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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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미그란스』 25호는 21세기를 시작하며 이미 명실상부 다문화사
회로 진입한 한국사회가 이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문
화정책 중 교육문제에 주목하여 특집 “이주의 시대: 한국 다문화 교육의
실제와 방향”을 기획했다. 논문 「이주민의 문해 특성 연구: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이효경은 이주민들의 다양한 층위
중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통해 이주민 교육의 실제와 한계를 지적한다. 사
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이주민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 7년 이상 장기거
주 결혼이주여성 8명의 문해능력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 이효경은 교육의
지향점과 실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괴리를 메우기 위해 거주 기간 이
외 이주민 개별의 특수상황들이 고려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장기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교재 개발
사례: 중학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에서 오인미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뿐 아니라 다문화배경 학생들 전반의 구체적 교육사례를 연구한다. 특히
오인미는 수학교과 기초학력 함양을 위해 실제로 『한국어로 보는 수학
생활』이라는 한국어 수학보조교재를 개발하고 그 특징들을 설명한다.
정재영과 김선정은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
육 방안」에서 다문화배경 학생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과 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방안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 특성과 교과학습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어를 다른 교
과와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내용중심으로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법
이 강구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통합교재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 마지막으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다문화 청소년 교육과 대
학의 역할」에서 배경진은 균등한 교육의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가 다문
화배경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함을 주장하며 여기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실상 대입응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배경 학생들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배경진은 학생들의 발전적
교과적응을 위해 대학이 직접 한국어학습지원 자료개발에 앞장서는 등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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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경험한 프랑
스혁명: 프랑스혁명에 대한 시각과 이상적 정치체제, 1792-1795」에서
김대보는 베네수엘라 출신인 라틴아메리카의 독립혁명가 프란시스코 미
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대서양 넘어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을
경험하며 완성했던 그의 국가관을 소개한다. 특히 미란다가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작성한 글을 통해 안정적 입헌주의 공화국을 이상적 정치체제
로 정립했음을 확인한다. 이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여, 김지윤은 「상상
의 케이패션(K–Fashion)과 문화적 상호참조: 동대문 패션시장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을 통해 이주 연구의 대상을 이주자라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이주자와 함께 이동하는 사물과 이미지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즉, 한류의 이미지와 결합된 동대문 패션시장의 상품과 이미지가 케
이패션(K-Fashion)으로 인식되면서 그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시스템까지 아시아를 초국적으로 이동하며 공유되
는 문화적 상호참조(inter–referencing) 현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
국 흑인노예사가 허현은 「“재건의 실패?: 링컨의 암살과 재건의 전복”」
에서 노예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링컨이 남북전쟁 직후 암살당함으로
써 링컨과 재건기(Reconstruction Era)를 단절적으로 해석했던 기존연
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재건기는 링컨 없는 의회의 재
건(Congressional Reconstruction)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단기간
이었으나 링컨의 재건정책을 내전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으로 배치하
고 재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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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주민의 문해 특성 연구: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효경

Ⅰ. 머리말
문해(文解)란 사전적 의미로 ‘문자를 읽고, 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문해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만 아니라, 인권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를 누릴 수 있다. 피부색, 성별, 신체적인 특징
등과 상관없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받지 말아야 하지만, 비문해자들은
일상에서 소외된 타자로 살면서‘불편함’, ‘부당함’, ‘밀려남’을 경험한다.1)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을 확대하여 1960년 이후로 비문해자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비문해(非
文解)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성인 대상 문해능력 조사에서는
중학 학력 이상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인구 비율이 총 2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1) 이지혜, 「비문해자 학습의 일상성」, 『평생교육학연구』, 19권 4호(2013),
59쪽.
2) 수준 1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으
로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7,2%, 수준 2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
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으로 그 비율은 5.1%, 수준 3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활동 등
복잡한 일생 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으로 그 비율은 10.1%. 수준 4는 일상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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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과거의 비문해자가 낮은 학력의 노년층과 여성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의 비문해자는 이주민, 중도입국자, 탈북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3) 이러한 외국인 주민은 대다수 국민으로 편입되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로, 이들의 82.7%가 결혼이주여성이다.4)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와는 달리 다문화·다인종 국가
형성 기간이 길지 않고, 이주민의 다수가 혼인을 통한 이주와 관련이
있다는 특성이 있다.5)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문해 문제에 관한 심층 연구나 문해 측정은 시도된
바가 없다. 외국인 정책 지원에 따라, 이들 대부분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6) 또한 이들은 모두

3)
4)

5)

6)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으로 그 비율은 77.6%로 조사되었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성인문해능력조사 총괄 결과』 (서울: 국
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8쪽.
한국통계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
서』 (대전: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 2019), 85쪽.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 중 85.7%가 한국
인과 혼인한 이주민 가구이며, 84.0%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의 비율이 82.7%와 17.3%이다.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구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학문화, 2019), 3쪽, 7쪽, 63쪽.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부족한 내국인을 대신하여 외국인 근로
자가 유입되면서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이 아닌 유입국으로 전환되었
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 남녀비율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결혼이
주여성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이혜림, 「결혼이주여성의 동화
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쪽, 4쪽.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 주도의 정책 및 교육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
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기에 사회단체, 민간기관, 지
자체를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산재하여
있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으로 일원화하였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훈령 제612호
로 마련되어 2008년에 시행되었다. 한국형 이주민 교육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은 한글 자모를 익히는 0단계 기초반에서 5단계 한국사회이해반으로 총 485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필기와 구술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를 승급
하는 방식으로 이주민의 학습을 관리하고, 이수에 따른 혜택으로 영주 및 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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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한 이들로서 한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인식된다.7)
이주민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며,8) 문법 오류의
인지 정도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9)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은 주 2∼6시간 정도 학습한다면, 최소 6.8년이
지났을 경우 ‘한국어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며 일상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예측하였다.10) 그러나 2018
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거주 기간이 증가하여도 이들의 29.6%
만이 ‘지난 1년간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70.1%는 여전히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어 때문이라고 조사되고 있어,11) 이주민의 문해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술한 이주민의 문해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집단의

문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이 교육에서 습득한
한국어를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며 이주민 교육을 완료하여
한국에 적응했다고 간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사례를 통해서 이주민 문해
특성과 발전 과정을 질적·양적 접근 방식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화 자격 요건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년도 법
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서울: 디자인페이지, 2020), 28쪽.
7) 2018년 정부주관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체류 기간 10∼15년 미만이
33.0%, 15년 이상인 경우가 27.6%로 국내 장기 거주자가 전체 결혼이주민의
60.6%에 이른다. 한국어 능력은 5점 척도 기준에 3.89점이며 특히 말하기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 연
구」, 66쪽.
8) 김경령,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별, 언어권별에 따른 한국어능력―10개
국 출신의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8권
(2013), 24쪽.
9) 김아름, 「한국어 교육학: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및 화용오류에 대한 인식.」,
『새국어교육』, 100권(2014), 143쪽.
10) 민병곤 외,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실태 분석-의사소통 어려움의 요인
및 경로 모형과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 기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51권 3호(2016), 320쪽.
11)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 연구」, 8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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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Ⅱ. 이주민 교육과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한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국내

체류

기간을

7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학습과 거주 기간을 최소 6.8년이라고 예상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남편을 포함한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12) 따라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를 선정한 것은 이 교육과정의 최종 5단계 학습
총괄 목표가 “한국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며, “안정적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결혼이주여성은 <표 1>과 같다. 이들 8명은
경남 지역 내 창원, 마산, 진해 그리고 거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베트남, 러시아, 태국, 중국, 몽골, 필리핀이 모국이다.
평균 연령은 34.7세이고 한국에서 거주 기간은 평균 8.5년이었다. 8명은
전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학습을 이수하였다. 참여자의 본국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참여자4는 결혼 이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
현재 가족의 구성원 수는 평균 3.9명으로 참여자2를 제외하고는 결혼
이후 자녀를 두고 있다.

12) 최운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
연구』, 46권 1호(2007), 146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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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 사항
이름(가명)

종합평가

나이

출신국

본국 학력 체류기간

자녀(명)

참여자1

합격

32

베트남

전문대졸

7

아들 2

참여자2

불합격

36

러시아

대졸

10

0

참여자3

불합격

53

태국

대졸

10

딸3

참여자4

합격

30

중국

고졸

8

딸1

참여자5

불합격

30

몽골

대졸

7

아들 2

참여자6

불합격

27

필리핀

대졸

7

딸1

참여자7

불합격

29

필리핀

고졸

8

딸 1/ 아들 1

참여자8

불합격

41

필리핀

고졸

11

딸 1/ 아들 2

* 가족에 남편 포함

Ⅲ. 결혼이주여성의 문해 수준
결혼이주여성의 문해 측정은 국내 실태 조사에 사용된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지’를 사용하였다.13) 이러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 것은
기존 연구나 조사에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보고 방식을 이용하는 데서 기인하는 주관적 측정 방식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14)
본 연구의 측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13) 문해 조사 도구의 문항 구성에 따른 배점 및 채점 방식은 <별지>와 같으며,
조사 도구는 다음 문헌을 활용하였다. 이희수,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
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2), 89-90쪽.
14) 이지연, 그레이스 정, 유조안,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권 3호(2014), 12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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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문해 수준*
연구대상자

총 점수

읽기

쓰기

셈하기

점수

수준

점수

수준

점수

수준

점수

수준

참여자1

20.4

3

6.7

2

7

3

6.7

3

참여자2

13.1

2

5.7

2

4

2

3.4

2

참여자3

4.4

1

1

1

1

1

2.4

2

참여자4

23.0

3

9

3

7

3

7

3

참여자5

13.4

2

3.7

2

3

2

6.7

3

참여자6

16.4

2

7

2

3.7

2

5.7

2

참여자7

10.1

2

4

2

3.7

2

2.4

2

참여자8

14.1

2

3.7

2

4.7

2

5.7

2

평균

14.4

2

5.1

2

4.3

2

5.0

2

한국인 평균
(2002년 결과)

20.18

3

7.40

3

5.46

2

7.32

3

* 수준은 한국인의 문해 능력 기준에 의해 구분함.
객관적 평가 도구를 활용한 결과,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예상했던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8명 중 6명이 한국인 평균 문해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1과 참여자4는 한국인 평균과 같은 ‘기초 3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6명의 평균 문해 수준은 ‘기초 2수준’
이하로 평균보다 낮았고, 참여자3의 경우는 더 낮은 ‘기초 1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문해 수준이 낮게 평가된다고 하여 기초적인
문자 해독 능력이 결여된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3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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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와 쓰기 영역에 각각 1점, 셈하기 2.4점을 받았다. 이 점수는 총점
5점 미만의 ‘기초 1수준’(정답률 20% 미만)에 해당한다. 셈하기 8문항
중에서 ‘난이도 하’인 문항 2개와 ‘난이도 중’인 문항 1개를 맞추어 총점
2.4점으로 셈하기 영역에서만 ‘기초 2수준’이었고, 영역별 종합적인
평균 문해 수준은 ‘기초 1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같은 ‘기초 1수준’
의 한국인은 무학력으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기에 읽기, 쓰기, 셈하기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여 ‘완전 비문해자’로 판명된다.15) 이처럼 같은
문해 수준이지만 한국인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이 셈하기를 할 수 있고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는 것은 이주 전 본국에서 받은 대학 교육과 한국의
이주민 교육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문해 영역별로 읽기와 셈하기보다는 쓰기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높은 문해 수준을 보인 참여자1과 참여자 4의
쓰기 점수는 7점으로 한국인 평균 5.46점보다도 높았다. 점수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쓰기 영역에서 결혼이주여성 평균 수준은 한국인 평균‘
기초 2수준’(정답률 20% 이상에서 80% 미만)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모두 이주 이전에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민 교육의 영향으로 보인다.

Ⅳ. 결혼이주여성의 문해 발전
위 측정 결과에 대한 개인별 문해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 면담으로
과거 문해 수준을 조사하였다.16) 필자는 과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었는데, 이는 이주자가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 이주민 교육 참여 전’(1단계) 과
15) 이희수,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3쪽.
16) 심층 면담 과정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와 모국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동석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층 면담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심
리적인 부담을 줄여주었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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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교육 참여시기’(2단계)이다. 그리고 현재‘이주민 교육 이후’(3
단계)로 기간을 세분하였다.17)
1. 1단계 문해 수준
연구 참여자 8명은 모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초기 남편을 포함한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문해 수준은 비문해자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한국어 기본 문장을 한국인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발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듣고 이해하지 못해
몸짓으로 소통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참여자7과
참여자2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 소개받아. 남편을 필리핀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 사람의 말(통역원의
말)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며칠간 남편 보고 결혼하고 바빠서
한국어 몰랐어요. 너무 짧아서 기억 없어요(참여자7, 2019.4.3.).

참여자7은 필리핀의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식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길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한국어 몰랐어요”라는 응답을 통해, 이주 초기
참여자7은 비문해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동석했던 친구가 그때 통역원이
함께 있어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과 본인이“남편 보고”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을 미루어보아도 참여자7이 남편과 직접 의사소통을 한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2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언니가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그래서 한국에 놀러 와 본 적도 있고
17) 이아진, 최연실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을 Berry의 5단계로 살펴보
았으나, 과거 문해 수준을 명확하게 세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
여 필자는 적응의 단계를 3단계로 재구성하였다. 이주와 문화적응에 대해서
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아진, 최연실,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한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한
국생활과학회지』, 20권 1호(2011), 74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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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뭐 걱정 별로 없었어. 옛날에 한 번 한국에 왔었는데 다닐 때
문제없어. 결혼은 형부가 친구를 소개해 줬어.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
참여자2, 2018.10.28.).

참여자2는 러시아인으로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6세에 결혼하였다.
결혼 전 한국에 사는 친언니를 만나러 온 적도 있었고, 주변에 한국인
형부도 있어 한국이 낯선 곳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결혼 초기에 참여자2
는 한글을 전혀 몰랐다. 이주하고 2년이 지나 참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서 단어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한글을 몰라서 쓰기에 0
점으로 한국어 기초반에 배정되었다. 따라서 참여자2는 이주 이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2년 동안 비문해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에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2단계 문해 수준
과거 이주민 교육 참여 시기의 연구 참여자별 사회통합프로로그램
종합평가 결과와 학습자 특성은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이주민 교육 참여 시기 학습자 특성
이름

종합평가
참여도
결과

학습 시작
시기

참여자1

합격

적극적

결혼 초기

참여자2

불합격

소극적

결혼 2～3년
이후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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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 복지관 기초반 시작
• 인터넷 등 대체 수업으로 학습
병행
• 중단한 경험 없음
•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남을 피하여
학업 중단
• 0단계(기초반), 남편의 권유
• 3단계, 4단계, 5단계 재이수
과정에서 수업 참여가 싫어서
반복적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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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3

참여자4

불합격

합격

소극적

적극적

결혼 10
년 이후,
재입국한
2010년

• 재이주로 학습 시기가 늦음
• 한국어 습득에 제한점(나이),
육아 등 가사 등으로 학업 중단
•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재이수 반복과정 때, 학습에 좌절로
다시 중단

결혼 초기

• 생활반 등록
• 한국어학당, 사회통합센터 등,
원동력이 필요, 대학교 진학
• 학습 중단 없음

참여자5

불합격

소극적

결혼 초기

참여자6

불합격

소극적

결혼 초기

참여자7

불합격

소극적

결혼 초기

참여자8

불합격

소극적

결혼초기
중단/4～5년

•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인 이유로
학업 중단
• 남편의 권유로 학습을 다시 시작
• 재수강 과정 미개설로 수업
중단함
• 0단계(기초반) 등록
• 4, 5단계 재이수 연락을 받지
못해 일시적 중단
• 선생님, 친구 권유가 없을 때
학습 중단
• 0단계(기초반) 등록
• 2, 3단계 중단: 출산
• 4, 5단계 재수강 과정 미개설로
수업 중단
• 결혼 전 임신, 연이은 출산으로
학습이 늦음
• 남편의 무관심.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 4단계와 5단계 재수강 시점에
미개설로 수업을 중단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초기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남편과 가족
간의 오해와 편견으로 힘들었고, 남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던
어려움 등이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배우는 것이 힘들지만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지역 단위별로
멀리 떨어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까지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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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교육 참여 기간에 이들이 보인
참여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적극적인 학습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2년이 지나고
한국어가 잘 들리고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져요. 내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아이 놓고 공부가 싫어질 때 들었던 수업(인터넷)
이 좋았어요.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한국어
수업을 그만둔 적이 없었어요. 한국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했더니 빨리 한국어를 배운 것 같아요. 종합평가도 합격하고 1년 만에
이수했어요(참여자1, 2018.10.27.).

소극적인 학습자: 처음에 내가 한국어 몰라서 시어머니가 학교에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한국어 방문 선생님도 집에 오고, (내가) 센터
가서 한국어 배웠어요. 아이 놓고도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준다고)
한국어 배우라고 해서 또 배웠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니는 동안 아이를
둘을 낳아서, 센터에 못 왔어요. 방문 선생님이 (집으로) 오긴 했어요(
참여자7, 2019.4.3.).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육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18)를 반영하듯이,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1명을
제외하고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참여자 모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것은 아닌 것을 미루어 볼 때, 종합평가 결과는 참여자 태도와
연관성을 보였다. 60점을 기준으로 학업 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데,
학습을 중단한 경험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성적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학습 지속이 어려운 갈등의 상황에서도 대체 수업을
찾거나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 태도로
18) 김영순, 이미정, 「강화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언어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전국학술대회』, 한국
언어문화교육학회 (2011), 208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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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참여자1과 참여자4는 높은 성적으로 종합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자율적인 의지로 학습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때,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감이 높아지며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구 결과와도 같다.19)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출산, 가사 등으로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학습에 대한 좌절을 느껴 학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한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3단계 문해 수준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 비문해에서 벗어났으나 그 문해 발전의 정도는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심층 면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민 교육
참여시기를 보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한국 생활하고 있는지
등 일상에 대한 응답을 요약해 보면, ‘한국 생활에 문제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어가 아직은 부족해서‘한국 생활 자신 없어요’라는 세 가지
생활 방식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한국 생활 문제없어요’
참여자 4명(참여자1,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은 일상생활의 제한을
느끼지 않았으며 실제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 문해 발전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은 일상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에겐 다른 그룹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지지가
있었으며,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 사회적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참여자1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이영선,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참여방법에 따른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네
트워크 분석」, 『열린교육연구』, 22권 1호(2014),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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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혼하고 큰아이 나을 때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한국말만 하는 시어머니와 시댁 사람과는 전혀 대화가 안 되었어요.
남편과는 한국어가 안 돼도 영어로 할 수 있고, 이해해 주었어요. 근데
가족은 안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모여 무어라고 한국 말하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한국어로 더
말 안 해요.
[현재] 요즘은 놀이터에 아이들과 나가 서 있을 때 누가 말을 걸어도
무섭지 않아요. 학부모 회의도 내가 필요하면 가요. 거기서 궁금한 것
물어보면 되니깐 엄마들 찾아갈 필요 없어요.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국 친구들에게 화장품을 팔았는데 지금 아파트
상가에서 아주머니들도 내가 화장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팔아주세요.
나는 아줌마에게 팔기 전에 상품 설명도 해 주고 만나면 말 많이 해요 (
참여자1, 2018.10.27.).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배려와 과거 학습기에 습득한 한국어는
참여자1의 자신감 향상 및 한국인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은 결혼 초기 남편 중심의 제한된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망 형성에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은 지지는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고,
경제적 자립은 다시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강화하였다. 참여자
1처럼 높은 문해 수준을 보이지 않았지만, 참여자6은 한국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과거] 내가 있는 곳에 친척도 많고 남편 가족이 많아요. 근데. 밖에 다니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한국말로 물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던 것이 기억나요. 무섭잖아요.
나는 말도 못 하는데…
[현재]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국말이 들리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시집도 친척도 모두 다 여기 살아서 가는데, 시집에 가면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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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식구가 나에게 욕하는 것도 다 들려요. 공부 힘들지만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해줘요(참여자6, 2018.12.11.).

참여자6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인
자신에 대해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일상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처럼 홀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외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지지가
이주민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주민 교육 시기에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남편의 배려 덕분으로, 남편의 지기가 일상의 문해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 생활 괜찮아요’
‘한국 생활 괜찮아요’라고 응답한 참여자 2명(참여자2, 참여자3)은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일상의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학습기에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다. 이들은 부족한
한국어로 남편과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직장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했다.
내가 1층 청소가 급해서 먼저 하고 2층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반장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야, 저리 가’라고 소리쳐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반장
나 부를 때 ‘야’라고 해요. 내 이름 부른 적이 없어요. 직장에서 내 말 안
들어줘요. 속상해서 내일은 그만둔다고 할까 생각해요. 나처럼 한국 와서
늦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없다고 꼭 말해
주고 싶어요(참여자3, 2018.10.29.).

참여자3은 한국으로 두 번의 이주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 시작 시기가
늦어졌다. 첫 번째 이주했을 때 한국에 정착하지 못해 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재입국하여 이주민 참여 시기가 늦어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에도 참여자3은 세 자녀 육아와 가사 등 여러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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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문해 발전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도 언어 능력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2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었다.
내가 전화하면 ‘외국인이야’라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때 나는 사장님 직접 찾아가서 만나요. 만나서 몸짓으로
이렇게 (도마에서 칼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여주면 다 돼요. 이번
조양원(요양원을 잘못 발음하며) 직장 구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핸드폰 있잖아요. 찾아보면 돼요. 문제없어요. 한국어
쓰기 안 해도 돼요. (핸드폰의 이모티콘을 보여주며) 이것이면 다 통해요.
괜찮아요(참여자2, 2018.10.28.).

참여자2 역시 한국어 교육 참여 시기가 늦었고 문해 발전도 느렸다. 그
결과 구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명확하지 못한 발음 때문에
참여자2는 냉대와 멸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한국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낮은 문해 수준이 주변 한국인과의
교류 회피로 이어지고, 참여자 2는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낮은 문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다. ‘한국 생활 자신 없어요’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고 답한 참여자들은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무관심 또는 지나친 간섭으로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7과 참여자8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한국인과 관계 맺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등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 삶의 질은 언어 능력보다 때로는
가족관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20)처럼, 참여자5
20) 이용규, 문형란, 「결혼이주민의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권 3호(2015), 45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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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어가 부족하여도 남편의 지지는 받아서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있었다. 반면, 참여자7과 참여자8은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자녀
훈육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경험을 하였는데,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은 영어 못하고 집에서 한국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밖에 몰라요. 남편
말 안 하면 난 몰라요. 내가 한국어가 안 되니깐 학교에서 오면 아이들이
이웃집에 가서 숙제하고 늦게 와요. 집에 늦게까지 안 와서 찾으러 다녀야
해요. (친구 엄마들과는 친한가요?) 애 찾으러 갈 때 인사만 하고 말하지는
않아요. 반만 알아듣고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깐 아이들 야단도 못 치고
답답해요. 한국어를 늦게 배우게 되었지만, 많이 배웠는데 잘은 못해요(
참여자8, 2018.12.11.).

참여자8은 주로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에 문해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자녀가 성장할 될 때까지 일상에 필요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했고,
자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 자신감이 없었던 참여자8은 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크게 느껴 이웃과의 관계 맺기도 주저하였다. 낮은 문해
수준과 그에 따른 제한적 사회 관계망은 다시 참여자 8의 문해 발전을
가로막았고, 남편의 무관심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한국인과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문해 발전이 가속된 사례를 참여자5
에서 볼 수 있었다.
남편은 내가 나이 먹고 도와주지 못하면 혼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며 맨날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한국어
공부하러 나왔는데 어려웠어요. 한국 언니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같은
유치원에 아들 보내는데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해 줘요. 여긴
몽골사람 없어요. 사귈 수가 없죠. 놀이터에 나가면 언니를 볼 수 있는데
카톡으로 많이 물어봐요. 모르는 한국어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한글 쓰기가
많이 늘었어요(참여자6,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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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5는 참여자7과 참여자8처럼 학습 참여 기간에 한국어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있었다.
남편의 지지에 한국인과의 관계를 확장한 결과, 참여자5는 실생활
한국어와 육아 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다시 문해되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결혼이주여성의 문해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해 평균은 ‘
기초 2수준’으로 한국인 평균 ‘기초 3수준’보다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민 교육을 이수하고 7년 이상 장기 거주하여도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들 8명 전원은 결혼 초기보다 문해 발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일상의 문해 수준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문해 과정을
추적하여 살펴보면, 과거 교육 참여 시기에 태도가 문해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교육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2명의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 교육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현재 문해 능력도
한국인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해 능력은 한국 생활에
자신감으로 이어져 어려움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나머지 6명의 결혼이주여성은 학업성취도가
낮았으며, 문해 발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은 미흡한
문해 수준 때문에 한국 생활에서 여러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학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배제되어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해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지지,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이주민의 일상에 작용하여 문해 발전을 가속하는 것으로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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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민의 기초 문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문해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주민
중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완료 이후에도 충분한 수준까지 문해
발전을 이루지 못해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이주
이후 재사회화 과정에서 문해는 단지 글을 읽고 쓸 줄만을 아는 능력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이다. 따라서
이주민의 지속적인 문해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제 이들의 일상과 연관성이 있는 이주민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주민의 문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주민의 문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남편을
포함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려와 지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이주민 문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 hyokyung@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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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2021.10.20. 심사일: 2021.11.08. 게재확정일: 2021.11.12.

24

이주민의 문해 특성 연구: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이주민의 문해 특성 연구: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효경

본 연구는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간과됐던
이주민 문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적과 질적의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이들의 문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심층 면담으로
이주 초기부터 현재 일상까지 문해 발전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7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민 교육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 8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전원이
이주 초기 비문해자 모습에서 문해 발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2명만이 한국인 평균 수준과 동등하게 측정되었으며, 교육
시기에 적극적인 참여로 종합평가에 합격하였고 현재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한국인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민의 문해는
거주 기간 외, 학습기의 참여 태도에 영향을 받았으며,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지지,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주민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들의
일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부족한 문해를
향상하기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주민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주민 특성이 이들의 교육 지원 정책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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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rried Immigrants’
Literacy in Korea

Lee, Hyokyu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literacy in Korea.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lowered
the rate of illiteracy in Korea, while the recent surveys report the
gradual increase of the illiterate. Most of those who are not enough
literate for their everyday life are married immigrant women, but
their long residence in Korea as well as their completion of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is usually regarded as
the mark of their successful adaptation into Korean society. Eight
married women,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seven years
and completed KIIP,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the in-depth
interview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ir development of literacy
from the beginning of immigr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ll the eight subjects are not as literate as the average
Koreans. Second, all of them differ in their development of literacy:
two reached the average level of Koreans, whereas the other six
did not. Third, their development depends surely upon their attitude
toward learning when they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programs
for immigrants. The last is that the ongoing literacy development
is identifie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official education for
immigrants, and even enhanc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husband
and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Korean social network.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e long residence itself does not lead
to develop their literacy and suggests that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s for immigrants should be redesigned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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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문해조사지 문항 구성
영역

하위 영역

문항번호

난이도

1

하

2

하

내용의 추론과 대비

6

상

기호ㆍ상징 이해

5

중

14

중

15

중

낱말 뜻 알기

21

상

글을 읽고 적합한 말 알기

22

중

문장의 호응관계 알기

23

중

철자법에 맞게 바르게 쓰기

11

상

적합한 말 넣어 완성하기

19

하

수

자연수 쓰기

3

중

기호ㆍ부호쓰기

문장부호 바르게 쓰기

10

중

낱말을 사용하여 짧은 글쓰기

17

중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표현하기

13

중

9, 24

중

덧셈

18

중

뺄셈

16

중

곱셈

4

중

나눗셈

20

중

비율

8

상

도표와 그래프의 이해

7

하

길이의 단위

12

하

단위계산

25

상

내용이해

읽기

표기해독

(9문항)

일상생활 속의 영어단어 이해
단 어 문 장
이해

단어쓰기
쓰기
(8문항)

글의 내용 파악하기

문장쓰기

간단한 문서 작성하기

연산
셈하기
(8문항)

관계
측도

❏ 문해조사지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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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점수

문항수

난이도 “상”

1.3점

5

난이도 “중”

1점

15

난이도 “하”

0.7점

5

30

Homo Migrans Vol.25(Nov. 2021): 31-55

특집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교재 개발 사례
- 중학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오인미

Ⅰ. 머리말

국제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자본의 이동과
더불어 사람의 이동 또한 많아지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비롯하여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다.1) 그런데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는 언어
소통 및 학교 부적응 문제와 함께 학습 부진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가정의 유아나 학령기 아동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년)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을 중점 과제로 포함시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2년 7월 한국어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1) 2020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4만 7,378명에 이른
다. 2007년까지만 해도 전체 학생 수의 0.19%에 불과하던 것이 마침내 전체
학생 수의 2%를 넘어선 것이다(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
화교육 지원계획」 (2021), 1쪽 참고).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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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지도서,
익힘책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 지원체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사 연수, 교재 개정 등의 노력을 해오며 공교육 현장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KSL 교육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가는 상황이다. 시행
단계에 따라 초기에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고 근래에는 기초 학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습격차로 인한
교수의 어려움,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학습 부진 사례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반면, 관련 연구는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교과 학습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이다.
다문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잘 적응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본격적으로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이고,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은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를 잘 보여주는
과목으로 꼽힌다.2) 수학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쉽게 포기하는
과목이며, 가장 먼저 선행학습을 시작하고,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과목으로 인식된다. 비교적 객관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수학
교과에서도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3) 최근 학교수학이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등 고차원적인 인지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추세로 수학에서의
학력 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창사특집 교육대기획〕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 1부 15세, 수학을 말하
다」, 2021년 6월 21일 방송, EBS.
3) 송혜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학 학습 성취도 실태 조사: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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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 필자는 수학 교과를 선택하여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수행을 지원하고
학업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학업 격차의 원인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통해 학업
성취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보조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수학 교과 학업 실태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을 통한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통칭한다. 이외 ‘청소년 한국어(KSL) 학습자’,
‘학령기 한국어 학습자’, ‘이중언어 학습자’ 등의 용어가 이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배경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나 수학 학습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학습자를 포괄하여 수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교육부에서 통칭하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한국학생이나 탈북 청소년 등 제한적인 한국어 능력을 가진 학습자를
두루 아우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경우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하거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학 교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 이해까지 도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인 수학 교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된 수학 용어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수학적 지식과 개념을
http://www.homomigrans.com

33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5(Nov. 2021)

