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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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는 이주의 시대 다양한 형태의 이동에 따른 공동체

성격의 변화와 다양한 이주민의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여 특집 “타자와 공
동체”를 기획했다. 본 특집은 공동체의 경계와 구분을 횡단하는 타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공동체의 구조와 성격의 변화를 역사,
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확인하는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문종
현의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은 프랑스 현대사에서 ‘타
자’로 기억되는 피에 누아르의 존재를 1962년 알제리 독립이라는 시대적
구분과 지중해 양안이라는 공간적 분할 통해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문종
현은 논문을 통해 알제리 독립 이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던 피에
누아르는 박탈당한 고향에 대한 향수, 전쟁과 탈출의 기억을 간직한 채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역사적 고유성을 형성하는 타자로서 탈식민 시대
프랑스의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의 주체로 소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신영헌은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 논문에
서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이 다문화소설로서 이룬 문학적 성취를 살
펴본다. 신영헌의 분석에 따르면, 『이슬람 정육점』은 세 가지 모티프를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비전을
형상화한다. 신영헌은 먼저 주인공들이 가진 상처와 흉터는 민족, 성, 계
급, 인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통의 유대로 엮어 주며, 두 번
째의 주요 모티프는 언어에 대한 남다른 통찰이라고 주장한다. 말더듬이
인 유정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함 있는 도구이며,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
이 없이 내뱉는 언어는 그 자체가 폭력임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신영헌
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나와 타
자를 구별하고 이를 근거로 타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기기만임을 지적한
다. 마지막 특집 논문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에서 최강화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체
내 타자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혐오로 인식되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
동향을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최강화는 코로나 발생 이전
에 외국인 혐오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외국인
혐오 현상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상호비교하면서 연구의 동향이
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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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최강화는 코로나 발생 이전
에는 외국인, 학생, 한국, 다문화, 교육 등과 같은 단어의 중심성이 높은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혐오, 발언,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제노포
비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반 논문은 총 3편으로 구성된다. 먼저 권형진은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뉴질랜드의 장기적
인 인구변화의 특징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역사적으로 영제국의 식민지로 출발한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은 이민정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1871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 시행된 지원이
민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한다. 이진옥의 ｢영국 여성들 백화
점에 가다: 자본주의와 페미니즘의 어떤 만남｣ 연구는 영국의 19세기 중
엽 이후, 도시의 경관을 변화시키며 등장하기 시작한 백화점의 마케팅 전
략과 여성 선거권을 요구한 단체들의 캠페인 전략이 유사했고 어떤 측면
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한다. 이진옥은 논문을 통해 백
화점은 여성 전용 공간, 즉 대화방이나 카페, 그리고 독서실, 미술관 등
이른바 ‘문화 공간’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쇼핑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적 영역을 나온 여성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조적 행위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홍상현은 ｢영상콘
텐츠 제작 체험을 활용한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 운영 사례- <문
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설계와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의 실제 운영 사례들을 분석한다. 홍상현은 COVID-19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온라
인 수업이 갖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대면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점점 더 대면수업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모미그란스

26호의 <연재-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은 양재혁의 ｢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
기｣로 구성된다. 양재혁은 이주의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지식과 문화를
오리엔탈리즘 분석으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사이드의 연구를 통해 조명한
다. 양재혁은 사이드가 기원과 본질이 생산하는 위로 대신 혼란과 불안을

6

받아들이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를 바라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사이
드의 ‘망명자/추방자’ 지식인은 단지 물리적·지리적 추방의 경험뿐만 아니
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성체제
의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창조적 사유를 생산하는 자임을 확인한다. 양재
혁의 평가에 따르면 사이드의 지식인과 문화 관련 논의는 세계에 대한 인
간 지식의 형성 과정과 타문화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주의 시대 문화에 관한 유동적, 다공적, 혼종적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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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
문 종 현

1. 들어가며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써는 아무런 뜻이 없
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1)로 시작하는 1942년 출간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졌
다. 이유 없는 살인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주인공 뫼르소의 삶은 개인
과 부조리한 세계의 대결로 해석되었다. 한데, 주인공 뫼르소가 피에 누
아르(Pieds-noirs)였다는 점은 『이방인』 해석에서 자주 외면되었다.
1940년대 알제(Alger)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아랍인은(간호사와
불량배?) 개인으로, 화자로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목소리도
없다. 카뮈는 “아랍인 한패가 담뱃가게 진열장 앞에 기대서 있는 것이었
다. 그들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를 마치 돌이나 죽은
나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했지만, 실제 “돌이나
죽은 나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시선의 주체는 아랍인이 아니라 피에
누아르였고, 그들 눈에 비친 아랍인이었다. 결국, 무슬림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와 불안이 곧 살인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2)
1)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이방인』 (서울: 민음사, 2012), 6쪽.
2) 카뮈는 뫼르소가 아랍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
는 전신이 긴장되면서 피스톨을 힘껏 움켜잡았다. 나는 권총의 미끈한 배를
매만지고 방아쇠를 가볍게 당겼다. 탕! 하는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일은
저질러지고 만 것이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행복스럽던 바닷가의 특이한 침묵을 깨트리고 말았다. 이어서 나는 굳어버린
몸뚱어리에 다시 네 방을 쏘았다. 총알은 눈에 뜨이지 않게 깊이 들어박혔
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네 토막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
았다.”, 알베르 카뮈, 같은 책,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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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뫼르소 자신도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한 동기를 몰라서, 나아가
작가인 카뮈 역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소설 속 살인사건은 19
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살해와 닮았다. 짙은 알제
리의 풍경과 알제의 인간군상을 가득 담고 있는 소설 속 땅의 주인이자
지배자는 분명 뫼르소와 같은 피에 누아르였다.
소설 속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먼저 뫼르소가 살해에 이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레몽은 자신의 정부인 여성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
는 남성이었다. 또한, 거리에서 “그와 싸움을 한 사나이는 그 여자의 오빠
라는 것이었다. 여자의 살림을 그가 꾸려 주었다는 말도 했다”라는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레옹의 정부는 아랍 여성이었고, 뫼르소가 살해한 폭력
적인 레옹으로부터 누이를 지키려는 남성의 아랍인 친구였다. 어쩌면 뫼
르소의 행위는 원주민 여성을 지키려는 땀에 전 푸른 작업복을 입은 무슬
림 남성을 살해한 식민지의 지배자, 정복자, 약탈자, 인종주의자의 두려움
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2년 알제리 독립을 위한 에비앙 조약이 체결되자, 3월~5월 약 20
만 명, 6월 모로코와 튀니지의 국경선이 열리면서 약 35만 명 등 약 70
만 명의 유럽계 알제리 정주민이 고향을 떠났다. 피에 누아르로 불리는
이들에게 알제리는 자신들의 태어나고 살아온 고향이자 지켜야 할 땅이었
다. 프랑스 식민주의의 타자화는 식민지 원주민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부터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에 이주한 정주민을 1940년대부터
피에 누아르라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의미도 낯선 이름으로 불렀다. ‘검은
발’을 의미하는 피에 누아르는 ‘더러운 발(pieds sales)’이라는 의미도 지
녔기 때문에 조롱하는 뉘앙스를 지녔는데, 처음에는 알제리의 원주민인
아랍인들을 의미하였다. 유럽계 정주민은 자신들을 알제리인이라고 생각
했기에 원주민을 피에 누아르로 불렀으나, 알제리 독립을 위한 전쟁 중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알제리인’임을 내세우면서, 유럽계 정주민에게 피에
누아르라는 이름을 돌려주었다.3) 의미의 역전은 전쟁과 함께 고착화 되
었고, 오늘날까지 아랍인, 원주민과 알제리 프랑스인을 나누는 이름이 되
었다. 또한, 유럽계 알제리의 정주민을 의미하는 피에 누아르가 명확히
집단적 정체성을 내포하게 된 것은 1962년 이후였다. 스페인계, 이탈리아
3)

Éric Savarese, “Qu’est-ce qu’un rapatrié ? À propos des
pieds-noirs rapatriés d’Algérie, de 1962 à nos jours”, Actes des
congrès nationaux des sociétés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no.
126(2007), p. 206; Delpard Raphaël, L'histoire des Pieds-noirs
d'Algérie 1830-1962 (Paris: Michel Lafon, 2002),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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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유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에스닉 집단인 ‘피에 누아르’는 탈식민
시대 프랑스에 귀환한 이후 만들어졌다.
‘피에 누아르’, 알제리 프랑스인(Français d’Algérie)은 프랑스 본토인과
식민지 거주민(colonial)들에게 고체도 액체도 아닌 ‘점액질’ 같은 존재였
다.4) 자신을 알제리 프랑스인, 유럽계 알제리인, 북아프리카 유럽인 등으
로 간주했지만, 알제리 독립 이전까지만 해도 본토 프랑스인에게는 온전
한 프랑스인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웠고, 알제리인이라 인정하기도 불명확
한 사람들이었다. ‘피에 누아르’가 부정적이며 폄훼하는 뉘앙스를 지녔음
에도 불구하고, 유럽인, 백인이라는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보증하는 호
명이었다. 그래서 유럽계 정주민들 역시 ‘피에 누아르’를 자신들의 정체성
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순수한 프랑스인과 구분되는 프랑스인이지만,
원주민은 가지지 못한 식민지 사회에서의 특권을 가진 꼴롱(colon)이었
다. 식민모국인과 원주민 사이에 놓인 양가적 정체성이야말로 지배받는
자이자, 지배하는 자, 차별받는 자이자, 차별하는자였던 꼴롱의 불안한 심
리적 특징을 보여준다.
피에 누아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1962년 알제리 독
립 이전과 그 이후라는 시대적 구분과 함께 지중해 양안이라는 공간적 분
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2년 이전 피에 누아르는 알제리에 뿌리내
린 유럽계 정주민으로서 그 땅의 주인이었다. 유럽을 떠나 북아프리카에
정주한 이주민에게 프랑스 시민권은 인종적 특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
었고, 무슬림 원주민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보루였다. 한편,
알제리 독립 이후 쫓겨나다시피 프랑스에 정착해야만 했던 피에 누아르에
게 프랑스는 자신들을 배신한 조국이었고, 뿌리뽑혔다가 다시 뿌리내려야
할 또 다른 정주지였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집, 조상의 묘, 재산을 잃
는다는 것은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낳았다. 탈식민 과정에서 프랑스 정
부가 준비한 모국송환정책은 준비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 40만 명이 5년
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정착지원 계획을 수립했지만, 1962년 여름에
만 약 50만 명이 들어왔다.5) 갑작스러운 수많은 피에 누아르의 입국은
프랑스인들에게도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름만 조국인 낯선 땅에 정
착해야 했던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본토 프랑스인들이 여름 바캉스를

4) 지그문트 바우만은 『홀로코스트와 현대성』에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유
대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점액질’과 같은 존재로 정의한 바 있다.
5) Pierre Baillet, “L’intégration Des Rapatriés d’Algérie en France”,
Population, vol. 30, no. 2(1975),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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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며 떠들썩했을 때, 피에 누아르는 꼴롱이라는 편견과 무관심을 마
주해야만 했다.6)
유럽에서 알제리로, 알제리에서 다시 프랑스로 2번이나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에 누아르는 이주, 정주, 이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졌다. 이 글은
프랑스인과 원주민 사이의 유럽인이었던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의 기원과
함께 알제리 전쟁 중 나타난 변화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박탈당한 고향
에 대한 향수, 전쟁과 탈출의 기억을 간직한 채 피에 누아르는 프랑스 땅
에서 본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거듭났다. 탈식민 시대 프랑스의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의 주체로 소환되는 피에 누아르의 역사는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기억, 역사,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피할 수 없
는 과거이다.

2. 유럽계 이주민의 정착 – 프랑스인과 원주민 사이의 유럽인
1830년 알제리 침공으로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식민화는 제3공화정 수
립 이후 정주식민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망한 농민, 실업자가
된 노동자, 정치적 망명자, 추방자, 모험가들, 등 다양한 동기를 지닌 사
람들이 생존을 위해 혹은 부자가 되어 성공하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는 배
에 몸을 실었다. 1870년대 프랑스는 식민지 동화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바,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 중에서도 하나의 식민지가 아닌 본
토의 연장에 놓여있는 지방(province)으로 승격되었다. 알제리는 3개의
도(département)로 분할되었고 내무부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알제리는 여
전히 행정명령과 파견된 총독이 통치하는 곳으로 식민모국이 제정한 헌법
의 효력이 중지되는 예외상태에 놓인 식민지였다. 초기 이주한 프랑스의
이주자들은 다른 식민지 이주자와 달리 몇 가지 특권을 가졌는데, 1890
년부터 나타난 자유알제리(l’Algérie libre) 운동은 프랑스 정주민의 자치
권을 더욱더 요구하였다. 1900년에 이르러 다른 식민지에는 없었던 예산
심의회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정도였다.
알제리가 다른 식민지와 구별되는 도로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제리의 프랑스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로의 이주정책
6) William B. Cohen, “Pied-Noir Memory, History, and the Algerian
War”, in Andrea L. Smith ed., Europe’s Invisible Migrant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3), pp. 129-130.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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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패에 가까웠다. 1856년 10만여 명에 불과한 인구가 한 세기가 지난
이후인 1954년 100만여 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었던 유럽계
이주자를 향한 적극적 귀화정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몰
타, 스위스, 독일 등 출신의 유럽계 이주자들은 제3공화정에 의해 식민지
로 개발되기 이전부터 알제리에 정착하였다. 특히 스페인에서 이주해 온
정착민의 수가 많았는데, 미약한 증가세의 프랑스계 정주민 인구수는 ‘외
국인 공포’를 낳았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계 정주민이 늘어가는 것에 불안
을 느꼈고, 프랑스인으로 동화되지 않은 그들을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결
국, 1889년 6월 국적법(loi du 26 juin 1889)에 따라 외국인 사이에서 태
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태어난 곳이 알제리면 조건 없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국적법은 프랑스 국적자의 수를 단기간에 빠르게 증
가시켰다. 비록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정주민도 무시할 만한 수는 아니
었지만7), 유럽계 정주민과 프랑스계 정주민 사이의 혼혈은 점차 프랑스
와 분리된, 알제리를 고향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을 낳았다. 꼴
롱의 자치권을 강조하던 운동은 “아프리카의 미국”, “새로운 인종”, “새로
운 프랑스” 등을 내세우며 이른바 ‘알제리주의(algérianisme)’로 나아갔
다.8)
한데, 알제리의 주인이 된 유럽계 정주민에게 가장 큰 불안은 원주민
인구의 증가였다. 외국인이었던 유럽계 정주민을 프랑스인으로 만들었음
에도, 프랑스인은 알제리에서 인구수로서는 압도적인 소수였다. 1830년
약 3백만, 1872년 약 2백 십만에 불과했던 원주민의 인구는 20세기 초반
에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대 알제리 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
했던 유럽계 정주민의 인구비율은 1954년에는 10%로 감소했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웠다. 늘어만 가는 원주민 인구의 증가는 의도하지
도, 예측하지도 못한 결과였다. 만일 압도적 다수인 원주민의 동일한 참
정권을 가진다면 꼴롱으로서의 특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은 알제리 사
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힘의 원천이었다.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알제리 식민 영토를 통치하는 데서도 문제가 나타
났다. 초기 유럽계 정주민은 대다수는 땅을 얻어 농사를 짓고자 농촌에
7) 1911년 오랑(Oran)의 경우 프랑스계 주민이 약 95,000명, 스페인계 주민이
약 92,000명이었지만, 93,000명의 스페인 국적자 정주민이 있었다.
Benjamin Stora, Histoire de l’Algérie coloniale(1830-1954) (Paris: La
Découverte, 2004), p. 31.
8) 박단 편, 『역사 속의 유로메나: 교류와 갈등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2021), 200-206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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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였지만, 더 나은 삶의 질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에서 도시
로의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871년 정주민 중 60%에 불과했던 도
시인구가 1926년 71.4%, 1954년 80%에 달하게 되면서 도시 이외의 지
역에서 유럽계 정주민의 수는 줄어만 갔다.9) 이러한 도시화는 식민지 통
치에 반발하는 1871년 베르베르인의 반란, 알제리 전쟁 중 농촌 지역에
서의 게릴라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착’ 정책 등 농촌에서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식민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알제
리 전체 면적에서 꼴롱이 점유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은 프랑스 식민
정부의 전국적 통치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또한, 원주민들의 도시이주 역
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오랑(Oran), 시디 벨 아베(Sidi-Bel-Abbès),
알제(Alger), 본(Bône), 필립빌(Philippeville)을 제외하면 정주민의 인구
는 대다수 도시에서도 다수가 아니었다. 오랑(Oran)만이 1950년 25만여
명의 유럽계 정주민이 거주해 다른 알제리 도시들과는 유럽계 정주민이
인구의 다수를 형성한 유일한 도시였다.10) 도시에서 인종간 결혼 금지법,
거주지 분리법 같은 인종적 분리가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인종적
통합 노력도 없었다. 꼴롱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원주민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알베르 카뮈는 “만일 내가 예를 들어 한 아랍 농부, 카빌인 양치기를
북쪽 도시에서 온 상인보다 더 가깝다고 느낀다면, 식민주의가 만든 자연
적 경계나 인위적인 해자보다, 우리를 위해, 같은 하늘과 절대적인 자연
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은 더 견고했을 것이다”11)라고 밝혔듯이 꼴롱에
의한 무슬림 원주민 차별은 알제리 독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농촌
에 거주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정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지역
적 유대가 형성되었을지라도, 도시에서는 인종 분리가 더 명확했다.
1865년 7월 상원 결의로 유럽계 정주민과 무슬림 원주민들의 차별이
법률로써 규정되었다.12) 원주민은 프랑스 국적자로 인정받아 외국인 신분
9) Kamel Kateb, Européens, « indigènes » et juifs en Algérie, 1830-1962
(Paris: PUF, 2001), pp. 69-71.
10) Benjamin Stora, Algérie 1954, une chute au ralenti (Editions de
l'Aube, 2012), p. 71.
11) 재인용. Marie Muyl, Les Français d’Algérie : socio-histoire d’une
identité, Thèse (Univ. Paris I, 2007), p. 95.
12) 1865년 7월 14일 원로원 결의는 다음과 같다. “무슬림 원주민은 프랑스인
이지만 계속해서 이슬람법으로 규제된다. 무슬림 원주민은 육군과 해군에 복
무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슬림 원주민은 알제리의 공직과 민간부문 직책에
임용될 수 있다. 무슬림 원주민은 요청에 따라 프랑스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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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들은 프랑스 시민법에
서 부여된 권리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무슬림 법률이 적용되는 집단이었
다. 비록 개인적 자격으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것은 무슬림 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실질적인 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무슬림 원주민은 많지 않았다.13) 또한,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고, 귀화절차를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을
가진 무슬림은 동등한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다.14)
프랑스 정부는 여러 차례 알제리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원
주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원주민들이 북아
프리카군으로 징병 되자 다시 시민권 부여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
었다. 1919년 2월 시민권 확대를 위해 법률이 상원을 거쳐 통과되었다.
원주민 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에서의 참정권 개혁이 불가피했
던 것이다. 1919년 2월 법령은 원주민 대표자 선출 확대를 위해 시의회
투표권을 40만 명에게, 예산심의위원회, 도의회 투표권을 10만 명에게 부
여했다.15) 무슬림 원주민의 국회의원 선출 요구는 거부되었으나, 이 법령
으로 지방선거 참여는 확대되면서, 참정권을 둘러싼 차별적 질서에는 균
열이 생겼다.
1931년 알제리 총독을 역임했던 상원의원 모리스 비올레뜨(Maurice
Violette)는 학력 수준, 자격증, 훈장 수여 등의 기준으로 무슬림으로서의
개인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
하였다. ‘인권연맹(Ligue des droits de l'homme)’ 소속의 정치인이었던
그는 『알제리는 살아남을 것인가』(L'Algérie vivra-t-elle?)에서 꼴롱
의 특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20~30년 내 알제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과도기적 단계로서 무슬림에게 참정권을 더욱 확대하려는 이
법안은 프랑스와 알제리의 경계, 정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
려는 시도였다. 그렇지만 알제리의 완전한 프랑스화를 목표로 한 비올레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 프랑스 민법과 공법으로 규제된다.”(제1조).
13) 1870년까지 무슬림 귀화신청은 약 200건, 유대인의 귀화신청은 152건에 불
과했다.
14) 쥘 망스롱, 우무상 역,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대구: 경북대학교 출
판부, 2013), 228-229쪽.
15) 알제리 무슬림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Charles-Robert
Ageron, “Le premier vote de l’Algérie musulmane : les élections du
Collège musulman algérienen 1919-1920”, in Charles-Robert Ageron
(dir)., Genèse de l'Algérie algérienne, Vol. 2 (Saint-Denis: Éditions
Bouchène, 2005), pp. 179-19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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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의 계획은 유럽계 정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다.16)
유럽계 정주민들이 보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지는 한편
으로 알제리 원주민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자극하는 반작용을 불러
왔다. 1936년 6월 무슬림 의회는 정주민과 동등한, 원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완전한 시민권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원주민과 정주민의 상
반된 극단적 정치적 요구 앞에서 우물쭈물할 뿐이었다. 인민전선 정부에
서 블룸-비올레뜨 계획으로 재추진되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의회
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지조차 못했고, 어떠한 행정명령도 내리지 못
했다. 1931년과 1939년 사이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100여 명에 불과
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국, 원주민들은 의회
에서의 입법을 통한 차별 해소를 기대하지 않고,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된
독립된 주권국가 건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17)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계 정주민은 원주민의 저항과 본국 정부의 탈식민 정책 사이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알제리의 프랑스인이었던 정주민은 정부가 추진하는 알제
리 사회의 개혁에 저항하는 걸림돌이었고, 내전을 방지하려는 식민모국
정부의 개혁시도를 좌절시켰다.
식민화 초기부터 유럽계 프랑스인들과 프랑스계 프랑스인들 사이의 벽
은 높았다. 토지를 박탈당한 원주민들이 가장 낮은 계층에 놓여 저임금과
빈곤에 시달렸지만, 꼴롱 역시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프랑스인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프랑스인이었기에 온전히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지 못했다.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에서도 차별은 나타났다. 프랑스인이 아동 한 명당 60프랑의 수
당을 받았다면, 꼴롱은 25~30프랑을 받았다. 알제리의 행정관료, 군, 경
찰 등 고위공무원과 은행장,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모두 프랑스인들이었
고,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에서 온 가난한 이주민들은 문맹률도 높아
서 법적 보호와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18) 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제2차 세계대전에 징병당해 참전한 사상자의 가족들이 군인연금을 받

16) Charles-Robert Ageron, De l'Algérie française à l'Algérie algérienne
(Paris: Editions Bouchène, 2005), pp. 411-415.
17) Abderrahmane Bouchène, Jean-Pierre Peyroulou, Ouanassa Siari
Tengour, Sylvie Thénault (dir.),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 1830-1962 (Paris: Découverte – Barzakh, 2012), pp.
633-635.
18) Marie Muyl, Les Français d’Algérie : socio-histoire d’une identité,
op. cit., p. 111.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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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자녀가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적의 꼴롱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알제리의 꼴롱들은 본토 프랑스인에 대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
는데, 다수의 성인 남성의 경우 꼴롱 여성보다는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인
과 결혼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에게 프랑스 여성은 더 우아하고, 더욱 아
름다우며 세련된 배우자였다. 본토의 프랑스인은 진정한 프랑스인이었고
꼴롱은 아무리 프랑스인척하여도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인이었다.
제도화된 차별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는 꼴롱에게 자신들이 본토인과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북아프리카에서 자란 이들에게 프랑스의 풍
습과 습속, 관행 등은 어색하게 다가왔다. 꼴롱들은 본토에서 온 전학생
프랑스인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인식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프랑스인보다 더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생명력 있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문화를 지녔다고 자부해서 때로는 자신들이 본토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다.19)
비록 사회, 경제적으로 본토 프랑스인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지만,
이들이 가진 식민지 콤플렉스는 양가적이었다. 자신들이 프랑스의 일부라
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적이라는 우월감도 동
시에 가졌다. 이들은 본토 프랑스인을 프랑스의 프랑스인 (Français de
France), 프랑가위(Frangaoui), 파토(Patos)로 부르며 자신들만의 방언인
파타우에트(pataouète)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부분에서도 꼴롱은 자부심을 품었다. 꼴롱들은 알제리 덕분에 프
랑스 경제가 부흥,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알제리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포도주, 아그륌(agrume), 곡물, 목화 등의 농산물은 알제리 땅의 작열하
는 태양, 높은 생명력, 진한 노동의 땀을 상징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알제리 경제는 산업생산을 위해 필요한 천연자원를 공급하고, 프랑스
본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하는 프랑스 본토의
하위 경제 중 일부였다. 식민지 경제체제 아래 프랑스 본토와의 불평등
교역은 알제리 경제를 저발전 상태에 빠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비난받았
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경제적 단절은 알제리 경제의 고립을 낳아 경제

19) 카뮈는 『이방인』에서 뫼르소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전에 잠시 파리에서 산 일이 있다고 말하자, 어떻더냐고 묻는 것이었다. “더
러운 도시야. 비둘기들도 보이지만, 뜰 안은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은 너무
피부가 창백하지”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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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경제체제는 유지될 수 있었
다.
꼴롱의 이동 또한 프랑스인에 비해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인은 알제
리를 조건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꼴롱은 프랑스로 향하는 세
관, 출입국사무소를 통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토 프랑스인과 구별되는 꼴롱의 의식 속에는 프랑스인을
흉내 내고, 닮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그들과 구분되는 알제리인이라는 정
체성이 자라났다. 알제리 땅과 프랑스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던 꼴롱에게
여러 종교와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용광로(melting pot) 알제리는 자신들
의 고향이었다. 꼴롱은 자신을 스스로 유럽인, 프랑스인, 알제리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슬림 원주민들에게는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이 아닌 유럽인이었고, 프랑스인에게는 알제리인이었다. 오늘날 알제리인
은 독립된 국가 알제리의 시민들을 의미한다. 고향인 알제리를 떠나자 알
제리 프랑스인은 사라졌고 지중해를 건너 프랑스에서 피에 누아르로 다시
태어났다.

