt, The Equal Rights Trust Country Report Series 12,
London, December 2018, p. 290.
13) Ibid., pp. 2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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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위(Mazzawi)는 이러한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운동의 특수성을 국가가
없다는 특수한 조건으로 설명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삶을 살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요구한다면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적대적인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국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민사회 역시 이들에 대한 억압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소수자 공동체의
경우에도 팔레스타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보다 국가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마자위는 이스라엘 성소수자 공동체 등 외부
세력이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에서 진행되어온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것, 더 나아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초래한 점령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산이 낳은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4)
특히 2019년은 팔레스타인 등 아랍세계 성소수자 공동체에 특별한 한
해였다. 2019년 7월 한 10대 성소수자가 텔아비브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단체 건물 밖에서 형제에 의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주
후 이를 규탄하는 팔레스타인 최초의 성소수자 시위가 하이파에서 열렸다.
2019년 5월에는 댄서이자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리더 중 하나였던
아이만 사피에(Ayman Safieh)가 하이파 남부 해안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말에는 성전환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스라엘 국회를 통과했다.
보다 최근에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으로 참깨 소스인 타히니를 제조하는
알 아르즈(Al Arz)의 소유주 쥴리아 자헤르(Julia Zaher)가 이스라엘
성소수자 단체에 기부를 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회사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 7월 1일 이 단체가 트위터에 그녀의
기부에 대해 감사를 표한 직후 ‘타히니 전쟁’이라고 불리게 된 논쟁이
진행되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 회사 제품들을 매대에서 빼는 장면을

14) https://www.972mag.com/lgbtq-palestinians-haifa-queer/
2020년 8월 10일)
82

(검색일:

일본제국과 범아프리카주의의 ‘트랜스-퍼시픽’ 커넥션

담은 동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15) 이 사건이 그동안 관심 밖에
있거나 금기시된 성소수자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10여명의 이스라엘 외교관들이 알 아르즈를
지지하는 의미로 약 600 파운드의 타히니 소스를 구매하기도 했다.16)
2) 이주민
이주민 문제 역시 중동의 보이지 않는 그늘 중 하나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노동이주를 많이 떠나는 지역이자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걸프만 산유국들이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떠나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주로 북아프리카인들이
유럽으로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이주민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석유, 이슬람 또는 종파주의 등에 비해 정치적인 가치가
크지 않아서일 것이다.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출신 국가들이 중동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비중이 크지 않고, 인근 아랍 국가 출신 이주민들은 같은
아랍 민족이면서 동시에 대부분 분쟁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으로서 산유국들이 연대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이나 북미의 이주 현상에 비해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으로의 국제이주는 1973년 석유파동 직후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이집트, 예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수단 등 인근
국가들이나 인도, 파키스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이 이주의 물결로
인해 1975-198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경우 인구가 2
배로 늘어날 정도였다. 1980년대 초부터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도
늘어났다. 그러다가 1985년 유가가 급락하고 석유 및 건설 분야 등에서
인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특히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줄어든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시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여성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다.
15) https://www.nytimes.com/2020/07/15/world/middleeast/tahini-gayisrael-boycott.html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16) https://76crimes.com/2020/08/07/pro-lgbtq-arab-firm-wins-israelisupport-against-boycott/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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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랍세계 출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았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집중되는 등 노동시장의
‘인종화’(racializ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17)
보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동기와 함께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른 이주
현상이 중요해졌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중동에 사는 이주민의 수는
2500만 명에서 54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부분적으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내전이나 국가의 위기를 겪은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이주에 따른 것이었다. 같은 시기 이주민의 증가분 중
분쟁에 따른 이주가 60%, 노동이민이 40%를 차지하였다.18)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랍세계 출신 난민 876만 명 중 아랍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수가 250만 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이는
유럽으로 이주한 126만 명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2020년 현재 2
억 6천만 명 수준인 중동지역 전체 인구 중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5년 7%에서 2015년 13%로 크게 늘었다. 이 비율은 미국과 함께
국제이주민이 선호하는 유럽 국가들의 이주민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동 지역의 이주민은 크게 노동이주민과 난민으로 구성된다. 걸프만
산유국의 경우에는 이주민의 비중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이
이 지역의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인구의 30-40%가
이주민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의 경우에는 난민과 그 후손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터키나 이란과 같이 전통적으로 이주민의 비율이
낮은 나라들도 있다. 물론 터키는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주민의 비율이 다소 늘어났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건설,
가사노동, 민간 부문, 소매업 등 민간부문에 종사하며 임금이 낮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이들은 ‘카팔라’로 불리는 후견인 제도로 인해 고용주
개인에 철저히 예속되며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심지어 해당

17) Jureidini, Ray, Migrant Workers and Xenophobia in the Middle Eas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Identities,
Conflict and Cohesion Programme Paper No.2, December 2003.
18)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6/10/18/middle-easts-migrant-population-more-than-doubles-since-2005/ (검색일: 2020년 8
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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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떠나고자 할 때도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19) 인권이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한국보다도 조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농업,
성산업, 가사노동과 같이 국가와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조건이 더 열악하고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성도 더 크다. 또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나 국교가 존재해
다른 종교들이 차별을 겪는 지역에서 비무슬림이나 비수니파 이주민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20)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노동이주민 등 일반적인 이주민에 비해 더 열악하다.
특히 같은 아랍인으로서의 연대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아랍인 난민과
달리 비아랍 또는 흑인으로 간주되는 난민들은 인종주의적인 차별에
시달린다.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전형적인 아랍세계에 속하지
않는 국가 출신 이주민이 많은 이집트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에도 난민 신청자의 수는 2010년대 이후 확연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1년 40,000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 수치가 2016년이 되면 179,000명으로
늘어나고 2018년 8월에는 233,045명을 기록한다. 이중 절반 가량은
시리아인들이었다. 이 수치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70,0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제외된 것이다.21) 난민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다. 평등권동맹(Equal Rights Trust) 연구원이 수단 출신
19) https://www.jacobinmag.com/2020/07/gulf-states-political-economysaudi-arabia-qatar-uae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20)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decl_fs_92_en.pdf (검색일: 2020년 8
월 15일)
21)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팔레스타인 출신은 난민으
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부재로 인해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에
게 법률 지원,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 유엔팔레스
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역시 대상 지역이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가자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집트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
는다. Equal Rights Trust, op. cit.,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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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 결과는 이들이 겪는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22)
“첫날부터 매일 나는 차별에 직면해야 했다. 사람들은 늘상 나의 검은
피부색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그들은 나를 ‘하인’과 같은 경멸적인
호칭으로 불렀고 아무 이유없이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그저 내가
흑인이고 수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이집트인들의 억양을 배우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작업장에서든 대중교통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차별을 받았다.
하루는 기차 승객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좌석에 앉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늘상 ‘흑인, 초콜릿’ 등으로 불렀고 나와 내 아이들에게
그들의 개를 풀어 위협했다. 그래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다. 내가 듣는 말들은
혐오로 가득차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집트인이 아니며 우리의 아랍어
억양이 그들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나의 출신지역을 소말리아라고 말하면
그들은 혐오가 담긴 말을 퍼붓는다. ”너희들 아직 배고프니? 그러면
우리나라를 떠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겨우 돌볼 수 있을 뿐이야.”

불황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방조치는 중동 지역 이주민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이다. 알제리에서는 매년 수천명의 사하라 이남 출신
22) ibid., p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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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이 강제추방되고 있다. 2014년 1,340명에서 2017년 9,300명으로
늘어났고 가장 상황이 안좋았던 2018년에는 26,000명이 추방되었다. 이들
중 40% 정도가 사하라 사막에 버려졌다고 한다. “우리는 버스에 실렸고
음식이 제공되지 않고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진 상태로 사하라 사막에서
30km를 걸은 후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 [알제리에 인접한] 니제르 북부
도시 아가데즈에 도착했다.” 말리, 감비아, 기니, 아이보리코스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추방되었다.23)
분쟁이 잦은 중동 지역의 경우 이주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난민이다. 이들은 이주 과정이나 체류 조건의 문제와 함께 증오범죄에
노출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중동 각지에 설치된 시리아인
난민촌을 겨냥한 비방과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한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들을
다시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난민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이를 토대로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반감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진다.
첫째, 경제 상황의 악화이다. 시리아 난민의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로
인해 실업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난민이 찾게 되는 비공식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둘째, 치안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터키에서는 쿠르드 무장세력이나 이슬람 세력이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셋째, 레바논의
경우처럼 시아파가 많은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기존의 종파 간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이들에 대한 반감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24)

Ⅳ.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
23)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skin-colour-crime-african-migrants-algeria-181222084531701.html (검색일: 2020년 8월 20
일)
24) https://futureuae.com/en-US/Mainpage/Item/3292/mutual-hatred-incitement-motives-against-syrian-asylum-in-the-middle-east (검색
일: 2020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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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자 논의구도에 대한 설명
중동 국가들 내부의 다양성과 갈등은 중동, 아랍, 이슬람으로 인식되는
주류적인 이미지 속에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식민지 시대
피지배집단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도 외세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세계적인 반이슬람 분위기로 인해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중동 및
이슬람 사회 내부의 지배-피지배 관계, 계급 등 위계구조, 내부의 다양성,
내부의 소수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부나 외부 모두 관심이 극히 부족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국의 소수집단의 문제가 많은 경우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개입하는 빌미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소수자 문제는
매우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다.25) 그리고 정치적 도구로 선택된 것은 종교와
종족이다. 특히 중동지역의 갈등은 종교적인 성격의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수십년 간 중동지역에서 종교나 종파주의가 작동한 방식은 매우
다양했고 서로 다른 양상을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해왔다고 인식되고 종파, 종족, 부족에 기반을 둔 다수의
사회문화적 세계로 구성된 모자이크로 규정되었다.26) 특히 민주주의 및
국민국가 건설의 실패가 이러한 이미지를 설득력있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집단의 범주가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경직된, 통합이 불가능함을 함축하는 범주들로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종교, 종족으로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파 개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동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종파 개념은 역사적으로 내용을
부여받아야 하며 다른 내적, 외적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의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25) Kumaraswamy, P. R., “Problems of Studying Minorities in the Middle
East”, Alternatives: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2,
No.2(2003), p. 243.
26) Joseph, Suad, “Sectarianism as Imagined Sociological Concept and as
Imagined Social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0, No. 4(2008), pp. 5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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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파와 종족 집단에서 안전을 구하도록
한다.27) 중동 지역에서 종족 및 종파가 국가를 대신하고 군대를 대신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유산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인 것이다.28)
2) 난점
중동지역의 경우, 종족 및 종교 집단과 달리 성소수자나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소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인 혐오발언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제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수자 인권의 측면에서도 중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유럽이나
미국 역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소수자 담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제국주의의 기제라는 혐의를 받아
위축되기도 한다.
① 혐오발언 대 표현의 자유
중동 지역에는 미디어, 인터넷, 국가정책 등에 혐오발언이 확산되어 있다.
혐오발언의 주제로는 반유대주의, 이슬람혐오증,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한 증오와 박해 등을 들 수 있다. 혐오발언의 주요 소재인 성, 인종, 종교
중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이와 함께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
여성, 그리고 다양한 그밖의 타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국가별로 보면,
레바논의 경우에는 특히 종교적인 증오를 자극하는 혐오발언의 사례가
많다. 요르단은 시리아 내전으로 요르단에 온 난민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반기독교적

혐오발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리아에서는

여성과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 종교적, 정치적 적대그룹을 겨냥한

27) Peteet, Julie, “Imagining the ‘New Middle East’”,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0, No. 4(2008), pp. 550-552.
28) 카우쉬는 중동에서 종파적인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게 된 원인으로 국민국
가의 취약성, 기존에 존재해온 종족적·종파적 분할, 2003년 이라크 침공, 그
리고 2011년 아랍의 민중봉기에 이어진 권력의 공백 등 네 가지 요인을 들
고 있다. Kausch, Kristina, “Identity Politics and Regional Order in the
Levant”, Uluslararası İlişkiler, Volume 15, No. 60(2018), pp.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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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이 주를 이룬다.29)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 “‘They Are Not Our
Brothers’: Hate Speech by Saudi Officials”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다른 종교, 그리고 시아파 등 수니파 이외의 이슬람 종파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용인하거나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30)
그런데 중동에서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는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혐오발언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이제 공론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종교적인 교리나 견해 차이가
대립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31) 그런가 하면 역으로
혐오발언 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요르단에서는 혐오발언 관련 법의 개정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요르단의 2015년 사이버범죄법 개정안은
혐오발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32)
한편 최근 혐오와 증오범죄에 관한 논의는 서구의 이슬람혐오증에 의해
독점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심지어 중동 내부에서도 이슬람을 비난하는
것이 증오범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인도인의
이슬람혐오 트윗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물론 중동 사람들의
아시아인 혐오증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자들에 대한 인종주의를
잊어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중동 내부에서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중동 외부에서의 이슬람혐오증에 대한 관심이 크다. 2005년 마호멧을
풍자한 만평이 유럽 잡지에 게재되자 이슬람권 전역에서 격렬한 반응을

29)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resources/publications/savingthe-news/hate-speech-arab-media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30) https://globalfreedomofexpression.columbia.edu/events/hate-speechsaudi-arabia/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31) https://www.brookings.edu/events/the-challenge-of-minority-rightsin-a-changing-arab-world/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32) https://cpj.org/2018/02/changes-to-jordans-hate-speech-law-couldfurther-s/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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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이 이 점을 잘 보여준 바 있다.33) ‘마호멧 만평사건’은 또한 표현의
자유 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 대립하는 사안에서 유럽과 중동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종교에 대한 침해를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시하는 입장이 적지 않았다. 만평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옹호하는 진영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실상 그들의 반이슬람적, 인종차별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34)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슬람을 염두에 둔
모독죄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슬람의 대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IS
가 테러를 저질렀다면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을
이슬람 수호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이
본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아랍세계의 경우에도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6개 국가의 정부와 미디어가 공동으로
채택한 ‘아랍세계 미디어 자유선언’은 국가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혐오발언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는 증오, 불관용, 종파주의를 척결해야 할 직업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5)
② 인권담론의 딜레마
소수자에 우호적인 담론의 확산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인권 담론이
지닌 딜레마이다. 즉 이 분야에서 중동 지역을 압박하는 유럽 자신도
성소수자나 이주민 분야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추방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알제리 외무장관은
33) 2005년 9월 30일 덴마크 보수일간지 율란트-포스텐(Jyllands-Posten)에 이
슬람을 창시한 예언자 마호멧을 테러리스트로 풍자한 그림 등 12장의 만평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 만평문제가 세계적인 사안이 되었고 예상되었던 대로
각지에서 이슬람신자들의 격한 대응이 잇따랐다. 유럽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
이 거세게 충돌하였다.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2011).
34) 엄한진, 같은 책.
35) Mendel, Y. T., Momani, N., Ewedah, B., Bouchetob, S., Addressing hate

sppech and racism in the media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 A review of formal and informal regulatory approches, EU Medmedia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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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중동 지역에서 소수 종교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역시 유럽에서도
무슬림 등 소수 종교 신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무슬림들은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고 해당 사회의
전통과 순수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동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종교와 연관된 인종주의
범죄가 적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연유로 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를 닮은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
문제 역시 서구에서도 최근까지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서구로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주민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보다는 이슬람
대 기독교, 이슬람의 여성, 종족-종파 분쟁이 중동 및 이슬람 세계 비판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 중동의 소수자 문제 거론이 이슬람으로 표상되는 이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이슬람혐오증의 근거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난점이다.
③ 제국주의의 혐의
성소수자 분야의 경우에는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기획의 일환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성소수자 논의가
최근 활성화된 것에 미국과 유럽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대중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페미니즘은 ‘트로이의 목마’로
묘사되는 등 제국주의의 도구로 인식된 경험이 있다. 식민지 페미니즘
(colonial feminism)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이슬람주의 페미니스트(Islamic feminists)은 여성과 이슬람의
대립은 제국주의 세력이 만든 덫이고 아랍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슬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의 저발전에 기인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에 제국주의 혐의를 부여해온 전통을 계승해 보다 최근에는
서구의 동성애 논의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신식민주의적 함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조셉 마사드(Joseph A. Massad)는 중동에
레즈비언과 게이 정체성이 도입되는 것을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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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민주의의 사례로 평가하고 ‘게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36)
이 개념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아랍세계에
서구 스타일의 레즈비언과 게이 담론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중동의 지배세력은 동성애 사안을 자신들이 타락한 서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기로 활용하기도 한다. 즉 동성애자에 대한 통제가 서구의
쾌락주의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것으로 포장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동성애
비판에도 서구 제국주의와 자국의 상층계급에 대한 냉소가 담겨있는
측면이 있다. 그 배경을 보면 중동지역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출신이거나 해당 국가의 상층계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37)

Ⅴ. ‘아랍의 봄’의 영향
현재 중동의 소수집단이 겪는 문제는 대개 탈식민화 이후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스만 제국이나 군주제 하에서는 이들이
지금처럼 차별을 받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많다. 예를 들어 이집트
콥트인들의 경우는 이전까지 다른 종교나 종족에 속한 사람들과 공존하던
집단이 근대국가에 의한 제도적 차별로 인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소수집단이 된 것이다. 이라크 역시 바트당 정권은 이전 군주제 시절에
비해 수니파를 우대함으로써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아랍의 봄은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고 이제 보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았던 주류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소수자들의 열망을
부추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38) 소수집단의
박탈감이 ‘아랍의 봄’의 주된 동인이었지만 이후 전개과정은 불행하게도
36) Massad, Joseph A., Desiring Arab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37) 크로익스, 『계급, 소외, 차별』, 211쪽.
38) https://www.brookings.edu/events/the-challenge-of-minority-rightsin-a-changing-arab-world/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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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파와 수니파 등 집단 간 갈등이 폭력적인 상황을 띠는 결과를 낳았다.
이집트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콥트인들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무슬림들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탄압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은 아랍의 봄 직후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39) 특히 애스원에
있는 콥트교 교회 건물이 파괴된 것에 분노해 시위를 하던 콥트인들이
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어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중동지역
소수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끝나지 않는 내전이 종족 간의
대립의 양상을 띤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아랍의
봄이 종족적 소수자인 시아파에 대한 박해를 초래했다. 예멘에서도 살레
대통령의 사임이 종족적 소수자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역사는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편 아랍의 봄의 부산물인 시리아 내전 이후 터키의 쿠르드인들이 점점
더 폭력적인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터키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강화되었고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진행되는
터키군의 군사개입 이후 반쿠르드 정서가 심화되었다. 반쿠르드 현상은
1990년대 터키 정부가 당시 쿠르드 지역의 주요 정치세력이었던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종족에 대한 혐오 현상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 등을 계기로
이제 이들을 향한 인종주의적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 노골화된 것이다.40)
한편 증동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아랍의 봄
이후 이러한 현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혁명적인 사건들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미디어가 정권에 의한 권력남용을 고발하고
대중의 발언권을 신장시키는 등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미디어의 새로운 음직임이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유지시키려는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언론인들이 종교나 종족 관련
혐오발언의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8월 튀니지 수도
39) https://www.csce.gov/international-impact/events/minority-risk-coptic-christians-egypt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40) https://www.dw.com/en/kurds-in-turkey-increasingly-subject-to-violent-hate-crimes/a-50940046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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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스에서 열린 EU 후원의 혐오발언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비윤리적인 보도, 인종주의나 종교적인 극단주의, 라이브 방송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혐오발언을 활용한 사례, 정치인들이 TV나 SNS에서
경쟁세력을 겨냥한 극단적인 발언을 사용하는 현상, 타국에서 벌어지는
종족이나 종교 간 갈등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증오를 부추기는 경향 등이
지적되었다.41)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에는 민족, 인종, 종교와 관련된
차별, 혐오, 폭력 등에 맞서는 라바트 플랜(Rabat Plan of Action)이 UN
의 지원을 받아 수립되기도 했다. 이 플랜은 특히 이 지역의 정부들이
국제법에 준해 혐오발언 법이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42)
이렇게 아랍의 봄이 미디어의 변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지만 섹슈얼리티 이슈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 인권 운동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43) 이집트의
군부 출신 알 시시 정권은 이슬람 세력과의 헤게모니 투쟁에 성소수자
문제를 이용하기도 한다. 성소수자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들도 종교세력 못지않게 이슬람 원리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역으로 아랍의 봄이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들의 지위가 개선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 속도가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아랍의 봄은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아랍세계의 운동에도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는 듯 보인다. 즉 성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주창하는 모든 시도가 이를 저지하는 시도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44)
41) Mendel, Y. T., Momani, N., Ewedah, B., Bouchetob, S., Addressing hate

sppech and racism in the media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 A review of formal and informal regulatory approches, EU Medmedia Report,2018.
42) ibid.
43) Gorkemli, Serkan, “Coming Out of the Internet”: Lesbian and Gay Activism and the Internet as a “Digital Closet” in Turkey”,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Vol. 8, No. 3(2012), pp. 63-88.
44) El Feki, Shereen, “The Arab Bed Spring? Sexual rights in troubled
time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productive Health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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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지는
않지만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박해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동성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그런데
2020년 5월 이라크에서도 시위현장에서 무지개 깃발이 목격된 적이
있다. 이라크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 일부가 행한 일이었는데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격렬히 항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외교관들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라크 성소수자
단체들도 반정부시위 때 무지개 깃발을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랍의 봄과 같은 저항운동으로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아랍의 봄이
빗겨간 이라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반정부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밀경찰이나 무장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대중의 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정부운동의 참여경험이 성소수자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시위대가 추구하는 민주적인 사회가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성소수자 문제가 예전보다 많이
얘기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일 수 있다. 한 성소수자 단체의 보고서는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주류 언론과 달리 온라인 매체 중 일부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45)

Ⅵ. 버려진 코로나 시대의 소수자
소수자가 특히 재난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하듯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배제와 추방에 처한 국내외의 소수자들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재난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로 인해 다른 집단을 배려하는
Matter, Vol. 23, No. 46(2015), pp. 38-44.
45)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q-media-lgbt-coveragehate-speech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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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재난을 소수자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동의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걸프만 산유국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해고와 추방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다시 사용했으며,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대책이 초래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일반 국민보다 난민이나 이주민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원유 생산이 감소하고 자국민의 취업을 늘리고자 외국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2백만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동 산유국을 떠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고려하면 당분간 이러한 경향이 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6)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체 주민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배경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우리도 힘든데 왜
외국인을 도와줘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건이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놓고 쿠웨이트인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16
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쿠웨이트인으로 대체하고 12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15만 명의 미숙련노동자 등 37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47)
보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48) 역으로 기존의
46) https://www.ft.com/content/77c2d7db-0ade-4665-9cb8-c82b72c2da66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47)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00811-kuwait-readies-toexpel-370000-foreign-workers/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48) https://egyptianstreets.com/2020/04/15/in-the-wake-of-covid19-egypts-asians-fall-victim-to-racism/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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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혐오증이 코로나 사태의 산물인 희생양 전략과 결합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이 무슬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고 비방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힌두인들과 무슬림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랍 국가들에서도
일부 인도인들이 반이슬람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다.49) 그리고 이에
맞서 아랍 국가들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걸프만 거주 인도인들이 올리는
이슬람혐오 트윗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성소수자들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고립과 격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가족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족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된 것이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치료 공백으로 인한 위험에
처해있기도 하다.

Ⅶ. 우리와 닮은 중동
이 글의 논의는 개괄적인 소개 성격의 글이라 중동지역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중동의 소수자들의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편견, 유사한 차별과 폭력, 그리고
유사한 사건들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보편적인 중동의 모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와 닮은, 비교가능한 점에 주목하게
되면 이질적으로만 보였던 중동 사회와의 교류의 채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에서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랍의 봄 이후 사회가 더 파편화됨에 따라 보다 통일적이고 동질적인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그로 인해 소수자 논의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집단,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 간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집단의 권리 신장 및 통합의 방안으로
오스만 제국 시절에 적용되었던 밀레트 제도의 미덕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
49) https://www.aa.com.tr/en/asia-pacific/hate-tweets-by-indians-settwitter-on-fire-in-gulf-/1815574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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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집단의 정치적, 문화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50) 이제 성소수자나
이주민에게도 이 미덕이 적용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새로운 공존의 기제는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자유를 외쳤던 아랍의 봄의 동력과 연관지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om3597@hallym.ac.kr

주제어(key words):
중동(Middle East), 소수자(minority), 성소수자(sexual minority), 이주민
(immigrant), 증오(hatred)
(투고일: 2020.10.26, 심사일: 2020.11.14, 게재확정일: 2020.11.16)

50)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제도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선구적인 사
례이다. 최근 서구사회의 이주민 집단에 적용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나 다문화주의와 유사하게 종교·종파나 종족에 정치적, 문화적 자율성
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오스만 제국의 관용성을 보여주고 제
국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효과적인 통합기제로 평가되어왔다. 물론 기독교
나 유대인 공동체, 시아파 공동체 등이 수니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는 못
했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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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
엄한진
중동지역에서도 성소수자나 이주민 문제는 사회갈등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동의 소수자에 관한 지역 내외의
논의는 압도적으로 종교적, 종족적 소수집단의 문제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 문제가 이슬람과 연관지어 강조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중동 소수자 논의의 구도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난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성소수자 및
국제이주민의 사례를 통해 이 지역 소수자들의 현실 역시 한국 등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동지역의 경우, 종족 및
종교 집단과 달리 성소수자나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소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인
혐오발언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제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수자 인권의 측면도 중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유럽이나 미국 역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소수자 담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제국주의의 한 기제라는 혐의를 받아 위축되기도 한다. 아랍의 봄을 계기로
중동에서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랍의
봄 이후 사회가 더 파편화됨에 따라 보다 통일적이고 동질적인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그로 인해 소수자 논의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집단,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 간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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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 on Minorities in Middle East, caught up in
Exceptionalism
Eom Han-Jin
The problem of sexual minorities and immigrants takes a crucial
part in social conflict In the Middle East, but seems a strange subject
to the outside world. Because religious and ethnic minority issues
monopolize the debate on minorities in this region. In this context,
the paper deals with the gap between reality and discourse in the
domain of minority, and its historical and actual backgrounds, by
introducing some symbolic events. Through this, we aim to emphasize
the universal aspects of Middle Eastern societies. The weak interest
in social minorities could be explained by some reasons such as a
dilemma of liberty of expression vs. respect of diversity, imperialism
within western discourse on sexual minority, etc.. The Arab spring
produced a double result in this aspect. It acted as an opportunity of
promoting the rights of minorities and also the yearning for a unified
and homogeneous society. When considering this, the tendency of
prioritizing the groups and group relations much than the individuals
and their rights will not be easily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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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t.com/content/77c2d7db-0ade-4665-9cb8c82b72c2da66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decl_fs_92_en.pdf

(

검색일: 2020년 8월 15일)
https://www.jacobinmag.com/2020/07/gulf-states-politicaleconomy-saudi-arabia-qatar-uae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middleeasteye.net/news/egypt-lgbtq-activist-sarahhegazi-suicide-trauma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q-media-lgbt-coverage104

일본제국과 범아프리카주의의 ‘트랜스-퍼시픽’ 커넥션

hate-speech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00811-kuwait-readies-toexpel-370000-foreign-workers/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www.nytimes.com/2020/07/15/world/middleeast/tahini-gayisrael-boycott.html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nytimes.com/2020/07/16/opinion/culture/mashrouleila-fan-suicide.html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6/10/18/middle-eastsmigrant-population-more-than-doubles-since-2005/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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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 “죽은 자의 트랜스내셔널 공간”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초기 한인 비석연구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

김주용

Ⅰ. 머리말
하와이 이민은 정부에서 인정한 최초의 공식적 집단 이민이다. 1902년
12월 22일 121명의 한국인들이 켄카이마루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서 다시 하와이로 가는 갤릭호를 갈아타고 1903년 1월 12
일에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것이 최초의 시작이었다. 이후 하와이 이민자의
수는 일본의 압력에 의해 1905년 8월 8일 금지되기까지 총 7,291
명이었다.1) 이들은 하와이 여러 섬의 사탕수수농장에서 힘들게 일하였고,
이렇게 번 돈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금을 대는데도 앞장선 무명의
애국지사라고도 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묘지에 있는
비석(墓碑)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하와이 초기 이민 한인들의 무덤의
비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하와이대
힐로캠퍼스의 Seri I. Luangphinith 교수3)의 제안으로 2019년 7월 21
1) 웨인 패터슨,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서울: 들녘, 2002); 김대완,
「하와이 초기 이민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강건영, 『하와이, 멕시코, 남미로의 한인 이민』 (서울: 선인, 2017).
3)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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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하와이 빅 아일랜드 지역의 비석을 현장
조사하였다. 빅 아일랜드 힐로 Alae 공동묘지 136개,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10개, 캡틴쿡 6개,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3개 등 총
155개의 비석을 탁본조사하고, 2020년 8월까지 비문 해독과 문헌, 사진,
각종 기록물과 대조하였다.
그동안 하와이 초기 이민자의 이민과 정착, 정치적·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묘지와 비석에 대한 것은 미미했다.
그리고 이민 1세대들의 자료가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혈통을
이어온 2, 3, 4세대 후손들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관심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Seri I. Luangphinith 교수와 김교문 목사가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무덤을 새롭게 찾아 조사연구하고 보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한인들의 비석은 이들의 삶과 죽음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초기
이민자들은 비석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그들의 생애를
알아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Ⅱ.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한인 이민자들의 무덤 현황
1. 빅아일랜드의 한인 비석
이번 조사에서는 빅아일랜드 힐로시에서 운영하는 힐로 Alae 공동묘지(
이하 힐로 알라에)와 개인 소유의 커피 농장 한 켠에 있는 코나 이민센터 옆
Holualoa 커피농장묘지(이하 코나 이민센터), 산기슭 도로변 공동묘지에
있는 코나 캡틴쿡묘지(이하 캡틴쿡), 교회에 안장된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묘지(이하 코할라 침례교회) 등 각각 위치나, 성격이 다른 곳에
있는 무덤들의 비석을 조사하였다.
비석의 내용은 육안 관찰이 가능한 것은 사진촬영과 현장 기록을 통한
Koreans on the Big Island (Hawai‘i: Ka Noio ‘A‘e Ale, UH Hilo Independent Press 2017).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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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더불어 마모로 해독이 불가능한 것은 탁본을 통해 심층 조사하였다.
빅 아일랜드 힐로 알라에묘지 136기, 코나 이민센터 10기, 캡틴쿡 6기,
코할라 침례교회 3기 등 총 155개의 비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힐로 알라에 공동묘지
위치 : 895 Kauhiula Rd, Hilo, HI 96720 미국
힐로 알라에 공동묘지는 빅아일랜드 동쪽 해안가 알라에 공동묘지
중앙에 폭이 좁고 긴 korean section에 위치한다. 1939년에 지어진 초기
이민자들의 공동묘지로 1980년대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고 156명의
한인이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4)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곳에 136기의 한국인 무덤이 확인되었고,
비석에 새겨진 사망년도를 보아 1919년에 처음 한인이 묻히기 시작하여,
1980년에 마지막으로 안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부합장묘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알라에 묘지에서 한인은 1920년에서 1963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조성된 묘역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석 목록 생략)

그림 1. 1998년 조성된
한국이민조상기념비

그림 2. 알라에 공동묘지 KOREA
SECTION 모습

4) 김재현, 류명균, 최선화, 『하와이 디아스포라이야기』 (서울: 키아츠, 2020),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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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나 이민센터 공동묘지
위치 : 765833 Kona Belt Rd Holualoa, HI 96725, 미국

그림 3. 코나 이민센터묘지 위치와 항공사진

코나

이민센터(Kona

Imin Center)에서 북으로
260m 떨어진 Holualoa
커피농장 내에 위치한다.
비석은 커피농장 끝자락
그림 4. 코나 이민센터 묘지 적석묘와 비석 모습

대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돌을 쌓아 만든 積

石墓 약 8기, 시멘트 기단에 비석이 세워진 무덤이 10기 등 총 18기가
확인되었다. 묘지 중앙으로 농장 내 길을 내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적석묘와
비석이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풀 사이에서 더
많은 적석묘와 비석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번
호

1

이름

비문내용

글자
높이 고향
모양

출생 사망
비석
나이
년도 년도
재질

一千九百三十年十月八
조선
日死亡
경남
문필련 南平文氏弼蓮年三十二 한자 61
1898 1930 32 시멘트
동래군
朝鮮慶南東萊郡巨堤里
거제리
出生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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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鮮黃海道遂安郡天谷
坊出生
조선
故密陽朴公致龍之墓
황해도
박치룡
한자 72
1860 1931 71 시멘트
一九三十一年五月七
수안군
日/
천곡방
死亡 年七十一嵗

3

조승운

조선
朝鮮慶北道古灵郡出生
한자 50 경북도
故趙承云墓
고령군
一九三三年四月卄二日

1933

시멘트

4

정복수

CHUNg
BoKSoo
Died
9/4/1938
age56

5

정창운
(은)

ChONG ChANG UN
DiEdMARCh20
1949

6

大韓國慶尙道安東郡
出生
年五十五
경상도
윤계상
한자 45
1867 1922 55 화강암
故尹桂相墓
안동군
一千九百二十二年六月
十八日死亡

7

고정운

8

됴션경북동ᄂᆡ군 동
ᄂᆡ면
이선익
고리션익묘
一九卅八年六月卄二
日亡

9

됴션황ᄒᆡ도平山군
고최셩ᄐᆡᆨ묘
一九三十八年五月十
二日

최성택

영어 46

1882 1938 56 시멘트

영어

됴션툐산군
한글
황해도
고졍운묘
+
42
토산군
一九四十一年八月卅日 한자

1949

시멘트

1941

시멘트

조선
한글
경북
+
56
동래군
한자
동래면

1938

시멘트

한글
황해도
+
53
평산군
한자

1938

시멘트

一千九百三十三年 五月
五日死亡
한글
하와이
故ᄆᆡ례鄭氏之墓年二
10 정매례
+
57 몰로 1908 1933 25 시멘트
十五
한자
카이섬
모로가이出生
長女仁善次女成女
표 1. 코나 이민센터 묘지 한인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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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확인된 비석의 사망년도를 보아 1922년에 최초로 개시되어
이후 1930년대에 중점 적으로 사용되다가 1949년에 종결된다.
이곳의 비석은 글자를 새기는 방법이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르다. 힐로
알라에묘지 등은 시멘트 비신이 굳은 상태에서 새겼다면 코나 이민센터는
시멘트 비신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못과 같은 끝이 뾰족한 기구로 비문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3) 코나 캡틴 쿡 공동묘지
위치 : 86-4134 Mamalahoa Hwy Captain Cook, HI 96704, 미국
캡틴 쿡 묘지는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 마말라호아 하이웨이 도로 옆
기슭에 위치하는 민간 공동묘지에 있다. 묘지에는 60~70기 정도의 비석이
확인되며,

비석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관리가
않아

몇몇 비석을 제외하고 시멘트
기단과 비석이 파괴된 채
남아 있다.