구성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응용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유아나 학령기 아동과 관련한
연구도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교과
학습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학교육에
관한 논의는 드물고,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제한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는 수학 교과에서 실천하는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4)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은 언어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가정·
경제적 요인에 의해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여러
선행 연구는 이들의 학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수학에서도 이러한 언어적 능력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연구에서
다문화 학생의 수학 학업 수행의 장애 요인 중 하나는 ‘언어적 이질성에
의한 어려움’이었다.6)
4) 다문화 수학 수업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취지를 강조하는 데 초
점을 둔다. 박보영은 중학 수학 교육과정에 문화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반영하
여 수학 교과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박보영, 「수학교과의 다문화 교육 교수·학습 프로
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1권 3호(2010), 31쪽).
송륜진, 노선숙, 주미경은 “다문화 학생들이 포함되어있는 수학 수업에서 다
문화 수학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
업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문화적 소수집단
의 교육적 기회에 대한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한다(송륜진, 노선숙, 주미경,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다문화수학교
실의 수업실태 분석」, 『학교수학』, 13권 1호(2011), 60쪽).
5)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겪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순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요인과 학교생활 어려
움에 관한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송륜진, 「
다문화적 수학수업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최민
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서 겪는 장애요인과 지도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 주미경 외, 「이중 언어 학습자를 위한 수학 교재 개발 방안 탐색」,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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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과 학습과 관련된 언어적 요소에서 파생되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사가 수학 용어를 설명할 때는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쉬운 일상 언어로 설명할 때조차도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수학적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예제를 통해 스스로 수학적 개념을
익히는 경향이 있어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연산에서도 단순히 풀이 방법을 외워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의 형식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풀어내지 못한다. 교사의 설명과 교재의 지시문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필수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에
박힌 형식적 절차를 암기하거나 예제를 따라 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 결과 수학은 더욱 어려운 교과목이 되어
학습 부진을 초래하기 쉽다.
또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은 한국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제 문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문장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은
문해력이 낮은 일반 학생들도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들보다 더 제한적인
언어능력을 가진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선행 연구는 문장제 문제 해결을 할 때 문장제의 문맥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특정 단어에 기호를
고정화시켜 자신만의 형식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문장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장 내에 ‘모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무조건 더하는 경향이
있어 오답이 자주 나타났다.8)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게
정평가연구』, 23권 2호(2020), 75쪽.
7) 장윤영, 고상숙, 「다문화권 학생들의 초등수학 학습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수학교육』, 48권 4호(2009), 431쪽.
8) 조영미, 이옥영,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언어, 인지 진단도구 적용 결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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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보인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 현재 교육과정은 ‘과정 중심’의 평가로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언어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
수학 학습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된다.9)
교과 학습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겪는 여러 문제는 대부분 언어적
요인과 연관된다. 즉, 이들의 수학 학업 수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다. 수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수학적 개념
이해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개념과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계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학은 계통성이 강한 교과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이나 법칙
위에 새로운 개념과 법칙이 덧붙여져 발전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초적인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력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언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학 보조교재의 개발이
절실하다.
2. 수학 용어의 특징
수학 교과는 고유의 용어와 언어적 규칙이 있어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클 수 있다. 수학은 단순히 숫자만 계산하는 학문이
석-초등학교 1·2학년」, 『수학교육학연구』, 20권 2호(2010), 108쪽.
9) 더욱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교육을 위한 다
양한 접근은 다문화 학생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단순히 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지식과 창의력, 예술적 감성까지 아우
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다문
화 배경 학습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학습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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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학은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학습하면 다른 교과에 비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수학에
필요한 기초어휘와 수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학습법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수학 수업에 자주 등장하는
수학 용어와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에 나오는 수학 용어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합성어,
외래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용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순우리말
(고유어)

제곱, 거듭제곱, 밑, 닮음, 참, 거짓, 부채꼴, 활꼴, 사다리꼴,
마름모, 줄기와 잎 그림, 척도를 나타내는 말(길이, 높이, 넓이
등)

한자어

소수, 합성수, 지수, 소인수,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정수, 대소, 유리수, 양수, 음수, 수직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역수, 대입, 항, 다항식, 단항식, 계수,
차수, 상수항, 동류항, 등식, 항등식, 일차식, 방정식, 해, 근,
이항, 미지수, 좌표, 순서쌍, 축, 원점, 좌표평면, 좌표, 사분면,
변수, 정비례, 반비례, 점, 선, 면, 직선, 반직선, 선분, 각,
평각, 교각, 직교, 수직이등분선, 동위각, 교점, 평행선, 작도,
대변, 대각, 합동, 내각, 외각, 호, 할선, 현, 다면체, 회전체,
회전축, 평행사변형, 중심각, 변량, 계급, 도수, 도수분포표,
도수분포다각형, 상대도수

순우리말 +
한자어
외래어

서로소, 제곱근, 절댓값, 식의 값, 순서쌍, 수선의 발, 꼬인
위치, 맞꼭지각, 엇각, 각뿔대, 원뿔대, 측정값, 근사값
그래프, 막대그래프, 히스토그램
표 1. 수학 용어

한국의 학교 수학 용어는 다양한 어원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변천을
거듭하여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국어교육 정책과 맞물려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고유어와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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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등으로 한자어가 한글화되어 굳어진 고유어, 한자어,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인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나머지’, ‘모서리’, ‘
부채꼴’ 등은 한글화되어 굳어진 고유어에 해당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 용어에는 한자어가 상당히 많다. ‘대각선’을 ‘맞모금’
으로, ‘평행사변형’을 ‘나란히꼴’로 한글화했다가 다시 한자로 돌아간
예도 있다.10) 외래어에는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와 같이 ‘그래프’가
들어간 용어와 ‘히스토그램’이 있다.
특별히 학습하지 않으면 한국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수학 용어들도
많다. 일례로 한자로 이루어진 수학 용어가 있다. 소수(小數, decimal
number)와 소수(素數, prime number), 수직선(垂直線, vertical line)
과 수직선(數直線, number line)은 한글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일상어와 형태가 같지만, 수학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녀 특별히 학습해야
하는 단어도 있다. 예를 들면 ‘임의의 수(any number)’에 사용된 ‘임의’
는 일상어에서는 무작위성을 의미하지만, 수학적 용어로는 ‘모든 수
(all number)’를 뜻한다.11) 또한 ‘절편’은 일상적으로 떡의 한 종류이나
수학에서의 ‘절편(截片)’은 좌표 평면상의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x절편) 및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y절편)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다른 예로 ‘도수’는 일상어에서는 기온이나 각도, 알코올 도수를 뜻하나
수학에서는 ‘도수’는 주어진 계급에 해당하는 변량의 개수를 지칭한다.
이처럼 수학 용어는 다양한 어원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의미와 차이가 있어
수학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전술하였듯
수학 용어 이해는 수학 교과 성취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학 용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10) 박경미, 임재훈, 「학교 수학 기하 용어의 의미론적 탐색 –기하 용어의 역사적
변천 및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수학교육학연구』, 8권 2호(1998), 580
쪽.
11) 주미경 외, 「이중 언어 학습자를 위한 수학 교재 개발 방안 탐색」,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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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전략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수학 교과 교수·학습 전략으로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과 어휘 중심 교수법(lexical
approach)을 활용하고자 한다. 내용 중심 교수법은 “학습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나 특정 전공 영역의 주제 내용을 목표어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교과 내용의 학습과 동시에 외국어 학습을 목표”로 외국어와
특정 교과 내용의 학습을 통합하는 교수법을 의미한다.12) 그리고 어휘
중심 교수법(lexical approach)은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어휘라는
가정 하에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를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하나 기계적인 어휘 암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3)
수학에서는 용어 학습이 다른 교과보다 중요하다. 수학 용어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빈도와 관계없이 해당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학 용어를 교과 과정에서
우선적이며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박진욱·노정은의 연구에서도 “
교과의 핵심 내용이 되는 수학 용어가 매 단원 제시되고 있어 수학
용어는 우선적으로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4) 수학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위계성을 가진 수학 교과의 특성상 교육과정이
진행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부진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중학교에서 학습한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토대가 되므로, 수학
용어를 우선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사전』 (서울: 도서출판하우,
2014), 974쪽.
13) Jack C. Richards, Theodore S. Rodgers, 전병만, 윤만근, 오준일, 김영태
역,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202.
14) 박진욱,노정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수학 문장제 수행력 향상을 위한 교
육 방안」, 『우리어문연구』, 59권(2017), 368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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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 어휘 중심 교수법은 수학 교과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어휘에 초점을 둔 학습 활동을 통해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수학 용어에 집중하여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수학 용어를
몰라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수학
용어를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한국어의
어휘 학습 차원으로 교과 과정에서 우선적이며 직접적인 교수 대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휘 중심 교수법 적용이 기계적인
어휘 암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수 전략을 수업 중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수 어휘 학습 전략(Front-loading vocabulary)
처럼 새로운 용어를 학습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하도록 돕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15)

Ⅲ.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수학 보조교재
1. 교재 개발의 범위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수학 보조교재 개발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였다. 중학교 수학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역

수와
연산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1학년
내용 요소

수의 체계

수는 방정식의 해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정수, 유리수, 실수 등으로 확장된다.

소인수분해

수의 연산

각각의 수체계에서 사칙계산이 정의되고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

정수와
유리수

15) 주미경 외, 「이중 언어 학습자를 위한 수학 교재 개발 방안 탐색」,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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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와
식

함수

문자를 통해 수량 관계를 일반화함으로써
산술에서 대수로 이행하며, 수에 대한
사칙연산과 소인수분해가 다항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방정식과 부등식은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다.

일차방정식

함수와
그래프

변화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대응과 종속의 의미를 포함하며,
그래프는 함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좌표평면과
그래프

평면도형

주변의 형태는 여러 평면도형으로
범주화되고, 각각의 평면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기본도형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

주변의 형태는 여러 입체도형으로
범주화되고 각각의 입체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입체도형의
성질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는 통계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의
정리와
해석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기하

확률
과
통계

통계

표 2. 중학교 수학 내용 체계16)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1~3학년에서 학습할 내용
요소뿐만 아니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핵심 개념’은 교과 내용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의 세부 사항을 잊어버린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큰 개념을 말한다. ‘일반화된 지식’은 학년 및 학교 급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진술한 것이고, ‘내용
요소’는 교과 및 영역을 구성하는 지식으로 학년군별로 나누어져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습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부분 ‘수와 연산’, ‘문자와 식’ 영역을 어려워하였다. 이는 언어적
16)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5), 160-161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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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많고 이를 실생활과 접목시켜 문장제로 풀어낸 도전적인 과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하’와 ‘확률과 통계’ 영역은 시각적 정보가
많아 전달하려는 의미가 더 직접적이므로 ‘꼬인 위치, 합동’ 등과 같은
용어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성취도를 높이기가 쉬운 영역이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 중 1학년의 내용 요소를 하나의 과로 지정하여 ‘
수와 연산’ 영역에서 2개의 과(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문자와 식’
영역에서 2개(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일차방정식), ‘함수’ 영역에서 2
개(좌표평면과 그래프, 정비례와 반비례), ‘기하’ 영역에서 4개(기본도형,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의 성질), 마지막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1개(자료의 정리와 해석)와 같이 총 11개의 과로 구성하였다.
교재 안에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학 용어 설명뿐만
아니라 학교 수학 교과서의 문제를 일부 삽입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접할 법한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17)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보조교재의 내용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학습활동이 제시되었다. 이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 과학, 인문학,
예술·체육 분야를 통합한 융합 인재 교육을 기치로 학생 중심적이고
활동 중심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방향에 따라 교과서에 수학 교과와 다른 학문
분야를 통합한 내용이 빈번히 등장한다. 예컨대 역사자료에서 소수를
찾는 문제, 태양계 행성 표면의 평균 온도를 통해 수의 대소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 환율의 등락을 덧셈과 뺄셈의 혼합된 수식으로 구성하는
경제 관련 문제 등이 있다.

17) 본고에서는 비상교육에서 출간한 수학 교과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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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교 수학의 방향 또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출신국에서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적 사고력이 우수한
학습자라도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창의력, 예술적 감성까지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추구하는 한국의 교육과정을 낯설게 느낄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 또한 서술형과 논술형 및 수행평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학습 결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언어적인 능력이 요청되므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보조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표 2>
의 중학교 수학 내용 체계와 <표 3>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교과서보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보조교재가 『한국어로 보는 수학 생활』이다.18)
2. 한국어로 보는 수학 생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언어적 문제를 해소하고 언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학 보조교재는 5개 영역을 바탕으로 한 전체 11과를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과

대단원

1

수와 연산

2

수와 연산

3

문자와 식

4

문자와 식

단원명

학습 요소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 밑, 지수, 소인수,
소수를 찾자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서로소
정수, 유리수, 대소, 절댓값, 교환법칙, 양의
절댓값은
부호(+), 음의 부호(-), 양수, 음수, 수직선,
무엇일까
덧셈의 교환법칙/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역수
문자를 사용한 식, 기호 ×, ÷의 생략, 대입,
수학에서의 약속,
식의 값,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문자와 기호
차수, 일차식, 동류항
일차방정식은 등식, 방정식, 미지수, 해, 근, 항등식, 이항,
어떻게 풀까? 일차방정식

18) 『한국어로 보는 수학 생활』을 이하 『수학 생활』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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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11

좌표평면과 그래프는 어떻게 좌표, 순서쌍, 축, 축, 좌표축, 원점,
좌표평면,
좌표, 좌표, 제1사분면, 제2
그래프
그릴까?
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변수, 그래프
좌표평면과 너와 나는 무슨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관계?
점, 선, 면, 직선, 반직선, 선분, 각, 평각,
기본도형
각이 살아있네 교각, 맞꼭지각, 직교, 수직이등분선, 수선의
발, 꼬인 위치, ⁄⁄, 동위각, 엇각
무엇이 무엇이 작도, 대변, 대각, △ABC, 삼각형의 합동
기본도형
똑같을까
조건, ≡
평면도형과
내각, 외각, 호, 할선, 현,
π는 무슨 파이?
입체도형
부채꼴, 중심각, 활꼴,
,π
평면도형과
다면체, 각뿔대, 정다면체, 회전체, 회전축,
입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
원뿔대
자료의
변량, 줄기와 잎 그림, 계급, 계급의
한눈에 쉽게
정리와
크기, 도수,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알아보자
해석
도수분포다각형, 상대도수
표 3. 『한국어로 보는 수학 생활』의 구성

필자가 개발한 교재는 전체 목차와 페이지가 있는 차례를 시작으로 1
과부터 11과까지 내용을 구성하고 마지막에 모범답안을 넣어 자기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1개의 각 단원은 ‘도입’, ‘기초개념’, ‘필수개념’, ‘
개념확인’, ‘내용학습’, ‘교과서 엿보기’, ‘보충어휘’ 7단계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촉발하는 ‘도입’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인 ‘기초개념’
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수학용어 이해를 위한 전초적인 부분이다. 이
단계는 해당 단원 교과 내용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다루는 본 수업 전 준비 학습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개념을 상기하기 위해 또는 배우지 않았다면 ‘
기초개념’에서 배우고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단원의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기초개념’ 아래의 제시된 빈칸 채우기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자는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알 수 있고,
배수와 약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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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초개념과 필수개념

『수학 생활』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모를 법한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간단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중학교 수학 교과서는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계산하는 학습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는 비상 교과서 1
단원의 소인수분해 준비 학습의 사례이다.

그림 2. 비상 교과서

http://www.homomigrans.com

45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5(Nov. 2021)

[그림2]에서 볼 수 있듯, ‘구하시오’, ‘계산하시오’와 같은 표현으로 계산
결과만을 묻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준비 학습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장에 [그림 2]의 오른쪽과 같이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본문이 나온다. 용어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고 학습 활동 역시에서도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교과서가 ‘약수’나 ‘배수’에 대한
개념을 생략한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학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19) 그러나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한국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이주 과정으로 인한 학습 결손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학습활동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교재는 이러한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개념’을 두
번째 단계로 제시하였고, 이어 핵심적인 학습 요소를 정리한 ‘필수개념’
을 세 번째 단계로 제시하였다. ‘필수개념’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명확히 서술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아래 제시하여 필수개념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인 ‘개념확인’은 용어 학습을 위한 단계이다. 이는 전적으로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해 특화된 학습 단계로서 기존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학습자는 앞에서 배운 한국어로 설명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필수개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19) 수학 교과서는 간단한 설명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변화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정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용어를 ‘무정의용어’라고 한다. 무정의용어는 기술할만한 물리적
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초등과정에서 배우고 왔기 때문에, 혹은 언어 ․
문화적 배경이 같아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별도로 정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한국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이주 과정 중에 학습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 ‧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무정의용어를 사용
하는 데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수학 생활』은 수학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수학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안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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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소수”와 “합성수”와 같은 용어를 빈칸 안에
직접 기입하는 연습을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항은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학습자가 낯선 용어들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개념확인 및 내용학습

‘내용학습’은 해당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를 직접 풀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기초개념’과 ‘필수개념’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실제 교과서에는 학습한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다소 추상성이 높은 문항이 수록되어 있으나, 필자는 수학 개념에
대한 언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추상성을 완화한 문항을 주로
제작하였다.20)
언어적 이해를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로 ‘교과서 엿보기’를 구성하였다.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중 교재의 취지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20)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경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언어적 배경
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부가적으로 경험하므로, 따라서 수학 개념의 추상성
을 완화하며 동시에 선수학습 결핍과 언어적 차이에 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행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학습’ 부분은 추상성이 다소 낮은 수학문제로 구성하였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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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기의 문제는 지시문이 다소 긴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앞선 ‘내용학습’
이 추상성이 완화된 문항을 통해 지시문 이해, 개념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교과서 엿보기’는 보다 긴 지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학습한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매 단원의 말미에는 ‘보충어휘’를 덧붙였다. ‘보충어휘’는 해당 단원의
기초개념 및 필수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수학 용어를 모아 정리한 부분이다. 일례로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양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하여 나타내 보자”는
문장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덧셈’, ‘뺄셈’, ‘부호’, ‘괄호’, ‘생략’의
의미를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

그림 4. 보충어휘

‘보충어휘’에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휘를
최대한 체계화하여 수록하고자 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넓이”와 “높이” 등의 척도 명사를 형용사와 연관 지어 표로 제시하여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일상어를
활용하여 수학 용어를 습득하도록 전략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상”,
“이하” 등과 같은 용어는 수직선과 그림을 통해 개념 차이를 비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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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시하였다. 한자어의 경우 한자의 의미를 설명하며 수학 용어
안에 숨어있는 개념을 알게 하였다. 가령 ‘대응, 대변, 대각, 대칭’과 같이
비슷한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 영역에서는 ‘마주보다’는 의미가 있는
‘대’가 있는 용어들을 모아 어휘군을 구성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대 개념의 한자어를 함께 소개하며 한국어 어휘력 신장을 꾀하였다.
한국인 저학력 학습자와 달리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약수를 설명하는
‘나누어떨어지다’와 같은 표현도 낯설어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나누기=묶기’라고 그림을 그려 보여주면서
몇 개씩 묵어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남지 않는 것을 ‘나누어떨어지다’
라고 한다고 설명하는 전략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보충어휘’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Ⅴ. 맺음말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에서도 늘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학교 적응 및 교과 학업
수행을 돕고자 시작되었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수학 교과 학업 실태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겪는 수학 교과 적응과 연관된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언어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 용어 학습이 우선적이다.
필자는 수학 교과 내용을 한국어 학습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학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학습 요소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참고하여 교재 개발 범위를 정하고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한국어 보조
교재를 구성하였다. 총 11과로 이루어진 교재는 다양한 수준의 언어적
능력을 지닌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기초개념’과 ‘필수개념’을 학습하고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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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확인’ 및 ‘내용학습’을 통해 수학 용어 이해를 확인한 후 ‘교과서
엿보기’를 통해 수학 용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충어휘’를 매 단원의 마지막에 덧붙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교재를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적인 수학 용어 학습을 통해 고립적 어휘 학습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교과 속 주요
용어만을 선별하여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소개하거나 용어를 제시하는
데에 그쳤으나 본 연구는 수학과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다룬 적이 거의
없는 수학 교과 내용과 한국어 학습을 통합한 연구이다. 내용 중심 외국어
학습 방법에 바탕을 두어 『한국어로 보는 수학 생활』 교재를 만들어
구체적인 개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교과
학습을 위한 연구의 실례를 보여주었다.21)
수학적 사고력에 큰 문제가 없으나 수학 교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생은 이러한 단계적인 수학 용어 학습을 통해 교과 성취도
향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 등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수료
dlsal1202@naver.com
21) 본 연구의 결과물로 개발된 수학 보조 교재로 실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과
수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와 학부모의 반응이 좋았고 학습자 개인별로도 눈에 띄는 성취도를 보
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제한된 상황 속에 진행하여 실효성을 검증
할 수 없어 후속 연구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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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교재 개발 사례
- 중학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오인미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수학 교과 기초 학력을 함양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돕기 위한 한국어 보조교재를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수학
교과에서 성취도가 낮은 원인으로 부족한 한국어능력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지금까지 선행연구 및 개발된 자료는 교과 속 주요 용어를
선별하여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소개하거나 용어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고립적 어휘 학습법의 한계를 넘어 교과내용과 한국어
학습을 통합한 교수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하나 다른 교과목과 달리 수학에
관련된 논의가 많지 않고, 특히 실례를 제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내용중심교수법에 바탕을 두어 수학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교재 개발
범위를 정하고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을 고려하여 중학교 1
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한국어로 보는 수학 생활』 보조
교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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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of Developing a Middle School Mathematics
Workbook
for Multicultural Learners in Korea
Oh, Inmii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rocedures of developing a middle
school mathematics workbook to help multicultural learners in
Korea. Lack of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is identified as
the main factor for the low academic achievement in mathematics,
and thus the previous research and developed materials present a
group of selected key terms in textbooks in Korean or in various
foreign languages. Due to the limitations of teaching words in
isolation, the new approach that integrates mathematics with
Korean language learning should be established; yet little has been
discussed about middle-school mathematics, much less about the
practical cas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based on the contentbased teaching method, intends to show how a mathematics
workbook is developed for multicultural learners. Examining the
peculiarities of the mathematic terminologies and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workbook by referr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considers the
linguistic abilities of multicultural learners, and then shows how a
first-year middle school textbook is reorganized into the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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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육 방안

정재영·김선정

Ⅰ. 머리말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단일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
가야 한다. 언어적·문화적·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
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1)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모든 학령기 학생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배분 받아야 한다.2) 하지
만 중도입국 청소년들3)은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 부적응 등의 이유로 공
1) 교육부, 『한국어교육과정 개정안』 (세종: 교육부, 2018), 2쪽
2) UN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의 권리협약’을 채택하
였고, 한국정부도 1991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국내에서 합법적
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
녀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오성배,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도움 자료』 (서울: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2018), 17쪽 참고).
3)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교육부에서 규정한 중도입국자녀를 말한다.
교육부에서 정의하는 중도입국자녀라 함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으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
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춘
기 시기나 사춘기 연령대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을 지칭할 때 중도입국 청
소년이라고 한다(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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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소외되고 있거나 공교육에 진입한 학생들도 학업을 중도에 포
기하는 경우가 많다.4) 따라서 이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교사 및 현장 전문가들에 따르
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절반가량은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 수준이라고 한다.5) 따라서 이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서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뿐이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과
학 등 주요 교과 내용의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한국어 능력의 신장
이 필요함을 강조한다.6) 즉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교과를 학
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능력까지도 함께 길러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
성에 근거해 본고에서는 현재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을 대상으로 사회 교과와 한국어를 통합하여 교수·학습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7)
사회 교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습에 큰 부담을 느끼는 과목 중 하나
이다.8) 언어적 측면에서 사회 교과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전문

4)

5)
6)
7)

8)

획』 (세종: 교육부, 2021), 25쪽 참고).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학률은 43.4%로 국내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률 91.3%와 비교하여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
숙 외, 『2016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
족과, 2016), 48쪽 참고).
구영산,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14쪽.
오성배,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도움 자료』 (서울: 국가평
생교육진흥원, 2018), 15쪽.
필자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중도입국 청소년은 공교육에 재학 중인 학생으
로 한정한다. 국내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3,938명(귀화자 6,871명 제외)이
나, 이들 중 몇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는 교육부여가
부 등에서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
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경기: 법무부,
2019), 3쪽 참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부진 교과에 대
해서 조사한 결과 수학이 24.7%, 국어가 22.6%, 사회 교과는 17.8%로 나타
났다(구영산,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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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문어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문장의 길이도 너무 길다. 따라서 한
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로 된 긴 텍스트를 읽
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등의 독해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9) 사회 교과
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사회과 학습 내용이 모국의 사회과 교육 내
용과 다소 이질적이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으로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국 지리나 역사 영역에서 문화적 장벽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10)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과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주제와 내용
을 선정하고 또 학습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 학습을 통
해 한국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현실적 요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는 중학교 1학년 사회과 내용을 바
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와 사회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교
재 개발 방안과 교수 ·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한국 사회로 진입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
을 위한 정책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교육
과정평가원에서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기초학력 부진, 교과 학습 부
적응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
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11)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자료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
한 다문화 배경 학생의 현황과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에 매우 중요한 결
과를 담고 있다.
9) 구영산, 같은 책, 28쪽.
10) 구영산, 같은 책, 30쪽.
11) 구영산, 같은 책,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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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
어지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이어진 후속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기초 학력 향상을 실제 교실환
경에서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대개 교육 정
책에 대한 제언과 정책 입안의 방향 제시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12)
그 결과 정작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의 개발
방안, 보조 자료의 실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
어』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 원리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
한국어 교재의 목적은 “의사소통 한국어 교육”과 “학업 생활 영위”에 있
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이 아니다.13) 교재 내용
을 살펴보면 교과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의사소통과 학습을 위한 기능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재 구성은 교과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
아 다문화 학생들의 교과 학습을 보조하고 교과 내용의 배경 지식이나 기
초 개념을 익히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다문화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와 한국어 통합 교육을 연구한 사
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초등 교과 연구이거나 중학 과정은 국어
교과 연구에 치우쳐 있다.14) 사회과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김윤주
가 대표적으로 한국어와 사회 교과의 통합 수업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인 학습 자료와 지도안을 제시하여 논의한 바 있다. 김윤주는 다문화 배
경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과 영역과 한국어를 통합하여 교육하
기 위해 내용중심교수법의 여러 모형 중 주제중심모형을 적용하여 수업
12)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 연구: 총괄보고서』 (세
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5쪽.
13) 심혜령, 『중고등한국어(KSL) 교재 개발』 (서울: 국립국어원, 2018), 4쪽.
14) 최근의 국어 교과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신선한, 「중등 중도입
국 청소년을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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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 가능한 접근법을 제안하였다.15) 후속 연구에서는 내용중심교수
법의 한 모형인 CALLA(Cognitive Academic Language Learning Approach) 모형을 언어-내용 통합 수업에 적용하여, 사회 교과의 단원 중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에 맞는 활동과 과제를 제시하였다.16)
김윤주의 연구는 교수법 이론을 통해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개
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시된 과제가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일례로 김윤주의 논문에 소개된
저출산의 그래프를 보고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글쓰기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17) 표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글쓰기 과제는 한국어능력시
험(TOPIK)의 쓰기 영역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과 유사하다. 한국어능력
시험은 외국인과 이주민이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유형의 문제는 중등교육을 받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한 학습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18)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교육과 교과 교육을 통합하려는 연구는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탐색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 않았다.
시범적으로 제시된 학습 활동의 경우에도 전술한 여러 한계점이 있어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적
인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
들의 언어적 특성과 교과 학습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처한 환경에 맞
게 한국어와 사회교과 통합 수업을 내용중심교수법을 적용하여 설계 방
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교재 개발
방안과 수업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5) 김윤주, 「언어-내용 통합 교육을 위한 CALLA모형 적용 방안」, 『한국어문
교육』, 32호(2020), 105쪽.
16) 김윤주, 같은 논문, 292-294쪽.
17) 김윤주, 같은 논문, 304쪽.
18) 실제로 한국어 교육과정 단계별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교과 내용에서 도표,
그래프 등의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어 5단계인 고급단계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교육부, 『한국어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8), 13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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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육 방안
1. 통합 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통합 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
다. 따라서 현재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사회과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그대
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없다. 사회과에서 제시하는 각 단원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재설정하
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중학교 1학년 사회 교
과서의 한 단원인 5과를 예시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5과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자연환경은 인간 집
단의 활동에 의해 변형이 된다는 내용이다. 즉 자연재해가 인간 생활에 미
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일부 인간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5과의 내용체계는 <표 1>과 같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자연-인간
상호작용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의사소통하기
작성하기
발표하기 등

표 1. 2018년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5과 내용체계19)

내용체계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보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을 강조하여 교수하도록 5과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19)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8),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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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기준 해설
[(지리)05-01]에서는 뉴스나 영화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연재해
의 발생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발생 원인을 지리적 위치와 관련지
어 설명함으로써 자연재해 관련 이슈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지리)05-02]에서는 자연재해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
고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거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인식한다.
[(지리)05-03]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간 활동에 의해 증가하
거나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수준과 자연재해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삶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표 2. 2018년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5과 성취기준20)

성취기준 해설은 자연재해 단원이 “자연재해 관련 이슈를 논리적으로 해
석”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
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육은 사회과 목표, 성취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자연재해 단원의 통합 목표를 “자연재해의 주제와 용어, 기본 개
념과 일반적인 내용을 익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을 함양한다”로 정하고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였다.
1. 자연재해의 개념, 종류, 원인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인간 생활
에 관련된 어휘와 일반화된 지식을 익힌다,
2.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상호 문화 이
해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언어적 과제 수행에서 학습자의 내재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장려한다.
20) 교육부, 같은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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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취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중도입국 학생들이 전술하였듯 사
회교과와 연관된 언어적, 내용적, 문화적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
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통합 교재 개발 시에 각 단
원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합한 학습 목표와 성취기준을 재설정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2. 통합 수업을 위한 사회 교과서의 재구성
필자는 통합 교재의 본문 구성을 위해 사회 교과서의 본문을 재구성하였
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 능력을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안』에 명시된 ‘단계별 성취기준 중급(3단계)’로 설정하였
다. 그 이유는 중급 단계에서 교과 교육을 위한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단계별 성취기준 중급(3단계)’에 해당하는 총괄
수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황과 목적에 맞는 쉽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 . . ] 교과 내
용과 관련된 간단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 . . ] 수업 시
간에 쓰는 교실 표현을 이해하며, 학업에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사고 도
구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
서 타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21)

이러한 수준을 참고하여 필자는 본문 구성 시에 교과서의 핵심 내용과 일
반적인 지식을 다루되 짧게 구성하였다. 또한 어휘는 『한국어교육과정
개정안』의 중급 목록표(부록)에 제시된 어휘를 참고하되 가급적 쉽고 간
결한 어휘를 선택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문과 학습활동
을 작성할 때에도 『한국어교육과정 개정안』의 부록에 제시된 문법, 주
21) 교육부, 『한국어교육과정 개정안』 (세종: 교육부, 2018),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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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텍스트 유형 등을22) 참조하여 최대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준에 맞추
어 개발하였다.
사회 교과와 필자의 교재를 비교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비상교육 중학교 사회 1학년 교과서
ㅎ'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본문 23)ㅎ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자연재해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 그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 한다. 최근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경 변화는 자연
환경의 균형을 파괴하여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홍수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 횟수가 늘고
그 피해도 커진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숲이 사라지고 건물과 도로 등의 건설로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들어 저지대에 큰 홍수 피해를
준다. 또한 굽이굽이 흐르던 하천을 곧게
만들면서 하천의 유속이 빨라져 하류
지역에서는 급격히 불어난 물로 인해
홍수가 나기도 한다.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철저한 예방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목적 댐이나
제방을 건설하고 빗물 처리장과 같은 배수
시설을 정비하여 홍수 때에는 하천의
범람을 막고 가뭄 때에는 저장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숲을 잘 가꾸어 녹색 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대 저기압으로
피해를 자주 겪는 지역에서는 발생 시기와
이동 경로, 영향권 등을 예측하여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고, 풍수해를 대비하여
제방이나 시설물들을 관리하여 해일이나
강풍에 대비해야 한다.