3. 알제리 전쟁과 모국의 배신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식민지 베트남을 상실했
고, 알제리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알제리에 대한 지지
는 유지되고 있었다. 망데스 프랑스(P. Mendès France) 정부는 제네바
협정을 통한 인도차이나 전쟁의 종결, 모로코와 튀니지의 독립을 위한 협
상 등의 탈식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결단력을 발휘했다. 1954
년 6월 망데스 프랑스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알제리 무슬림 의원들은 개혁
적인 정부의 탈식민 정책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망데스 프랑스는 취
임식 연설에서 “알제리는 프랑스이다”라고 선언할 만큼 알제리 독립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20) 그런데도 여러 개혁이 내무부 장관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에 의해 준비되었다. 9월 미테랑은 알제리 도의회
선거에서 원주민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법률개정안
을 제출하였고, 10월에는 비밀리에 봉기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

20)

Charles-Robert

algérienne, p. 441.

Ag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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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기 위해 알제리를 방문했다. 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그
는 알제리인을 위한 국립행정학교 설치, 원주민과 정착민이 혼합된 지역
의 개혁, 프랑스의 도로 편입되어 있는 알제리 지위에 관한 수정 등 즉각
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추진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1월 1일 독립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FLN(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이 봉기하면서
알제리

전쟁은

개시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안전대책(mesures

de

sécurité)을 명분으로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공화국 보안 기동대(CRS)
20개 부대, 기동헌병대 10개 부대, 보병 5개 대대를 파견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1955년 1월 국무회의에서 알제리 개혁안이 통과
되었다. 개혁안은 크게, 첫째 내무부 내 알제리 정부를 통제하는 새로운
부서의 설립, 둘째 무슬림의 고위공무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립행정
학교 설립, 셋째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알제리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알제리와 프랑스 경찰의 통합원칙을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무슬림
문화의 독립성 인정, 학교에서의 아랍어 교육, 무슬림 여성의 선거권 보
장, 행정구역 재편과 새로운 2~3개의 도 설치, 동화된 무슬림에게 차별하
지 않는 선거 제도의 확립 등의 정책이 승인되었다.21) 하지만 이러한 정
부의 제안은 무슬림과 유럽계 정주민 모두에게 거부되었다. 알제리에서
발행되는 신문 『알제의 소리』(L’Echo d’Alger)는 “개혁안들은 틀림없이
격렬한 논쟁과 불안을 낳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며22) 개혁안은 불확실한
미래로 나가는 핑계이자 회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알제리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1955년 10월 프랑스 공공여론조
사국(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에 따르면 본토 프랑스인의
49%가 알제리는 프랑스의 도로 남아있으리라 전망하였다. 같은 해 4월
『현대지(Les Temps modernes)』에 실린 여론조사는 프랑스 좌파들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좌파란 어떡해야 하
는가?”라는 질문에 식민주의와 관련된 질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로 어떤 사상과 현실에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13%만이 전쟁으로
응답했을 뿐 나머지는 독재자(12%), 파시즘(12%), 전횡(10%), 사회적
불평등(10%),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9%),

자본주의(8%),

교권주의

(3%), 식민주의와 인종주의(3%) 등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여론

21) 1955년 총 658,166명의 알제리 선거인에서 무슬림은 69,903명(12.3%)에
불과했다.
22) 재인용. Charles-Robert Ageron, De l'Algérie française à l'Algérie
algérienne, p.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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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알제리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좌파들은 초기에는 전쟁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
았다. 그러나 점차 전쟁이 격화되고 사르트르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반전
운동, 반식민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론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FLN 조
직원에 대한 고문뿐만 아니라 협력자를 포함해 무차별하게 시행되는 민간
인에 대한 고문에 대한 폭로는 반전여론을 크게 자극하였다.23) 이 시기의
알제리 평화, 반전운동은 제3세계주의나 반식민주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
전후 유럽에서 성장한 반파시즘 문화에 바탕을 두었다. 해외령 영토에서
발생한 식민지 독립은 적어도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였고, 프랑스
특유의 공화주의 문화는 알제리 전쟁을 마주 보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은 알제리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알제리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던 1957년 6월 ~1958
년 5월까지 두 명의 총리가 내각을 구성했지만, 안정적인 정치력을 발휘
하지 못하면서 해산하였다. 결국, 기독교 민주당의 플리믈랭(Pflimlin)이
새 총리가 되면서 드골을 비롯한 명망가들의 정치적 협력을 끌어냈다.
프랑스의 알제리(Algérie française) 수호자들은 FLN과의 협상에 나선
플리믈랭 정부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4공화국이 수
립된 1946년부터 프랑스 모국 정부와 알제리 프랑스인들 사이의 갈등은
증폭되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사회의 개혁, 즉 원주민들과 유
럽계 정주민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지만, 알제리 프랑
스인들은 개혁의 요구에 반발할 뿐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는 요지부동이었
다.
1958년 5월 13일 알제리 쿠데타가 일어났다. 라울 살랑(Raul Salan),
에드몽 쥬휴(Edmond Jouhaud), 자크 마쉬(Jacques Massu) 등이 쿠데타
를 감행하였고 자크 수스텔(Jacques Soustelle)이 지배하는 공안위원회가
수립되어 알제리를 사실상 지배하였다. 쿠데타의 주동자인 군 장성들은
대부분 인도차이나 전쟁, 제2차 중동전쟁 등의 식민지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들이었다. 쿠데타 발발하고 며칠 후, 장군들은 정주민, 원주민 모두가
프랑스를 향한 애국심을 선전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을 개최하였다. 알제
의 광장에 모인 열광적인 군중들은 살랑과 함께 드골의 이름을 외치며,

23) Claude Liauzu, La société française face au racisme -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 (Paris: Editions Complexe, 1999), pp.
134-135; Claude Liauzu dir., Violence et colonisation (Paris:
Syllepse, 2003), pp. 137-139.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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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정치적 복귀를 호소하였다. 군인들과 대게릴라 전투에 참여했던 예
비군은 광장에서 히잡을 불태우며, 이슬람교와 알제리 전통에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여성들은 원주민 여성들이 히잡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을 큰
소리로 응원하였다. “프랑스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라는 환호가 거리에 울
려 퍼졌다. 6월 4일 드골은 알제리를 방문하면서 그 유명연설 “당신들을
이해합니다”를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선언하였다. 정주민들은 잔뜩 기대
에 부풀었다. 그해 9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80%의 본토 프랑스인의 지지
와 96%의 득표율을 획득한 드골의 승리는 예정된 것이었다.
1958년은 알제리 정주민, 원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기점이었다. 미국 대
통령 아이젠하워는 제3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족주의 운동
을 외면할 수 없어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국의 지지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식민지는
더는 지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체제로 평가받았다. 1959년 유엔 총회가
알제리의 독립을 위한 계획을 10월부터 실행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국
제사회의 압력은 높았다.
국제적으로 알제리의 식민지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전황이 불투명해지
는 가운데 프랑스 알제리의 지지자들은 살랑 장군을 중심으로 결집하였
고,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공안위원회는 알제리 정착민들에게 영향력
지닌 군부 내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바, 실질적으로 알제리 내 주요
도시의 거점들을 지배하였다. 드골 정부에게도 군인들의 지지는 불안하게
출발한 정부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군부의 고위인사들이 알제리
의 군사적 점령을 요구하면서 불안한 정치적 동거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점차 프랑스군이 FLN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드골
로서는 알제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장군들을 제압하기 위해
서라도 알제리 독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59년 6월 5공화국의 초대 총리인 미셸 드브레(Michel Debré)는 알
제리의 점진적인 개혁을 제안하였다. “알제리는 고유의 특성을 획득할 것
이다”라며 무슬림과 정주민 사이의 상호 보장에 바탕을 둔 새로운 행정제
도 수립을 계획하였다. 알제리에 관한 드골의 구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
였다. 첫째,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하는 분리 독립, 둘째, 프랑스에 완전히
흡수 통화되는 프랑스화, 셋째, 프랑스로부터 독립적인 알제리인으로 정
부를 구성하고 프랑스는 경제, 교육,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해 수립된 정부는 알제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며,
다양한 종족의 커뮤니티가 서로 공존할 것이다. 드골은 알제리인의 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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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droit des Algériens à l’autodétermination)을 인정하고, 유럽계 정주
민에게 알제리 내 아랍, 모자랍(사하라 유대인), 그리고 카빌인 공동체와
운명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알제리 내 프랑스 정주민 공동체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지중해 지역의 문화, 경제에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
반이며 이슬람 영향권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벽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에게
망데스 프랑스처럼 탈식민화는 보호무역에 기초한 구질서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무역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였다. 드골의 신
념 속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프랑스는 종교적인, 인종적인 하나로 남
아야 했기 때문에 알제리와 프랑스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4. 정주민의 반란
1956년 2월, 총리, 기 몰레(Guy Mollet)는 알제를 방문했을 때 환영
퍼레이드가 한 창인 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성난 군중과 마주하였
다. 몰레가 알제리 신임 총독으로 죠르주 카트루(George Cartroux)를 임
명하면서 정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폭발하였다. 모로코 독립을 위
해 모하메드 5세와 협상을 했던 카트루는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적극적으
로 옹호하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 총독의 임명은 FLN과의 협상
을 의미하였다. 몰레는 군중들이 던진 썩은 야채와 쥬스, 와인 등의 세례
를 받으며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정주민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독은 다시 로
베르 라코스트(Robert Lacoste)로 교체되었다. 라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
전 중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프랑스 구사회당
(SFIO)을 대표하는 공화주의자였다. 또한, 그는 수에즈 운하 위기로 촉발
된 제2차 중동전쟁에 참전한 장군이었는데, 프랑스의 알제리 수호를 위해
FLN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라코스트의 정치적 행적이 보여주듯이
알제리 전쟁기 프랑스의 공화주의와 식민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
었다.24)
1958년 5월 13일 발생한 쿠데타와 동시에 대규모 정주민 군중이 모인
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이미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정주민들의 정치조직들은 1959년 9월 16일 “알제리인의 민족자결권
(droit des Algériens à l’autodétermination)”을 인정한 드골의 선언을 드

24) Claude Liauzu dir., Violence et colonisation,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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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의 배신으로 간주했다. 58년 6월 알제에서 “당신들을 이해합니다”라고
했던 드골에게 배신감을 느낀 정주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1848혁명 이후 유형지로 보내진 정치범, 1871 파리코뮌 참가자 등이
정주한 알제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공화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좌파 이념에 주민들은 더 호응했다. 그러나 알제리 전쟁과
함께 전통적 정치성향을 버리고 새롭게 정치화되었다. 유럽계 정주민은
자신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병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전쟁
이 격화되면서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군사작전은 대도시까지 확대되었는
데, 전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정주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하고 반정부 운동
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의 정치적 목적은 무엇보다 알제리의 주권
을 수호하는 데 있었다. 식민모국이 자신들의 주권에 무관심하며 외면하
고 있다고 분노했다. 급진화된 정주민은 독자적인 그룹으로 ‘부대’를 조직
해 알제리의 좌파 정당들과 피를 흘리는 싸움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프랑
스 공산당을 지지해온 항만노동자, 미숙련 노동자가 공산당의 노선을 거
부하고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로 변모했다.
1957년 알제리 총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낙하산 특수부대가 알제로 파
병되면서 정주민은 준군사 활동에 협력해 전쟁에 직접 참전하였다. 참전
은 곧 정치적 의식의 급진화로 이어졌다. 가장 격렬했던 분파 중 하나인
북아프리카 프랑스 연합(Union française nord africaine:UFNA)은 브와
이에 방스(Boyer Banse)가 중심이 되어 약 1천 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랑에서는

약

3백

명을

보유한

알제리인의

의지(Volonté

algérienne)가 자경단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포퓰리즘적 정치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튀니지와 국경을 접하는 북동부 항구도시 본(Bône)을 중심으
로 한 프랑스의 알제리 친선협회(Amicale française de l’Algérie)는 비록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조직원이 1천여 명에 달했다. 1955년
결성된

알제리와

사하라

전우회(Comité

d’entente

des

anciens

combattants d’Algérie et du Sahara)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참전한 피에
누아르 베테랑 민간인들을 소집하였다.
특히, 대학생이 중심이 된 조직들이 가장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였다.
알제리 프랑스의 주권 유지 대학생운동(Mouvement universitaire pour le
maintien de la souvernieté française en Algérie)은 초기에는 교수들의
영향력이 컸으나 갈수록 학생들이 자신들의 운동으로 만들어나갔다.25)
25) Sung-Eun Choi,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 (London: Macmillan, 2016), pp.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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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상과 같은 정주민 정치 단체들이 시민들 사이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것은 아니었다. 비록 정주민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으로 암묵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여러 단체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단일
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것은 경찰의 감시와 통제에서 비롯
되었다. 프랑스인의 알제리 저항기구(Organisation de Résistance de
l’Algérie

française),

프랑스

재건

위원회(Comité

de

Restauration

française)등과 같이 노골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알제리 정책에 반대 목소
리를 내는 단체들은 불법화되며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비밀군대조직이었
던 OAS는 프랑스 본토와 식민지의 군부 내에 지원세력을 확보하고 있었
지만, 위의 단체들은 준군사조직, 비합법 지하조직도 아니었고 군부의 지
원도 없었다. 프랑스 본토에서도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청년민족(Jeune nation:1949~1958), 프랑스의 알제리 재건
과 안보를 위한 연합(Union pour le salut et le renouveau de l’Algérie
française) 등의 극우단체들은 알제리 내에서의 지지자를 구하였다.26) 청
년민족을 비롯한 프랑스 극우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반공주의, 반유대주의,
반민주주의(보통선거 반대), 전체주의 등의 성향을 보였다. 이들의 활동
이 특히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식민지 독립전쟁들이었다.
변호사이자 알제리 프랑스의 열렬한 지지자인 전 총독,

수스텔에 의해

창립된 ‘프랑스인의 알제리 재건과 안보를 위한 연합’은 가장 정주민의 지
지를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이 단체들은 정주민들의 정치적 힘을 공개적
으로 아래서부터 조직한 데서 OAS와 차이를 보였다.
가장 급진적인 정주민들이 소수의 과격 분파에 불과한 단체에서 활동하
였다면, 다수의 정주민들은 국토단(L'unité territoriale: UT)에 적극적으
로 가담하며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1955년 수스텔에 의해 설립된 이
단체는 군과 나란히 작전을 수행했던 준군사조직으로 피에 누아르들을 예
비군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58년에는 3만 5천여 명
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랑에는 약 2만여 명이 조직되어 있었
다.
국토단은 예비군이었지만 때로는 전투도 하는 위험한 준군사활동에 배
치되었다. 공공건물 경비업무, 도로교통 통제업무, 대중 교통시설에서의
26) 프랑스의 대표적 신우익 인사인 알랭 브누아(Alain de Benoist)가 극우단체
인 민족주의자 학생 연합(Fédération des étudiants nationalistes, FEN:
1960~1967)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도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위한 투쟁이 동기
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Pierre-André Taguieff, Sur la
nouvelle droite (Paris: Descartes & Cie, 1994).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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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검속업무, 도로차단 및 방어, 공공장소 감시 및 통제 등 여러 임무
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협정이 본격화될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콘스탄틴에서 5천~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이 결행되었을 때, 이들 역시 참여하였고 오히려 주도하기도 하였
다. 전쟁 중 사망한 병사들의 장례식 역시 이 조직의 단위로 장례식이 거
행되었다. 1960년 5월 국토단이 해산되자 단원들은 한층 급진화 되었고
본격적인 정치조직의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비시체제의 페텡주의자 슬로
건, 즉 신, 노동, 가족, 조국을 소환했다. 1959년 죠셉 오르티즈(Joseph
Ortiz)에 의해 결성된 ‘프랑스 민족전선(Front national français: FNF)’은
1960년 1월 24일 알제의 바리케이드 주간(semaine des barricades)의
주역이었다. 정주민은 점차 페텡주의자인 피에르 푸자드(Pierre Poujade)
같은 이데올로그에 의해 인도되었다. 전후 프랑스의 대표적 포퓰리즘 중
하나인 푸자디즘은 초기에는 중소 상공업 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급진적인
감세 주장을 하였으나, 점차 반유대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푸자드가 만든 정당 ‘프랑스인의 연합과 박애(Union et
fraternité française: UFF)는 1956년 선거에서 52석을 얻었을 정도로 기
존 정당을 위협하는 제3의 정치세력이었는데, 미래의 민족전선(FN) 지도
자 르펜(Jean-Marie Le Pen)은 UFF 소속으로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국
회의원에 선출되었다.
1960년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골 장군이 추진하는 정책을 군대
는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 (...) 군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
회가 오지 않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명확한 상황이 생긴다면
군대는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며27) 쿠데타 가능성을 암시한 마쉬
장군을 드골은 파리로 강제 소환하였다. 드골은 장군이 인터뷰에서 알제
리에서의 프랑스 군사전략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다. 알제리
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쉬 장군을 수호하려는 대규모의 파업이 발생했
고 드골은 배신자로 전락했다. 대다수의 정주민들이 프랑스 정부의 탈식
민 정책에 드디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며 정부의 결정에 저항하였다.
1960년 1월부터 1961년 말까지 알제리는 극단적인 알제리 주권론자들
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들은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군과의 전투도 불사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알제에서는 ‘카페
(cafetier du Forum)’ 주인이자 오르티즈가 주도하는 프랑스 민족전선
27) 마쉬 장군과 인터뷰를 진행한 독일 신문은 Süddeutsche Zeitun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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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과 195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미래 OAS의 지도자가 될 피에
르

라가이야드(Pierre

Lagaillarde),

장

자끄

쉬시니(Jean-Jacques

Susini)가 이끄는 알제 학생연합(Association générale des étudiants
d’Alger) 등이 중심이 되어 바리케이드의 주간이 발생했다.28). 대학생들
은 먼저 알제 대학을 점거하며 봉기를 시작했고, 이에 호응한 정주민은
시내 중심거리까지 장악해 나갔다. 거리에는 ‘프랑스인의 알제리 만세’라
는 표어들이 가득 메웠다. 폭동에 가까운 시위는 프랑스 본국에도 수많은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특히, 알제리의 국토단 예비군 일부가 봉기에
참여하면서 무장한 2천여 명의 군인이 거리를 장악했다. 청년 학생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오르티즈는 일반 대표단 건물 근처에서 참호를
파고 군의 진압에 대응하였다. 많은 알제 시민들이 참호를 방문하며 ‘반란
자’들을 지원했다.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파병된 프랑스군을 동요시켜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집회를 금지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고자 경찰과 군대를 동원했다.
하지만, 1월 25일까지만 해도 공수부대는 시위대를 구경만 할 뿐 진압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바리케이드로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지
도 않았다. 1월 26일 알제를 방문한 총리 드브레가 공수부대는 발포명령
이 내려진다고 해도 시민을 향해 사격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할 정도였
다.
한편,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제리 원주민을 향한 박애정신도 표현
하였다. 그들은 무슬림과 함께하는 시위를 계획했는데, 만일 많은 무슬림
이 시위에 참여한다면 봉기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러나 프랑스인의 알제리에 동의하는 무슬림을 동원할 수는 없었고, 무슬
림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모순만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프랑스 본국 정부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예상되는 진압 작전을 쉽게 결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시위대가 고립되기 시작했을 때 군은 무기
를 버리고 바리케이드를 책임추궁 없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1월 29일 텔레비전 대통령 연설에서 드골은 봉기에 참여한 사
람들을 범죄자로 칭하며 “비록 권력 찬탈을 꿈꾸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결단적 행위에 배경이 내가 알제리에 대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모두는 내가 결정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 다시 군복을 입고 나타나 대통령의 권
위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28) Le monde, le 12 mai 1962.
http://www.homomigrans.com

25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1월 31일 군중이 새로운 바리케이드를 세우려 시도하면서, 격해진 시위
대와 군인 사이의 총격은 피할 수 없었다. 군은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았
다. 양측에서 각각 14명의 군인과 8명의 시위대가 사망했고, 군인 59명,
시민 33명이 다쳤다. 알제에서 사상자의 발생은 프랑스인들에게 큰 충격
으로 다가왔다. 바리케이드 주간을 거치며 프랑스 정부와 군은 누구를 위
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목적이 불분명해지면서 알제리 문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전쟁은 이제
어떤 형태로는 종결되어야만 했다. 바리케이드 주간은 본토 프랑스인들에
게 피에 누아르는 이기적, 폭력적, 정의롭지 않다는 편견과 내전 때문에
프랑스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낳았다.29) 좌파와 드골주의자
모두에게서 프랑스인의 알제리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2월 1일 협상 이후 봉기를 주모 한 다수가 감옥에 갇혔다. 라가이야드
는 바리케이드를 탈출해 공수부대원이 제공한 은신처에 피신하였지만, 곧
발각돼 수감되었고, 오르티즈는 스페인으로 탈출했다. 이렇게 바리케이드
주간은 끝이 났다.
그러나 바리케이드 주간은 1961년 4월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라가이야
드는 곧 보석으로 석방되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61년 2월 살랑 장군
과 함께 OAS를 결성해 쿠데타 계획을 수립했다. 4월 실행된 쿠데타는 프
랑스 군부의 대부분은 알제리인의 프랑스를 지지하면서도 드골에 대해 충
성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쿠데타 가담자들은 망명할 수밖에 없었
고, 1968년에 이르러서야 사면되어 프랑스에 돌아갈 수 있었다. 드골은
프랑스 본토에서는 지지받았지만, 피에 누아르에게는 다시는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알제리 탈식민화를 거치며 정주민과 프랑스 본토
인 사이에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세워졌다.
1960년 12월 드골이 알제리를 방문하는 동안 알제, 오랑, 콩스탄틴에
서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FLN과 협상이 시작되
자 유럽계 정주민은 드골 정부와 맞섰다. 정주민은 끝까지 알제리 독립을
거부하였다. 식민지 전쟁인 베트남전, 제2차 중동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페텡주의자, 파시즘의 후계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프랑스 정부를
전복해서라도 알제리를 지키고자 했다. 1961년 총리 미셸 드브레(Michel
Debré)는 이스라엘 건국을 모델로 정주민과 원주민이 각각 분리된 국가
를 건설하는 알제리 분할독립 계획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알랭 페레피뜨
29) William B. Cohen, “Pied-Noir Memory, History, and the Algerian
War”, p. 130.
26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

(Alain Peyrefitte)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하였다.
이제 알제리 민족주의자의 구호 ‘가방 아니면 관짝(La valise ou le
cercueil)’처럼 정주민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알제리 민족주의자들이
길거리의 낙서, 유인물, 시위의 구호로 사용한 이 단어는 유럽계 정주민
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아직 그들의 기억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30) 19세기 말 가방 하나를 들고 새로운 땅에서 삶을 개척해야 했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방 하나만을 가지고 탈출해야 했다. 태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후 피에 누아르 정체
성 형성에 큰 흔적을 남겼다.