번
호

이름

그림 5. 코나 캡틴 쿡 묘지 전경

비문 내용

대한경샹남도밀얄군
산하면쵸양동
리쥬대씨
1 리주대
연은육심팔셔
LEECHOODAI
mAy3.1883
FEB4.1951

http://www.homomigrans.com

글자
나
높이 고향 출생 사망
모양
이

한자+
한글+ 60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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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千九百五十四年七月
한자+
리창환 七十세
2 리창환
한글+ 40
본젹황ᄒᆞㅣ도장년
영어
LEECHUnGHWAn
一千九百五十一年
十月二日別世
方賛玉之墓
大韓平壌府居
年七十嵗
PUnG CHUn OK
1951~1881

황해
도 1884 1954 70 대리석
장연

한자+
40
영어

평양 1881 1951 70 대리석

대한경기도여쥬군가남면
본젹은
강셕필씨 /(뒷면)
한글+
4 강석필 一千八百七十四年三月
40
한자
生年은
△九百五十六年八月
死亡은

경기
도 1874 1956 82 대리석
여주

一千九百五十四年六
月五日
5 김영두
김영두八十셰
황ᄒᆞㅣ도신게군
KImyOnGDOO

한자+
한글+ 40
영어

황해
도 1874 1954 80 대리석
신계

당년칠십샤셰
일쳔구백오십이년칠월이십구일 한글+
6 윤태원
40
윤태원씨
한자
大韓경샹남도길예군

경남
1878 1952 74 대리석
김해

3 방찬옥

표 2. 코나 캡틴 쿡 한인 비석

확인되는 비석은 대부분 현지인이나 일본 등 다른 국적의 것이며, 한국인
묘는 모두 6기로 묘지 입구에 1기, 나머지 5기는 묘지 뒤편에 부러진 채
수풀에 덮여 있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비석에서 확인된 사망년도로
보아 이곳은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사용된 한국인들이 묻힌 무덤이다.
4)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묘지
위치 52-4665 Akoni Pule Hwy, Kapaau, Niulii Cemetery Kapaau,
HI 9675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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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코할라 침례교회에서는
중국인, 포르투갈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무덤이
50여 기 있다. 비석은 묘지의
가장자리의

방향을

따라

남쪽으로 치우친 동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李帝恩,

그림 6. 코나 코할라침례교회 묘지 모습

余金明,

전제왕, 전문려, 안득렬, Chung Em Min, Ah Chung Lum, Ching Kim,
Martha Woo 등의 비석이 있으나 그중 해독 가능하고, 한국인의 것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비석은 李明耀, 李明福, 李明望 등 3기 정도이다.
비석에서 확인된 사망년도로 보아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이민 1.5세, 2세의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회라는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비석에 십자가 문양, 主後 연호의 사용 등으로 보아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무덤이다.
번
호

나
이

재질

1

主後一千九百零二年二月十
日生辰
1902 1906
이명요
李明耀之墓
한자 60
02.10 03.08
一千九百零六年三月八日別
世享年四嵗

4

시멘트

2

主後一千九百零六年二月廿
日生辰
1906 1906
이명복
李明福之墓
한자 58
02.02 06.30
一千九百零六年六月卅日辭
世享年一嵗

1

시멘트

╇
MARTHALEE
이명망
한자
主後千八百九十二年五月六
1892 1910
(MARTHA
+ 60
18
日生辰
05.02 08.24
LEE)
영어
李明望之墓
千九百十年八月卄四日辭世

시멘트

3

이름

비문 내용

비문 높
출생
글자 이

사망

표 3.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한인 비석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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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라지는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
하와이 빅 아일랜드[하와이 섬 (Island of Hawaiʻi)]는 미국 하와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초기 한인 이민자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곳 농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3
년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빅아일랜드에 도착했으며 섬의 동쪽에 있는
Waiakwa와 Wainaku 농장으로 배치되었고, 이후에 다른 농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다.5)
1915년 하와이에 있었던 농장의 현황 <그림 7>을 살펴보면 카우아이
17개, 오하후 21개, 몰로카이 9개, 라나이 4개, 마우이 32개, 빅 아일랜드
56개의 농장이 있었다. 1905년 하와이에는 30개 농장에 4,893명이 30
여개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한인주거의 분포를 보면 1,525명이
빅아일랜드(하와이섬)에, 1,024명이 오하우 섬에, 873명이 카우아이섬,
728명이 마우이섬, 라나이섬 7명, 몰로카이섬 6명이 있었다.6) 빅아일랜드는
하와이에서 농장수도 가장 많았고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이었으나
그동안 오하후섬 중심의 연구가 집중되고 빅아일랜드는 소외되어 있었다.
빅아일랜드에는 한인이 많았던 만큼 대한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운영했던 목재 공장, 숯 공장과
그의 거처, 한인들의 교회 등이 잊혀진 채 개인소유 땅에 방치되어 있고,
사라진 것도 많이 있다.
또한 한인 이민자 1세대의 무덤들은 개발로 사라지고, 그들의 메시지인
비석 역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되어 가고
있다. Alae, Holualoa, Pahala, Kohala, Hakalau Point 등의 공동묘지에
있는 한인들의 묘지와 묘비 역시 어떠한 기록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무덤이 교회 묘지, Waianaia 공동묘지, Pahala 중국인
공동묘지, Kehena 목초지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였다.7) 일본인 소유의
5)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Koreans on the Big Island, p. 8.
6)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서울: 중앙M&B,
2003), 30-31쪽.
7)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114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

그림 7. 1915년 당시 하와이 농장과 조사지역 위치(●)
(웨인 패터슨, 전게서 p.180 인용)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한켠에 있던 한국인 무덤은 길을 내면서
일부 파괴되었고, 현재도 계속 그 위협이 있다고 한다.8) 빅아일랜드에
이민을 왔던 한인의 규모로 보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한인들의
무덤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 소유의 농장에 있는
무덤들의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한인들의 무덤과 비석들 역시 방치되어 있다. 같은
공동묘지에 있는 일본인, 중국인 등의 무덤은 정비가 잘 되어있고, 대부분이
꽃이 놓여 있으나 한인들의 무덤은 세월과 지진, 풍우 등의 이유로 깨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많다. 이번 조사에서 만난 하와이대 지질학전공 교수
(하와이대 힐로캠퍼스 부총장 Ken Hon)는 지진이 잦은 빅아일랜드의
지진연구에 한인 비석이 넘어진 방향을 보고 지진의 파동이나 방향을
연구한다고 할 정도라고 하였다.
Koreans on the Big Island, p. ⅺ.
8) 김교문, 『코나커피, 코나생각』, 216-223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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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아일랜드의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은 농장과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놀룰루나 한국, 미국 본토의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후손들 역시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본토나 본섬으로 유학·정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초기 한인 농민이민자들은 보수적이어서 조상의
분묘를 버리고 만리타국에 이민을 가는 것을 꺼려했다9)고 할 정도로
조상을 모시는데 지극했다고 하지만,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였고, 조상들이
조선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일찍 포기했다고 한다.10) 이러한
이유로 조상숭배나 장례절차와 같은 중요한 전통적 관습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민 2, 3세대들은 추석명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11)
고 할 정도로 조상의 무덤을 찾는 행위가 낯선 탓도 있다. 한인 1세대들의
무덤에는 꽃이 놓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이 시나브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후손이 있어도 이민 3·4세대들은 비석에 새겨진 한자,
한글을 알아보지 못해 자신의 조상의 무덤이 어느 것인지,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다.

Ⅲ. 비석과 기록을 통해 본 한인 이민자들의 생애
1.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
1) 글자 변화 양상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한자, 한글, 영어,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별로
비석에 사용된 글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67% 이상 한자를 사용하였고, 1950년대는 38%로 급격히 감소한다.
9) 김원모, 「하와이 한국 이민과 민족운동」, 『미국사연구』, 8권(1998), 197
쪽.
10) 웨인 패터슨, 정대화 역,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서울: 들녘, 2003).
11)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34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3).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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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60년대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글은 1920년대 처음 확인되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50
년대

대폭

확대되어

1950

년대와 1960년대에는 30% 이상
사용된다. 1960년대는 한글,
영어, 숫자가 각각 1/3 정도
비율로 사용된다.
영어는
사용되다가

1900년대부터
1920~1930

년대까지 10% 내외였다가 1960
년대 대폭 확대된다.
전체적인 비문의 글자조합

그림 8. 시대별 글자 변화 양상

양상은 한자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58%로 가장 많고, 한자+한글 18%, 영어+숫자 6%, 한자+영어+
숫자가 5%, 한글+영어+숫자 5% 순이다. 기타 한자+한글+영어+숫자,
한글+숫자, 한자+숫자 등의 조합이 있다. 한자 단독으로 새겨진 경우는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꾸준하게 제작되다가 1950년에는 1기로
급감한다. 한자+한글은 1950년대 전체 비석 29기중 16기로 55% 이상을
차지한다. 1960년대는 한글+영어+숫자 조합의 臥碑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경과함에 따라 한자→한자+한글→한글+영어로 변화한다.
한자+한글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글로는 이름이나 고향을, 한자로는
생년과 사망 날짜, 나이, 가족 이름을 새길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자
+영어+숫자 조합은 영어와 한자는 이름을, 날짜는 영어와 숫자로 새긴
경우가 많다. 한자+한글+영어의 경우 한글로 이름과 고향, 영어로 이름,
날짜, 한자로 날짜, 나이를 적었다.
년대

한자

1900

2

1910

2

한자+
한글

영어+
숫자

http://www.homomigrans.com

한자+
영어+
숫자

한글+
영어+
숫자

한자+
한글+
영어

기타

합계
(기수)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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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7

1

1

1930

27

3

3

1940

30

4

1

4

1950

1

16

2

3

1960

1
1

1

20
34

1

1

2

42

4

2

29

1

7

5

계

79

24

8

7

7

4

7

136

%

58%

18%

6%

5%

5%

3%

5%

100%

표 4. 시대별 비문 글자 조합양상

2) 한글
한글은 1922년 사망한 힐로 알라에 묘지 61번 최형준 비석의 후면에
고향을 平安道 安州郡 ‘련동’과 本貫 ‘광주’ 로 새겨져 있어 처음으로
한글이 등장한다. ‘련동’과 ‘광주’ 모두 지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손이나
제작자가 두 지명의 한자를 몰라 어쩔 수 없이 한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정옥의 비석처럼 ‘대한’의 ‘대’는 한자로 ‘大’를 새겼지만 획수가
많은 韓은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다.
한글은 1950년대 대폭 확대되어 사용되는데 샤, 셰, ᄒᆞㅣ, 쥬, 셕, 튱, 쳥,
졍, 샹, 셩 등이 있고, ㅑ,ㅕ, ㆎ, ㅠ, ㅛ 등의 모음이 확인되어 구한말 한글
고어체, 근대 계몽기 한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새겨진 비문
속 한글로 보아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등에서 정해진 한글
철자법의 변화를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2)

12) 유은정,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비석에서 확인되는 한글은 국어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
라고 판단되 며 관련 전공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밖에 한글의 영문표기
변화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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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저신지묘

大한츙쳥도
졍졍옥디모

셔치순묘
평양셩안

1954년 사망

1953년 사망

1947년 사망

大韓경샹남도길예군
윤태원씨
일쳔구백오십이년칠월이
십구일
당년칠십샤셰

최션옥
大韓경샹도
부산居

지인영지묘
대한퉁쳥도
온양군거

김진셩지묘

1952년 사망

표 5. 비문의 한글 사용 예시

하와이의 한글학교는 1907년 4월 빅아일랜드에서 힐로 한인소학교가
처음 세워졌고,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국어학교에서는
일본총독부가 출간한 교과서를 사용하다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글을
배우는 것과 배치되어, 1911년과 1917년, 1923에는 국민회가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였다.13) 이러한 이유로 일제가 제정한 한글 철자법의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3)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57-60쪽.
http://www.homomigrans.com

119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3(Nov 2020)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석에서 ‘ㅅ, ㅈ, ㄱ, ㅂ 등의 자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김저신의 비석은 ‘김겨신’, ‘김거신’, ‘김저신’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하와이 입항 선박 명부와 안중근의사 성금 명부를 통해 ‘김재신’
으로 확인되었다. 윤태원씨 비석은 십(十)의 한글을 같은 비석 내에서
“

”, “

”, “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하와이대 이덕희 소장님에 의하면 동지회 회원이 사망하면 ‘김창수’
라는 분이 비문의 글을 써 주었다고 한다.14) 한글이나 한자를 아는 분이
비석의 비문을 주었다는 것은 명확한 듯하다. 하와이 힐로 알라에묘지
조사과정에서 만났던 현지 장례업자는 당시 장례업은 일본인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인 중에서도 천대받던 오키나와 사람이 주로
담당하였다고 알려주었다. 비석에 새겨진 한자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한글을 판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즉
일본인들이 새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한자와 영어
한자는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비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이다. 畿(幾), 華(

), 歲(嵗, 旹, 才) 등의 경우처럼 본자보다 이체자가

많이 사용되며, 五(一을 빼고

), 二十(廿・卄), 三十(卅), 四十(卌) 등의

경우처럼 같은 뜻의 글자 중 획수나 글자 수가 작은 한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힐로 알라에묘지 117번 김정기 비석은 사망년도를 ‘壹仟玖佰
肆拾貳年’으로 새겼고, 코나 코할라교회 비석 1·2번 비석은 ‘一千九百零六
年’으로 새겨 획수가 많은 갖은자를 사용한 경우도 소수 있다.

비석 번호

사망년도

추모글

알라에묘지 56

1920

后人, 大韓人

알라에묘지 60

1922

后人

알라에묘지 63

1923

孺児

14) 이덕희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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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에묘지 66

1925

后人

알라에묘지 78

1929

BELOVED FATHER

알라에묘지 94

1934

朝鮮人

알라에묘지 97

1936

后人

알라에묘지 102

1937

朝鮮人

알라에묘지 104

1937

后人

알라에묘지 105

1938

朝鮮人

알라에묘지 106

1938

朝鮮人

알라에묘지 111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3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4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5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6

1939

基督敎人

알라에묘지 123

1940

后人

알라에묘지 124

1940

后人

알라에묘지 117

1942

后人

알라에묘지 128

1942

大韓人

알라에묘지 41

1944

In mEmORy OF

알라에묘지 133

1944

LOVING MOTHER

알라에묘지 6

1952

아부지

표 . 추모글 내용

영어는 1900년대부터 사용되지만 1960년대가 중심이 된다. 영어
스펠링은 대부분 대문자로 새기지만, ‘M(m)’, ‘N(n)’, ‘Y(y)’처럼 대문자의
획수가 소문자보다 많은 스펠링은 대문자와 크기를 동일하게 소문자로
새겼다. 특히 ‘ESTHER mOOn’처럼 ‘m’,과 ‘n’은 한 두 기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새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한자와 마찬가지로 글자의
획수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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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기록으로서의 비석
1) 망자를 그리워하는 추모글
비석 전면에 이름 앞에 비석의 주인공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의미를 가장
축약되게 표현한다. 또는 남겨진 사람이 망자를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추모글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힐로 알라에묘지에서 23개 비석에서 확인되는데, ‘00后人’이 8
개로 가장 많다. 후인이란 조상에 대한 후손이란 뜻으로 본관을 앞에 넣어
비석의 전면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멀리 타향에 있지만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34년부터 1942년까지 비석 주인공의 이름 앞에는 ‘朝鮮人’, ‘大
韓人’이 새겨진 비석은 10기이다.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선인, 대한인임에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힐로 알라에묘지 56번 김양록(1920
년 사망) 비석 전면에 연안후인과 후면에 대한인, 생몰년월일을 단기로
기록되어 있어 그가 조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힐로 알라에묘지 63번 비석의 주인공 남성애(1923년 사망)는 2살 때
사망해서 일찍 떠나간 작은 딸을 그리워하며 孺児로 새겼다. 힐로 알라에
116번 주자문(1939년 사망)은 기독교인으로 새겨 기독교 신자임을
나타내었다. 영문으로 새긴 비석에는 영어로 ‘BELOVED FATHER’,
‘In mEmORy OF’, ‘LOVING MOTHER’로 추모하였고, 힐로 알라에 6
번 박춘하(1956년 사망) 비석에는 한글로 ‘아부지’를 크게 새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외롭게 이국땅에서 죽어가면서도 한인(조선인, 대한인)임을
잊지 않았고, 비석에 本籍과 고향, 가문, 조국을 표기함으로써 자손들에게
고향과 뿌리를 잊지 말라는 부탁이며, 무엇보다 고향의 그리움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석은 묘비 이전에 망향비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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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
비석 번호

사망년도

종교

비고

코나 코할라교회 1

1906

기독교

主後

코나 코할라교회 2

1906

기독교

主後

코나 코할라교회 3

1910

기독교

╇, 主後

힐로 알라에 63

1923

기독교

╇, 救主降生

힐로 알라에 64

1923

기독교

主降生

힐로 알라에 66

1925

기독교

主降生

힐로 알라에 89

1933

기독교

主之

힐로 알라에 97

1936

기독교

主降生

힐로 알라에 98

1936

기독교

主

힐로 알라에 110

1939

기독교

╇

힐로 알라에 116

1939

기독교

基督敎人

힐로 알라에 85

1959

기독교

╇

비석사진

표 . 종교가 표현된 비석

비석의 주인공의 종교를 알 수 있는 12기이다. 12기 모두 기독교로
추정되며 비신 전면 상부에 십자가(╇) 표시를 한 것과 생몰년도 앞에 主
後, 主, 主之를 새긴 것도 확인된다. 코나 코할라 교회에 있는 비석에는
모두 主後가 새겨져 있어 교회의 종교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
주자문의 비석은 비신 전면에 ‘基督敎人’을 새겨 표현하였고, 그 외 4기의
비석은 전면 또는 후면에 ‘救主降生’, ‘主降生’을 새겨 비석의 주인공이
절실한 기독교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뿐
만아니라 비기독교 한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생활하였고 차츰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1905년만 하더라도 한인 이민자의 10%가 매주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다.15)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전체 155개 비석 중
12기(약 7.7%)만 비석에 기독교 신자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는 것은
15) 趙恩廷,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석
사학위논문 (2011), 122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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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하다. 비석에 종교적인 색채를 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비석의
연도표기에 간지를 사용하거나, 조선인, 대한인, 후인 등을 통해 망인의
생전 모습을 나타낸 것은 종교보다 조국, 고향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3) 여성의 비석
비석 번호

이름

사망년도 성별

힐로 알라에 63

南聖愛

1923

비고

여 南順明次女

힐로 알라에 64

崔元順

1923

여 父 泓銖 次女

힐로 알라에 135

趙明順

1924

여? 조명순

힐로 알라에 73

李成女

1927

여 夫 朴世仁

힐로 알라에 76 文愛施多

1927

여? 文愛施多之墓, ESTHER mOOn

힐로 알라에 89

朴季南

1933

여 夫 金壹萬

힐로 알라에 91

SARAH
Kim

1933

여? SARAH KIm

코나 이민센터
10

ᄆᆡ례鄭

1933

여? 정매례

힐로 알라에 93

田奉女

1934

여? 田奉女

힐로 알라에 109

崔龍女

1939

여 崔婦人龍女之墓

HA HA
힐로 알라에 110
KO

1939

여? 고하옥

힐로 알라에 133

金그림

1944

여 LOVING MOTHER

힐로 알라에 90

mARIA
CHOO

1951

2단 기단 전면에 영문으로 mother
로 새김 1933년 사망한 아버지
여
박동수와 함께 새롭게 합장하여
세운 것으로 추정.

힐로 알라에 15

김리

1953

여? 고리병준부인立

1980

부부합장(1980년 김익순씨 사망
후 새롭게 함께 비석을 새긴 것으로
여 추정
남편
김경선씨는1922년12월12
일사망

힐로 알라에 84

KIM ICK
SOON

힐로 알라에 136

鄭惠志

여? 정혜지

표 8. 여성으로 추정되는 비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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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들은 대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미국방식을
채택했다16)고 알려져 있으나 빅아일랜드에서 조사된 비석 중에는 그러한
비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여성의 비석으로 추정되는 것은 155기 중 16
기이며, 그 중 확실하게 여성의 비석으로 판단되는 비석은 8기 뿐이다.
비석의 비문에 부모의 이름 뒤에 次女로 새겨진 것이 2기, 남편 이름(夫
000)이 새겨진 것이 2기 있다. 그리고 崔婦人龍女之墓, LOVING MOTHER
등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힐로 알라에 90번 박동수/마리아 추 비석과
힐로 알라에 84번 김익순/김경선 비석처럼 부부 합장묘가 그것이다.
그 외 田奉女, 고하옥, SARAH KIm, 정혜지 등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것이 8기가 있다. 힐로 알라에 15번 김리행의 비석
후면에는 ‘고리병준부인立’이라 새겨져 있어, 김리행이 故 이병준의
부인인지, 비석을 故 이병준의 부인이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빅아일랜드의 초기 한인 비석에서는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미국식 풍습보다는 부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석의
뒷면에 夫 金壹萬, 夫 朴世仁 등 명확하게 남편을 새겨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부합장묘에서도 남편과 나란하게 새겨진 여성의 이름에서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이름인 SARAH Kim,
HA HA KO, ESTHER mOOn이 있는데, 그 중 결혼한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남편 박동수와 부부합장묘를 쓴 mARIA CHOO이다. 영어로
이름을 개명하였으나 그대로 자신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행정문서나
실생활에서는 미국방식으로 남편 성을 따랐고, 비석에서만 결혼 전 본인의
성을 새겼을 가능성도 있다.
4) 직업
155개 비석 중 유일하게 직업을 알 수 있는 비석은 힐로 알라에묘지
110번 HA HA KO(고하옥)의 비석이다. 시멘트 1단 기단에 흰 대리석
비신 상부에는 십자가(‘╇’)를, 하단에 영문명 HA HA KO를, 그 아래에
PVT 1 HAWAII INF가 새겨져 있다. PVT는 PRIVATE의 약어로 훈련병
(이등병)을, INF는 INFANTRY의 약어로 군대의 보병을 나타낸다. 따라서
16)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95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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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옥은 미 보병 출신으로 1939년 8월 6일에 사망하였다.
비석
번호

힐로
알라에
110

사망년도

1939

비문내용

비고

╇
HA HA KO
PVT 1 HAWAII INF
AUGUST 6, 1939
고
하
옥

표 9. 직업을 알 수 있는 비석
하와이의 한국인 군인 163명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군대에
입대하면 미국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선호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하와이 주 방위군으로 입대하는 한인 젊은이도 있었고
하와이대학교 ROTC에 들어가기도 하였다.17)
따라서 고하옥은 사망 시기로 보아 이민올 때 어린 나이로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온 한인 1.5세대이거나 하와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하옥은 하와이 주 방위군 등의 미 보병으로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름으로 보아 여군일 가능성도 있다.
비석 번호

사망년도

기년법, 간지

코나 코할라 1

1906

主後

코나 코할라 2

1906

主後

코나 코할라 3

1910

主後

힐로 알라에 56

1920

檀紀, 간지

힐로 알라에 60

1922

간지

힐로 알라에 63

1923

간지(辛酉生)

힐로 알라에 89

1933

主之

17) 로버타 장, 웨인 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
서울: 눈빛, 2003),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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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로 알라에 90

1933

民國

힐로 알라에 98

1936

主

힐로 알라에 131

1944

간지(乙亥生)

표10. 기년법, 간지가 표기된 비석

5) 연도 표기와 나이
(1) 연도 표기
비문에서 생몰년도 표기는 대부분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표현하였다.
이 서력기원 앞에 ‘主後’, ‘主之’, ‘主’를 넣어 자신이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코나 코할라 교회에 소재한 비석 3기 모두는 ‘主後’
를 새겨 장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힐로 알라에 56번 김양록(1920년 사망) 비석은 생몰년월일을 ‘四千二
百五年癸酉四月十六日生,

四千二百五十三年

十一月四日別世’로

새겨

유일하게 단기와 간지 모두 새겼다. 단기 4205년(1872년, 壬申年), 단기
4206년(1873년, 癸酉年)이므로 단기 또는 간지 오류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국에서 사용하던 辛酉生, 乙亥生 등 간지만 새긴 비석도 확인된다.
힐로

알라에

90번

박동수(1933년

사망)

비석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기년(記年)으로 하는 民國 연호를
사용하였다. 박동수는 민국 15년(1933년)에 사망하였고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나이를 나타낸 단어
비석 주인공의 사망 당시 나이는 비석에 대체로 ‘享年五十歲’ 처럼
표기되는데, 나이 앞에서 향년 50, 년 50처럼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확인되는 비석은 모두 71기이다. ‘年’이 58%로 1920년부터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享年’이 1900년대부터 나타나며
전체 32%를 차지하는데 1940년대 가장 많이 사용되다가 1950년대에는
급감한다. 다음으로 ‘行年’이 6%이며, 한글은 1950년대에 향년(享年)을 ‘
당년’, 年을 ‘연’으로 표기한 것이 각각 1기씩이다. 영어로는 age가 1기
있다. ‘年’이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새긴 것으로 보인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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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이 뒤에 50살, 50세처럼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확인되는 비석은
52기로 ‘歲’가 가장 많고, ‘歲’의 이형자인 ‘嵗’가 다음을 차지한다. ‘歲’
는 1920년대 처음 확인되며 193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 ‘嵗’는 1900년대부터 비석에 한 두기씩 새겨지다가 1940년대
10기로 대표적인 표기 방식이 되고 1950년대는 1기로 대폭 감소한다. ‘旹’
는 ‘時’의 이체자, 古字로 1950년대에만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나이 앞
년도

年

1900

享年

歲

嵗

2

1920

5

1930

11

9

1940

11

11

1950

14

1

41

23

합계

行年

당년,
age
연

나이 뒤
旹

셔, 세,
才
셰

2
2
1
2
2
4

2

1

2

1

10

1

4

10

4

1

8

5

20

15

8

6

1

3

3

표 11.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才’18)는 획수가 많은 ‘嵗’ 대신에 일본어에서 나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으로 1940년대 후반에 확인된다. 그리고 한글은 ‘셔’, ‘세’, ‘셰’가 1940
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중점적으로 새겨진다.
따라서 숫자 앞에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한글자인 ‘年’을 꾸준하게
가장 많이 새기고, 숫자 뒤에 나오는 단어가 대체로 歲→嵗→旹, 才 등으로
획수가 적은 한자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나이 셈법
비석
번호

이름

출생
년도

사망
년도

사망 만
나이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비고

18) 日語로 사이(さい)로 읽기도 하는데 숫자 뒤에 써서 나이를 나타낸다. ‘歳’도
똑같이 사이(さい)로 읽는데 글자가 복잡해서 같은 음을 가진 ‘才’를 사용한
다. 일본어 표현인 ‘才’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빅아일랜드의 장례 사업을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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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에
1884
김치옥
31
10.18

1949
03.08

65

64

65

66

연 나이

알라에
이영선
59

1868

1921
02.16

55

52/53

53

54

세는 나이
+1

알라에
1871
이성녀
73
12.02.

1927
05.01

56

55

56

57

연 나이

알라에
김순경
104

1880

1937
12.06

57

56/57

57

58

만 나이?,
연 나이

코할라 1 이명요

1902
02.10.

1906
03.08

4

4

4

5

만 나이,
연 나이

코할라 2 이명복

1906
02.20.

1906
06.30

1

0

0

1

세는 나이

캡틴쿡 1 리쥬대

1883
05.03.