필자의 한국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재
ㅎ‘자연재해’ 본문24)ㅎ
자연재해의
피해는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이
파괴되어
증가할 수 있다. 건물과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숲을 없애면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해서
홍수가 난다. 또한 굽게 흐르던
하천을 곧게 만들면 하천의
속도가 빨라져 아래 지역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빗물을 잘 저장해
두어야 한다. 나무가 많은 숲은
빗물을 저장해 두는 천연 댐이
되기 때문에 숲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 재해의 발생 시기를
미리 예측해서 대비해야 한다.
★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
1)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자연
재해 피해가 증가한다.( )
2) 하천을 직선으로 곧게 만들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 ( )

23)24)

표 3. 본문 비교

22) 교육부, 같은 책, 105쪽.
23) 최성길, 『중학교 사회1』 (서울: 비상교육, 2018), 101-106쪽.
24) 정재영 외3명, 『한국어로 보는 사회생활』 (창원: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
2021), 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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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문의 핵심적 내용은 자연재해의 원인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다. 왼쪽의 사회 교과서 본문은 160단어(471자)로 구성되어 있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읽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범람”, “제방”, “다목적
댐”,“-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등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어휘와 표현들
로 가득하기 때문에 본문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
려하여 필자는 핵심적 내용을 유지하되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 수준
을 고려하여 본문의 양을 줄이고 어휘의 난이도를 재조정하였다.
3. 통합 교육의 이론
필자는 통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이론으로 내용중심 교수법을 활용하
였다. 내용중심 교수법은 현재 교과 적응 한국어 교육을 위해 반영해야
할 언어 교육 접근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25) 내용중심 교수법은 학습하
게 될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26) 언어 학습과 내
용 학습을 통합한다는 것은 어휘와 문법을 내용과 연관지어 총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전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텍스트를 읽기 전에 주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어
휘, 문법 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27)
내용중심 수업 설계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된다. 학습자의 수준과 환경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택한 후 도입부분에서 주제에 대해서 브레인 스토밍
25) 한국어교육 학계에서는 심혜령의 연구가 대표적이다(심혜령, 「KSL학습자
를 위한 내용중심 한국어교육 기반 교과 교육 방안연구: 과학교과를 중심으
로」, 『새국어 교육』, 105권(2015), 325-347쪽 참고). 교육부에서도 중도
입국학생을 위한 내용중심 교수법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오성배, 『중도입
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도움 자료』, 65쪽 참고).
26) 내용중심 교수법(CBI: Content-based Instruction)은 모한(Bernard Mohan)이 주창한 언어 교수 접근법으로,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을 연결 짓는 통
합적 접근법’을 말하는데 학습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련된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언어를 교육하는 교수법이다(김재욱 외, 『한국어 교수법』, 216쪽
참고).
27) 김재욱, 같은 책,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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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제시 단계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말하도
록 한다. 다음으로 주제 관련 핵심 어휘와 문법을 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한 다음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통해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말하기, 쓰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8)
필자는 이러한 내용중심 수업 방식을 참고하여 통합 교육을 4단계로 구
성하였다.29) 필자는 교과 교육이 주목적이 아니라 언어와 내용의 통합 교
육이 주목적이므로 도입 부분에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도입과 제시를 통합하여 교육단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재
구성하였다.
1) 도입 및 제시

도판이나 사진, 영상을 통해 학습 주제를 파악하고 서로
이야기한다.

2) 어휘와 문법

본문 읽기 활동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휘와 문법을 익힌다.

3) 본문 읽기

본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문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다.

4) 활동

짝활동, 모둠활동을 통해 주제를 확장하여 서로
이야기한다. 모둠 활동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쓰기’같은 활동으로 연결한다.
표 4. 통합 교육의 4단계

위 단계에 따라 필자는 한국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재를 개발하였는데 구
체적인 사례는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IV. 한국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재의 실제
1. 도입
28) 김재욱, 같은 책, 218쪽.
29) 필자는 내용중심 교수법의 수업 절차를 참고하여 통합 교재에 맞게 4단계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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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사회 교과 학습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도입
부분에서 최대한 긴장을 풀어주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이끌어내어 학습 주
제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 도입 사례
필자는‘자연재해’ 단원에서는 도입 부분에 명화‘노아의 홍수’와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교과서에는 뭉크(Eduard Munch)의 「절규」가 제
시되어 있으나,30) 필자는 구체적인 자연재해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도판인 ‘노아의 홍수’를 제시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출
신국의 홍수 또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전설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다양한 반응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
는 자연재해에 관한 표현 및 문화적 이해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출신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30) 최성길, 『중학교 사회1』 (서울: 비상교육, 2018), 92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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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한 언어적, 문화
적 지식 유무를 자연스럽게 확인하면서 교수자는 수업의 진행 방향을 정
할 수도 있다.
2. 어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은 교과 학습 용어에 매
우 취약하다. 따라서 어휘 교육 시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 능력을
감안하여 교과별 학습 주제와 핵심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
저 필자는 자연재해 단원의 어휘 학습 자료를 [그림 2]와 같이 단계적으
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어휘 사례

우선 필자는 [그림 2]의 <핵심 어휘> 부분에 빈칸을 두어 그 뜻을 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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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바로 바꿔 쓰도록 하였다. 모국어와 한국어의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휘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 필자는 도판을 활용한 학
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림 2]의 문항 1은 주제 어휘를 유추할 수 있는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자연재해 관련 단어를 모국어로 파악했다면 이
미지를 통해 구체화하고, 한국어와 연결지어 봄으로써 한국어 이해 수준
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의 문항 2는 학습 난이도가 보다 높다. 자연재해 관련 핵심 어휘
들은 ‘홍수-나다’나 ‘가뭄-들다’처럼 각각 어울리는 용언이 따로 있는데,
해당 문항은 어휘의 사용역과 연어 관계, 문장의 구성정보 학습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어는 모어가 아닌 제2외국어
이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들은‘안개’라는 단어는 알지만 ‘
끼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모르고 ‘비가 와요’처럼 ‘안개가 와요’로 잘
못 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어 관계를 학습하는 것
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용언을 실제 활용하여 써 보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항을 제
시하였다. [그림 2]의 문항 3에서는 어휘 연습을 실생활과 접목하도록 하
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태풍’주의보는 한국에서 혹은 출신국의 뉴스
나 보도 자료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표현을 하는데 한
계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자료를 한국어로 삽화와 함께 제공하여 그들의
경험을 학습 주제와 연결하고 실생활에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
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3. 문법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주제에 맞는 문법을 익히는 것은 교과 내용을 이해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법을 필자는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
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5과에서 필자는 ‘피동’을 자연재해 단원의 목표
문법으로 제시하였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인간이 피해를 보는 과정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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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3]과 같이 문법에서 ‘의미’와 예문
을 먼저 제시하고 ‘연습’에서 문장 단위로 연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그림 3. 문법 사례

먼저 필자는 피동의 형태 정보를 표로 도식화하여 문법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동 문법에서 각각의 동사에 어울리는 피동 접미
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어 소양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이러한
피동 문법의 특징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피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
지 못하는 학습자를 위해 필자는 피동의 의미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사전』을 참고하여 쉽게 제시하였다.31)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형적인 예문을 제시하여 즉각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어 문법의 연습 단계에서는 ‘연습1’처럼 문장에서 능동형 부분을 피동
형으로 바꿔보는 통제된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이를 확장하여 ‘연습 2’처럼
그림을 활용하여 맥락이 드러나는 짧은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체계적인 피동 문법 학습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연재해 본문
3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사전』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으로 용어의 정의가 쉽게 풀이되어 있다(https://krdict.korean.go.kr/
mainAction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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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본문
필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제한적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본문 내용
을 간략하게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최대
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본문1 사례

그림 5. 본문2 사례

‘본문1’은 자연재해의 개념과 어휘 이해에 초점을 둔 교과서 본문 재구성
의 예이다. 필자는 자연재해의 의미와 종류를 다룬 교과서 본문을 두 문
장으로 간결하게 재서술하였다. “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와 같은 자연재해의 구분은 교과서의 핵심개념이며, “홍수”와 “태
풍” 그리고 “지진”과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의 명칭 역시 중도입국 청소
년들이 학습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므로 교과서 그대로 활용하였다. 본문
아래에는 내용 확인을 위한 간단하고 쉬운 퀴즈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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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는 각국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재해를 연관짓는다. 사회 교과에서
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필자는 지역과 인간
생활에 관련된 어휘 학습을 위해 지도와 도판을 활용하였다. 중도입국 청
소년들은 각국 명칭을 한국어로 모르는 데다가 지리적인 위치 또한 정확
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다.
5. 활동
필자는 활동 단계에서 과제의 난이도에 차이를 두어 수준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개개인마다 차이
가 크기 때문이다. 교과 학습을 통해 익힌 내용을 토론, 발표, 조사 등 다
양한 유형의 학습활동을 통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리고 활동 과제 중 모둠 활동이나 짝 활동을 장려하여 교실에 있는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32) 아래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한국어 초급 · 중급 · 고급 학습자를 고려한 수준별 활동
의 예시이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

32)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조사한 결과 ‘모둠학습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영산, 『다문화가정 중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15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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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과 [그림 7]은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학습활동이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 초급 학습자는 영화 포스터를 보고 어떤 자연재해를
다룬 것인지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쓰고 친구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중
급 학습자는 영화를 본 내용을 소개하거나 한 편의 영화를 골라 내용을 상
상해 본 뒤에 친구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또는 교수자는 영화에
나오는 주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토론을 장려할 수도 있다. 이러
한 활동에서 교수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앞서 학습한 자연재해 관
련 어휘와 문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7]은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학습활동의 사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이 자연재해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을 한국어로 써 보는 활동
이다. 이 학습 활동의 목적은 습득한 지식을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
하여 기술해보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여 상호 문화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은 한국어 중급과 고급 학습자를 위한 과제이다. 해
당 과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자연재해 정보를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때 출신국에서 경험
한 자연재해, 한국에서의 경험,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사례 등 모두 소재
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스마트 폰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같은 출신국의 학
생끼리 모여서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다. 먼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지
리적 환경, 피해 원인 및 현황, 대처 방안 및 행동 요령 등 자연재해 신문
에 들어갈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 다음으로 이에 맞는 제목을 쓰고, 관
련된 사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들은 위 활동 자료에 제
시되어 있는 여러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신문을 완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둠활동에서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학생들끼리 협
업하며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이해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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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와 사회 교과 학습이 연계된 통합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통합 교육에 관한 연구는 논의된 바가 있지만 실제로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과 연계된 통합 교육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교재나 교육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
에 착안하여 사회 교과를 기반으로 하여 교실 상황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
통합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목적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였다.
통합 교재의 예시로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의 5과 ‘세계 곳곳에서 일
어나는 자연재해’ 단원을 선택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통합 교육을 위한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먼
저‘2018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준에 맞
지 않음을 확인하고 필자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준에 맞추어 재설정하
였다. 본문 내용을 재구성할 때도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들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지식을 포함하
는 콘텐츠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하는 원리와 기준은 한국어 교육과정
중급(3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맞추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무리
가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 수업의 4단계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학습·활동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교육의 실효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 사회 교과 학습적 특성을 파
악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게 통합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교재를 개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교재는 중도입국 청소
년이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교수·학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먼저 중
도입국 청소년들이 초기 입국한 후 공교육 진입 전 교과 적응을 위해 활용
가능 할 것이며, 이미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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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후 교과 보충 수업에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학생 역
량 강화 사업,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가능하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대학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학생 역량 강화 사업
에 참가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교재로 시범 수업을 실시하
였다. 수업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학
부모들(결혼이민여성)의 반응도 필요한 교육과 교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시범 수업을 통해 필자가 개발한 교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업이 지속해서 원활히 이루
어지기는 힘들었다. 앞으로는 교재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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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와 사회 교과 통합 교육 방안
정재영·김선정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진 언어적 특성과 교과 학습적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교과와 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을 검토하여 교재의 개발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배경 학
생을 위한 한국어와 교과 학습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활발하
게 연구되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나 보조 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다문화 배경 학생 중
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맞춤형 교육 방안에 대한 연
구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
국어와 사회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통합 교재를 개
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
황과 사회 교과 학습의 실태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어
와 사회 교과 교육 통합을 위하여 내용중심교수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는 교육 방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
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학습 자료의 사례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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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lass integrating Korean Language and Social
Studies for Middle School Immigrant Students
Jung, Jaeyoung · Kim, Seonjung

This study purports to show how to develop a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workbook for immigrant students, or a subgroup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Korea. Recently topics such as Korean
language and social studies for multicultural learners attract researchers, but critical attention is not paid to immigrant students.
Some previous research on lesson plans or educational materials
for multicultural students, which, if properly redesigned, could be
used for immigrant students, rarely develops into a practical textbook or a workbook for class. In this vein, educational materials for
immigrant students in middle schools should be newly developed.
Based on the content-based instruction model, this study presents
the teaching method integrating Korean language and social studies for middle school immigrant learners, and then shows how to
develop a workbook by analyzing the objectives of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and restating them for immigrant
students, by reorganizing the texts with easy and plain words, and
by making several class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and
needs of immigrant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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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다문화 청소년 교육과
대학의 역할*
배경진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 배경의 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1) 이는
다문화 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연관된다.2)
초등, 중등교육 재학생의 수는 2019년 54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배경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만 명을
넘어섰다.3) 이처럼 다문화 배경의 학생이 크게 늘고 있어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교육부는 2006년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한
*

이 논문은 2021~2022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된 연구 결과임.
1) 교육부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 유형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
인가정자녀’로 분류한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일관된 것은 아니다. 국내출생자
녀와 중도입국자녀는 국내 출생 여부가 기준이 되나, 외국인가정자녀는 부모
의 국적이 분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교육행정의 관점에서는 유
의미하겠으나 한국어 교육의 관점이나 다문화 배경 학생 일반을 이해하는 데
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2) 2017년 이후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 건을 넘었고, 그 비중은 2019년 전체
혼인 건수의 10.3%를 차지했다. 또한 2009년에 117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년이 지난 2019년에 252만 명을 넘어섰다(교육부, 「2021년 다
문화교육 지원계획」, 2021, 1쪽 참고).
3) 교육부,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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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현재까지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1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을 돕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며, 다문화교육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유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교육부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범위를 중등교육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계획에서 대학의 역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대학이 다문화 교육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대학은
주로 대입 전형을 통해 다문화 학생 교육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 입시 전형에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학은 다문화 교육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대학의 입시 전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다문화 교육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후술할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의
입시 전형이 다수의 다문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교육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학 전형 개선이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한발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문화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대입 전형의 개선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대학의 다문화 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 다문화 교육
참여 사례를 점검하면서 다문화 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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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입 전형의 한계
헌법 제31조는 교육권을 규정한다.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언뜻 보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1년 결정문에서 교육권은 “다른 권리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라
밝힌 바 있고, 1994년 결정문에서는 교육권의 의의를 크게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교육권이 다른 헌법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 실현의 조건이 되는 권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4)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권은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교육권은
사회권으로서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 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5) 이러한 교육권 개념 하에서
성적과 같은 능력에 따른 ‘차별’은 용인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
국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6)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학은 다양한 명칭의 대입 전형을 시행해왔다.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은 그러한 사회적 배려가 요청되는 사회적 약자로서 다양한
명칭의 전형에 응시해왔다. 총 29개 대학(서울 소재 대학 13개교, 거점
국립대학 9개교, 교육대학 7개교)의 입학 전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9개 대학 중 23개 대학은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대학입학전형을 별도로
4) 곽한영,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헌법상의 교육
권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권 1호(2010), 4-5쪽.
5) 김광석, 주동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 분석」, 『한국자치행
정학보』, 30권 4호(2016), 147쪽.
6) 김광석, 주동범, 같은 논문,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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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대입 전형이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9개 대학 전체 모집인원 79,477
명 대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699
명으로서 선발 인원이 극히 적다.7)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세칭 비인기학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사회 배려 대상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8)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모집인원을 별도 할당하고 모집 학과 역시 확대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9) 그러나 대입 전형 개선만으로는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대학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동시에 대학 입학 후 수학(修學)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학에서는 정량적인 평가를 벗어나 학생들의 상황을 감안하지만
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선발 기준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상황을 고려하면
적용하기가 어렵다.
현재 많은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률(98.1%)은 국민 전체 취학률
(97.4%)보다 높으나, 중학교부터 취학률이 감소하여 고등학교 취학률은
87.9%(국민 전체 92.4%), 고등교육 기관은 49.6%(국민 전체 67.6%)
로 급감한다.10) 이처럼 상급 교육기관 취학률이 낮은 것은 학교에 잘
7) 김빛나라, 주철안, 「사회배려대상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다문
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4호(2020),
241-42쪽
8) 김빛나라, 주철안, 같은 논문, 같은 쪽.
9) 김빛나라, 주철안, 같은 논문, 243쪽.
10)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
문화가족과, 2019),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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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1) 특히
학교 부적응의 요인으로 ‘학교공부가 어려워서’(63.6%),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3.5%)가 가장 많았는데(복수응답), 2015년 실태조사와
비교해볼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는 9.8% 감소하였으나, ‘
학교공부가 어려워서’는 17.2% 증가했다.12) 이러한 변화는 이전보다 더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은 충분한 학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다문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학업 포부 수준도 점차 낮아진다.13)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이 희망 교육 수준을 4년제 대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56.5%
인데, 이는 청소년 일반 집단(74.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더욱이 희망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하라는 응답한 비율은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결과에서는 3.1%에 불과했으나,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11.2%로 거의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15) 대학 진학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하거나 바람직한 진로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처럼 학업 포부 수준이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은 이들이
심각한 학업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22년 입시 전형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11)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주된 이유로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46.2%로 가장 높
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23.4%), ‘편입학 및 유
학준비’(14.1%), ‘학비문제 등 학교 다닐 형편이 안돼서’(12.9%) 등으로 나타
났다(최윤정 외, 같은 책, 535-37쪽 참고).
12) 최윤정 외, 같은 책, 544-547쪽.
13) 양계민 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세종: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 2016), 114-115쪽.
14)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557쪽.
15) 최윤정 외, 같은 책, 5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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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16) 이처럼 법제화를 통해 다문화
배경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구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많은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은 현재 학업
성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입 전형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지 않은 수의 다문화 청소년은 대학 진학에 적합한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대입 원서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
전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증하지 못한다.

III. 대학 중심 참여 모델의 문제점
사회적 배려 대상 대입 전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대입 전형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대학은 고등교육 기관이며,
고등교육 이전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대입 이전의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에 관한 교육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전술하였듯 많은 다문화 청소년은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 전형에 응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의 노력은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이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잠재력을 계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이 다문화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없는
16)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 11쪽. 사회통합전형은 2022
학년도 전형부터 도입되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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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다. 교육부가 시행했던 ‘글로벌브릿지 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에서 대학은 “다문화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4개 분야(언어, 수학·과학,
예체능, 글로벌리더십)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17) 2011년에
시작되어 2018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이 사업은 처음에는 4개 대학
사업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에는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
제주권, 영남권)의 20개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되었다.18)
‘글로벌브릿지 사업’은 대학의 다문화 교육 참여 방식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 관련 연구에서는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19) 그 원인을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 부족이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참여 학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에 바탕을 두어 사업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은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
우수 다문화 학생” 발굴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20) 이러한 사업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을 분야로 사업을 시행한 대학의 경우,
수학과 과학, 기술, 예술을 연계하여 창의적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스팀(STEAM) 교육을 실시하였다.21) 이처럼 사업의 목적과
17)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8, 46쪽.
18) 선애경,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글로벌브릿지사업 운영 및 효과-제주대학
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18권 1호(2016),
75쪽.
19) 선애경, 같은 논문, 105쪽; 전영국, 이아름, 「다문화 글로벌브릿지 체험 학습
용 STEAM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형성 평가」, 『교육문화연구』, 24
권 1호(2018), 530-531쪽.
20) 교육부,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2018, 11쪽.
21) 선애경,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글로벌브릿지사업 운영 및 효과」, 80쪽;
86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다문화 청소년 교육과 대학의 역할

실제 시행 방향은 모두 영재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와 사업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기획된 해당 사업에는 학업 성취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초등학생이 주로 참여하게 되었다.22) 그 결과 사업의 목적은 시행 과정에서
명확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술하였듯 ‘글로벌브릿지 사업’
은 영재 교육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 사업 결과에서는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거나 다문화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업의 효과로 부각된다.23) 이처럼
사업이 당초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다수의 학생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을 교과 적응이나 학업 성취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다면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초 기대했던 대로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자들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참여 과정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단에서는 학기 단위로 6개월간 주말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쉽지 않았으며,24)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참석해야 하는 학생들의 고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 결과에 문제점으로 언급되어 있다.25)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부족한
대학에서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교육을 시행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전영국, 이아름, 「다문화 글로벌브릿지 체험 학습용 STEAM 융합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형성 평가」, 529쪽.
22) 전영국, 이아름, 같은 논문, 543쪽.
23) 전영국, 이아름, 같은 논문, 543쪽; 선애경, 같은 논문, 111쪽.
24) 선애경, 같은 논문, 106쪽. ‘글로벌브릿지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
다. 박민정 외는 현재 온라인에서 사업단의 추가모집 공고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인원모집에 따른 어려움이 사업의 지속성에 가장 큰 문제 요인이
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박민정 외, 『이주배경 아동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사례분석: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캠프’를 중심으로』 (서
울: 이민정책연구원, 2020), 25쪽 참고).
25) 전영국, 이아름, 같은 논문,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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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마도 학생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26) 그런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 기간을 조정하거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단기 캠프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일 수도 있다.
대학이 다문화 학생 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좋으나, 해당
사업처럼 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한 고려가 없다면
학생 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 대학은 연구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서 대학이 교육장이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대학은
교육기관이지만 모든 교육의 장소로 적합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대학이 초·중·고등학교와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교육장으로서
대학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없으므로 대학은 그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IV. 학업 성취 지원 모델
앞서 살펴보았듯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많은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 응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관련 인식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성취동기와 진로인식을 강화하며, “진로를 계획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인식”인 진로장벽인식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학업 성취로 나타난다.27) 따라서 대학이 대입 전형 개선을
26) 박민정 외, 『이주배경 아동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사례분석』, 29쪽.
27) 양계민 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133,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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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면 대학 진학과 대학
수학능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학업 성취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겪고 있는 학업 성취 문제는 주로 한국어
능력 부족에 기인한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2012년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2017년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크게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이자 기초”가 되는 학습도구 한국어 능력과 “각 교과 학습에
진입하고 적응하는 것을 돕는” 교과 적응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8) 이러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중도입국자녀처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이 입학했을 경우 운영하게
된다.29)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은
다문화 교육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 번째, 대학은
연구 기관으로서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수용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례로 “교육 현장의
여건과 학습자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은 그 표준적 성격 때문에 재구성이 어려우며,30) 교육과정을
다단계로 세분화하고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31) 그런데 표준 교육과정에 다양한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세분하고 그에 따른 학습자료 및 지도방안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표준 교육과정
28)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7), 4쪽.
29) 교육부, 같은 책, 1쪽.
30) 박정아, 「교육과정 실행 요인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개
선 방향 연구」, 『외국어교육』, 27권 3호(2020), 130쪽.
31) 박창건, 박명희, 「한국어학급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 모색: 대구지역을 중심
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2권 4호(2019),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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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활용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적 현실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자료 개발은 쉽지
않겠지만, 한국어 교육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한 대학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규모의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한국어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하여 “교과 적응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교과 학습에 적응하고 나아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한국어 영역의 “교과 적응 한국어” 능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32) 또한 여러 과목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 이어지고 있을 뿐 “교과
적응 한국어”를 위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수가 제한적이므로,33)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대학은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학습자료 및 영상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는 반면, 중·고등학생 대상의
교육자료는 그 수가 극히 적고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교재로 11종, 중학생을 위한 교재로 6종이 출간된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시리즈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32)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크게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2단계로 세분되어 모두 6단계로 구성된다. 교과적응 한국어는
5-6급에서 집중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심혜령, 박석준, 「한국어 (KSL) 교육
과정에서의 학습 한국어 개념 설정 원리와 실제」, 『언어와 문화』, 13권 3
호(2017), 108쪽).
33) 중학교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에 기반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윤주, 「내용 중심 교수법에 기반한
다문화 배경 학생 대상 학습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중언어
학』, 74권(2019), 95-121쪽; 심혜령, 「한국어교육학: KSL 학습자를 위한
내용중심한국어교육 기반 교과교육 방안 연구-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새
국어교육』, 105권(2015), 325-347쪽; 김윤주, 「주제 중심 교수 모형을 활
용한 KSL 학습 한국어 교육 내용 설계 방안-중학교 과학 교과 기반 KSL 수
업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9권(2019), 185-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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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재다.34) 학습 어휘를
교과목별로 나열한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과 주요 개념을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시리즈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중학생을 위한 교재의 경우
어휘 관련 설명이 부족하고 학습활동도 다양하지 않다. 더욱이 고립적인
어휘 학습 개념으로 교재가 제작되어 어휘를 반복하여 쓰는 학습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학업 성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 학습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이들을 위한 교재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다문화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각급 학교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나, 일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고 학습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학급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3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교육부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시도 교육청)에서 한국어 학급 미운영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36) 그런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한국어 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의 한국어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37)
대학은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서 핵심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다.
34)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시리즈는 1학년 국어, 2학년 국어, 3학년 국
어, 1~3학년 수학, 1~3학년 과학, 1~3학년 사회의 6권으로 출간되어 있으
며, 각각의 도서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PDF파일과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35) 문윤주,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제언」, 『한국어
교육연구』, 8권(2018), 24쪽.
36) 교육부,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11쪽.
37) 문윤주,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제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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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여 대학은 방학 기간 중 각급 학교 규모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하계 또는 동계 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방학
기간 중 캠프 형식의 집중 학습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지만,38) 현재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방학 기간을 이용한 프로그램 기획은 각급 학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은 여러 학교의 학생을 한데 모아
다양한 체험 학습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
사회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교육을 시행하면서 재학생을 다문화 청소년의 멘토로
연결해줄 수도 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어,
종단연구 연구진들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온라인으로,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39) 그런데 대학생은 전문적인 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40) 대학은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학생의 사전 교육과 운영, 관리를 담당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적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V. 결론
대학은 입시에서 단순히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대의인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많은 다문화 배경의 학생은 대학 입시 전형에 응시하기도 전에 교육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학업 성취의 문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38)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
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465, 467쪽.
39)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같은 책, 500-501쪽.
40)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같은 책, 500-5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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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연구와 교육 역량을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 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업 성취 제고를 대학의 다문화 교육 참여의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으로는 교육자료 개발과 이를
활용한 교육을 제안하였다. 전술하였듯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은 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탓에 학업 성취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며,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각급 학교는 다양한 한국어 능력을 지닌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은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대학 참여 모델은 대학이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되 현재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기반하여 대학의 역할을
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dearkjbae@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교육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한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대입전형
(university admission), 다문화청소년(multicultura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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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다문화 청소년 교육과 대학의 역할
배경진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국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대학 역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대입 응시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려 대입 전형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개입하여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한다. 대학이 다문화
교육에 참여할 때에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실태를 바탕으로 대학의 다문화
교육 참여 목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 적응 한국어 학습
지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참여 방안으로는 한국어 학습 지원 교육자료
개발과 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지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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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suring “Equal Right to Education”: What Universities
Should Do for Multicultural Students in Korea

Bae, Kyungjin

This study aims to present what universities should do to
provide equal access to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students, drastically increasing in Korea, are regarded
as members of minority groups, and thus covered by affirmative
action in university admission. Yet,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is
not advocated as it is expected because numerous multicultural
students, who suffer from low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for
several reasons, do not even apply for universities. In this vein,
to guarantee a right to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universities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multicultura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y analyzing their educational needs, we can see
that their academic failure mainly comes from lack of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In this sense, efficient way to promote Korean
langauge learning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as institutions of research lies in developing material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in providing various programs as institution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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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경험한 프랑스
혁명
: 프랑스혁명에 대한 시각과 이상적 정치체제, 1792-1795*