5. 결론
프랑스에서 알제리 전쟁은 피에 누아르, 아르키(harki), 참전용사, 알제
리 독립 자금을 전달했던 운반자, 전쟁 중 사상자의 가족, 알제리계 이주
민 등에게 여전히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을 불러일으키는 현
재 진행형의 주제이다.31) 알제리 전쟁을 무슬림 원주민과 유럽계 정주민
의 내전으로 정의한다면, 과거를 둘러싼 기억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
는 것이다. 1954년 5월 1일 파리의 해방을 축하하고, 독립을 원하는 시
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티프(Sétif) 사건처럼 알제리에서 두
공동체 사이의 공존은 불가능했다. 특히 무슬림 시위대를 무참하게 진압
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유럽계 정주민 자경단이 가담한
것은 이들이 절대로 알제리를 무슬림 원주민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욕망을
명확히 드러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유럽인들은 원주민과의 동등한 공존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알제리 전쟁
이라는 파국을 불러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꼴롱이라는 특권을 포
30) ‘가방 아니면 관짝’이라는 구호는 1945년 5월 오랑에서의 봉기 혹은 1946
년 콘스탄틴에서 알제리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Hubbell Amy L., “«La valise ou
le cercueil», un aller-retour dans la mémoire des Pieds-Noirs”,
Diasporas. Histoire et sociétés, n°12(2008), pp. 199-207.
31) Éric Savarese, “Qu’est-ce qu’un rapatrié ? À propos des
pieds-noirs rapatriés d’Algérie, de 1962 à nos jours”, Actes des
congrès nationaux des sociétés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no.
126(2007), pp. 2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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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않았고,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 배제하기를 원했다. 1962년 고향
에서 쫓겨나 지중해를 건넌 후 다시 태어난 피에 누아르에게 ‘프랑스의
알제리’는 공통된 전쟁의 경험과 기억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알제리를
둘러싼 프랑스인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분
열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피에 누아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의 불완전성
에서도 잘 나타난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 피에 누아르는 ‘비무슬림 알제리
모국송환자(Rapatrié non musulmans d’Algérie)’을 지칭하는데, 때로는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모국송환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는 전쟁 중 프랑스군에 협력했던 아르키를 위한 자리는 없다.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같은 알제리 출신의 무슬림이 제외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에 누아르를 유럽계 정주민으로 정의할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 유럽 출신의 정주민에게는 온전한 이름이 되
지만, 오랫동안 알제리에 거주했고 프랑스인 국적이 부여되었던 유대인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1870년 크레미유(Décret Crémieux) 법령 이
후 프랑스인으로 살아왔던 알제리 유대인 역시 모국송환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피에 누아르를 알제리의 프랑스인, 즉 프랑스 국적자로 정의한다
면 유럽 출신의 정주민과 유대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데
이 경우에는 1940년 비시정부가 실행한 크레미유 법령 폐지로 대표되는
유대인 박해와 차별의 역사가 망각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1963년
약 20만, 1965년 약 10만, 그리고 1960년대 말 5만 명으로 점차 그 수
는 줄어들었지만,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프랑스가 아닌 알제리를 선택한
사람들의 존재이다.32) 알제리에 남은 유럽계 정주민은 피에 누아르로 불
리지 않고, 그들의 흔적은 역사에서 사라져갔다. 이처럼 ‘피에 누아르’가
보이는 기호의 미끄러짐, 불충분함, 혼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알제리 식
민지의 주인이자 지배자였던 유럽계 정주민들은 식민모국의 프랑스인들과
는 다른 프랑스인들로 불안한 정체성을 보유한 집단이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알제리 식민주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다른 프랑스의 기억과 역
사를 마주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32) Pierre Daum, Ni valise ni cercueil: Les pieds-noirs restés en
algérie après l'indépendance (Paris: ACTES SUD, 20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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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
문 종 현
피에 누아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1962년 알제리 독
립이라는 시대적 구분과 지중해 양안이라는 공간적 분할 통해 이해할 필
요가 있다. 1962년 이전 피에 누아르는 알제리에 뿌리내린 유럽계 정주
민이자 그 땅의 주인이었다. 유럽을 떠나 북아프리카에 정주한 이주민에
게 프랑스 시민권은 인종적 특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었고, 무슬림 원
주민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보루였다. 알제리 독립 이후 알제
리에서 쫓겨나 프랑스에 정착해야만 했던 피에 누아르에게 프랑스는 자신
들을 배신한 조국이었고, 뿌리뽑혔다가 다시 뿌리내려야 또 다른 정주지
였다. 탈식민 과정에서 모국송환정책은 준비되지 않았고, 조국이라는 낯
선 땅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유럽에서 알제리로, 알제리에서
다시 프랑스로 2번이나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에 누아르는 박탈당한 고
향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복합적 종족성을 지닌 정체성 집단으로 프랑스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박탈당한 고향에 대한 향수, 전쟁과 탈출의 기억을 간직한 채 피에 누
아르는 프랑스 땅에서 본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거듭났다. 탈식민 시
대 프랑스의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의 주체로 소환되는 피에
누아르의 역사는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기억, 역사, 정치의 문제를 이해
하는데 피할 수 없는 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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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gerian war and French settler
Moon Jonghyun
France was a settler colony in Algeria until 1962.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settler colonial history in French Algeria ans
explains the political and social setting from which the repatriate
protagonists in this story emerged and out of which they forged a
settler colonial Frencheness.
By

definition

settler

societies

were

historically

founded

by

exogenous migrants whose aim was to establish permanent residence
on colonized lands. This desire for permanence inevitably led to the
expropriation
population.

In

of

land

that

was

already

Algeria

the

goal

of

inhabited

eradication

by

a

Muslim

native

Algerian

presence was never fully attained by the French. Despite the removal
of certain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of French citizenship namely
the reunciation of religious affiliation

and adhesion

to

Qur’anic

customs, political representation for the majority Muslim population
remained within limited bounds after 1946.
When the Algerian War erupted on November 1, 1954, local militia
activity sprouted across the major cities giving rise to homegrown
popular movements that rejected what settlers perceived to be the
inertia of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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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33)
신 영 헌

I. 머리말
(한국)다문화소설이란, “한국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탈북자, 혼혈인, 유학생, 전문직업인 등 정주민과 대응되는 이주민
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을 서사 공간으로 설정하여 재현하거나, 한국외의 공간
에서 이주자로서 살아가는 한국인을 형상화한 서사문학”1)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소설 혹은 다문화 문학은 2004년~2005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
가하였으며,2) 이 소설들은 대개 한국 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이주민의 삶
을 차별과 배제라는 관점으로 전달한다.3) 이 시기에 다문화 소설이 많이 발표
된 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2004년)과 미등록이주
자 강제추방에 절망한 이주노동자 14명의 자살 사건 등이 큰 영향을 미쳤
다.4)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의 다문화문학을 윤영옥은 거시적 연구와 미
시적 연구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19082514).
1) 최남건, 『2000년대 한국 다문화소설 연구–이주민 재현 양상과 문학적 지향
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4), 36쪽.
2) 이 시기에 발표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박범신의 『나마스테』(2005), 김재영
의 「코끼리」(2005), 「아홉 개의 푸른 쏘냐」(2005), 전성태의 『여자 이발사』
(2005),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2005), 손홍규의 「이무기 사냥꾼」
(2005), 공선옥의 「유랑가족」(2005),「가리봉 연가」(2005), 김중미의 『거대한
뿌리』(2006), 이혜경의 「물 한 모금」(2006) 등이 있다. 김려령의 『완득이』
(2008), 『이슬람 정육점』(2010)을 포함하면 2005년에서 2010년이라는 이 시
기는 가히 한국 다문화문학의 르네상스기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3) 박산향, 「『이슬람 정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인문사회과학연
구』, 17권 3호(2016), 38쪽.
4) 임지연, 「공감 개념의 확장과 다문화적 공감서사-『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
로」, 『문학치료연구』, 47권(2018),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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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이고, 후자는

다문화

를 다루는 작품의 구조나 서사적 재현 양상 등에 주목하는 연구이
다.5) 강영훈은 다문화소설에 대한 연구 경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타자가 겪는 폭력과 억압, 소외 현상을 폭
로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의”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주의가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문화소설에 나타나고 있
는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는” 연구이다.6)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
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이를 통한 현실 개선에 방
점을 둔다면, 후자는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근거해서
이의 극복 및 지양을 시도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위 분류에 따르자면,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7)이 보이
는 문학적 성취를 분석하는 본 논문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 시
선에 바탕을 둔 미시적 연구에 해당한다. 출간 이래로 『이슬람 정육
점』은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작품은 김재홍의 『코끼
리』, 김여령의 『완득이』와 함께 대표적인 다문화성장소설로 손꼽힌
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본 작품에
등장하는 터키인 하산과 고아 소년으로 이루어지는 대안 가족을 통한
가족 개념의 재구성 내지 확대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본 작품이 “가족
과 국민의 개념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다문화집단과의 상호 인정과
교류, 그리고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윤영옥의 연구8)가 이에
속한다. 가족 (및 국민) 개념의 재규정에 주목하는 연구는 본 작품 관
련 연구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9) 둘째는 이와 관련되면서도 약
5) 윤영옥, 「21세기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권 3호(2012), 370쪽.
6) 강영훈, 「보호와 억압, 다문화주의의 두 얼굴―다문화소설에 나타난 민족공동
체의 역설」, 『현대문학이론연구』, 62권(2015), 36-37쪽.
7)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이후 본문 인용 시에는
괄호 속에 페이지 수만 적기로 한다.
8) 윤영옥, 「21세기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375쪽.
9) 본 작품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전통적인 것을 완전히 탈피
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반면, ‘이웃’의 개념은 오히려
전통 사회의 그것으로 회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이남정의 연구
나, “외부의 차별적 시선과 디아스포라적 아픔은 오히려 이[다문화인]들에게
동질감을 갖게 함으로써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는 가족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보는 박산향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이』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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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초점을 달리하는 연구로, 다문화 주인공의 정체성 찾기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인정(방식)의 문제, 주체/타자 사이의 윤리의 문
제”에 주목한다.10)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주인공의 성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11) 세 번째로는 다문화주의담론
혹은 이론의 측면에서 『이슬람 정육점』의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들
이 있는데, “순수하고 균질적인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환상이 폭력
을 통해 성취되고 그 폭력에 따른 공포ㆍ고통이 개인화되면서 지속되
는 데 주목”하는 조명기의 연구12)가 대표적 예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본 작품에 접근하는 다양한 미시적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공감을 통한 치유서사’라는 모티프로 『이슬람 정육점』이
“이주자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 치유자로 서술하며, 다양한
공감을 통한 치유 서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다문화 소설”이라
고 보는 임지연의 연구13)가 이에 해당한다. 이하 본론에서는 『이슬
람 정육점』을 관류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작품이 다문
화사회로 이미 접어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작품이 지닌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겠다.

II. 본론
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1권(2021), 162쪽과 박산향, 「『이슬람 정
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44쪽 참조.
10)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한민족어문학』, 64권(2013).
11) 이미림은 십대 주인공이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한국사회를 몸으로 체득하면
서 조숙하고 사려 깊은 상처받은 영혼으로 성장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
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
로」, 『현대소설연구』, 51권(2012), 396쪽.
12) 조명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가ㆍ자본의 폭력과 윤리 효과 그리고 로컬
의 위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9권(2014), 329쪽.
13) 임지연, 「공감 개념의 확장과 다문화적 공감서사-『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
로」, 『문학치료연구』, 47권(2018), 247쪽. 이 외에도 『이슬람 정육점』에 나
타난 “총체적 인식론, 관계적 세계관, 탈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초 하는 생태
학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
회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곽경숙의 연구
나,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양상”을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엄숙희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곽경숙, 「『이슬람 정육점』을 통해 본 생태
학적 다문화사회」, 『현대문학이론연구』, 58권(2014), 30쪽. 엄숙희,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폭력 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65권(2020), 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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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슬람 정육점』의 세 가지 키워드
『이슬람 정육점』의 서사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화자이자 주인공
인 고아 소년이 하산이라는 터키 출신 이방인에게 입양되어 “미로처럼 골
목이 갈라지고 이어진 낡고 후락한 산동네”(18)에 살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의 소소한 일상을 주로 들려주는 구도이다. 그
곳에서 만나는 이웃은 그가 몸담은 후락한 동네만큼이나 중심부에서 밀려
난 온갖 종류의 주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눌러앉게 된 터키인 하산과 그
리스인 야모스가 인종적 소수자라면, 부모 없이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이
방인에게 입양된 주인공 소년과 그의 친구인 연탄장수 아들 김유정은 계
급적 소수자라 할 수 있다. 한편 말더듬이라는 언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유정과 한국전쟁 참전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대
머리 아저씨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라는 말을 달고 사는, 주인공 또래
인 맹랑한 녀석은 신체적 정신적 소수자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가장 번듯
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 전도사조차 주기도문이 기억나지 않아서 고생하
고 있을 정도로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결핍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런데 소설은 이런 터무니없는 조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
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위트 넘치게 그린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아 소년은 상처투성이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게 그런 흉터를 남긴 세상을 ‘입양’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비슷한 흉터
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입양한 하산 아저씨를 ‘아버지’로 부르면
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상호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2.1.1. 흉터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에피소드 위주로 흘러가는 구조 상 다소 산
만해 보일 수도 있는 본 작품의 서사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세 가지 모티
프가 있는데, 그것은 흉터와 상처, 언어와 공감, 얼굴이다. 이 중 흉터는
본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사
의 통일성을 담보해주는 모티프이자 주제이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소년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
서 고아원으로 전전한다. 자신의 기원을 밝힐 단서라곤 소년의 몸에 남아

http://www.homomigrans.com

37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있는 무수한 흉터들뿐이다. 하지만 그 흉터들 대부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막막하기만 하다(15). 결국 과거를 떠올리려 해도 소년의 기억은 고아원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곳이 그의 세계의 전부였기 때문이다(16).
이런 이유로 화자는 “본능적으로 흉터에 민감”(66)한 아이였다. 틈만 나

면 그는 자신의 흉터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기원을 추측해본다.
야모스 아저씨마저 찾아오지 않을 때면 나는 벌거숭이가 되어 조
각거울에 온몸을 비춰 보았다. 기억할 수 없는 흉터들을 그처럼
들여다보면 무언가 떠오를 것 같았다. 흉터들이 제각각 하나의 입
이 되어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오른쪽 쇄골의
움푹 팬 흉터는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25)

결국 『이슬람 정육점』은 자신의 몸에 나타난 흉터의 기원을 찾아가
는 이야기이면서 그 흉터가 상징하는 상처 입은 자신을 수용하는 이야기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몸에 난 수많은 흉터 중에서도 쇄골에 움
푹 팬 흉터야말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임을 암시한다. 이는
본 작품이 다문화소설이면서도 보편성을 획득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그런데 흉터는 고아 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
들은 모두 저마다의 흉터 혹은 상처를 지닌 자들이다. 소설에서 가장 유
쾌하면서도 긍정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그리스인 야모스 아저씨조차 자
신의 상처와 싸우는 인물이다. 야모스는 한국군 참전 용사로 전투기 조종
사로 한국에 참전했다가 전후 한국에 눌러 앉은 늙다리 백수이다. 그의
말은 반은 농담이고 반은 허풍이다. 그는 강원도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터
널을 뚫다가 동면 상태의 공룡을 발견하고는 토치로 녹인 후 불에 구워먹
었다거나, 군대 작전 도중 인어를 만나서 물속의 황금궁전에 끌려가서 술
탄 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곳을 탈출해서 탈영병으로 감옥에 갇
혔으나 수백 미터 절벽을 뛰어내려 탈출했노라고 허풍을 친다. 그 중에서
도 압권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갇혀 있는 새를 발견했다
는 말이다.
“그 빈집에 말이다. 새가 갇혀 있단다. 쇠사슬로 날개를 결박당한
채 어디론가 새어 들어온 빗물을 마시며 산단다. 그 새는 강철로
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지. 두 눈은 부드럽고도 강렬하지. 깃
털하나 빠지지 않고 가슴팍이 두꺼워. 그 부리로 우라노스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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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번에 꺼낼 수 있고, 발톱으로 황소를 움켜쥐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새를 풀어줄 수가 없구나.
이제 더는 그 새가 날아다닐 하늘이 없단다. 하늘마저 인간이 점령
한 지 오래니까.” (74-75)

물론 이는 야모스가 지어낸 말이다. 빈 집에 갇힌 새 이야기는 위에 언
급한 터널 속에서 동면 상태로 발견된 공룡이나 바다 속의 황금궁전 이야
기들만큼이나 황당하지만 ‘갇혀있음’이라는 모티프로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새의 날개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이다. 이것
이 바로 야모스의 흉터인 것이다.
7장 후반부는 이 쇠사슬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를 통해 야모스
가 도망치듯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설명된다. 2차 대전 후 벌
어진 그리스 내전 중에 정부군 소속의 젊은 조종사 야모스는 정찰 비행
중에 자신을 공격한 반군 무리에게 기총 소사를 가한다. 희생자 중 한 사
람의 소지품을 통해 자신이 사살한 민간인들이 바로 자신의 작은 아버지
부부와 사촌들임을 뒤늦게 발견한다. 내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가지만,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온 야모스는 때 마침 발발한 한국 전쟁에 파견될
그리스 군에 자원입대한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모스는 “내가 저
지른 최악의 과오는 전쟁을 도피처로 삼은 거란다”(103)라고 고백한다.
마지막 장에서 야모스는 빈 방에 갇혔던 새를 풀어줬다고 말한다.
“무서웠지. 손이 달달달 떨렸으니까. 하지만 그 새가 이제 막 날갯
짓을 배운 어린 새처럼 힘겹게, 하지만, 결연하게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를 때는 가슴이 뿌듯했단다.” (230-231)

화자는 이를 “야모스 아저씨, 그가 풀어준 건 새가 아니라 구식 비행기
를 몰고 하늘을 누비던 청년 야모스였다”(231)고 풀이한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그려지는 흉터의 소유자는 소년의 옆집에 이사 온
대머리 아저씨이다. 이사 온 첫 새벽부터 목청이 찢어져라 군가를 불러
대다가도 낮이면 하릴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온순한 백수이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시국 집회에 적극 참여하지만, “신체가 멀쩡한 걸 보면 상
이군인일 리는 없”(82)고 “가슴팍에 매달 무공훈장 하나 없는 걸 보면 용
감한 군인도 아니었던 것 같”(82)은 늙은 홀애비이다. 평상시 그는 충남
식당 앞의 평상에서 졸다가 몸을 부르르 떨곤 하는데 이를 보면 공포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를 공포에 떨게 하는 상처는 맹랑한 녀석에 의해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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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다.
“대머리 아저씨 말야. 기억을 못한대. 전쟁이 일어났던 날부터 휴전
이 성립되었던 날까지 삼 년간의 기억이 지워졌대. 기록에는 참호
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된 걸로 나와 있대. 그런 걸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라고 해.” (142)

결국 대머리는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기 위해, 한국 전쟁 관련
모든 기록들을 공부하고 외우지만, 끝내 자신이 참전했던 그 전투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지 않았다(142). 맹랑한 녀석을 대동하고 참가했던 집회에
서 참전용사들로부터 ‘공갈군인’이라는 모욕과 함께 뺨을 얻어맞은 대머리
는 넋이 나간 상태로 동네에 복귀한다.
이 일 후에 맹랑한 녀석은 대머리 아저씨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여
러 가지 궁리를 해 보지만, 결국 그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 대머리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을 태워 버린다.
방 구석구석을 톺으면서 맹랑한 녀석은 더 냉정해졌다. 그는 대머
리 아저씨의 군복과 군화 국방색 속옷과 양말까지 한데 모았다. 국
방색 허리띠와 은빛 버클 각 잡힌 전투모와 낡은 견장까지. 우리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상 옆에 앉아서 간단하게 묵념을
한 뒤 신문지를 불쏘시개 삼아 대머리 아저씨의 물건들을 태웠다.
그것들은 마치 유품 같았고 우리는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가 된 것
같았다. 한 시대가 태워졌다. 한 사람의 과거가 타올랐다. 검고 악
취 나는 연기를 피워 올리면서. (210)

맹랑한 녀석은 “이렇게라도 해서 대머리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
다면 보상 따위 받지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보상을 바라고 한건 아니었잖
아”(210)라고 자신의 동기를 설명한다. 녀석의 바람대로 “그날 밤 대머리
아저씨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210).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자신의 과
거와의 결별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슬람 정