1951
02.04

68

67

68

69

연 나이

캡틴쿡 3 방찬옥

1881

1951

70

69/70

70

71

만 나이?,
연 나이

표 12 나이, 생몰년월일이 함께 새겨진 비석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나이 셈법은 어떠하였을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석의 비문에서 나이와 출생년월일, 사망년월일이 함께 새겨진
것은 모두 8기로 힐로 알라에묘지 4기, 코나 코할라교회와 코나 캡틴쿡묘지
각 2기씩이다.
나이 셈법에는 출생년도부터 1살로 치는 한국 나이 즉 ‘세는 나이’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출생일부터 0세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연 나이’가 있다.
생몰년월일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비석은 김치옥, 이성녀, 이명요,
이명복, 이쥬대 비석 5기다. 이명복 비석 1기만 한국식의 세는 나이로
표기하였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김치옥, 이성녀, 이쥬대 비석은 미국식의
만 나이로 표기하지 않고 연 나이로 표기하였다. 이명요의 비석은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알 수 없다.
사망년도와 출생년도만 알 수 있는 김순경, 방찬옥 비석도 한국식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 연 나이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1868년에 태어나
1921년 2월 16일에 사망한 이영선 비석의 경우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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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모두 맞지 않고 세는 나이보다 1살이 더 많은 55세로 새겨져 있다.
생년 또는 나이 오기, 행정문서와 실제 나이 차이 등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비석의 망자 나이가 다를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행정문서와
실제 나이 차이로 추측되며, 한국식의 세는 나이로 비석에 새겨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코나 코할라 묘지의 이명요, 이명복은 비석 형태
동일, 이름 유사 등의 이유로 친연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데 나이 셈법이
다른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나이와 출생년월일, 사망년월일을 알 수 있는 비석 8기 중
한국식의 세는 나이는 2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연 나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온 후 행정문서나 생활 방식 등에서
미국식 나이 셈법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였으나 생일까지 따져서 계산하는
미국식의 만 나이보다는 이와 유사한 현재 연도에서 생년을 빼는 계산하기
쉬운 연 나이를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석을 새기는 사람,
즉 후손 또는 상조회가 망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새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비석과 선박부 나이차이(비석나이-선박부 나이)
연령별
-5 -4 -3 -2 -1
나이차
13-20
1 1 2
세
21-25
1 3
세
26-30
1 1
3
세
31-35
세

1

36-40
세
41-45
세
합계(
1
명)

2

3

2

0

+1 +2 +3 +4 +5 +6

+7 합계
이상 (명)

1

1

4

4

2

1

5

2

4

2

1

2

1

2

3

3

1

1

1

1

1

5

1

9

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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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7세
이상)

6
1

2

2

1

1

1

5

1

9

4

16

1
1
4

4

30세를
20세로
10세 줄임
35세를
13 20세로
15세 줄임
40세를
12 24세로
16세 줄임
42세를
4
30세로
12세 줄임
7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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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00
1.4 2.7 4.1 2.7 12.3 24.7 15.1 12.3 5.5 6.8 1.4 5.5 5.5
(%)
%
표 13. 연령별 한인 비석과 선박명부 나이차이(비석 나이-선박부 나이)

비석의 주인공과 하와이 선박명부19)에 기재된 한인이 일치하는 103
명 중 비석과 선박부에서 나이가 확인되는 인원은 73명이다. <표 13>은
입항 당시 비석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와이 입항선박부의 나이를 뺀 것으로
하와이 도착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비석에 새겨진 사망년도와 나이를
계산하여 비교한 값이다. 선박명부는 하와이 도착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이민 당시 나이다. 비석에 새겨진 나이를 실제 나이로 본다면 선박부에
기재된 나이는 미국입국 당시 여권 등의 행정문서에 사용된 나이일 것이다.
선박명부에 기재된 나이와 비석 나이가 동일한 경우가 24.7%로 가장
많고 한 살 작은 경우가 15.1%, 두 살 작은 경우는 12.3%이며, 한 살 많게
기입된 것은 사례도 12.3%이다. 따라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의 다양한 나이 셈법 중 하나가 선박부에 기재가 되었다고 추정하면 비석
나이와 한 살 또는 두 살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전체 64.4% 이상 차지하고 있다. 비석나이의 평균이 29.5세이고, 선박명부
나이 평균이 28.0세로 1.5세 정도 차이가 보이고 있어 나이 셈법에 따른
차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실제 나이를 60% 이상 비교적 정확하게
선박부에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석 나이와 비교해 보면 5세 이상 더해서 작성된 경우도 있고,
10~16세까지 줄여서 기입한 경우가 확인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확인된다. 10대는 모두 6명이 확인되는데 실제 나이보다
다섯 살 더해서 작성된 사람이 1명, 네 살은 1명, 세 살은 2명이지만, 두
살 이상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작성된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30대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나이보다 줄여서 작성하였다. 세 살은 4명, 네 살 5명, 다섯
살 1명, 여섯 살 4명, 열 살 이상 어리게 기입된 인원도 4명이나 된다.
당시 이민자들의 나이가 20대가 주축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나이가
어린 10대는 실제 나이보다 많게 기재하였고, 30대~40대는 실제 나이를
19)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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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라도 이민대열에 합류하려고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권, 선박명부 등 행정문서의 정확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6) 사망과 壽命
(1) 사망
사망년월일 뒤에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확인되는 것은 75기이다. 그중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은 ‘別世’로 전체 61%를 차지한다. 1920년대에 2
기가 처음 확인되고 1930년대부터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확인되며
1950년대는 85%가 사용되어진다. 그 다음은 ‘亡’으로 1920년대에 5
기가 확인되다가 1930년대 40년대 각각 2기이며 1946년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死亡’은 모두 5기에서 나타난다. ‘辭世’는 세상을 하직
(下直)한다는 뜻으로 죽음을 일컫는 말로 코나 코알라교회에 있는 비석 3
기에서만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逝 3기, 眠 2기, died 2기, 別峕, 逝去, 逝
世, 卒, 終이 각각 1기씩 확인된다.
년대 別世

亡

死亡 辭世

1900

2

1910

1

1920

逝

眠

2

5

2

2

1

1930 17

2

2

1

1

1940 10

2

1950 17
합계

46

died 別峕 逝去 逝世

1
1

終

1

1

1
1

9

卒

5

1
3

3

2

2

1

1
1

1

1

1

표 14 년대별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

(2) 수명
이번에 조사한 비석에서 사망 나이를 알 수 있는 비석은 힐로 알라에묘지
103기, 코나 캡틴쿡묘지 6기, 코나 이민센터묘지 5기, 코나 코할라묘지 3
기 등 모두 117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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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로 알라에 묘지는 1919
년부터 1960년대(1980년
1기 제외)까지 전시기에
걸쳐 조성된 묘역으로 평균
수명은 63.7세이다. 코나
캡틴쿡묘지는 1950년대에
중점적으로 조성된 묘지로

그림 9. 묘지별 평균 수명

평균수명이

74.0세로

높은 편이다. 코나 이민센터묘지는 1930년대에 조성된 묘지로 47.8세로
평균수명이 낮다. 코나 코할라묘지는 3기 모두 1900년대 각각 0세, 4세,
18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묘지이다.
전시대에 걸쳐 비석이 확인되는 힐로 알라에묘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출생년도, 이민나이, 사망나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힐로 알라에묘지에 묻힌 한인 중 가장 일찍 태어난 사람은 1860년생이고,
가장 늦게 태어난 사람은 1933년생이다. 태어난 년도의 평균 해는 1880
년이다. 그 중 이민시기(1903~190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민 2
세대로 간주하였다. 이민 올 당시 나이(1904년 기준)는 13세~44세이고
그 평균은 28.7세이다.

구분

이민
묘지 이민1 이민 2 나이 묘지 이민 1 이민 2 묘지 이민 이민
전체 세대 세대 (1904 전체
세대
세대 전체 1세대 2세대
생년 생년 생년
년 사망년 사망년도 사망년 수명 수명 수명
기준)

평균 1880 1875 1923.2 28.7 1941.4 1942.5 1929.4 63.7 69.9

6.2

가장
빠른
1860 1860 1908
13
1919 1919
1925
0
33
0
나이,
연도
가장
늦은
1933 1891 1933
44
1980 1980
1934 89
89
24
나이,
연도
표 15. 힐로 알라에묘지 이민자들의 출생년도, 이민나이, 사망년도, 수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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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에 묘지에서 가장 일찍

년대

인원

%

사망한 사람은 이상빈씨로 1919

1910

1

0.7%

년이며, 가장 늦게 사망한 사람은

1920

24

17.8%

21명)(42.7

김경선씨로 1980년이다. 묘지

1930

32

23.7%

45명)(65.8

전체 평균 수명은 63.7세이고

1940

46

34.1%

37명)(71.2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은 태어나

1950

26

19.3%

25명)(77.2

4개월을 살지 못하고 사망한 0

1960

5

3.7%

5명)(82.2

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는

1980

1

0.7%

1명)(89

89세이다. 이민자의 평균수명은

합계

135

100.0%

69.9세이다.

평균수명(93명)
?

표 16. 힐로 알라에묘지 이민자 사망연대별
인원과 평균수명

이 평균수명은 1920년대 42.7세이고 1930년대는 65.8세로 무려 23.1
세가 차이난다. 그리고 1940년대는 71.2세, 1950년대 77.2세로 각
년대별로 5~6세 정도 평균수명이 늘어난다.
초기 이민자들은 급격한 생활 환경변화, 혹독한 농장 노동, 하와이 사회
부적응, 언어 및 식생활 등 생활양식 차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어려운 초기 생활을 극복한 이들은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임금인상, 농장생활 탈피, 서비스업 진출, 교육,
생활환경개선, 미국의 선진 의료 혜택, 사회 네트워크 참여 등 전반적인
하와이 사회로의 적응20)이 있었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로의
편입은 기대수명, 기대여명도 해가 갈수록 늘어갔다.
우리나라 1970년대 남자 평균수명이 58.6세, 여자는 65.5세이며 2000
년에 남자 72.2세, 여자 79.6세를 비교해 보면, 이민자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한인들의 고향
이민자들의 비석 주인공 157명 중에서 고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힐로
알라에묘지 80명, 코나 캡틴쿡 6명, 코나 이민센터 8명, 코나 코할라교회
20)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13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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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등 94명이다. 그 중 경상도가 21%로 가장 많고, 평안도 20%, 경성부
16%, 경기도 14% 순이며, 가장 작은 곳은 강원도 통천군 출신이 1명,
하와이 몰로카이 섬 1명이 있다. 그렇지만 경성부와 경기도를 합치면 30%
로 가장 많은 인원이다. 부/군 단위로는 경성부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평양이 11명, 부산 4명, 황해도 장연군 4명, 강화 3명이다. 부산은 부산부,
동래군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북은 성주, 영천, 경주, 의성, 경산, 안동 등이
있고, 경남은 밀양, 통영, 김해가 확인된다.
출신지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힐로
알라에묘지
인원 비율
1
1%
4
5%
4
5%
5
6%

코나
코나
캡틴쿡묘지 이민센터묘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황해도

7

9%

2

33%

3

38%

경기도
경상도
경성부
평안도

12
14
15
18

15%
18%
19%
23%

1
2

17%
33%

4

50%

1

17%
1
8

하와이
80
합계

100%

138명 중 80
명 확인

6

100%

6명 중 6명
고향 확인

빅아일랜드
묘지 전체
인원 비율
1
1%
4
4%
4
4%
5
5%
12

13%

13
20
15
19

14%
21%
16%
20%

13%

1

1%

100%

94

100%

10명 중 8명
고향 확인

비고

제주 1

황해도
장연 4
강화 3
부산 4
평양 11
모로가이섬
1

157명 중 94
명 고향 확인

표 17. 묘지별 이민자들의 고향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duk hee lee

김옥수 비석에는 慶尙北道 草溪郡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계군은 경남
합천군에 있는 면이므로 경북은 오기로 판단된다. 이선익 비석은 고향을 ‘
경북 동ᄂᆡ군 동ᄂᆡ면’으로 새겨져 있는데 동래를 경북으로 오기하였다.
반면에 경남 부산 출신인 조명순씨는 유일하게 동과 번지까지 정확하게
새겨 넣었다. 비석에는 ‘朝鮮慶尙南道釜山府佐川洞五百番地’로 새겨져
있는데 오늘날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의 좌천역과 일신기독병원 부근이다.
경기도는 강화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개성, 부평 등이 있다. 그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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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인천 화평정(花平町)이 고향인 박춘식은 1868년생으로 1940년에
사망하였다. 화평정은 1937년~1946년까지 불리었기 때문에 1940년 별세
당시에 화평정으로 불리었던 시기이다. 상당수의 비석이 사망 당시보다 옛
지명을 사용한 반면, 박춘식 비석처럼 고향 지명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도 여러 비석에서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서신 교환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고향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석을 통해서도 이민자들이
한국 고향과 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정매례는 하와이 몰로카이섬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문으로 보아
1909년에 하와이 몰로카이섬에 태어난 하와이 이민 2세로, 빅아일랜드로
이주하여 인선, 성녀 두 자매를 두고 25세에 세상을 떠났다.
힐로 알라에묘지에 묻힌 이민자들은 평안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성부, 경상도 순이고, 코나 캡틴쿡묘지는 황해도, 경상도가 각각 2
명이다. 코나 이민센터묘지는 경상도, 황해도 순이다.
‘1903년~1905년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인 선박 명부21)’에는
7,400여명의 한국인의 이름, 나이, 이전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하와이 선박 명부를 토대로 이민자의 이전거주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22)
오인환·공정자는 이전 거주지를 부/군 단위 지명으로 기재하여 판단 가능한
1903년 1월부터 1904년 6월까지 하와이 이민 전반기 부분만 분석하였다.
우선 전반기 분석 내용을 보면 부/군 단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고, 평양,
부산 등의 순위이다. 도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경상도,
평안도 순으로 나타났다. 비석에서 나온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선박부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선박명부 자료의 전반기(1903년 1월부터 1904년 6월까지)는 경성부,
창원부, 양산군처럼 부/군 단위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1904년 7월~) 자료는 다리골, 아주개, 뒷골, 독골 등 부/군 단위
이하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성처럼 경남과 강원에
21)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22) 공정자, 「구한말 하와이 이민자의 이민 전 거주지 연구-처음 1년 반(1903년
1월-1904년 6월)동안의 경우-」, 『仁荷敎育硏究』, 제9호(2009); 오인환,
공정자, 『구한말 한국인 하와이 이민』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2004); 趙
恩廷,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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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도 추가 자료가 없는 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비석과 선박
명부를 대조하여 이전 거주지를 어느 정도 보완 할 수 있었다.
아래 표는 비석과 선박명부를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확인된 것 중 일부
비석을 분석한 것이다.
실제 ‘Dong Kol’, ‘Oh Ri’, ‘Chin Kokai’, ‘Choo Nam’처럼 영문으로 된
부/군 단위 이하 자연마을 지명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도/부/군에 속하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비석에서 도/부/군 단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Oh Ri의 경우 전국에서 여러 곳에 동일 지명이 확인되는데 비석에 황해도
장연군에 ‘오리’ 지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명을 찾는다면 자연마을의 지명도 보완되어 좀 더 정확한 이민자의 이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비석은 역사학·인문학·지리학적 기초 사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선박부
이전거주지
Oh Ri
(오리)

비석 고향

비고

황해도 장연군 황해도 장연군 오리포

Chin Kokai
(진고개)

경성부

서울 중구 명동 진고개

Mo Hak Won
(모학원/모화관)

경성부

서울 慕華館을 MoHakWon으로 표기

Pa Pal
(파발골)

평양성내

Choo Nam
(주남)

평양 파발골

경상남도 양산군
비석에서 경남 양산군 웅상면 주남리 확인
웅상면 주남리

Ya Choo Kai
(아주개)

京城 貞洞

Dong Dang Pong
(동당봉)

경남 통영면

아주개는 서울 종로구 당주동
경희궁을 아주개 대궐로 불림

일원,

경남 통영 도천동 동당봉

표 18. 선박부 이전 거주지와 비석의 고향 비교 검토( 비석의 사료적 가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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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에서 찾은 하와이 이민자들
1) 1903년~1905년 호놀룰루 한인 승객 명단23)과 일본 여권 발급 기록24)
‘1903년~1905년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인 명단’으로
국립문서보관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을 2004년 이덕희가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903년 1
월 13일부터 1905년 8월 8일에 걸쳐 총 64회의 항해가 있었고, 약 7,400명
정도 이주하였다. 한인 이민자 명단은 영어로 이름, 성별, 나이, 결혼여부,
이전 거주지, 도착일자, 결혼여부, 선박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석은 모두 155개 비석이며, 그 중 부부합장 비석
2기가 있어 비석에서 확인되는 인원은 모두 157명이다. 승객명단 전체
인원 약 7,4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번에 조사한 빅아일랜드지역
묘지에서 확인된 157명을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비석 개수
대상 인원
선박부 확인
인원
비율

알라에
136
138

코할라
3
3

캡팁쿡
6
6

이민센터
10
10

합계
155
157

105

0

6

7

118

76%

0%

100%

70%

75%

표 19. 승객명단과 비석 주인공 대조 결과표

표 20. 이덕희가 정리한 선박 명부 일부
23)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24) Duk Hee Lee, 『Passports Issued to Koreansin Hawaii,1910∼1924』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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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별로 살펴보면 힐로 알라에묘지가 138명 중 105명이 승객명단에서
확인되었고, 어린나이에 사망한 코나 코할라 교회묘지는 선박부에서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코나 캡틴쿡묘지는 6명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며,
코나 이민센터묘지는 10명중 7명을 승객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석의 주인공 157명의 한인 중 선박부에 확인된 인원은 118명으로 75%
가 선박부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박 명부에는 15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아이는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한인 1.5세대와 이민와서 태어난 한인 2세대 14명은 선박 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총 143명 중 118명이 선박 명부에 확인되어 그 비율은 83%
로 높아진다. 따라서 비석 주인공 대부분을 선박명부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비석의 이름과 선박 명부에 이름이 1인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명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석에 새겨진 고향과
나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향이 다르거나 비석에 고향이 새겨지지
않은 경우, 고향을 확인할 수 없는 지명이 있어 비석의 이름과 동일인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15명이 있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 확정 가능한
인원은 103명이다.
승객명단 전체 인원이 7400여 명 중 확인되지 않은 25명(143명 중 118
명 확인)은 선박부에 누락이 되었거나 이름 변경, 선박부 작성시 영문
오기,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영문 이름을 비석과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외교사료관(外交史料館)에 보관되어 있는 1910∼1924년
동안 한국인들이 일본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다. 모두 1,933건의 여권
발급 기록 중 대조를 통해 확인된 비석의 주인공들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23건이다. 가족을 하와이로 데리고 오거나, 사진신부를 맞이하고, 또는
본인이 고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 승객 명단과 여권 발급 기록은 하와이 한인 이민자의 고향, 나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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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등 이민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문의 내용과 비교 검토한다면 좀 더 명확한 하와이 이민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석의 주인공이 승객명단과 여권발급 기록에 확인된다는
사실만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지면을 빌려 검토하고자 한다.
2) 안중근의사 의연금 납부 명부25)
홍종표가 저술한 『大東偉人安重根
傳』은 1911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의
신한국보사에서 출판되었다. 신한국보사는
안중근의사 구명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유족
구제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의연금을
모금했다. 1909년 12월에서 1910년 3
월까지

4개월

동안

한인동포

1,595

명이 25센트에서 15달러에 이르기까지
성금했다. 모두 2,965달러를 모금하고
블라디보스톡의 안중근 의사 구제공동회에
송금하였는데,
그림 10. 대동위인 안중근전

『大東偉人安重根傳』의

부록으로 「義捐金 總決算公告」를 붙여
출판한 것이다. 오하우섬(446명 738달러

25센트), 카우아이섬(478명, 1226달러 70센트), 마우이 섬(236명, 439
달러 20센트), 하와이섬(435명, 616달러 85센트) 등에서 총 1,595명이
모금에 참여했다.
성금 명부와 비석을 대조한 결과 성금에 참여한 사람은 힐로 알라에묘지
44명, 코나 캡틴쿡묘지 2명, 코나 이민센터묘지 2명 등 모두 48명이
확인되었다.

25)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112-115쪽; Duk
Hee Lee, 『Hawaii Contributors to the Defense of An Chunggun, 19091910』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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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명

알라에 묘지

캡틴쿡 묘지

이민센터묘지

합계

인원

44

2

2

48

표 21. 묘지별 안중근의사 구제비용 성금 납부 현황

이 명부에는 기금을 모금했던 1909~1910년 당시 한인들이 일했던
섬과 농장명, 지역명이 기재 되어 있어 1903~1905년에 하와이 오하후섬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이후 빅아일랜드의 묘지에 묻히기 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섬 이름

마우이

하와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오아후

합계

인원

3

31

6

8

48

표 22. 안중근의사 성금납부 당시 살았던 지역별 인원

명단에서 확인된 48명은 모금 당시 마우이섬에 3명, 빅아일랜드 31명,
카우아이섬 6명, 오아후섬에 8명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0.25달러에서 3달러를 성금했다.
당시 하루 일당이 0.7달러 내외로 어려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를 위해 모금에 참여한 이분들이야 말로 지정한 독립운동가로
칭송되어야 할 것이다. 이분들의 행적과 관련 사항은 다른 지면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3) 사진속의 비석 주인공
(1) 류석화 비석
류석화(알라에 묘지 78번 비석)는 하와이로 출발하기 전 1904년 3월 6
일에 발급받았던 여행권 집조가 남아 있고, 하와이 입항 당시 1904년 3월
30일에 선박부 명단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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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ED FATHER
SUK WHA LYU
AUG. 21. 1877~
OCT. 29. 1929
본적
대한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삼상단
류석화
劉碩華之墓
一八七七년八월
二十一일생
一九二九년十월
二十九일졸
표 23. 류석화 비석 모습 및 비문 내용, 1914년 촬영 부부사진

또한 1909년 안중근 의사 모금에도 참여하였으며,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26)에 1914년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된
유일한 비석의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통해 류석화의 하와이 이민 온 과정과 이민 온 후
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류석화는 1877년 8월 21일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삼상단에서 태어났다.
그는 결혼 후 출산과정에서 네 아들을
연이어 잃게 되자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기독교

국가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는 소를 팔러 시장에 갔다가
하와이 이주민 모집 공고문을 보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자진해서 이민을 갔다고 한다.
류석화가 발급받은 집조는 하와이
이민을
그림 11. 류석화의 집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도형
선임연구위원 제공)

위해

설립된

유민원에서

발행한 여행권(집조)이 아닌, 1904
년 3월 6일에 대한제국 외부에서

26)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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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은 新형식, 즉 집조 왼쪽 한문, 오른쪽에 영어·불문으로 기재된
형식의

집조를

定價金葉十兩(10냥)의

발급비용으로

발행받았다.27)

이후 인천항에서 Korea호를 타고 1904년 3월 3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선박부에는 나이가 27세이며, 결혼을 하였고, 이전 거주지는
의주로 기재되어, 비석에 새겨진 나이와 고향이 동일하고, 선박 명부에
기재된 7,000여명의 한국인 중 유일하게 나타난 이름이므로 비석의
주인공과 동일한 인물로 확정할 수 있다.

여행권
(집조)

이름

발급일

발급기관 출발항 발급가격표시 영불문

劉碩華 1904.03.06. 1904.03.30. 외부(신) 仁港 定價金葉十兩
구분

하와이
선박부

도착일

이름

선박부 You, Suk Wha
비석

류석화

나이

혼인여부

이전 거주지

27

married

Eui Choo(의주)

원형

비고
恨一年繳銷

도착날짜

선박명

1904.03.30. Korea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삼상단

27

비고 이름(선박부 유일), 나이, 고향 동일
안중근
명부

지역명

농장명

이름

한글 이름

금액

Hawai‘i

Pāhala, Ka‘ū

Yu, Sŏk-hwa

유석화

$1.00

표 24. 류석화의 하와이 기록들

하와이 도착 후 류석화는 1909년 12월에서 1910년 3월 중에 하와이섬
(빅아일랜드) 카우지역의 파할라 농장(Hawai‘i Pāhala, Ka‘ū)에서 일을
하였고, 안중근 의사 모금운동에 1달러의 성금을 냈다.28)
1911년에 아내 성화(Sung Wha)를 빅아일랜드로 데리고 왔다. 그렇지만
아내를 데려 오기 위해서 발급받아야했던 여권의 발급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내 성화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딸(Marion Lyu)에게 말하기를
27) 김도형, 「여행권(집조)을 통해 본 초기 하와이 이민의 재검토」,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44권(2013), 312쪽.
28) Duk Hee Lee, 『Hawaii Contributors to the Defense of An Chunnggun,
19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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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하와이에 이민 간 것을 모르고 사고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몹시 슬퍼하면서 지냈다고 하였다. 1914년
빅아일랜드 힐로에서 부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다. 빅아일랜드에서
정착하여 커피농장을 가지고 커피를 재배하였다.
1920년대 하와이에서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는
가족이 많았다. 그의 아내 성화는 커피사업이 돈벌이가 되자 하와이에서 1
년만 더 머물자고 고집하였고 1년 뒤 커피 시장에 한파가 몰아쳐 그 가족은
저축한 돈을 잃게 되었다.29)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류석화는
1929년 10월 29일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힐로 알라에 묘지에 안장되었다.
비석의 형태가 1940년대 후반부터 세워지는 波形30)이고, 비석의 1단
기단은 시멘트, 비신과 2단 기단의 재질이 붉은 대리석인 점, 비신 전면에
이름, 고향, 생몰년월일까지 모두 새겨진 것으로 보아 1929년 사망 당시에
세운 비석이 아니라 1940년대 후반 이후에 새로 제작한 비석으로 판단된다.
(2) 남순명·남성애 父女 비석

전면 南公順明之墓
우측면 主降生一千八百七十八年生
一千九百三十六年別世
후면 未亡人金順南
長子 承鶴
次子 炳鶴
長女 承義
次女 承淑
三子 貴鶴
四子 舞鶴
좌측면 朝鮮全羅南道順天后人

29)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136쪽.
30) 하와이 빅아일랜드 비석의 시대별 변화 양상은 차후 다른 지면을 통해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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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유아남성애지묘
우측면 구주강생
1923년 3월 23일 졸
좌측면 대한 전라남도순천군 거
남순명차녀신유생(1921년생)

표 25. 남순명과 남성애 부녀 비석 모습과 비문 내용

남순명(힐로 알라에묘지 97번)과 남성애(힐로
알라에묘지 63번) 비석은 힐로 알라에묘지에서
부녀가 함께 묻힌 유일한 비석으로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에서
사진신부 편31)에도 확인된다.

그림 12. 1918년 촬영한
남순명 가족사진

31)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9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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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자

한자
이름

등록
관계 여권 이름
거주지

하와이
Nam, Sun한인
南舜冥 Kyŏnggi w
myŏng
여권
Nam, Sun南順明 Kyŏnggi w
myŏng

한자
이름

발행일 Notes

Kim, Sun金順南 10/1914
nam
Yi, Sun-i 李順伊 07/1914

표 26. 남순명 하와이여권 발급 기록

선박 명부와 안중근 의사 성금 명부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하와이 한인
여권발급 신청서 명부에서 남순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남순명의 비석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1878년에 태어나 1936년에
한국나이 59세에 사망했으며, 미망인 김순남과의 사이에 4남 2녀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남성애의 비석에는 1921년에 태어나
1923년 3월 23일에 한국나이 3세에 사망하였다. 고향은 전남 순천이고,
남순명의 차녀로 새겨져 있다.
남순명의 비석에는 남성애가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비석 후면(碑陰)
가족사항에 새겨지지 않았으며, 남성애는 長女 承義 다음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들 부부 사이에는 4남 3녀를 두었던 것이다.
남순명은 2회의 여권 발급 기록이 확인되는데 영문명은 동일하나 한자
이름은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비문속의 南順明의 부인인 金順南을
데리고 오기 위해 1914년 10월에 여권신청서를 제출한 인물은 비석에
새겨진 南順明과 다른 南舜冥이며, 이름이 동일한 南順明은 1914년 7월에
부인 이순이를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
이러한 사례는 힐로 알라에묘지 89번 비석 주인공의 남편 金壹萬도 2
번의 여권 발급기록이 확인되며 영문명은 동일하나 한자명은 각각 金壹萬,
金一萬이다. 남순명과 김일만 모두 동일 인물로 추정되며, 2명의 여성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각각 다르게 한자명을 기입한 것인지, 기입하는 사람이
다르게 기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여하튼 여권 발급의 관리가 엄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른 여권 발급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순명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1878년에 태어나 1903~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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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민을 왔다. 1914년에 사진신부 김순남을 하와이로 데려오기
여권 신청을 했고, 결혼하여 1918년에 첫째 아들 승학과 둘째 아들 병학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였다.32) 이후 장녀 승의가 태어나고, 1921년에 차녀
성애가 태어난 뒤 1923년 3살에 사망하게 된다. 이후 2남 1녀가 태어났다.
류석화, 남순명 사례처럼 하와이 한 구석에 홀로 남겨진 비석은 하와이
이민자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Ⅳ. 맺음말
본 논문은 하와이 빅아일랜드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묘지에 있는
비석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빅아일랜드 힐로 Alae 공동묘지 136
기,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10기, 코나 캡틴쿡 6기,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3기 등 총 155기의 비석이 그 대상이었다.
짧은 조사기간과 능력 부족으로 비석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음을 자인한다. 그렇지만 하와이 이민자의 비석을 조사하여 처음으로
비문을 검토하고 자료를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은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다. 비석에서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 조국애, 그리움 등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비석조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았던, 하와이
한인 선박 명부와 안중근 의사 성금 명부, 여권발급신청 명부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죽음을 미약하게나마 복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석은 하와이 이민 역사와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 史料이다.
이처럼 중요한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이 지금도 훼손되어 사라지고 있다.
무명의 독립운동가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남긴 소중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2)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같은 책, 96쪽. 위 책자 사진 설명 중 아내 이름 김순
남을 남김순으로, 아들 이름 승학을 성학으로 오기하여 기재하였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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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빅아일랜드 한인이민자들의 비석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하와이에서 함께 비석을 조사한 문경희 창원대
교수님, Seri I. Luangphinith 하와이대 힐로캠퍼스 교수님과, 코나지역의
비석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 김교문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덕희 소장님, 공정자・오인환
교수님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창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kjy1234@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비석(gravestone), 하와이(Hawaii), 빅 아일랜드(Big Island), 힐로
알라에묘지(Hilo Alae Cemetery), 초기 한인이민자(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사료(historical records)
(투고일: 2020.10.16, 심사일: 2020.11.11, 게재확정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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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초기 한인 비석연구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김주용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은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초기 이민자들은 비석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알아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하와이 빅아일랜드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묘지에 있는 비석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빅아일랜드 힐로 Alae 공동묘지 136기,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10기, 코나 캡틴쿡 6기,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3기 등 총 155기의 비석이 그 대상이었다.
하와이 한인 이민자의 비석을 조사하여 처음으로 비문을 검토하고 자료를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은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다. 비석에서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 조국애, 그리움 등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비석조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았던, 하와이
한인 선박 명부와 안중근 의사 성금 명부, 여권발급신청 명부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죽음을 미약하게나마 복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비석은 하와이 이민 역사와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 史料이다.
이처럼 중요한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이 지금도 훼손되어 사라지고 있다.
무명의 독립운동가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남긴 소중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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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Restoring a Life History of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on the Big Island of Hawaii based on their
gravestone inscriptions
Kim ju-yong
The gravestone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are found as the most vivid and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that give a glimpse of their life and dea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what messages the their gravestones tried to convey
by analysing the gravestone inscription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gravestones, which were mainly erect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the Big Island of Hawaii. During the 10 days
of the fieldwork conduced in July, 2019 at four different cemeteries,
155 gravestones were investigated. They include 136 gravestones
from the Alae cemetery in Hilo, 10 in the old Holualoa Coffee Farm,
6 from the Kona Captain Cook area, and 3 from the Kona Kohala
Baptist Church. While there are many studies focusing on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depending on various forms
historical documents and life histories, few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examining their life and death stories based on the gravestones.
The messages engraved on the gravestones informs us of the dead
person’s birth to death dates, hometown, religion, occupation, age,
family, love, longing for the motherland and so forth. This paper
uses these data to explore their life trajectories by matching the
data from other official records, including The list of the passengers
of Korean ships to Hawaii, 1903-1905, the list of donations to one
of the Korean independent activists called Ahn Jung-geun, and the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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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assport issuanc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gravestones
as a form of historical records, they are still being damaged and
disappearing.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gravestones
in order to preserve and examine the precious records left by the
unknown independent movement fighters from Hawaii and at the
same time, the pioneers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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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 “죽은 자의 트랜스내셔널 공간”

‘잊혀진’ 또는 ‘읽을 수 없는(unreadable)’ 기록 속의
여성들:
빅 아일랜드(Big Island)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문경희

I. 머리말
하와이 섬(Island of Hawai’i)은 미국 하와이주를 이루고 있는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때문에 빅 아일랜드(Big Island)라고 불리기도
한다.1) 우리에게는 커피와 서핑으로 유명한 코나가 위치한 휴양지이자
최근에 칼라우에아(Kīlauea) 화산 폭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장소로도
익숙하다. 빅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도시인 힐로(Hilo)는 하와이주에서
호놀룰루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행정적으로 하와이 군으로 분류되는 빅
아일랜드의 현 시장은 해리 킴(Harry Kim)으로 하와이 한인 2세(1939
년생)이다. 그는 2000년에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08년까지 2번의
임기를 거쳤으며, 이후 2016년에 다시 당선되어 2020년 현재까지 3선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하와이주의 섬과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힐로를 포함한 빅아일랜드에서 해리 킴과 같이 백여년 전 조선에서
이주한 한인의 2, 3세 후손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 진행된
* 이 논문은 2019~2020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된 연구결과임.
1) 하와이가 포함된 다른 지명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빅 아일
랜드로 부른다. 행정적으로는 하와이 섬 전체는 하와이 군(county)으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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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결혼(interracial marriage)으로 인해 외모만으로 그들의 한인
에스닉 정체성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2) 하와이 한인의 후손 중 상당수는
유럽계 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하와이에 오래전부터 거주해
온 아시아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문화는 혼성화와
현지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하와이안(Hawaiian)’
이라고 부른다.
백여년 전 조선에서 이주한 한인의 흔적은 빅 아일랜드의 곳곳에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그들의 묘지(graveyard)를 들 수 있다.
힐로에 위치한 알라에 공공묘지(Alae Cemetery)와 홈라니 추모공원
(Homelani Memorial Park)과 같은 공공묘역에 다수의 한인 1세
묘들이 위치 해있다. 알라에 묘지의 경우에는 하와이의 한인 1세 뿐
아니라 상당수의 일본인과 필리핀인의 묘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한편,
공공묘역은 아니지만 과거에 사탕수수농장이 있었던 위치에 일부 한인의
묘가 남아 있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공식적인 묘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한인의 묘지가 있다는 표식이 없다. 때문에 지도만 들고 그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코나 지역의 경우에는 옛 농장 터를 메워버린 야생
대나무 숲 속이나, 어느 시골 침례교회의 뒷마당에서, 또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에서 한 무더기의 돌무덤과 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한 힐로의 알라에 묘지와 코나 지역의 야생에서 발견된
묘지의 공통된 특징은 그것이 백여년 전에 하와이에 도착했던 한인 1
세의 것이라는 것 이외에도 오랜 기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은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잊혀졌다고, 또는 방치되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세워진
묘비의 기록은 지나간 세월만큼 그 흔적 또한 희미해져 있다. 비석들이
비바람에 마모되어 버린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육안으로 묘비에 새겨진
사자(死者)의 이름과 고향, 출생 및 사망 기록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육안으로 그 기록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옛 한자 또는 한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과 지명 등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 특히
2) 2000년도 미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 아일랜드의 한인 인구는 2,592
명이고 그중에서 혼혈인이 911명이었다. 이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003), 29쪽
참조.
http://www.homomigrans.com