김대보

Ⅰ. 들어가는 말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 1750-1816)는 베네수엘라의
독립 영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독립을 맞이한 베네수엘라에서 짧은 기간
(1812년 4월~7월)이었지만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다. 남아메리카 출신
에스파냐인으로서 당대 아메리카와 유럽 양 대륙에서 모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프랑스 혁명 전쟁에 참가한 군인으로서 파리
개선문에 이름이 새겨진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그의 동상이 파리 17구의
라틴아메리카 공원(Square de l’Amérique-Latine)에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자유를 꿈꾸고 프랑스를 위한 전공을 세우기도 한
그에게 프랑스혁명은 빛과 같은 사건만은 아니었다.
1793년 3월 21일, 국민공회가 벨기에 주둔군에 파견한 대표단은 “미란다
장군이 지체 없이 국민공회 연단”에 서서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1)
1792년 9월, 발미(Valmy) 전투 이후 줄곧 승리를 거두면서 벨기에까지
점령했던 북부군단(l’armée du Nord)이 네덜란드로 무리하게 진격했다가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1)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0, 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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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하면서 후퇴하게 된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포위전 및 퇴각이 문제가 되었다. 미란다는 북부군단의 사령관 뒤무리에
(Charles-François Dumouriez) 휘하에서 1792년 말에 거둔 프랑스군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이제 신생 프랑스 공화국을 배신한 장군으로 낙인찍히기
직전이었다. 더욱이 당시 뒤무리에도 네르빈덴(Neerwinden)에서 패배한 후
오스트리아와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란다에 대한
의심도 강해진 상태였다.
정말 미란다는 프랑스를 배신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란다 자신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베네수엘라 출신 장군이
원한 것은 억압 받는 사람들의 자유 회복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란다는
뒤무리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참가한 전투가 벨기에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회복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 또한, 브리소(Jacques
Pierre Brissot)는 미란다를 카리브해로 보내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균열을 일으킬 계획을 세울 정도였다. 그래서 브리소는 뒤무리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마지막 혁명의 운명은 단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 그는
바로 미란다이다.”2)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미란다는 영국에서 윌리엄
피트(William Pitt)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고,
끊임없이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같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해방을 논의하기도 했다. 물론, ‘자유’
만을 생각한다는 측면은 미란다 측의 일방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군주들,
특히 에스파냐 군주가 아메리카 식민지와 관련하여 위험한 인물로 봤다는
점과 같이 생각한다면 ‘자유’와 미란다를 연결시키는 것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란다가 항상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정의를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다.
2) “Lettre de Brissot, Député à la convention Nationale, au Général Dumouriez, Paris, le 28 Nov. 1792”, Aristides Rojas, ed., Miranda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Recueil de documents authentiques relatifs à
l’hitoire du Général Francisco de Miranda, pendant son séjour en France
de 1792 à 1798 (Caracas: Imprimerie et Lithographie du gouvernement
national, 188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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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왕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급진적인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미란다의 유럽 여행이 가진 인류애적인 측면을 분석한 자크 수베루(Jacques
Soubeyroux)는, 당대인들이 겪는 고통,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투쟁 등에 민감했을지라도 미란다는 어쩔 수 없는 귀족이었다고 말했다.
수베이루에 따르면, 미란다가 1787년 이후에 작성한 여행기 및 여러 글에서
빈곤의 분석과 부조 방식 등 현대적 개념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는데, 귀족 출신이었고, 또 귀족의 삶을 살았다는 점 때문에 미란다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부조의
질에 더 신경을 썼다. 또한, 계몽전제군주의 상징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2
세를 칭송할 정도로 군주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군주제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결국 미란다는 자선
(charité), 동정(piti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류애 차원의 주장만 했을
뿐이었다.3)
물론 미란다가 구체적인 사회적 개혁이나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그가 겉으로 보여준 행동은 분명 자신이 태어난 남아메리카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투옥된 이후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에서도 자신이 가진 자유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란다의 표면적인
행동과 글을 토대로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전기에서는 대체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란다가 정치적 희생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프랑스의 의심을 받다가 결국 은밀하게 영국으로 떠났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프랑스에서 남아메리카 해방의
희망을 걸었지만 억울함 속에서 희망을 버리게 됐다는 것이다.4) 사실 이러한
전기는 베네수엘라의 해방자로서 미란다가 남아메리카 해방을 위한 다양한
3) Jacques Soubeyroux, “Francisco Miranda, voyageur et philanthrope(1787-1789)”, Cahiers du monde hispanique et luso-brésilien,
no. 17(1971), pp. 37-55.
4) Carmen L. Bohorquez-Moran, Francisco de Miranda. Précurseur des
indépendances de l’Amérique latine (Paris: L’Harmattan, 1998) ; 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A Transatlantic Life in the Age of Revolu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2003) ; Paul Anselin,
Francisco Miranda. Le héros sacrifié (Paris: Jean Picolle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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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프랑스 체류를 언급하고 있고, 비교적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 글에서 밝히려는 것은 프랑스에서 미란다의 행적에 대한
풍성한 조망이 아니다. 오히려 미란다가 프랑스 체류 중에 작성한 편지
등 여러 글을 통해서 당대의 프랑스혁명 인식 속에서 그의 생각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고찰해보려고 한다. 흔히 ‘자유를 위한 선각자’(précurseur
de liberté) 또는 ‘독립을 위한 선각자’(précurseur de l’indépendance)
라고 불리는 미란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여행 끝에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던’ 프랑스에 1792년 4월에 왔고, 의회로부터 군대 장교직을
제안받았다.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진행되고 있던 프랑스혁명과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공화국 군대의 일원이 된 미란다는 왜 멀어진 것일까?
그리고 미란다는 프랑스혁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미란다의 ‘국경을 넘나드는 삶’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그가
겪은 프랑스혁명, 그리고 투옥 및 석방으로 인해 프랑스혁명기 10년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었던 1793-94년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란다라는 한 인물을 통해 대서양 세계가 바라보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방대한 주제의 한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5)
5) 프랑스혁명과 함께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에 퍼진 혁명의 물
결을 모두 포함하는 ‘대서양 혁명’(Atlantic Revolution)이라는 테제가 1950
년대 이후 제기되었다. 이 테제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민주주의 혁명
의 시대』(The Age of Democratic Revolution)을 쓴 로버트 파머(Robert.
R. Palmer)와 『혁명들』(Les Révolutions, 영문 번역서의 제목은 『프랑스
와 18세기의 대서양 혁명』)을 쓴 자크 고드쇼(Jacques Godechot)였다. 프
랑스혁명을 결코 지리적으로 프랑스에 국한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대서양에
서 벌어졌던 수많은 저항과 전복의 역사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
다. 이 논의를 이어받아 피에르 세르나(Pierre Serna)는 『무엇을 위하여 혁
명을 하는가』(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에서 논의의 시공간적 범위를
더욱 넓혀 근대성이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대서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일어
난 혁명의 원인을 분석했고, 그에 따라 ‘모든 혁명은 독립전쟁’이라는 테제를
주장했다. 즉, 식민지와 모국이라는 관계에서 주변부와 중심부, 그리고 내부
의 식민지와 모국이라는 구도를 도출해냈고, 그에 따라 모든 혁명은 스스로
일어나려는 주변부가 일으킨 중심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프랑스혁명 역시 독립전쟁이었고,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식민지의 독립 혁
명은 대서양 혁명의 시대에 대서양 전체에 혁명의 불을 지른 사건이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고 : Pierre Serna, “Toute révolution est
guerre d’indépendance”, Jean-Luc Chappey, Bernard Gainot, Guilla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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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랑자 미란다
프랑스에서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의 행적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프랑스에 오기 전 그의 여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미란다는
1750년 3월 28일에 카라카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세바스티안 데 미란다
(Sebastian de Miranda)는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에스파냐령 테네리페 섬
출신으로 대서양을 건너 카라카스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이미 카라카스에
정착한 카나리아 제도 출신 사람들 덕분에 세바스티안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었고, 직물공장과 제과점 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크레올이었던 프란시스카 에스피노사
(Francisca Antonia Rodriguez de Espinosa)라는 여성을 만나 1749년 4월
24일에 결혼했다.6) 이 부부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였고, 1764년까지 동생 9명이 더 태어났다.7)
예수회 교사들의 교육을 받은 미란다는 1762년에 카라카스의 대학에서
라틴어, 수사학 등을 배웠고, 1767년에 졸업했다.8) 선조들이 에스파냐
국왕에게 봉사한 전력을 일종의 명예로 생각한 미란다는 카라카스 귀족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분노했고, 가족이 자신의 한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카라카스를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1771년 1월
25일, 스웨덴 국적의 한 프리깃함을 타고 유럽으로 향했다. 이 시기부터
미란다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해방 및 독립을 꿈꾼 것은
아니었지만, 훗날 미란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란다가 대서양을 건넌 일도
‘자유의 선각자’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Mazeau, Frédéric Régent, Pierre Serna,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6) 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pp. 1-2.
7) 이 동생들 중 7명이 요절했고, 특히 1764년에 태어난 막내는 1년도 채 살지
못했다(Ibid., p. 2, 260).
8) 대학 측의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대학 입학 자격 학위를 받은 것이 유력하
다(Ibid.,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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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 당시 감옥에 갇힌 미란다를 변호하기 위해 작성된 작자미상의 한
글에는 미란다가 카라카스를 떠나는 시점에 이미 “도덕적 인간의 삶의 원칙”
을 체화했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자유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쓰기까지 했다.9)
고향을 떠난 미란다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에스파냐였다. 1771년 3월 21
일에 마드리드에 도착한 미란다는 마드리드의 사관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식민지 출신인 크레올에게는 본국의 사관학교 문턱을 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대위 계급장을 샀고,10) 프랑스 책과 프랑스인 교사를
수소문하여 주로 군대와 관련된 공부를 했다. 1775년, 당시 에스파냐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였던 멜리야(Melilla)를 모로코의 술탄 시디 모하메드
(Sidi Mohamed)가 공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졌고, 미란다는 에스파냐
파병대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가했다.11) 이어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에스파냐는 1779년에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미란다는 파병군 사령관의 야전 부관이 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고,
이곳에서 워싱턴, 해밀턴 등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미란다와 미국 독립과 관련된 인물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미란다는 더 이상
에스파냐에 머물 수 없었다. 에스파냐 궁정은 미란다가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독립 운동의 싹을 틔울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란다는 스스로
여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독립에 성공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전역을 돌아본
후, 미란다는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콘스탄티노플 등지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의 배려로 군사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로잔에서는
9) Bibliotèque nationale de France(이하 BNF), LB41-4219, Anonyme,
Précis pour Miranda, sans date, pp. 2-3. 이 글 첫머리에 로베스피에르는
더 이상 세상에 없고 미란다가 아직 16개월째 감옥에 갇혀있다고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1794년 11월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0) Josefina Rodriguez de Alonso, ed., Le siècle des Lumières conté par
Francisco de Miranda (Paris: Editions France-Empire, 1974), p. 23.
11) Ibid., p. 25.
http://www.homomigrans.com

103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5(Nov. 2021)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을 만나기도 했으며,12)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로부터 관직과 함께 러시아에 남으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유럽 각지를 방문하면서 각국의 군사 관련 분야의 차이점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노예제와 자유, 역사, 정치, 지리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13) 또한, 영국의 사회개혁가였던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쓴
<병원과 감옥에 대하여>를 읽은 뒤, 1787~89년의 여행에서는 복지, 자선,
의료 기관 및 교정 기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프랑스 남부 지방의 가난에
대한 분석을 여행기에 기록하기도 했다.14)
미란다가 프랑스로 향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물고 있던 곳은 런던이었다.
1789년부터 런던에 머물기 시작한 미란다는 1790년에 에스파냐와 인연을
끊었다. 여행 중인 1785년부터 에스파냐 군대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1790년에 오히려
에스파냐 왕실로부터 마드리드에 직접 출두하여 미란다의 충성심이 정말로
순수한 것인지 증명하라는 서한을 받았다. 고심 끝에 미란다는 에스파냐의
요구대로 하느니 외국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며 살겠다면서 사실상
에스파냐의 종복이 되길 거부했다.15) 영국 식민지의 독립 전쟁에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가담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가져왔듯이, 영국의
협력으로 광대한 아메리카 식민지에 독립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에게 아메리카 해방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16) 미란다는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피트가 자신의 계획을 곧 실행에 옮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곧 허상으로 드러났다. 이제 미란다는 자신의 생각을 받아줄 다른
나라로 이동할 생각하기 시작했다.
12) Ibid., pp. 583-587.
13) BNF, LB41-4219, Précis pour Miranda, pp. 4-7.
14) Jacques Soubeyroux, “Francisco Miranda, voyageur et philanthrope(1787-1789)”, pp. 37-55.
15) Josefina Rodriguez de Alonso, ed., Le siècle des Lumières, pp. 647648.
16) Ibid., p.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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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랑스군 장교 미란다 : 짧았던 봄날
1792년 3월, 윌리엄 피트와 그리 좋지 않은 결말을 남긴 미란다는 파리에
도착했고, 미란다의 머리는 여전히 아메리카 해방이라는 주제로 빈틈이
없었다. 미란다가 프랑스에 온 목적은 자신의 남아메리카 해방 계획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프랑스로부터 받는 것이었다. 더욱이 생도맹그(SaintDomingue)에서 시작된 혁명, 그리고 ‘흑인’ 및 ‘유색인’들의 참정권 요구 등
당시 프랑스에서는 미란다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핵심 주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미란다는 런던 체류 중에 이미 브리소(Jacques Pierre Brissot, Brissot
de Warville)와 가까운 인물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1789년에 런던에서
̂ e Pétion de Villeneuve) 등 브리소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들과
페티옹(Jérôm
만났고, 미란다가 에스파냐 식민지의 해방을 위한 계획을 윌리엄 피트에게
제출했을 때에도, 이 계획은 브리소의 인맥을 통해 파리로 이미 알려지기도
했다.17) 그리고 이러한 인맥은 1792년에 프랑스 외교 부문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던 브리소파의 남아메리카 계획에 미란다가 포함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파리에 도착했을 때부터 미란다는 지롱드파가 자주 가는 살롱에 자주
나가면서 지롱드파 주요 인물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주요 인물 중에는 전쟁부 장관 세르방(Joseph Servan)이 있었다.18)
1792년 8월, 미란다는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페티옹과 만났다. 페티옹은
이미 세르방 전쟁부 장관에게 미란다가 프랑스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였다. 세르방은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미란다가 외국인이었다는 점
17)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ou commen révolutionner
l’Amérique espagnole?”, Marcel Dorigny et Marie-Jeanne Rossignol
(dir.), La France et les Amériques au temps de Jefferson et de Miranda
(Paris: Société des études robespierristes, 2001), pp. 97-99.
18) Ibid.,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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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페티옹이 거듭 설득하면서 세르방의 허가를
받아 미란다는 프랑스군의 장교가 되었다. 미란다는 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이제 없고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르방이 그에게 제안한 장교직을 수락했다.19)
그리고 그에게 프랑스에서 자유를 위해 싸워서 자유의 전진을 이뤄낸다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20)
미란다가 9월 11일에 배치받은 부대는 뒤무리에가 이끌던 북부 군단(armée
du Nord)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군대와 맞서고 있던 이 군단은 9
월 20일, 발미(Valmy)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줄곧 수세에 몰려있던 전황을
바꾸어놓았고, 이튿날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또한 11월 6
일에는 제마프(Jemappes)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벨기에를 사실상 점령했다.
미란다 역시 뒤무리에 휘하에서 프랑스 전쟁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이 두
전투에 참가했다. 그리고 미란다를 카리브해로 보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것은 바로 제마프 전투 직후였다. 북부 군단에 배속된 미란다의 전공 덕분에
브리소가 미란다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1792년 11월 28일, 브리소는 뒤무리에에게 전공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
미란다에 대한 본심을 꺼냈다.21) 브리소는 “자유와 폭정 사이의 목숨을 건
전투”, 그리고 “낡은 게르만 헌법과 새로운 프랑스 헌법 사이의 혈투”를
통해 뒤무리에가 곳곳에 “자유의 나무”를 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르봉 가문의 그 누구도 왕좌에 있을 수 없다”는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썼다.22) 그리고 이 부르봉 가문이 왕좌에 있는
나라는 에스파냐였고, 에스파냐 본국이건 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식민지이건
에스파냐 영토에 자유를 이식하기 위해 프랑스의 혁명을 에스파냐로
19) 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p. 114.
20) Ibid., p. 115.
21) “Lettre de Brissot, Député à la Convention Nationale, au Général Dumouriez, Paris, le 28 Nov. 1792”, Aristides Rojas, ed., Miranda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p. 1.
22)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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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브리소가 보기에 이 계획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미란다였다. 그리고 당시 공석이었던 생도맹그의
총독직에 미란다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미란다였을까? 브리소는 뒤무리에에게 미란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란다는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다툼을 곧 가라앉힐 것이다.
미란다는 저렇게 난리치는 백인들을 설득할 것이고, 또한 유색인들(gens
de couleur)의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에스파냐령 섬 및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봉기를 일으키게 만들 것인가? 생도맹그 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12000명이 넘는 부대와 우리의 식민지에서 징집한 용감한 혼혈인 병사
1만~1만 5천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에스파냐 영토를 침공할 것인가? …
미란다의 이름은 에스파냐 식민지에게 군대와 같다. 미란다의 재능과
용기 등은 우리에게 성공을 말해준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 에스파냐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보기
전에 미란다가 생도맹그로 떠나야 한다. 미란다를 임명한다면 에스파냐에
한 방 먹일 수 있고, 늑장부리는 피트의 정책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에스파냐는 이제 힘이 없고, 영국은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23)

우선, 브리소는 크레올이었던 미란다를 통해 당시 외교적인 상황을 이용해
에스파냐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프랑스의 여러 권력자들
사이에서 에스파냐 식민지 문제는 1792년 8월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다.
영국, 미국 등의 협력을 통해 대서양에서 에스파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계획의 중심에 바로 브리소가 있었고, 브리소는 전쟁부, 외교부, 재정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협력을 얻어냈다.24) 그리고 당시 프랑스는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보면, 북동부 국경지대 전선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벨기에를 점령했지만, 루이16세를 폐위시키면서 왕정을
23) Ibid., pp. 2-3.
24)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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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시켰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 내에서 경계 대상이었다.
그렇더라도 영국은 아직 프랑스와 오스트리아-프로이센 동맹의 대립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 영국은 1790년에 오스트리아의 벨기에 통치를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벨기에 점령은 영국으로서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영국과 동맹관계인 네덜란드(Provinces-Unies)
의 턱밑까지 프랑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영국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벨기에의 점령을 ‘방어 전쟁’의 일환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아직 프랑스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25) 따라서 브리소는 이러한 영국의 유보적인 태도를 이용하여 유럽
밖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스파냐의 영역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렇듯 미란다는 1792년 하반기에 외교 분야를 지배하고 있던 브리소 및 그의
일파가 세운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미란다가 파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연하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다. 전술했듯이, 미란다가
가진 아메리카 해방 계획, 미란다와 브리소 사이의 인맥, 그리고 브리소파가
가진 대(對)에스파냐 계획이 서로 맞물린 결과였다. 남아메리카에서 이미
인지도가 있고, 아메리카 해방에 뜻이 있으며, 그에 따라 아메리카 인들의
독립 열망을 자극할 수 있고, 또한 당시 프랑스의 권력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상태였으며 더욱이 현재 프랑스에 있어서 접촉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미란다는 단연코 브리소파가 가장 원하는 인물이었다.
마르셀 도리니(Marcel Dorigny)에 따르면, 프랑스가 남아메리카 독립
열망에 개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다는 순수한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브리소파와 미란다가 생각한 아메리카 해방 계획에서 현재와
같은 여러 독립국은 없었다. 미국과 같이 연방으로 통합된 거대한 국가가
존재할 뿐이었다. 또한, 브리소파의 계획에서 에스파냐 부르봉 왕실의 힘을
축소시키기 위해 프랑스 혁명을 남아메리카에 수출하고 남아메리카의
25) Patricia Chastain Howe, Foreign Policy and the French Revolution:

Charles-François Dumouriez, Pierre Le Brun, and the Belgian Plan,
1789-1793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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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추구하는 이유는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전복시켜 방대한 영토를
부분적으로라도 나눠 가지는 것이었다. 브리소파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프랑스는 생도맹그의 에스파냐 통치 지역과 멕시코를 얻게 될 것이었다.26)
그러나, 미란다는 브리소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했다. 자신이 생도맹그로
간다면 에스파냐와 영국 모두 경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자신은 에스파냐령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생도맹그와
같은 프랑스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27) 또한, 미란다는
브리소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 점은
미란다가 과거 자신이 피트에게 제출한 계획이 브리소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었다.28) 이후에도 미란다와 브리소는 수차례 더 편지를
주고받았고, 브리소는 1793년 1월에 뒤무리에와 파리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브리소의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브리소 개인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1792년 12월부터 시작된
루이16세 재판에서, 브리소는 루이16세의 사형에 반대했고, 이 문제로
로베스피에르로부터 피트에게 매수당한 녀석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었다.
물론 마지막에 루이16세 처형에 찬성했지만, 산악파(montagnards)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고, 그의 정치적 입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영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더 이상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가 벨기에를 점령한 점에 대해서는 ‘방어 전쟁’이라는
프랑스의 명분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프랑스가 네덜란드까지
침공할 수도 있다는 점은 벨기에와 다른 문제였다. 또한, 프랑스가 이제
혁명을 각지로 확대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영국은 스스로 비상사태임을
26)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pp. 103-104.
27) “Le Général Miranda à Brissot, membre de la Convention Nationale,
Président du Comité de Défense Générale, Liége, le 19 décembre 1792”,
Aristides Rojas, ed., Miranda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pp. 5-6.
28)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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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했다. 물론, 영국은 비공식적으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프랑스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9) 즉, 브리소의 생각처럼 미란다를
생도맹그로 보내면 영국의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가 혁명을 실제로 곳곳에 퍼트리고 카리브해의 영국령 섬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경보를 울릴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뒤무리에와 국민공회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벨기에가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도록 도와주자는 뒤무리에의 생각과
다르게, 국민공회는 당시 프랑스가 겪고 있던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벨기에를 프랑스에 병합하여 프랑스와 똑같은 제도를 이식하여 세금
징수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30) 즉,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점령 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계획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전승
장군들을 경계하는 정치인들의 불안감도 있었다. 뒤무리에는 이 결정
때문에 벨기에인들에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신의 선언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고, 이는 곧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뒤무리에는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직접 파리로 향했지만,
당시 파리의 분위기는 뒤무리에가 벨기에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결국 뒤무리에 휘하에 있던 미란다 역시 쉽사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1793년 2월, 매우 위험한 반역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던 뒤무리에와 함께
미란다의 프랑스군 장교로서 삶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1월 말, 파리에서
돌아온 뒤무리에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네덜란드 공격을 계획했고, 2월에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뒤무리에가
이끌던 군대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뒤무리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침공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미란다에게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공격을 지시했다. 미란다는
29) Patricia Chastain Howe, Foreign Policy and the French Revolution, pp.
133-135.
30)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졸고 참고 : 김대보,『뒤무리에(Dumouriez)의 망명 -명
예를 이용한 변명의 탄생-』, 『프랑스사 연구』, 42호(2020), 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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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무리에의 명령에 따라 마스트리히트를 공격했지만, 그에게 소속된
포병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고, 공격은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급기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대규모 군대를 마스트리히트에 집결시키면서
미란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미란다가 마스트리히트 작전에 실패하고 후퇴까지 하게 되면서 국민공회는
3월 23일에 미란다에 대한 긴급 소환 명령을 내렸다.31) 3월 29일에 파리에
도착한 미란다는 4월 8일 저녁, 국민공회 산하 전쟁위원회(comité de la
guerre)의 조사를 받았다. 마스트리히트 공격 명령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공격 상황은 어땠는지 등 전투의 세세한 사항과 함께, 네르빈덴(Neerwinden)
전투 패배 이후 국민공회가 파견한 대표단까지 오스트리아 군에 넘기면서
프랑스를 등진 뒤무리에의 반역에 대한 질문이 신문 내용이었다.32) 사실
이 신문과정을 통해 드러내려던 것은 미란다가 뒤무리에와 함께 프랑스의
이익을 배신했다는 정황이었지만, 실제 드러난 것은 없었다. 미란다 휘하
장교들이었던 라누(Lanoue)와 스탕젤(Stengel, 일부 사료에서는 Stingel
또는 Steingel)을 앞서 조사했지만, 그들은 마스트리히트 전투와 관련하여
모든 명령을 미란다로부터 받았을 뿐이라고 대답했고, 미란다는 뒤무리에의
서면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전쟁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전에
따로 준비한 글에서 미란다는 마스트리히트 작전 이후에 뒤무리에가 자신을
멀리했다고 말하면서 뒤무리에의 반역과 관련이 없음을 피력했다.33) 결국
국민공회는 미란다를 혁명재판소(tribunal révolutionnaire)로 보냈고,
혁명재판소는 1793년 5월 16일 미란다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34)
31)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0, p. 510.
32) BNF, LB41-618, Extrait du procès-verbal des délibérations du comité

de la guerre, Séance du Lundi 8 avril, huit heures du soir. Interrogatoire
du général Miranda.
33) BNF, LB41-598B, Miranda à ses concitoyens. Discours que je me proposais de prononcer à la Convention Nationale, le 29 Mars dernier, le
lendemain de mon arrivée à Paris.
34) BNF, 8-PM-266 (12),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I, Revolucion francesa: Causas judiciales, Proceso militar y prision politica de
Miranda 1793 a 1795 (Caracas: Editorial Sur-America, 1931), pp. 344355. 판결문에 따르면, 미란다를 즉시 석방할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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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투옥된 미란다, 항변, 그리고 비난
미란다는 혁명재판소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1793년 7월 11일, 국민공회는 미란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35)
왜 미란다는 체포되었을까? 체포 명령이 내려지던 날, 캉봉(Cambon)은
국민공회에서 루이16세의 아들을 루이17세로 옹립하려는 음모가 불과
며칠 전에 발각되었고, 그 음모의 주동자는 딜롱(Dillon) 장군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캉봉의 발표에 따르면 딜롱의 지시를 받는 장교 12명이
파리에 있고, 그 중 5명은 딜롱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부하 5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캉봉은 딜롱 장군과 그의 수하 가운데
일부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일과 미란다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 미란다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 파리에 있었는데, 캉봉에
따르면 보르도에 특별 우편을 보낸 적이 있었고, 이 편지에서 곧 보르도에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캉봉은 미란다가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마침 루이17
세 옹립 음모가 드러난 직후였고, 보르도에서는 왕정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발표했다.36)
미란다는 파리 시장의 방해로 파리 밖으로 떠날 수 없었고, 결국 파리의
거처에서 체포되었다. 미란다가 자신의 체포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보였다. 미란다는 수감된 상태에서 국민공회에 연단에서 직접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7월 13일에 기회를 얻었다. 사실 미란다는
자신이 왕정 회복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다 : “1. 미란다가 1793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마스트리히트 포격
당시 공화국의 이익을 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난 3월 5일, 리에주를 포
기하고 퇴각할 때 미란다가 공화국의 이인을 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지
난 3월 18일 네르빈덴 전투에서 좌측 부대를 지휘한 미란다가 공화국의 이익
을 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35)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8, p. 563.
36) Ibid., pp. 5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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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했다. 이미 반역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혁명재판소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자신이 보르도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재판도 없이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였다고 국민공회 의원들 앞에서
항변했다.37) 그러나 미란다의 항변은 아무런 반향을 가져오지 못했다. 체포된
직후에 한 항변에도 국민공회 의원들은 이 문제는 사법 당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1795
년 1월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미란다의 목소리는 묻혔다.
미란다에 따르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그 누구에게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란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억울했던 혐의사항 외에
정확한 수감 이유를 요구했다. 1794년 12월 15일, 미란다가 투옥 중 그를
따르던 한 인물로부터 받은 한 편지는 미란다의 처리 문제를 맡은 세 위원회,
즉 구국위원회(comité de salut public), 보안위원회(comité de sûr̂ eté
générale), 그리고 전쟁위원회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해준다.
“1° 미란다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벨기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고, 이
사실은 그를 매우 의심스럽게 만든다. 벨기에 사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구국위원회는 미란다가 소(小) 카페(루이16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혁명재판소에서 무죄 방면되었을 때부터 고발했다.
구국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37)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8, pp. 657-658. 실제로 보르도에서는
1793년 6월 20일에 산악파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지롱드파는 산악파
가 민중들과 함께 주도한 봉기로 인해 6월 2일에 사실상 몰락했는데, 몸을 피
하는 데 성공했던 지롱드파 의원 및 당원들이 각지에 퍼져 캉, 보르도, 님, 마
르세유, 툴롱, 리옹 등을 장악하면서 국민공회에 대항하는 반란인 ‘연방주의
봉기’(les insurrections fédéralistes)가 일어났고, 보르도에서 일어난 반란
도 ‘연방주의’의 일부였다. 지롱드파와 왕정의 회복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루
이16세 재판 과정에서 지롱드파가 처형에 반대했고(대표적으로 브리소), 또
한 왕당파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왕당파는 리옹에서 주도권을 완전
히 장악하기도 했고, 또한 툴롱을 장악하고 1793년 12월에 나폴레옹이 탈환
할 때까지 버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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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미란다와 뒤무리에가 서로 결별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들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뒤무리에는 오를레앙 공을 위해 일했고, 미란다는 소 카페를
위해 일했다.”
“4° 미란다는 에스파냐 인으로서 귀족이다. 에스파냐는 루이16세의 아들을
위한 여러 제안을 했다. 따라서 미란다는 외국의 요원이자 왕당파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5° 현재 악의가 왕정주의 정부를 고발했다. 만약 누군가 왕정 지지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한 남자를 풀어준다면, 우리를 정부로 이끌 것이라는 험담을
믿게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정부의 한 구성원이 미란다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왕당파는 단 한 명뿐이라면서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망상으로 인해 우리에게
덤벼들기까지 했다.”38)

결국, 이 편지에 따르면 미란다는 부르봉 왕실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수감중이었다. 외국인인 미란다는 다른 곳도 아닌 부르봉 왕실이 지배하고
있는 에스파냐 국적이었고, 더욱이 평민 출신이 아닌 귀족출신이었으며, 그에
따라 부르봉 왕실의 복귀를 바라고 있고, 마지막으로 적국 오스트리아로
도주한 뒤무리에의 부하이기까지 했다. 미란다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자코뱅이 테르미도르 9일의 사건으로 몰락했고, 이 사건을 주도하고 또
권력을 잡은 인물들은 안정적인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화력2년의 급진화된) 혁명을 끝내려고 했다. 그러나 미란다의 수감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테르미도르는 혁명 전 사회로 돌아가려는 반동이
아니었다. 미란다는 테르미도르 정국에서도 권력자들이 보기에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고, 자유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
1795년 1월 15일, 미란다는 라포르스(La Force) 감옥에서 석방됐다.39)
38) BNF, 8-PM-266 (12),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I, p. 443.
39) 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p. 129. Racine은 미란다의 석방을
두고 구국위원회(comité de Salut public)에서 긴 토론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 위원회의 의사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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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기 직전이었던 같은 해 1월 2일, 미란다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항의문을 국민공회에 보냈다. 이 항의문에서 미란다는 테르미도르 반동이
있기 전 수감된 사람들은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후 모두 석방됐는데 자신만
여전히 수감 상태라면서 운을 뗀 뒤,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공회의 가장 큰
잘못을 지적했다.
“… 매우 중요한 범죄를 국민공회에 고발했다. … 엄청난 혐의자를 벌하지
않거나,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 … 자유에 반하는 이 두 가지 범죄는
결국 나를 불법적으로 가둬둔 것에 있다. …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나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둔 사회체가 범죄자이다. 이 경우 나는 나를 합법적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한다. 나는 법이 가진 힘에 의해 자유롭게 죽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 법의 무시를 받는 노예로 살기는 싫다.
만약 내가 무고하다면, 아무런 판결도 없이 나를 감옥에 가둔 사회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 경우, 나는 사회체의 이익을 위해 나의 자유를 요구한다.
나는 국민공회가 이러한 사회에 대한 범죄를 중단하길 요구한다. 내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다.”40)

이 지적만 본다면 미란다의 불만은 자신의 체포과정에서 결여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미란다가 1793년 7
월에 체포된 이후 계속 제기한 것이었다.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되는 것은 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테르미도르라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 이후, 미란다는 구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 및 그와
가까웠던 인물들과 관계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처럼,41) 미란다 역시 그를
40) BNF, LB41-1568, Miranda à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pp. 3-4.
41) 이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프로아야르 신부(l’abbé Proyart)는 로베스피에
르와 루이16세 내외가 파리의 루이르그랑(Louis Le Grand) 고등학교에서 만
났다는 일화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 일화는 로베스피에르가 이 때 루이16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루머의 발원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고 : Hervé Leuwers, Robespierre (Paris: Fayard, 2014) ;
Marc Belissa et Yannick Bosc, Robespierre. La fabrication d’un mythe
(Paris: Ellips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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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고 수감시킨 시대를 비난했다.
“개인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켜야 한다는 쿠통(Couthon)과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끔찍한 격언은 이들이 폭정을 세울 수 있게
만든 치명적인 도구이다. 이 사악한 원칙으로 티베리우스와 펠리페2세가
인류의 절대 다수를 노예로 만들고 모욕할 수 있었다.”42)

미란다는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감옥으로 몰아넣은 공포정을
비난했다. 1795년 7월, 미란다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 및 폐단의 해결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팜플렛을 출판했다. 미란다의 체포 및 투옥과
프랑스의 문제점은 무슨 관련이었을까? 미란다는 23페이지에 불과한 이
짧은 글에서 “지난 6년간의 혁명은 인민의 역사에서 권력의 혼동이 가져온
폐단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43) 미란다에게 로베스피에르와
구국위원회의 폭정은 바로 권력의 혼동이 가져온 결과였다. 즉, 입법권력은
행정권력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그 기능을 흡수했으며, 사법적 판결을
직접 내리기도 하는 등 사법권력까지 장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공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폐단 그 자체였다. 미란다 자신도
정당한 재판 없이 입법권력의 단독 결정으로 구금되었고, 자신의 목소리는
아무런 반향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 국민공회는 지금까지 그 어떤 폭군도 누리지 못한 매우 큰 권력을 가졌다.
각 권력은 법, 관행, 또는 인민의 믿음에 따라 구성된다. 그러나 국민공회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다. 또 모든 것을 재구성하려고 했다. 결국 국민공회는
아무 것도 존중하지 않았고, 국민공회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다.
국민공회는 굴복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분쇄했다. 국민공회는 자신에게