육점』에서 흉터(혹은 상처)는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단초(화
자)나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를 의미하는 상징(야모스와 대머리)에 그치
지 않고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작품의 첫 장에서 하산
의 손에 이끌려 온 화자를 씻겨 주면서 안나 아주머니는 “자신의 몸에도
흉터가 있다”(15)고 말한다. 이에 대해 텍스트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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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다만 작품 전후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그녀의 몸
에 남겨진 흉터는 헤어진 남편의 폭력의 증거이거나 자녀를 출산하면서
얻게 된 흉터라고 볼 수 있다. 10장에서 야모스를 통해 안나 아주머니에
게 아이가 있으며,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를 들은 화자는 “나는 안나 아주머니가 원하면 기꺼이 아들
이 되어줄 수 있”(162)으며, “내 몸의 흉터야말로 내가 안나 아주머니의
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162)라고 읊조린다. 흉터는 새로운 가족을 탄생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을 가족으로, 공동체로 엮어주는 흉터의 기능은 비단 안나
아주머니와 화자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야모스 아저씨의 왼쪽 턱에
는 새끼손가락 굵기의 흉터가 있었”(66)으며, “폭력에 의한 것이든 실수
에 의한 것이든 혹은 선천적인 것이든 모든 흉터는 언어처럼 서로 관계를
맺는다”(66)고 화자는 믿는다. 이런 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흉터를 통한 하산과 화자의 결속 내지는 연대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은 두 사람의 흉터가 닮았다는 점이다. 이는 야모스가 하는 다음의 대사
를 통해 입증된다.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그 흉터 말이다. 왜 낯이 익은
가 했더니 하산에게도 그런 흉터가 있었다.”(227)
결국 이 흉터는 총상의 흔적이었으며, 텍스트는 주인공 화자가 하산이
전투 중에 사살한 적군 부부의 아이임을 암시한다.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거다. 네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는 내게 총을 쏘았던 사람을 떠올리려 애썼다. 기억이 나지 않았
다. 그러나 그자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총을 쏘았으리란 걸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네가 복수하기도 전에 세월이 그를 용서해버릴 거다. 세월은 잔인
한 구석이 있거든.”(234)

이튿날 혼수상태에서 잠깐 깨어난 하산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다
오”(235)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해 화자는 “고마워요, 아버지.”(235)라고
대답한다. 흉터를 통해 부모를 죽인 원수지간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재탄
생한다. 이 장면은 이방인인 하산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고아 소년을 입
양하게 된 원인이 드러나면서 두 주인공의 관계가 동거인에서 진정한 부
자 관계로 승화된다는 점에서 소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일 가능성이 높은 하산을 아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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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소년의 선택이 다소 급작스럽고 작위적인 설정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년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진실은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통의 기억과 상처의 공유가 진정한 가족을 형성한다
는 점이다. 사실 본 작품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쌀집 아저씨와 그의 딸의
관계가 사랑보다는 갈등 관계에 가깝다는 점이나 안나 아주머니와 그녀가
시댁에 남겨 둔 자식들의 관계는 이웃사촌보다 더 먼 관계이다. 또한 소
년에게는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할만한 아무런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 더
구나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전쟁터에서 설혹 하산이 기
억도 나지 않는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를 원수로 대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전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년에게도 고민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줄
임표이다. 이를 통해 과연 하산의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그 말
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하산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무런 기억
도 없는 부모를 전장에서 죽인 원수라는 이유로 자신을 거둬준 하산을 미
워하는 게 맞는지 등, 여러 생각이 소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저자는 말줄임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만이다.
찰나의 고민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내
뱉는 소년의 말은 이미 그가 하산을 용서했거나 하산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이
미 부모의 원수를 만난 셈인데, 이를 미래형으로 표현한다는 것 은 그가
부모의 원수라는 현실(적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주인공 소년이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
같은 흉터가 있는 하산과 안나와 같은 이웃과 맺어지는 것”이며, “의붓아
버지의 피가 흐른다고 느낄 정도로 이웃들과 가족애가 형성되는 대안가족
으로서의 다문화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이미림의 지적은 적확하다.14)

2.1.2. 언어
원심적으로 뻗어나가는 『이슬람 정육점』의 서사의 중심을 잡아주는
두 번째 모티프는 언어이고, 이는 유정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 유정은
화자가 입양된 동네에 사는 또래 사내아이로서 연탄장수 집 아들이다. 유
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점이
다. 주인공 소년을 만난 유정이 처음 내뱉은 말에서부터 이런 특징은 잘
14)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1쪽.
42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

드러난다. “나, 난 유, 유정이야. 김유정.”(28) 이렇게 보면 본 작품의 주
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주변인들이면서 스피박(Gayatri Spivak)이 말
하는 서발턴(하위주체)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에 눌러앉은 외국
인들인 하산과 야모스는 인종적 핸디캡을 가진 서발턴들이고, 주인공 소
년의 경우 외국인에게 입양된 고아 소년이라는 핸디캡이 있다면, 유정은
언어적 핸디캡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유정의 경우 말더듬이라는 핸디캡은 오히려 그가 지닌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화자는 이에 대해
“유정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능력을 지녔다.”(29)는 말로 이를 요약한다.
또한 화자는 유정을 통해 “입을 꾹 다문 세계도 사실은 끊임없이 무언가
를 말하고 있다는 걸”(30) 배운다. 이는 유정이 동물의 언어를 알아듣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유정이 지닌 언어적 교감 능력이 ‘실제로’ 동물
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해 주는 것은 아닐 터이다. 중요한 점은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정의 공감 능력이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유정이 보통 사람들보다 언어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
된다. 화자는 유정이 말을 더듬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유정은 다만 두려울 뿐이었다.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들이 상대방
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모
든 걸 언어로 환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멸했다. 언어가 날
카로운 화살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경멸했다. (116)

사실 언어는 불완전한 매개체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단
말을 내뱉은 사람(화자)의 원래 의도했던 것(meaning)과 그 말을 들은
청자가 받아들이는 의미(significance)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황무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불모성에 대해
노래한 엘리엇(T. S. Eliot)의 시 “프루프록의 연가”(The Lovesong of J.
Alfred Prufrock)에서는 스쳐가는 하룻밤의 사랑을 나눈 작중 인물이 창
가에 서서 “그건 결코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야”(That’s not what I
meant, at all)라고 노래한다. 언어가 인간과 인간의 사유와 감정을 제대
로 전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경우 언어가 실재를 대신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라캉
(Jacque Lacan)은 이를 “문자가 (실재를) 살해한다”는 명제로 요약한다.
우리가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지칭하는 순간 실제의 사과는 사라지고,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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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라는 기표에 의해 대체되어 버린다. 이는 다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손자가 엄마의 부재를 제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포르
트-다’ 놀이와 연결된다. 엄마가 외출하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실패를 밀
어내며 “fort”(앞으로)라고 외침으로써 엄마의 부재를 스스로 확인하고 감
내하다가 바로 다음 순간 실패를 다시 당기며 “da”(여기)라고 외치면서
엄마를 다시 만나도록 스스로 조종한다. 이처럼 실패를 감았다 되풀기를
반복하면서 외치는 ‘앞으로’와 ‘여기’의 순환을 통해서 아이는 어머니의
부재라는 외상적 현실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한다. 이렇게 보면 언어란 본
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핍(실재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대전제는 표상(이미지)
과 분리된 정동이 무의식에 억압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이 분석과정(대
화)을 통해서 적절한 표상과 재결합되면 사라진다는 명제이다. 이런 이유
에서 그의 환자인 안나 오(Anna O)가 프로이트의 치료방법을 ‘말하기 치
료’(talking cure)라고 부른 것은 대단한 통찰이다.
그러나 기표(문자)에 의한 사물(실재)의 대체는 늘 불완전하기 마련이
어서, 기표의 한계 속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차원의 실재가 기표와 기
표 사이의 틈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즉, 기표의 유희 사이로 미
끄러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보다 더 커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의 불완전성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을

지녔던

소설

속

주인공으로는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내 누워 죽어갈 때』(As I Lay Dying)의 여주인공인 애디
(Addie Bundren)를 들 수 있다. 소설 속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
자인 애디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질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말(단어)들은 빠르고 무해하게, 한 가닥의 가는 선이 되어 똑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지만, 행동은 땅에 찰싹 붙어서 끔찍하게 땅을 따
라 움직인다고 난 생각하곤 했었다. 얼마 후면 두 개의 선은 한 사
람이 두 다리를 한쪽씩 걸치기에는 너무도 간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죄와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란 죄짓지도 사
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 보지도 않았
고, 앞으로도 그 말들을 잊어버릴 때까지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 대신에 차지하는 소리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다.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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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디의 항변은 라캉과 프로이트의 명제를 풀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으
며, 이는 다시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유정의 신념과 연결된다. 어떤 동
물의 말이 가장 알아듣기 어렵냐는 화자의 물음에 “사람”(32)이라고 답하
는 유정의 대답은 위트가 있으면서도 철학적이다. 사실 배고픔이나 목마
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동물의 언어에 비해 인간의 언어는 훨씬 복잡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심지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외연,
denotation)와 심층적인 의미(함축, connotation)가 배치되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그런데 주인공 소년이 보기에 유정이 말을 더듬는 이유는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116)하기 때문이며 “모든 걸 언어로 환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멸”(116)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정이 말을 더듬는 것은 함부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지에 대해서 유정이 남다른 감수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이는 “하나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
느냐에 따라 말이 되기도 하고 주문이 되기도 한다”(222)는 유정의 말에
서 잘 드러난다. 이를 보면 유정이 “언어의 정확성을 불신하는 자라기보
다는 언어의 부정확성에 매료된 자에 가까웠다”(117)는 화자의 평가는
적확하다. 유정을 보면서 고아 소년은 “입을 꾹 다문 세계도 사실은 끊임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30)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동물과 교감
하는 유정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랬던 유정이 “어머니가 사라진 뒤 말을 더듬지 않”(206)게 된
다. 화자는 이를 “이 낱말을 더듬는다는 생각조차 괴로웠”(206)기 때문이
라고 해석한다. 앞서 소개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다시 소환하자면, 어머니
와 함께 있을 때에는 ‘어머니’라는 말을 잘못 발음하거나 더듬어도 별 문
제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떠난 지금 어머니의 부재를 극복하면서 존재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호명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의 소풍을 마치고 트럭에서 내리면서 “고맙
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205)라고 깍듯이 인사하는 유정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어머니’라는 단어만 더듬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변화는 지켜보는 사람
들에게 더 안쓰럽게 다가온다. 화자는 이를 보면서 “우리가 말을 더듬지
않는 이유는 … 사실은 더 큰 상처로 고통받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206) 깨닫게 된다. 안나 역시 유정을 안아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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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 돌아오실 거야. 그럼. 돌아오시고말고”(205)라고 위로한다. 즉, 유
정은 말을 더듬을 수 있는 여유와 이에서 기인하는 풍성한 언어 구사력을
일정 부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정이 말더듬이 때 지녔던 동
물과의 교감 능력이나 언어(의 불완전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잃어버
렸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살인을 막지도
못했으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역시 막지 못했”(203)으
면서 그저 말로만 이를 명령하는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고안한 것들
가운데 최악의 발명품이에요”(203)라고 항변하는 유정의 모습이 예전보
다 더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는 작가가 되
려는 유정이 앞으로 써내려 갈 작품의 장르가 바뀔 것임을 암시한다.
본 작품에는 유정보다 더 심한 언어 장애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벙어리
신부이다. 신부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정보다 더 심한 장
애인이고, 소수자이며, 서발턴이다. 그리고 보면 본 작품에는 표준적이지
않은 언어 구사자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비속어를 달고 사는 쌀집 아저
씨, 모든 대화를 “어차피 죽을 건데 뭐”라는 말로 도배하는 맹랑한 녀석에
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코끼리가 지나가지”라는 말만 반복하는 열
쇠 장수 아저씨,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풍으로 이어지는 야모스
아저씨가 있다. 이미림은 이들 모두를 피진어15)의 구사자라고 보며 이들
이 권력자의 언어를 전복하고 해체한다고 주장한다.
욕설, 말더듬, 침묵, 피진어, 반복어 등의 비표상적이고 미분화된
마을사람의 소통방식은 탈영토화된 언어이자 타자의 언어로 고정된
권력관계의 기능을 붕괴시킨다. 이주자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의 부재로 이산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며 타자로 낙인찍힌다. 경계언
어로서의 피진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의 한국어는 피진과 같은 경계
언어이다.16)

이런 맥락에서 “소통이 불가한 타자의 언어, 경계언어는 근대자본주의
사회가 조장한 중심 권력 언어를 전복하고 해체함으로써 다름과 차이를
15) 피진(Pidgins)의 현상은 국제교류가 이루어져 국경을 넘어 선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형성된 경계언어현상으로 원래 피진이라는 말은
‘Business’에 대한 중국어의 발음으로, 피진어 자체가 교역과 접촉, 국제교
류, 식민지 건설에서 나타나는 언어임을 말해준다. 신승철, ｢경계언어와 특
이성 생산｣, 『시대와 철학』, 22권 2호(2011), 199쪽.
16)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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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하고 인정해야한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정치적이다”는 이미림의 지적17)은 설득력이 있다.

2.1.3. 얼굴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이들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원심적인 묘사를 묶어주는 마지막 모티프는 바로 얼굴이다. 이는 특
히 주인공 소년의 보물 1호인 스크랩북을 통해 잘 묘사된다. 너무도 급작
스럽게 고아원을 찾아와서 자신을 데려가는 낯선 외국인 하산을 따라 나
서면서 화자가 유일하게 챙긴 물건이 바로 스크랩북이다. 그런데 소년에
게 이 스크랩북은 단순히 기억하고 싶은 사건에 대한 신문 기록 모음집에
그치지 않는다. 소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얼굴이다.
이에 대해 소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표정이 하나의 표정으로 수
렴된 얼굴을 만나기를 고대했는지도 모른다”(208)고 고백한다.
그런데 소년의 호기심은 점점 한국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해
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 편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발견하고 이 깨달음을 주위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
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
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 나는 얼굴
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
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딴판이 되었다. … 내 지도에서 한국인
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대륙을 넘어 아
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218-219)

그리고 소년은 자신의 작업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웃들에게 한국인의 얼
굴을 맞춰보라고 해 보지만, 대부분 맞추지 못한다. 소년은 이웃 사람들
이, 일본인으로 심지어 아프리카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다.
나는 스크랩북을 펼치고 떡방이에게 한 얼굴을 가리키며 국적을 물
었다. 그 얼굴은 까만 피부와 도드라진 광대뼈, 뭉툭한 들창코와
17) 이미림, 같은 논문, 5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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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입술을 지녔다. 떡방이는 피식 웃더니 아프리카인이 아니냐
고 되물었다. … 나는 이 얼굴의 주인이 순종 한국인이라는 걸 증
명해 주었다. … 떡방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 나라는 땅덩어리
는 작은데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근데 이 녀석 돈깨나 있는 집안인가 보군. 기름기가 좔좔 흐르잖
아. (218)

이런 실험 끝에 소년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만으로 그가 어떤 종족인지
민족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
군가를 인종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그건 우리가 곧 인간을 인간으
로 여기는 능력만을 지녔다는 뜻이기도 했다”(222)고 결론짓는다. 또한
인종적인 구분은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222)일 뿐임을 확인한다.
주인공 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는 이러한 통찰이야말로 다문화 소
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이 지닌 가장 중요한 성취이다. 사실 얼굴 혹
은 피부색이야말로 우리가 타자를 평가하는 가장 우선적인 통로이자 잣대
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백인 선호 사상과 이와 짝을 이
루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역시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 문제와 관
해 정선주는 “피부색이 일반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희면 우선적인 호감
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짙거나 검으면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계층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버리고, 막연한 반감
과 깔봄으로 대하는 일종의 피부 색깔에 대한 사대주의 경향”이 한국인에
게 있다고 지적한다.18) 계성 역시 “한국 안의 인종차별, 백인 선호, 오리
엔탈리즘적 시각을 성찰하며 반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19) 이와 관련
된 유명한 사례로는 2009년 성공회대 교환교수로 한국에 체류하던 인도
인 보노짓 후세인 교수가 버스에서 “아랍인은 테러리스트다”, “냄새가 나
고 더럽다”는 말과 함께 봉변을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다.20) 그런데 출동
한 경찰은 오히려 가해자인 한국인에게는 존댓말로 응대하고 피해자인 후
세인 교수에게는 반말로 일관하면서 가해자가 귀가한 지 한참이 지난 새
벽 시간까지 그를 조사하였다.21) 얼굴이나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하고
18)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권 2호(2014), 140쪽.
19) 계성, 「성장소설로 본 한국의 다문화 공간-『중국인 거리』, 『코끼리』, 『완득
이』를 중심으로」, 『중한어언문화연구』, 11권(2016), 197쪽.
20) 가해자인 한국인 박 모씨는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내
국인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8179 (검색일: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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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해서 타자를 숭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가 전혀 근거 없는 후천
적 학습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소년의 인식은 인간이 본래 혼혈로 태
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안나 아주머니의 잠든 얼굴은 기이했다. 영락없이 전형적인 한국
여인으로 여겨지다가도 중국계나 일본계 혹은 베트남계나 인도네시
아계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히스패닉계라 해
도 좋았고 뮬라토 혹은 삼보라 해도 좋았다. 종내는 안나 아주머니
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가 모호해졌고 인간이
란 이처럼 애초에 혼혈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
다. 하산 아저씨와 야모스 아저씨도 그랬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한국에서 보낸 탓에 그들의 완고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길들
여졌다 누군가는 그들이 이방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159-160)

한국인의 얼굴과 외국인의 얼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화자가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차이가 까닭 없는 두려움의 원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소년은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
했다....그들이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콧수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51) 유일하게
하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뿐이었으
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
이 없는 생명체들은 하산 아저씨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51)
여기서 화자는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동시에 이런 비판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
일 뿐이라고 봄으로써 이의 개선 혹은 극복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
한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런 잘못된 교육에 노출
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하산을 보고 웃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를
21)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검사 앞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예
의바르게 사과를 했지만 후세인 교수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며, 부천지청
은 가해자를 모욕혐의로 약식기소 하였다.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이
유에 대해 그는 “그러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라고
대답했다.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0910
141648131 (검색일: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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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저자는 차이를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어떤 다문화주의 이론가보다 더 강력하게 제시한
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의 해결이 단순히 차이를 추상적으로 예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는 없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화자는 “차이”에 대
한 근거 없는 추켜세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
음이 분명하다.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레 생기는 불쾌
감과 공포를 어쩔 수 없다는 사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방
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
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
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행복했던 자이다. 실제로 존
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한다.” (51)