155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3(Nov. 2020)

한글이나 한자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한인 2, 3세에게 그것은
읽어내기 불가능한 기록에 가깝다.
이 연구는 빅 아일랜드에서 생을 마감한 한인 1세의 묘지와 묘비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연구자는 2018년 3월에 우연한 기회로 하와이
대학 힐로캠퍼스의 교수로 재직 중인 세리 르앙피넷 박사(Dr. Seri I.
Luangphinith)를 만났다. 라오스 출신의 부친과 일본계인 모친 사이에서
출생한 하와이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연구자를 보자마자 알라에
묘지의 한인 묘비 사진을 보여주었다. 알라에 묘지의 한쪽 편에 ‘코리아
섹션(Korea Section)’이 있는데, 그곳의 묘지는 후손들이 다녀간 흔적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종종 사람들이 오가며 헌화를 했거나
향을 피운 흔적이 있는 묘지의 다른 섹션, 즉 일본인과 필리핀인 등의
무덤이 있는 섹션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존재감이 없거나, 또는 찾아오는 후손이 있어도 비석에 새겨진
문구를 제대로 독해할 수 없어서 잘못된 이름과 고향 등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들을 위해 르앙피넷 박사는 빅 아일랜드에 묻혀있는 한인 1세의
비석에 적힌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풍우에
의해 마모되었거나, 화산폭발로 인해 손상된 비석의 수가 상당했고,
무엇보다도 한글, 한자 고어와 종종 일본식으로 표기된 한자 등으로
인해 그녀의 비석 정리 작업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한다.3) 이런 경위를
설명하며 르앙피넷 박사는 연구자에게 비석 정리 작업에 도움을 줄 것을
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르앙피넷 박사와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박물관에 재직 중인 김주용 학예사와 함께 비석연구를 위해
2019년 7월 21일에서 31일까지 총 11일간 빅 아일랜드에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현지조사 기간에 방문한 묘지와 위치, 비석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3)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Korean on the Big Island (Hawaii: The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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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빅 아일랜드 현지조사 방문지 및 비석 수>
묘지명(비/
공식)

위치

힐로
알라에 (Alae)
(895 Kauhiula Rd,
묘지
Hilo)
훌루알로아
코나
(Holualoa) (765833 Kona Belt
묘지
Rd Holualoa)
칼라히키
캡틴 쿡
(Kalahiki)
(86-4134 Hwy
묘지
Captain Cook)
카파오우
코할라
(52-4665 Akoni
(Kohala)
Pule Hwy, Kapaau,
묘지
Niulii Cemetery
Kapaau)
전체

비석 수

탁본
비석 수

136기

136기

18기

10기

6기

6기

3기

3기

163기

155기

참고
Korea Section으로
구획이 정해져 있는
곳의 비석 전수
옛 커피농장 터, 야생
대나무 숲에 위치한
비석 전수
자동차 도로 한쪽
편으로 난 언덕에 위치
총 60기 중 6기
코할라 침례교회 옆
마당에 위치, 총 60기
중 3기

마모된 비문을 읽고 기록하기 위해 먹물과 한지를 이용해서 탁본을
떴다. 탁본을 통해 문자의 점획과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을 명확히 읽어낼
수 있었는데, 네 군데 묘지의 비석 총 163기 중에 155기의 탁본을
떴으며, 그 중 일부는 향후 연구자들이 재직 중인 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위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비신과 비석,
비문 정보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은 고고학 전공자인 김주용 학예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구자는 조사한 무덤과 비석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들의 흔적을 찾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존 출판된 자료
중에서 그들의 개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던 자료는 1903~1905년간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국인의 명단이었다. 선박부라고도 불리는 이
자료는 미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 있는 원 자료를 이덕희(2004)가 정리한
것이다.4) 명단은 영어로 기록되어있고, 기록 내용에는 이민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직업, 이전거주지, 목적지, 여비 납부자, 지참금,
문맹 정도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 선박부에
4) 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Hawaii: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004).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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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내용 중에 영어가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5)
이와 함께,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일본 정부의 한인 여권(또는
여행권) 발급 기록에서 일부나마 그들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1910
년 이후 일본정부가 한인의 여권발급을 공식적으로 관할했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한인 이민이 임시 중단된 1924년까지 하와이로 가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사료로 보존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이민자 남성들의 가족이 하와이로 입국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여권
기록을 통해 하와이의 한인 누가 고국의 누구를 위해 여권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 600여명의 하와이 한인이
고향 방문 후에 하와이 재입국을 신청하였다. 이들을 제외하고, 1,300
여개의 신규여권이 한인들에게 발급되었다. 하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859명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소위 ‘사진신부(picture bride)’
로 불리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여권 발급을 받았지만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기록을 통한 하와이 도착자의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권신청자와 여권주인의
이름이 영어 뿐만 아니라 한자로도 기록되어 있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여권발급일, 그리고 하와이 한인의 고국 방문 후 재입국 등의 기록이
남아있어서 빅 아일랜드의 묘지에 묻혀있는 한인 1세의 흔적을 찾는 데에
유용한 자료임은 틀림없다.6)
하나의 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고향, 출생년월일
5) 대표적으로, 오인환, 공정자(2004)는 1903년에서 1904년 6월 시점까지 하
와이에 도착한 초기 이민자의 국내 거주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와 비
교했을 때 영어 표기의 문제 뿐 아니라 이전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선박부에 적힌 내용이 영구적 가족주소지인지 아니면 떠나기 전 임시
거주지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더욱이 1905년 이후에 단행
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상당수의 지명이 바뀐 결과 명확한 거주지 파악
에 애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
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2011), 86-87쪽.
6) 이외에도 현지조사 기간에 만났던 몇몇 하와이 한인 3세들과 면담과 또한 힐
로 소재 연합감리교(Hilo United Methodist Church)의 이말용 목사와 코나
한인교회의 김교문 목사와의 면담 내용도 본 연구의 문제인식과 논의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현지조사 기간 내내 소위 하와이 ‘로컬’ 전문가로 우리
를 안내하고 다양한 논의를 함께 했던 세리 르앙피넷 박사의 영향도 그녀가
집필한 저서 인용을 통해 이 글에 자주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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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상당히 많았다. 성별 파악은 물론 종교,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서도 파악 가능한 비석이 있었다. 지면의 한계상
한 연구에서 155기의 비석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체 비석 중에 여성과 관련 있는
비석과 정보에 집중한다. 하와이 한인 1세 연구의 상당수는 19031905년 사이에 사탕수수농장으로 간 남성들에 관한 것이다. 수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같이 이민을 갔으며, 특히 19101924년 사이에 약 700명 규모의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비석들은 주로 1950년대 이전에 세워졌다. 그 시기적
특성상 여성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더 일찍 하와이에 입국한 남성의
비석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의 비석이 존재하고,
그들의 비석 또한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정보를 선박부와 여권발급 기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통해 하와이로 오게 된 여성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기 하와이 한인 중에서 빅 아일랜드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한인 중에 여성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남성의 비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이민과 결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및 종교 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하와이 한인 1세에 대한 연구 동향과 인구학적 특성
1. 하와이 한인 1세에 대한 연구 동향
하와이 한인 1세에 대한 연구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민사적 관점에서 하와이 한인 1세의 이민
과정 및 경로, 정착과 노동 여건, 일상생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7) 일제강점기에 이승만과 박용만, 안창호 등이 중심이
7)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김원용 저, 손
보기 엮음, 『재미한인 50년사』 (서울: 혜안, 2004); 웨인 패터슨 저, 정대화
옮김, 『하와인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서울:
들녘, 200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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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진행된 그들의 독립운동 또한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8) 감리교나
한인기독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한인의 이민 및 이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9) 최근에는 남성 중심의 이민과
독립운동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서 하와이에 도착한 1세 여성들의 생활
경험과 그들의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0)
그 중에서도 ‘사진신부’의 생애사를 소개하는 연구나 문학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11) 이들 연구
외에도 하와이 한인 1세의 이민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국제관계적 맥락에서 파악한 연구가 있으며,12) 최근에는
하와이 한인 1세 당사자가 남긴 기록에 의거하거나, 그들 자녀의 구술에
바탕을 둔 가족사가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하와이 한인의 이민사와
생활사에 대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13)
8) 김도형, 「3.1운동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21
호(2002), 97-130쪽; 김재기, 「미국한인들의 3.1운동 지지와 임시정부초기
독립운동 자금 모금운동」, 『한국보훈논총』, 18권(2019), 43-62쪽; 오원
철, 『하와이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한인 교회와 사진 신부와 관련하여』 (광
주: 전일실업(주) 출판부, 1999). 외 다수.
9) 이덕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19호(2003), 285-339쪽;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한국
기독교와 역사』, 38집(2013), 205-236쪽;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
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16호(2002), 35-46쪽. 외 다수.
10)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호(2016), 289-318쪽;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
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호(2017), 1-26쪽; Alice
Yun Chai, “Feminist Analysis of Kife Histories of Hawaii’s Early Asian
Immigrant Wome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2016), pp.
38-69. 외 다수.
11) 오윤호, 「제국의 경계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위치: 하와이 사진신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8집(2017), 131-162쪽; 정미옥, 「
여성의 이주와 (탈)근대성: 사진신부」, 『문화와 융합』, 40권 3호(2018),
297-338쪽; 정은귀, 「천사도와 사진 신부: 초기 재미 한인 이민문학의 재구
성」, 『외국문학연구』, 55집(2014), 217-241쪽. 외 다수.
12) Brandon Palmer,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집(2005), 169-201쪽.
13) 문옥표, 이덕희, 함한희, 김점숙, 김순주(역주 및 해제),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서울: 일조각, 2017); 맹 도티 쉬러 저 신명섭 역, 『야
무진 한국여인 야물이』 (서울: 종합출판 미디어, 2007); 이선주, 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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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연구의 초점과 대상이 다르더라도, 하와이 한인 1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와이에 처음으로 도착한 한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가족과
공동체를 꾸리고 살았으며, 그 가운데에 종교와 정치(특히 고국의
독립운동)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종종 그들의 이민 당시 국가 및 국제사회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이뤄지기도 하며, 또는 이민자 개인의 행위성,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수준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에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의 구술
자료를 통한 미시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연구의 대상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남성 이민노동자나 독립운동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여성, 구체적으로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건너 간
여성의 이민과 정착, 노동, 가족 및 공동체 활동, 독립운동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와이 한인 1세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섬에 살았던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모든 길은 오아후로 통한다’는
통념이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인구학적으로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오아후 섬에 살았던 한인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많은 연구에서 다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14) 하지만 오아후 섬이 아닌 다른 섬에도
한인들이 도착해서 살았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후손과
그들이 남긴 삶과 죽음의 행적은 여전히 그 지역에 남아 있다. 이렇듯,
하와이 한인이라고 해서 단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긴 어렵다. 조선에서
그들의 출신 지역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그들이 도착해서 살았던 지역
또한 다양하다. 이민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유사하지만 다르게
나타나듯이, 지역에 따라 이민자의 삶과 행적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남아 있다. 지역 간 이민자의 삶의 행적을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빅 아일랜드의 한인 연구를 통해 오아후로 대표되는
하와이 이민사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방법론
측면에서도 이 연구가 비석, 비문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술사나
생애사, 고문서 등 문헌 중심의 다른 한인 이민 연구와 차별화된다. 더욱이
14)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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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성 중심의 초기 하와이 한인 연구와는 달리 여성의 비석을
대상으로, 그리고 남성의 비석을 통해 백여년 전 조선에서 빅 아일랜드로
이동해서 살았던 여성의 삶의 궤적을 유추해 보는 작업이다. 이민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 때문에, 또는 사회적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외되기 쉬운 소수 이민자의 이야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하와이를 포함한 해외 한인 연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 하와이 한인 1세의 인구학적 배경과 빅 아일랜드의 한인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을 떠난 한국 이민선 제일호는 1903년 1월
13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101명의 한인이 타고 있었다. 그때부터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 이후 이민이 일시 중단되기까지 64회의
항해를 통해 7,248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15)
사탕수수농장에서 육체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배를 탄 것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7,248명 중에 남성
6,337명(87.43%), 여성 910명(12.56%), 미상 1명이었다.16) 이들 중 1세
~14세 아동의 수는 531명에 해당한다. 도착 시기 당시 남성들의 연령은
대다수가 20세 이상 40대 미만이었는데, 20~24세 2,030명, 25~29
세 1,829명, 30~34세 1,101명, 35~39세 771명이었다. 즉, 20대가
43.2%, 30대가 25.8%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체 이민자 중에 기혼자는
44.8%(3,244명)로 미혼자 31.5%(2, 282명) 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기혼자 중에 선박부에 ‘결혼 상태(marital status)’를 묻는 칸에 부인이나
남편을 잃은 ‘상처자(widower)’로 표기된 사람이 전체의 23.2%(1,683
명)에 해당된다.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수는 21.6%(1,561명)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17)
가족동반을 한 이민자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506가구에 해당된다. 이들
중 기록이 명확해서 분석 가능한 493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대주는
15)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87쪽. 이덕희의
2004년 연구인 선박부에 기록된 한국인 이민자 명단 재인용.
16) 미상 1명은 선박부에 딸, 아들이 아니라 ‘아기(baby)’로 표기되어 있다.
17) 상처자의 경우 여성인 경우도 0.5%(37명)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다른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하였다. 조은정, 같은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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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남성이었고, 그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은 91.9%(449명), 상처
5.5%(27명), 미혼 3.4%(17명)이었다. 유배우자의 경우 부인을 동반한
사람은 398명(88.6%)이었고, 부인 이외 다른 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51명(11.4%)이었다.18) 가족 중에는 부인 이외에 윗세대(모친, 부친),
다음 세대(자녀, 조카), 그리고 소수이지만 형제자매가 포함되었다. 439
가구 중에 부부만 이민한 경우가 30%(148가구)이었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42.8%(211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처자나 미혼자
중에 부모와 동기 등을 포함한 가족이민 가구 수는 8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동반 가족 중 아들과 딸의 비율을 보면, 아들 275명, 딸
174명으로 딸 보다는 아들의 수가 많았다.19)
초기 하와이 한인들은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집되었으며20),
주로 도시 출신 비농업 분야의 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웨인
패터슨은 그의 저서에서 그들은 “일용 잡부, 군인 출신, 지방 서기, 경찰,
광부, 어부, 선박공, 철도원, 나무 채벌꾼, 하인, 가정부, 학생, 정치적
망명자, 스님 등”이었고, 그들 대다수는 도시의 실업자였다고 지적한다.21)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와이에 도착한
이후에도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을 온 이유는 조선 말기의 참상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근과 기아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설명된다.
당시에는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가 공식화되기 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주요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1903년부터 한일합방 이전인 1909년까지 약 1,200명의 한인이
귀국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2) 귀국하지 않은 한인들 중에 약 1,100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906년과 1907년 사이에 미국 서부지역으로
18) 조은정, 같은 책, 102쪽.
19) 조은정, 같은 책, 107쪽.
20) 웨인 패터슨, 『하와인 한인 이민 1세』, 24쪽. 데슬러의 11개 이민모집 사무
실이 조선반도의 전역에 위치해 있었음. 북쪽의 성진과 의주, 서울과 인천, 평
양, 원산과 남쪽의 부산, 목포 등에 산재해 있었다.
21) 웨인 패터슨, 같은 책, 25쪽
22) 웨인 패터슨, 같은 책, 58쪽.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191명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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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했다. 1907년에 미정부는 하와이의 일본인과 일본의 신민으로
간주된 한인의 본토 진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589>를 공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동안 하와이 한인의 본토 진출은 중단되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03년 초부터 한인 노동자들이 빅
아일랜드에 유입되었다. 초창기에 그들은 동쪽에 있는 와이아키에아
(Waiakea)와 와이나케(Wainake) 집단 농장에 배치되었다. 이후 더 많은
한인이 유입되었으며, 1905년 기록에 따르면 총 844명이 빅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10년 인구조사에서는 한인 수가 1,525
명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하와이제도 전체 거주 한인 수가 4,533
명이었는데, 다른 섬(오아후 섬 1,024명, 카우아이 섬 873명, 마우이 섬
728명, 라나이 섬 7명, 몰로카이 섬 6명)에 비해 빅 아일랜드의 한인
거주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23) 하지만 점차 하와이의 가장
큰 대도시인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섬으로 한인들의 이동이 증가했다.
1910년도 인구조사에서 호놀룰루 거주 한인의 비중이 10.1%였는데,
1920년에 26.6%, 1930년에 40.3%, 이후 1950년에 68.3%로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빅 아일랜드의 한인 상당수도 호놀룰루로 이주했으며,
섬에 머물렀던 한인 중에도 대다수는 사탕수수농장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여 장사 또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24) 아래 표 2는 1905
년 당시 빅 아일랜드의 농장에 분포된 한인 이민자의 대략적 숫자이다.
<표 2> 빅 아일랜드의 집단 농장과 한인 노동자 집계 (1905년)
한인노동자

공장운영

수
74

기간
1901-1923

Hilo Plantation (Hilo Sugar Company)
Laupāhoehoe Plantation
(Laupāhoehoe Sugar Company)
Kūka‘iau Plantation

11

1880-1965

24

1884-1979

3

1884-1917

Pā‘auhau Plantation

40

1879-1972

농장이름
Hawai‘i Mill and Plantation (Hilo Mill Company)

23)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67쪽.
24)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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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ka‘a Plantation (Honoka‘a Sugar Company)
Hāmākua Plantation
(Hāmākua Sugar Company, Honoka‘a)
Pacific Sugar Mill (Honoka‘a-Waipi‘o)
Hālawa Mill & Plantation
(Kohala Sugar Company, Hala‘ula)
Puakō Plantation (South Kohala)

59

1876-1979

39

1883-1974

49

1879-1928

8

1873-1928

10

1903-1913

Union Mill (Kapa‘au)
Kohala Plantation (Kohala Sugar Company,
Hala‘ula)
‘Ōla‘a Plantation (‘Ōla‘a Sugar Company, Kea‘au)

17

1874-1937

86

1863-1975

267

1900-1960

51

1876-1972

106

1885-1972

Hwaiian Agricultural Plantation (Pāhala)
Hutchinson Plantation
(Hutchinson Sugar Company, Nā‘ālehu)

출처: Seri I. Luangphinith, 같은 책, 7쪽.
빅 아일랜드의 한인 중에서 사탕수수농장을 떠나서 대도시인 힐로시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시내 중심지에서 소규모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한

사례도

발견된다.

힐로시의

볼케이노

거리(Volcano

Street)

에 한국인 신발가게(상호명 Korean Shoe Store)가 운영되었으며,
프론트와 리처드섬 거리(Front and Richardsom Street)에서는 최형준
(Choy Hung Choon)이라는 한인이 한국호텔(상호명 Korean Hotel)을
운영하였다.25) 그 호텔 근처 프론트 거리에 박봉순(Park Bong Soon)
이 소유한 한국약국(상호명 Korean Drug Store)이 운영된 기록도 남아
있다.

3. 비석에 새겨진 빅 아일랜드 한인 정보
먼저 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155기 중에 남성의 비가 139
기, 여성 16기였다. 이는 이름을 통해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름 이외에 여성임을 단정할 수 있는 표현, 즉 차녀(次
女), 사랑하는 어머니(Loving Mother), 부인(婦人), 또는 남편 이름(夫
000) 등이 새겨진 것은 8기에 해당한다. 하와이의 초기 한인 중에 남성
25) Ibid.,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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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상기한다면, 전체 비석 중에 남성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의 경우 총 14기 중에 6기가 2세대의
것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된 여성의 묘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힐로 알레아 묘지에 위치해 있다. 이는 사망 시점까지 코나와 캡틴쿡,
코할라 지역의 농장에서 일했던 남성 한인들이 대체로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었거나, 또는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 부인 등 가족과 헤어져서
홀로 여생을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함께 왔거나 사진신부와의 결혼을 통해 하와이에서 가족을 꾸렸던 간에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던 남성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찾아서 도시로 이동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이에 관한 정보이다. 155기 중에 출생과 사망 일자가 명확히
기록된 것은 총 8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적힌 비석 수는 총 117
기이다. 117기 중 한인 1세대는 총 105명 이었다. 출생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은 1860년생으로 44세에 하와이로 왔고, 가장 늦은 사람은 1902
년생으로 두 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62.6
세인데, 가장 단명한 사람은 4세에, 반대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89세에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년도가 확실한 1세대 141명 중에 1900-1909
년에 사망한 사람은 1명, 1910년대 사망자는 2명이었다. 그리고 1920
년대 19명, 1930년대 34명, 1940년대 47명, 1950년대 32명, 1960
년대 5명, 1980년대 1명으로 나타났다. 고향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고향이 기록된 비석은 총 94기였다. 그 중에 경상도가 20기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평안도 19기, 경성부 15기, 경기도 13기, 황해도 12기,
함경도 5기, 전라도 4기, 충청도 4기, 강원도 1기, 하와이 1기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세운 비석은 총 17기였는데, 이는 최근까지 자녀 세대가
묘를 돌 본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성의 비석에 대한 논의는 다음 3
장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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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성의 묘와 사진신부
1. 한인 여성 1세와 2세의 비문 정보
총 155개의 묘 중에서 비문에 새겨진 이름과 여성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통해 파악한 여성의 묘는 총 12개에 해당한다.26) 구체적으로, 여성 1
세의 묘 6개, 여성 2세의 묘 6개로 구분 가능하다. 전체 묘 중에서 여성의
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학적으로 한인 1세 여성의 수가 1세 남성의
수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유추 가능한 지점은
이 조사의 연구대상인 알라에 묘지와 홀루알로아, 칼라히키, 코할라에
위치한 묘지들에서 발견된 묘는 주로 20세기 초중반에 사망한 한인의
무덤이라는 것과 관련 있다. 즉, 당시에 한인 남성의 평균 연령이 여성의
연령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나 질병이 아니었다면
남성의 사망시기가 여성의 그것보다 빨랐을 것이다. 1903년~1905년
사이에 하와이로 들어온 부부 간 연령 차이를 봤을 때 남편이 아내보다
연상인 경우가 73.6%에 해당되었다.27) 그들 중 남편이 1~12세까지
연상인 경우가 94.5%였고, 나머지는 그 이상으로 연상이었다. 부인이
연상인 경우도 있었으나 그들 중 과반수는 1~2세 차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10년~1924년까지 집중적으로 유입된 여성들의 경우에 하와이
남성 한인의 부인이 대다수였고, 특히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젊은 여성
(10대~20대), 즉 사진신부였다. 때문에 한인 여성 1세의 사망 시기는
20세기 중후반이 일반적이다.28) 다음은 한인 여성 1세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과 선박부와 여권 기록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26) 앞의 김리의 경우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선박부와 여권에 이름이 기재되
어 있지 않아서 더 이상의 개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묘를 성명하는 이 절에서 김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27)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113쪽.
28) 하와이 카운티 시장 해리킴의 모친 김야물씨의 경우 1984년에 82세에 생을
마감했으며, 묘지는 힐로의 홈라니 공공묘지에 있다. 그녀의 묘 옆에 나란히
세 명의 한인 여성이 묻혀있는데, 모두 김야물씨와 같이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온 친구들이다.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p. 27.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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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성 한인 1세의 비석 기록
이름(고향)
출생년도~사망년도

특이사항

1

마리아 추(MARIA
CHOO)
1951~1881

남편 박동수(1861~1933)와 합장되었음.
선박부에는 박동수의 부인 이름이 Pook, Sun Ye
로 기록되어 있고, 5살 나이 차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리아 추와 동일인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 비석에 FATHER-PARK DONG
SOO, MATHER-MARIA CHOO와 4남 1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조선 경성 정동 출신

2

최용녀(평안도 평양)
1939~1880

비석에 崔婦人龍女之墓라고 기재되어 있음

3

金그림(경성부내)
1944~1882

비석에 LOVING MOTHER 문구가 새겨져 있음

4

조명순(경상남도
부산부 좌천동 500
번지)
1924~1891

‘子 동주’가 비석에 새겨져 있음. 선박부에 이름이
없음
이름을 통해 여성으로 추정

5

김경선/김익순
1980~1891

1922년에 사망한 남편 김경선과 합장됨. 비석에
고향 정보가 없어서 선박부에 나타난 7명의 김경선
중 정확히 누구가 비석의 주인인지 특정할 수 없음

6

정혜지

이름 이외 다른 정보 없음

비석에 이름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는 한 사람(6번)을 제외하고 다른
다섯 여성은 모두 기혼으로 파악된다. 다섯 여성의 사망 시기 중 가장 빠른
연도는 1924년이고, 가장 늦은 시기는 1980년이다. 한 곳에 부부합장한
사례가 두 건이며, 모두 힐로의 알라에 묘지에 묻혀 있다. Maria Choo의
경우에는 한인 1세 중에 드물게 한자가 아니라 영문 세례명으로 비문에
새겨졌으며, 金그림의 경우에는 한글 이름인 관계로 성은 한자로, 이름은
한글로 새겨져 있다.
한인 여성 2세의 경우, 모두 출생 후 그리 오래 살지 못하였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사례(3번)부터 2세~5세에 사망한 영유아 묘(1번, 2번, 4번,
5번)가 다섯 개나 발견되었다. 남명순(1번)과 최원순(2번)의 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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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강생’이 새겨진 것으로 봐서 기독교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다섯 묘는 힐로 알라에 묘지에 위치해 있으며, 몰로카이에서 출생한 ᄆᆡ
례鄭의 묘는 코나 훌루알로아 묘지에서 발견되었다.
<표 4> 한인 여성 2세의 비석 기록
이름(고향)
출생년도~사망년도

특이사항

남명순(전남 순천군)
1923~1921

알라에 묘지에 같이 묻힌 父 남순명의 차녀.
기독교인 (십자가†와 ‘구주강생’이라는 표현이
비석에 새겨져 있음)

2

최원순(경북 경주
천북면 갈곡리)
1923~1919

비석에 父최홍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선박부에
따르면, 부친 최홍수는 1905년에 26세로 組
父 최기원(68세)과 오빠 최갑출(7세)과 함께
입국했음. 최홍수는 하와이에서 김씨 성을 가진
여성과 재혼하여 최원순을 낳은 것으로 추정. ‘
구주강생’이 비석에 새겨져 있음

3

문애시다(ESTHER
MOON)
1927.9.8.~1927.9

출생 후 바로 사망한 영아 묘인 것으로 추정

4

김사라(SARAH KIM)
1933~1932

2세 영아 묘

5

전봉녀
1934~1933

2세 영아 묘

6

정매례(ᄆᆡ례鄭)
1933~1908

모로가이(몰로카이) 출생, 장녀 인선, 차녀 성녀가
비석에 새겨져 있음

1

2. 한인 남성 1세의 비석 기록과 부인에 대한 정보
이 연구에서 조사한 묘지 대다수는 한인 남성 1세의 것이다. 부부합장
두 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남성들이 홀로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그
남성들 중 여권신청을 통해 부인을 한국에서 데리고 온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1910년~1924년 기간에 일본 정부가 한인에게 발급해준
여권 기록을 살펴보았다. 비석의 주인과 여권신청자의 이름을 대조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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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오직 두 명의 남성이 고향에서 본부인을 초청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였다. 두 사례 모두 평안도 출신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첫
번째 김춘식의 사례는 비석에 ‘양산리’라고 고향이 새겨져 있어서 어느
지역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권에 기록된 부인의 이전 거주지,
즉 ‘평안’에 착안해서 평안도에 있는 ‘양산리’ 지명정보를 검색해 본 결과
평안북도 대관군, 평안남도 맹산군, 평안남도 개천 세 군데에 동일한
지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군데 중에 어느 곳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비석과 여권 정보 대조를 통해 비석 주인의 출신 지역이
평안도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김영빈의 경우에는 여권신청
당시에 부인의 이름은 없고 ‘朴氏’라고만 기재된 것을 파악하였다. 10
여년 동안 이산자로 살면서 본부인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성만 기재했어도 여권 발급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기혼 남성의 비석 기록과 본부인의 여권 기록
비석 주인(여권신청자)
본부인
고향, 결혼여부, 출생~
(고향, 여권발급일)
사망년도

1

2

김춘식(양산리)
기혼, 1880~1961

신숙경
(평안, 1915.3)

김영빈(평안도 영변군)
박씨
기혼, 1875~1919)
(평안도, 1915.3)

특이사항
신숙경의 여권 정보를 통해
비석에 새겨진 김춘식의 고향
‘양산리’가 평안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추정
김영빈은 1905년에 홀로
하와이로 왔다가 1915년에
부인 박씨를 위해 여권 신청

한편, 조사 대상 139명의 남성중에 14명이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여성을
부인(wife)이라고 밝히며 하와이로 데리고 오기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6>은 비문의 내용과 선박부, 여권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들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14
명 중에 6명의 남성이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5명(1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 두 명, 1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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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 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이유 또는 동기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먼저 신청한 여성의 여권은 발급되었지만,
해당 여성이 하와이로 입국하지 않았거나 못하게 되어서 포기하고 다른
여성의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신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조선에서 하와이로 가는 경유지인 일본에서 받게 되는
의료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와이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있었으며,
어떤 여성은 집안의 반대 때문에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29) 한편,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 남편 될 사람에게
여행권과 미국에 도착할 여비를 받았으나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떠나지
않은 여성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고된 적도 있다.30)
<표 6> 사진신부와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여권신청자)의 비석과
부인의 여권 기록
비석 주인=여권신청자
이름(고향)
도착 당시 결혼 여부,
출생년도~사망년도
1

김치옥(평안북도 의주)
미혼, 1884~1949

2

오명선(황해남도 해주)
미혼, 1877~1961

3

김양록(평안북도
홍문거리)
상처자, 1872~1920

여권 발급자 이름
(고향, 발급연도)

특이사항
(남성 결혼 추정 연령)

이기순(전라, 1913.4)
전라남도 출신 여성 두 명의
최삼선(전라남도,
여권 신청 (30세)
1914.3)
최아지(황해남도
해주, 1919.3)

(42세)

장선이(평안, 1914.9) 비석에 영문이름 Rusty
정말남(평안북, 1916. Kim과 두 아들의 이름이
10)
새겨져 있음. 부인의 이름은
박화이(평안북,
새겨져 있지 않음. 여성 3
1916.11)
명의 여권 신청 (44세)

29) 이경민,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1: 하와이 이민과 사진결혼의 탄생」,
『황해문화』, 56(2007a), 409쪽.
30) 이경민,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2: 하와이 이민과 사진결혼의 탄생」,
『황해문화』, 57(2007b), 407-408쪽. 「寫眞만 보고 맺은 인연, 신부가 돌
연히 가기 싫다고 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1923.7.18.)에 실린 내용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평양의 어떤 여성은 사진결혼으로 맺어진 남편이 고향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로 같이 떠나기로 하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지 않
자 서신을 통해 파혼하였다. 그러자 8년째 되던 해에 남편 되는 사람이 찾아
와서 그동안 보내준 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가장파탄이 일
어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사진결혼의 고배, 9년 수절코 기다리던 신부,
한번 변절로 횡령죄로 몰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1934.9.5.에 실린 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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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이영선(경상도 양산)
미혼, 1868~1921

박신일(경기, 1913.5)