42) BNF, LB41-1568, Miranda à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p. 9.
43) Opinion du général Miranda sur la situation actuelle de la France, et sur
les remèdes convenables à ses maux, à Paris, De l’Imprimerie de la rue
de Vaugirard, N°970, An troisiè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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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가 보기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철저한
권력 분립이었다. 미란다는 미국과 같은 3권분립을 상정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 프랑스는 현재와 같은 입법·행정·사법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였다.
1791년 헌법에는 ‘사법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입법권력이나 집행권력
(pouvoir exécutif)과 같은 지위가 아니었고, 단순히 사법적 기능만을 뜻할
뿐이었다. 사법권력이 다른 두 권력과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1795년의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관념이었다.45) 미란다는 사실상 2권 분립
상태였던 프랑스에 대해 말하면서 세 권력 구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세웠고,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감시를 강조했다. 또한, 모든 권력의
원천은 인민이기 때문에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46)
미란다가 강하고 안정화된 국가의 본보기로 든 사례는 미국과 영국이었다.
미란다가 여행하거나 체류했던 두 나라 모두 강력한 행정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유지하는 곳이었다. 미란다는 “시민적 자유”로 인해
인간의 활동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한 일탈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민의
수에 비례하여 행정부의 힘은 더욱 강력해져야 했다. 따라서 프랑스에는 매우
강한 정부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인민이 정부 위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47) 민중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 그리고 한 명 또는 두 명의 수장과 6명의
장관이 이끄는 집행권력 등 미란다는 인원 측면에서 최소화되고 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 그리고 민중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주장했다.
44) Ibid., p. 6.
45) Michel Troper, Terminer la Révolution. La Constitution de 1795 (Paris:
Fayard, 2006), pp. 181-184.
46) Opinion du général Miranda, p. 7.
47)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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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미란다의 생각은 당대 정치 이론 또는 정치사상 측면에서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테르미도르 9일 이후 공화력 3년 동안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등장한 공화력3년 헌법 및
총재정부(Directoire)는 앞서 미란다가 생각한 체제와 유사했다.48) 인민의
정치 개입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로서 양원제, 소수의 행정부 수장과 같은
요소들은 공화력2년에서 빠져나오려던 테르미도르 국민공회(Convention
thermidorienne)의 주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49) 그리고 공화력
3년 및 총재정부기는 여전히 민주정과 공화정 또는 공화주의라는 관념이
명확하게 자리잡히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양자가 서로 결합하려던
시기였다. 고대를 연상시키는 민주정은 프랑스에서 공포정을 거치면서
혼란스러운 체제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고, 공화정과 왕정은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군주제 공화정이라는 관념도 있었고,
당연히 입헌군주정 역시 공화정이 될 수 있었다.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를 통해 자신의 저서가 프랑스에도 알려진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공화정 또는 공화국이란 특정한 정부 형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모든 정부를 일컫는 말이며, 이렇게 수립된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48) 새로운 체제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공유하던 사람 중에는 미란다의 상관이
었던 뒤무리에도 있었다. 뒤무리에는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조망』
(Coup d’oeil politique sur l’avenir de France)과 『공화국에 대하여』(De
la République)에서 소수에게 정부의 수장직을 맡기고 양원제를 도입해야 하
며, 자신은 로베스피에르 등이 주도한 폭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
쟁을 끝내고 평화를 추구해야 안정화된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냈
다. 테르미도르 9일 이후, 자신을 변호하고 정치적 조류에 편승하는 글이 많
이 등장한 시기가 이어졌고, 이 두 글을 1795년에 펴낸 뒤무리에도 마찬가지
였다.
49) 이 시기 공화정, 민주정, 대의제와 관련된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
고 : 김민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17세기 영국에서 18세기 프랑스까
지」, 『서양사연구』, 51집(2014) ; 김민철, 「프랑스 총재정부기 앙토넬
의 대의민주주의론」, 『서양사연구』, 53집(2015) ; Raymonde Monnier,
“‘Démocratie représentative’ ou ‘république démocratique’: de la querelle des mots (république) à la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25(2001) ; Minchul
Kim, “Démocratiser le gouvernement représentatif? La pensée politique d’Antoine français de Nantes sous le Directoir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9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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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적이어야 했다. 즉 공화정 역시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는 고대적인
관념에서 큰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근대적인 관념으로 전환되고 있던
것이다.50) 공화정과 왕정은 루이16세 처형 이후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지만,
공화력 3년에 두 개념은 여전히 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미란다 역시 이러한
개념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혁명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뒤무리에와
관련된 음모론에서 자유로워진 이후 자신이 다시 자코뱅 정권의 희생양이
된 것은 “혁명가가 아니라 공화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51)
미란다에게 테르미도르 9일은 “혼란을 종식”시킨 “다행스런 혁명”으로서
자신이 언급한 폐단을 없애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준 날이었다.
국민공회는 새로운 헌법이 발표되고 양원제 의회로 바뀔 때까지 계속
존속했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을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란다가
지적한 폐단의 원인은 모두 정당한가? 1793-94년에는 확실히 입법권력이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1794년에는 집행위원회(commissions exécutives)
를 설치하면서 입법권력이 집행권력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모두 흡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민중의 뜻을 거스른 것일까? 국내외의 위기
속에서 프랑스혁명으로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혁명가들을 압박한 민중들,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 등은
과연 미란다의 말처럼 폭정의 결과였을까?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정국에서 미란다는 로베스피에르 등 공포정치와
관련된 인물들 및 기관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자유의 화신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분위기에 편승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미란다의 프랑스
체류는 해피엔딩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50) Serge Audier, Les théories de la république (Paris: La Découverte,
2004), pp. 39-40.
51) BNF, 8-PM-266 (12),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I, p.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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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는 말
미란다의 프랑스 체류는 대서양의 동쪽과 서쪽을 넘나드는 그의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왕정을 몰락시킨 프랑스에서 자유를 위해 스스로
투쟁을 벌이는 민중을 보았고, 또 그 자신도 자유를 위한 투사로서 프랑스군의
장교가 되었다. 그러나 체포, 투옥, 추방을 겪으면서 미란다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자유의 화신 또는 자유의 투사가 아니었다. 미란다가 쓴 항의
서한 및 팜플렛은 그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자유를 가장
잘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총재정부가 보기에 그는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총재정부는 미란다와
미국 및 영국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고, 결국 미란다를 최대한
멀리하려 했다.
1795년 10월 21일, 미란다는 왕당파의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다시
체포 대상 인물 명단에 올랐다. 몸을 숨긴 미란다는 1796년에 추방 명령을
받았고, 1797년에 일어난 쿠데타 직후에도 프랑스가 원하지 않는 인물로
지명되었다. 이제 미란다는 프랑스 및 프랑스에 대한 환멸에 휩싸였다.
미란다는 런던으로 돌아갔고, 아메리카 해방에 대해 같이 논의하던 인물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아메리카로 돌아가 베네수엘라 독립에
뛰어들게 된다. 미란다는 베네수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중, 천재지변으로
자신의 부대가 와해되자 공금을 챙겨 달아나려고 했다.52) 후일을 도모하려던
것인지, 개인의 안위만 생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방운동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처럼 보았고, 결국 그를 붙잡아 에스파냐에 넘기게 된다. 그리고
미란다는 에스파냐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미란다는 스스로 에스파냐 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카라카스였고, 그의 조국은 남아메리카였다. 미란다는 식민지 출신으로서
자신의 특수한 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받았다. 고향에서는 크레올(크리요오)
52) 벤자민 킨, 키스헤인즈, 김원중·이성훈 역,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상』 (서
울: 그린비, 2018), 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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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유로 ‘반도인’(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인)들로부터 무시를 받았고,
프랑스에서는 에스파냐 인이라는 점 때문에 곧바로 부르봉 왕실과 연관된
왕당파라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미란다가 긴 여정 속에서 진행한 숙고 끝에
얻은 남아메리카 해방 계획은 결국 외세의 원조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었고, 그 외세는 미란다를 이용할 뿐이었다. 왕정을 옹호하던 미란다가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으면서 군주들로부터 관직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위해 움직이던 시기에
그는 주변인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미란다는 당대 정치 논쟁에 나름대로 참여했다. 미란다의 인맥은
당시 주요 지식인들 및 정치인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당대의 사상적 조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란다는 뛰어난 정치 이론가가 아니었던 만큼
대서양 주변에서 이어진 공화정, 공화주의와 관련된 논쟁에서 그리 독특하지
않은 일반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형성된 관념,
그리고 프랑스에 체류한 경험은 안정적인 입헌주의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미란다의 생각은 당대인이 가졌던
정치 개념의 혼란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서양을 넘나든 그의 삶처럼 대서양
양쪽에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이었다. 다시 말하면, 19세기에 가장 이름을
알린 미란다가 가진 18세기적인 관념의 일부를 보여준다.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daebo.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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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경험한 프랑스혁명
: 프랑스혁명에 대한 시각과 이상적 정치체제, 1792-1795
김대보

프란시스코 미란다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프랑스 혁명전쟁에도 군
지휘관으로 참가한 인물이었다. 대서양을 넘나드는 긴 여정 끝에 런던,
그리고 파리에 정착했고, 자신이 가진 남아메리카 해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 강국의 협력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란다는 프랑스 혁명기 브리소파가
세운 남아메리카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정치 및 외교 상황, 그리고 프랑스 국내의 복잡한 상황에 얽히면서
자신의 자유를 잃었으며, 그 와중에 안정적인 입헌주의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강화했다. 테르미도르 9일 이후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글을 통해서
한 국가의 정체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서술을 한 미란다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인물이 아니었고, 당대의 관념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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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ench Revolution Experienced by Frencisco de Miranda
-The Vision on the French Revolution and His Ideal of Political
System, 1792-1795Kim, Daebo
Francesco de Miranda, from Venezuela, is a figure who fought
in France’s revolutionary war as a military officer. After a long
transatlantic journey, he settled first in London and then in Paris, where
he asked politicians for collaboration in order to realize his plan for
South American liberation. Moreover, he is also a key man in the vast
Brissotin project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the Spanish colonies in
America. However, he is deprived of his liberty in the complex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 not only in France but also in Europe. During his
political detention, he concretized his idea on the stable constitutional
republic which was fashionable in the post-Thermidorian period.
Author of several texts on the political and governmental system after 9
Thermidor Year II, Miranda was not a man ahead of his time, but rather
a man of his time, that is to say the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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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상의 케이패션(K–Fashion)과 문화적 상호참조:
동대문 패션시장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

김지윤

Ⅰ. 머리말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이주민과 상품 문화 등 문화적 회로의
초국가적

이동에

주목해

온

아쥰

아파듀라이(ArjunAppadurai)는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상품 가치에 대한 논의에 기대어 어떤
특정 상품 내지 물건의 내재적 혹은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주체들에 의한 가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판단의
주체인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 역시 본질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화 자체가 지역적이라는 점에서 가치는 잠정이고 유동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즉 가치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되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계산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1) 본 연구는 패션(fashion)이라는 상품 혹은 이미지가 글로벌
문화 경제 속에서 특정 국가 이미지와 결부되면서도 초국가적 이동성을
가진 주체들과 이들의 상상력에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협상되는 과정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19082514).
1) Appadurai, Arjun ed.,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에서
재인용된 Simmel, Georg, The Philosophy of Money (London: Routledge,
1978).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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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자 한다. 그 사례로서 한국적인 패션이라고 상상되는 케이패션(K–
fashion)의 가치가 서울의 동대문패션시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협상되는지
살펴보았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자본, 사람, 그리고 문화
중에서 문화란 가치관이나 의례에서부터 사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패션은 현대 물질문명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상적 수준에서 미적으로 자신을 재현하는데 활용되는 개인적
소비의 대상이다. 동시에 이 소비와 재현이 특정 스타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망에 포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행위의 대상이기도 하다. 인류학에서는 종교 의례에
사용되던 의례 물품에서부터 부족 간의 예술품과 공예품의 거래는 물론
서구의 식민지배와 탈식민 과정에서 자본과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과 함께 이동했던 상품작물, 사진, 다양한 기록물과 같은
사물의 이동이 어떻게 소비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2) 이동하는 이주자와 함께 혹은 좀 더 다른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사물들의 역사적 혹은 사회적 경로에 주목하는 것은
이주자 중심의 이주 연구에서 간과될 수 있는 사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과 이러한 이동을 추동하는 상상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케이패션에 대한 주목은
그 동안 국가 주도로 한국 패션을 세계적인 패션 시장의 회로에 접속시키려
했던 의도3)와 상관없이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등 한국 문화 컨텐츠를
2) Thomas, Nicholas의 Entangled Objects: Exchange, Material Culture,
and Colonialism in the Pacific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ossessions: Indigenous Art, Colonial Cul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1999), 그리고 Appadurai의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3) 2010년부터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패션쇼인 “컨셉 코리아(Concept Korea)”는 한국 패션 디자이너의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와 연구소 그리고 대구시 등이 조직한 행사이다. 관련보도기사들 (The
Korea Times 2013)은 한국 패션의 우수성과 뛰어남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한국 패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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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려는 아시아 국가들 이후 서구 여러 국가들의 개인적 욕망이 형성한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적’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4)에 의해 추동된
한국적인 것의 소비 욕망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구 중심의 패션 시장에서 한국 패션을 세계화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한국적인 패션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아닌 다양한
이동하는 주체와 사물들의 만남을 통해 주조되고 있는 문화적 아상블라주
(assemblage)로서의 케이패션에 주목하면서 의류 제품의 생산–소비–
유통 허브인 동대문패션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동대문패션시장은 서울의 동대문과 종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쇼핑 장소이자 패션 클러스터로서 의류 생산에 관련된
원자재 거래 그리고 의류의 생산-유통-판매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다.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관광객 및 소비자들이 ‘
한국적인’ 패션을 찾는 곳이기도 하다. 1990년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의류 생산 공장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면서
국내 의류 소비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지만 2000년대에 생산 공장들이
일부 국내로 되돌아오고 무엇보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동대문패션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의 전 세계적 인기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적 패션인 케이패션(K–
fashion)을 직접 소비하려는 해외 관광객–소비자(traveling consumer)가
증가하면서 동대문패션시장은 시장의 상품과 유동하는 인구 및 도시의
물리적 경관까지도 변화하게 되었다.
동대문패션시장을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상품 생산과 유통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의 패션 지형도 내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비자–
생산자–기업가로서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한류의 주소비자이자 지리적 근접성으로 한국을 가장 빈번하게 오갈 수
4)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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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국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들의 방문과 소비가 동대문패션시장의
유무형적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내의 의류
시장에서 동대문패션시장을 가장 많이 참조하는 이들도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동대문패션시장의 공간적 구성과 서사, 경제 구조, 그리고
케이패션이라고 하는 상징적 가치를 둘러싼 개인들의 문화적 해석과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케이패션에 대한 상상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개인의 이동성과
이 상상적 가치가 구현된 물리적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매일의 생활을
위해 발생하는 일상적 소비와 비교했을 때 동대문패션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의 소비는 관광이라는 비일상적인 국가적 경계는 넘는 이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한류의 미디어스케이프에 의해 추동되면서 현실과
상상적인 것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2016년에 수행되었던 현장 연구는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의류 사업
종사자는 물론 한국인 의류 생산자와 도소매업자 그리고 소비자 등 10
여명을 인터뷰하고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동대문패션시장 방문을 통해 공간
관찰을 수행하였다. 동대문패션시장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그들의 공장이나 상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60–90분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구매대행업자나 중국 내 상점 운영자
등은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 이후 위챗(WeChat)과 같은 채팅앱을
통한 추가 질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미디어 보도와 관련 정책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대문패션시장이 글로벌 패션허브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한류를 적극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완하였다. 현장 연구 이후 수년이 지나면서 중국의
한국여행자제령 및 한류컨텐츠에 대한 쿼터제 적용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한 판데믹 상황은 동대문패션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하면서 2021년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외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들어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동대문패션시장의 재방문을 통해 검증한
바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관찰되고 기록된 현상들이 2021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 역시 글로벌 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울리히 벡(Ulic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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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했던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사회적5) 요인들인 만큼 추가
연구를 통해 동대문패션시장의 변화가 가지는 연속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시점에서 이주자와 이들의 상상력이 케이패션이라는
상품 문화와 한국적 패션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협상해내는지를 충실히
그려내고자 한다.

II. ‘한국스러움’을 둘러싼 문화적 혼종성과 상호참조의 실천
세계화 논의가 문화와 정체성에 던지는 질문은 세계화가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중 어떤 것을 더 추동할 것인가에 있었다. 글로벌 소비문화의
등장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미디어에 의한 컨텐츠의
전세계적 소비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문화적 동질성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6) 마셜 맥루한이 ‘글로벌 빌리지’를 언급했을 때 이는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 그룹이나 취향에 기반한 ‘부족들(tribes)’ 중심의 사회가
발전할 것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빌리지’는 전세계적인 클리쉐가 되어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이 강조되는 유토피안적인
세계의 잠재성을 과장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화적
동질성은 서구에서 비서구권으로의 일방향적인 문화의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 결정론을 대신하여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은7)
그러나 문화적 이질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문화적 혼종성은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에 주목한 아쥰 아파듀라이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는데 “새로운
글로벌 문화경제는 복잡하고 중첩되며 기존의 중심–주변부 모델로는 더
5)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2006).
6) Ohmae, Kenichi, The End of the Nation State (New York: Free Press,
1995).
7) Robertson, Roland,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in Global Modernities, Mike Featherstone, Scott Lash, and
Roland Robertson, eds. (London: Sage, 1995) 그리고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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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되지 않는 분절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화에 의한
변화들의 복잡성 자체가 이미 경제, 문화, 정치적 측면 간의 분절적 관계와
깊게 관련되어 있기에 세계화에 의한 변화의 다섯 가지 차원을 사람, 기술,
자본, 미디어, 이데올로기의 흐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변화의 양상들이 서로 얼마나 분절적인지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8) 이러한
경관적 관점에 의하면 각각의 다섯 가지 차원이 그리는 비동형적인 경로,
그들 간의 변화의 속도와 양상이 서로 얼마나 분절적인지 잘 드러나기에
점점 탈영토화되는 인구의 증가, 더 이상 지역 기반의 문화적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초국가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혼종성의
증가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중에서도 미디어스케이프와 에스노스케이프는 각각 초국가적 이동을
추동하는 실천적인 상상력을 주조하고 그 상상력이 실천되는 차원으로서
이동하는 주체가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방식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두 경관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개인적 상상이나 환상과 달리 전자 기술에 의한 글로벌
미디어스케이프가 추동하는 다른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노동과 여가의
대안적 방식들, 자아실현의 새로운 이미지 등은 다수의 평범한 개인들의
삶 속에 이동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집단적인 상상은 사회적
행위를 추동하는 강력한 연료로서 지역성을 넘어 국제적이며 초국가적인
이동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부르디외가 개념화했던
아비투스가 계급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적 행동의 구조화된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으로 작동함을 부정하진 않지만 즉흥적이며 충동적인
정동적 파장 역시 일상적인 리듬 속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연료가
됨을 지적한다.9) 한류가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8)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다섯 가지 측면에 각각 주목하게 하는 경관적 관점은
결국 사람, 기술, 자본, 미디어, 이데올로기의 전세계적 이동을 각각 구분하
여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는 각각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s), 테크노스
케이프(technoscapes),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s), 파이낸스스케이프
(financescapes), 이디오스케이프(ideoscapes)라는 경관적 관점으로 구분된
다. 자세한 논의는 Appadurai (1997)의 2장 참조.
9) Appadurai (1997)의 1장과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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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적인 것과 구체적으로
케이패션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와
경험에 대한 욕구가 여행과 이주라는 실천적 이동으로 이어지는 현상 역시
미디어스케이프와 에스노스케이프의 관점에서 글로벌 문화경제적 흐름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듀라이의 논의에서 탈식민적
구조의 영향 아래에서 그 문화적 혼종성이 출몰하는 곳은 인도의 카바레나
크리켓 경기장 등 주로 과거 식민지배의 공간이며 대개 글로벌 문화경제의
흐름은 일방향성을 보여준다.
아이와 옹(Aihwa Ong)과 아난야 로이(Ananya Roy)는 이러한 일방향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월딩(worlding)” 개념을 제안한다. 기존에 도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도시를 자본
축적의 장으로 보거나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비서구 도시들의 하위
주체성과 저항의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환원주의를 넘어서서 국가와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경제, 문화,
정치적 힘들이 경합하는 과정으로서 도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도시들의
공간화 전략이 “월딩”이다. 세계화 담론이 여전히 갖고 있는 일방향적
함의를 탈중심화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아시아 도시들의 월딩 전략은
서구 도시들을 일방적으로 참조하거나 이상화하는 중심–주변부 구도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10) 여기서 아시아 도시들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기술(art of being global)’ 혹은 구체적인 전략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모델로 상정한 도시의 특정 스타일이나 단면만을
복제해 오는 모델링(modeling), 두 번째로 모델링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여러 도시들의 특성을 참조하거나 비교를 통해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영감을 받거나 혹은 경쟁하는 행위들을 통해 도시의 상징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상호참조(inter-referencing),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주체들 간의 관계형성을 의미하는 새로운 연대의 형성(new solidarities)
10) Ong, Aihwa, “Worlding Cities, or the Art of Being Global”. in Worlding
Cities: Asian Experiments and the Art of Being Global, Ananya Roy and
Aihwa Ong, eds. (Wiley, 2011).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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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중 상호참조는 여러 도시들의 글로벌 전략에서 모델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뉴욕, 런던, 파리, 도교와 같은 대표적인 도시들을 이상화하며
복제하려는 기존의 전략들이 더 이상 주도적이지 않음을 전제한다. 실제
여러 아시아 도시들이 다양한 경쟁 도시들의 성공적 전략들의 가치나
스타일을 상호참조하는 대상은 유사한 시공간적 환경에 놓여 있는 주변
아시아 도시들이며 이들 간의 다방향적 상호참조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옹과 로이의 분석이 도시들 간의 공간화 전략에 초점을 두
맞추고 있지만 월딩의 모델링 혹은 상호참조의 전략들은 다양한 글로벌
문화경제적 차원의 상호작용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이나 서유럽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컨텐츠만이 이주를 추동하는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스케이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한류 컨텐츠와 동대문패션시장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들이 아시아 도시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도시들에서 상호참조되어 복제되는
방식들, 그리고 개인 수용자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소비되는 방식들에도
월딩의 전략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파듀라이가 언급했던 실천적 상상력과 옹과 로이가 제안한
상호참조와 모델링과 같은 월딩의 기술은 초국가적 경제와 문화적 흐름을
분석하는데 유용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관통되고 문화적 전용이 발생하는
장으로서 지역성(locality)의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지역성은
과거처럼 더 이상 안정적이거나 고정적인 장으로서 해석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 경제, 정치적 힘들이 작용하면서 지역성의 맥락에서 문화적
변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혼종성의 형태가 주조되는 주요한
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에서 원초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어떻게
변용되고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 보게 될 한류와 케이패션은 한국적인
것(Koreanness)이 초국가적 미디어스케이프와 에스노스케이프를 통해
유통되는 가운데 한국의 지역성은 이를 상업화하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을 국가화하거나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 중심의 이미지를 매력적이고 경쟁적인 이미지로
창출하는 방식으로서 상업적인 것의 국가화(the nationaliz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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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라 할 수 있다.11) 국가의 브랜드 전략이 강조하고 있는 문화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양성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적인 것의 국가화는 국가 정체성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새로운 국가주의의 구축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정체성이
경제적 언어로 환원되는 비정치적이며 비역사화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본다.12) 이러한 전략들에서 국가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이나 스타일의
아상블라주가 등장하고 활용되지만 그 자체는 글로벌 문화적 회로 속에서
단지 여러 의미망 속에 놓이면서 이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이들에게는 여러
글로벌 문화들의 차이 망 속에 하나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서 단지 소비라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업가, 여행자, 이민자 등의 초국적 이동성을 보여주는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라는 “문화적 회로 내의 연속적인 상호작용”13)속에서 개입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대문패션시장의 케이패션이 초국가적
문화적 회로 속에서 소비되는 방식은 이렇게 상업적인 것의 국가화 혹은
반대로 국가적인 것의 상업화의 방식으로 지역성의 의도가 개입되지만
미디어스케이프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이를 전용하는 방식은 생산유통-소비의 연쇄적인 고리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연속적인
맥락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III. 동대문패션시장의 시공간적 맥락
동대문패션시장은 의류, 신발, 직물, 가죽, 그 외에 다양한 패션 생산에 필요한
부산물들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기능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다. 30여 개의
쇼핑몰과 8천여 개의 도소매업이 9만9천 제곱미터(99,000m2)의 공간에
11) Kania-Lundholm, Magdalena, “Nation in Market Times: Connecting the
National and the Commercial”, Sociology Compass, 8-6(2014).
12) Ibid., p. 608 참조.
13) Zukin, Sharon and Maguire, Jennifer Smith, “Consumers and Consumption”.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2004), p. 178 참조.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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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있다.14) 조선왕조(1392–1910) 시대에 동대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통시장이 이후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서
서울중심의 대표적인 시장이자 물류 중심으로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들이 교환되던 곳이다. 관습적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 ‘시장
(market)’으로 불리고 있지만 종합시장에서 패션중심의 공간으로 성장한
이유는 이곳이 단지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만 하는 곳이 아닌
패션 산업의 집적지에 더 가까울 정도로 패션 제품들의 제작, 유통, 판매와
관련된 디자이너, 생산 공장들, 도소매 업종들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아파트 형태의
큰 건물들이 청계천을 따라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건물들의 지상층인 1
층에는 주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같은
건물의 2층 이상의 공간에는 1층에서 판매될 제품들이 제작되는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바로 생산과 유통 및 판매가 빠르게
연계될 수 있는 공간적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동대문패션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망을 통해 전국에 빠르게 물류를 유통할 수 있었다.
이곳의 의류 공장들은 전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가 열악했던
당시 한국의 시대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최저 임금이나 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을 지키지 않는”15) 의류제조업의 특성도 분명 존재했다.
이는 의류제조업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동대문의
의류 제조 관련 공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어린 여성들이
‘여공’으로 불리며 주로 취업하였다. 체구가 작고 나이가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순종적’이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
14) KCIS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Fashion: Wearing a
New Future. KCIS an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2),
p. 100.
15) Bonacich, Edna and Appelbaum, Richard P., “The Return of the Sweatshop”, in Cities and Society. Nancy Kleniewski,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5), pp. 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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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선호했던 노동자였다. 생산 공정에 쉽게 투입되기 위해 여공들은
출퇴근보다는 공장의 자투리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장과 생활공간이 비좁게 얽혀있던 공장에서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여공 및 봉제 노동자들의 과로사도 빈번했다.
봉제노동자들의 산발적인 저항은 1970년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정점에 이르면서 드디어 주류 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그제야
노동환경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불법 공장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영세 공장들은 작업환경의 개선보다는 경찰의 단속이
닿지 않을 주변 주택가로 점차 흩어지기 시작했다. ‘봉제마을’로 알려지기
시작한 창신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의 반지하층이나 지상 1–2층에
자리 잡은 공장들은 지금도 동대문패션시장과 대로를 사이에 두고 제품
및 부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부산히 오가는 오토바이들에 의해 연결된다.
1980년대 이후 생산 공장들의 해외 이전이 창신동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는 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으며 노동자들도 그 수가 줄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패션시장에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동네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공장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기존의 고령화된 국내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16)
1980년대 국내 경제호황기와 함께 성장하던 동대문패션시장은 1990
년대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1990–1999년 사이에만 5개의 새로운
쇼핑몰이 새로 들어선다. 거평프레야(1996), 밀리오레(1998), 두타(1999)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쇼핑몰의 등장은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패션 제품들을
거래하던 도소매 기능과 함께 이제는 개별 소비자들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소비 공간으로의 변모를 의미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16) 의류제조업은 항상 가장 저렴한 노동력과 약한 노동조합 그리고 최소한의 관
련 규제가 존재하는 곳을 찾아 글로벌적 이동성을 보여주는 산업이다. 아시아
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동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의류 제조업이 다시 미국
으로 회귀했던 것은 주요 소비자들의 빠른 취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유통, 소비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도 이주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을 저렴한 비
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http://www.homomigrans.com

137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5(Nov. 2021)

쇼핑몰의 등장은 경제성장으로 시장보다는 백화점이이라는 소비 공간으로
이동했던 중상위층의 개별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잃어가던 이곳에 젊은
소비 계층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백화점과는 구분되던 공간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스타일 좋은 옷을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브랜드
옷의 불법 복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소비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군부 독재의 종식 이후
등장한 대중문화의 부상과 소비주의의 확산은,17) 동대문패션시장의 공적
공간들이 젊은 세대가 춤과 노래 등의 공연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새로운
무대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생산과 노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가와 소비가
결합되어 심야시간까지 지속되는 24시간 도시18)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휩쓴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은 패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산기지와 자본의 전지구적
재배치의 영향으로 국내 의류 생산 기능의 상당부분을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하게 되었다. 동대문패션시장에서 거래되는
패션 제품들의 상당량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되어 역수입되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좋은 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찾던
일본, 러시아, 중국, 대만의 바이어들에게 동대문패션시장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초기에 진입한 바이어들은 완제품을 한국 도소매업자들에게서
구매했던 반면, 이들 중 일부, 특히 일본 바이어들은 점차 동대문패션시장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소규모 생산 공장과 직접 생산 계약을 맺기도 하고
일부는 이곳에 자신의 상점을 열기도 하였다. 외국인 바이어들의 유입은
많은 생산 공장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한
상황에서도 동대문패션시장의 시스템이 성공적이며 점차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 받기도 하였지만,19) 이들의 경제적
17) 김현미, 「‘한류’ 담론 속의 욕망과 현실」, 『당대비평』, 19권(2002) 참조.
18) Thrift, Nigel, “‘Us’ and ‘Them’: Re-imagining Places, Re-imagining
Identities”,in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Mackay, Hugh ed.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1997), p. 183 참조.
19) 경향신문, “동대문ㆍ남대문시장 ‘국제화 바람’”, 1999년 12월 9일자 11면
(1999b). 매일경제신문, “외국인도 동대문에 점포 낸다”, 1999년 12월 6일
자 19면 (19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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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었다. 단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저렴한 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민하던 동대문패션시장은 해외
바이어들 및 조금씩 등장하고 있던 해외 관광객을 위한 시장시스템의
국제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셔틀 버스
운영, 환전소 설치, 해외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정에 포함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이 제안되었다.20)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드라마와 대중음악의 국제적 인기와 함께
시작된 한류는 곧 한국식 패션스타일을 일컫는 케이패션(K–fashion)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케이패션을 소비하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동대문패션시장은 이제 주요 관광지가 되었다. 2012년 기준 하루 방문객이
60만 명에 이르렀으며,21)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의 증가는 동대문패션시장이
행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던 종로의 종로구청 및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주요 요소로 이곳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이하 DDP)의 건축 입지
선정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려던 서울시는 상징적으로 외국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대문패션시장의 중심적인
위치와 이미 해외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얻은 인기 그리고 패션 관련
기능이 집적된 곳이라는 점이 작용하여 도시 브랜딩의 최적의 장소로
인식된 것이다.22) DDP는 2010년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 지정에
응모하면서 당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건립을 계획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였던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건축 디자인을 맡게 되었고
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동대문패션시장 일대를 국제적인 패션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23) 건축물 자체는 다수의 전시 공간, 미술관,
20) 경향신문, “동대문,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1999년 10월 21일자 11면
(1999a).
21) KCIS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Fashion: Wearing a
New Future (KCIS an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22) Evans, Graeme, “Hard-Branding the Cultural City - From Prado to Prad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2(2003).
23) Schumacher, Patrik and Seong, Jeong Ji, “The Dongdaemu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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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되었고 유선형의 곡선과 미래지향적인 표면 재질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동대문패션시장을
글로벌 패션특구로 내세우면서도 이 건축물 자체는 내생적인 패션 생산–
유통–소비의 생태계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DDP
건축물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물었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24) 사람들은
독특한 외관에 대해서는 흥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위치의 물리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건축물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무맥락성에 대한 비판은 국내 다수의 건축가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단기간 내에
서울을 패션과 디자인의 국제적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축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하였다.25) 이후 서울시가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관련 행사인
‘서울패션위크’를 DDP에서 매년 개최하면서 패션특구라는 장소성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동대문패션시장은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여러 공간적 요소와 그 안팎을
오가는 패션 상품들의 생산–유통–판매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가들,
의류 제작과 운송 관련 노동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장(market)으로서 일종의 조우의 공간이기도
하다. 1990년대 해외동포 귀환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하면서 동대문패션시장에도 이들이 노동자나 소규모
도소매업자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류의 인기라는 초국가적 문화적 흐름은
2000년대 이후 해외 관광객이자 소비자인 방문객들의 주요 방문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주도의 정책들은 이 일대를 특별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뉴욕의 가먼트 디스트릭(garment district)처럼 도심
내에 유지되고 있는 의류 봉제 산업의