사실 ‘차이’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핵심적인 이슈이다.22)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문화주의의 양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를 가르는 기
준이 된다. 공동체주의자인 테일러(Charles Taylor)는 차이에 대한 “인정
의 거부가 억압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
족이든지 자신에게, 즉 자신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3) 반
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인 킴리카는 자율성에 대한 주류 자유주의의
강조는 다문화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강조의 필
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24)
22)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를 뜻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25쪽.
23) Charles Taylor,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하
누리, 2020), 55-64쪽.
24) Will Kymlicka, 장동진‧황민혁‧송경호‧변영환 역,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
울: 동명사, 2010), 75쪽. 킴리카는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최우선적인 가
치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이에서 파생되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공동체주의
자들이 중시하는 문화적 차이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세적으로 변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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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정부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내걸면서 도입한 이주자 정책의 변화는 소위 관주도 다문화주의
로 수렴된다.25) “대통령 산하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
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 통합 지원안’은 한국 관주도형 다문화
주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26) 그런데 한국의 관주도 다문화주의는
“결혼 이민자들이나 코시안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다문화주의가 아
니라 그들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의 성격이 더 강하다.”27) 이처럼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관주도 다문화주의
는 대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비판의 초점은 “여전히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에 모아진다.28)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비판의 대상이기만 한 것일까? 오히
려 “이[이민자]들은 전형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전체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광범위한 전체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될 것을 원
한다”는 킴리카의 설명29)이 더 적확한 게 아닐까? 언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낯선 타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
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서 성공적으로 그 사회에 정착하는 것, 즉 그
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평등주의적 다문화주의자인 배리(Brian Barry)와 비교해 보면 세 진영의 차
이가 명확해진다. 배리가 보기에 테일러를 위시한 공동체주의자들이 내세우
는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와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 뿐 아니라 킴리카를 포함한 모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의
정책은 ‘연대의 정치’(politics of solidarity)에 반(反)하며, 광범위한 평등주
의 정책인 “재분배 정책을 훼손한다”. Barry, Brian,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P, 2001), p. 300, 325. 거칠게 말하자면, 배리는 자유와 평등이
라는 최고의 가치에 비해 문화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킴리카는 문화적 차이가 개인의 자율성 및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테일러는 문
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이 폭력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
이의 정치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5)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31-32쪽.
26)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66쪽.
27) 김희정, 같은 논문, 68쪽.
28) 김희정, 같은 논문, 76쪽.
29) Kymlicka, 『다문화주의 시민권』,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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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종족 문화
(ethnic culture)를 숨겨야 한다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당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수용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과 배치되는 양자택일의 문제일 필요는 없다. 즉, 이
둘은 ‘둘 중 하나’(either A or B)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다’(both A and B)를 함께 추구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욕망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문화적 차이
를 추켜세우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에서 화자가 비판하는 지
점이 바로 이 점이다. 화자는 차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피
해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추상적 구호로는 진정
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화자가 보기
에 많은 다문화주의자들은 종종 차이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는 우를 범
하고 있다.
결국 얼굴 모티프를 통해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차이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상일 뿐이며, 설사 그 차
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슬람 정육점』이 “내 몸에는 의
붓아버지의 피가 흐른다”(7)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내 몸에는 여전히 의
붓아버지의 피가 흐른다”(237)로 끝나는 것은 절묘한 배치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2.2 다문화소설로서의『이슬람 정육점』의 기법상의 특징
『이슬람 정육점』이 다문화소설로서의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것
은 주제적 측면 외에도 이를 형상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 내지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머리 아
저씨의 참전 용사 흉내내기이다. 화자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대머리 아저
씨는 새벽마다 목이 찢어져라 군가를 불러서 동네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다.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지만 참호에 매몰되었다가 구조
되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게 되고 그 결과 3
년 동안의 참전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물이다.(142) 즉, 참전 군인이
되 참전 용사는 아닌 것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는 온갖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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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은 전투들에 대
해서 실제 참전한 군인들보다 더 해박하고 실감나게 떠들 수 있게 되었
다. 맹랑한 녀석과 함께 참전 용사들의 구국 집회에 참여한 대머리는 마
치 자신이 그 모든 전투에 참전한 ‘척’한다. 이것은 호미 바바(Homi
Bhabha)가 말하는 ‘흉내내기 혹은 모방’(mimicry)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
한다.
나병철에 따르면, 모방이란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문명을 받아들여 흉
내 내는 것”을 말한다.30) 바바는 식민지적 모방을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의 주체로서 개량된 인식 가능한 타자를 지향하는 열
망”이라고 정의한다.31) 식민 권력은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
식민자에게 자신을 닮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요구에는 제한이 있어서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를 가진 닮음을 요구한다. 그
런데 바바는 여기서 피식민자의 저항 가능성을 읽어 낸다. 즉, 바바가 보
기에 피지배자는 흉내내기의 양가성(차이)에 의해서 식민지적 주체를 ‘부
분적’ 현존 즉 불완전한 주체로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흉내내기
(mimicry)는 조롱(mockery)으로 연결된다. 이런 이유에서 “흉내내기는
닮는 것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32) 박산향은 흉내내기는 “일종의 거
부라고 할 수 있는 차이의 재현”이라고 설명한다.33)
식민권력과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 관계를 설명하는 바바의 용
어를 대머리와 참전용사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구국의 대오를 이루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모임 참
전용사들의 무리와 이에 포함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을 흉내내는 대머리
아저씨로 국한해서 보자면,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머리 아저씨는 군복과 모자, 군화 등으로 참전용사라는 정체
성을 흉내내고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학습된 전투 상황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지만, 그의 흉내내기는 불완전하며, 그 결과 참전용사 중 한사람에
게 뺨을 맞으며, ‘공갈군인’이라는 조롱을 당한다. 국가에 의해 호명된 참
전 군인인 대머리가 동료에 의해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는 이 장면은
본 작품이 “순수하고 균질적인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환상이 폭력을 통
30) 나병철, 「역자 서문」,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2012), 17쪽.
31)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2012),
196-97쪽.
32) Homi Bhabha, 같은 책, 198쪽.
33)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 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성」, 2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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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성취되고 그 폭력에 따른 공포‧고통이 개인화되면서 지속되는 데 주목
한다”는 조명기의 해석34)을 정당화한다. 박산향도 이에 대해 “흉내 내기
는 피지배자에게 항상 결함이 있는 ‘혼성’이 되는 것”이며, “어설픈 모방
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35)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바바가 말하는 조롱은 식민지배자가 아니라 피
지배자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즉, 마치 지배자들을 흉내내지만 의도적으
로 어설프게 흉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흉내내기는 저항과 전복 행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
서 대머리 아저씨의 참전 용사 흉내내기는 반쪽짜리일 뿐이며, 권력자(이
경우에는 참전 용사)를 향한 어떤 저항이나 전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저항은 맹랑한 녀석에 의해서 이뤄진다. 맹랑한 녀석은 대머리 아
저씨가 기억을 되찾게 하기 위해 그가 의지하는 군복과 모자를 몽땅 불태
워 버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맹랑한 녀석은 “이렇게라도 해서 대머리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보상 따위 받지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210)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엄마 배 속
에서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로 태어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전혀 없
고, 세상 모든 일에 무관심하던 맹랑한 녀석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뭔가
를 의욕적으로 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대머리 아저씨는 노래를 부
르지 않았다”(211)는 화자의 설명은 맹랑한 녀석의 행위가 대머리 아저
씨의 상처의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
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대머리 아저씨 외에도 흉내내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주인
공 고아 소년이다. 주인공은 라마단 금식 기간 내내 투병하다가 결국 병
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의붓아버지를 대신해서 동네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찾는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신앙하던 대상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일종의 흉내내기라고 볼 수 있다.
기도 방향을 알려주는 미흐랍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선 나는 하산 아
저씨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매일 보았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식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식으로 큰
절을 했다. 부디 하산 아저씨의 신이 노하지 않기를. (236-37)
34) 조명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가ㆍ자본의 폭력과 윤리 효과 그리고 로컬
의 위상」, 329쪽.
35)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 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성」, 2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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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려지는 소년의 흉내내기는 식민권력을 전복시키고 조롱하기 위한
투쟁과 저항의 흉내내기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한
편견과 타문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체하고 낯선 타자를 나의 일부로 수
용하는 한 차원 더 높은 흉내내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년이 보여주는
한국식 예배 행위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연대와 하
나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이다. 이남정은 이에 대해 “어설픈 흉내 내기
보다 한국식으로 큰절을 하는 행위는 다문화주의가 본래 의도한 화합과
공존 및 다양성의 인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152)라고 긍정적으
로 평가한다. 박산향 역시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동의한다.36)
다문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이슬람 정육점』에서 사용하
는 두 번째 장치는 인물형상화이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인물이 바
로 안나 아주머니이다. 사실 그녀는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수많
은 낙오자, 패배자, 외국인 등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치유하는 대지
의 여신(가이아)같은 여성이다. 화자의 말대로 “치유의 능력을 지닌 대지
의 여신”(73)이다. 그녀는 화자 및 하산과 더불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그녀의 국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한다. 서사의 전개상 안나는 외국인인 하산과 야모스에 대한 소개에
뒤이어 등장한다. 이런 처리는 안나라는 이국식 이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녀를 또 다른 외국인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한다. 작품을 상당 부분 읽어
갈 때까지도 이런 인식은 그대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이에는 그녀가 기본
적인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해 부족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다. 또한
“이따금 사랑스럽고 대부분 저주스러운 안나 아주머니는 하산 아저씨와
야모스 아저씨는 물론 나조차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속담들을 섞어서
이야기했다”(8)는 화자의 언급을 따라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녀를 한국
에 눌러 앉은 지 오랜 외국인 여성으로 짐작하게 만든다.
심지어 나중에 알게 되는 그녀의 상처 또한 그녀를 외국인 여성으로 생
각하게 만든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로 도
망 와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는 안나의 이력
은 영락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적인 안나 아
주머니. 안나 아주머니는 변신에도 능했다. … 그러니까 아무도 안나 아주
머니의 진짜 고향을 몰랐다. 본명도 마찬가지였다”(39)는 화자의 언급은
36) 박산향, 「『이슬람 정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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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설명해 준다.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식당 문을 닫기에 앞서
“한 시간을 끙끙대다 찾아낸 말”(157)이 ‘금일휴업’이라는 단어라는 화자
의 설명은 그녀가 이주민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 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한국 여성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는 안나라는 이름이 그녀가 감명을 받은 책인 『안네의 일
기』를 ‘안내양의 일기’ 잘못 알아들은 데서 얻게 된 이름이고, 그녀가 예
전에 버스 안내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적어도
작중 배경인 1980년대 한국 사회에 외국인 버스 안내원은 없었기 때문이
다.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녀의 출신이 드러나는 것은 충남 식당을 하
루 휴업하고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난 그녀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를 통해
서이다.
내 어릴 적 고향 집이었지 담도 없는 낡은 초가집이었단다. 그래도
앞마당에선 꽃이 피고 강아지들이 뛰놀았지. 닭도 있고 오리도 있
었다. … 그 집에서 칠남매가 자랐다. 언니 오빠가 둘씩 있었고 내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지. 큰언니는 이웃마을 후
취로 들어갔다가 폐병에 걸려 죽었고, 손위 오라비 하나는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영영 살아 나오지 못했다. 목숨
들이 동백꽃처럼 졌다. (161)

여기서 그려지는 시골 마을은 영락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
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은 정육점 안에서가 아니라면 하산 아
저씨를 알은 체하지 않았다 정육점 문턱은 단순한 문턱이 아니라 이쪽 세
계와 저쪽 세계를 나누는 경계인 셈이다. 오로지 안나 아주머니만이 하산
아저씨 그리고 야모스 아저씨를 남들과 똑같이 대했다”(인용자 강조, 76)
는 화자의 언급에서 그녀는 이방인인 하산과 야모스를 차별하지 않은 유
일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인
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담당했던 대지의 여신이자 공동체의 치유자 역할에
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그녀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
리에게 특별한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잠든 안나
의 얼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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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아주머니의 잠든 얼굴은 기이했다 영락없이 전형적인 한국 여
인으로 여겨지다가도 중국계나 일본계 혹은 베트남계나 인도네시아
계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히스패닉계라 해도
좋았고 뮬라토 혹은 삼보라 해도 좋았다. 종내는 안나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가 모호해졌고 인간이란
이처럼 애초에 혼혈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산 아저씨와 야모스 아저씨도 그랬다. (159)

이렇게 보면 『이슬람 정육점』은 가족이란 “정서적 유대와 생활의 안
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보
여준다는 이남정의 해석37)은 설득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풍 장면에는 바흐찐의 카니발 이론
이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미림은 이를 “이 소설의 소풍장면은 전민
중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38) 시아버지를 통해 남편의 죽음 소식
을 전해 들은 안나는 충남식당을 하루 휴무하고 이웃들과 함께 소풍을 떠
난다.
바흐찐은 카니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민중이 자신을
주인으로, 오직 주인으로(카니발에는 손님이나 구경꾼이 없으며 모두가
참여자이고 모두가 주인이다)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카니발의 참여
자들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 셋째, 여기서 어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니발의 참석자인 민중은 불빛으로 가득한 땅의 가장
유쾌한 주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란 오직 새 생명의 탄생을 내
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생성과 시간의 유쾌한 이미지를 알기 때문이
다.39)
과연 안나를 위시한 달동네 식구들은 이 소풍에서 누구도 손님이 아니
다. 또한 안나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물론 남편의 폭력을 피
해 도피해 온 안나로서는 남편의 죽음을 딱히 슬퍼할 이유는 없다. 그러
나 설사 폭력적이 아니고 다정다감한 남편이라 했더라도 그 죽음에 오래
연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나와 같은 민중들에게 죽음이란

37)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
이』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149쪽.
38)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2쪽.
39) Mikhail Bakhtin, 이덕형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
의 민중문화』 (서울: 아카넷, 2001),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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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필연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이다. 여기서 그려지는 산 동네의 소풍은 “괴이하기 짝이 없”는 모습40)으
로 그려진다. 열 명의 승객이 짐칸에 포개져서 덜컹대며 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코미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특히 하산 아저씨만 한 덩치의
돼지를 잡는 장면은 한 편의 영락없는 블랙 코미디이다. 돼지의 사지를
묶어서 운반하는 도중에 맹랑한 녀석이 돼지의 항문을 건드리는 바람에
몸부림을 치다가 풀려나셔 자신을 괴롭힌 녀석을 쫓아가는 사단이 벌어진
다.
반사된 빛이 투명하고 시리게 눈을 찔렀을 때 중력이 사라졌다. 대
신 한 마리 광포한 괴물이 길바닥에서 몸부림을 쳤다. … 맹랑한
녀석은 손에 쥔 가는 막대로 한두 번 돼지를 위협해보았지만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
나의 궤변이었다. 방금 전까지도 네 다리를 묶여 각목에 대롱대롱
매달렸던 돼지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인간을 맹렬하게 뒤쫓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198-99)

마침내 고수머리 청년이 날뛰는 돼지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돼지를 잡
기 위해 갑론을박 끝에 전도사와 야모스가 나서 보지만 어찌해 볼 수 없
는 난감한 상황이 되자 마침내 하산이 나서서 돼지를 잡아서 익숙한 손길
로 부위별로 해체해서 잔치를 벌인다. “카니발은 감사나 진지한 어조, 명
령, 허락 등에 얽매이지 않으며, 유쾌함과 바보짓의 시작을 알리는 단순
한 신호로 열리는” 특징이 있는데, 위 인용대목에서 묘사된 상황은 이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41) “정육점과 식당은 부분으로 절단된
육체의 민중축제적인 카니발적 이미지를 지닌다”는 이미림의 지적42)은
이 장면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이 소풍 장면은 『완득이』의 절정에서 이
웃이 함께 모여 나누는 식사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남정은 “가족 같은 유
대감으로 뭉쳐진 이웃 간의 연대는 『완득이』에서는 ‘공동의 식사’로,
『이슬람 정육점』에서는 ‘소풍’으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43)
40)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
이』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158쪽.
41) Mikhail Bakhtin, 이덕형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
의 민중문화』, 384쪽.
42)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2쪽.
43)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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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이슬람 정육점』은 대표적인 다문화소설로 주목받아왔다. 다문화소설
로서 본 작품이 거둔 문학적 성취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주제적 측면에서 본 작품은 터키인 참전 용사인 하산에게 입양된
고아 소년의 관점에서 온갖 주변인과 소수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을 세 가지의 주요 모티프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첫째는 본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그 다양한 차이를 넘어 하나로 묶어주는 흉터 내지 상처라
는 모티프이다. 흉터는 본 작품의 세 주인공 격인 하산과 고아 소년과 안
나 아주머니를 묶어주는 기제가 된다. 하산이 고아 소년을 입양하게 되는
주된 계기가 바로 소년이 지닌 자신과 비슷한 흉터 때문이었으며, 세상이
준 상처 때문에 난폭해진 고아 소년의 흉터를 처음으로 쓰다듬어 준 손길
이 바로 흉터를 지닌 안나의 손이었다.(13-15) 자칫 원심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 소설의 서사를 하나로 묶어준 두 번째의 모티프는 언어이다. 말
더듬이인 유정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
려와 공감이 없이 내뱉는 언어는 그 자체가 폭력임을 역설한다. 또한 본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발화
되는 언어인 피진어를 구사하는 인물들로 중심언어와 권력언어를 전복하
고 해체한다. 마지막으로 본 작품의 주요 모티프는 얼굴이다. 고아 소년
의 스크랩북을 통해서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나아가
혈통을 통해 나와 타자를 구별하고 이를 근거로 타자를 차별하는 모든 행
위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며,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인종적으로 판
단하는 능력이 없”으며, 이는 “우리가 곧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는 능력만
을 지녔다”(222)고 주장한다.
『이슬람 정육점』은 이러한 모티프와 함께 호미 바바의 흉내내기 이론
과 바흐찐의 카니발 이론을 전용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전을 형상화한다. 참전용사의 집회에 참가하는 대머
리 아저씨의 흉내내기가 국가가 개인을 호명해서 필요에 의해 전쟁을 수
행하면서도 그 폭력에 따른 공포와 고통은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이』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158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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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폭로한다면, 의붓아버지의 예배 행위를 흉내내는 소년의 행위
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연대와 하나됨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안나의 인종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만듦으로써 역설
적으로 이웃에게 환대의 손길을 베푸는 데에 있어서 혈통이나 민족, 인종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어차피 나는 고향이 없었다. 그리워해야 할 원형의 풍경
도 회귀를 꿈꾸게 하는 낯익은 사물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그러므로 어
딜 가나 내겐 고향이고 모국이다. 누굴 만나든 그가 바로 내 오랜 벗이고
가족이다.”(54)는 화자의 깨달음은 『이슬람 정육점』의 주제를 한 문장
으로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은 세상이 준 상처로 인한 냉소와
원한에 차 있던 고아 소년이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상처로 인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안 가족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yhshin@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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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정육점』(The Islamic Butchery), 흉내내기(mimicry), 흉터(scar),
언어(language), 얼굴(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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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
신 영 헌
본 논문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이 다문화소설로서 이룬 문
학적 성취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슬람 정육점』은 세 가지 모티프
를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비전을 형상화한다. 먼저 주인공들이 가진 상처와 흉터는 민족, 성, 계
급, 인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통의 유대로 엮어 준다. 예
컨대 터키인 참전용사인 하산이 고아 소년을 입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소년이 지닌 흉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주요 모티프는 언어에 대
한 남다른 통찰이다. 말더듬이인 유정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
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함 있는 도구이
며,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없이 내뱉는 언어는 그 자체
가 폭력임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고아 소년의 스크랩북을 통해서 저
자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은 허상에 불과하며, 혈통에
기준해서 나와 타자를 구별하고 이를 근거로 타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기기만임을 지적한다. 또한 본 소설은 바바의 흉내내기 이론과 바흐
찐의 카니발 이론을 전용해서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주제들을 효과적
으로 형상화한다. 이와 같은 성취를 통하여 본 소설은 다문화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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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slamic Butchery as a Multicultural
Novel
Shin Younghun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The

Islamic Butchery by Hong-gyu Son as a multicultural novel. The
novel embodies the vis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people
overcome differences and live together by focusing on three main
motifs. First, the wounds and scars of the protagonists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form a common solidarity despite their gender,
class, and ethnic differences. For example, Hassan, a Turkish veteran,
adopted a Korean orphan boy because of his scar. The second main
motif is an extraordinary insight into the essence of language.
Through the stuttering boy named Yoo-jung,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language we use is a defective tool that cannot convey our
thoughts properly, and that the language spoken without consideration
and empathy for other people is just a form of violence in itself.
Finally, through the scrapbook of the orphan boy,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concept of a typical Korean face is only an illusion, and
that it is self-deception to distinguish between us and them through
bloodline and discriminate against them based on this. In addition,
this novel effectively embodies the multicultural themes mentioned
above

by

using

Homi

Bhabha's

concept

‘mimicry’

and

Mikhail

Bakhtin's theory of ‘carnival’. In these respects, this novel can be
evaluated as opening a new horizon for Korean multicultural novels.

62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최남건, 『2000년대 한국 다문화소설 연구–이주민 재현 양상과 문학적 지
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4).
Bakhtin, Mikhail, 이덕형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
상스의 민중문화』 (서울: 아카넷, 2001).
Barry,

Brian,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P, 2001).
Bhabha, Homi,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2012).
Faulkner, William, As I Lay Dying (Harmondsworth: Penguin, 1930).
Kymlicka, Will, 장동진‧황민혁‧송경호‧변영환 역,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울: 동명사, 2010).
Taylor, Charles,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하누리, 2020).

2. 논문
강영훈, 「보호와 억압, 다문화주의의 두 얼굴―다문화소설에 나타난 민
족공동체의 역설」, 『현대문학이론연구』, 62권(2015).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
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계성, 「성장소설로 본 한국의 다문화 공간-『중국인 거리』, 『코끼
리』, 『완득이』를 중심으로」, 『중한어언문화연구』, 11권(2016).
곽경숙, 「『이슬람 정육점』을 통해 본 생태학적 다문화사회」, 『현대
문학이론연구』, 58권(2014).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 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
성」, 『한어문교육』, 27집(2012).
, 「『이슬람 정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인문사
회과학연구』, 17권 3호(2016).
신승철, ｢경계언어와 특이성 생산｣, 『시대와 철학』, 22권 2호(2011).
http://www.homomigrans.com

63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엄숙희,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폭력 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65
권(2020).
윤영옥, 「21세기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
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권 3호(2012).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이』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
구』, 61권(2021).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
점』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1권(2012).
,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
시」, 『한민족어문학』, 64권(2013).
임지연, 「공감 개념의 확장과 다문화적 공감서사-『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7권(2018).
정선주, 「소설『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지
젝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권 2호(2014).
조명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가ㆍ자본의 폭력과 윤리 효과 그리고
로컬의 위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9권(2014).

3. 웹사이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8179 (검색일: 2022.3.1).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09101
41648131 (검색일: 2022.5.10).

64

Homo Migrans Vol.26(May 2022): 65-92

특집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최 강 화

I.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쇼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국면에서의 폐해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
은 감염병

공포의 확산은

국내외적으로 외국인

혐오인 제노포비아

(Xenophobia)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데, 특히, 미국에서는 외국인 혐오의
일환으로 아시아계 시민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
는 실정이다(Hennebry and KC, 2020). 또한,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결혼 이민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그리고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노포비아(Sinophobia)
현상 등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시적으로는 국
가 간 또는 인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한 국가 내에
서 기존의 선주민들과 외국 이주민들 간의 갈등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수
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수경, 2020; 중앙일보, 2020).
한편, 범지구적 글로벌화로 인해 이주민의 확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즉, 외국인의 국내 이주나 다문
화 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선진국에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현시대의
추세이다. 이러한 이주의 확대는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 국경 장벽의 완
화, 국가 간 임금 및 소득 격차, 3D 업종 기피 현상,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이주는 노동을 위한
이주나 결혼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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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이주, 학습을 위한 유학 그리고 난민 등 글로벌 이주 현상은 매
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1).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다문화 사회로
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그
리고 종교적 갈등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방인 또는 외국인 혐오라는 제노
포비아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2020).
이러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 현상은 국내외 연구 동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용신, 2012; 2014).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 교육 학술정
보원(KERIS)에서

운영중인

RISS의

학술관계분석서비스(SAM)

LOD(Linked Open Data)2) 서비스에 의하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연구
된 키워드는 COVID-19, 코로나19, 인공지능, 우울증(Depression), 그리
고 우울 순이며, 많이 활용된 키워드는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대학생 그리고 COVID-19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2018년~2019년: T1)과 이후(2020년~2021년: T2) 기
간의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학
술문헌들을 조사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연구들이 어떠한 연구 동향을 가지
고 있는가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3)을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1) 서울 연구원(2015)의 최영미의 「서울, 제노포비아를 묻다」라는 연구에 의하
면, 한국인의 제노포비아 성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인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가지기 보다는 특정 국
가 및 특정 민족에 대한 강한 반발이나 거부감이 존재한다. 둘째, 한국의 강
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강화시킨다. 넷째, 외국인 집
중 거주지에서 이와 같은 제노포비아적 성향이 심화적으로 나타난다.
2) 학술관계 분석서비스(SAM: Scholar relation Analysis Map)는 한국 교육
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중인 RISS(riss.kr) 사이트 사용자의 이용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논문관계도, 연구자관계도, 연구동향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
스이다. SAM은 RISS에서 서비스 중인 2015년 이후의 국내 박사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3) 언어 네트워크 분석(Language/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사회 네트
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응용한 내용 분석 기법 중의 하나
로,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가진 텍스트를 형태소로 추출하여,
출현된 언어들 간의 동시출현 및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의미 네트워크 매트
릭스를 구성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내
용분석 방법이다.
66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코로나 발생 이전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연구들의 키워드나 연구 주제들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주제어로 작성된 국내 학위논문들과 학술지 논문들
의 영문초록을 토대로, 코로나 발생 이전(T1)과 이후(T2) 시점을 분리하
여 각 시기별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키워드들의 변동을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키워드들의
묶음인 클러스트(cluster)를 확인하는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
막으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연구 동향이 코로나 발생 전
후시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차원 할당 방식(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이하 QAP)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연구 주제들의 동향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다.
∙연구주제(1): 코로나 발생을 전후하여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와
관련한 키워드의 시기적 변동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주제(2): 코로나 발생을 전후하여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연구들은 서로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는가?

II.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1. 데이터 수집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국내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kr)에서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 그리고 ‘Xenophobia’라
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국내 학술지 총 139편과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총 70편을 추출하여, 관련 학술논문들의 연구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키워드별로 구체적인 자료 수집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혐오’
와 관련된 관련 논문은 국내 학술지 71편과 학위 논문 29편이고, ‘제노포
비아’ 관련 연구들은 학위논문 20편이었다. 또한, 영문으로 ‘Xenophobia’
와 관련 있는 연구들은 국내 학술지 68편과 학위논문 21편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전후 과정에서 ‘외국인 혐오’와 ‘제노포비아’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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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국내 학술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경우를 분석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T1)의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T2)의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로 구분하였다(김태종,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전문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영문초록을
언어 네트워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이수상, 2014). 따라서 키워
드 분석을 통해 추출된 209편의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 중에서 독일어
나 불어로 작성된 독문 및 불문 초록 7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영
문초록이 작성되지 않은 일부 논문들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외국인 혐오와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키워드의 중복으로 인해 여
러 편으로 검색된 논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에서 분석에 활용된 총 논문 수는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2편의 논문이 텍스트마이닝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즉, 코로나 발생 이
전(T1)에는 학술지 47편과 학위논문 14편을 포함한 총 61편의 논문이
활용되었고, 코로나 발생 이후(T2)에는 국내 학술지 43편과 학위논문 18
편을 포함한 총 61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
존의 학위 논문 및 학술지의 목록은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되어 있
다.