이창근(경기도 강화군
장령면 대정동), 미혼, 김석마(경기, 1918.2)
1889~1922

(45세)
이창근은 16세 미만
아동으로 입국 (29세)

이명운의 이름은 선박부에
나타나지 않음. 정량선과
동일 인물인지는
이명운(경상북도 청하군
6
정량선(경남, 1922.5)
모르겠지만 한 여성과
건리동) ~1934
결혼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
(알 수 없음)
7

남순명(전남 순천)
미혼, 1878~1936

김순남(경기,
1914.10)

4남 2녀의 자녀를 두었고,
힐로 묘지에 묻힌 딸 남성애
(2살)의 부친 (36세)

8

문병섭(함경남도
북청군)
기혼, 1880~1936

김동남(경남, 1919.8)

문병섭은 기혼이었으나
홀로 하와이에 왔음. 고향이
다른 경남 출신 김동남을
위해 여권 신청 (39세)

김순경(경북 경산군
9 경산면 신교동), 상처자, 이춘매(경남, 1924.3)
1880~1937

(44세)

10

이봉선(서울 광진구
뚝섬)
상처자, 1869~1940

장덕선(경기,
1916.10)

(47세)

11

김경락(평남 평양부)
상처자, 1869~1940

고인선(황해, 1914.8)
고인신(황해, 1915.9)

(46세)

이성목(황해도 장연군)
12
기혼, 1874~1944

입국 당시 기혼자였지만,
박상년(황해, 1917.3) 본 부인의 여권을 신청한
박귀년(경남,
기록은 없음. 자매로
1923.12)
추정되는 박상년과 박귀년
여권 신청 (49세)

이영근(평안남도
이준도(평남, 1913.8)
13 강동군 강동읍), 상처자,
민연이(경남, 1916.6)
1875~1944

14

박치룡(황해도
수안군 천곡방), 기혼,
1860~1931

권엘리자베스(황해,
1913.6)
김신영(황해,
1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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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
부인(40세)와 딸(성실),
아들(낙선)과 함께 이민을
왔으나, 1913년에 두
여성의 여권 신청
(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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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부들의 결혼은 주로 ‘권유원’ 또는 ‘인물 거간꾼’으로 불린
중매쟁이에 의해 이뤄졌다.31) 이들 중매쟁이는 주로 하와이에서 귀국한
남성이었거나, 사진결혼으로 하와이로 간 여성의 친척이나 이웃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고향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중매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세 명의
자매가 같은 지역으로 사진결혼을 통해 이민 온 경우도 있는데, 1917년
이추지(Chu Chi Lee)의 경우가 그러하다.32) 그녀는 하와이 도착한지 몇
년 후에 여동생 두 명의 사진결혼을 성사시켰다. 하와이에서의 생활이
일제치하의 고국보다 낫겠다는 그녀의 생각에 부모님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표 6>의 11번 김경락은 이름과 고향을 봤을 때 두 자매인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두 여성의 여권을 1년 단위로 발급받았다. 여권의
기록상 자매 모두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의아스럽다. 이 경우 한
남성이 두 자매와 시차를 두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에 자매나 친척이 함께 사진신부로 들어와서
산 경우가 예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이 경우 고인선과
결혼한 김경락이 1년 후에 고인선의 여동생인 고인신을 초대해서
하와이로 오게 하였고, 다만 법적으로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게만 여권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인으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07년에 <행정명령 589>로 인해 한인의 하와이 이주가
중단된 것은 하와이의 일본인과 한인들의 미 본토 이주와 관련이 있다.
일본인에 비해 한인의 수는 극히 적었지만 한인들이 일본의 신민이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중단 명령을 같이 받게 되었다.33) 이후 1908년에 일본은
미국과 신사협약(紳士協約)을 맺었는데, 일본 정부 스스로 일본인의 미국
이민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당시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일본인
본인의 가족 초청은 가능하도록 하는 인도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31) 이경민,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2」, 410쪽.
32) 이선주, 「하와이 이민 초창기 한인들의 감정구조」, 『한국학연구』,
31(2013), 51쪽.
33)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29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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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24년에 미국의 배일이민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효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에 남아있었던 가족과 미국의 남편 간 재결합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 제도로 인해 사진결혼이 성행하게 되었다.34) 1908년부터 1924
년까지 총 14,276명의 일본여성이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주로 후쿠오카와 히로시마, 쿠마모토, 야마구치, 오키나와와
같은 남서부 지역 출신이었다.35) 일본 신민이었던 한국 여성들 또한 한인
남성과 사진 교환을 통해 서로 결혼을 결정하면 남성이 보내주는 여비
약 2백달러를 기다렸다가 하와이로 떠나는 배를 탔다. 그리고 그들은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곧바로 그곳
이민사무소로 가서 대기하고 있던 한인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혼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조선에서 중매쟁이들은 직접 여성들을 찾으러 다닌 경우도 있지만,36)
여성들이 먼저 중매쟁이를 찾아간 경우도 다수이다. 10대의 젊은 여성들이
하와이로 가고 싶었던 주요 요인은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파악된다.
국내에 사진신부들의 구술을 토대로 출판된 문헌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1912년에 대구의 이희경, 1913년에 평암도의 김홍순, 그리고 1915년에
진주의 천연희 등이 미국에서 대학에 가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였다.37)
교육을 위해 하와이를 택했던 상당수 여성들은 기독교인으로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 당시 19세의 이희경은
선교사가 세운 대구 신명여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으며, 천연희의 경우에도
1914년에 호주의 선교사가 설립한 진주 정숙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과를 다니는 중이었다. 천연희는 자신의 사진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히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다. 즉, 그녀의 친구 남경애가 사진결혼하여
34) 하와이 사진신부를 일본에서는 ‘샤신하나요메((寫眞花嫁)’라고 부른다.
35) Alice Yun Chai, “Feminist Analysis of Kife Histories of Hawaii’s Early
Asian Immigrant Women”, p. 42.
36) 1912년에 대구에서 하와이로 간 이희경은 자신의 집으로 하와이에 있는 남
성의 사진을 들고 찾아온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결혼이주를 결심하였다고 한
다. 하와이에 가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중매쟁이의 말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
해진다.
37) 김희곤 외, 『대구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대
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
기』; 이선주, 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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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마산 출신 박금우의 아버지 박태구씨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천연히는 자신도 사진혼인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혼자 말을 타고 진주에서 마산으로 가서 박태구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이후 신랑 길찬록(1869~1954)과 사진결혼을 하게
되어 1915년 1월에 진주를 출발하여 6월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38)
위 세 여성의 사례와 꼭 같지는 않더라도 미국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열망이 사진신부들의 하와이 이민을 추동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육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수탈로 인한 경제적 피폐,
기아와 가난은 젊은 여성들의 하와이행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토지 탈취와 조선미 수탈,
1920년부터 진행된 산미증산계획에 따라 쌀 이외에 다른 잡곡 생산이
어려웠던 경상남도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따라,
경남 출신 남성의 생계를 위한 도일이 이 시기에 증가했는데,39) 젊은
여성에게는 하와이 사진결혼이 대안으로 부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0~1924년에 하와이로 들어온 사진신부 중에 경상도 출신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40) 당시에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두 곳이 사진신부의 목적지였는데, 대체로 영남 등 한반도 남부 출신이
하와이로 입국한 반면, 캘리포니아로 간 여성(115명 추정) 중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41) 한편, 이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비석의 주인공이 알려주는 정보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앞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14기 비석의 주인이 발급받은
38)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60쪽.
39) 문경희,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호모미그란스』, 19집(2018), 16-17쪽.
40) 1910-1924년 사이에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의 출생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1,933명 중에 경상도 출신이 706명(36.5%)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후반으
로 갈수록 그 수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기별 전체 한인 하와이 도착
자 중 경상도 출신 비율은 1910-1912(14.3%), 1913-1915(23.9%), 19161918(35%), 1919-1921(47.9%), 1922-1924(61.6%)이다. 조은정, 『19세
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118쪽.
41)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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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주인공, 즉 여성 21명의 출생지역을 살펴보면 황해 6명, 경남 5
명, 평안 4명, 경기 4명, 전라 2명 순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사진결혼을 한 남성 14명의 출신지역이 평안도 4명, 황해도 3명,
경상도 3명, 경기·서울 2명, 전라도 1명, 함경도 1명 순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남 출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로 갈수록 경남 출신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진결혼을 한 남성의
나이이다. 신부가 여행권을 발급받았을 당시에 14명 중에 가장 나이가
적었던 사람은 29세로 미성년으로 하와이에 입국한 사례(5번)이다. 한편,
가장 많았던 연장자는 1860년생인 53세(14번)이다. 나이를 알 수 없는
6번 사례를 제외한 남성 13명의 평균 연령은 42세이다. 기록에 따르면,
하와이로 간 사진신부의 나이는 대체로 15~20세였다. 신부와 신랑 간의
나이 차이는 평균 15세였고, 최고로 25세가 더 많은 신랑도 있었다고
전해진다.42) 이에 비춰본다면, 비석 주인인 남성들과 그들이 초청한
신부 간의 나이 차이는 전체 사진 신부와 신랑 간의 평균 격차보다 더
크다. 빅 아일랜드 지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선박부에 기록된 남성의
나이와 비석에 새겨진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선박부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더 많게, 많은 사람은
더 적게 기록한 경향이 나타난다. 때문에 선박부의 연령을 중심으로
신부와의 나이 차이를 계산했을 때 그 격차가 실제 나이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의 나이 차이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와이
입국 당시에 기혼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후에 사진신부를 초청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사진신부와 재혼한 남성의 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사진신부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그들을 하와이로 오게 한 첫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한인 남성과 만나서 재혼한 사례를 흔하게 볼
42) 우리역사넷, “사진신부들의 결혼 조건과 특성” http://contents.history.
go.kr/mobile/ km/view.do?levelId=km_001_0060_0040_0030 (검색일: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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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천연희의 경우에도 10년이 채 안 되는 결혼생활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가족에게 무책임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천연희는 재혼을 했던
한인 남편과 20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헤어졌고, 이후 44세에 미국인
남성과 만나서 세번째 결혼을 하여 여생을 같이 보냈다. 천연희와 같이
술과 도박, 경제적 무능 때문에 첫번째 남편과 이혼한 여성들이 재혼
상대로 다른 남성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진신부들이 하와이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인 성인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한인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도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다가 이혼한 사진신부와 결혼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3) 1913년부터 1933년까지 한인 부부
간 이혼이 1,000명당 21명 정도였고, 그 중 3/4은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44)
앞서 언급한 하와이 군의 시장인 해리 킴의 어머니인 김야물도 첫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버려서 이혼했으며,45) 이후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생 같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7세에 하와이 힐로시로 와서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이혼한 그녀에게 주위
사람들이 15세 연상인 김인기를 소개하여 재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딸 맹 도티 쉬러(Meng Doty Shearer)가 저술한 어머니의 자전적
스토리인 『Born to Lead』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46) 슬하에 팔남매를
두었고, 1984년 82세에 작고한 김야물은 하와이 군에서 김치사업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재혼한 이후 남편과 함께 1926-1943년
43) 1920~1924년에 한인의 국제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150명, 여성은
21명이었으나 1924~1930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169명의 남성과 71명
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한인 남녀의 국제결혼을 하는 비중이 점차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초기에 매우 적은 수였지만 1920
년대 중반부터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웨인 패터슨,
『하와인 한인 이민 1세』, 208쪽.
44) 웨인 패터슨, 같은 책, 209쪽.
45)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p. 24.
46) 이 책은 국내에서 『야무진 한국여인 야물이』로 2007년에 출판되었으며, 하
와이 이민 104주년 기념으로 현지 한국일보에 특집 연재된 글을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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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양계사업을 했으며, 1943-1953년 동안에는 ‘라우할라(lauhala)’
라는 나무의 잎을 활용해서 만든 바구니 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1954
에 김치사업을 시작하여 ‘키에우 김치(Keaau Kimchee)’라는 브랜드를
하와이 뿐 아니라 미 서부지역에까지 알렸으며, 이 사업의 시작부터
성공과정에 김야물의 막내아들 해리 킴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사업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 1994년까지 지속되었다.
빅 아일랜드에서 김야물과 같이 가정경제를 맡아서 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을 번성시킨 사진신부의 사례로 빅 아일랜드 시의원 아론 정
(Aaron S. Y. Chung)의 할머니인 박순이를 꼽을 수 있다.47) 그녀는
가족과 함께 ‘Mamo 호텔’을 시작하여 번성시켰다. 김치사업 뿐 아니라
숙박사업 또한 사진신부들이 번성시킨 사업 중에 하나이다. 결혼하여
처음 사탕수수농장에 일했던 당시부터 상당수 한인여성들은 캠프에
거주했던 독신 남성의 빨래와 밥을 해주며 생계에 보탬이 되었고, 이는
이후에 군부대에 근무하는 독신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호텔 사업으로
확장된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습격과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하와이의
전쟁 역사와 함께 그녀들의 사업 또한 흥망성쇠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세리 르앙피넷 박사의 2017년 저서에는 김야물과 박순이
이외에 여러 사진신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 연구의
대상인 비석의 주인공과 관련 있는 여성이 있다. 바로 <표 6>에 언급된
6번 이명운의 부인이었던 정량선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울산 출신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녀의 손녀인 Rhea R. Lee-Moku에 따른
것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을 ‘량선’이 아닌 ‘용순
(Young Soon)’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확실히 동일 인물이라고
특정하긴 어렵다. 특히 Rhea R. Lee-Moku가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의
하와이 입국 당시 이야기에 따르면, 어릴 때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절단당한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나이를 속여서 하와이에 있는 한 남성과 사진
교환을 통해 정혼을 한 상태로 하와이에 도착하였으나, 그 상황을 알게
된 ‘정혼한’ 남성이 할머니를 보고 엄지손가락이 없어서 “요리도 청소도

47)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p. 24.
178

빅 아일랜드(Big Island)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할 수 없는 여자 원치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다.48) 그러나 “이씨라는
나이가 좀 많은 남자가 그녀의 딱한 처지를 보고 결혼해 주었다”고 Rhea
R. Lee-Moku는 언급했다. 이 손녀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위 <표 6>에서
제시된 할아버지 이명운은 1922년에 여권 발급을 받아준 경남의 ‘정량순’
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하지만 여권에 기록된 정량순과 손녀가 기억하는 할머니 용순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알라에 묘지의 비석 조사 당시에 Rhea R. Lee-Moku를
만나서 면담한 적이 있다. 그녀는 조부 이명운의 묘지를 찾아와도 비석에
새겨진 한자와 한글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연구자들은
탁본을 통해 마모된 비석의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고향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본인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셔서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Rhea R. Lee-Moku는 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가족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신이 없다고 하였다. 이명운의
가족과 관련된 의문은 향후 그의 후손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그나마 알라에 묘지에 있는 백 여 개의 한인
비석 중에 후손이 여전히 방문하고 있는 묘지는 손에 꼽힐 정도로 몇
개 안되었다. 그나마도 풍우에 의해 마모된 비문과 언어 문제로 인해
비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읽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또한
여권기록이 알려주는 내용과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Rhea R.
Lee-Moku와의 만남을 통해 선조에 대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혈통과
뿌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한인 후손들을 위해 한인 1세의 비석과
선박부, 여권 기록 등이 전하는 정보를 통해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향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다.

48)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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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故김리의 묘를 통해 본 이병준과 빅 아일랜드의
성공회
다음은 알라에 묘지의 비석 중에 김리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리이라는 옛 이름만으로 비석의 주인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그 비석에 지인(知人)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 대한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비석의 비문에 따르면, 김리은 78세로 1875년에 태어나서 1953
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평양서촌 정동 출생이다. 선박부에 김리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입국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비석의 뒷면에 ‘고리병준부인立’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선박부에 따르면, 이병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며, 1905년에 도착하였다. 도착 당시 나이는 19세로 미혼이었고,
어머니 순예(Soon Ye, 45세), 여동생(‘아기 AiKi’로 표기됨, 11세)과
함께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27세가 되었던 1913년 5
월에 강원도가 고향인 사진신부 김말분을 위해 여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말분의 여권에 여권 신청자 이병준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덕희의 2013년 연구에서 이병준에 대한 기록을 일부 찾을 수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병준이 1951년에 사망하자 이후 그의 부인이 큰아들
식구와 함께 호놀룰루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49)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덕희의 연구에서 이병준 부인의 이름이 여권에 기록된 김말분이
아니라 김필례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말분과 김필례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추후에 호놀룰루 방문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이병준의 비석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빅 아일랜드의 코할라(Kohala) 지역 카파우(Kapa’au)에
위치한 성 어거스틴 성공회 교회(St. Augustine Episcopal Church)
에 이병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성당 내의 채색 유리창(stained
glass)에 그와 그의 아들을 추모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In
Memory of Pyung Joon Lee 1886-1951 리병준, Yoon Yil Lee 192049)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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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리윤일”이 그것이다. 이를 단서로 그에 대한 기록을 찾던 중에
이덕희의 2013년 연구에서 이병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50) 그는
빅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1917
년에 다른 한인동료 9명 및 가족들과 함께 케헤나(Kehena) 지역으로
가서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서
일을 할 당시 코할라의 성 어거스틴 교회를 다녔으며, 그들의 자녀는
성당의 주일학교에서 운영하는 한인공부방에서 영어와 기독교를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10여년이 지난 후 코할라를 떠나 같은 섬 남단에 위치한
케헤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옥수수 농장 운영에 성공한 이병준은 1951
년에 농장에서 트랙터 사고로 65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51)
그의 사망지가 케헤나인지 코할라인지는 불분명하다.52)
다른 한편, 이병준과 그의 동료들은 케헤나에 거주할 당시에 헌금한
돈을 가지고 2에이커(약 2,400평)의 대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53)
거기에 그들은 작은 교회당을 건축하여 성어거스틴 성공회에 소속된
케헤나 한인 회중을 구성하였다.54) 케헤나 한인 회중은 성어거스틴 교회의
사제 방문을 통해 주일 오후에 미사를 드린 후 주일학교를 운영하며
자녀들의 교육을 이어갔다. 1929년에 25명이 다녔던 교회당의 한인교인

50) 이덕희, 같은 논문, 207-211쪽.
51) 이덕희, 같은 논문, 211쪽에 따르면, 이윤일은 이병준의 둘째 아들로 호놀룰
루에 유학을 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무덤은 호놀룰루의 오아후
묘지(Oahu Cemetery)에 있고, 묘비에는 “하와이 코할라 생”, “리병준씨 뎨2
자”라고 적혀있다.
52) 이덕희의 2013년 논문에서는 케헤나 옥수수 농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 2020년 10월 17일자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손상웅 목사의 신문
기고문에 따르면, 이병준은 코할라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서 그의 사망지는 불분명함.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22. 최원
식”, 미주크리스천신문 (2020.10.17.) https://www.chpress.net/columndetail.html?cate= column&c_id=115&id=12191 (검색일: 2020년10월 20
일)
53)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09쪽.
54) 회중(會衆, congregation)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아 회집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특히 타자와 구별되는 무리
임을 가리키는 용어임. 성경사전, http://bible.biblesmartphone.co.kr/m/
deluxe_bible/view_lexicom.php?bo_id=bibled&idx=7248 (검색일: 2020
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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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해를 거듭하며 급격히 줄었는데, 연로한 한인들이 사망했거나 남은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인 회중은 1935
년까지 유지되었으며, 문을 닫은 성당은 코할라의 성 어거스틴 교회에
기부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코할라의 성 어거스틴 교회에서
한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시점은 1904년으로,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
한인 감리교 회중이 모이기 시작한 시점보다 약 1년쯤 앞선다는 것이다.
코할라 지역의 한인들이 성 어거스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계기를 만든 사람은 최원식(세례명 요한 John 최 Choi)으로 알려져
있다. 1904년 6월 4일에 발간된 성공회 교회보에 따르면, 최원식이 성
어거스틴 교회에 통역자와 함께 방문하여 담임사제인 펜톤-스미스에게
한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55)
이후 최원식은 매 주일 한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른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대해 펜톤-스미스 사제는 미국
영토 하와이의 주교인 헨리 레스태릭(Henry B. Restarick 재임 19021921)에게 “한인들이 교회에 들어서면 신발을 벗은 후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에게 감명을 준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56) 이후 「성공회 교회보」에 코할라의 한인 교인에
관한 기사가 여러 번 실렸으며, 1904년 9월에는 성 어거스틴 교회에서
한인을 위한 영어와 기독교 공부반 운영 소식도 포함되었다.57) 최원식은
레스태릭 주교로부터 평신도 사역자(Lay Reader)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그는 호놀룰루 소재 이올라니학교에 입학하여 영어가 가능해져 하와이
전역의 한인 선교에 앞장선 후 1911년에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원식 이후에도 당시 빅 아일랜드에는 한인 사역자가
55) “Work Among Koreans, Kohala”, The Anglican Church Chronicle (Honolulu June 4, 1904), 125.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08쪽
각주 재인용. 이덕희는 요한 최의 한국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미
주크리스턴 신문의 손상웅 목사는 그를 일본 나가사끼에서 기선 개릭호를 타
고 1904년 1월 23일에 도착한 최원식(Choi Won Sik)으로 특정하였으며, 당
시 24세 총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56)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08쪽.
57) 이덕희, 같은 논문,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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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1905년 하와이 성공회가 최원식을
포함한 두 명의 사역자를 위해 146불을 지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58)
다른 한편, 코할라 농장의 한인에 대한 기록은 <윤치호 일기>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윤치호는 대한제국의 외무협판의 자격으로 고종황제의
지시에 따라 1905년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한달 동안 하와이에
흩어져 있는 32개 사탕수수농장을 시찰하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농장
지배인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지배인들 중 상당수는 윤치호에게 한인
노동자가 게으르고 불만이 많다고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농장에서
만난 한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농장이나 지배인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나쁜 성품과 근무 습관을 가진 한인들이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때문에 그는 농장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한인들의 성품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여 농장 방문 시에 한인 노동자들에게 개신교도의
윤리와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직접 쓴
<윤치호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는 웨인 패터슨의 저서에 인용되어
있다.59) 윤치호는 여러 섬 중에서 빅 아일랜드 거주 한인 이민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일기장에 기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빅 아일랜드에 기독교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코할라 농장에서 저녁을 먹은 후 나는 약 200명이 모여 있는 교회당으로
갔다. 나는 그곳이 떠들썩한 것에 놀랐다.”60) 그는 또 다른 농장에
대하여 “이곳은 코할라 지역이었다. 이곳은 불만과 반기독교 중심지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의 한인들에게 훈계하고, 경고하고 질책하는 데 특별히
애를 먹었다”고 기록하였다.61)
이러한 윤치호의 코할라 지역 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앞서 살펴본
코할라 성공회 교회에 다니는 한인들에 대한 사제의 평가와는 대조된다.
윤치호가 만난 ‘불만’ 많고 ‘반기독교’적인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
58)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22. 최원식”
59) 웨인 패터슨, 『하와인 한인 이민 1세』.
60) 웨인 패터슨, 같은 책, 82쪽.
61) 웨인 패터슨, 같은 책,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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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남감리교(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인이었던
윤치호의 시선에는 그의 방문 당시까지 교회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빅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한인 사회의 문제들이 반기독교적인 문제로
보였으리라 짐작된다. 윤치호의 일기에서 지적된 문제적인 한인은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화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기생충”
같은 사람, 또한 사기행각을 벌이며 다른 한인의 돈을 떼먹은 사람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윤치호와 함께 빅 아일랜드 동부해안의 12개 이상의
농장을 방문했던 하와이 감리교회의 존 워드만(John Wadman)도 하와이
한인들이 “도박과 음주는 보통이었으며 한인 농장들은 모든 악행의
주모자들로 우글거렸으며 지배인들에게는 신임을 잃어버렸고 평판도
대단히 나빴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62) 윤치호와 함께 기독교가
한인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워드만은 빅 아일랜드
지역에 감리교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섬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한인들이 섬의 동서남북 전역에 있는 농장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선교가 쉽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63) 한편, 윤치호와 워드만의
시찰 이후 1906년부터 한인 목사 신반석(Pan Suk Dhin, 이후 Hong Kyun
Shin 신홍균으로 알려짐)이 힐로와 올라(Olaa)농장에 처음 부임했다. 2
년의 임기가 끝난 후에 그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또 새로운 한인
목사가 2년 주기로 고국에서 부임하여 빅 아일랜드 한인사회의 기독교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64)
이상과 같이, 김리의 묘와 비석에 남겨진 ‘고리병준부인立’라는
문구를 실마리로 이병준에 대한 발자취를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병준의 선박부 기록을 찾아서 그의 인적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1910년 이후에 하와이로 왔던 사람들의 여권 기록을 통해 이병준이
아내 김말순을 위해 1913년에 여권신청을 했다는 기록을 파악했다.
62) 웨인 패터슨, 같은 책, 83쪽.
63) Malyong Yi, Hilo United Methodist Church: 1910-2010 Centennial Celebration: Faith in Action (Hawaii District: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0), p. 30.
64) 신반석 이후 부임한 한인 목사에는 최진태(1908-1090), 홍한식(19101911), 조윤택(1912-1914), 한명교(1915-1916), 김이제(1917-1919), 이
관묵(1920-1937)이 포함된다. Ibid., pp,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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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의 여권 기록을 찾지 못한 가운데에, 이병준이 코할라에 있는 성
어거스틴 성공회 교회의 신자였다는 점과 그가 1917년에 그의 동료
몇 명과 코할라를 떠나 케헤나에서 옥수수 재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병준이라는 인물이 이덕희 2013년 연구를 비롯하여
언론기사 등에서 언급된 이유는 성 어거스틴 교회 내부 채색 유리창에
그와 그의 아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로 인해 김리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비문에 새겨진 이병준의 부인에 대한
문구를 통해 빅 아일랜드 초기 한인과 성공회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 이병준의 삶의 궤적을 통해 봤을 때 그의 부인이 묘를 세워준
김리은 성공회 교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할라 지역을 포함한 빅
아일랜드의 농장을 시찰한 윤치호의 기록을 통해 다른 섬에 비해 빅
아일랜드 한인의 도덕적 타락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으며, 기독교
선교를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게 인식되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빅 아일랜드의 묘지 네 군데에서 만나게 된 155명의 한인
중에 여성, 그리고 여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남성의 삶의 궤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석의 비문과 선박부, 여권 기록 등이 전하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들의 이민 배경과 경로, 정착과 생활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문이 전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사료 및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조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빅
아일랜드로 오게 되었고, 왜 왔으며, 와서 무슨 일을 하였고, 어디에서
살았으며, 결혼과 가족 관계는 어떠했는지, 무슨 종교를 믿었었는지 등에
대해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처음에 이 연구를 위해 빅 아일랜드에 현지조사를 갔을 때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즉 비석의 탁본을 뜨고 비문을 명확히 읽어서 비석 주인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문을 읽어 내는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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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정보를 여럿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힐로시에서 한인 1세 조부모를 둔 3세 세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조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 부모세대가 혼종결혼을 했고, 특히 어머니가 일본계 한 명,
유럽계 두 명으로 아버지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보다 어머니의 모국에
대해 더욱 익숙한 면모를 보였다. 면담 과정에서 그들 모두 연구자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자신들이 한인,
즉 코리언으로 인식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와이에는 다른 에스닉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하와이언 정체성이 강한데다가, 빅 아일랜드에서
인구학적으로 한국인이 적었다는 점, 게다가 한국이 세계에서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누가 묻지 않으면 코리언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이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한국 성(family name)을 물려준 조부와
희미하지만 어렸을 때 시간을 함께 보냈던 조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세리 르앙피넷 박사와 함께 비석 조사를 위해 빅
아일랜드를 방문한 연구자를 반갑게 맞아줬으며, 헤어질 때에는 비석에
새겨진 자신들의 조부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언젠가 한국에 있는
조부모의 고향을 찾아가서 그들이 하와이로 떠나오기 이전까지의 삶의
궤적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비문에 새겨진 ‘비밀’과 같은
정보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가는 ‘재미’를 깨닫는 와중에 면담에서 만난
한인 3세의 부탁을 듣게 된 연구자는 비석의 명단 작성 이외에 그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하와이 한인과 비석, 비문 분석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일부나마 그들의 조부모 세대의 궤적을 살펴보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잊혀진’ 또는 ‘읽을 수 없는’
기록 속의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다 ‘잊고 살았던’, ‘읽을 수 없는’ 기록
속 그들의 후손 세대를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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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년 전에 조선에서 하와이로 떠난 한인들, 그 중에서 빅
아일랜드에서 살며 삶을 마감한 그들의 비문을 토대로 한 이 연구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인의
비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오래 전 개인의 정보가 세세하게
공문서나 사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시기에 이민을 떠난 한인의 경우
그들의 삶과 죽음의 궤적을 찾는 데에 비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러한 비문에 토대를 둔 연구는 이민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지역과 개인의 삶과 죽음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셋째, 비문의
내용이 그 어느 기록보다도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비문을 토대로 한
이민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사료와 그것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내용의
보완(complementary)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넷째, 해외에서 자신의
가족, 나아가서 자신의 에스닉 배경과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한인
후손들에게 그들 조상의 비문에 대한 연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만, 비문 연구만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문에 새겨진 내용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사료와 선행연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보와 자료 또한 중요하다.
현지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과 또한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의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khmoon@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하와이 한인 1세(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비문(gravestone inscriptions), 빅 아일랜드(the Big Island), 사진신부
(picture bride), 성공회(the Anglican church)
(투고일: 2020.10.16, 심사일: 2020.11.16, 게재확정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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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잊혀진’ 또는 ‘읽을 수 없는(unreadable)’ 기록 속의
여성들:
빅 아일랜드(Big Island)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문경희
이 연구는 빅 아일랜드로 불리는 하와이 섬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한인
1세의 비문에 토대를 둔 것이다. 힐로시에 위치한 알라에 묘지와 코나 및
인근 지역의 옛 사탕수수농장 터에서 발견된 한인 묘지 네 군데에서 발견된
비석의 비문이 그것이다. 총 163기 중에 여성의 것 12기와 여성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정 여성에 관한 문구가 적힌 비석 1기가 연구의
주요 대상이다. 또한 비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진신부와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비문과 선박부, 여권 기록 등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 하와이 한인 1세의 출신 배경과 이민,
정착, 결혼과 생활, 종교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기술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와이 한인 1세에 관한 연구가 주로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중심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 또한 초창기 한인 연구는 19031905년에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을 기록한 선박부와 감리교 교인명단,
독립운동 등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인 여성의 비문과 여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남성의
비문 및 여타 기록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죽음의 궤적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하와이 한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민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 때문에, 또는 사회적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외되기 쉬운 소수 이민자의 이야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해외한인 연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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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 in the ‘Forgotten’ Or ‘Unreadable’ Records:
The Gravestone Inscription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on the Big Island and Their Life Trajectory

Moon Kyoung-Hee
This paper examines the gravestone inscription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who lived and died on the Big
Island, officially called Island of Hawai’i. They are located at the
Alae cemetery in Hilo, the Holualoa cemetery in Kona, the Kalahiki
cemetery in Captain Cook, and the Kohala cemetery in Kapaau on
the Island. Among the total 155 gravestones, this study focuses
on the 12 gravestone inscriptions for women and also 14 men who
are found to have official records related to their female family
members, mainly including their wives called ‘picture brides’. The
official records used in this study in line with the inscriptions are
from the list of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and the “passport list” issued at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of
Honolulu, 1910-1924. One gravestone is also analyzed intensively
in this study informing of some Koreans who joined the Anglican
Church from 1904. There are many studies focusing on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re based on the voices and experiences of the immigrants
in Honolulu, Ohau while those who migrated to the neighbor islands
such as the Big Island are often taken for granted. Moreover,
because men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migrants in Hawaii, most of the studies are based on men’s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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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including their immigration backgrounds, arrivals, work
and life experiences, and also their participation in a religious
community and homeland’s independent movement. Differently
from most existing literature,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first-generation women’s life trajectory by analyzing their
gravestone inscriptions as well as the men who are connected to
them by applying for their visa to Hawaii.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overseas Koreans in that it focuses
on the stories of minority immigrants who are likely to be often
marginalized due to the lack of their immigration data and soc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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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랑스령 알제리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무슬림 관계