특성화를 위해 서울패션센터를

세워 이곳의 봉제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도입은 동대문패션시장이 초국가적 물류와 이주의 흐름의 회로에
Plaza”, Concept, 179-2(2014).
24) 김승범, 「‘자하 하디드’와 그의 설계안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관한 대중담
론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권 10호(2014).
25) 같은 논문, 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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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IV. 한류와 ‘상상의’ 소비
한류는 전 세계적인 한국의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문화 상품들의 인기를 둘러싼 현상을 일컫는다. 2000년대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관계자들,
학자들, 문화비평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한류 발생의 배경과 전파 경로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주요 소비자 그룹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한류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한국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존재를
확증하는 민족주의적인 담론을 강조하면서 “상품문화의 민족주의화(the
nationalization of the commercial)”를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과 전략 대책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 관광업계에서는 한류의 컨텐츠를 상품화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해왔다. 관광객이자 소비자인 이들이 한류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한류체험센터, “한류우드”라 불리는 테마파크 조성
26)

등 공적 담론에서 한류는 곧 경제적 이익과 종족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적 우수성이 등치되는 “과도한 한류 담론”의27)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담론들은 관련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정책들에 있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공적 지원 시스템과 관주도의 정책 지원을
정당화하면서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류라는 문화적 현상이 1990년대 후반 ‘IMF 시기’를 거치며 이후 지속된
한국의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보산업과 함께 문화산업의 부흥은 제조업 중심의 2
차 산업이 쇠락해가던 산업 재구조화와 맞물려 소트프 파워로 대표되는
26) 이기형, 「테마논문 - 탈지역적으로 수용되는 대중문화의 부상과 ‘한류현상’
을 둘러싼 문화정치」, 『언론과 사회』, 13권 2호(2005), 191쪽 참조.
27) 이동연, 「한류 문화자본의 형성과 문화민족주의」, 『문화과학』, 42호
(2005), 1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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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다. 한류의 인기는
문화상품 자체의 판매 수익을 넘어서 한류로 인해 파생되는 소비자로서의
관광객 증가 등과 결합되기에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한해에만 외국 관광객의 수는 1천 7백만 명에 이르렀다.
이 중 44.3 퍼센트가 중국인이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해외로 향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비자 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2009년 17.1 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28) 중국의 기준에서 보면 2015년 해외로 나간
전체 중국인이 1억 2천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 단지 4.9 퍼센트인 5백 9
십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지만,29)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한국 관광산업에
엄청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했던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그리고
사업가들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했던 동기로 각자가 경험했던 한류의 인기를 꼽았다.
중국 내 한류의 인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30) 첫 번째 단계는 1997
년–2001년 사이에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시작된다. 한국 드라마는 서구화된
현대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적
부분들을 ‘아시아적’ 가치로 풀어내면서 당시 성장하던 중국의 중산층과
청년 세대에게 서구 드라마보다 문화적으로 더 수용 가능한 가치관을
소비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31) 두 번째 단계는
2002년–2006년 사이에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로 더 다변화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신한류’라고 하여 2007년 이후, 한류에 대한 인기와 반대 정서가
공존하는 단계이다. 한류에 대한 반대 정서는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28) 한국관광광사 http://english.visitkorea.or.kr (검색일: 2016년 3월 10일).
29)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The Chinese Tourist
Boom”, 2015년 11월 20일 온라인 기사, http://www.goldmansachs.com/
our-thinking/pages/ macroeconomic-insights-folder/chinese-touristboom/report.pdf (검색일: 2016년 12월 5일).
30) 황배, 「한류문화가 중국여성소비자의 의류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남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브랜드매니지먼트 및
텍스타일정보디자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31) 김현미, 「‘한류’ 담론 속의 욕망과 현실」,『당대비평』, 19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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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국 내 민족주의적 위기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32) 중국 정부는
점차 한국에서 수입되는 드라마와 영화의 수를 제한하는 등 한류에 대한
제재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컨텐츠의 불법 복제 등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개인의 한류 소비와 관광을 통한 방문 등은 제한적이나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류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한류의 인기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단순히 등치시키는 것보다는 외국의 수용자들이 특정한 시점에
특정 문화적 요소들을 탐색하고 이끌리게 만드는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통해 초국가적 지역성(translocality)에
대한 상호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있을 것이다.33) 인류학자인 김현미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류가 확산된 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젠더 간 혹은 세대 간 갈등적 요소들을
공통으로 경험했던 한국의 컨텐츠가 이러한 갈등을 ‘봉합’해내는 문화적
맥락으로서 소구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문화적으로 더 거리감
있는 ‘서구적 시선 (Western gaze)’을 참조하기보다는 ‘욕망의 동시성(a
simultaneity of desires)’ 을 재현해내고 있는 세속적이며 자본주의적
상품문화”34)를 공급하는 한류 컨텐츠가 가진 동시성의 맥락이 이 시점에
글로벌 수용자들에게 특히 아시아 수용자들에게 소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중국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가 현대도시의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을 풀어내는 내러티브 방식에 더 쉽게 감응하게 되고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그 의미를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방식으로 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라마 속 라이프스타일과 상품문화에
더 익숙해지게 되고 일상의 문제들을 봉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드라마 속 스타일의 재현을 위한 소비에 대한 욕망이 현실적으로
32) 황배, 「한류문화가 중국여성소비자의 의류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3).
33) 김현미, 「‘한류’ 담론 속의 욕망과 현실」 (2003); 이기형, 「테마논문 탈지역적으로 수용되는 대중문화의 부상과 ‘한류현상’을 둘러싼 문화정치」
(2005); 이동연, 「한류 문화자본의 형성과 문화민족주의」 (2005) 참조.
34) Kim, Seung-Kuk, “Changing Lifestyles an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South Korean Middle Class and New Generations”, in Consumption
in Asia: Lifestyle and Identities, Chua Beng Huat,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 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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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의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상품의 수용과 해석은 수용자의 욕망과 그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에 한정해 본다면 한류 이전에는 대만과 홍콩 그리고 일본의
컨텐츠가 이러한 상상력을 추동하는 텍스트로 글로벌 미디어스케이프를
통해 소비되었다. 이러한 문화 상품은 각 국가의 언어와 민족성 등이 반영된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문화적 위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특정 수용자의 지역적 맥락과 그들의 문화적
해석에 의해 유의미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러한 수용의 강도와 크기가
집단화되었을 때 하나의 영향력 있는 흐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한류의
한 요소로서 케이패션이 상징적 의미를 가진 하나의 스타일로 부상한 것
역시 케이패션의 절대적이거나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기보다는 수용자의
해석에 따라 특정한 의미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V. 동대문패션시장의 변화하는 의미망
다양한 이동하는 주체들의 등장과 공간적 변화
1990년대까지 한국인들에게 동대문패션시장은 저렴한 패션 아이템들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 도소매 시장 중에 하나였다. 서울
도심에 위치하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제품들을 공급하고 일반 소비자들과
관광객의 흐름이 뒤섞이며 24시간 움직이는 이 공간의 리듬감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곳으로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35)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 속도감은 역설적이게도 이곳이 글로벌 패션
허브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디자인 기능의 부재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동대문에 의류를 납품하는 창신동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이의 설명처럼
“우리는 2–3일이면 새로운 옷을 바로 만들어내요. 흔한 말로 파리
패션쇼의 디자이너 제품이 바로 다음날 동대문에서 팔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2016년 3월 5일 인터뷰). 이런 빠른 생산 사이클이 가능한
35) 매일경제신문(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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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유의 디자인 과정이 거의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에서 생산되는 의류들은 주로 패턴제작자나
재단사가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두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찾는 쇼핑몰에 입점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상점들은 자체
디자인한 제품들을 위주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어도 2000
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기성제품의 복제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동대문에 옷 사러 오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영향을 많이 받고 온다. 한국
스타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30대 한국 거주 중국인 관광
가이드, 2016년 3월 인터뷰)

이러한 상황에서 동대문이 케이패션의 대표적인 장소로 주목받게 된
데에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위의 인터뷰처럼 한류라는 예외적이며
외부적인 요인과 이것이 실제 소비행위로 연결되어 주요하게 등장한
외국인 바이어와 소비자가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회성 방문이 아닌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방문, 그리고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민의 동대문패션시장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품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고 공간적 재구조화를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사례처럼 동대문패션시장의 시스템 전체가 도시 간
상호참조의 전략을 통해 중국 도시에 이식되는 과정 등은 자본-물자사람의 초국가적 이동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동대문패션시장이 한류를 소비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상상하던 케이패션의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 데에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여러 정책적 개입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곳이 역사적으로 구축해 온 독특한 시스템과
그 공간적 특성이 클 것이다. 생산–유통–소비 기능의 유기적 연결성,
도소매업과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의 공존, 쇼핑몰 전체가
의류뿐만이 아닌 신발, 가방, 장신구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층별로
배치하고 각 점포들이 좁은 매장을 극대화하여 물건들을 진열해 놓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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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간적 집적과 공존이라는 차별적 특성도 케이패션의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점이 한 군데 모여 있고 각종 다른 스타일도 모여 있어서 새로워요.
옷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곳이죠. 저녁 늦게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문 닫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좋아요.” (30대 중국 관광객,
2016년 2월 인터뷰)

“서울에 있으니까 가끔 DDP 구경 가요. 둥근 모양의 건물이 특색 있어요.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교통도 편리하구요. 그런데 주변 쇼핑몰에 가면
항상 사람이 너무 많고 사진 찍으면 구매 대행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이
찍히는게 단점이에요.” (30대 중국 유학생, 2016년 2월 인터뷰)

위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횡적으로는 여러 쇼핑몰들이 가까운
거리에 집중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도 지하층에서부터 층층마다 패션 관련
아이템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대문패션시장의 공간적 특성이 케이패션과
연계되어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대문패션시장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쇼핑몰이 2000년대 이르러 중국에 들어선 사례도 있다.
동대문에서 유어스(U:US)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업체가 중국 도시에
동일한 구조의 쇼핑몰을 열게 된다. 동대문에서도 유어스는 전국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국내 도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곳이어서 두타와 같이
개별 소비자 위주의 쇼핑몰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곳을 중국인 소비자들이 자주 찾아 인기를 얻게 되자 중국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에 주력하면서 2016년 9월 광저우에 400여개의 매장을
가진 쇼핑몰을 개장하였다. 매장의 외관이나 판매대는 동대문의 쇼핑몰과
매우 유사하였고 케이패션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인력구조 및 유통구조 상의 차이를 메울 수는 없었고
점차 지역화된 쇼핑몰로 변모하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매장의 구성 등 동대문패션시장의 공간적 특성 등이 중국에 상호 참조되어
복제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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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이 동대문패션시장에 가져온 공간적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이 주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소비하는 곳을 중심으로 공간적
편의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적 환대의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쇼핑몰 내에 설치되고,
중국환 등 외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각 점포마다
주요 고객인 외국인 바이어와 소비자를 응대할 수 있는 외국어가 가능한
점원의 고용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소비자를 응대하기 위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의 고용이
매장마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외국인 점원이 없는 매장은 외국인 바이어를
상대할 수 없어 매출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바이어들이
여러 점포를 이동하면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가
들어서고 동대문 패션시장에 흩어져 있는 여러 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국내의 개별 소비자들은 잘
찾지 않던 도소매 쇼핑몰도 빠짐없이 방문하여 가장 저렴한 제품의 탐색과
소비에 적극적이어서 도소매 쇼핑몰의 운영 시간과 방식이 소량 구매하는
외국인 바이어들에게도 적합하게 조정되었다. 이렇게 도소매 위주와
일반 쇼핑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자 국내 개별 소비자들도 도매 위주의
쇼핑몰을 탐색하며 공간적 이동 범주을 확장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미
1990년대부터 등장했던 소수의 외국인 상점주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동대문을 방문하는 자국의 도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 일부는 자국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조정하거나 생산량 조절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혹은 해외에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외국인 바이어들 중에도 전문적인 도소매 거래업자가 아닌 중국의 개별
구매대행업자들이 주요 구매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내 대표적인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위챗 등을 통해 동대문에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중국이나 한국 양쪽에 어떠한 물리적 상점이나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자신의 본업을 유지하면서 구매 대행이라는 부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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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창출하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한국을 오가면서 다수의
방문으로 동대문패션시장에 익숙해지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비즈니즈로 활동을 확장한 것이다. 자리를 잡은 구매대행업자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동대문패션시장을 오가며 최근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점들로 구매지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점에서 실시간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구매할 만한 제품을 올리면 이들의 계정을 본 연결망
내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주문을 한다. 이들이 실시간으로 위챗에 올리는
사진 및 영상과 설명은 이 제품들이 중국 내에서 생산된 ‘가짜’가 아닌
‘진짜’ 한국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30대 중국 여성은 북경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의
위챗 계정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패션”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 일은 저에게 하나의 취미인데 돈도 벌게 해주죠. 한 달에 천에서
이천 달러 정도 버는 것 같아요. 2014년부터 동대문에 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오고 있어요. 제 위챗 계정에 등록된 친구들은
한국의 동대문패션시장에서 파는 제품들이 세련되었다고 생각해요.
패셔너블하다고. 워낙 중국에서 팔리는 가짜들이 많다 보니 제가 사오는
제품들이 진짜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 저의 쇼핑 경로마다 사진을 찍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문을 받고 주문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줘요” (30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2016년 1월 인터뷰).

구매대행을 하는 이들 중국인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과 한국을 정기적으로 오간다. 위 인터뷰의 여성은 2011년부터
구매대행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위챗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의류뿐만 아니라 장신구 등도 판매하며 한국 스타일
제품, 동대문 제품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안목을 함께 추가하여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잘 선정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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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국에 머물 때는 경비에 여유가 있어도
최대한 많은 구매대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대문패션시장에
가까운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는다. 실제 동대문패션시장 주변의 좁은
골목길에는 한국인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게스트하우스들이 있는데
주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숙소 주변에는 구매한
의류 등의 큰 짐을 보관해주거나 국제 물류로 쉽게 보낼 수 있는 운송
서비스와 환전소 등 이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들이 발달해 있다.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은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나 관광지까지
실시간 영상에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스스로를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한국 제품과 공간에 익숙하고 숙련된 전문가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주요 수입원이나 직업이 아닌 일종의
취미이자 자신의 패션 안목과 취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임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나 정주자는 아니지만 일회성의 관광객도 아닌
이들의 반복적이며 주기적인 방문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은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의 주체인 이주민과는 차이가 있다. 에스닉 경제
혹은 에스닉 비즈니스는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민족적 특성
(ethnicity)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같은 국가나 지역 출신의 이주민을 고용하는 고용구조를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36) 가장 흔한 에스닉 경제 활동의 형태는 정착한 사회의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미숙련 저임금 노동시장인 2차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된
이주민들이 스스로를 고용하기 위해 창업을 하는 경우로 자국 출신의
이주민을 고용하고 동시에 이주민을 소비자로서 마주하는 경우다. 이들의
비즈니스는 주류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이주민 집단
주거지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에스닉 경제 활동의 증가는 그만큼 주류
사회로부터의 공간적, 경제적 배제의 결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37)

36) David H. Kaplan and Wei Li, Landscapes of the Ethnic Econom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37) George J. Borjas, “The Self-Employment Experience of Immigra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4(1986) 참조. 물론 보하스가 이후 지적
하듯 이들 중에는 주류 사회의 고용 구조에 종속되어 최저 임금과 장시간 노
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보다 창업 이후 더 높은 소득을 유지하며 주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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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 경제의 주체인 이주자는 그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이자 장기
거주자로서 대개는 정주에 기반한 사회연결망을 활용한다. 또한 이주자의
사회적 지위는 수용국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협상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은 일회적인 방문을
하게 되는 관광객과 정주민 사이의 모호한 이동성을 보여준다. 이들의
사회연결망은 동대문패션시장이 활용하는 중국 이주민이나 유학생의
서비스를 받기는 하지만 이들과의 적극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지
않는다. 주로 거래되는 것도 자신의 민족성에 기반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주류 사회의 문화 상품이다. 최근에는 민족성의 활용 여부로 에스닉
경제를 규정하는 것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점점 더 혼종적으로 변화하는
초국적 주체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에스닉 비즈니스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38) 이들의 사례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의’ 그러나 ‘실제’인 케이 패션의 의미 경합과 그 주체들
현장 연구를 수행했던 2016–17년만 해도 동대문패션시장은 물론 이
동일한 시장구조를 도입한 중국 쇼핑몰들 다수가 자체 디자인 제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 혹은 한류 주인공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복제된 제품들은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케이패션으로 분류되어 그대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복제가 생산해 낸 케이패션의 소비 생태계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케이패션이라는 정체성을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욕구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정의하는 케이패션의 스타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케이 패션의 확고하고 본원적인 정체성의
존재 여부보다는 동대문패션시장이라는 장소성과의 연관성 그리고
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이주민들도 있어 에스닉 경제가 곧 주류 사회와의 단
절이나 배제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38) Jock Collins, “Ethnic Entrepreneurship in Australia”, Willy Brandt Series of Working Paper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1-2(2003), p. 24 참조. Antoine Pécoud, “Thinking and Rethinking Ethnic
Economies”,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9(2000), p.
4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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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패션에 대한 해석과 감각이 차별적으로
구성해내는 여러 스타일 중에 하나로 케이패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2000년대 이후, 최신 스타일이지만 대량생산되어 저가에 판매되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을 주로 취급하는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이
차례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39) 동대문패션시장의 제품들이 우위를
잃기 시작했다. 동대문패션시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의류 공장 관련자는
글로벌 스파 브랜드의 진출 이후 자신들의 작업량이 30퍼센트 줄었다고
언급하였다(2015년 2월 4일 인터뷰). 현재는 동대문패션시장에도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의 브랜드와 상점이 증가하면서
동대문패션시장만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변화의
시점에 한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케이패션의 정체성은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할까? 어떻게 해서 동대문패션시장은 디자인 기능의
부재 혹은 약화에도 불구하고 케이패션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을까?
대체로 한국 소비자들은 동대문패션시장의 제품이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저렴하고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관광객들을
동대문패션시장에 소개시켜 주지만 개인적인 소비에 있어서는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들처럼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서 저렴하면서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구매할 때에 한하여 동대문패션시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주요 소비 장소에 상관없이 케이패션은 분명 자신들이 평소
중국 내에서 소비하던 스타일과 다른 특징이 있으며 동대문패션시장에서
그러한 케이패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 관광객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고 싶을 땐,
그들도 한국의 백화점에 가요. 그러나 옷은 동대문에서 사는 편이죠.
여기 옷들이 품질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
39) 2005년에 유니클로(UNIQLO), 2008년에 자라(ZARA), 2010년에 에이치앤
엠(H&M)이 연이어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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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유명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는
편이죠.” (30대, 중국인 의류 도소매업자, 2016년 3월 인터뷰)

“한국 패션은 치크(chic), 그레이, 심플한 색상과 밝기 등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중국에서 입었던 옷도 그레이가 많았지만 왠지
어둡고 우울했었는데 한국 패션의 그레이는 치크한 면이 있죠.” (20대 중국
교환학생, 2016년 3월 인터뷰)

“중국인에게 일본 스타일은 두 단계 정도 앞서 있다면 한국 스타일은 한
단계 정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평범한 중국인들이 그래서 일본
패션을 바로 시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 튀어 보이니까. 한국 스타일은
평소 내가 입던 스타일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입을 만한 옷이에요.” (20대
중국 유학생, 2016년 2월 인터뷰)

구체적으로 케이패션의 특성이나 독특한 스타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중국과 한국의 패션이 전체적인 옷의 맵시 형태,
색상, 소재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동대문패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제품들의 실제 생산지는
생산 공장의 이전으로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인 경우가 많았고 디자인의
경우도 이곳을 찾는 주요 소비자인 중국인 소비자에게 맞게 변용된
경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패션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여전히 그 옷은 케이패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식 인터뷰는 아니지만
동대문패션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다수의 20-30대 한국인 소비자와의
간단한 대화에서 상당수는 “동대문 옷들이 중국 소비자에게 맞춰 지나치게
화려해져서 이제 내가 살게 없다”라는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던 이들은 판매 현장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화려한 장식과
라인을 좋아하는 취향을 듣고 제품에 반영하여 수정된 제품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는 확실히 감소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가 몇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스타일의 변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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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제품들의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아마 소량의 제품만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겠죠. 어쨌든 나는 여기서 한국인처럼 보이는 옷을 사면
만족해요. 중국과 여기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니까요.” (30대 중국 관광객,
2016년 2월 인터뷰).

“중국 소비자들은 ‘메이드인 코리아’보다 ‘메이드인 차이나’에 더 주의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파는 옷들 중에 중국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대문 옷들도 중국에서 생산된 게 많을 걸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옷들이 모두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한국에 왔을 때 사려는 거죠. 대신 자기 옷이 아닌
선물을 살 때는 ‘메이드인 차이나’ 태그를 단 옷을 사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거죠. 일단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이면 괜찮은
거죠.”(30대 한국 거주 중국인 관광 가이드, 2016년 3월 인터뷰)   

“동대문에 오면 다른 건 안하고 주로 먹고 구경하고 또 먹고 구경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엔 늘 중국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한국에
여행 온 느낌이 안 들기도 해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해서 외국 유명 건축가가 디자인 한거고 상도 받아서 건물 자체가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보기에 매우 현대적이어서 한국의 느낌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30대 중국인 관광객, 2016년 1월 인터뷰)

특히 한국에 정주하거나 자주 오가는 이들이 아닌 경우 관광객이자 소비자인
이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이들에게 케이패션의
의미와 케이패션을 소비할 수 있는 대표적 장소는 동대문패션시장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들이 의류산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 생산되든 최종 소비 장소가
더 유의미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동대문패션시장의 상점에
직접 방문하여 혹은 직접 방문한 누군가를 통해 구매한 경우 다른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한 것이 된다. 소비가 발생하는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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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 맥락이 제품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상품의 진정성(authenticity)
이 획득되는 것이다. 흔히 진정성은 위조할 수 없는 시공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험된다고 여겨진다. 가령 진정한 여행의 경험은 타인의 여행기나
기념품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어딘가로 이동하여 감각한 것들의 기록과
생생한 느낌에 기반한다. 골동품과 예술품의 진위성은 장인이나 예술가가
만든 이후 자연스럽게 사물의 표면에 새겨지거나 드러나는 위조할 수 없는
‘고색창연함(patina)’이나 오랜 시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거래 내역의
증명을 통해 확보된다. 그러나 이 진정성을 판단하는 주체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며, 보드리야르가 말한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처럼
원본과 복제품의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에도 진정성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여행객은 여행의 경험을 구성하여 상업화하는 관광산업의
참여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 혹은 연출할 수 있는 정도만 보게 되지만
이미 그 연출된 것에 대한 내러티브를 소비하면서 여행의 욕망을 키워 온
여행객에게는 이미 기획된 내용 이외의 진정한 여행의 대상이나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판단의 결과물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40) 관광객 겸
소비자인 개인들도 어느 정도는 의류 제품들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케이패션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본원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차이 그리고 소비의 경험을
둘러싼 시공간이라는 조건이다.
자신들이 익숙했던 색상이나 형태와 다른 요소들, 그것이 한류 컨텐츠를
통해 익숙해져서 한국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케이패션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절대적 요소가 아닌 상호참조와 모델링의 방식을 통해 케이패션이
정의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케이패션 스타일의 옷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자는 한국에서 수입해 갈 의류의 선택 기준은 한류를 소비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40) Holden Andrew,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London:
Routledge, 2005)와 Dean MacCannell,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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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패션의 공통된 특성이나 기준을 도출할 수 없으며 시기마다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스타일이 곧 케이패션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41) 더욱 주목할 점은 케이패션의 정체성은 한류 컨텐츠의 일방적
수용에 의해서가 아닌 그 이미지와 문화적 상징에 대한 수용자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미적 기준과의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에 의해 변화한다는 점이다.
한류의 수용자는 자국 내 컨텐츠는 물론 다른 서구나 아시아의 다양한
컨텐츠 역시 소비할 것이다. 자신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어떤 메시지나 연출하고 싶은 정체성에 맞게 여러 문화 컨텐츠를 소비하며
관련 소비 아이템들을 적극 탐색하기 때문에 정체성과 제품 간에 일대일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중국인들은 쉽게 자신의 취향을 바꾸진 않는 것 같아요. 동대문에서도
이들이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옷을 보면 평소에 중국에서 입던 스타일과
크게 다르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케이패션을 사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만족시켜 주면서도 그들이 실제 구매할만한 제품을 내놓는 게 쉽지
않아요.” (40 대 중국인 의류 상점 운영자).

“중국인들은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복잡한 패턴을 좋아해요. 비싼 옷처럼
보이려 입는 경우도 많아서 가짜 명품 브랜드도 많이 구입하구요. 한국은
계절에 상관없이 옷이 가벼워 보여요. 홍콩이나 대만은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냥 별로에요. 좀 이상하게 입는 것 같아요. 일본은 남자나 여자 모두
귀엽게 입는 것 같아요. 중국처럼 화려한 건 아닌데 뭔가 다양하게 입는 것
같아요. 나는 서양 스타일처럼 편안하고 심플하게 보이고 싶어요. 지금은
한국 스타일이 이런 편안하고 심플한 스타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20
대 유학생, 2016년 1월 인터뷰)

위의 인터뷰에서처럼 케이패션의 의미는 각 개인이 내재하고 있는 미적
기준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협상된 후 소비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국
41) Wei XiaoXiao, 「중국패션수입업체들의 한국 동대문 상거래 서비스 로열티
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물류학과 국제상학전공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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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 한국 의류를 구매하는 상점들을 중심으로 중국 소비자들에 대해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42) 한국 디자이너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제품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반면,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한국 디자이너가 변용한 제품들의 경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동대문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면 케이패션으로서 성공할
거라 여긴 한국 상인들이 주로 전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도
한국인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직접 동대문에서 최종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 소비자들이 ‘상상했던’ 케이패션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상상된 케이패션은 평소 자신들의 스타일과 차이가
있어야 했지만 동시에 일상에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케이패션이 되어야 했기에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 옷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상상력은 지속적으로 협상되어야 했고,
중국인 소비자들이 협상해 낸 케이패션에 맞추기 위해 중국 내 상인들은
점차 한국인보다는 중국인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중국인을 위한 케이패션
스타일’의 옷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으로 직접 관광을 와서 쇼핑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동대문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상점주 역시 무엇이 케이패션 스타일을
구성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VI. 결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초국가적 이동의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맥락에서,
패션이라는 상품의 이동을 통해 상품, 사람, 자본의 이동이 어떤 경로와
문화적 해석을 거쳐 의미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코로나19 판데믹의
영향으로 국경을 넘는 이동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케이패션의 생산,
유통, 소비의 중심지로 부상해온 동대문패션시장의 사례는 상품 소비문화,
42) 신용남, 「중국 소비자들의 한류 패션상품 구매동기 연구 – 중국 상하이 치푸
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석사학위논
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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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여행, 공간적 실천 등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적 전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활력을 잃고 있었던
동대문패션시장은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와 함께 케이패션의 장소성을
부여받으면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이자 소비자인 해외방문객은
물론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케이패션을 소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소비의 매개자로서 다양한 수준의 초국가적 도소매업에 관여하는 기업가적
개인들을 만들어냈다. 이는 서구 중심을 향하는 글로벌화 전략의 담론이나
정부 주도의 정책 담론보다는 글로벌 미디어스케이프를 통한 한류 컨텐츠의
소비가 추동한 개별 주체들의 집단적인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가진
실천성이 여행과 소비 그리고 다양한 이동성으로 발현되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문화적 흐름이 아시아 도시들 간의
상호참조라는 새로운 월딩의 전략들과 유사하게 동시대성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 간의 활발한 문화적 참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케이패션의 정체성은 민족주의적 본원주의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해석이 끊임없이 경합하는 가운데 주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초국가적 이동성을 지닌 개인 그리고 이들과 함께
혹은 다양한 다른 경로들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 사물들과 이미지는 이주
연구의 대상을 더욱 확장시키거나 다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 jayjin@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동대문패션시장(Dongdaemun

Fashion

Market),

상호참조(Inter-

referencing), 케이패션(K-fashion), 한류(Korean Wave), 이동(Mobility)

투고일: 2021.10.15. 심사일: 2021.11.13. 게재확정일: 2021.11.13.

http://www.homomigrans.com

157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5(Nov. 2021)

<국문초록>

상상의 케이패션(K–Fashion)과 문화적 상호참조:
동대문 패션시장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
김지윤

동대문 패션시장의 1990년대 몰락과 2000년대 재부상은 모두 글로벌
시대의 상품, 자본,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사람들의 초국가적 이동과 맞물려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한류로 명명되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 유학생, 관광객, 상인들의 반복적인 초국가적 이동을
통해 양 국가에서 한국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패션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패션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대중 가수들의 패션을 케이패션(K–fashion)으로 인식하면서 케이패션의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 메카로서 동대문의 패션시장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소비의 측면을 넘어 중국에서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유통 판매 시스템을
현지 맥락과 혼종적으로 결합하여 중국식의 패션시장을 구축하기도 하고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구축한 판매 시스템 역시 케이패션의 주요 판매
채널로 등장하게 된다. 한류의 이미지와 결합된 동대문 패션시장의 상품과
이미지의 초국가적 이동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 상징적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개인들의 해석과 협상과정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상호참조(inter–referencing)의 실천들에 주목한다. 이러한 실천들은
관광객, 유학생, 혹은 개인사업자로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초국가적
이동성을 지닌 개인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케이패션을 소비하고 그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이주연구의 대상을 이주자는
물론 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사물과 이미지로까지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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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ined K-fashion and Inter-referencing Practices:
Dongdaemun Fashion Market in Seoul
Kim, Jiyoun
Given the pace of cultural and economic change in East Asia, the way
fashion goods travels around the inter-Asian circuit takes on new
meanings and the process reflects transnational/transcultural flows of
capitals well as inter-referencing practices. This research explores
how the popularity of Korean pop culture (Hanryu) complicates
the construction of fashion identity of Chinese consumers and how
their consumption restructures clothing production of Dongdaemun
Fashion Market (DFM) in Seoul. Throughout the 2000s, the waning
DFM has been revived by increased exports to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as more visits by international consumers
looking for K-fashion, who are intrigued by the cultural consumption
of Hanryu. Beyond the surface of consumption, however, hidden/
invisible circuits of cloth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exist
through transnational mediascapes. Many Chinese have emerged
as important players in terms of retailers/producers who interlink
fashion industr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is context, there
is no essential correspondence between particular commodities,
national or local identities. By examining the transnational/
transcultural fashion routes centered on DFM, this research traces
the shifting boundaries of fashion identity and the specific fashion
geographie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within the inter-Asi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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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재건의 실패?: 링컨의 암살과 재건의 전복”*