검색된 논문 수
구분

키워드

분석에 활용된 논문 수

코로나 발생
이전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 발생
이전

코로나 발생
이후

(T1:2018년~2
019년)

(T2:2020년~2
021년)

(T1:2018년~20
19년)

(T2:2020년~20
21년)

학술

외국인 혐오

48편

23편

31편

17편

지

Xenophobia

28편

40편

16편

26편

외국인 혐오

11편

18편

7편

12편

제노포비아

13편

7편

4편

3편

Xenophobia

11편

10편

3편

3편

111편

98편

61편

61편

학위
논문

합계

[표 1] 네트워크 분석 대상 기존 문헌들의 특성

2.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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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22편의 논문들의 영문초록(Abstract)에서 영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대상 후보들을 생성하고, 단어들 간의 결합 제약 조건을
조사하여 후처리를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쿼리를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과정을 통해 용어의 동치관
계(equivalence class)를 정의하였고, 텍스트를 토큰(token) 단위로 자동
으로 나누어지는 토큰화(tokenization) 단계, 어간 추출(stemming) 및 표
제어 추출(lemmatization)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주로 고유 명사, 명사,
형용사 등을 추출하였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카운터위즈프리(countwordsfree.com)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851개의 영어 불용어(stopwords) 리스트를 사용하여 불용어를 제거하
였으며(Acott, 2017), 추가적으로 영문초록에서 흔히 사용되는 연구와 관
련한

표현들인

‘논문(paper/article)’,

‘연구(research)’,

그리고

‘분석

(analysis)’ 등과 같은 단어들은 키워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이치 히구치(Koichi Higuchi)가 개발한 KH-Coder 3
(https://khcoder.net)이라는 영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영어 형태소
를 구분하였다. KH-Coder는 질적 데이터 분석이나 텍스트마이닝을 분석
하기 위한 도구로 행태소(단어) 추출을 위해 “FreeLing”,

“Stanford POS

Tagger” 그리고 “SNOWBALL”이라는 단어 추출기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로 프리링(FreeLing) 4.1 라이브
러리를 토대로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의 [표 2]에서 제시된 형태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T1)에는 총 7951개의 토큰이 추
출된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T2)에는 총 8,603개의 토큰을 추출하였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T1)에는
‘한국(korean)’, ‘외국(foreign)’ 그리고 ‘임무(mission)’이라는 단어의 빈
도가 높게 도출되었고,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T2)에는 ‘한국(korean)’,
‘사회(social)’와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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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개수

코로나 발생 이전
(2018년~2019년: T1)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2021년: T2)

7951

8,603

단어 및
문서
빈도
(TF-DF
Plot)

워드
클라우드
(Word-c
loud)

[표 2]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및 워드 클라우드

3. 키워드 중심성 분석
연결망은 노드(node)와 링크(link)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언어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한다. 이러한 연결망은 노드들 간의 연결 정도와 링
크의 특성 및 속성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가 결정되며, 개별 노드들이
링크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및 다른 그룹들 간의 매개 정도에 따라 복잡
한 구조의 네트워크 형태를 형성한다(Wasserman and Faust, 2014). 여
기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명하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지표는 중심성(centrality)으로, 중심성은 연결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한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
치한다는 것은 다양한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를 접촉하고, 다양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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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용이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연결 노드들에 대한 영
향력이 크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심성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및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의
네 가지 중심성을 측정하였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첫째, 연결정도 중심성은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주변의 노드들과 연결
가능한 최대 연결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다른 노드들로부터 인기나 관심, 필요 및 요구 등을 주고받는 정
보의 교류가 높으며, 이러한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곽기영, 2014). 본 연구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을 측정한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임무(mission)’, ‘외국
(foreign)’, ‘학생(student)’ ‘한국(korean)’ ‘다문화(multiculturel)’ 등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사회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한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에는 ‘증오(hate)’, ‘발
언(speech)’, ‘표현(expression)’, ‘한국(korean)’, ‘차별(discrimination)’
등과 같은 혐오 발언, 혐오 표현 그리고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근접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연결 중심성과 달리 네트워크 내에서 간접적인 연
결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근접 중심
성이 높은 노드는 다른 노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보 교류의 유리
함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표 3]의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코로나
발생 전후에 상관없이 ‘한국(korean)’, ‘사회(society)’, ‘국민(people)’,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과 같은 단어들의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외국인(foreign)’, ‘정책(policy)’, ‘국가
(country)’, ‘거주민(resident)’, ‘갈등(conflict)’과 같은 단어들의 매개 중
심성이 높았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다문화(multicultural)’, ‘교육
(education)’, ‘인종(racism)’, ‘노동자(worker)’ 등과 같은 단어의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매개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경우에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네트워크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들 간 관계를 통제 또는 중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 교류에 대한 통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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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코로나 발생 이전에 매개
중심성이 큰 단어들은 ‘이슬람(islam)’, ‘일본(japanese)’, ‘중국(chinese)’
등과 같은 국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었던 반면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공감(empathy)’, ‘다문화(multicultural)’, ‘난민(refugee)’, ‘발언(speech)’
등과 같은 단어들이었다.
넷째, 위세 또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서 정보력, 권력, 영향력이 큰 단어를 찾을 때 사용되는
지표로, 연결된 링크의 개수뿐만 아니라, 연결된 상대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 위세 중심성의 순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 중심성과 유사한 순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 발생 이전(2018-2019)

코로나 발생 이후(2020-2021)

6,419 1.872
5,994 0.089
5,674 1.550

45 0.922

0.305
0.319

hate
speech
expressi
on
social
korean

인
접
중
심
성
44
52

5,650 2.944
5,562 2.944

42 0.576
42 0.356

42

0.249

korea

4,803 2.944

42 0.371

41

0.141

freedom

4,470 0.352

51 0.680

43

0.188

society

4,138 2.944

42 0.387

0.751

45

0.102

3,952 2.044

44 0.543

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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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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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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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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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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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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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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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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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untry
20 resident
exclusio
21 n
22 cultural
23 culture
24 problem
25 people
26 identity
27 group
xenopho
28 bia
29 conflict
30 hate
31 chinese
32 life
33 political
34 speech
35 discrimi
nate

2,886
2,786

2.402
2.19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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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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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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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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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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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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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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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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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0.006

930

2.752

43 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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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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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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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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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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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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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017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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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0.273

57 0.045

727

1.461

46 0.052

41 japanese

738

0.284

52

0.005

42 crime

605

0.802

46

0.006

1.454
2.012
1.039
0.839
0.056
0.540

2.620
2.204
1.580
1.638
2.944
0.395

1,008 0.348

0.115
0.178
0.155
0.103
0.100
0.103

0.121
0.159
0.087
0.131
0.080
0.085

[표 3] 코로나 발생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의 주요 연구
키워드의 연결(Degree) 중심성, 매개(between) 중심성, 인접(closeness)
중심성 그리고 위세(eigen-vector)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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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로나 발생 이전(2018-2019)

(B) 코로나 발생 이후(2020-2021)

[그림 1] 동시출현(Co-Occurrence) 네트워크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출현 단어분석
(Co-occurrence analysis)을 통해 기존의 연구 문헌들에 나타난 외국인
혐오 관련 키워드들의 동시출현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였다. 동시
출현 단어분석이란 문장, 문단 또는 개별 텍스트 단위에서 동시에 출현하
는 단어들의 의미적 근접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시출현 네트워크
(Co-occurrence networks)는 특정 텍스트 단위에서 공동으로 출현한 단
어의 집합적 상호 연결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동시출현 단어들은
서로 관련된 연구 주제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다(곽기영, 2014; 김용학
과 김영진, 2016).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외국(foreign)+학생(student)’,
‘한국(korean)+사회(society)’ 등의 동시출현 단어 빈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증오(hate)+발언(speech)’,

‘이주

(migrant)+노동자(worker)’의 동시출현 단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I.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CONCOR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은 네트워크 전체
구조에서 노드들이 인접해 있는 연결을 갖거나 동일한 경로를 갖는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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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식별하여 그룹화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집단의 숨겨진 각각의 하위
그룹들 간의

관계 구조를

묘사하여 분석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clustering algorithm)이다(Acott, 2017; Wasserman and Faust, 1994).
여기서 등위성(equivalence)은 행위자들이 어떠한 요인들에 관하여 구조
적으로 등위적일 만큼 충분히 유사한가에 관한 조건들을 확정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반복 상관관계 수렴(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이하
CONCOR) 분석이다. 이와 같은 CONCOR 분석은 행위자들 간 상관관계
를 이용하여 개별 노드들을 그룹화하는 방법으로, 두 행위자 사이에 관계
가 있든 없든 각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혐오’ 또는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주제를 다룬 다양한 학술연구들의 영문초록에서 키워드 추출을 통해 대표
적인 구조적 등위성 분석 중의 하나인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
한 CONCOR 분석은 UCINET의 넷드로우(Netdraw)를 통해 다음의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우선 각각의 해당 군집 내의 계층적 구조는 CONCOR 분석의 결과인
계통도 또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
고, 클러스터 구성 노드들 간의 분산배치의 정도를 설정하는 스크런치
(Scrunch) 요인을 ‘4’로 지정하여 각각의 하위 클러스터들 간의 간격을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CONCOR 분석결과는 다수의 중심
클러스터와 일부의 주변 클러스터로 구성되었다.
첫째, 코로나 발생 이전(T1) 시기에는 다음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관련 중심 그룹과 제노포비아 관련 중심 그룹이 있고, 혐오
관련 주변 그룹과 한국 사회문제 관련 주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문화 관련 그룹은 총 42개의 키워드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교육,
다문화 학습 등과 같은 17개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약 40%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중심 그룹은 난민, 이슬람, 차별,
배제와 같은 단어들과 중국 및 일본 등과 같은 국가명을 표현하는 단어들
이 포함되어 총 14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혐오 관련 주변 그
룹은 혐오 발언이나 범죄 현상 등과 같은 4개의 키워드가 군집되어 있다.
한국 사회문제 주변 그룹은 이주 노동자, 한국, 정치, 사회 등과 같은 키
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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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NCOR 분석 결과(T1 기간)

한편, 다음의 [그림 4]는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T2)의 CONCOR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심
그룹과 하나의 작은 주변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중심
그룹으로는 한국 내의 외국인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이 그룹에는 15개
의 키워드가 있으며, 주로 한국에 있는 국가별 외국에 대한 단어들과 이
주 노동자 등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중심 그룹은 다양
한 언론 및 매체에 표현된 외국인 혐오에 대한 13개의 표현이 그룹화되
어 있다. 예를 들어, 혐오 표현이나 외국인 차별 그리고 정치적 또는 사
회적 이슈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이러한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중심 그룹은 외국인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와 제노포비아, 증오 등과 같은 부정적 키워
드와 다문화 학생, 다문화 교육, 난민 문제 등과 같은 다문화 관련 이슈
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76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그림 3] CONCOR 분석 결과(T2 기간)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에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전
체 43개 중에서 24개인 55.8%를 차지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더욱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 한 연구 주제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주변 그룹에 속해 있던 ‘증오(hate 또는
hatred)’와 같은 키워드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중심 그룹에 속해 있으
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연구 주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자유(freedom)’이나 ‘공감(empathy)’ 들
과 같은 외국인 혐오와 대조적인 단어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의 외국인
혐오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QAP 상관분석
소셜 빅데이터의 데이터 구성은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반의 매
트릭스 형태로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서 이용되는 데이터와 형태가 서로
다르다. 즉,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않으며, 수집되는 데이터들의 관측값은 대부분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 기법은 변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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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망
구조는 관계형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적용상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김용희, 2020). 따라서 소셜
빅데이터의 추론 방식은 일반적인 통계분석과는 서로 다르며, 소셜 빅데
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QAP 상관분석은 별개의 연결망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식으로 연결망 네트워크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피
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가지고 도출한다. 이와 같은 QAP
상관분석은 순열(Permutation)을 활용한 비모수 검정(non-parametric
test)을 통해 두 네트워드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키워드로 코로나 발생 전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되었던 학술지 논문들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코
로나 발생 이전의 주요 키워드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주요 키워드들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QAP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
에서는 서로 상이한 별개의 연결망 구조들 사이에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 발생 이전(T1)의 기존의 연
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T2)의 연구들 간의 주요 키워드들로 구성된 언
어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망 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QAP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QAP 상관 분석은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소프트웨어들 중의 하나인 UCINET 6(version
7.718)4)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두 네트워크 간의 기술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T1)과 코로나 발생 이후
(T2)의 기술 통계치는 큰 변화 없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네트
워크에서 노드들 간의 전반적인 결속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 수(Number
of Ties), 평균 디그리(Average Degree)5) 그리고 밀도(Density) 값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 기간에는 다소 작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평균 거리(Average Distance)는
T1기간에는 1.072에서 T2기간에는 1.091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삼각구조 기반의 이행성도 T1기간에는 0.944에서 T2기간에는
4) UCINET는 Borgatti, Everett 그리고 Freeman(2002)에 의해 개발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
으로 연결망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 UCINET은 넷드로(Netdraw)
를 이용하여 연결망 구조의 그래프를 시각화하기 용이하며, 네트워크의 데이
터 처리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분석 도구이다.
5) 디그리(degree)는 해당 노드(node)에 연결된 엣지(edge)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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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정 노드와 개별적으로 연결된 두 노
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관계의 비
율이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1(2018년~2019년)

T2(2020년~2021년)

연결 수(Number of Ties)

1598

1566

평균 디그리(Ave. Degree)
밀도(Density)

38.048
0.928

37.286
0.909

1.072

1.091

평균거리(Ave. Distance)
이행성(Triplet Transitivity)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Norm)6)

0.944

0.927

26,293.4

5,217.7

[표 4]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기술 통계량

UCINET의 QAP 상관분석에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통한 연결망의 유사성 비교 검정, 둘째,
각각의 키워드들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 측정을 통해
유사성을 검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각 문서의 키워드들이 서로 겹치는
정도에 따라 유사도를 측정하는 자카드 유사성(Jaccard Similarity)이다.
피어슨 상관계수에 의한 QAP 상관분석은 관측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붓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두 네트워크 간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QAP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어슨 상관계수는
0.154로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코로나 발생
이전의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한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클리디언 거리는 유클리디언 유사도라고
또는 L2(L2 distance)라고 하는 유사성을 측정하는 거리 함수로 N차원의
공간에서 두 점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이다.
6)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는 두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러한 거리 개념을 사용하여 유클리드 공간을
정의한다. 이러한 거리에 부여하는 함수를 유클리드 노름(Euclidean norm)
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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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클리디언 거리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비교되는 두
문서들의 행렬이 동일한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유클리디언 거리의
유의수준은 동일한 값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유클리디언 거리에 의한
유사성도

피어슨

수준(

≤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을 보이고 있다.

자카드 유사성은 문서 A와 문서 B가 있을 경우에, 두 문서 간의 유사
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문서의 키워드들이 서로 겹치는 정도에 따라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자카드 유사성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두 집합이 완전히 동일하면 1의 값을 가지고 공통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연구 논문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연구 논문들 간의 자카드 계수는 0.85
의 값으로 유사성이 매우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
(

)으로 분석되었다.

Obs
피 어 슨
상관계수
유클리디언
거리
자 카 드
계수

Value

Sig.

Ave.

Std.Dev
.

Min.

Max.

0.154**

0.015

0.001

0.049

-0.078

0.496

18048.31**

0.015

18527.52

152.372

16925.53

18769.52

0.85

0.458

0.849

0.007

0.837

0.879

[표 5] QAP 상관분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xenophobia)와 같은 연구 주제는 다양한
형태로 상당히 많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주제들 중의 하나
이다. 이러한 제노포비아 현상은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더욱 더 가중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사회적 갈등이나
불평등, 더 나아가 외국인 혐오 범죄나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의 재생산을 통해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반적인 제노포비아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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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로나의 발발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의 주제나 연구 대상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RISS의 학술관
계분석서비스 정보에서는 2020년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활용된 키워드로
코로나-19를 선정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는 학술 연구분야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한국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외국인 혐오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코로나의 발발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 외국인 혐오 현
상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상호비교하면서 연구의 동향이나 추이
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언어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간의 연구
를 코로나 발생 이전인 T1시점(2018년~2019년)과 코로나 발생 이후인
T2시점(2020년~2021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 동안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라는 키워드를 가진 관련 연구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네트워크의 키워드 중심성에 대한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T1)에는 한국 사회나 다문화 관련 단어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같은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코로나 발생 이후(T2) 시기에는 언론 매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혐오
발언, 혐오 표현 등과 같은 키워드나 차별 및 혐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았다. 또한, 언어 네트워크 상에서의
매개 중심성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T1)에는 특정
국가를 표현하는 국가명 등의 매개 중심성이 높았고, 코로나 발생 이후
(T2)에는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대상, 표현 방식 등의 키워드들이 네트워
크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의 CONCOR 결과는 두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두 개의 핵심적인 중심
그룹이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시기에는 세 개의 중심 그룹이 형성되었
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전
에는 ‘이슬람(Islam)’과 같은 국가나 민족에 제노포비아 현상들이 상대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코로나 이후 시기에는 ‘코로나(COVID)’와
같은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또한 ‘혐오(hatred)’등과 같은 다른 키
워드들과의 연결이 많아지고 있었다. 셋째, QAP 상관분석의 결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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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코로나 발생 이
후에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한 기존의 연구들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두 기간의 연구들 간의 상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약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기간에 수행되었던 연구들은 서로 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한
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등의 영문초록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혐오와 관련한 키워
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키워드인 제노포비아
(Xenophobia)는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언어 및 주제
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 하에 분석되는 키워드로 분석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 대상 문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를
망라한 광범위한 논문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제노포비
아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
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라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1-모드(one-mode) 기
반의 거시적인 언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였지만, 보다 정
교한 2-모드(two-mode)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속성값이 상이한 2-모드 방식의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
고자 한다.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 경영학부 정교수, khchoi@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코로나-19(COVID-19), 외국인 혐오(Xenophobia),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 Q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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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최 강 화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외국인 혐오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
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외국인 혐오 현상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문헌
들을 상호비교하면서 연구의 동향이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의 CONCOR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기간 동안 연구주제의 네트워
크 구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표적
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통계적 검정방법인 QAP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외국인, 학생, 한국, 다문화,
교육 등과 같은 단어의 중심성이 높은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혐오,
발언,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CONCOR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모두
네 개의 그룹으로 단어 클러스터가 생성되었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에는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QAP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네트워크
구조들 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존재하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두 기간에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 간의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하
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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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Xenophobia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 Before and After COVID-19 Outbreak
Choi Kanghwa
This study conducted keyword-based language network analysis to
analyze how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xenophobia are
changing bef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Moreover, this study
employed the CONCOR procedure based on text mining technique to
categorize sets of actors with similar status and illustrate the relation
among the social network groups. We also deal with the QAP
correlation

analysis

to

statistically

test

for

the

significance

of

associ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xenophobia before and after coronavirus outbreak.
The results of sementic network analysis demonstrated that words
such

as

‘foreigners’,

‘students’,

‘Korea’,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were highly frequent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while words with negative meanings such as ‘hatred’, ‘speech’, and
‘discrimination’ were highly centralized after COVID-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NCOR analysis, word cluster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efore or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with linguistic
expressions connected to xenophobia rising and diversifying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Furthermore, while the QAP correlation analysis
reveal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etwork structures before
and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relatively low,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revious xenophobia-related studies analyzed
between T1(2018-2019) and T2(2020-2021) research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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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관련 국내 학위(석사 및 박사)
논문(2018년~2021년)
연도

2018

2019

2020

제목
The effects of Fidesz-set agenda on the issue of refugees
in Hungary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수용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제노포비아 연구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실태분석
한국인의 외국인혐오증 현상에 관한 연구
공공역사(Public History) 관점에서 본 프랑스 파리
국립이주사박물관의 역사 재현
난민과 탈북민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시민권의 변용과 확장
도시 내 이주자공간의 특성과 상호문화도시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작업에 나타난 저항의식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외국인 거주밀집지역 내 제노포비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이슬람성장을 통한 한국의 이슬람성장의 진단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영화에 나타난 새터민과 조선족 분석 연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융합선교 전략
2000년대 한국 이주노동자 소설에 나타난 '코리안 드림' 연구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Rohingya Citizenship Issue
문화 간 갈등해소를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바울의 자유 개념에 대한 정치신학적 고찰
비판적 다문화교육 관점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과 공감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주변에서 주변으로: 구조적 폭력과 한국의 지방대 재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생존전략
한말 지식인의 근대 경험과 양가적 정체성
혐오표현 법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Real Estate Acquisition in Bucheon-si by Foreigners
Shaping Azerbaijani model of multiculturalism

2021

다문화이론을 활용한 K-POP의 상호관계성 연구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다문화수용성의 증진
섬 지역 범죄보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 이주청소년의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레카리아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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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테러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청사 내 선제적 예방기법 및 대테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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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2018년~2021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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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혐오?
‘파리의 5월’, 저항의 아이콘을 둘러싼 연대와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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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권 형 진

Ⅰ. 식민화 초기의 더딘 인구증가
뉴질랜드는 영 제국(British empire)의 확장에서 항상 오스트레일리아
와 함께 언급되어왔다. 뉴질랜드가 본격적으로 영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
도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서 본격적인 식민이주가 진행되던 1850년대
였다. 1769년 쿡 선장의 탐사보고서 이후 유럽에 알려진 뉴질랜드는 바
다표범 사냥꾼들의 사냥기지나 포경선들의 수리과 보급을 위한 임시 체류
지 성격의 땅이었다. 19세기 들어 벌목과 포경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
면서 유럽인의 정착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830년대 말 오스트레일리
아에서 탈주한 유형수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마오리족과 접촉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마오리 여성들과 결혼한 ‘파케하 마오리(Pākehā
Māori)’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이들은 유럽인
과 마오리족의 교역을 중개하면서 뉴질랜드의 초기 역사를 장식한다.1)
이밖에도 1814년 이후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 목적의 마을이 건설되
고, 포경업의 발전으로 형성된 지역에 상점과 술집, 매춘업 등으로 소규
모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830년대까지 뉴질랜드는 유럽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지였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웨이크필드
(Edward Gibbon Wakefield)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NRF-2019S1A5C2A03080949).
1)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 1차 대전 이전까지
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 『Homo Migrans』, vol. 22(2020),
105-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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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형 식민지 개척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식민화 이론을 주장했으
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로운 식민대상지로 뉴질랜드를
선택했다. 그와 그의 동생에 의해 1839년 설립된 뉴질랜드회사는 불법적
인 토지매매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기 뉴질랜드 식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2) 1840년 공식적으로 영국과 40여 명의 마오리 족
장 사이에 체결된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으로 1841년 5월
왕령식민지가 되었지만, 뉴질랜드의 식민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1858년 말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115,461명(마오리 인구 56,049명 포함)
에 불과했다.3) 1843년 와이라우 충돌사건(Wairau affray), 1845년부터
1846년 사이에 벌어진 북부 전쟁(northern war)과 1846년에서 1848년
사이 벌어진 왕가누이 전쟁(Whanganui war)과 같은 이유로 유럽계 이민
자의 증가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4) 유럽 정착민에 대한 마오리족의
조직적인 저항이 뉴질랜드 식민화 정책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오리인들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안정을 찾은 1860년 말 뉴질랜드
인구는 총 139,19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유럽계 인구는 83,919명(남:
48,941명, 여: 34,978명), 마오리 인구는 55,275명(남: 31,298명, 여:
23,898명)으로, 1858년 48.5%에 달하던 마오리 인구의 비중이 39.7%로
감소한다.5) 그나마 이런 인구증가가 가능했던 것도 1857년 남섬 북단의
넬슨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2천여 명의 금광꾼이 몰려든 것에 기인했다.
184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불어닥쳤던 골드러시의 열풍이 1851년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에서 금맥이 발견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옮
겨왔다. 1860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러시 이민이 대략 60만 명으

2)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 웨이크필드파의 식민지 건
설사업과 그에 대한 영국정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서양사론』, vol
29(1988), 205-242쪽;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
사업」, 『서양사론』, vol 38(1992), 87-115쪽; 이태숙, 「E. G. 웨이크필드와
식민체계화 운동 1829-1850 - 웨이크필드파 식민운동의 사상적 기반」, 『서
양사론』, vol 27(1986), 73-108쪽;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
민이민의 성격」, 108-110쪽.
3) “Historical population estimates tables” http://archive.stats.govt.nz/
browse_for_stats/ population/ estimates_and_projections/historicalpopulation-tables.aspx (검색일: 2022. 1. 10).
4)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12-113쪽.
5) “No. 1. Table showing the estimated european population of New
Zealand, in December 1860”, Statistics of New Zealand for 1860.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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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산되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일조했다.6) 1861년 오태고(Otago) 중부지역에서, 1865년에는 웨스트랜
드(Westland)에서 새로운 금맥이 발견되면서, 뉴질랜드에도 본격적인 골
드러시가 불어닥쳤다. 1863년 뉴질랜드로 들어온 이민자는 45,730명으로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853년부터 1870년 사이 뉴질랜드 인구는 3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8.3배 증가했다.7) 이런 인구증가에도 뉴질랜드는 여
전히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 수적으로나 인구증가 속도에서 훨씬 뒤져있
었다.8)
1871년 256,398명(마오리 인구 제외)이었던 뉴질랜드의 인구는 1차
대전이 발발하기 몇 해 전인 1911년에 가서야 100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도달했다.9) 뉴질랜드의 인구 규모가 여전히 주목할 수준은 아님
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약 4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상대적으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뉴질랜드와
영 제국 사이에 진행된 지원이민(assisted Immigration) 정책의 결과였
다. 1870년 뉴질랜드 경제는 양모 가격의 하락과 금 생산량의 저하로 침
체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마오리 전쟁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국제적 인
식이 악화되고 있었다.10)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으로 새로운 이민자를 불러모을 자극제가 필요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뉴질랜드 이민자의 대부분을 공급하던 영 제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이민자(Immigrants)는 어디에선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해외 이주자(Emigrants)여야 했다.