음동건

Ⅰ. 머리말
알제리 땅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의 공존은 오랜 것이었다. 두 집단의
만남은 멀리는 7세기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북아프리카 정복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상 알제리 유대인 대부분의 뿌리는 14~15세기
이베리아의 그리스도교 왕국들에 의해 추방된 세파라드(Séfarades)
유대인에 있었다. 이들은 소수 상인 지도층 가문을 제외하면 무슬림
이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1) 하지만 오스만 제국, 이후
프랑스의 점령기를 함께 지내온 오랜 이웃 관계는 1962년 독립국가
알제리의 탄생과 함께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14만 유대인의 거의 90%가
독립을 전후하여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로 이주한 것이다.
알제리 땅의 유대인들이 오랜 고향을 떠난 데에는 독립국가 알제리에서
일어날지 모를 무슬림 이웃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1830년 프랑스가 알제(Alger)를 점령하고, 40년 뒤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 이래, 알제리 땅에서 반유대주의를
주도한 이들은 무슬림이 아닌 유럽인 정착민이었고, 알제리 유대인이 가장
경계한 것도 유럽인에 의한 반유대주의적 공격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이 초래한 유대인-무슬림 간 차별과 불균등은 두 집단 사이에
1)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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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조성했고 무슬림에 의한 반유대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954년 알제리 독립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한동안 공존이 유지되었으나,
1956년부터 알제리 유대인 사이에서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두려움이 표출되었고, 이는 북아프리카 이웃 무슬림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수에즈 전쟁 이후
알제리에서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현실화될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알제리
전쟁의 격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과 테러 행위들이 유대인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실재한다는 생각이 알제리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결국 알제리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프랑스를 향해 ‘탈출기’를 써내려가는 것으로 알제리에서 유대인-무슬림
공존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본고는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를 바라보는 알제리
유대인의 시각을 중심으로, 알제리 전쟁을 거치며 일어난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과 무슬림을 다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식민주의의
영향에 주목한다. 국내에는 아직 두 집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지만, 문종현의 연구는 19세기 말 프랑스 본토와 알제리 정착민 사회의
반유대주의를 소개하면서 당시 유럽인 반유대주의 세력이 “무슬림과
유대인의 대립이라는 신화”를 부추겼음을 보여준다.2)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유대인-무슬림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프랑스령
알제리에서의 경험이 주목을 받으면서, 유대인-무슬림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며 재생산한 배경에 식민주의가 위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3) 알제리 전쟁을 “유대인과 무슬림의 형제애(brotherhood)가
사라지는 이야기”로 묘사하며 1956년 후반을 분기점으로 바라본 해머만
2) 문종현,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 – 식민지 보수주의」, 『서
양사론』, 134(2017), 23-24쪽.
3) Maud S. Mandel, Muslims and Jews in France: History of a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 Jews and Muslims from North Africa to
Fra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in French colonial Algeria, 18701962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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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ca Hammerman)은 식민주의의 유산인 프랑스의 민족적·법적
차별이 두 집단의 공존을 무산시켰음을 지적한다.4)
본고는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불균등이
두 집단의 공존을 무산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바탕으로,
식민지의 차별로부터 무슬림 이웃 사이에 반유대주의가 퍼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이들이 알제리를
떠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알제리 유대인이 프랑스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무슬림에 대한
식민지의 차별을 대비함으로써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무대가 조성되는 모습을 확인한다.
이어서, 당대 알제리의 “유일한 유대인 언론기구”5) 『앵포마시옹 쥐브
(Information juive)』 기사를 중심으로 1956년부터 ‘새로운 반유대주의’
에 대한 알제리 유대인들의 우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수에즈 전쟁 이후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짚으며,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Ⅱ.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불균등과 공존의 위기
1830년 프랑스의 정복 당시 알제리에는 약 25,000명의 유대인이
있었고, 대다수는 ‘고립된 채 박해받는 가련한 존재’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장인과 소상공인이었다.6) 프랑스로의 동화에 열성적인 종무국
4)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Algerian Jews during
the War for Independence, 1954-1962”,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3), pp. 14-15, p. 109, 111.
5) “Seul organe d’expression juive” - “Information”, Information Juive 60,
1954.11, p. 3.
6) Benjamin Stora, “The Crémieux Decree”, Abdelwahab Meddeb & Benjamin Stora, eds., A History of Jewish-Muslim Relations: From the Origins to the Present Da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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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oire)7) 소속 프랑스 유대인들과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던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유대인을 향해 ‘진보’와 ‘재건’의 수사를 앞세우며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알제리 유대인은 스스로를 ‘재건’이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8) 종무국 설치를 통한 통제는 알제리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아랍적’인 종교의식과 교육, 비공인 시나고그,
혼인관습 등을 타파하려는 첫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9)
‘알제리에서의 개인지위와 귀화(État des personnes et naturalisation
en Algérie)에 관한 1865년 7월 14일의 원로원 결의(Sénatus-consulte)’
로 알제리 유대인을 비롯한 식민지 원주민에게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1870년까지 유대인 33,000명 중 자발적으로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한 이는 142명에 그쳤다.10) 유대인 또는 무슬림 원주민이
프랑스 시민이 되고자 할 경우 그들의 개인지위와 고유의 종교법·관습법
적용을 포기하고 프랑스법에 따라야했지만, 자신들의 관습·종교·문화·
재정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에 반감을 지니던 원주민들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선뜻 포기하지 않았다.
프랑스 동화세력은 알제리 유대인 집단 전체를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시키는 방안을 고안했다. 알제리 종무국 회원들은 파리 중앙종무국
및 식민당국에 알제리 유대인의 집단 시민권 부여를 요청했고, 파리 대표
의원이자 세계유대인동맹(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 의장 아돌프
크레미외(Adolphe Crémieux)의 책임 아래 논의되던 법안은 1870년 9
월 4일, 제2제정의 몰락 직후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뜻밖의 추진력을 얻었다. 10월 24일 비준된 법령 136호, 소위 ‘
2013), p. 286; Joshua Schreier, Arabs of the Jewish faith : the civilizing
mission in colonial Algeria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p. 15.
7) 1808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유대인의 계몽과 시민사회로의 통합을 목적으로
신설했고, 프랑스 법무부와 종교부가 감독하는 파리 중앙종무국이 1844년부
터 각 종무국의 감독권·인사권을 지녔다. 1845년 11월 9일 법령으로 알제리
주요도시들에도 종무국이 설치되었지만 전쟁부의 감독을 받았다.
8)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114.
9) Joshua Schreier, Arabs of the Jewish faith, pp. 68-77.
10) Ibid.,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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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미외 법령(Décret Crémieux)’을 통해 알제리 세 도(département)의
유대인 35,000명은 자동적으로 프랑스 시민이 되었다.11)
반면 무슬림은 원주민 지위(indigénat)에 묶여 있었고, 이미 재산법과
형법에서 프랑스법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무슬림의
규범과 관습이 시민권과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그들이 ‘동화될
수 없는 존재’라며 시민이 되는 길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무슬림은 원주민
지위로 인해 여러 법적·사회적 차별에 직면했고, 대표성이 제한되어
알제리의 각종 자치·자문기구에서 결코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었으며
선거권은 소수에게 한정되었다. 그들을 “원주민 지위의 덫에 가둬놓고,
동시에 그들이 시민사회(cité)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허약한 정착민 공화국의 주요 관심사이자 필요조건이었다.”12)
한편 유럽인 ‘정착민 공화국’에서는 반유대주의가 큰 인기를 끌었다.
1865년 7월 14일 원로원 결의13) 및 1889년 6월 26일 국적법14) 등을
통하여 비프랑스계 유럽인 정착민 역시 프랑스 시민으로 흡수되었지만,
인종·출신에 따른 계층사회에서 이들이 느끼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반유대주의 정치인들에게 좋은 표밭을 제공했다. 선거·구직
등에서 유대인과 경쟁해야 했던 유럽인 정착민에게 반유대주의는 “
유대인과의 정치적 경쟁을 거부하는 운동이자 프랑스를 향한 동화의지의
11)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in French colonial Algeria, pp. 8-10; 문종현,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 22쪽.
한편 사하라 음자브(Mzab) 지역 유대인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은 1961년 6월에야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다.
12)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34-36;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p. 105-106, 120-125.
13) 프랑스 시민권을 얻으려면 개인지위·관습법을 포기해야 했던 무슬림이나 유
대인과 달리 유럽인 정착민은 알제리 3년 이상 거주를 입증하는 것 외에 특별
한 조건이 없었다.
14) 1889년 국적법으로 아버지가 프랑스 영토에서 출생한 외국인이고 본인 역시
프랑스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태생적으로 프랑스 시민이 되었다. 2년
뒤에는 어머니가 프랑스 영토에서 출생한 외국인이고 본인 역시 프랑스 영토
출생인 경우에도 이 혜택이 적용되었다. 또한 외국 출생의 부모에게서 태어
난 프랑스 영토 출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성년(21세)이 되기 전까지 프랑스
국적 획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했다. 김진영,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Homo
Migrans』, 12(2015),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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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었다.”15) 크레미외 법령 폐지 청원 및 유대인을 선거인 명부에서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19세기 말에는 반유대주의 폭동과 함께
반유대주의 진영이 알제리에서의 각종 선거를 휩쓸었다.16)
반유대주의의 폭풍 속에서 알제리 유대인은 오히려 프랑스 시민의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있었다. 알제리 유대인 13,000명이 참전한 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첫 번째 시험대이자 군 복무를 통해
프랑스적인 것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시간이었다.17) 전후 알제리 유대인은
스스로를 “프랑스에 걸맞은 자녀”로 일컬으며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고, 정착민의 반유대주의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18) 1930
년대까지도 유대인 선거권 박탈 시도가 이어졌지만, 1939년 1월,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대인이 프랑스 시민임을 재확인해주었다.19)
반면 무슬림에게 시민권 획득은 요원한 일이었다. 1차 대전 당시 무슬림
역시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20)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반쪽에 그쳤다. 1919년 2월 4일 조나르(Charles Jonnart) 총독의 주도로
무슬림 선거권이 확장되었지만 대표성은 제한되었고, 귀화를 원하면서
개인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半)귀화’를 허용했으나 시민과
동등한 선거권을 지니지는 못했다. 1936년에는 인민전선 총리 레옹 블룸
(Léon Blum)과 전 알제리 총독이자 국무부 장관 모리스 비올레트(Maurice
Viollette)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진화’된 무슬림 25,000여 명에게
그들의 개인지위 포기를 강제하지 않고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착민과 알제리 시장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21)
차별과 불균등에 대한 불만은 두 집단의 공존 위기로 나타났다. 특히
15) 문종현,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 26쪽.
16)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93-99.
17)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p. 26-27.
18)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112-130.
19) Ibid., p. 246.
20) 173,000여명의 알제리인이 프랑스군으로 복무했고, 그 중 86,519명은 자원
병이었다. 또한 78,056명의 알제리인 노동자가 있었다.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p. 337-338;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136.
21)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148-149,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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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1934년 59건의 유대인-무슬림 충돌 사건이 발생하며 갈등이
고조되던 콩스탕틴에서 긴장이 폭발했다.22) 1934년 8월 5일 무슬림이
유대인 거리를 공격하며 폭동이 일어났고, 시 당국의 방관 아래 큰 인명·
재산 피해를 낳았다. 콩스탕틴 도지사 지시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두 집단 간
권리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23) 유대인·무슬림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콩스탕틴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피식민자간의 차별·
분리를 통해 식민자의 패권과 우위를 유지하고 통치를 지속하는 정책은
유대인-무슬림 관계에 언제든 긴장을 조성할 수 있었다.24)
비시 정부의 지배 아래 또 한 번 공존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비시 정부는
1940년 10월 7일 크레미외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알제리 유대인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장을 잃었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크레미외 법령 폐지는 정착민의 반유대주의 여론에 영합하면서 한편으로
무슬림의 상대적 박탈감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프랑스는 종종 식민주의의
공모자로 비난받던 알제리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던져줌으로써 알제리의
반식민주의·민족주의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민제국을 유지하기를
희망했다.25) 무슬림에 의한 반유대주의 행위가 늘어났고, 작은 폭력과
충돌이 빈번했다. 유대인은 무슬림이 다음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지만 호응은 크지 않았다.26)
알제리 민족운동 지도자 메살리 하지(Messali Hadj)는 크레미외 법령
폐지에 대해 “유대인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무슬림의 권리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평했다.27) 알제리 유대인의 프랑스 시민권은 1942년 11
월 8일 연합군의 알제 상륙 후에도 복원이 지연되다가, 1943년 3월 14
22) Aomar Boum, “Partners against Anti-Semitism: Muslims and Jews respond to Nazism in French North African colonies, 1936-1940”,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9(2014), p. 557.
23)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173-187, p. 195.
24) Daniel J. Schroeter, “Between Metropole and French North Africa: Vichy’s Anti-Semitic Legislation and Colonialism’s Racial Hierarchies”,
Aomar Boum & Sarah Abrevaya Stein, eds., The Holocaust and North
Afric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pp. 48-49.
25) Ibid., p. 28.
26)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265-266, p. 288.
27)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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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크레미외 법령 복원 및 재차 폐지의 소동을 거친 후, 10월 20일에
회복되었다. 비슷한 시기 본토 수복을 앞두고 무슬림의 도움과 지지가
절실했던 프랑스는 1944년 3월 7일 원주민 지위를 폐지하는 등 ‘개혁’을
재추진했지만 여전히 무슬림의 완전한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1946년 5월 모든 알제리인이 프랑스 시민으로 선포되었고, 10월 제
4공화국 헌법이 이를 재확인했지만, 선거권은 제한되어 유대인을
포함한 532,000명의 유럽인 유권자와 130만 무슬림 유권자가 별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되었고, 1947년 설립된 알제리 의회에서는 유럽인과
무슬림 의석이 동수로 정해졌다.28) 1945년 5월 8일 세티프(Setif)와 겔마
(Guelma) 등에서 이루어진 학살은 프랑스가 무슬림 원주민에게 알제리를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의 선거방해에서
드러나듯 “식민당국은 알제리 인구 대부분과 그들의 정치적 열망을 소수의
지배라는 개혁 불가능한 식민지 질서 안에 묶어두려 했다.”29) 식민지배에
대한 불만이 정점에 달하며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Ⅲ. 1956년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알제리 유대인의 우려
1954년 10월 31일,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FLN)이 프랑스의 지배에 대한 무장독립투쟁을 선포하며 ‘알제리 전쟁’
이 시작되었지만, 전쟁 초기 알제리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의견도 표출하지 않았다.30) 그들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은
알제리유대인사회조사위원회(Comité juif algérien d’études sociales,
CJAES)가 1948년 10월 창간한 월간지 『앵포마시옹 쥐브(Information

juive, 이하 앵포마시옹)』이다. 자크 라자루스(Jacques Lazarus)31)
28)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106, pp. 183-184.
29) Ibid., p. 188.
30)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60-61.
31) 앵포마시옹의 편집장이자 CJAES 사무총장 라자루스는 1916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알자스로 이주한 유대인으로, 1930년대 프랑스 군인이었으나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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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발행인들은 유대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알제리와 세계 유대인 공동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하지만 1956년 전까지 앵포마시옹에서는 독립투쟁 소식이나 그에 대한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프랑스와 무슬림 이웃 사이에서의 ‘
모호한 중립’의 태도만 드러날 뿐이다. 오랑 출신 레이몽 베니슈(Raymond
Bénichou)가 1955년 7월호에 크레미외 사망 75주기를 기념하며 실은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프랑스인이 되려는 유대인의 열의를 보증했다며
크레미외를 치켜세웠고, 프랑스를 “제2의 조국(patrie d’adoption)”으로
묘사하며 프랑스의 입양아가 된 알제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또한 1943년 무슬림 지도자 부멘젤(Ahmed Boumendjel)의 크레미외
법령 회복에 대한 지지를 “무슬림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정의 증거”로
묘사하며 감사를 표했다.32) 전쟁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프랑스
시민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무슬림에 호의를 표한 것은 당시 알제리
유대인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1956년 앵포마시옹은 침묵을 깨고, 유대인이 표적이 된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다만 1956년 2월 8일 한 유대인 청년이 ‘테러리스트’
에게 암살된 사실은 일반 테러사건으로 취급했을 뿐 유대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33) 6월 2일 오를레앙빌(Orléansville, 현 지명
Chlef) 시나고그 방화사건 보도 역시 사실을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34)
기사와 나란히 CJAES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우리는 모든 정치셈법과 당파성을 떠나,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민족 집단의 우애(fraternité)라는 이상을 고수함을 되새기고자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자리 잡았고, 프랑스에 의해 약 한 세기 전 해방된(émancipé)
해직 후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다. 드랑시(Drancy) 수용소에 수감되어 1942년
아우슈비츠로 이송 중 탈출, 생존한 뒤 1948년 세계유대인총회(WJC)의 북
아프리카 담당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면서도 유대인의 존엄성과 프랑스 시민권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2) Raymond Bénichou, “Hommage à Adolphe Crémieux”, Information Juive
68, 1955.7, p. 1, 3.
33) “Raphaël Cherqui”, Information Juive 74, 1956.2, p. 4.
34) “L’incendie d’une synagogue”, Information Juive 78, 1956.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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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유대인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알제리의 참담한 현재 상황에 비통함을
느낀다. 개인의 책임과 각자의 신념에 따른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삼가면서, 우리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오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평화의
회복을 통해, 화합과 우애의 기류 속에서 자유를 꽃피우는 삶이 모두에게
새로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35)

성명을 통해 알제리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프랑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유대인 역시 알제리 땅의 정통성 있는 주민임을
내세우며 우애를 강조했다. 이들의 최대 관심은 알제리 유대인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어떠한 도발에도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발언
속에는 유대인이 표적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있으며, 이 때문에
앵포마시옹은 추신으로 외부 유대인 조직과 지도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그들의 목적과 의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북아프리카 유대인의
미래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주기를 요청했다.
아직까지 알제리 유대인들의 이목은 기존의 유럽인 반유대주의 세력에
대한 염려에 쏠려있는 듯 보였다. 1955년 라자루스가 접수한 신고는
대부분 유대인에 대한 유럽인과 프랑스군의 불공정 행위 및 괴롭힘에
관한 것이었다. 정착민들의 시위에서는 여전히 “유대인 타도”의 구호가
터져 나왔고, 1956년 2월 알제에서 푸자드(Pierre Poujade)는 삼대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은 유대인의 공직취임금지를 요구했다.
푸자드주의자들은 유대인이 은밀히 FLN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음모를
퍼트렸고, 1956년 5월 콩스탕틴 종무국은 불시 단속을 받았다.36)
앵포마시옹에는 푸자드주의의 반유대주의 성격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37)
그러나 1956년의 여러 기사들 속에는 유럽인으로부터의 반유대주의에
35) “Deux Declarations du Comité Juif Algérien d’Etudes Sociales et de la
Fédération des Communautés Israélites d’Algérie”, Information Juive
78, 1956.6, p. 3. 굵은 글씨는 본고의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36)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90-101.
37) “Le Mouvement Poujade”, Information Juive 74, 1956.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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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려움 외에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우려가
표출되었다. 프랑스의 보호령이던 마그레브 이웃국가들의 독립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민족주의 세력의 오랜 투쟁과
협상 끝에 1956년 3월 2일과 3월 20일 각각 독립을 이룩했다. 독립 직후
두 나라 유대인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고, 내각에 유대인 장관을 임명하는
등 유대인들을 새 국가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38) 하지만
앵포마시옹 3월호는 튀니지를 떠나는 유대인이 늘고 있음을 언급했고,39)
아랍국가들이 “나치의 수법(les tactiques nazies)”을 따라 국제음모를
꾸미며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는 내용의 미국유대인총회(American
Jewish Congress) 의장의 1월 발표를 소개했다.40) 시온주의자의 두 달
전 글을 이 시점에 소개한 이면에는 독립 후 사실상 아랍국가가 될 이웃에
대한 노파심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5월호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자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충성한다며 비판한 튀니지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편집장 라자루스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라는
튀니지 정부의 약속도 유대인의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자국 유대인의 충성을 문제 삼을수록 그들에게는
이민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41) 10월호는 모로코에서
이스라엘로의 이주가 금지되어 모로코를 떠나려던 유대인들이 억류되는
사건이 일어난 뒤, 술탄과 이스티크랄(Istiqlal)당 인사가 자국 유대인이
무슬림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국민임을 밝히며 화합을 강조하던
발언들을 크게 부각시켜 보도했다.42) 이러한 반응 속에는 탈식민 후 독립
아랍국가에서 나타날지 모를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차별에 대한 알제리
38) Michael M. Laskier, “The Emigration of the Jews from the Arab World”,
Abdelwahab Meddeb & Benjamin Stora, eds., A History of JewishMuslim Relations, p. 420.
39) “Tour d’Horizon”, Information Juive 75, 1956.3, p. 2.
40) Israël Goldstein, “Les mesures discriminatoires de la Ligue arabe à
l’encontre des Juifs” Information Juive 75, 1956.3, pp. 5-6.
41) Jacques Lazarus, “Leur corps ici Leur coeur ailleurs”, Information Juive
77, 1956.5, pp. 1-2.
42) Information Juive 81, 1956.1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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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었다.
11월호에는 알제리 유대인이 지닌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글이 실렸다. 11월 2일자 『르몽드(Le Monde)』가 「알제리
무슬림 대중은 유대인(Israélites)과 이스라엘인(Israéliens)을 앞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43)라는 제목으로 수에즈 전쟁(2차 중동전쟁)
이후 알제리 무슬림의 반유대주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항의였다.
앵포마시옹은 알제리의 유대인과 무슬림은 “그들의 기존 관계 유지를
바랄 뿐”이고, 르몽드 특파원이 수에즈 전쟁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이용해,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랑스인’인 유대인과 ‘알제리인’인 무슬림
사이에,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유감”이라며, 이 기사가 불러올 파란을 염려했다.44)
같은 호에서 앵포마시옹은 알제리 독립투쟁에 대해 이전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해 8월 20일~9월 5일 카빌리 숨맘 계곡 인근에서
열린 FLN 지도자들의 숨맘 회의(Congrès de la Soummam)는 조직을
정비하고 독립투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한편,45)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 투쟁 동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FLN은 알제리 유대인을 “
우리 조국의 아들”로 일컬으며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자유롭고
진정으로 우애로운 알제리 건설에 기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46)
이에 대해 알제리유대인사회조사위원회(CJAES)는 11월호의 답변을
통해, “2천 년 넘게 이 나라에 자리잡아온 유대인들”이 “상당한 신세를
지고 있는 프랑스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유대인은 무슬림 및 프랑스인(“
그리스도교인”) “둘 모두와 긴밀한 우정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며 FLN의
43) “La masse musulmane algérienne saura-t-elle toujours distinguer entre Israélites et Israéliens?”
44) “Un article déplacé”,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3.
45) 전국을 6개 군사관할지역 윌라야(wilaya, 오늘날 알제리에서 ‘주’ 단위의 명
칭)로 나누고, 민족해방군(ALN)을 정규군화 했다. 또한 정치의 군사에 대한
우위와 함께 지휘권이 해외가 아닌 국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알제리혁명전국평의회(CNRA)와 조정집행위원회(CCE)를 창설하고 지휘권
을 6인의 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노서경, 『알제리전쟁 1954-1962』 (파
주: 문학동네, 2017), 353-359쪽.
46)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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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에둘러 거절했다. 이어 알제리 유대인-무슬림 사이의 오랜 관계,
“특히 비시 시절에 빛을 발한 따뜻한 우정”을 언급하며 “중동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이곳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 감정에 변화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덧붙였다.47)
FLN의 공식적인 동참요구에 대해 프랑스에 대한 감사로 답함으로써
사실상 친프랑스적 입장에 선 알제리 유대인 지도자들은 특별히 중동의
위기가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새로운
반유대주의’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까지는 무슬림 사이에서
알제리 유대인이 무슬림의 권리신장을 돕지 않는다며 비판하거나
식민주의의 동조자로 비난하는 기류는 있었지만 식민주의자 자체와
동일시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다.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1956년 11월호의 두 기사에서 내비친 이웃 무슬림에 의한
공격의 우려가 현실화되며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데에는 ‘중동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Ⅳ.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실현과 공존의 종식
알제리 유대인들의 두려움 가운데 자리 잡을 ‘새로운 반유대주의’라는
폭풍의 중심에는 나세르(Gamal Abdel Nasser)의 이집트가 있었다.
나세르의 집권 이후 앵포마시옹이 묘사하는 이집트는 “유대인의 영속적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박해의 땅이었다.48) 앵포마시옹이 나세르에 대해
더욱 분명한 감정을 내비치는 계기는 1956년의 ‘수에즈 위기(Suez
Crisis)’였다. 이집트의 수에즈 국유화 후 첫 발행호인 8-9월 통합호는
당시 나세르의 선언, 이집트 정부가 나치가 그러했듯 자국 유대인에게
특별 신분증 소지를 강제할 것이라는 소식,49) 동독 정부가 이집트의 외교적
47) “Une déclaration du Comité juif algérien d’études sociales”,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1. 굵은 글씨는 본고의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48) Nehemiah Robinson, “La récente persécution anti juive en Egypte”, Information Juive 61, 1954.12, p. 1, 4.
49) 이 소식은 오보로 밝혀졌고, 앵포마시옹은 다음호에서 이를 정정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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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얻기 위해 나치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불을 거절했다는 기사를 한
면에 나란히 실으며, 나세르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암시를 주었다.50)
수에즈 전쟁 발발 직후 발행한 11월호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
해방’으로 묘사하고 인도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한 반면, 이집트는 그동안
가자 지구를 ‘점령지’로 대해왔다며 폄하했다.51) 또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프랑스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간접적인 지지를 표했다.52) 12월호는
나세르에 대한 반감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뉴욕헤럴드트리뷴
(New-York Herald Tribune)』 기사를 인용하여 이집트 유대인들의
감금·추방 및 이집트 정부의 자산 몰수 음모를 보도했고,53) 영국 정부의
발표라며 나치 인사들이 나세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54)
세계유대인총회(WJC) 유대문제연구소의 「이집트의 유대인」 특집
기사는 “나세르가 절대권력을 쥐자 유대인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며, 그가 국내문제를 감추고 이스라엘과의 투쟁에서 아랍 세계의 선봉장이
되고자 자국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55)
아랍 세계에서 수에즈 전쟁은 이스라엘·프랑스·영국이라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이 한편이 되어 이집트를 침공한 사건이었고, 나세르는
투쟁의 선봉에 선 인물이었다.56) FLN은 프랑스를 상대로 한 독립투쟁에서
이집트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프랑스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차단하려 했다. 한편 샬(Maurice Challe), 마쉬(Jacques Massu)
등 프랑스의 수에즈 장교단은 알제리 전쟁에서 FLN 진압을 주도하는
“Mise au point”, Information Juive 81, 1956.10, p. 4.
50) Information Juive 80, 1956.8-9, p. 1.
51)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1.
52) “Réflexions”,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1.
53) “En Egypte, un juif sur dix a été soit interné, soit expulsé”, Information
Juive 83, 1956.12, p. 1.
54) “Le 《brain-trust》 Nazi de Nasser”, Information Juive 83, 1956.12, p.
1.
55) “Les juifs d’Egypte (d’après une note diffusée par l’Institut des Affaires
Juives du Congrès Juif Mondial)”, Information Juive 83, 1956.12, pp.
3-4.
56) 유진 로건, 이은정 역, 『아랍: 오스만 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 (서울: 까치,
2016), 428-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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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었다.57)

이스라엘·프랑스와

이집트·FLN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는 때, 앵포마시옹이 보인 친이스라엘-반(反)나세르적 입장과
숨맘의 요청에 대한 답변 속 친프랑스적 태도가 교차하며, 알제리 유대인이
식민주의 세력과 동일시되어 FLN의 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수에즈 전쟁은 FLN 내 역학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세르는
카이로를 기반으로 한 FLN ‘해외파’를 후원하며 프랑스군의 유대인
징집을 방해하거나 북아프리카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를 막으라는 등의
지령을 내렸다. 수에즈 전쟁 이후, 나세르의 지원에 힘입어 이들 ‘해외파’
가 아랍 민족주의를 투쟁 동력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국내파’ 거두 아반 람단(Abbane Ramdane)의 세속주의에 맞서
이슬람을 FLN의 대의로 포섭했고, 지도자들은 쿠란에 맹세하며 알라에게
군사적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FLN 선전에서 쿠란 인용이 늘어났다.
울라마58) 세력이 합류하며 FLN에서 이슬람 정체성을 보다 전면에
내세우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국내파’가 주도한 숨맘
회의의 원칙들은 1957년 8월 폐기되었고, 유대인·유럽인을 끌어들여
아랍·이슬람 중심의 국가구상을 훼손한다며 ‘해외파’의 비난을 받던 아반
람단은 1957년 12월 27일 모로코에서 FLN 조직원에 의해 살해당했다.59)
이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독립국가 알제리의 미래를 상징했다.
수에즈 전쟁 이후 알제리에서 유대인에 대한 폭력이 확산되었다. 알제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무슬림 이웃의 공격이 늘어났음을 느꼈고,
두려움의 주요 대상은 유럽인에서 무슬림으로 바뀌었다. FLN의 군 조직
정비 이후 투쟁은 더 격렬해졌고, 1957년 초부터 FLN이 개별적 암살에서
시한폭탄을 이용한 테러로 공격 방식을 전환하며 유대인 희생자도
늘어났다. 실제로 FLN이 특별히 반유대주의 전략을 짠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에 대한 일련의 잔인한 공격들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반유대주의

57) 노서경, 『알제리전쟁』, 428쪽.
58) 이슬람 사회의 신학자·법학자의 집합체로 이슬람의 교리와 제도를 실질적으
로 규정하고 지도한다.
59) Ibid., pp. 400-405;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129-130, 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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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물결이 다가온다는 인상을 주었다.”60)
1957년부터 CJAES에는 무슬림의 유대인 공격 사례가 수없이 보고되었다.
라자루스가 접수한 신고에 따르면 폭력은 유대인 시설 폭탄테러, 시나고그
침범 및 훼손, 유대인 지도자 암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1957년 6월 8
일 밤, 알제 유대인 젊은이들의 명소로 알려진 유흥업소에 폭탄테러가
일어나 9명이 사망, 8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57년 여름, 오랑과 본
등의 유대인들이 라자루스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와
공격에 대한 제보가 가득했다. 무슬림이 유대인을 프랑스군의 공모자로
비난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유대인들은 식민당국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라자루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내 1958년 3월, 라자루스는
한 회합에서 현재 유대인이 알제리 민족주의자의 손에 고통 받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적 입장을 취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했다.61)
알제리 유대인은 프랑스 편임을 더 이상 모호함 속에 숨기지 않았다.
1958년 5월 알제에서 성대하게 치른 이스라엘 건국 10주년 기념행사에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가 울려 퍼졌고 이스라엘
청백기와 프랑스 삼색기가 함께 걸렸다.62) 한 달 전, 행사를 준비하던
주최 측은 알제리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어느 편인지 확실히 정하라는
협박편지를 받았지만,63) 시온주의자뿐 아니라 알제리 유대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에서 프랑스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슬림 이웃의 마음 속 ‘유대인=이스라엘=프랑스=식민주의자’ 등식에
확신을 불어넣었다.
같은 해 5월 13일 알제 장군들의 ‘혁명’으로 드골이 권좌에 복귀한 뒤,
알제리에서는 잠시 유대인과 무슬림의 공존의 희망이 고개를 들었지만,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1960년 말부터 유대인에 대한 무슬림 이웃의
공격이 본격화되었다. FLN이 조직한 시위에서 프랑스군의 발포로 무슬림
60) Ibid., pp. 189-191, p. 195. 굵은 글씨는 본고의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61) Ibid., pp. 196-209.
62) Keren Rouche, “Projecting Algerian Judaism, Formulating a Political
Identity: Zionism in Algeria during the War of Independence (19541962)”,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2(2007), p. 193.
63) Michael M. Laskier, “The Emigration of the Jews from the Arab World”,
p. 425.
http://www.homomigrans.com

209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3(Nov. 2020)