허현

Ⅰ. 서론
본 연구는 미국 내전(the Civil War) 시기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의 재건정책(Reconstruction policy)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미국 내전의 본질 변화와 재건(Reconstruction)의
성격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본다. 만약 링컨 없는 미국 내전과 노예 해방을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면 미국 내전과 노예 해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링컨이
빠진 재건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전부터 재건에 이르는 시기를 아울러 “링컨의
시대(The Age of Lincoln)”로 새롭게 규정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조차
있지 않은가?1) 물론 한 인물을 통해 한 시대를 규정해 본다는 것이 위험한
* 이 논문은 2018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1) Orville Vernon Burton, The Age of Lincoln (New York: Hill and Wang,
2007). 로버트 R. 보너(Robert E. Bonner)는 이 책에 관한 비평에서 오빌 V.
버톤이 “미국 내전기(Civil War Era)”나 “미국 중기(The Middle Period)”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대 정의적 용어로서 “링컨의 아메리카(Lincolnian America)”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시대가 존재
했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Robert E. Bonner,
“Lincoln’s Age”, review of The Age of Lincoln, by Orville Vernon Burton, Reviews in American History, 36-1(2008), pp. 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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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미국 내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링컨으로부터
시작해서 링컨에서 끝나기 일쑤이며 이른바 “링컨의 미국 내전(Lincoln’s
Civil War)”은 링컨의 역사적 역할을 과장하여 해석함으로써 일종의
영웅사관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역사해석의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역사적 인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 그러한 그림자를 억지로 지워내며 역사적 평가를 시도한다는 것 또한
무척이나 부자연스러우면서도 왜곡된 역사를 그려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명백한 실패로서 규정되는
재건과, 링컨 혹은 링컨의 재건정책 사이의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찾아보는 것은 링컨의 역사적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내전의 본질과
유산을 다시 돌아보고 재건을 새로운 시선을 통해 재규정해 보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미국사학계에서 링컨의 역사적 역할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전과
노예해방선언(the Emancipation Proclamation)에 제한되어 평가되고
있을 뿐 재건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예 무관한 것처럼 그 평가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부당한
혹은 비약적인 역사적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선 링컨이 1865년 4월 9일 남부연합(the
Confederacy)의 항복을 받아낸 직후인 4월 14일 밤 워싱턴 D. C.의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John Wilkes Booth)에 의해 암살당한다는
사실이다. 링컨의 죽음은 종전(終戰)과 함께 시작될 남부 재건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사적 무대에서 링컨을 강제로 끌어내려 버렸다.
이제 링컨은 역사 속으로 스러져간 순교자 혹은 “위대한 해방자(the
Great Emancipator)”2)로서만 추앙되면서 내전의 상징적 존재로서만
남게 될 뿐 재건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통적인
2) Allen C. Guelzo, Redeeming the Great Emancipat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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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술에서 미국 내전과 재건이 분리된 별개의 두 시기로서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미국 내전은 위대한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며 재건은 미국사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둘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단절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역사 인식에서 두 시기 사이에 그
어떠한 인과적 연속성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내전과 재건에
대한 이러한 단절된 역사 인식은 결과적으로 링컨의 역사적 역할을 미국
내전에만 한정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역사가 오빌 V.
버톤(Orville Vernon Burton)이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듯이 재건은
보다 정확하게 장기적인 미국 내전의 일부(part of the long Civil War)”로
이해될 수 있으며 “미국 내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3) 세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역사가들이 링컨의 재건정책을 좁고 제한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 또한 온건하거나 심지어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대통령 재건(Presidential Reconstruction)”이 아닌 의회 주도의
의회 재건“(Congressional Reconstruction)”만을 강조함으로써 재건에서
링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4)

3) Orville Vernon Burton, “Radical Reconstruction, United States,
Promise and Failure of”, first published, April 20, 2009, https://doi.
org/10.1002/9781405198073.wbierp1231; William Nunnelley, “Lincoln’s Understanding of Liberty Was His Greatest Legacy: Burton“,
Samford University, accessed August 7, 2019, https://www.samford.
edu/news/2009/Lincolns-Understanding-of-Liberty-Was-His-Greatest-Legacy-Burton.
4) ‘의회 재건(Congressional Reconstruction)’은 일반적으로 ‘급진 재건(Radical Reconstruction)’이라고도 하는데 연방의회 내의 공화당 급진파가 주도
적으로 채택한 강경하고 비(非)타협적인 대(對)남부 재건정책에 기반하고 있
었다. 급진 재건은 온건하거나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 재건(Presidential Reconstruction)’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1863년 12월에 발표된 링
컨 대통령의 “사면과 재건에 관한 선언(A Proclamation of Amnesty and
Reconstruction)”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던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의 재건정책은 단지 1865년 12월 제39대 연방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만 지속되었다. 제39대 연방의회는 대통령의 재건정책 하에서 수립된 남부 주
들의 의회 대표권을 부정하고 그 대신 양원합동재건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Reconstruction)를 설립하였다. 양원합동재건위원회는 남부연합
에 소속되었던 남부 반란 주들이 복권될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하여 연방의회의 독자적인 재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
방의회는 양원합동위원회의 활동과 보고를 중심으로 일련의 재건 입법을 마
련하고 이후 이른바 “급진 재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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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링컨의 때 이른 죽음, 미국 내전과 재건에 대한 단절적 인식, 링컨의
재건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과 평가절하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링컨 혹은 링컨의 재건정책이 재건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장은 아예 마련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재건에 관한 연구사는 링컨이 철저하게 배제된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파적 이익에만 눈이 먼 공화당 급진파가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재건을 주도했다는 견해는 재건에 관한 역사서술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5) 1960년대 민권운동의 대두와 함께 수정주의사가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재건기에 의회를 지배했던 집단이 공화당
급진파가 아니라 온건파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며 비교적 급진적인
재건정책을 야기했던 것은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과
남부의 비(非)타협적 태도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6) 1970년대 이후의 후기 수정주의 법사학자들 또한 온건파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급진’ 재건정책의 본질적인 보수성을 강조했을 뿐이었다.7)
5) 재건에 관한 “전통적” 해석에서 윌리엄 A. 더닝(William A. Dunning)이 주
도했던 ‘더닝학파(the Dunning school)’는 공화당 급진파를 부정적으로 묘
사하는 한편 재건기를 이들이 남부를 유린했던 비극적 시기로서 해석하였
다. William A. Dunning, Reconstruction, Political and Economic, 18651877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07); James F. Rhodes, His-

tory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mpromise of 1850 to the Final
Restoration of Home Rule at the South in 1877, 7 vol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893-1906); Claude G. Bowers, The Tragic Era:
The Revolution After Lincoln (Cambridge: Houghton Mifflin Company,
1929).
6) Eric L. McKitrick, Andrew Johnson and Reco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LaWanda Cox and John H. Cox,

Politics, Principle, and Prejudice, 1865-1866: Dilemma of Reconstruction America (1963; reprint, New York: Atheneum, 1976); William R.
Brock, An American Crisis; Congress and Reconstruction, 1865-1867
(1963; reprint, New York: Harper & Row, 1966).
7) Michael Les Benedict, A Compromise of Principle: Congressional Republican and Reconstruction, 1863-1869 (New York: W. W. Norton,
1974); Benedict, “Preserving the Constitution: The Conservative Basis
of Radical Reconstruc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1-1(1974),
pp. 65-90; Benedict, Preserving the Constitution: Essays on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in the Reconstruction Era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6); Herman Belz, A New Birth of Freedom: The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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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진정성을 가지고 있던 공화당 급진파의 ‘급진’ 재건정책의 실체를
인정하고, 특히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4조(the Fourteenth Amendment)
를 통해 실현되었던 인종 질서 및 헌정 질서의 혁명을 강조하는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급진’ 재건정책의 논의에서도 링컨의 존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오로지 의회 재건의 중요성만이 부각되었을 뿐이다.8)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재건의 실패’
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 의미가 확대됨으로써 역으로 링컨이 없었다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미국 내전기의 주요한 사회적·정치적·헌법적
개혁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이 시기의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은 물론,
미국 19세기 전반의 법정신(American Legal Mind)과 헌정 질서 및 헌법
해석에서 이루어졌던 혁명적 전환 등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평가
절하되고 폄하되거나 심지어는 부정된다는 사실이다.9) 이처럼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타락을 강조하는 소위 “실패한” 재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역사서술10)은 남부 노예제 세력의 집요한 반란과 반동의
Republican Party and Freedmen’s Rights, 1861 to 1866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1976); Earl E. Maltz, Civil Rights, the Constitution, and Congress, 1863-1869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0).
8) Robert J. Kaczorowski, “Revolutionary Constitutionalism in the Era of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61-5(1986), pp. 863-940; Kaczorowski, “To Begin the Nation Anew:
Congress, Citizenship, and Civil Rights After the Civil War”, American
Historical Review, 92-1(1987), pp. 45-68.
9) 역사학계는 물론 대중문화계에서 “재건의 실패(the Failure of Reconstruction)”라는 용어는 “재건의 죽음(the Death of Reconstruction)” 혹은 “재건
으로부터의 후퇴(the Retreat from Reconstruction)”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
미를 지닌 채로 상호 교차해 쓰이고 있다.
10) 재건기를 사회질서의 붕괴와 혼란 및 정치적 타락으로 얼룩진 암흑기로서 대
중문화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토마스 딕슨(Thomas
Dixon)의 소설 “클랜맨(The Clansman)”을 모태로 했던 영화 “국가의 탄
생(The Birth of a Nation)”이었다. 1915년 데이비드 W. 그리피스(D. W.
Griffith)가 제작했던 이 영화는 재건기를 복수심에 가득 찬 북부 정치인들
이 남부에 부도덕하고 교활한 흑인 정치인들을 풀어놓고 남부 사회를 유린하
도록 방치했던 암흑기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남부연합
군 출신의 전역군인들이 중심이 된 영웅적 단체였던 쿠 클럭스 클랜(the Ku
Klux Klan)단이 등장하여 무너진 인종적 질서를 재건하고 남부 백인들을 구
원한다는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와 백인우월주의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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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 내전의 본질을 비(非)역사적이거나 혹은 탈(脫)역사적으로
규정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패한” 재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재건의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재건의 실패는 미국 내전의
보수적 혹은 비(非)혁명적이라고 추정되는 본질 속에 예정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미국 내전기의 보수적이거나 퇴행적이라고 상정되는 재건정책
속에 예정되어 있었다.11) “실패한” 재건의 시각에서는 보자면 미국 내전
이후 추진되었던 연방의 급진적인 대(對)남부 재건정책은 남부에 대한
정치적 응징과 군사적 보복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일차적인 감정 대응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링컨의 노예해방선언도 진지한 이념적인 요소나
신념 없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급조된 전술·전략적 조치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또한 “실패한” 재건의 역사해석에서는 링컨과 의회,
특히 공화당 급진파 의원들과의 대립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이원적 대립 구도 속에서 공화당 급진파 세력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진보적 민주세력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링컨은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수구세력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의회 정치 투쟁에서 밀린
링컨은 자신의 재건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면서 그 존재감을 상실할 순간에 극적으로 암살당함으로써 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연방을 구한 순교자로서 남게 되고 재건의 역사와는 무관한
존재로 남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실패한” 재건이라는 해석적 관점에서 역사를 거슬러 미국 내전의 본질을
숙명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학적으로 비(非)합리적이고 비
(非)논리적이라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더구나 “실패한”
재건의 관점에서 내전 발발 이후 수립된 연방의 급진적인 남부 재건정책을
11) 특히 공화당의 보수적이거나 퇴행적인 재건정책의 채택 원인으로 주로 지목
되는 것은 인종주의와 보수적인 헌법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북부 백인 유권
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 등이다. Benedict, A Compromise of Principle;

Louis S. Gerteis, From Contraband to Freedman: Federal Policy toward Southern Blacks, 1861–1865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3); Richard H. Abbott,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South, 18551877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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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을 탈퇴하고 전쟁을 불사한 남부연합을 겨냥하여 급조된 정치
보복적 조치로만 규정하는 것은 내전 30여 년 전부터 전개되어 온 급진적
노예제폐지운동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시킨다는 심각한 해석적
오류를 범하고 있거니와 내전이 가지고 있던 혁명적 본질12)과 이러한 내전의
과정에서 링컨이 담당했던 역사적 역할 및 링컨의 재건정책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실패한” 재건이라는 무비판적인
전통적 역사서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미국 내전과 재건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링컨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고찰해 보는 것은
물론, 보수적이거나 심지어는 퇴행적이라고 인식되는 링컨의 재건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국 내전의 혁명적 본질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건을
내전의 연속선상에 재배치해 재건의 의미 또한 새롭게 규정해 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재건과 의회 재건을 대립적으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시선을 극복하면서 링컨과 의회 공화당 세력의
협력적이고 상호보완적 재건정책의 수립 모습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의 “실패”가 아닌 남부 반(反)혁명 세력에 의한 재건의 “전복”
을 강조함으로써 ‘실패’한 재건의 창을 통한 미국 내전이 아닌, 미완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이었던 사회 혁명적 재건의 창을 통한
‘온전한’ 미국 내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금 내려 보도록 할 것이다.

II. 또 다른 노예제폐지론자, 링컨: 대항(對抗) 전설(counterlegend)의 신화
링컨의 대통령 선출 자체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거대 남부 연합세력의
12) 미국 내전은 노예제의 폐지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의 탄생(new birth
of freedom)”을 가져온 헌정적, 도덕적 이상을 실현한 “제2차 미국 혁명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혁명적이었
다. James M. McPherson, Abraham Lincoln and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David A. J.
Richards, Conscience and the Constitution: History, Theory, and Law
of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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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반란을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링컨 없는 미국
내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내전기에 “위대한 해방자”로서 링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내전과 재건에 걸친 시대에, 특히나 노예제 이슈와 관련된 링컨의 무게감은
쉽게 가늠해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링컨의 실질적인 무게감이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노예제폐지론자들이나

노예제폐지운동가들이

링컨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불신감은 만만치 않았다.13) 실제로 역사가
스티븐 B. 오우츠(Stephen B. Oates)는 “링컨에 대한 대항(對抗) 전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오늘날 아주 모순적이게도 많은 남부
백인들과 일부 흑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항(對抗) 전설”로서 “흑⦁백
인종 분리를 옹호하고 흑인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에 반대하며 그들
모두를 이 땅으로부터 몰아내고자 원했던 백인 인종주의자로서, 인종적
편견주의자로서 링컨에 대한 전설”로서, 링컨은 결코 노예제를 폐지하고자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14)
이러한 대항(對抗) 전설이 힘을 얻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대에 노예제폐지운동가들 사이에서 반(反)노예제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링컨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노예제폐지운동가들이나 반(反)노예제세력은 링컨이 갑작스레 전국적
지명도를 얻으며 새몬 P. 체이스(Salmon P. Chase)나 윌리엄 H. 시워드
(William H. Seward) 혹은 벤자민 F. 웨이드(Benjamin F. Wade) 같은 다른
유력하면서 반(反)노예제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을 제치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자연스레 그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15) 실제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직후 『오벌린 복음주의자
13) Allen C. Guelzo, “Lincoln and the Abolitionists”, The Wilson Quarterly,
24-4(2000), p. 58, 60.
14) Stephen B. Oates, “The Man of Our Redemption: Abraham Lincoln
and the Emancipation of the Slave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9-1(1979), p. 15.
15) William E. Baringer, “The Politics of Abolition: Salmon P. Chase in
Cincinnati”, Cincinnati Historical Society Bulletin, 29-2(1971), p. 79;
Susan J. Court, “An Uneasy Partnership: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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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lin Evangelist)』지(紙)의 지면을 통해 당대 노예제폐지론의
온상이었던 오벌린대학(Oberlin College)의 총장이자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찰스 G. 핀리(Charles Grandison Finney)는 “우리의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억압받는 인종[흑인들]을 향한 휴머니티에 관한
그의 입장은 매우 저열합니다”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였다.16)
또한 버지니아 출신의 도망노예로서 흑인 노예제폐지운동가였던 H. 포드
더글러스(H. Ford Douglas)도 링컨에게 일리노이의 흑인 법정 증언
금지법 폐지 서명을 거부당한 경험을 되살리며 1860년 대선 캠페인
당시에 본인은 “링컨의 반(反)노예제를 믿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링컨은
노예제에 대한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며 노예제세력(the Slave Power)의
협력자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할 정도였다.17)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은 링컨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내전 중에 진행되었던 연방 개혁
정치에서도 링컨의 역할이나 존재감을 평가 절하하고 연방의회 내 공화당
급진파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던 중요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18)
물론 대통령 당선 초기 링컨의 정치적 수사들이 반(反)노예제 세력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야기하고 그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의구심을 살만
tween Salmon Chase and Abraham Lincoln”, Northern Kentucky Law
Review, 21-1(1993), p. 216; Michael Les Benedict, “Salmon P. Chase
and Constitutional Politics”, review of Salmon P. Chase: A Biography by
John Niven, Law & Social Inquiry, 22-2(1997), p. 459.
16) Charles Grandison Finney in the Oberlin Evangelist, 1860, quoted in
Allan C. Guelzo, Abraham Lincoln: Redeemer Presid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2), p. 246.
17) “Meeting of the Colored Persons in Chicago”, Daily Missouri Republican (St. Louis), August 19, 1858; “Speech of H. Ford Douglass [sic]”,
Liberator (Boston), July 13, 1860; H. Ford Douglas, “I Do Not Believe
in The Antislavery of Abraham Lincoln”, in Lift Every Voice: African American Oratory, 1787-1900, edited by Philip Sheldon Foner and
Robert J. Branham (Tuscaloosa,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8), pp. 340-354.
18) Louis S. Gerteis, “Salmon P. Chase, Radicalism, and the Politics of
Emancipation, 1861-1864”,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01(1973),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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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링컨은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연설에서
남부 제(諸)주들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연방 탈퇴를 시도하지 않는 한 남부
노예제에 결코 간섭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었고 1861년 봄 내전의
발발을 이용하여 즉각적인 노예제 폐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표적인 흑인 노예제폐지운동가였던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는 링컨에 대한 그 어떠한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그의 취임 연설을 “우리들의 최악의
공포와 다름없는 것”으로서 오명을 씌웠으며 노예제폐지운동의 대부였던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도 링컨이 “부지불식간에
전쟁을 장기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전쟁의 결과 또한 점점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었다.19)
당대에 오랜 동안 사회분열세력이자 연방분열세력으로 치부되었을 정도로
가장 급진적인 사상적 분파이자 가장 전투적인 사회개혁운동세력이었던
개리슨주의자들(the Garrisonians)이나 정치적 노예제폐지론자들에게
링컨이 눈에 차는 인물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개리슨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체이스나 웨이드 같은 정치적
노예제폐지론자들도 눈에 차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반(反)노예제 운동 진영이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서 링컨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치가 심하게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것을 하나 더
고려해 보자면 체이스나 웨이드 혹은 시워드 등과 비교해 볼 때 전국적인
지명도가 떨어졌던 링컨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 당선 직후 링컨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불신감을 팽배시킬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연방 분리 혹은 연방 해체라는 전례가 없던 엄청난 국가적 위기
19) Douglass’ Monthly, April, 1861, in Frederick Douglass: Selected
Speeches and Writings, edited by Philip Foner and abridged and adapted by Yuval Taylor (Chicago: Lawrence Hill Books, 1999), p. 433, 439;
William Lloyd Garrison to Oliver Johnson, October 7, 1861, in The Letters of William Lloyd Garrison, Vol. 5: Let the Oppressed Go Free,
1861-1867, ed. Walter M. Merrill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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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그의 정치적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는
현실 정치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노예제폐지운동 진영의 링컨에 대한 저(低)
평가나 신랄한 비판은 이해할만 하지만 동시에 다분히 현실 인식을 결여한
비판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투사나 운동가가 아니라 국가 안위와
영토 보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현실 정치 상황에서 결국 링컨 정도의 온건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온건한 이미지의 링컨조차도 남부 노예주들의 연방
탈퇴와 남부연합 결성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링컨은 아무리 부정하고
폄하한다고 해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반(反)노예제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며
아무리 그가 노예제에 대한 불간섭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남부 노예제세력이 가지고 있던 노예제 폐지에 대한 불안감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는 없었다.
사실 궁극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주도했던 링컨의 반(反)노예제 입장이
내전을 계기로 갑자기 불쑥 생겨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실제로
노예제폐지 운동세력의 눈에는 차지 않았을지언정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 링컨의 반(反)노예제 행보는 생각 이상으로 만만치 않았다. 일반적으로
링컨이 노예제 이슈에 대해 온건하거나 나아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인종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1858년 9월 18일 일리노이 찰스톤(Charleston,
Illinois)에서 벌어졌던 제4차 링컨-더글러스 논쟁20)에서 링컨이 흑인과
백인의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던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21) 더구나 링컨은 일리노이주 흑인 공동체와 노예제폐지론자들이
20)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벌어졌던 이른바 “링컨더글러스 논쟁”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논쟁은 8월 21일 오타와
(Ottawa)에서, 제2차 논쟁은 8월 27일 프리포트(Freeport)에서, 제3차 논
쟁은 9월 15일 존스보로(Jonesboro)에서, 제4차 논쟁은 9월 18일 찰스톤
(Charleston)에서, 제5차 논쟁은 10월 7일 게일스버그(Galesburg)에서, 제6
차 논쟁은 10월 13일 퀸시(Quincy)에서, 마지막 제7차 논쟁은 10월 15일 알
톤(Alton)에서 벌어졌다.
21) “Lincoln and Douglas at Charleston”, Quincy Daily Whig and Republican, September 23, 1858; Don E. Fehrenbacher, ed., Abraham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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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했던 흑인 차별법(the black laws) 철폐 운동 과정에서 급진적인
노예제폐지론을 연방에 대한 위협으로서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범
초기와

다르게

친(親)노예제적으로

변질되었던

전미식민협회(The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 바 있었던
것이다.2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의 친(親)남부적인 민주당
세력은 1858년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당시 링컨이 행했던 연설들, 특히 “
분열된 집(the House Divided)” 연설과 시카고의 7월 10일 연설을 그가
“니그로들을 본토 출생의 미국 시민들과 동등한 지위로 승격시키려”
시도하는 “극단적 노예제폐지론(ultra abolitionism)”의 지지자라는
결정적 증거로서 해석하고 있었다.23)
일리노이주 민주당 세력의 링컨에 대한 평가가 선거를 의식한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친(親)노예제적인 민주당
세력이 노예제폐지론자들보다도 링컨의 진정성 있는 반(反)노예제론과
그 위험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제4차 링컨-더글러스 논쟁 과정에서 나온 링컨의 발언과
관련해 말해보자면, 인종주의적 색채를 띤 링컨의 발언이 일방적으로 친
(親)노예제적이었다고 치부해 버리기는 쉽지 않다. 1858년 선거 캠페인
당시 흑인들의 사회적·정치적 평등이 주된 이슈가 아니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당대에 아주 급진적인 개리슨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노예제폐지론자들조차도 백인과 흑인의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Speeches and Writings, 1832-1858: Speeches, Letters, and Miscellaneous Writings: the Lincoln-Douglas Debates (New York: Library of
America: Distributed to the trad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y
the Viking Press, 1989), p. 636. 링컨이 백인우월주의자였다는 단정적 결
론을 내린 대표적 학자로는 리론 베넷(Lerone Bennett)을 들 수 있다. Lerone Bennett, “Was Abe Lincoln A White Supremacist?” Ebony (1968),
pp. 35-42; Bennet, Forced into Glory: Abraham Lincoln’s White Dream
(Chicago: Johnson Publishing, 2000).
22) Matthew Norman, “The Other Lincoln-Douglas Debate: The Race Issue
in a Comparative Context”, Journal of the Abraham Lincoln Association,
31-1(2010), p. 6.
23) Ibid., pp. 6-7; Daily Illinois State Register, July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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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4) 링컨도
캠페인 내내 흑인들의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부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신 그는 자연권(natural rights)과 시민권(civil rights)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링컨은 흑인들이 비록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권리 같은
자연권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참정권이나 공직권 혹은 흑·백 인종간 결혼권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었다.25)
노예제폐지론자들이 대표적인 반(反)노예제 문건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던 독립선언서는 링컨의 이념적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노예제폐지론자들과 링컨 간의 중요한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엘조는
캔자스-네브라스카법(the Kansas-Nebraska Act)이 등장하여 흑인
노예제가 남부를 넘어 서부 준주들과 자유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이
명백해졌던 1854년부터 링컨의 반(反)노예제적 행보가 뚜렷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26) 링컨은 캔자스-네브라스카법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인민주권은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을 전복시키려는 간악하고 음흉한
시도라고 주장하였는데27) 이때 이후로 캔자스(Kansas)의 폭력 사태와
특히 드레드 스캇(the Dred Scott) 판결28)은 친(親)노예제적인 민주당의
정책들이 노예제의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링컨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29) 스티븐 A. 더글러스(Stephen A. Douglas)
와 민주당이 독립선언서가 오직 앵글로-색슨계 혈통에게만 허락된
24) Mark M, Krug, “Lincoln,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e History Teacher, 7-1(1973), p. 50.
25) Norman, “The Other Lincoln-Douglas Debate”, p. 9.
26) Guelzo, “Lincoln and the Abolitionists”, p. 65.
27) 캔자스-네브라스카법과 인민주권론에 대한 링컨의 가장 명확하고 정밀한 비
판적 입장에 관해서는, Abraham Lincoln, “Speech at Peoria, Illinois”,
October 16, 1854, in The Collected Works of Abraham Lincoln, Vol.
2., ed. Roy P. Basl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3), p. 248, pp. 255–256, 265–276.
28) Dred Scott v. John F. A. Sandford, 60 U.S. (19 How.) 393 (1857).
29) Norman, “The Other Lincoln-Douglas Debate”,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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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고 주장했던 반면, 링컨은 이 문서가 시·공간과 민족,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는 일련의 원리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었다.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던 링컨은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이는 아프리카계
혈통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링컨은 독립선언서가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신생 공화국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확립했다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30) 이처럼 독립선언서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링컨의
주장은 노예제폐지론자들이 내전 이전 수십 년간 주장해 왔던 것이었다.
링컨의 반(反)노예제적 정치 행보가 1854년부터 두드러진다는 구엘조의
평가가 비록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구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기 이전 링컨의 반(反)노예제적 정치 행보는
인디애나주와 함께 “노예제 제국의 변경 지방(outlying provinces of
the empire of slavery)”31)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친(親)노예제적 성향이
강했던 일리노이주에서 일찍부터 두드러졌다. 링컨은 이미 1830년대
초부터 리먼 트럼불(Lyman Trumbull) 및 구스타브 코에너(Gustave
Koerner) 등과 함께 자비를 들여 일리노이에서 사실상의 노예제였던
흑인 연기계약노동제(the Negro indenture system)를 법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을 떠맡았다. 1839년 링컨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일리노이주 대법원 판결이었던 크롬웰 대 베일리 판결(the Cromwell v.

Bailey)에서 연기계약노동자였던 흑인 노예 소녀 낸스 레긴스-커스틀리
(Nance Legins-Costley)를 변호하여 승리를 이끌어내었는데 이 역사적
판결에서 주대법원은 일리노이에서 흑인은 자유인이며 매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자유 추정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판결을
내렸다.32) 그 이전인 1836년에도 링컨은 일리노이의 주하원의원으로서
30) Fehrenbacher, ed., Abraham Lincoln: Speeches and Writings, 18321858, p. 456, 458.
31) George W. Julian, Political Recollections, 1840 to 1872 (Chicago: Jansen, McClurg & Co., 1884), p. 115.
3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Carl Adams, “Lincoln’s First F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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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에 의해 통과되었던 친(親)노예제적인 결의안, 즉 연방정부가
콜럼비아 특구(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노예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비판하는 항의문을 하원 저널(the Journal of the House)에
실었으며 1837년에는 단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친(親)노예제적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였다. 1846년에 링컨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으로서 연방하원에서 콜럼비아 특구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움을
이어나갔다.33)
사실 친(親)노예제적 성향이 유난히 강했던 일리노이주 같은 지역에서
반(反)노예제운동을 거리낌 없이 전개해 나갔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링컨의 때 이른 반
(反)노예제적 정치 행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1858년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 벌어졌던 더글러스 상원의원과의 논쟁에서 링컨이 노예제에
대한 비판과 규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선명성을 드러냈다는
점 또한 그가 정치적 계산만을 고려하는 표리부동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급진적인 노예제폐지론자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링컨은 결코 진정한 노예제폐지론자일 수 없었다.
하지만 친(親)노예제세력의 시각, 특히 일리노이주의 친(親)노예제세력의
시각에서 보자면 노예제 폐지를 겨냥한 링컨의 정치적 행보와 수사는
분명한 것이었다. 더구나 링컨은 사리분별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제도권
정치인이자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전략가적
면모가 돋보인다면 점에서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링컨은 결국 또 다른 노련한 노예제폐지론자일 뿐이었다.