6)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01-102쪽.
7)https://nzhistory.govt.nz/culture/immigration/home-away-fromhome/summary (검색일: 2022. 1. 11); Jock Phillips, Terry Hearn,

Settlers: New Zealand Immigrants from England, Ireland and
Scotland 1800-1945 (Auckland: Auckland University Press, 2008), p.

48.
8) 약 26만 ㎢의 뉴질랜드 크기(현재 남한의 크기는 10만 ㎢를 약간 상회)를
려해 계산하면, 당시 인구 밀도는 ㎢당 채 1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대한 영토 크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낮은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었다.
9) “표 5) 1858년-1911년 사이 뉴질랜드 인구 증감변화(마오리 인구 제외)”,
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30쪽.
10) 권형진, 같은 논문,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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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이민 정책과 인구변화
1. 첫 번째 지원이민제도 도입과 그 결과(1871-1891)
1870년대는 뉴질랜드 역사, 특히 이민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 시작은 오태고에서 시작된 골드러시 소식을 쫓아 1861년 남섬의 더니
든(Dunedin)으로 이주한 런던 출신의 유대계 저널리스트 보겔(Julius
Vogel)의 역할이 컸다. 황금을 찾아 1856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보
겔은 사업에 실패하고, 신문과 편집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뉴
질랜드로 이주한 보겔은 1868년까지 오태고 지역에서 신문편집인으로서
성공하면서, 1863년부터 1869년까지 오태고의 지방의회에서 재정과 개발
분야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았다. 남섬의 정치적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
면서 뉴질랜드 정계에서 영향력을 키운 보겔은 1868년 스태포드(Edward
Stafford) 정부와 대립하고 있던 폭스(William Fox)와 연합해 1869년 선
거에서

승리했다.

Treasurer)을

새로운

맞은,11)

폭스

정부에서

식민지

재무장관(Colonial

보겔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과 함께 철도

와 도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을 주장했다. 철도건설 자금은
해외차관과 투자로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 이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이민자 정착과 도로 및 철도 건설과 같은 공공사
업을 통해 마오리 전쟁으로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섬의 변경 지역
에 정착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2) 구매와 몰수의 방법으로
마오리족으로부터 획득한 토지를 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사회질서를 수립하
면, 뉴질랜드에 ‘영 제국의 문명(British civilisation)’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보겔이 구상한 정책의 최종목표였다.13)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자 제도(the assisted immigration scheme) 도
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겔의 구상은 183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먼
저 도입한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이 제도로 1850년까지 12만7천 명의
Dalziel, “Vogel, Julius”, Dictionary of New Zealand
2013,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v4/vogeljulius (검색일: 2022. 1. 11).
12) Jock Phillips, Terry Hearn, Settlers, p. 55.
13)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 (검색일: 2022. 1. 11).
11)

Raewyn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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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이민자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했고, 1850년대에만 23만 명이 오
스트레일리아로 들어왔다.14) 이런 전례를 바탕으로 보겔의 주도하에
“1870년 이민과 공공사업법”15)과 “1870년 이민과 공공사업 채권법”16)이
제정되었다. 이민과 공공사업법에 따라, 뉴질랜드 총독(Governor)은 북섬
의 도로 건설과 보수, 페리 노선 개설과 미들아일랜드17)의 철도 부설과
재정확보, 토지 수용, 그리고 금광지역에 대한 물 공급, 노동력 충당을 위
한 이민자 모집과 정착지 건설 등에 대한 전권과 재정 사용 등에 관한 권
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민과 공공사업 채권법으로 각각의 사업에 필
요한 재정 규모와 재정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하도록 규
정되었다. 총 400만 파운드 스털링(₤)의 예산은 세부적으로 철도 부설에
200만₤, 이민자 모집과 정착지 건설에 100만₤, 도로 건설에 40만₤, 금광
지역의 물 공급 시설에 30만₤, 북섬의 토지 구입을 위해 20만₤, 전신과
기타 비용에 6만₤와 예비비 목적의 4만₤가 각각 책정되었다.18)
이민과 관련 재정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제5절(Part V) 40조의 규정에
따라 총독은 영국(Great Britain)과 아일랜드에서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총괄할 대표(Agent-General)를 임명하고, 그의 책임으로 이민자 모집과
업무를 담당할 담당관들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19) 1871년 3월, 런던
에 설치된 뉴질랜드 이민대표부의 첫 번째 책임자로 피더스톤(Isaac
Featherston)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보겔의 구상과 달리 초기 영국에서
이민자 모집 활동은 피더스톤의 불성실함과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부정적

14) “Assisted migration”, https://www.nma.gov.au/defining-moments/
resources/ assisted-migration (검색일: 2022. 1. 11).
15) 공식 명칭은 “An Act to provide for Immig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other Public Works and also to
promote Settlement”로 1870년 9월 12일 제정되었다.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77)”, pp. 1-19,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a187033a34v1870n77428/
(검색일: 2022. 1. 11).
16) 공식 명칭은 “An Act to authorize the raising of Money for
Immigration and Public Works”로 1870년 9월 13일 제정되었다.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Loan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80)”, pp. 345-348,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
iapwla187033a34v1870n80466/ (검색일: 2022. 1. 11).
17) 현재 남섬(South Island)의 19세기 명칭은 Middle Island였다.
18)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Loan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80)”, pp. 8-10.
19)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Act 187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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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적 인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20) 뉴질랜드 기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영국 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과 위험한 ‘원주민
(natives)’, 뉴질랜드로 가는 높은 비용과 오랜 항해 기간에 따른 위험부
담이 이민자 모집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1871년 지원 이민자 모집으
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런던의 토목회사 ‘존 브럭던 앤 선스
(John Brogden & Sons)’가 2,712명의 철도 부설 노동자를 모집한 것이
나름의 성과였다. 영국에서 실패한 피더스톤은 새로운 이민자 모집을 위
해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1872년까지 적지 않
은 이민노동자를 모집하는 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876년 피더스톤이
건강악화로 사망했지만, 그가 시작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의 이
민자 모집은 10년간 꾸준히 성과를 거둬 각각 5천 명이 뉴질랜드로 이주
했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비용(주로 승선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뉴질랜드로 들어온 지원 이민
자의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국 출신이었다. 피더스톤의 영
국에서 지원 이민자 모집에 실패하면서, 1873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5
₤에 달하는 성인 뱃삯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이민자 지원책을 실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함께 먼저 이주한 뉴질랜드 정착민들이 영국의
친지들에게 이민을 권유하는 것이 이런 성과를 거두는 원인이 되었다. 뉴
질랜드 정부는 1873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53명, 스코틀랜드에 78명,
아일랜드에 46명의 모집홍보관을 파견해 서점과 소매상점, 학교 교사들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이민자 모집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과 함께
‘건전하고(sober)’, 성실한 그리고 도덕적이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기혼 농업노동자와 미혼의 여성 가사도우미를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
재하고, 홍보 포스터를 영국 전역에 내걸었다. 그 결과 농업 분야에서 뉴
질랜드 이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21)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유입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이민자 증가 효과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민문제는 유입국과 유출
국 모두에서 이민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했는데, 1870년대 뉴질랜드
20) David Hamer, “Featherston, Isaac Earl”,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1990,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f4/
featherston-isaac-earl (검색일: 2022. 1. 12).
21) Wilfred David Borrie, Immigration to New Zealand, 1854–1938
(Canberra: Demography Program, 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1), p. 52.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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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이민자 정책의 성패는 사실상 당시의 영국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영국에서는 값싼 외국산 밀 수
입과 저임금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농업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위기에 빠
져 있었다. 1860년대 10년간 농업 분야 고용이 16%나 감소했고, 1870년
대 초반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이었다. 농촌 지역에
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가내공업, 장갑 또는 레이스 제조업
과 같은 직종은 공장제 생산에 밀려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밀렵과 같은 범법행위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19세
기 초부터 제정된 공장법들이 문제였다. 제도적으로 아동 노동이 금지되
고 여성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지만, 농업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일의 생계
를 걱정해야 하는 고통이 확대되는 상황에 놓였다. 1872년 5월 29일 전
국농업노동자조합(National Agricultural Labourers' Union; 이하 NALU)
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치(Joseph Arch)의 표현에서 당시 농업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잘 나타난다. 영국의 농업노동자는 “써레 아래
있는 두꺼비보다 못한”22) 존재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부 지역에서 1830년 기계화된 탈곡기 사용에 남부와
동부의 소작농들이 일으켰던 스윙반란(Swing riot)과 같은 농업노동자 봉
기가 다시 발생할 조짐이 확산되고 있었다. 농업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도 이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설립 후 2년 만에 조
합원 수를 86,000명 이상 늘리고, 농업노동자의 10%가 가입한 거대 조
직으로 성장한 NALU는 농업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했지만, 대부분 농업노동자는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와 같은 영국 내 농업 분야에서의 실업인구 증가와 고용기회 축소는 뉴질
랜드의 이민정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했다. 뉴질랜드 대표부는 농업노
동자의 이민을 늘리기 위해 NALU 지도부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는 조
직화된 NALU를 통해 보다 손쉽게 농업이민자를 집단적으로 늘릴 수 있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1873년 12월 23일 노조 지도부의 홀
러웨이(Christopher Holloway)의 인솔로 500명의 NALU 조합원과 가족
들이 영국의 프리모스 항에서 ‘몽골(Mongol)’호를 타고 뉴질랜드로 떠났
다. 이민자는 무료 승선권이 제공되었고, 홀러웨이는 보수와 함께 왕복
승선료와 두 달간의 체류경비를 받았다. 뉴질랜드 정부의 환대에 홀러웨
이는 애초 계획과 달리 1875년 4월까지 뉴질랜드에 머물렀고, 조합본부
22) Labourers’ Union Chronicle, 1873. 11. 29, p. 1.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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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1874년 20
세기가 될 때까지 뉴질랜드 이민사에서 최고 기록인 32,118명의 지원 이
민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다음 해는 20,000명이 넘게 새로 뉴질랜드
로 이주했다.23)
1870년대와 1880년대 뉴질랜드로 들어온 지원 이민자들은 대부분 잉
글랜드(웨일스 포함),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생으로, 잉글랜드 출신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대부분 농업노동자와 농촌 출신의 목수, 페
인트공, 대장장이 또는 제화공 같은 기술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주
로 남부 미들랜즈 또는 콘월과 데븐 출신으로 가족을 동반한 이민자였다.
남부 미들랜즈와 콘월, 데븐은 1840년대에도 뉴질랜드 이민자들이 집중
된 지역이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뉴질랜드 이민모집 대리인들이 집중적으
로 활동한 지역이었다. 당시 뉴질랜드로 들어온 지원 이민자 중 감리교
신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24)
잉글랜드 출신을 제외한 이민자의 20% 이상이 남동부 저지 출신의
스코틀랜드인과 약 1,200명의 셰틀랜드 제도 출신이었다. 나머지인 20%
를 차지하는 아일랜드 출신 지원 이민자 중 상당수가 먼저 이주한 친척들
을 따라 들어온 남서부 출신의 가톨릭교도들이었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 중 여성과 미혼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얼스터 출신의 많은 미
혼 여성들이 뉴질랜드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지원 이민자
로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이 많이 증가하는데, 잉글랜드와 마찬가
지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기침체가 대량 이민의 중요한 원인이었
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뉴질랜드 대표부 이민담당관이었던 버클리 목사
(Reverend Peter Barclay)는 임금 하락과 고용 저하, 국내 방적 산업의
침체로 남동부 로우랜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아일랜드 농촌 지역에서는 빈곤으로 소작농 출신의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떠나 잉글랜드 또는 스코틀랜드로 이주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더 먼 곳
으로의 이민을 선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아일랜드 남부의 먼스터
(Munster)에서 많은 사람이 골드러시를 쫓아 뉴질랜드 이민을 결심했고,
23) 홀러웨이는 영국으로 돌아와 뉴질랜드 정부의 특별 이민담당관으로 활동했
다. 1876년 한 해 동안의 보수는 312파운드 6실링이었다. 그는 1880년까지
계속된 뉴질랜드 이민자 모집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Pamela L. R.
Horn, “Christopher Holloway: an Oxfordshire Trade Union Leader”,
in Oxoniensia, Vol. 33(1968), pp. 125-137, 특히 pp. 130-133.
24)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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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스터에서는 이민 모집대리인들이 가사노동을 할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했다.25)
대규모 이민 시기 초반,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주자들은 대
부분 정착지원을 받은 개별 가족 단위의 이주자들이었다. 남부 잉글랜드
출신의 1,000여 가족들이 북섬의 맨체스터 지역에 정착했다.26) 1874년
스튜어트(George Vesey Stewart)가 이민과 왕령지 담당장관(Minister
of Immigration and Crown Lands) 오로크(George Maurice O’Rorke)와
협상을 통해 획득한 북섬 플렌티 만의 카티카티(Katikati)에 이민자를 위
한 특별정착지를 마련하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정착지도 만들어졌다. 스튜
어트는 1875년~1878년, 1880년~1883년의 두 차례에 걸친 이민자 정착
사업으로 약 4천 명의 지원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하였다.
이곳에 정착한 이민자들 대부분은 아일랜드 얼스터 지방 출신의 개신교도
들이었는데, 모든 정착지 개척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875년과
1878년 사이 독일, 폴란드와 이탈리아 출신 노동자들을 동원해 남섬의
잭슨 만(Jackson Bay) 지역에서 개척하던 정착지 건설은 열악한 환경과
악천후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27)
187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지원 이민자 행렬은 1875년
겨울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인구가 증가하자, 뉴질랜드 정부가
지원 이민자를 위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1876년
9,677명으로 감소한 지원 이민자 수는 다음 해에는 5,344명까지 감소했
다. 1878년 잠시 경기가 회복되어 지원 이민자가 6,618명으로 증가하고,
1879년 한 해 동안 10,311명이 지원 이민자로 뉴질랜드로 들어왔지만,
이런 증가세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이미 1879년 7월, 영국에 설치된
159개 이민자 모집 사무소 중 117개가 활동을 중지했고, 1880년부터는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 예산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뉴질랜드
이민정착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이민 희망자는 5파운드의 이주비용을 선
납해야 했다. 결국, 지원정책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지원 이민자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야만 했고, 1890년 뉴질랜
25) Ibid.
26) 이 지역은 페일딩(William H. A. Feilding) 대령이 설립한 이민과 정착민
지원회사(Emigrant and Colonist’s Aid Corporation)가 뉴질랜드의 웰링
턴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75,000파운드를 지불하고 획득한 400㎢ 크기의
토지에 포함된 정착지였다. 현재는 페일딩 대령의 이름 딴 페일딩 시다.
27) 이 지역은 400여 명의 영국 농업노동자들을 정착시킬 계획이었으나, 환경이
열악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들을 통해 개간사업을 벌였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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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정부가 이민자 지원정책을 중지하면서 종말을 고한다.28)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870년대는 뉴질랜드 이민사에서 가
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71년, 마오리 인구를 제외한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26만6천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1871년부터 1880년까지
10년간 뉴질랜드의 인구가 217,878명 증가하는 동안 이민으로 증가한 누
적이민자 수는 136,733명이었고,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으로 들어온 이
민자는 총 100,920명이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 인구변화에서 유입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매년 집계된 이민자 인구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 집계된 연간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의 중
요성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이민자는 정
착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1871년 이후 10년간 지원 이민자가
유입 이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이민으로 인한 인구증가
에서 지원 이민자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원 이
민자가 최대를 기록한 1874년 그 비중은 유입 이민자 전체의 73.05%를
차지하고, 10년간 누적한 이민자 합계에서 지원 이민자의 합계가 차지하
는 비중은 73.8%를 차지한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 상황 악
화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된 1881년 이후 지원 이민자 제도는 인구증
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1883년과 1885년 사이 3년과 1887년 일시
적으로 지원 이민자 수가 다소 증가했으나, 1870년대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888년 이민자 수가 9,175
명 감소한 사실에서 이후 뉴질랜드의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28) Ibid.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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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871~1891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연도

총인구
(마오리
제외)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266,986
279,560
295,946
341,860
375,856
399,075
408,618
432,519
463,729

4,786
4,973
8,811
38,106
25,270
11,955
6,376
10,502
18,723

43,965
31,737
18,414
12,987
16,263
23,957

1880

484,864

7,231

1881

500,910

1,616

1882

517,707

1883

이민자
총계

유입
이민자

(단위: 명)
유출
이민자

지원
이민자

유입
이민자 중
지원이민
자
비율(%)

5,859
6,467
6,459
6,611
5,761
5,234

303
4,736
8,754
32,118
20,370
9,677
5,344
6,618
10,311

73.05
64.18
52.55
41.15
40.69
43.04

15,154

7,923

2,689

17.74

9,688

8,072

103

1.06

3,489

10,945

7,456

726

6.63

540,877

10,029

19,215

9,186

5,902

30.72

1884

564,304

9,321

20,021

10,700

3,888

19.42

1885

575,226

4,504

16,199

11,695

1,072

6.62

1886

589,386

1,064

16,101

15,037

917

5.70

1887

603,361

977

13,089

12,112

1,286

9.83

1888

607,380

-9,175

13,606

22,781

485

3.56

1889

616,052

214

15,392

15,178

91

0.59

1890

625,508

-1,782

15,028

16,810

144

0.96

1891

634,058

-3,198

14,431

17,629

44

153,792

326,192

190,970

115,578

0.30
35.43(75.

기간 누적 합계

15)*

* ()안은 기간 내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
출전: “Chapter 8. Statistical Summary of the Colony of New Zealand for
the years 1853 to 1893(Inclusive)” 189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1896년 뉴
질랜드 공식 연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민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1890년 12월 16일 종
료되었다.29) 이런 결정에 따라 1891년 마지막으로 44명의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했지만, 그해에 뉴질랜드를 떠난 유출 이민자 수는
17,629명으로 전체 유입 이민자 수 14,431명을 초과했다. 그 결과 뉴질
29) 189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
Official_Yearbooks/ 1896/NZOYB_1896.html?_ga=2.59068461.10940654
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0478 (검색일: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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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인구는 이민으로 인해 3,198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유출 이민
의 증가는 자체적인 경기침체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멜버른의 경이
로운 성장에 그 원인이 있었다. 영 제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로
발전한 멜버른은 1880년 28만 명이었던 인구가 1889년 44만5천 명으로
급증했다.30)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뉴질랜드 경제는 장기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이런 상황은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호전되기 시작했
다. 1871년부터 1891년 사이 진행된 지원 이민자 제도의 시행은 뉴질랜
드 이민사에서 첫 번째 대규모(?) 이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방식과 내용은 근본적으로 영제국민을 식민지로 이식하는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령
인 뉴질랜드도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었다.
표2)에서 보듯이, 지원 이민자의 유입이 중지된 1892년부터 1903년
까지 뉴질랜드 인구는 182,072명 증가했다. 이는 1871년부터 1880년까
지 10년간 217,878명 증가한 것보다는 적지만, 1881년부터 1891년 사이
11년 동안 133,148명 증가한 것보다는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이런 추세
는 이 기간에 유입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출 이민자보다 많았다는 사실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1년
부터 이민자 수는 6,522명에서 7,992명(1902), 11,275명(1903)으로 증
가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20세기에도 여전히 인구 1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구 소국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중지되었던 지원이민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뉴질랜드 정부는 1903년
지원 이민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그 결과 1904년 1,058명의 지원 이민자
가 12년 만에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30)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각주 95) 참조.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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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892~1903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1892
1893

총인구
(마오리 제외)
650,433
672,265

1894

686,128

1895
1896

연도

이민자 총계

(단위: 명)
유입 이민자

유출 이민자

4,958
10,412

18,122
26,135

13,164
15,723

2,253

25,237

22,984

698,706

895

21,862

20,967

714,162

1,472

17,236

15,764

1897

729,056

2,752

18,592

15,840

1898
1899

743,463
756,505

2,696
1,887

18,855
18,506

16,159
16,619

1900

768,278

1,831

18,074

16,243

1901

787,657

6,522

25,086

18,564

1902

807,929

7,992

30,293

22,301

1903

832,505

11,275

30,883

19,608

54,945

268,881

213,936

기간 누적 합계

출전: 1896년, 1900년, 191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2. 양차 대전과 두 번째 지원이민제도 시행(1903-1946)
1890년 말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 지원정책이 중지된 이후에도 뉴질랜
드 이민업무를 책임진 런던 주재 대표(Agent-General)는 이민자 수송을
담당한 여객선사와 운임 할인 협상을 통해 이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했다.31) 그러나 1903년 뉴질랜드 의회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정착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원 이민정
책이 부활의 조짐을 보였다.32) 이전의 지원 이민제도와의 차이점은 이주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1903년 이전까지 런던 주재 대표가 여객선사와 단순히
이민자의 운임 할인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갈수록 어렵게
31) 190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03/NZOYB_1903.html?_ga=2.59243437.109406
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3570
(검색일:
2022. 1. 14).
32) 1904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04/NZOYB_1904.html?_ga=2.127357709.109406
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0272
(검색일: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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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민자를 승선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뉴질랜드 의회
는 1903년을 시작으로 1904년 2,850₤를 이민비용 일부 지원 명목으로
책정하고, 최초로 150₤를 이산가족 결합 지원 예산으로 통과시켰다.33)
이 두 개 항목의 예산은 매년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되었는데,
이후 매년 예산이 증액되어 1906년 이민비용 일부 지원 목적으로 9,000
₤와 이산가족 결합 지원 목적으로 1,000₤가 책정되었다.34)
지원 이민자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은 런던 주재 뉴질랜드 대
표35)가

이민자의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문제는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희망