112명이 사망한 직후인 1960년 12월 12일, 신원미상의 한 무리가 알제 대
(大)시나고그에 침입해 시설을 훼손하고 알제리 국기를 남겨둔 채 떠났다.
벽에는 FLN 이름과 함께 “알제리 공화국 만세”, “유대인에게 죽음을”
이라는 낙서를 새겼다. 몇몇 유대인 상점도 함께 약탈당했다.64) FLN
은 관련성을 부인하며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프랑스를 돕는 이들은 결국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65)
FLN 기관지 『엘 무자히드(El Moudjajid)』는 1960년 12월 21일자
기사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민족해방투쟁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들을 식민주의 범죄의 공모자로 비난했다. 알제 대(大)시나고그
테러 이후 15개월간 발생한 130건 이상의 유대인 및 유대인 시설 공격은
대부분 FLN과 그 지지자에 의한 것이었다. 1961년 6월 22일, 무슬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FLN의 지지자였다는 기록도 있다.) ‘셰이크
(Sheikh) 레이몽’이라 불리던 알제리 유대인 가수 레이리스(Raymond
Leyris)조차 암살당하는 지경에 이르자 독립국가 알제리에 유대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전망이 높아졌다.66)
알제리 유대인의 두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프랑스 시민권 상실의
기정사실화였다. 1961년 1월 FLN은 『엘 무자히드』를 통해 유대인과
유럽인을 ‘알제리의 소수집단(Algériens minoritaires)’으로 지칭했고,
튀니스에서 열린 알제리공화국임시정부(Gouvernement Provisoire de
la République Algérienne, GPRA) 회의에서 향후 독립국가 알제리가
크레미외 법령을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알제리 유대인은 프랑스로 떠날 자유를 지닌 유럽인과 달리,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 채 무슬림이 주인인 국가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유대인이 보기에 그 주인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었다.67)
1961년 9월 11일 유대력 새해 첫날 아침의 유대인 살해에서 비롯된
오랑의 대규모 유대인-무슬림 충돌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군중이 각각
64)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209-210.
65) Maud S. Mandel, Muslims and Jews in France, p. 51.
66)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p. 203-204.
67)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 183, pp.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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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알제리(Algérie Française)”와 “무슬림의 알제리(Algérie
musulmane)”를 외친 것은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상징했다.68) 유럽인 정착민들이 알제리 독립에 반대하며 그 해 2월 결성한
비밀군사조직(Organisation Armée Secrète, OAS)에 대한 유대인의
지지가 늘어났다.69) 프랑스로 이주하는 유대인 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독립이 현실로 다가오자 유대인은 알제리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다.
1962년 4월 26일자 『예루살렘 포스트(Jerusalem Post)』에 실린 한
콩스탕틴 유대인의 푸념은 이웃 관계의 종식을 예고했다. “오래 전부터
무슬림은 우리의 친구였지만 이제 알제리에서 유대인이 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 알제리가 완전히 독립하는 아랍인의 잔칫날 유대인의
재산이 후식으로 메뉴에 오르겠지요!”70)

Ⅴ. 맺음말
알제리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의 오랜 공존이 막을 내린 데에는 기존의
유럽인 중심 반유대주의와 달리 무슬림 이웃이 가해자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이
실현될 조건들은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불균등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알제리 유대인은 1870년 크레미외 법령을 통해 일괄적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반면, 무슬림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었고 번번이 좌절되었다. 식민지의 인종적 위계질서에
따라 형성된 차별에 대한 무슬림의 불만은 종종 유대인-무슬림 공존의
위기를 불러왔다. 알제리 전쟁 초기에 유대인은 프랑스에 대한 충성과
무슬림 이웃과의 연대 사이 ‘모호한 중립’을 표방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68) Joshua Schreier, “A Jewish Riot against Muslims: The Polemics of History in Late Colonial Alger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8-3(2016), pp. 746-748.
69)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 207.
70) Sung Choi, “Complex compatriots: Jews in post-Vichy French Algeria”,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7(2012), pp. 86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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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이후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며, 모로코·
튀니지·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그들의 두려움은 수에즈 전쟁을 지나며 알제리 무슬림 사이에서 유대인을
식민주의자와 동일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FLN 내 역학 구도가
변화하면서 현실화되었고 결국 알제리 유대인과 무슬림 공존의 종식으로
이어졌다.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공존 위기는 1956년의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닌,
식민지의 오랜 차별적 환경 속에서 축적된 갈등의 산물이었다. 수에즈
전쟁을 비롯한 중동의 위기는 알제리 유대인이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되는
데 불을 붙였을 뿐, ‘새로운 반유대주의’라는 초의 심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재현되고 있다. 무슬림
이민자 출신에 의한 반유대주의 행위가 2차 인티파다가 일어난 2000년
급증한 이래 팔레스타인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71) 여기에는 프랑스에서의 유대인-무슬림 간 정치적·
사회적 불균등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차 대전 이후 유대인이 “‘특별한’ 이방인”으로 대우받은 반면, 무슬림은
정치적 영향력 뿐 아니라 고용·임금·주거환경 등에서 차별받으며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72) 무슬림들의 불만은 프랑스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났고,73) 중동의 갈등에
자극을 받으며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유대인과 무슬림 상당수의 뿌리이기도 한 프랑스령 알제리에서의 과거가
오늘날의 유사한 현상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71) Günther Jikeli, “Explaining the Discrepancy of Antisemitic Acts and Attitudes in 21st Century France”, Contemporary Jewry, 37-2(2017), pp.
260-263.
72)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161171쪽, 211-232쪽.
73) Nonna Mayer, “Transformations in French anti-Semit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1-1(2007), pp. 58-60; 전현지,
「프랑스 이민자 집단 간 사회적 배제: 무슬림과 유대인 간 불균등」, 석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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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령 알제리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무슬림
관계

음동건

본고는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 변화를 무슬림
이웃으로부터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알제리 유대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무슬림은 원주민 지위에 묶인
채 차별을 견뎌야 했던 반면, 유대인은 1870년 크레미외 법령(Décret
Crémieux)을 통해 일괄적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뒤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이러한 불균등은 두 집단 사이에
긴장 관계를 조성하며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은 알제리 전쟁 초기 ‘모호한 중립’
을 표방하며 프랑스 시민의 지위와 무슬림과의 오랜 이웃 관계를 동시에
지켜내려 했지만, 1956년부터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에즈 전쟁 이후 그러한 두려움이 현실화되면서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공존의 역사는 독립과 함께 막을 내렸다. 본고는 당대
알제리 유대인 언론 『앵포마시옹 쥐브(Information juive)』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알제리와 이웃국가들을 바라보는 프랑스령 알제리
유대인의 시선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현실화가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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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wish-Muslim Relations and ‘New Antisemitism’ in
French Algeria

Eum Dong-gun

This study explains the changes in Jewish-Muslim relations in
French Algeria, focusing on Algerian Jewish perceptions of ‘new
antisemitism’ from their Muslim neighbors. In French Algeria,
Muslims were forced to endure discrimination with their native
status. In contrast, Jews gained French citizenship en masse
through the Crémieux Decree in 1870 and formed their identity as
French citizens. This imbalance created tensions between the two
groups, setting a stage for the realization of ‘new antisemitism’. In
the early stages of the Algerian War, Jews in French Algeria claimed
to be neutral ambiguously. They sought to maintain the status of
French citizens and hold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Muslim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have expressed their concern
about ‘new antisemitism’ since 1956. After the Suez War, such fear
became a reality in French Algeria and the history of Jewish-Muslim
coexistence in Algeria ended with its independe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mporary Algerian Jewish press, Information

Juive. By exploring how French Algerian Jews viewed Algeri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this study will confirm the impact of their
fear and the realization of that fear on the changes in Jewish-Muslim
relations in French Al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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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알제리 전쟁 이후 아르키(Harki)의 프랑스 이주
-프랑스의 모국송환자(rapatrié) 정책과 아르키-

문종현

Ⅰ. 들어가며
1962년 3월 에비앙 협정(accords d’Évian)으로 알제리 전쟁이 끝나
자,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의 모국송환 문제에 직
면하였다. 알제리의 독립은 프랑스의 일부였던 알제리가 분리되어 독립
된 주권국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한 알제리에서 프랑스인들
은 알제리 국민으로 고향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식민모국으로 이주
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1954년 11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FLN)이 이끄는 독립전쟁이 발발에서부
터 모든 알제리 주민들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인 살해
가 빈번하게 발생해 깊은 증오심을 낳았던 참혹한 내전을 경험한 프랑스
인 대부분은 고향 알제리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 1958년 수립된 프랑스
제5공화국에게 알제리 문제를 매듭짓는 전쟁의 종식과 알제리 독립의 인
정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프랑스내 알제리-프랑스의 지지자들과 알제리
에 사는 프랑스인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탈식민화(décolonisation)는 충
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의할 수 없는 난제였다. 따라서 탈식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모국송환자(Rapatrié) 정책은 행정적, 경제적 준비
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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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마침내 약 90만 명의 피에-누아르(pied-noir)와 10만 명의 유
대인이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한데 1954년 10월에서부터
1963년 7월까지 프랑스군을 지원하며 준군사조직에서 보충병으로 복무
하였던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으로 구성된 20만~40만 명 규모로 추정되
는, 아르키1)에 대한 적절한 송환계획은 마련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다.
100만 이상의 모국송환자 중, 아르키는 4만 2천여 명에 불과했고, 약 1만
명은 프랑스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알제리에서 탈출하였다. 1962
년 7월~9월 사이 알제리 독립 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혼란한 상황에
서 프랑스로부터 버림받은 수만 명의 아르키가 살해당했다. 프랑스 정부
의 공식문서에 따르면 1만여 명이라 추정되지만, 아르키 단체들은 약 15
만 명이라 주장한다. 오늘날아르키 학살사건 자체를 외면해 왔던 알제리
역사가들조차 여러 자료에 근거해 약 7만 5천에서 10만 명 규모일 것으
로 판단한다.2)
종전 이후 드골 정부는 모든 알제리 무슬림의 입국을 받아들일 수는 없
다면서, 난민지위는 오직 알제리에서 독립 이후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
들만 해당된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피에-누아르에 대한
모국송환도 버거운 상황에서 행정적, 경제적 초과비용이 뒤따르는 알제
리 무슬림에 대한 이주에 프랑스는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 난민자격 심
사에서부터 정착지원까지 아르키의 이주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아르키는 처음에는 준군사조직 아르카(harka)에 참여한 개인에게 붙
여진 이름에 불과했지만, 넓게는 프랑스에 협력한 무슬림 전체를 의미한
다. 종전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 무슬림은 1970년대에는 이슬람
교인 프랑스 모국송환자(Français rapatriés de confession islamique:
1) 본 논문에서는 Harki를 아르키로 표기할 것이다. 아르키에 비해 하르키가 알
제리인들의 발음에 일치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오늘날 아르키
들이 프랑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 시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프랑스
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음인 아르키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는 아르키
가 알제리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Ivry-sur-Seine: Editions de l’Atelier, 2008), pp.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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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CI)로, 1980년대에는 북아프리카계 모국송환자(Rapatriés d’origine
nord africaine: RONA) 등으로 불렸으나, 오늘날에는 프랑스 무슬림 모
국송환자(Français musulmans rapatriés: FMR) 혹은 아르키로 통칭된
다. 이름에서부터 발생하는 의미의 혼용은 프랑스에서 아르키 문제를 굴
절시켜 온 원인 중 하나였다. FMR은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 무슬림 전
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알제리 전쟁기 보충병으로 동원된 아르
키 이외에도 프랑스 식민정부에 협력한 행정관료, 판사, 경찰, 국회의원,
사업가 등 알제리 엘리트가 포함된다. 대부분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
니라 징병 된 가난한 농민군(paysans militarisés)이었던 아르키를 프랑
스에 협력한 식민지 엘리트들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3) 알
제리전쟁을 연구하는 파리 8대학의 역사학자 아르비(Mohammed Harbi)
는 “아르키는 알제리 전쟁기간 중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며 아르키가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라고 강조한다. 아르키는 식민주의 협력자라기보다는 전쟁 이후 프
랑스에서 만들어진 알제리계 이주자공동체 중 한 집단의 이름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4)
더욱이 아르키라는 이름을 둘러싼 혼란은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자를 의
미하는 ‘라파트리에(Rapatrié)’로 불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자체
에서 발생한다. 고향인 알제리를 떠나 식민모국 프랑스로 이주한 것이 과
연 귀환일까? 라는 단순한 질문은 지중해 건너 프랑스 본토가 아르키의
모국이 될 수 있는가? 혹은 프랑스인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된
3) 아르키들 중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된 사람들도 있었고, ALN 출신의 포로들
의 경우 아르키가 되거나 사형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전향
한 아르키 중 일부는 잔혹 행위로 명성을 날렸다. 자발적으로 입대한 경우에
도 대부분 경제적 동기가 강했다. FLN이 양, 소 등 보유한 가축을 징발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복수를
위해 아르키가 되기도 했다. 아르키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논
문을 참고하시오. 노서경, 「아르키(Harkis) 문제」,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2권(2010), 31-36쪽; Michel Roux, “A propos des événements de l’été 1991, le casse-tête harki”, Migrations Société, vol.4,
n.20(1992), p. 18.
4) Mohammed Harbi, “La comparaison avec la collaboration en France
n’est pas pertinente”, in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 93.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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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내가 그랬듯, 영혼이 배신을 저지르면
그 육신은 악마가 빼앗아 가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모조리 악마의 지
배를 받는다는 것이오”라고 배신자들이 당하는 형벌을 묘사했듯이 아르
키는 동족을 배신하고 학살한 식민주의 협력자로 알제리계 이주공동체에
서나 프랑스 사회에서 취급받아 왔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완전한 프랑스
인이 아닌 무슬림 원주민으로, 알제리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프랑
스인도 아니고 독립한 알제리의 국민도 될 수 없었던, 프랑스와 알제리,
지중해 양안에서 버림받은 아르키에게는 프랑스 식민주의 역사의 모순과
알제리 전쟁이 남긴 상흔이 누구에게 보다도 많이 남아있다.
본 논문은 먼저 탈식민시대로 준비 없이 이행하게 된 프랑스가 추진한
모국송환정책을 검토하고, 이어서 아르키가 원주민 부대로 만들어지는
과정, 알제리 전쟁 중 그들이 직면했던 프랑스인, 알제리인으로서의 성격
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탈식민화가 지녔던 난맥상을 분석하면
서 아르키가 모국송환법에서 어떻게 배제되었고 식민모국으로 정착한 이
후에도 지속되었던 제도적 차별을 검토할 것이다. 아르키가 알제리를 떠
나 식민모국 프랑스로 이주하는 과정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자 고향
을 떠나야만 했던 자발적 선택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식민주의가 지녔
던 인종차별의 질서, 즉 시민으로서의 차별과 배제를 감수해내면서도 프
랑스인이 되려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였다.

Ⅱ. 모국송환정책과 알제리 전쟁
모국송환자란 단기간 혹은 장기간 외국에서 거주하던 사람 중 자연재
해, 전쟁, 사회불안 등의 이유로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아 모국으로 귀국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모국송환자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가 독립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알제리 독립은 모국송환자
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알제리 독
립 이전인 1954년 인도차이나 약 4만 4천 명, 1956년 이집트 약 7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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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약 26만 명, 튀니지 약 18만 명 등의 모국송환자가 발생하긴 했
지만, 그 수가 알제리보다 매우 적었다. 알제리 이외의 국가들에서 발생
한 탈식민화 과정에서는 깊은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착을 위
한 지원에 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대규모 내전 혹
은 독립전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긴박한 모국송환정책이 필요하지
도 않았다. 하지만 길고, 참혹한 전쟁의 양상을 보인 알제리는 달랐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전체 모국송환자 중 2/3가 알제리에서 귀환했
을 정도로 이주의 규모가 컸다. 알제리 전쟁의 종전이 다가올수록 프랑스
정부에게는 알제리 거주 프랑스인에 대한 이주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
구되었고 결국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수용과 재정착에 관한 1961
년 12월 26일 법(la loi du 26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ccueil et
à la réinstallation des Français d’outre-mer)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서 귀국송환자의 지위는 “정치적 사건의 결과로 프랑스의 보호령, 신탁
통치령과 같이 이전 프랑스 주권 아래에 있었던 영토에서 떠나야만 하는
혹은 떠나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프랑스인”으로 정의되었다. 모국송
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되기 이전부터 이 영토에 거주해야
했고 둘째, 이 영토가 독립했을 때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
며, 셋째, 독립과 연관된 직접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이 영토를 떠나
야 하는 경우였다.
프랑스 정부가 관심을 둔 모국송환자는 알제리 프랑스인(Algérie française)으로 정의된 유럽인들로 무슬림이 아닌 사람(non-Muslim)을 의미
하였다. 피에-누아르로 불린 90만 명에 달하는 유럽계 프랑스인과 12만
명에 달하는 알제리 유대인들이 주된 모국송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들에게 알제리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던 반면 지중해 건너 프랑스는
그들의 삶과 인연이 적었던 낯선 땅이었는데 피에-누아르와 유대인들은
‘토종 프랑스인(Français de souche)’이 아닌 알제리 프랑스인의 정체성
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들은 때때로 식민모국의 프랑스인들에게
도 다른 프랑스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주민에 대해 적대적인 프랑스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오늘날까지 강조하는 혈통과 땅의 신화는 프랑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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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프랑스인과 진정한 프랑스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5) 프
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탈식민운동 앞에서 프랑
스를 다시 유럽화(Europeanization)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6) 1957년 프
랑스의 유럽경제공동체(Europena Economic Community: EEC) 참여는
이러한 유럽화의 결과물이었다. 알제리 모국송환자들은 ‘위대한 프랑스
(plus grande France)’가 아니라 프랑스 제국이 해체된 다음 유럽의 일
부로 전락한 프랑스의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민족정체성
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1961년 프랑스 정부와 FLN 사이에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모
국송환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알제리 거주를 희망하는 프
랑스인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의 결과 알제리 독립 이후,
알제리에 거주하는 유럽인(Europeans), 즉 알제리-프랑스인은 ‘소수민
족’(minority population)이 되었다. 알제리 프랑스인은 UN의 국제인권
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인정되어 비무슬림 알제리인
의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FLN과 협상 중이었던 드골 정부는 알제리 독
립 후 프랑스인들이 사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키면서
도 더 이상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예고하였
다. 비록 인구 규모에서는 소수였지만, 정치적 다수자였던 프랑스인들이
소수민족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특권의
소멸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알제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프랑스인의 수
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다수는 모국송환을 선택할 것은 일찌감치 예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봄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를 떠나는
모국송환자가 약 38만 명 규모에 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국송환정책을 담당한 알제리부 장관(Ministre d’État aux Affaires
Algériennes) 루이 족스(Louis Joxe)는 신중하면서도 은밀하게 프랑스
인들의 이주계획을 수립, 실행하였다. 모국송환정책 초기 정부는 많은 수
5) 프랑스 민족주의가 강조한 혈통과 땅의 신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마은지, 『민족주의의 재발견』 (서울: 선인, 2016).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Maxim Silverman, Deconstructing the
Nation: Immigration, Racism and Citizenship in Modern France (New
York: Routledg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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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모국송환을 희망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국송환자는 사실 이주를 위한 약
간의 보조금과 구호품을 지원받았을 뿐이었지만, 정부는 이주배상금 수
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사람들의 출발을 제한하고 엄격
하게 통제하였다. 1961년 모국송환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총리 퐁피두
(Georges Pompidou)와 모국송환부 장관 불랭(Robert Boulin)은 각부
의 장관과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집하였다. 초기 모국송환자들의 이
주지역은 프랑스 본토뿐 아니라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도 포함되었다. 1956년 모로코가 독립하자 떠나야 했던 프랑스인
을 대상으로 일찍이 소규모의 실험적 형태로 남미로의 이주가 추진되었
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 본토
로 유입되는 모국송환자를 다른 국가로 정착시켜 이주의 흐름을 프랑스
외부로 분산시키고 싶어 하였다. 1962년 소규모의 가족이 브라질로 향했
으나 정착지원금을 둘러쌓고 갈등이 발생해 더 이상의 이주는 실행되지
못했다. 남미는 매력적인 이주지역이 아니었기에 알제리에서 떠나는 사
람들은 본토로의 귀향만을 희망하였다. 1962년 5월부터 본격적인 대규
모의 알제리 탈출이 시작되었다. 모국송환자의 이동과 정착지역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약 66.8%가 프랑스 남부에 정착하였다.7)
1962년부터 모국송환자의 정착에 필요한 건물과 토지, 즉 학교, 군부대
병영, 공장 건물, 종교시설물 등이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고 1963년에는
약 3만 5천 개의 공공임대주택(HLM) 건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모국송환정책에서 아르키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알제리 전쟁에 대한 기억의 의무를 주장한바 있는 역사학자 비
달 나께(Pierre Vidal-Naquet)는 1962년 겨울 이미 아르키가 모국송환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8) 아르키에 대한 사료
가 다른 모국송환자와 달리 벵센느(Viecennes)의 군기록보관소에서 보
관되고 있을 정도로 아르키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특별하게 관리하였다.
7) 재인용. Choi Sung-Eun,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 (London: Palgrave, 2016), p. 57.
8) « La guerre révolutionnaire et la tragédie des harkis », Pierre VidalNaquet, Le Monde, 11-12 novembre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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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이나 알제리인들은 흔히 아르키를 민족의 배신자, 기회주의
자, 프랑스에 매수된 자, 꼴라보(collabos)로 부른다. 알제리 독립운동가
와 프랑스 반식민주의자에게서 알제리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혁명’이었
다. ‘프랑스의 알제리(Algérie française)’를 끝내고 알제리인의 알제리
(Algérie algérienne)로 만드는 독립국가 건설은 혁명의 목표였다. 따라
서 주권자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프랑스군과 피에-누아르, 그리고 식민지
협력자들은 혁명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57년 여러 건의 폭탄테러
혐의로 기소된 알제리 여성독립운동가 부이레(Djamila Bouhired)의 재
판이 열렸다. 변호사 베르제(Jacques Vergès)를 비롯한 알제리 독립을
지원하는 반식민주의자의 적극적인 변호와 여론전으로 인해 반전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전쟁 중 발생한 고문과 학살사건이 알려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급격히 훼손되었다.9)
식민화 초기부터 프랑스 군부는 알제리 식민통치에 깊게 개입하였다.
1870년 제3공화정 수립 이후 군은 민간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알제리
를 관리하였고 사하라 알제리의 경우 독립 전까지 군의 관할 지역이었
다.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자 알제리인들은 프랑스군의 토벌 작전에 직접
적, 간접적으로 동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알제리 총독 레오나르
드(Roger Léonard)는 알제리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농촌 지역 순찰업무
를 담당하는 보충 경찰대로서 원주민 부대(goums civils)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
다.10) 아르키 부대가 본격적으로 창설된 것은 1955년 지적이면서도 유
연한 성품에다 정치적으로도 좌파로 평가받던 인류학자인 수텔(Jacques
Soustelle)이 총독으로 임명되면서부터이다. 그는 알제리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1955년 9월 특별행정부대 SAS(Sections administratives
9) 프랑스 시민들과 징병의 대상이 되었던 청년들에게 알제리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고 추악한 식민지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의 점령에 대
한 기억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해방자가 아닌 지배자 역
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때때로 FLN이 저지른
학살사건은 프랑스에 알려졌지만, 반식민주의자들은 군과 정부 당국이 조작
한 사건이라거나,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생각하였다.
10) François-Xavier Hautreux, “L’engagement des harkis(1954-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90(200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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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écialisées)를 만들었다. 400개의 분대로 구성된 이 부대에는 아랍어
를 구사하고 무슬림의 풍습과 전통을 이해하는 장교와 현지 협력자로 고
용된 아르키가 배치되었다. 농업, 교육, 건강, 건설, 사법 등 식민지 사회
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조직된 SAS에서 아르키는 군사적 임무보다는 행
정적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미 내전 상황 속에 빠져버린 알제리에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군의 토벌작전으로 모로코와 튀니지 국경 인접 지역으로
후퇴했지만, 약 4만 명으로 구성된 FLN의 군사조직 민족혁명군(Armée
de libération nationale: ALN)은 기습과 매복공격 전술로 프랑스군에 역
공을 취했다. 내전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없이 격화되면서, FLN의 군사적
방향은 유럽계 식민자들에 대한 공격에서 FLN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알
제리인들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FLN의 ‘민족 배신자’에 대한 처형 방
식은 매우 잔인하였다. 이슬람 교리에 따라면 사자의 육체가 훼손당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참수하는 형태를 띤 처형은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
분하였다. 이에 반해 프랑스 군인과 민병대는 참수보다는 교수형을 선호
하였다. 알제리 전쟁 기간 6천 명의 무슬림과 1천 명의 유럽계 프랑스인
이 살해당했다. 폭력이 전국화, 일상화되면서 무슬림 알제리인들 사이에
서도 적개심은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FLN 내부의 경쟁과 무질서로 인해
점령한 지역에서의 부과한 세금과 물자의 징발로 인해 무슬림의 불만도
커졌다. 마을을 점령한 FLN과 무슬림 사이에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폭
력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1956년 극동아시아에서 정보장교로서 경력을 쌓은 살랑(Raoul Salan)
이 알제리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군대가 상시 주둔하는 지역을 확대함으
로써 게릴라들이 장악하고 있는 농촌 지역을 탈환하고자 하였다. 군사전
략에 따른 대규모 주민의 강제이주는 필수적이었다. 2백 35만 약 알제리
인구의 26%에 달하는 알제리인들이 2400개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수용소에 배치되었다.11) “조상의 땅에서 뿌리가 뽑힌 체 마치 양처럼 갇
혔다”라고 회상하는 아르키는 이 시기부터 수용소에 억류되었고 이러한
11) Vicent Crapanzano, traduit. Johan-Frédérik Hel Guedj,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aris: Gallimard, 2012),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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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생활은 프랑스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수용소에서 범죄자
처럼 심문을 받고 농사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소득은 얻을 수 없었다. 조금밖에 되지 않는 배급품으로 연명해야 하는 수
용소 생활은 가장이었던 다수의 무슬림 남성들을 아르키로 만들었다. 농
촌과 달리 도시 외곽지역에서 활동하는 FLN은 프랑스 식민지 정부의 심
각한 골칫거리였다. 약 8만 명이 거주하는 카스바(Casbah)는 FLN 활동
의 거점으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1957년 1월 마쉬(Jacques
Massu) 장군이 주도하는 도시 게릴라를 제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군사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FLN을 굴복
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불법적인 감금, 고문과 잔혹행위 등을 사용함
으로써 프랑스군의 사기와 위상은 추락하였고, FLN의 지지를 확산시켰
을 뿐이다. 또한 군은 FLN 조직원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
로 주민을 처벌해 아동, 부녀자, 노인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발
생시켰다.
1958년 살랑의 후임자 샬르(Maurice Challe)는 새로운 방식의 군사작
전을 개시하였다. 그는 헬리콥터를 활용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해 FLN
의 거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지형과 FLN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르키의 필요
성을 높였고, 아르키는 이제 2만 6천 명에서 6만 명에 달했다. 군사적 필
요성과 함께 비정규 군협력자로 아르키가 소집된 이유는 프랑스 군대가
무슬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과
적으로 최소한 FLN에 가담하는 인원을 줄이는 효과는 나타났다.12)
12) 원주민 보충병으로 구성된 부대 아르카(harka)는 부대 운영과 모집 주체에 따
라서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첫째, 1955년 1월 내무부 장관 프랑수와 미테랑에
의해 설립된 다수가 전쟁에 참전했던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농촌지역에서의
치안업무, 경찰보조 업무를 담당한 농촌보호 기동부대(Groupes mobiles de
protection rurale: GMPR)이다. 전형적인 보충대인 이 부대에는 민간인과 군
인이 섞여있었다. 알제리인들의 반란에 맞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검문, 순
찰,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1958년 안전기동부대(Groupes mobiles
de sécurité: GMR)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대원들은 부대에 남거나 경찰 소속
의 공화국 보안 기동대(Groupes mobiles de sécurité: CRS)로 흡수되었다.
둘째, 1955년 9월에 만들어진 모그아즈니(moghazni)로 불리기도 한 모크아
즈니(mokhazni)이다. 이 부대는 알제리 전쟁 중 프랑스군이 설치한 지방행정
기구(Section administrative spécialisée: SAS)와 이후 재편된 지방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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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 부대에는 프랑스화된 알제리 원주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부대도 있었다. 이러한 아르키 부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부알람(Saïd
Boualam)으로, 알제리 서남부 출신이었던 그의 부족은 일찍이 프랑스 식
민정부에 협력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부알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에는 튀니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싸운 군인이었으며, 1945년 이
후에는 프랑스 국회의 부위원장까지 역임한 알제리-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사였기에 부족 사람들을 규합해 전투부대를 창설하였다.
프랑스군에 협력해 군사작전을 수행한 아르키 부대의 활동에도 불구
하고 프랑스는 아르키를 든든한 실질적 협력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956년 4월 알제리 총독 라코스트(Robert Lacoste)는 아르카 창설, 조
직운영, 무장에 대한 원칙을 “질서유지 임무를 부여받은 임시부대”로 규
정하였다. 그는 아르카를 무슬림 군인으로 편성된 게릴라전에 대항하는
독립적이며 프랑스 장교의 지휘를 받는 부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부대 운용원칙에 대해 군사령관 살랑은 알제리인으로 구성된 부대는
프랑스 정규군을 보조하는 제한된 임무와 복무기간이 부여되는 보충부
대로 남아야 한다면서 총독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특히 프랑스 장교들은
아르카를 신뢰하지 않았다. 원주민만으로 구성된 부대는 프랑스를 배신
해 총구를 자신들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총기와
구(Section administrative urbaine: SAU)를 보조하는 다양한 임무를 담당
하였다. 인구조사, 세금, 선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의 행정적 역할, 기간
시설 건설, 주거, 농업개발 등 경제적 역할, 주민감시와 정보수집 등의 군사적
역할, 보건, 교육, 청소년 정책 등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준군사 조직이
었기 때문에 주로 방어적인 임무를 담당했으나 토벌작전에도 동원된 이 부대
는 알제리인들을 강제수용소로 이송하는 정책이 실행되는데 크게 기여하였
다. 셋째, 1956년 45세 이상의 피에-누아르로 구성되었으나 1958년 알제리
무슬림도 부대의 대원으로 받아들인 국토부대(Unités territoriales: UT)이
다. 1960년 유럽인과 무슬림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부대가 해산되기 전까지
공공시설물, 도로의 보호, 수송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넷째, 1956년 8월 알제
리 군사정부에 의해 창설된 자경단(Gruopes d’autodéfense: GAD)이다. 여
러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모집된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다른 부대와 달
리 급료를 받지 않았고 무장 상태도 열악했다. ALN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즉
시 신고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다섯째, 프랑스 군에 복무한 하급 보충병이
다. 가난하고 문맹이었던 농민 출신인 이들 중 전투에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
에 불과하였고 전투병의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요리, 세탁, 쓰레기 수거
등 잡역에 동원되었다. 프랑스 군과의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1961년이 되어서야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복무기한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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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의 관리권한은 오로지 ‘토종 프랑스인(Français de souche)’ 군인에
게만 부여했다. 무슬림 병사들에게는 자동소총, 기관총, 자동권총의 소지
가 금지될 정도였다. 프랑스군은 정규군 처우를 해주기보다는 임시적인
임무를 부여해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드골 역시 알제리 무슬림의 배
신을 우려했기에 ‘형제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에 아르카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13)
프랑스 정부의 아르카에 대한 명확한 운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감
시, 방어, 보호 등의 임무만 부여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
된 아르키에게는 다양한 임무가 지휘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여되었다.
알제리 빨치산이라 할 수 있는 펠라그하스(fellaghas)에 맞서기 위해 아
르키는 산악지형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시에서는 FLN 점
조직을 색출하기 위한 정보전에서 활용되었다.14) 카스바의 경우 주민의
약 30~40%가 이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차라리 프랑스 군인에 의해
심문받을 것을 선호했을 정도로 고문에서의 아르키가 보여준 잔혹성은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아울러 지중해 건너 파리에서는 경찰
청장 파퐁(Maurice Papon)이 만든 경찰력을 보조하는 파란군모(calots
bleus)가 이름을 널리 알렸다. 알제리에서 충원된 250~400명으로 구성
된 이 부대는 잔혹한 고문행위로 악명을 떨쳤다. CRS와 비슷한 특별한
복장을 하고 프랑스 장교의 명령을 따르며, 파리 13구, 14구, 외곽 판자
촌에 거주하던 알제리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감시와 탄압에 앞장섰다. 알
제리와 튀니지로 FLN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스파
이로 활약하였고, 1961년 10월 17일 학살사건에도 동원되었다. 전후 부
대가 해산되자 부대원들은 프랑스 경찰에 편입되어 그 지위를 보장받았
다.15) 파란군모 부대에 의해 약 1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알
13)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 43; Vicent Crapanzano,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p. 95-96.
14) 노서경, 「아르키(Harkis) 문제」, 38-44쪽.
15) 1961년 리베라시옹(Libération)의 기자 폴레트 페쥐(Paulette Péju)는 『파
리에서의 아르키와 북아프리카 아랍인의 박해(Les Harkis à Paris et Ratonnades à Paris)』에서 파란군모 부대의 실체를 짧은 두 권의 책으로 폭로하
였다. 그는 알제리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용병에 불과한 집단으로 알제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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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내전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프랑스 장교들에게 아르키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오로지 하루살이 삶에
만족하는 날품팔이하는 농민으로 구성된 용병일 뿐이었다. 신뢰할 수 없
는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르키는 늘 하사관에게 감시와 통제의 대상
이었다. 알제리 국방안전부에 따르면 알제리 전쟁 말기 다수의 아르키들
이 반란을 획책하거나 FLN과 내통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FLN의 구성원
이 아르키로 위장해 프랑스 부대에 활동하였다. 1959년에는 한 달에 20
건 이상 반란계획이 적발되었으며, 1961년에는 한 달에 27건으로 증가
하였다.16) 결국, 전쟁 기간 프랑스군은 아르키를 충성스러운 공화국의 병
사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못했다.