Slave: A Review of Bailey v. Cromwell, 1841”, Journal of the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 101-3/4(2008), pp. 235-259.
33) “To John Hill” in The Collected Works of Abraham Lincoln, Vol. 4., ed.
Roy P. Basl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3),
pp.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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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반(反)노예제적 정치·사회개혁운동으로서 재건의 시작과 전개
역사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대구분에 따르자면 재건기는 남부연합(the
Confederacy)이 버지니아주 아포마톡스(Appomattox, Virginia)에서
항복하는 1865년부터,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던 남부에서 루더포드 B,
헤이즈(Rutherford B. Hayes)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정치적 흥정이자
타협의 일부로서 연방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하는 시점인 1877년까지 내전
이후 12년에 걸친 비교적 짧은 시기로서 정의된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 범위
측면에서나 주제 측면에서도 협소한 재건의 정의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1935년에 W. E. B. 두보이스(W. E. B. Du Bois)는
맑시스트(the Marxist) 관점에서 내전과, 남부에서 마지막 연방군의 철수
직후의 몇 년을 포함하는 20년을 묶어 “흑인 재건(Black Reconstruction)”
이라 지칭하며 해방을 향한 흑인 노예 공동체의 계급 의식적 저항과 봉기를
강조하였다.34) 수정주의 계열의 역사가 데이비드 도널드(David Donald)
는 집권 정당이었던 공화당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공화당이 연방정부를
장악하고 재건정책을 주도했던 시기로서 1863년에서 1867년까지를
재건기로 상정한 바 있었다.35) 다소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1863년을
재건의 시작으로 잡는 것은 대표적인 수정주의사가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포너(Eric Foner)도 마찬가지다. 포너는 재건이 1863년 노예해방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재건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해방을 위한 흑인들의 자주적 노력을 강조하고 내전 이후뿐만 아니라
내전기 동안의 흑인들의 삶과 활동을 재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포너는
전시(戰時) 중 남부를 재건하고자 하는 초기의 노력들을 살펴보면서
흑인들의 경험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놓고자 하였으며 그리하여 재건을
노예해방선언 및 그로 인한 북부 전쟁 수행 목표의 극적 반전과 함께
34) W. E. B. Du Bois, Black Reconstruction: An Essay Toward a History

of the Part Which Black Folk Played in the Attempt to Reconstruct
Democracy in America, 1860-1880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5).
35) David Donald,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1863-1867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5), p. xiii.
http://www.homomigrans.com

179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5(Nov. 2021)

시작된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다.36) 현재 많은 역사가들은 재건의 시대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최소한 내전기 일부를 포함하여 19세기
말까지를 재건기로 규정하고자 하며 심지어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이나
직후의 시기까지 재건기를 확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37)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재건의 시대구분을 새롭게 정의해 보고자 하는
모습들은 역사가들 각자의 다양한 역사인식이나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재건의 명확한 시대구분 자체가 녹녹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표적인 링컨 연구사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알렌 C. 구엘조(Allen C. Guelzo)는 내전이라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재건은 그 어떠한 공식적인 개시일이나 종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내전과 재건의 뚜렷한 시대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38) 그리하여 구엘조 자신은 링컨이 남부의 루이지애나(Louisiana)
와

아칸사(Arkansas),

테네시(Tennessee),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 임시 연방 정권을 수립했던 1862년을 재건의 시작으로서
바라보면서 남부에서 이루어졌던 연방권력의 확립이나 연방에 충성하는
주(州)정부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재건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39)

하지만 구엘조가 내전과 재건 간의 뚜렷한 시대구분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단순히 연방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재건의 의미를 너무 좁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재건론을 뒷받침하는, 내전과 재건정책의 본질적 보수성이나 온건성을
무의식중에 부각시키는 역사적 해석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좀
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많은 역사가들이 그랬듯
36) Eric Foner, Reconstruction: America’s Unfinished Revolution, 1863–
1877 (New York: Harper and Row, 1988).
37) Thomas J. Brown, Reconstructions: New Perspectives on the Postbellum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7.
38) Allen C. Guelzo, “Defending Reconstruction”, Claremont Review of
Books, 18-2(2017), p. 77.
39) “Allen C. Guelzo on Reconstruction: An Interview with Sara Gabbard”,
accessed August 8, 2019. https://www.friendsofthelincolncollection.
org/lincoln-lore/allen-c-guelzo-on-recon
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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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엘조 역시 “대통령 재건(Presidential Reconstruction)”과 “의회
재건(Congressional Reconstruction)”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링컨과 의회 공화당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 혹은 그
본질상의 차이를 강조하는 전통적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40) 앞서
언급했던 도널드 역시 “의회 재건”을 강조하는 재건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포너의 경우에는 노예해방선언을 극적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단절적 인식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내전 자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구상되고 시행되기 시작했던 재건정책의 연속성이 부정되고
링컨과 의회 공화당 세력 간의 협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재건정책의 수립
및 시행 노력이 평가절하 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재건은 내전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재건이란
내전이라는 역사상 전례가 없던 극적 사건을 야기했던 정치적·경제적·
헌법적·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바로잡는 정치적 과정과 내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국민적 분열을 극복하고 그로 인한 상처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재건은 결국 내전기에 전개되었던
다양한 개혁정책들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 재건”과 “의회 재건”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차별적이면서도
인위적인 구분보다는 내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반(反)
노예제적인 총체적 개혁정책의 실체라는 측면에서 재건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서 링컨 대통령의 최초 재건 계획은 1863년 12월 8
40) 알렌 C. 구엘조(Allen C. Guelzo)는 재건의 최초 시작을 18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재건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시기는 1862년(혹은 1865년)부터 1867년까지 “대통령 재건”기로 남부연합
소속 주들을 재건하기 위한 원칙들이 대통령(링컨 혹은 앤드류 존슨)에 의해
마련되어 하달되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의회 재건”기로서 연방의회
가 1867년 재건법들(the Reconstruction Acts)을 제정하여 재건 과정에 대
한 통제권을 쥐고서 이후 전체 과정을 재설정하였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는 1870년부터 1877년까지 정말로 가장 뼈아픈 시기라고 할 수 있
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가 1867년 재건법에 따라 수립되었던 재건 정권들의
더딘 개혁과, 남부가 다시 내전 이전 통치세력에 의한 자치를 회복하는 반동
적인 정치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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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발표되었던 이른바 ‘10%안(案)[Ten Percent Plan]’으로 알려진 ‘
사면과 재건에 관한 선언(Proclamation of Amnesty and Reconstruction)’
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재건 계획안은 재건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 수행될 대통령의 관할 업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노예제의
폐지, 즉 “노예들의 영원한 자유”를 인정하는 새로운 주(州)헌법의
제정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재건 계획안에 따르면 남부연합의 고위 관리
출신자들과 군(軍)지도자들을 제외한 백인 남성들 중에서 연방정부에
충성을 서약하는 자들을 사면하고 1860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유권자들
중에서 10%만 연방에 충성을 맹세하면 그 어떤 반란 주라도 새로운
주정부의 수립과 연방의 재가입이 가능했다.41)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지속된 평가이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태디어스
스티븐스(Thaddeus Stevens)와 벤자민 F. 웨이드(Benjamin F. Wade)
같은 주도적인 공화당 급진파의 관점에서 보자면 링컨의 ‘10%안(案)’은
한심할 정도로 관대하고 온건한 재건정책으로서 연방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남부 반란세력들에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항복문서 같은 것이었다. 이에 웬델 필립스(Wendell Phillips)같은 저명한
노예제폐지론자들은 링컨의 재건안을 비난하는 성난 연설을 행했고
심지어 상원내 우호세력이라 할 수 있는 찰스 섬너(Charles Sumner)
마저도 분노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될 정도였다.42) 결국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링컨의 재건계획을 거부했고 상원의원이었던
웨이드와 하원의원이었던 해리 윈터 데이비스(Harry Winter Davis)는
링컨의 재건안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서 1864년 이른바 ‘웨이드-데이비스
재건법안(The Wade-Davis Reconstruction Bill)’을 발의했다. 이 새로운
의회 재건법안은 반란 주 유권자들의 10%가 아닌 50%의 연방 충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남부연합을 지지해 싸운
41) Alfred H. Kelly, Winfred A. Harbison, and Herman Belz, The American
Constitution: Its Origins and Development, 7th ed. vol. 2 (1965; reprint,
New York: W. W. Norton, 1991), pp. 319-321.
42) Richard Striner, Father Abraham: Lincoln’s Relentless Struggle to End
Slave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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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었다는 선서를 해야 했다. 또한 이 재건법안은 각 주들이 링컨이
제안했던 것처럼 단순히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반대로 남부연합의 전(前) 민⦁군
관리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엄벌적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나아가
이 재건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연방을
탈퇴했던 반란 주들을 감독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들의 연방 재가입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43)
링컨의 ‘10%안(案)’과 비교해 보자면 일견 의회 재건안인 ‘웨이드-데이비스
재건법안’이 훨씬 더 엄격하면서도 개혁적인 면모가 두드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링컨의 ‘10%안(案)’이 의회 공화당세력의 ‘
웨이드-데이비스 재건법안’과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역사가들이 링컨의 ‘10%안(案)’
에 대해 내려왔던 일반적 평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링컨의 ‘10%안(案)’이
발표되었던 시점과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세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반(反)노예제적인 총체적 개혁정책의 연장선상에
오롯이 서 있는 ‘10%안(案)’의 급진적인 본질과 반(反)노예제 전략가
링컨의 탁월한 노림수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링컨의 ‘10%안(案)’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웨이드-데이비스 재건법안’ 못지않게 남부
반란 주들에게 연방 재가입을 위해 상당히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던
교묘하면서도 대담하고 강력한 재건계획이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링컨의 ‘10%안(案)’이 발표되었던 배경과 시점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추측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링컨의 ‘10%안(案)’은 자신의 노예해방정책을 지켜내기 위한 마련된
것이었다. 공화당이 1862년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겪으면서 링컨 대통령은
1864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44)
43) Kelly, Harbison, and Belz, The American Constitution, pp. 321-322.
44) 전세가 어려운 가운데 치러진 186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압승
을 거두었다. 민주당은 연방하원 35석을 얻어냈으며 뉴욕과 뉴저지의 주지
사 선거에서도 승리했고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뉴저지의 주의회를 장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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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부 백인들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친(
親)노예제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필연적이었고 링컨과 공화당이
이룩했던 모든 성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도 뻔한
것이었다. 1862년 12월, 링컨은 의회에 노예해방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1863년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이에 대한 의회의 실효적 조치 마련은 요원했다. 오히려 1863년에는
북부에서 남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민주당 세력이 “니그로를 사랑하는 ‘
압제자’ 혹은 ‘독재자, 링컨’”에 대한 백인들의 저항과, 노예제폐지론에
맞서 분연히 들고 일어선 남부 형제들과의 평화를 더욱 거세게 촉구하고
있었다.45) 라완다 콕스(LaWanda Cox)가 파악했던 것처럼 링컨은 1863
년에 자신의 “노예해방정책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었다.”46)
링컨은 “충성파임을 자칭하는 소수의 무리가 연방에 불충한 무리들을 끌어
모아 가짜로 주정부를 수립하고 노예해방선언을 부인하면서 노예제를
재확립할 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47)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은 링컨 혼자만은 아니었다. 콕스는 “1863년과
1864년 동안 반(反)노예제 세력은 남부의 독특한 제도[노예제]에 맞선
전투에서 지거나 혹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회고해 볼 때 아무리 노예제의 종말이 필연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당대의 염려는 실제적인 것이었으며 이유가 없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48) 이런 상황 가운데 개리 윌스(Garry Wills)가 언급했던
것처럼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 연설(the Gettysburg Address)
을 통해 독립선언서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이상을 연방헌법의 도덕적

데 성공했다. Ford Risley, The Civil War: Primary Documents on Events
from 1860 to 1865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4), p. 147.
45) Striner, Father Abraham, p. 194.
46) LaWanda Cox, Lincoln and Black Freedom: A Study in Presidential
Leadership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1), p. 64.
47) “To Nathaniel P. Banks (Nov. 5, 1863)”, in The Collected Works of
Abraham Lincoln, Vol. 7, ed. Roy P. Basl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3), p. 1.
48)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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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보다도 훨씬 더 높이 들어올리는 “대담함”을 보인 링컨49)은 12월 8
일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와 함께 보낸 ‘사면과 재건에 관한 선언’을 통해
해방흑인들의 “영구적 자유”를 “약속”하고 있었다.50)
즉, 링컨의 일견 “관대한” 재건계획은 한편으로 연방의 사면 제안이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반란세력의 이탈을
초래함으로써 전쟁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하는 실험적
시도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노예해방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한 책략으로서 반란 주들의 헌법 수정 작업을 지체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공화당 급진파가 비난했던
것처럼 분명히 어떤 반란 주에서든 1860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의 단 10%
만 충성 서약을 한다면 새로운 주 정부의 수립과 연방 재가입이 허용될
것이었지만 이들 반란 세력이 수행해야 할 충성 서약은 그리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다. 이 충성 서약은 반란 세력이 “기존 반란기간 동안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노예에 관한 모든 법들을, 그것이 연방의회나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폐지, 수정, 또는 무효화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게 선언되지 않을
때까지는 준수하고 충실하게 지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
기존 반란기간 동안 발표된 대통령의 모든 포고문”도 지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쉽게 말해, 반란 주들에서 백인들이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링컨의 반(反)노예정책들, 특히 노예해방선언을
반드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들만이 오직 주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51) 결국 링컨의 재건안은 반(反)
연방적인 남부 백인들의 충성 서약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충성 서약이라면 오직 반(反)노예제적 성향의 백인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49) Garry Wills, Lincoln at Gettysburg: The Words That Remade America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pp. 38-39.
50) “To Nathaniel P. Banks (Nov. 5, 1863),” in The Collected Works of
Abraham Lincoln, Vol. 7, ed. Roy P. Basl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3), pp. 1-2.
51) Striner, Father Abraham, p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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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부에서 오직 반(反)노예제적 성향의 백인들만이 충성 서약을
감당할 수 있다면 ‘10%’라는 규정은 보기와 다르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충성파 백인들만, 정확하게는
단 10%의 충성파 백인들만으로도 90%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를 친(親)
노예제인 성향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의지를 압도하고 반(反)노예제적인
충성파 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링컨은 분명히 이러한 ‘10%
안(案)’을 이용하여 각 반란 주들에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반(反)노예제적
백인들에 의한 신속한 노예제 폐지를 밀어붙이고자 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링컨의 재건계획은 교묘하면서도 충분히 대담하고 투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화당 급진파의 관점에서 너무 “관대”했던 링컨의 재건계획은 결코
링컨이 내전기 내내 유지했던 반(反)노예제적인 정치⦁사회개혁의 투쟁적
노선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이나 사상적 전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노예제 폐지를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과 전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공화당 급진파가 그 진의를 놓칠 정도로 교묘하게 마련된 링컨의
재건계획은 반(反)노예제 전략가로서 링컨의 진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링컨의 재건안은 오히려 제대로 된 재건정책 수립을 미적대고 있던
공화당 급진파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고 그 결과로서 ‘웨이드-데이비스
재건법안’을 통한 본격적인 재건정책 수립의 시동을 걸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공화당 급진파가 노예해방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해방흑인들의 참정권을 염두에 둔 행보에 착수할 때 링컨은
노예해방을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반(反)혁명의 분위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으며 ‘10%안(案)’에 관한 자신의 진의를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 수정을 통한 노예해방정책의 보호를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IV. 백색(白色)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링컨의 반(反)노예제적
내셔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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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해방정책을 지켜내기 위한 급진적인 ‘10%안(案)’의 고안과 그
최종적인 종착역으로서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3조(the Thirteenth
Amendment)에 이르기까지 노예제 폐지를 향한 링컨의 변함없던 반(反)
노예제 정치는 그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재건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새로운 국가적 이념과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이미
앞선 장에서 링컨에 대한 대응전설의 신화를 부정할 수 있는 내전 이전
링컨의 반(反)노예제적 신념과 정치에 관한 뚜렷한 발자취를 확인한 바
있지만 만약 링컨이 급진적인 노예제폐지론자들과 비교하여 ‘온건’하거나
‘수세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타협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링컨이
정치인으로서 혹은 국가 지도자로서 감내해야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며
급진적인 노예제폐지론자처럼 연방 분리를 불사할 정당한 근거나 이념적
철학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링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다수의 북부인들도 결국은 연방 분리나 해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반(反)노예제적 정치의 확산이나 격화를 오랜 동안
경계하면서 피해왔기 때문이다.52) 분명 내전의 발발 이전에는 연방의
분리를 용인할 수 없다는 유니온이즘(Unionism)의 대한 유사 종교적
숭배로 인해 반(反)노예제적 정서나 이념은 충분히 성숙되기 어려웠고
대체로 소수의 급진적인 노예제폐지론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부가 연방을 탈퇴했을 때 연방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반(反)노예제 정치의 격화에 대한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었다. 노예
해방은 오직 혁명가들의 꿈으로만 남지 않게 되었고 연방의 수복을 원하던
애국자들에게도 불가피한 일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 필연적 결과물이었던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3조의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폐해와
위협”으로서 노예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다.53)
이것은 링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남부 노예주들의 연방 탈퇴와 남부연합
52) Graham Alexander Peck, “Abraham Lincoln and the Triumph of an Antislavery Nationalism”, Journal of the Abraham Lincoln Association,
28-2(2007), p. 1.
53) Phillip S. Paludan, “Law and the Failure of Reconstruction: The Case of
Thomas Coole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3-4(1972), p.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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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내전의 발발은 링컨의 반(反)노예제 정치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내전 이전 링컨은 연방을 위해 노예제 문제에 관한
전략적 후퇴를 기꺼이 감내하고자 했지만 내전이 발발한 후에는 연방을 위해
노예제를 분명하게 폐지하고자 하면서 내전 이전의 ‘백색내셔널리즘(white
nationalism)’을 ‘반(反)노예제 내셔널리즘(antislavery nationalism)’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링컨은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재규정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링컨은
내전 발발과 동시에 자신이 염두에 두었던 재건의 청사진을 그렸고 그것은
반(反)노예제적인 총체적 정치·사회개혁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링컨의 개혁은 연방의회의 공화당 세력, 특히 공화당 급진파 세력과 공조
속에서 오히려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역사가들은 링컨이 소위 ‘온건’하거나 ‘보수적’인 재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화당 급진파의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고 그런 이유로 이들
세력의 지속적인 정치적 압력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식의 해석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갖기에는 링컨
대통령과 의회 간의 협력 체제가 내전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단단했다는
기본적인 설명조차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이른바

“자코뱅

세력(Jacobins)”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추정되던 제 37대 연방의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1861년 12월 4일부터 1862년 7월 17일까지 이어졌던 그 장기적 회기
동안 제37대 연방의회는 육군과 해군을 위한 국방비 지원 법안과 소비세법,
신(新)관세법, 자영농지법(the Homestead Act), 모릴 토지공여법(the
Morrill Land-Grant College Act), 콜롬비아 특구의 노예제폐지법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인상적인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또한 링컨 대통령은
대표적인 노예제폐지론자이자 상원의 병역 및 민병대 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Military Services and the Militia)의 위원장이었던 찰스
섬너(Charles Sumner)와 상원 해군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Naval Affairs)의 위원장이었던 존 P. 헤일(John P. Hale), 상원 상업위원회
(the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위원장이었던 재커리아 챈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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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hariah Chandler) 등과 같은 공화당 급진파 지도자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급진파로 오인되곤 하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피트 페센던(William Pitt Fessenden)54)과 상원
법사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의 위원장이었던
라이먼 트럼불(Lyman Trumbull)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심지어
하원의 대표적 노예제폐지론자였던 일리노이주의 오웬 러브조이(Owen
Lovejoy)에 더하여 하원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의 위원장이었던 태디어스 스티븐스(Thaddeus Stevens)
도 노예 해방에 관한 링컨 대통령의 신중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적인
오해에도 불구하고 전쟁 수행을 위해 행정부가 취하고자 했던 조치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링컨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55)
연방의회내의 이른바 공화당 “자코뱅 세력”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링컨 행정부가 이루어냈던 눈부신 입법적 성과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공화당 “자코뱅 세력”이 링컨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과 링컨 행정부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방의회의 의사록인 『콩그레셔널 글로브(Congressional

Globe)』을 보면 공화당 급진파가 링컨 대통령을 괴롭히고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내전 및 재건 계획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주장들을
실증하는 내용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기는커녕, 연방의회 의사록은
섬너와 윌슨, 헤일 및 챈들러 상원의원뿐만 아니라 페센던과 트럼불
상원의원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변함없이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고
54) 윌리엄 피트 페센던(William Pitt Fessenden)에 대한 평가들은 상당히 극
단적이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페센던이 내전기에 다소 보수적인 행
보를 보인 것은 물론, 심지어 인종주의적인 자세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까
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전 발발 이전부터 공화당 급진파를 이끌었던 반(
反)노예제운동의 핵심인물이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Robert J. Cook, Civil

War Senator: William Pitt Fessenden and the Fight to Save the American Republic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11);
Michael Todd Landis, “‘A Champion Had Come’: William Pitt Fessenden and the Republican Party, 1854-60”, American Nineteenth Century
History, 9-3 (2008), pp. 269-285.
55) Krug, “Lincoln,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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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이면서도 아낌없는 협력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더구나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 급진파나 온건파 혹은 보수파의 정치적
압력이나 공격을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분노의 정치를
펼칠 만큼 사고가 경직되고 속이 좁은 인물은 아니었다.56)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0월 미주리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찰스 드레이크(Charles
Drake)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급진파와 보수파와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급진파와 보수파의]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나는 본분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며 유연한 태도에 바탕을 둔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었다.57)
어쩌면 혹자는 링컨 대통령과 공화당 급진파의 공조 노력이 내전 초기에
전쟁이라는 급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치 않던 밀월 관계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며 이후 이러한 공조 관계는
무너졌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과 공화당
급진파 간의 협력 관계는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링컨
대통령은 1864년 봄, 초기 민권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급진파와
행보를 같이 했다. 그는 인종을 근거로 법정에서 증언을 금지하는 흑인
차별법을 철폐하고 워싱턴 D. C.의 시내전차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프레더릭 더글러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흑인 병사들에 대한 급여 수준도 올리는 일련의 법안들에 서명하였다.58)
물론 링컨 대통령과 공화당 급진파 간에 파열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긴장관계나 갈등관계가 이들 사이에 존재하던
전체적 신뢰와 공조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구나 앞선 논의의 대상이었던 링컨의 ‘10%안(案)’과
56) Ibid., p. 52.
57) Roy B. Basler, ed., The Collected Works of Abraham Lincoln. Vol. 6
(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3), pp. 503-504.
58) Striner, Father Abraham, 222; James M. McPherson, Ordeal by Fire: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82),
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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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건안이었던 ‘웨이드-데이비스 재건법안’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를
흔히 말하듯 “급진적”이거나 “보수적” 혹은 “온건적”이었다는 이항적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이 두 재건안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는 오히려 개혁의 ‘속도’와 개혁의 ‘전술·전략’에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아마도 링컨의 ‘반(反)노예제적 내셔널리즘’의 정화 내지는 링컨 재건정책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노예해방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내전 초기부터 일관되었던 반(反)노예제 세력의 노예제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연방 인신자유법
(the national personal liberty law) 제정 시도와 제1차 사유재산 강제
몰수법(Confiscation Act), 콜럼비아 특구에서 노예제 폐지, 그리고 제
2차 사유재산 강제 몰수법59)으로 이어지는 반(反)노예제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해 보자면 노예해방선언을
그저 군사적 고려에서 갑작스레 마련된 전술·전략적 고안물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일탈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노예해방선언에 대해서는
공화당 급진파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모든 정치 분파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꺼이 승인하고자 했다. 비록 노예해방선언의 내용이 조심스럽고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노예해방선언이 노예제
이슈를 내전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전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 버렸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다. 북부의 민주당 세력과
남부연합 세력 역시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당대의 그 어느

59) 제1차 사유재산 강제 몰수법은 1861년 8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노예를
포함하는, 반군에 대한 군사적 원조에 이용되었던 모든 물품이나 재산에 대
한 강제 몰수 권한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무장 반군 세력에 강제적으로
가담했다가 그 이후에 자유를 찾아 도망친 노예들은 “전쟁 포로(captives of
war)”가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그 어떤 조항도 이러한 개개인을 실제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었으며 남부연합 반군을 위해 일한 적이 없던 도망노예
들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 제2차 사유재산 강제 몰수법은 1862년 7월
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반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재산 몰수를 규정하였
고 연방군 진영으로 넘어온 노예들은 “영구적으로 자유의 신분이 된다”고 규
정하였다. 또한 이 법은 대통령에게 흑인들이 정식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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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노예해방선언을 단순한 전쟁 수행 조치로 이해하지 않았다.60)
공화당 급진파 성향의 호레이스 그릴리(Horace Greeley)는 링컨이 4백만
명에 이르는 흑인들의 자유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2천만 명의 백인들을
노예제의 저주로부터 구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61) 전쟁 초기부터 경제적
보상 없는 무조건적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도 “대통령이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선언에 날인했다...이제
이 선언으로부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안한 바대로의 미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었다.62)
이제 전쟁이 혁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렇듯
시작된 혁명은 더욱 거세지고 거침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링컨이 1865
년 4월 11일 백악관에서 대중들에게 한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연방을
위해 싸운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뜻을 밝힌 3일 후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백인우월주의자였던 부스는
남부연합의 패전에 분노해서 링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링컨이 흑·백간의
인종평등을 향한 일보를 내딛겠다고 말했을 때 분노했다. 부스의 행위는
반(反)혁명에 다름 아니었고 결국 가장 위대한 혁명의 지도자였던 링컨의
죽음은 혁명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V. 에필로그: 재건의 전복과 백색(白色) 내셔널리즘의 복원
19세기 후반 경제적 착취와 흑·백 인종 분리, 그리고 인종적 폭력 등으로
인해 많은 흑인들은 준(準)노예제나 마찬가지인 혹독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며 점진적인 참정권의 박탈은
흑인들을 이류 시민으로 만들어버렸다. 북부는 해방흑인들의 역경에
침묵했고 남·북간 화해를 위해 남부의 이러한 인종주의적 정책들을
60) Krug, “Lincoln,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p. 55.
61) New York Tribune, September 24, 1862.
62) Chicago Tribune, September 24,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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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했다. 재건의 역사는 남부의 관점에서 다시 기술되어 남부 백인들이
무능한 흑인들과 탐욕스럽고 타락한 백인 동조세력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비극적 에피소드가 되어버렸다. 내전의 보수성과 흑인들의 열등한 지위를
정당화했던 이러한 역사적 해석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민권운동기,
즉 “제2차 재건(the Second Reconstruction)”63)까지 지배적인 해석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재건의 역사는 남부 백인들의 “비극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해방흑인들의 “비극적 에피소드”였을 뿐이다. 재건은 남부 백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전복’되었으며 그리하여 해방흑인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비극’으로 끝나버렸다. 이러한 ‘전복’의 쿠데타적인 역사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남부 백인들의 희생을 강조하는 재건의 역사와,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타락으로 얼룩진 재건의 ‘실패’만을 공리(公
理)처럼 반복하는 한 남부 노예제 세력의 반란 및 반동의 역사와 미국
내전의 혁명적 본질은 부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19세기 전반기의 모든
노예제폐지운동의 역사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건의
역사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재건의 역사를 새롭게 정의하는 첫걸음은 남부 백인들이 ‘전복’
하고자 했던 내전과 재건정책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러한
내전과 재건이 이룩했던 기념비적인 역사적 성과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대의 목소리를 재현해
보자면 전국적인 반(反)노예제운동의 지도자 중의 한 명으로서 제18대
부통령이었던 헨리 윌슨(Henry Wilson)이 꼭 집어 말했던 것처럼 재건의
가장 위대하고 기념비적 업적은 노예제의 폐지와 악명 높은 노예법들의

63) George S. Burson, Jr., “The Second Reconstruction: A Historiographical Essay on Recent Works”, The Journal of Negro History, 59, no.
4(October 1974), pp. 322-336; Eric Foner, “Reconstruction Revisited”,
Reviews in American History, 10-4(1982), p. 82. “제2차 재건”은 특히 포
너의 정의를 따르자면 “1960년대에 일어난 인종 관계의 혁명(the revolution
in race relations of the 1960s)”을 의미한다.
http://www.homomigrans.com

193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5(Nov. 2021)

폐지, 해방흑인들의 참정권 쟁취와 이를 통한 시민으로의 재탄생이었다.64)
노예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흑인 노예제폐지운동가들이었던 더글러스와
윌리엄 웰즈 브라운(William Wells Brown) 또한 재건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던 바, 1880년대 초 더글러스는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4조와 제15
조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재건의 성과물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브라운도 “
단 하룻밤 사이에 해방되어...그들의 주인들이 무너뜨려 버렸던 주정부들을
재건하고 입법가들이 되고 주관리들이 되었던” 해방흑인들에게 경탄을
금치 못했다.65)
재건기를 새롭게 규정하고 미국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때 링컨의
암살은 급진적 재건을 거부하는 제2차 내전(the Second Civil War)
의 발발을 알리는 서막이었으며 남부의 재건기는 혼돈과 정치적 타락의
장이 아닌 인종적 폭력에 바탕을 두고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제2차 내전 혹은 반(反)혁명의 장(場)에 다름 아니었다.66) 이미 내전
초기부터 구상되고 추진되었던 링컨과 공화당의 재건정책이 사회 혁명적
의미를 잃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남부 백인들의
선택은 ‘투항’이 아니라 ‘항전’이었으며 이들은 기꺼이 반(反)혁명의 전선에
서고자 했다. 결국 이들은 피해자 코스프레와 가차없는 인종적 폭력을
내세워 자신들의 “비극적 에피소드”로서 재건을 ‘전복’하고 마침내는
해방흑인들의 “비극적 에피소드”로서 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전화(轉化)
64) Henry Wilson, History of the Rise and Fall of the Slave Power in America, vol. 3 (Boston: James R. Osgood and Company, 1877), pp. 735-736.
65) Frederick Douglass, Life and Times of Frederick Douglass (Hartford, Connecticut: Park Publishing, 1881), pp. 511-513; William Wells
Brown, “My Southern Home” [1880] in From Fugitive Slave to Free
Man: The Autobiographies of William Wells Brown [1993], ed. William
L. Andrews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03),
p. 245.
66) 사실 재건사가인 조지 C. 레이블(George C. Rable)은 일찍이 남부 재건의 세
계가 혁명의 장이자 반(反)혁명적 게릴라 전쟁의 장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었
지만 남부의 지속적인 완고한 저항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 내전의 혁명적
본질과 재건정책의 급진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과 강조점을 두지 못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George C. Rable, But There Was No Peace: The
Role of Violence in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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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건의 실패?: 링컨의 암살과 재건의 전복”
허현

본 연구는 미국 내전(the Civil War) 시기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의 재건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미국
내전의 본질 변화와 재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본다. 미국사학계에서
링컨의 역사적 역할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전과 노예해방선언에 제한되어
평가되고 있을 뿐 재건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우선 링컨이 1865년 남부연합의 항복을 받아낸 직후
암살당한다는 사실이다. 링컨의 죽음은 종전(終戰)과 함께 시작될 남부
재건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사적 무대에서 링컨을 강제로 끌어내려
버렸다. 두 번째 요인은 전통적인 역사서술에서 미국 내전과 재건이 분리된
별개의 두 시기로서 간주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역사가들이 링컨의 재건정책을 좁고 제한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의회 재건“(Congressional Reconstruction)”만을 강조함으로써
재건에서 링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실패한’ 재건이라는 무비판적인 전통적 역사서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미국 내전과 재건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링컨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고찰해 보는 것은 물론, 보수적이거나
심지어는 퇴행적이라고 인식되는 링컨의 재건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국 내전의 혁명적 본질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건을 내전의 연속선상에
재배치해 재건의 의미 또한 새롭게 규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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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ailure of Reconstruction?:
Abraham Lincoln’s Assassination and the Overthrow of
Reconstruction

Hur, Hyun

This work aims to shed new light on Abraham Lincoln’s
Reconstruction policy, examining its impact on the change of essential
meaning of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Generally, Lincoln’s
historical role has been underestimated, and even ignored, in regard
to the Reconstruction, only being assessed highly in relation to the
Civil War an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it. First of all, President Lincoln was assassinated by
John Wilkes Booth on the night of April 14, 1865 just five days after
the main field army of the Southern Confederacy had surrendered at
Appomattox and, as a result, it was considered that he had nothing
to do with the Reconstruction. Secondly, it is the general assumption
that the Civil War and the Reconstruction were totally separate
chronologically. Thirdly, many historians have regarded Lincoln’s
Reconstruction policy as too lenient or conservative. However, his
Reconstruction plans had already deep impact on the path of the
radical Reconstruction, beyond the Civil War. In short, his presidential
Reconstruction was not so lenient and rather radical enough, even
considering only the ten-percent plan. In this regard, this work
centers on the “overthrow” of the Reconstruction by Southern
counter-revolutionaries, not on the “failure” of the Reconstruction.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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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
방ㆍ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
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ㆍ참
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
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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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
를 3년 동안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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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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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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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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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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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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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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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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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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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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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