Ⅲ. 에비앙 조약과 아르키 학살
1960년 알제리 위원회(Comité des Affaires Algériennes)가 수립된 이
후 프랑스 대통령과 장관들은 전쟁의 종결 기운이 무르익어 갔다. 1961
년 1월 드골 정부가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알제리의 자주적 결정(autodétermination en Algérie), 즉 알제리 독립을 프랑스 본토인구의 75%, 알
제리 인구의 69%나 되는 투표자가 찬성하자 종전의 길이 열렸고 협상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프랑스군과 보충병의 수는 약 18만~21만에 달했
다. 1961년 프랑스와 FLN의 평화협정 체결이 다가오면 올수록 약 120개
의 폭탄이 터질 정도로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철수를 반대하는 움직임 또
한 강해졌다. 이른바 식민지 ‘정착자 주권론’(Settler sovereignty)을 내
세우는 알제리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결성한 단체들의 활동은 파업, 시위
배신하고 얻은 대가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알제리 독립을 지지했던
프랑스 좌파들의 시작을 잘 보여주는 페쥐의 저작은 아르키의 반인권 행위를
잘 보여주지만,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프랑스 군, 경찰의 책임과 지휘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LN과 아르키 양쪽 모두에게 북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적 스트레오타입이 활용되어 비난의 근거가 되었다.
16) François-Xavier Hautreux, “L’engagement des harkis(1954-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90(200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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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부터 폭동,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58년 7월
제5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은 알제리에서 96%의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FLN과의 협상으로 알제리 프랑스를 배신
한 그에 대한 실망감, 적대감은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하였다. 1962
년 3월 18일 에비앙협정이 체결된 후 피에-누아르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6월에만 3십 5만 명이 프랑스로 귀환하였다. 이후 약 1년 동안 100만여
명이 알제리를 떠났다. 부유한 피에-누아르는 알제리에서의 재산을 국외
로 옮길 수 있었지만 가난한 백인(petit blanc)은 맨몸으로 프랑스에 도
착하였다.17)
7월 국민 총투표에서 99% 이상이 알제리 독립과 종전에 찬성하게 되
면서 전쟁의 끝은 공식화되었지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문이
알제리에서 퍼졌다. 프랑스군은 무슬림 병사들의 탈영을 우려하였는데,
실제로 ALN에 가담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슬림 병사의 수는 늘어났다.
FLN은 만일 혁명에 가담한다면 형제애를 발휘해 아르키를 사면할 것이
라 선전했지만, 아르키의 미래는 불투명 해져갔다. 프랑스군은 지급된 무
기가 FLN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무장해제에 적극적이었다. 보충
병 복무경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처벌과 보복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무장해제는 1961년 초부터 점차 진행되어왔다. 1962년 3월 20일 프랑
스 정부는 아르키에게 3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프랑스 군대
에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전 복무기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소 9
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으
며 프랑스로의 이주를 위한 교통편도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 복무기한과
경력에 따라 500~2000프랑의 특별수당을 받고 즉시 전역한다. 셋째, 6
개월 동안 결정을 위한 유예기한이 허용할 테니 그 동안에도 비군사 조직
의 보충병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약 1,500여 명은 즉시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여 프랑스로의 이주를 꿈
꿨고, 대다수의 아르키는 두 번째 제안을 수락하였다. 4월이 되자 약 98%
의 아르키를 무장해제 되었고, 약 60%에 달하는 24,397명 아르키가 제
17) 이용재, 「에비앙협정 50주년을 넘어」, 『역사비평』, 111호(2015, 5), 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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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결국, 1962년 3월~1963년 11월 사이 32,187명 약 80%의 아
르키가 해고되었고, 약 11% (4,549)는 6개월간의 복무를 선택했다. 그
리고 8.2%인 3,383명이 프랑스 정규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이러한 아르
키의 선택은 완전히 자율적 않았는데 때로는 프랑스군의 명령에 따라 실
행되기도 하였다.18)
무장해제를 당했을 때 아르키는 FLN의 학살을 피해 많은 서류를 준비
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만 난민캠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
하지 못했다. 이들은 전쟁 이전의 상태인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
며 가족과 친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토지구매에 대한 보상
금, 정부 공공 작업장에서의 노동, 주택 수리 보조금, 등 프랑스 정부의 지
원을 막연히 기대하였다. 1962년 4월 알제리의 상황은 혼돈이었다. 종전
을 위한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에는 아르키에 대한 처벌이나 살
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종전이 확정되어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학살이
시작되었다.19) 프랑스 내무부는 자경단과 ‘옛 반란군’에 의해 치안이 무
정부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에비앙 협정은 아르키의 안전
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보장도 해주지 못했다. 비록 종전 이전의 행위
로 인한 “경찰과 사법부의 처벌 혹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
항이 에비앙 협정의 2장에는 명기되어 있었지만, 이 조항은 전혀 현실에
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민간인 보호에 관한 3장 즉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이든 지역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이든
알제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기되었으
나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었다.
내전 상황이 격렬해지면 적대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 자연스
럽게 자라난다. 적으로 간주된 사람을 살해에는 강렬한 증오를 동반하기
18) Vicent Crapanzano,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 113.
19) 1961년 7월 2주(Wilaya II)에서 유포된 유인물은 자유를 위해 싸운 전사들은
모든 아르키의 목을 베거나, 돼지처럼 보상 없이 일하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고 선동하였다. 또한 FLN의 언론 담당부서는 프랑스 식민정부에 협력한 아
르키들에게 완전한 항복과 속죄를 요구하였다. “프랑스는 아르키를 버렸다”
라고 프랑스로 이주한 수많은 아르키들이 한결같이 증언한다. 그들은 프랑스
를 믿었으나 프랑스는 그 믿음을 저버렸고 비열한 배신을 했다고 느낀다. 또
한 프랑스가 알제인들의 아르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했거나 혹은 방관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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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적은 절대 같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할뿐더러 해서도 안 되
는 의무가 생겨났다. 공개처형, 고문, 약식처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된 학살을 아르키와 그 가족들은 피해 가지 못했다. 공개적인 고문은 전
국에서 발생하였다.20)
아르키의 학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적 질문이
다. 학살당한 사람의 수와 노동수용소, 교도소 등의 존재를 고려해 봤을
때 학살은 단순히 대중의 충동적인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LN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에서 독립을 이끈 정치지도자들이 민
족적인 정화, 순수성의 회복을 위해서 학살을 방조, 묵인했다고 할 수밖
에 없다.21) 또한, 학살은 알제리 내전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
랑스와 맞선 독립전쟁은 한편으로 알제리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내전 상
황을 초래하였다. ‘알제리 민족주의 운동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MNA)’과 FLN 사이에 독립을 둘러싼 노선투쟁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양측 모두 상대방 진영이 이용하는 카페에 폭탄을 설치해 살해하는 이른
바 ‘카페전쟁(guerre des cafés)’으로 말미암아 약 5천 명의 알제리인이
사망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1954년 11월 1일 만성절 봉기로부터 알제
리 전쟁은 프랑스군과 맞선 독립전쟁이지만, 또한 알제리인들 사이의 내
전이기도 하였다. 다수의 학살은 종전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LN
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내전은 독립과 함께 종결
20) 알제리 전쟁에서 발생한 고문과 종전 이후 아르키에 대한 고문은 그 성격에
서 차이가 난다. 전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밀실에서 은밀하게
수행되는 행위이자 국가폭력이라면 전후 아르키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고문
을 행하는 시스템도 목적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해자가 있었고 공공연
히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질서, 민족정체성, 권
력의 과시를 위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한 죽음이 목적이었다. 아르
키는 고문과 더불어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여장을 한 아르키는 거세
된 존재로서 무능력하고 동물과 같이 취급받았기 때문에 아동과 여성의 폭력
앞에서도 무력하였다. 사망한 아르키는 마을의 공동묘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외곽에 버려졌다. 이는 아르키가 완전히 망각되는 대상이자 마을에 어떠한 흔
적도 남기지 못하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의미였다. Vicent Crapanzano,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p. 129-131.
21) 알제리 전쟁이후 형무소와 강제노역소에 수감된 아르키에 대한 자세한 역사
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Fatima Besnaci-Lancou, Des harkis envoyés à la
mort: Le sort des prisonniers de l’Algérie indépendante(1962-1969)
(Paris: Editions de l’Ateli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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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뒤늦게 ALN에 가담한 알제리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충성
심을 증명하고자 학살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알제리 전쟁에서 폭력은 군
사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공포를 적에게 심어주기 위
해서 행사되었다. 이는 프랑스군이나 FLN 모두 공유하는 특성이었다. 종
전 이후 내전 속에서 태어난 폭력성은 아르키를 향해 발산되었다.
5월 알제리에서 프랑스로의 망명을 신청하는 아르키의 수가 3,500 에
서 7,300명으로 증가하였다. 6월 말이 되자 신청자는 10,500명에 달했
고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욱더 늘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아르키 망명 신청자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인 이
유와 더불어 인종적 선입견 때문에 주저하였다. 드골은 1959년 3월 “무
용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노란 프랑스인, 검은 프랑스인, 갈색 프랑스
인이 있는 것은 좋다. 이들은 프랑스가 모든 인종에게 열려있으며 보편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작은 소수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는 더는 프랑스가 아니다. 우리는 먼저 유럽
의 백인 인종이며, 그리스, 라틴문화 그리고 기독교권이다”22)라고 선언할
정도로 프랑스의 인종적 순수성이 유지되길 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프랑스 정부는 아르키의 망명신청 이유를 “미래에 다가올 통합을 위
해 FLN과 가까웠던 몇몇 아르키 혹은 모그하즈니들이 프랑스 정부의 보
호를 받는 조건을 선호”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23)
또한, 비밀군사조직(Organisation Armée Secrète: OAS)에 가담하였
던 장교들을 중심으로 알제리연합(Association des anciens des Affaires algériennes: AAAA)이 결성되자 프랑스 정부는 깊이 우려하였
다. 이들이 프랑스로 이주하려는 아르키를 동원해 군사적 위기 상황을 발
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피가로』, 『르몽드』를 비롯한 신문들
도 아르키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OAS의 활동의 지원할 수 있기에 아르
키의 이주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키에 대한 학살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프랑스의 대
22) Alain Peyrefitte, C’était de Gaulle (T. I, Paris: Fayard, 1994), p. 52.
23)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Morlaàs:
Cairn, 2018), p. 23. Rapport de cette commission réunie le 26 juin 1962
à Rocher-Noit.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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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미온적이었다. 알제리 독립 이후 치안의 유지에 프랑스는 전혀 관여
할 수 없으며 알제리에서 학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알제리 신정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었다. 드골은 기본적으로
알제리인들은 모두 독립된 알제리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7월 국무회의에서 “알제리 정부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든 무슬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프랑스군과 행정부의 협력을 통해 수립
된 공식적인 프랑스 무슬림 이송계획에서 귀환 대상자는 몇천 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약 1만여 명의 아르키와 그 가족들이
프랑스 군부대로 수용되었다.
7월 3일 독립선언일에서부터 9월 20일 총선거일까지 납치, 구금, 폭력,
학살이 삽시간에 모든 알제리에서 발생했다. 무정부 상태와 민족주의자
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피에-누아르와 배신자 아르키에 대한 살해가 빈번
해 졌다.24) 참혹한 7년간의 전쟁을 종결짓고자 2년간 평화협정을 맺기 위
해 경주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학살이 발생했을 때 드골은 프랑스
군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알제리에서 프랑스군의 군사 활동은 에비
앙 협정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학살을 막기 위한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하라 지역의 유전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는 독립국 알제리
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로
서는 아르키보다는 전례 없는 규모로 알제리에 거주했던 모든 프랑스인,
즉 피에-누아르를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고 모국송환
자가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이주비용만을 매우 걱정하였다.25)
1962년 3월 8일 국방부 장관 메스메르(Pierre Messmer)는 국무회의
에서 “모든 프랑스의 시민, 유럽인이든 무슬림이든 자신들의 재산과 수
익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알제리를 당장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26) 알제리 고등판무관은 무슬림 귀환자 명
24) Guy Pervillé, Les accords d’Evian (1962) - Succès ou échec de la réconciliation franco-algérienne (1954-2012) (Paris: Armand Colin, 2012),
p. 131.
25) Chantal Morelle, “Les pouvoirs publics français et le rapatriement des
harkis en 1961-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83(2004),
p. 110.
26)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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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작성과 귀환 준비 업무에 착수하였고, 프랑스군은 운송수단과 탑승
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프랑스 정부를 비롯해 대중의
여론은 알제리 전쟁이라는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었다. 5월 5일 알
제리부 장관 족스는 프랑스가 아르키의 귀환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건, 정치적 차원에서건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하
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인 요청을 파악할 것, 실제로 그 사람이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하
는 것은 어려운 행정업무입니다. 모국의 땅으로 이주하는 이러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이주자들
이 국가전복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개인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이 고려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분
산시켜야 하고 농업 분야에서 재취업 시켜야 합니다.”27)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은밀하게’ 아르키 귀국송환자의 대상과 수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분산시켜’ 통제하려고 하였
다. 물론 이러한 귀국송환자 정책은 아르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의 내무부 장관 프레이(Roger Frey)는 OAS와의 갈등이 사라지
지 않은 상황에서 무슬림과 피에-누아르의 이주는 엄격하게 통제될 필요
가 생각하였다. 아르키 이주를 우려하는 견해는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
로 널리 공유되었다. 국방부 장관 메스메르는 “모국 프랑스에 도착한 옛
아르키 출신의 여러 그룹이 최근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차 검증된
정보에 의하면 예상치 못한 이들의 이주는 몇몇 SAS 장교의 개인적인 요
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28)라며 알제리에서 아르키가 출발한 상황에 대
27) 재인용. Chantal Morelle, “Les pouvoirs publics français et le rapatriement des harkis en 1961-1962”, p. 114. Archives Nationales, fonds
199910467 art 2, Note du ministre chargé des Affaires Algériennes
pour le directeur général de la sûreté nationale en date du 3 mai 1963.
28)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Morlaàs:
Cairn, 2018), p. 38. Télégramme du ministre des Armées Pierre Messmer aux préfets le 12 mai 1962.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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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즉각적인 조사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장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
다. 5월 15일 프레이는 알제리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준비되지 않은
아르키의 이주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었다. 그는 “프랑스 모국에는 특별
히 위협에 노출된 제한된 사람만, 사전에 귀국송환부와 협의에 따라 (프
랑스에서 알제리로) 재이주 할 수 있는 사람, 프랑스에 도착했거나, 매우
무정부적인 상황인 모국에 입국할 준비가 된 아르키 그룹”들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29) 최종적으로 아르키 난민의 이주에 대한 정책은 모국
송환부 장관 불랭(Robert Boulin)에 의해 수립되었다. 1962년 5월 15일
그는 ‘위협받고 있는 프랑스 무슬림에 대한 조사’,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귀환 허가를 위한 명단 작성 발송’, ‘프랑스 모국에서의 정착과 사
회복귀’라는 아르키 이주정책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Ⅳ. 아르키의 프랑스 정착
프랑스 정부는 아르키의 모국송환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알제리 피
식민지인에서 난민이 된 아르키 이주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는 당
시 프랑스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
하는 프랑스군 내부, 징병된 병사들의 귀환, 3천여 명의 프랑스군 사망자,
피에-누아르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 OAS의 쿠데타 위협 등은 정치적, 사
회적으로 프랑스를 뒤흔들었다. 1962년 7월 국무회의에서 드골은 “모국
송환자의 지위는 명백히 무슬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들이 경우는 난민이 될 수 없다”
라며 아르키의 이주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르키의 이주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62
년 3월~4월 사이 프랑스 정부는 아르키 이주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에 집
착하였다. 정치인, 공무원, 사업가 등 프랑스 식민정부에 협력하였던 소
수의 엘리트층과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
는 몇천 명 규모의 난민만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 시기인 여름부터는 학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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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과 박해가 심해지면서, 군 장교들의 제안에 따라 가족 단위의 아르키에
대한 이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30) 아르키는 프랑스 무슬림, 무슬림 난민(Muslim refugees) 혹
은 단순한 난민(refugees)으로 분류되었는데 정부는 모국송환자로서 아
르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제하려 하였다.
프랑스화된 알제리 원주민 엘리트들은 식민지 시절에서부터 특권을 부
여받았고 프랑스와의 사회적, 인적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로의 이주, 정착, 통합에 유리하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아르카 지
휘관 부알람은 5월 18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남부 론 강 하구의
카마르그(Camargue)로 수월하게 이주하였으며, 그를 따라던 사람들도
이곳에 정착해 7백 명가량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사업가, 정치인, 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진 유력자는 남서부 도르도뉴(Dordogne)에 마련된 라르
작(Larzac) 수용소로 정착하지 않았다. 엘리트층과 다수의 아르키 모국
송환자들의 처우는 입국할 때부터 달랐다.31)
1962년 4월 귀국송환부 장관 불랭은 대규모 귀국송환자의 정착을 지
원하는 수용위원회를 모든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지사에게
정착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임하였다. 6월 프랑스로 이주하는 무슬림 프
랑스인을 위한 인도차이나, 무슬림 프랑스인부(Service des Français
d’Indochine et Musulmans: SFIM)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설립되어 수
용소에 대한 통제가 원활해 졌다. 전국적으로 수용소 설치를 위한 후보
지역과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한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고 임시주거시설 건
설을 위한 토지가 수용되었다. 하지만 건설된 수용소는 임시 시설에 불
과하였다. 1962년 8월이 되어서야 장기적인 수용시설 설립을 위한 새로
운 행정명령이 발표된 다음에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수용소와 촌락
이 건설되었고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 알선도 귀국송환부에 의해 준비되
기 시작했다.
알제리 프랑스 무슬림 귀환자는 프랑스로의 이주를 스스로 선택하고 준
30) Chantal Morelle, “Les pouvoirs publics français et le rapatriement des
harkis en 1961-1962”, p. 118.
31)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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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실행한 사람들과 프랑스 군에 의해 이송된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32) 이들은 피에 –누아르와 함께
섞여서 때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출입국을 통하지 않고 프랑스로 이주
하였다. 후자의 경우, 지중해를 건넌 사람들은 파리, 릴, 보베 등 북부의
산업도시에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임시수용소에서 거주하였다.
1962년 6월부터 약 4만 명의 아르키와 그 가족들이 프랑스 남부에 위치
한 라르작(Larzac)과 부르그 라스틱(Bourg-Lastic)에 마련된 임시 수용
소에 도착하였다.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에 북아프리카계 프랑스인(Français de souche nord-africaine: FSNA)들의 임시거처가 만들어졌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아르키 난민이 발생하자 피레네 지역의 리베
살트(Rivesaltes), 셍 모리스 랄드와즈(Saint-Maurice-l’Ardoise), 비아
(Bias) 그리고 라 리 르 비제앙(La Rye-Le Vigeant)에도 새로운 수용소
가 설치되었다.33) 약 75개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촌락과 수용소가 마련
되었다.
알제리를 떠나야 했던 아르키 여성과 아동들의 경우 남성보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바다를 본 적도 없던 여성들은 화물
선의 거대한 창고를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로 기억하였다.
탑승한 배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얼마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매우 낯선 상황에 부닥쳤다. 지중해를 건넌 아르
키들은 뚤롱(Toulon)과 마르세이유(Marseille)의 해군 항구에 도착해 임
시 수용소를 향했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는 부자연스러운 환경인 수용소
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아르키를 위해 공업지대와 멀리 떨
어져 있는 남서부 농촌 지역에 설치된 임시 수용소는 주로 대도시에 근교
에 마련된 피에-누아르의 수용소와 지리적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출입
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이곳에서의 규율은 군대와 흡사하였다. 알제리에
서 인종분리정책으로 인해 도시 내 유럽계와 알제리계 주민의 거주지가
32) ibid., p. 112.
33) 자세한 수용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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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으로 구분되었듯이 프랑스에서도 공공주택이 마련된 좋은 정착환
경은 오로지 유럽계 모국송환자만 해당하였다.
1963년 여름, 리베살트 수용소(Camp de Rivesaltes)의 경우 전체
6,748명 중 남성은 1,650명, 여성은 1,557명, 아동은 3,541명이었다. 간
단한 텐트 정도로 만들어진 이곳은 1875년 군사시설로 조성된 곳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비시정부는 리베살트 기지를 유대인, 집시, 스페
인 망명자들을 수감하는 시설로 활용했다. 전후에는 잠시 독일, 이탈리아
의 전쟁포로가 억류된 수용이기도 했다가,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자 동원
된 군인들을 전장으로 보내기 위한 훈련장이 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약 500여 명의 알제리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감된 교도소이기도
하였다. 라르작에 설치된 임시수용소도 마찬가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라르작 알제리 전쟁 이전에는 교화수용소로, 알제리 전쟁 동안에는
감시가 필요한 FLN 조직원들을 수감하는 구치소였다.34)
간이 천막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로 제공된 수용소에서
는 보건, 교육, 주거, 생활, 노동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아르키의 집단적 정착은 심각한 주거문
제를 낳았다. 대규모 수용소로 아르키를 집결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정부는 수용소를 재편성하였다. 1960년대 초 모든 모국송환자는 주거에
제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르키에 적합한 정착정책은 부재하
여서 더욱 열악하였다.
한편,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가족 단위의 임시적 주거시설에서
는 입국한 사람을 다른 장소로 보내기 위한 분류작업이 가족의 구성형태
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가부장이 있고 상대적으로 젊어 모든 노동을 수
행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 둘째 가부장이 나이 든 사람
이거나 건강하지 못하고, 아동을 돌보는 여성(이혼, 남편사망, 이산가족)
34) 1962년 6월 내무부 장관은 라르작 수용소에 관해 “군대로 부터 넘겨받은 라
르작 수용소는 대기 중인 아르키를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르키가 도(département)내에 도착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발행
할 모든 경우 라르작 수용소로 이송하는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행정명
령을 각 도에 전달하였다.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op. cit., p. 45. Télégramme de Roger Frey aux préfets le
8 jui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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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부장 역할의 수행하는 가족, 셋째 남성 혼자로 구성된 가족(군 복무
를 한 16~18세 미혼남성, 전투에서 다쳤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가족
이 알제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우선으로 첫 번째 범주의 가족이 공업지대나 남동부 지역에 만들어진 촌
락으로 배치되었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 1만 4천여 명이 75개의 마을로
1만 2천여 명이 20여 개의 북부지역이 도시에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이주
하였다. 공업화된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이주한 아르키 주거지는 북아메
리카 출신 이주자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다.
프랑스에 도착한 아르키에 대한 재사회화 정책의 목적은 프랑스 국가의
안보와 친 FLN 사람들로부터 위협받는 아르키의 안전이었다. 위협, 강
탈, 종용, 폭력, 살인, 구금 등 아르키가 마주한 녹녹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알제리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아르키를 취업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아르키는 북아프리카 이주자들에게도 배신자 혹은 외부인이었
다.35) 정부는 알제리 전쟁의 종결과 함께 알제리인과 프랑스인의 갈등은
사라졌다고 선전하면서, 아르키에 대한 위협은 엄중하게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몇몇 알제리 이주자와 임시수용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르
키의 경우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프랑스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들 중 일
부가 알제리 이민자들의 위협으로 인해 다시금 안전한 수용소로 돌아오
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북부와 동부의 공업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아
르키 중 몇몇은 안전보호 문제로 인해 재수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종전 이후 찾아온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보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파시즘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알제리 독립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프랑스 인민당(Parti Populaire Français), OAS 등
우익정치세력과 모국귀환자 단체들 사이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였다.
아르키 역시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프랑스 정부의 아르키
정착정책은 안보, 주거, 직업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35) 아르키 출신 이주 2세대가 느끼는 아르키, 알제리인,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
성 불안과 프랑스와 알제리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소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
문을 참고하시오. Régis Pierret, “Les enfants de harkis, entre triple appartenance et double rejet”, Hommes et Migrations, n. 1726(2008); 이
영목, 「정체성, 기억, 역사: 아르키와 그 자녀들의 경우」, 『불어불문학연
구』, 66집(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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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식민지에서 귀환한 알제리 원주민은 국민이 되어야만 온전히 정
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해외 프랑스인, 모국송환자를 프
랑스에 통합시키는 것과는 달리 재통합(réintégrer)의 대상이 되었다. 프
랑스 법률은 식민지에서 시민을 공통법 지위의 시민(civil de droit commun)과 지역법 지위의 시민(civil de droit local)으로 구분하였다. 유럽
계, 프랑스계, 유대인에게는 전자가, 알제리 무슬림에게는 후자가 적용되
었다.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 국적 부여는 식민지체제가 만들어 놓은 차별
적 시민권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62년 7월 행정명령에 따라 프
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피에-누아르 등, 식민모국의 후손을 제외하
고 알제리 출신의 사람들은 1963년 1월 1일까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한편, 이 행정명령에 따라 알제리인들의 경
우 알제리가 주권국가로 독립했기 때문에 196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권은 포기되었다. 알제리 원주민에 대한 프랑스 시민권의 자
동적 폐기는 아르키 박해, 학살이 진행 중이던 알제리에 대해 프랑스가 개
입할 여지를 사라지게 했다. 오늘날 아르키 단체들은 독립의 논리적인 결
과인 국적 변동을 아르키 학살에 대해 프랑스가 스스로 부여한 법률적 알
리바이라 주장한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약 59,000명이 프랑스 시
민권을 인정받았고, 추가로 약 25,000명의 알제리에서 태어난 아동과 청
소년 그리고 84,000명의 부모도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였다.

Ⅴ. 결론
에비앙협정 체결 직후, 피에-누아르와 달리 원주민 보충병으로 복무한
아르키는 빈번하게 프랑스로의 입국을 거부당하였다. 프랑스 정부가 아
르키의 입국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많
은 알제리인의 입국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민족적 정체성이 훼손당할
수 있다고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한 알제리 정부가 친프랑스
활동을 한 알제리인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셋째, OAS가 프랑스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를 감행한 것처럼 전쟁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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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전투원들이 프랑스로 입국하게 되면 프랑스 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1962년 3월 국방부 장관 메스메르는 아르
키에게 프랑스군에 의한 보호가 6개월간 제공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
는 급속한 프랑스로 향하는 아르키의 난민 신청자를 축소하기 위한 기만
행위에 불과하였다.
아르키는 프랑스의 모국송환정책에서 인종적, 계급적 차별을 겪었다. 드
골과 알제리 식민정부는 군사작전에 협력한 아르키를 진짜 프랑스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피에-누아르와 달리 아르키에 대한 학생은 프랑
스인에 대한 학살이 아니므로 학살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이러한 인종
적 차별과 더불어 계급적 차별은 프랑스에 협력한 알제리의 대표적인 명
사들과 군인, 행정가 등은 쉽게 이주의 대상이 되었으나 평범한 아르키,
즉 가난하고 문맹인 농민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입국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프랑스화된 엘리트는 모국송환에서도 아르키와 달
리 특권을 누렸다. 흔히 아르키를 무슬림 프랑스인으로 부르지만, 아르키
를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잊혀 있었던 아르키의 존재가 프랑스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42만 명에 달하는 아르키와 그 후손들이 국가적 기념사업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와 군에 의해
버림받았고, 국가의 무책임한 결정과 방기 때문에 알제리에서 학살당했
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반인륜범죄(crime contre l’humanité)를 저질
렀다고까지 주장하였다.36) “귀국동포를 위한 국가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법”(2005년 2월 23일 법)37)이 제정되기까지 아르키는 배신했지만 또한
배신당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 버림받고, 낯선 땅으로 추방된 존재들,
그리하여 이방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려운 난민신청 절차를 통과해 겨우 프랑스로 이주했지만, 수용소에서
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아르키는 전쟁 기간에 토벌 작전을 원활히 수행
36)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행위를 국가범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음을 참고하시오. Boussad Azni, Harkis, crime d’Etat, généalogie d’un
abandon (Paris: Éditions J’ai lu, 2002).
37) 김태수, 「사회운동으로서의 포스트식민주의: 프랑스 ”공화국의 원주민들“
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권(2015),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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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만든 원주민수용소에 대규모로 수용되었었는데 모국송환자 정책
에 의해 프랑스 땅에서도 다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알제리에서 거주이전
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수용소에서 전후 난민이 되어 프랑스로 들어온 그
들에게 수용소 생활은 운명이었다. 나아가 수용소 생활은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아르키는 프랑스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1974년과 1975년에는 대규모 저항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수용
소에서 발생할 정도로 프랑스는 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외면해 왔
고 실패하였다. 아르키는 눈에 띄지 않고 사라졌으면 좋을 존재였다. 오
늘날까지 알제리 전쟁과 알제리 식민화의 실패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르
키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에서 얼룩 같은 사람들이다. 대다수 가난한 농민
이었던 아르키는 동족을 배신한 프랑스 식민주의의 협력자가 아니라 프
랑스와 알제리 지중해 양안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된 이방인이다. 따라
서 아르키는 때로는 알제리와 프랑스 양쪽 모두의 역사에서 알제리 전쟁
을 신화화하고 동시에 탈신화화하는 존재이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주제어(key words):
아르키(Harki), 알제리 전쟁(Algerian war), 모국송환 정책(policy of
repatriate), 식민주의( colonialism)
(투고일: 2020.10.24, 심사일: 2020.11.14, 게재확정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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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알제리 전쟁 이후 아르키(Harki)의 프랑스 이주
-프랑스의 모국송환자(rapatrié) 정책과 아르키문종현
프랑스는 아르키를 공식적으로 난민(réfugié)으로 인정했지만, 드골정
부는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난민지위는 모든 무슬
림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알제리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
게만 해당된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피에-누아르에 대한
모국송환 정책은 상대적으로 무난히 진행된 반면, 알제리계 주민에 대한
이주계획은 난민 선정기준에서 부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식민지 독립전쟁과 내전 성격을 동시에 지닌 알제리 전쟁
이후, 민족독립의 배신자로 간주되어 살해, 폭력, 구금, 고문의 위협 때문
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난민, 아르키에 대한 프
랑스 정부의 모국송환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르키 부대가
만들어졌던 배경에서 부터 아르키 문제가 지닌 다양한 역사적 성격을 검
토하고, 종전 후 프랑스의 아르키 문제에 대한 대책과 프랑스로의 이주정
책을 프랑스 식민지체제의 영속성 속에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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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rki and policy of repatriate after algerian war
Moon Jong-Hyun
This article explores Harki and policy of repatriate after algerian
war. Harki is the generic term for native Muslim Algerians who
served as auxiliaries in the French Army during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from 1954 to 1962. The word sometimes applies
to all Algerian Muslims who supported French Algeria during the
war. A principal motive for fighting on the side of the French was
to provide for family and protect property, rather than strictly a
patriotic devotion to France.
In 1962 the French government of Charles de Gaulle originally
ordered officials and army officers to prevent the Harkis from following the Pieds-Noirs and seeking refuge in metropolitan France.
Some officers of the French army disobeyed and tried to assist the
Harkis under their command - as well as their families - to escape from Algeria. About 90,000 Harkis (including family members)
found refuge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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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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omomigrans.com

253

이주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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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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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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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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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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원고에는 자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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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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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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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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
264

다.
.
부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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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연구회 회칙
< 제정: 2009년 2월 16일 >
< 개정: 2015년 2월 9일 >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주사학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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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제2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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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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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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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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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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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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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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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