하는 사람 대부분이 매우 가난하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
는 한도 내에서 적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런 기준은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다. 1910년을 예로 들면, 재산이 25₤ 미만인 ‘성
실한’ 기혼 농부, 농업노동자와 10₤ 미만인 미혼의 농업노동자에게 승선
료의 일부를 지원했다. 당시 2등 선실의 정상적인 승선료는 38₤, 2인실 3
등 선실은 21₤, 4인실 3등 선실은 19₤였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민
자는 각각 27₤, 12₤와 10₤만을 지불하면 되었다. 6인실을 이용하는 농업
노동자는 8₤로 배에 오를 수 있었다. 미혼의 여성 가사노동 이민자의 경
우에는 더 적은 승선료를 지불했는데, 6인실의 경우 2.16₤, 4인실은 4.16
₤, 2인실은 6.16₤로 승선이 가능했다.36) 이러한 지원금액은 시간이 지나
면, 당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변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민 지
원정책의 대상은 영국인으로 한정되었고, 이민 신청자격으로 농민과 농업
노동자는 50세 미만, 가사노동자는 40세 미만으로 나이가 제한되었고,
21세 미만의 이민자는 필요한 경우, 항해 기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33) 이외에 150₤의 예산이 이산 이민자의 가족 결합 목적으로 통과되었다.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05/NZ
OYB_1905.html?_ga=2.58530090.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
09743625#idsect1_1_22124 (검색일: 2022. 1. 14).
34) 1906년~1909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stats.govt.nz/
indicators-and-snapshots/ digitised-collections/yearbook-collection18932012#Yearbook-1900-09 (검색일: 2022. 1. 14).
35) 런던 주재 뉴질랜드 대표의 공식 명칭은 1905년 Agent-General에서 High
Commissioner로 바뀌었다.
36) 부모가 동반한 3살~12세 사이의 청소년은 50% 인하된 승선료를 냈다.
1911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
Official_Yearbooks/1911/NZOYB_1911.html?_ga=2.125826826.10940654
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78931
(검색일: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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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이주비용을 뉴질랜드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민자들은 일정
기간 정해진 직업에 종사해야만 했다.37)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뉴질랜드의 지원이민제도는 1904년을 시
작으로 1941년까지 계속되었다. 뉴질랜드 이주사에서 두 번째 대규모 이
민을 가능하게 만든 이 기간의 지원 이민자 유입은 양차 대전과 대공황의
영향을 받았다. 1차 대전 기간 지원 이민자 숫자는 최대 695명을 넘지
못했으며, 대공황의 충격파가 밀려온 1931년 489명이었던 지원 이민자의
숫자가 다음 해는 77명으로 감소하고 1941년 3명이 될 때까지 최대 13
명을 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결국에는 2차 대전 기간 더
이상의 지원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지출한 재정 금액도 매년 변화하는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06년부
터 1932년까지 총 1,249,287₤가 지원 이민정책을 위해 사용되었다.38)
37) 192-2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영국 거주자가
이민신청을 하면 이주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웰링턴의 이민청(Immigration
Department) 또는 런던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에게 출발 전 이주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 가사노동자와 농장 노동자로 이민보조금을 지원받은 이
민자는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후 1년 동안 해당 직업에 종사해야 했으며, 1
년이 지나기 전에 직업을 바꾸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차액을 전액 반환
해야 한다. 부모와 동행하는 3세에서 12세 사이의 청소년은 승선료 절반을,
이주 가족 당 한 명의 3세 미만 어린이의 승선료는 무료였다. 이 밖의 어린
이는 승선료의 4분의 1을 내야 했다. 지원 이민자들은 쇼(Shaw), 세빌
(Savil)l, 알비온(Albion)사와 뉴질랜드 해운사(the New Zealand Shipping
Company), 연방증기선사(the Federal Steam Navigation Company)의 선
박을
이용해야
했다.
192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 /New_Z ealand
_Official_Yearbooks/1920/NZOYB_1920.html?_ga=2.187468904.1584718
68.1613367808-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495; 1921-22년 뉴
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
_Yearbooks/1921-22/NZOYB_
1921-22.html?_ga=2.207771985.29734
6231.1644471497-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9157
(검색일:
2022. 1. 17).
38) 1932년 이후에 뉴질랜드 정부 예산 지출 자료에서 이민자 지원을 위한 지
출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1933년부터 1941년까지 뉴질랜드로 입국한 지
원 이민자도 총 64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원액도 매년 차이가 나는데, 1906
년부터 1932년(3월 31일 기준)까지 각각 8,753, 14,352, 9,131, 15,077,
17,002, 9,441, 11,681, 14,694, 33,914, 33,220, 10,010, 6,533, 3,856,
600, 3,128, 390, 247,510, 90,612, 136,353, 107,521, 184,918, 67,157,
50,266, 41,756, 33,545, 5,266₤가 지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지원
액은
대략
46,270₤이다.
1915~1934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stats.govt.nz/indicators-and-snapshots/digitised-colle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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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1870년 이후 1932년 3월 31일까지 지원 이민자 모집을
위해 지출한 재정 규모는 총 3,314,905₤로, 같은 기간 공공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총 120,940,314₤에서 2.74%를 차지하는 것이었다.39) 공식 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표3)에서 보듯이, 1904년부터 1941년까지의 지
원 이민자 누적 합계는 110,705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누적 유입 이민
자는 1,247,140명, 유출 이민자는 1,064,911명으로 누적 순이민 증가는
182,229명이었다. 지원 이민자가 정착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라
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간 순이민 증가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60.75%에 달한다. 이런 사실은 지원 이민자 제도가 뉴질랜드
의 이민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지원 이민제도는 기본적으로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
드, 아일랜드) 출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미 1881년 ‘중국
이민자법(Chinese Immigrants Act)’을 제정하고 중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을 제도적으로 제한했던 역사는40) 이 시기에도 그대로 유지·강화되었다.
‘1908년 이민 제한 수정법(Immigration Restriction Amendment Act
1908)’41)을 통해 뉴질랜드 거주 중국인이 재입국을 목적으로 출국 시에
는 지문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중국인에게만 적용
되었다.42) 1차 대전기에는 ‘1916년 전쟁 규정(War Regulations of
1916)’을 통해 뉴질랜드 입국 규제가 강화되었고, 1919년에는 ‘바람직하
지 않은 이민자 배제법(Undesirable Immigrants Exclusion Act 1919)’을

ons/yearbook-collection-18932012#Yearbook-1900-09 (검색일: 2022.
1. 17).
39) 193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33/NZOYB_1933.html?_ga=2.238247363.29734
6231.1644471497-1552793408.1609743625#idsect2_1_155641
(검색일:
2022. 1. 17).
40)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24-125쪽.
41) “Immigration Restriction 1908”, No. 78, http://www.austlii.edu.au/
nz/legis/hist_act_1908/ ira1908277.pdf (검색일: 2022. 1. 17).
42) 중국인의 뉴질랜드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는 ‘1907년 중국인 이민 수
정법(Chinese Immigrants Amendment Act 1907)’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
법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세관원 앞에서 100단어의 영어 테스트
를 치러야 했고, 1인당 100₤의 세금을 내야 했다. “1881–1914:
restrictions on Chinese and others”, Ann Beaglehole, ‘Immigration
regulation’,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
teara.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2 (검색일: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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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해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출신자들의 뉴질랜드 입국
에는 법무부 장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뉴질랜드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위험인물의 뉴질
랜드 입국과 정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민자 규제법들은 독일인들, 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민을 막
기 위한 것이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시아계 이민을
더욱 제한했는데, 매시(William Massey) 총리는 ‘1920년 이민 제한 수정
법(Immigration Restriction Amendment Act of 1920)’ 제정을 “이 나라
는 ‘백인’ 뉴질랜드(‘white’ New Zealand)가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
에게 깊게 뿌리내린 감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서 새롭게 등장
한 것이 이민 정착의 ‘부적합성(unsuitability)’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영국
출생과 혈통이 아닌 사람이 이민을 희망할 경우, 서면으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어 능력과 교육 수준에 대해 심사하도록 만든 것
이다.43)
1930년대에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미 지원 이민신청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 이민자 선발에 어려움
을 겪고 있었고, 동시에 1922년 ‘제국 정착법(Empire Settlement Act
)’44)의 규정으로 새로이 독립한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과 채
널제도(건지섬 제외)의 주민은 뉴질랜드 지원 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
다.45) 그리고 지원 이민자를 영국 출신(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으

43)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비영어권
유럽인들의 뉴질랜드 이민도 제한되었다. 특히, 남부 유럽의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인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들었다. “Immigration regulation - 1914
–1945: restrictions on non-British immigration”, https://teara.
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3?source=inline
(검색일:
2022. 1. 17).
44) 정식 명칭은 “A Bill to Make better provision for furthering British
settlement in His Majesty’s Oversea Dominions”, https://biblio.
uottawa.ca/omeka2/jmccutcheon/items/ show/17 (검색일: 2022. 1.
17).
45) 1928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Assisted Migration”, https://www3.
stats.govt.nz/New_Zealand_
Official_Yearbooks/1928/NZOYB_1928.
html?_ga=2.60958636.1401808364.1627372541-1552793408.1609743625#
idsect1_1_22121 (검색일: 2022. 1. 17); 1922년의 제국 정착법이 제정된
또 다른 목적은 참전 군인과 그 가족의 이민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법으
로 영국 정부로부터 이주와 정착 지원을 받고 뉴질랜드로 가족 이민한 사람
이 44,000명 이상이었다. Jock Phillips, Terry Hearn, Settlers,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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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결국, 뉴질랜드 정부는 1927년 초부터 대부분의 지원을
중단해야만 했다.46)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 시기에 지원 이민
자의 규모는 전체 이민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나, 192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대공황의 영향이 커진 1931년부터는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
로 떨어진다.
194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은 1871년부터 2차 대전기까지 진행된 지
원 이민자 제도의 결과에 대해, “226,274명이 영국 출신이며, 다른 유럽
국가 출신이 3,909명”47)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자료들에서 수정
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총 226,283명의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들어왔다. 이런 통계상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론을 할 수는 있다.
무엇보다도 1871년 피더스톤에 의해 추진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통계가 1942년 연감에서 언급된 다른 유럽국가 출신 이
민자 3,909명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다.48) 결국, 다른 유럽국가 출신 이
민자 3,909명을 전체 지원 이민자 226,283명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
제가 남지만, 이 숫자를 포함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통계적으
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49)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 기
간의 지원 이민자 중 영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한 98% 이상을
46)

194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External
Migration”,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
Official_Yearbooks/1940/NZOYB_%201940.html?_ga=2.158543674.1401
808364.1627372541-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7573
(검색일:
2022. 1. 17).
47)
194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
1942/NZOYB_1942.html?_ga=2.105929411.1317738274.1628486996-1552
793408.1609743625#idsect1_1_11916 (검색일: 2022. 1. 17).
48) 1871년부터 10년간 약 1만 명 정도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들어왔다는 기록을 고려했을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 이민자
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
할 듯하다.
49) 226,283명을 영국 출신으로 정하고, 여기에 다른 유럽 출신 3,909명을 합
산하면 230,192명으로 전체 지원 이민자 숫자가 증가한다. 이 경우, 영국 출
신의 비율은 98.3%이다. 반대로 226,283명을 전체 지원 이민자 숫자로 수정
하고, 여기서 3,909명의 다른 유럽국가 출신을 제하면, 영국 출신 지원 이민
자는 222,374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영국 출신 비율은 전체의 98.27%로
약간 낮아진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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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다. 그리고 1941년까지 지원 이민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증가한 전
체 누적 순이민자 수가 340,23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적 합계
226,283명의 지원 이민자 규모(누적 이민증가 합계의 66.5%)는 뉴질랜
드 인구 구조 변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1904~1941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이민자
총계

유입
이민자

연도

총인구
(마오리제외)

1904

857,539

10,355

32,632

22,277

1,058

3.24

1905

882,462

9,302

32,685

23,383

2,191

6.70

1906

908,726

12,848

39,233

26,385

3,682

9.38

1907

929,484

5,730

36,108

30,378

2,959

8.19

1908

960,642

14,261

44,970

30,709

4,667

10.38

1909

982,926

4,719

38,650

33,931

3,299

8.54

1910

992,802

3,408

35,769

32,361

2,341

6.54

1911

1,014,896

4,200

41,389

37,189

3,070

7.42

1912

1,039,016

8,927

44,660

35,733

3,535

7.92

1913

1,068,644

14,219

44,588

30,369

5,151

11.55

1914

1,090,328

5,140

37,646

32,506

3,716

9.87

1915

1,099,394

3,075

25,551

22,476

1,300

5.09

1916

1,099,449

636

21,799

21,163

695

3.19

1917

1,099,117

1,780

15,649

13,869

231

1.48

1918

1,103,022

246

11,906

11,660

421

3.54

1919

1,142,889

1,054

20,931

19,877

3,569

17.05

1920

1,192,620

11,138

44,062

32,924

7,615

17.28

1921

1,223,901

13,323

41,882

28,559

8,085

19.30

1922

1,251,895

6,844

35,233

28,389

7,773

22.06

1923

1,274,551

6,820

36,488

29,668

6,181

16.94

1924

1,298,635

9,222

39,815

30,593

8,091

20.32

1925

1,329,759

12,674

41,846

29,172

8,277

19.78

1926

1,352,927

11,860

45,685

33,825

10,766

23.57

1927

1,373,298

2,428

38,676

36,248

5,899

15.25

1928

1,387,804

443

35,478

35,035

2,220

6.26

1929

1,403,617

711

34,799

34,088

1,878

5.40

1930

1,419,786

2,385

33,839

31,454

1,405

4.15

1931

1,440,506

5,109

30,741

25,632

489

1.59

1932

1,452,479

-3,172

17,891

21,063

77

0.43

1933

1,462,697

-2,595

18,713

21,308

9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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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1,472,442

-2,335

19,687

22,022

1

1935

1,481,014

-3,150

24,901

28,051

-

0.01
-

1936

1,491,560

-1,114

26,936

28,050

9

0.03

1937

1,502,737

-353

31,670

32,023

11

0.03

1938

1,517,712

2,386

38,738

36,352

10

0.03

1939

1,536,264

2,963

40,648

37,685

13

0.03

1940

1,549,921

6,028

31,432

25,404

8

0.03

1941

1,543,982

714

13,814

13,100

3

0.02

기간 누적 합계
182,229
1,247,140 1,064,911
110,705 8.88(60.75)*
* ()안은 기간 내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
출전: 1918년, 1920년, 1927년, 1939년, 194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이상과 같이 두 번째 지원 이민제도는 그 시행 방법과 내용에서 첫
번째 지원 이민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뉴질랜드가 영연방 회원국이 된 시기50)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 번째 지
원 이민제도의 성과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계 이민자 중심의 이민정책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과 대공황으로 영 제국 또는 영연방을 중심으
로 한 세계질서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사국인
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이를 인식했어야 했다.

3. 마지막 지원이민제도 시행과 결과(1947-1976)
대공황과 전쟁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 이민이 1941년부
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1947년에 역사상 세 번째
지원 이민계획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전후 지원 이민정책을 통해
1975년까지 총 77,000명의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영국 출신이었지만,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국가 출신도 일부 포함
되어있었다.51)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지원 이민계획의 부활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45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국내 인구증가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령

인구위원회(Dominion

Population

50)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28쪽.
51) “Assisted immigration to New Zealand 1947-1975: Page 1.
Introduction”,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New Zealand
History, https://nzhistory.govt.nz/culture/assisted- immigration-tonz-from-the-uk (검색일: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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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를 설치했는데, 위원회는 1946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자연적
인 수단을 통한 인구정책을 우선 제안하면서, 이민을 통한 방법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극심한 주택 부족 문제가 이민 지원정책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52)
위원회의 부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오스트레일
리아의 사례를 따라 1947년 지원 이민계획을 부활시켰다.53) 1945년 오
스트레일리아의 신임 이민성 장관 콜웰(Arthur Calwell)은 매년 인구가
2% 증가해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감소하는 출생률로는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매년 7만 명의 새로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스트레일리아
의 전후 지원 이민자 프로그램이다. 1946년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는

‘영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

및

지원

통행

협정(United

Kingdom-Australia Free and Assisted Passage Agreements)’을 체결하
고 1947년 3월 31일부터 지원 이민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영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자를 모집하는 것이었
고, 이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의 영국적 특성(British character)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54)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인 지원 이주계획과 함께 뉴질랜드도 1947년
7월부터 자체적인 영국인 지원 이주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55) 같은
해, 국립고용청(National Employment Service)과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가 통합되고,

신임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보켓(Herbert L.

52) “Assisted immigration to New Zealand 1947-1975: Page 2. Peopling
New Zealand”, Ibid.
53) James Jupp, ed., The Australian People. An Encyclopdia of the
Nation, its People and their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39f.; A. James Hammerton, Alistair
Thomson, Ten pound Poms. Australia’s invisible migrants
(Manchester·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5), p. 29.
54) A. James Hammerton, Alistair Thomson, Ten pound Poms.
Australia’s invisible migrants, pp. 29-30.
55)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이민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1946년 뉴질랜
드 정부는 정신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에서 인력모집을 통
해 총 240명의 여성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1957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7/
NZOYB_1957.html?_ga=2.184480163.461231412.1627881251-1552793408
.1609743625#idchapter_1_17996 (검색일: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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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kett)이 이를 주도했다. 그는 마오리 인구를 포함한 완전고용을 목표
로 하는 전후 노동정책 수립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이
민계획도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원 이민
의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했다. 보켓은 정부가 구성한 이민자문위
원회(Immigration Advisory Council)의 의장으로서 이민자 수요, 제도의
연장 및 기타 정책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에 제안하는 데 있어 중
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56) 1947년의 지원 이민제도는 우선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영국 거주의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했
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주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았다.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으로
참전한 경우에는 이주비용을 면제해줬고, 다른 이주 신청자들은 10₤의 이
주비용(승선료)을 내야 했다. ‘10파운드 영국 이민자(Ten Pound Poms
)’57)로 불린 이들 지원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도착 후 약속한
업체나 농장에서 2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뉴질랜드 정부와 계약을 맺었
다.58)

1947년 시작된 지원 이민제도는 197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공식적으로 197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59) 지원 이민제도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56) “Assisted immigration to New Zealand 1947-1975: Peopling New
Zealand”, Ibid.; John E. Martin. “Bockett, Herbert Leslie”,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first published in 2000.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
/5b33/bockett-herbert-leslie (검색일: 2022. 1. 18).
57)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0파운드의 이주지원금을 받고 온 영국 이민자들을
부르는 속어로 1950년 중반 다양한 매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이민자를 모
집하는 선전이 이뤄졌다. Lisa Matthew, “The £10 ticket to another
life”, BBC News, http://news.bbc.co.uk/2/hi/uk_news/magazine/
7217889.stm: 자료 영상 “Ten Pound Poms”, https://www.youtube.
com/watch?v= 4GhVNPGgfjY; “Elizabeth - The Originals II: The 10
Pound Poms”, https://www.youtube.com/watch?v=kKqb6JR4ABs (검
색일: 2022. 1. 20) 참조.
58) 뉴질랜드 공식 연감 1951-52,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51-52/NZOYB_1951-52.html?_ga=2.26020
6925.1131458377.1627625928-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182
01 (검색일: 2022. 1. 20).
59) 197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76/NZOYB_1976.html?_ga=2.108984455.46123
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58
(검색일: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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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과 규모가 시기별로 다르게 시행되었으며,
유사한 이민정책도 병행해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49년과
1950년에는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이 이주했으며, 1949년 6월 영국의
빈곤층 아동들을 뉴질랜드로 입양시키는 계획을 통해 1950년 3월 31일
까지 5세에서 17세까지의 총 169명(남: 114명, 여: 55명)의 청소년들이
뉴질랜드의 위탁가정으로 입양되었고, 이 제도는 1954년까지 시행되었
다.60) 이민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50년 5월 발표된 지원 이민제도의
변화였다. 이에 따라 나이 제한이 35세에서 45세로 높아졌으며, 기존의
개인 분담금 10파운드가 없어지고, 선발된 영국의 지원 이민자는 무료로
이민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원 이민 대상이 영국인에서 20세~35세의 영
국 이외 국가 출신의 독신 남성과 여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1951년 최초로 네덜란드
에서 지원 이민자가 들어오게 되었다.61) 영국 이외의 국가 출신 지원 이
민자를 허용하는 제도는 1958년 말까지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서
독으로 확대되어 이들 국가 출신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들어올 수 있
었다. 그리고 지원 이민제도의 성격도 바뀌는데, 이전까지 지원 이민자가
단순히 인구증가(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 이민자는 숙련된 상인, 농장 노동자와 필수 산업에 필요한 숙련공으
로 제한되기 시작했다.62)
2022. 1. 20).
60) 아동 이주계획(Scheme of child migration)은 1954년까지 계속되는데, 전
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을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복
지감독관의 승인을 통해 뉴질랜드로 입양시키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1951
년 107명, 1952년 99명, 1953년 87명, 1954년 68명으로 총 530명의 영국
청소년이
뉴질랜드로
입양되었다.
195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
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6/
NZOYB_1956.html?_ga=2.7730359.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
609743625#idchapter_1_23512 (검색일: 2022. 1. 20).
61) 1951/5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
Zealand_Official_Yearbooks/
1951-52/NZOYB_1951-52.html?_ga=2.
260206925.1131458377.1627625928-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
1_18201 (검색일: 2022. 1. 21).
62) 196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60/NZOYB_%201960.html?_ga=2.87939229.
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5709 (검색
일: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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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을 기점으로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계획은 숙련된 노동력을 확
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위해 최대 4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기
혼 남성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졌고, 1961/62년 최대 5,000명까지 지원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었다.63) 그러나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1963년에서 1964년까지 그 수가 4,500명으로 줄었고, 다시 3,500
명으로 축소되었다. 1965년 일시적으로 지원 이민자를 4,000명으로 늘리
지만, 1967년 중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
이민계획이 축소되었고, 1968년 3월까지 1,500명의 지원 이민자만을 받
아들이기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서독에서
지원 이민자 모집을 중단했다.64)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7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는데, 기존의
지원 이민제도와 병행되던 보조금 제도(Subsidy scheme)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의 전환이었다. 연간 1,500~4,500명으로 제한되던 보조금 이민의
할당량이 폐지되고, 9월부터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 모집을 위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 보조금 이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이
민자 모집은 국가 주도에서 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주 중심으로 바뀌
게 된다고 할 수 있다.65) 지원 이민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연간 500명
으로 제한되고, 자격 조건도 노동부가 승인한 특정 직종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66) 이처럼 1970년대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기술 이
63) 1961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61/NZOYB_%201961.html?_ga=2.17216444.
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6422 (검색
일: 2022. 1. 21).
64) 1964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64/NZOYB_1964.html?_ga=2.189333038.46123
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128; 1968년 뉴
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
Yearbooks/1968/NZOYB_1968.html?_ga=2.85384476.461231412.162788
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916; 1969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 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
1969/NZOYB_1969.html?_ga=2.8377527.461231412.1627881251-1552793
408.1609743625#idchapter_1_9118 (검색일: 2022. 1. 21).
65) 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주가 항공료의 4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
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00$의 보조금이 지급
되었다. 고용주는 이민자의 교통비용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혼 이민
자를 위한 숙소를 제공해야 했다.
66) 197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70/NZOYB_1970.html?_ga=2.108002311.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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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
급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양
한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이민자로 모집하기 위해 런던의 뉴질랜
드 하우스, 헤이그의 뉴질랜드 이민대표부와 로스앤젤레스 주재 뉴질랜드
총영사관으로 신청 기관을 확대했다.67)
1969년까지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지원
이민계획은 1975년 4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연말에 집권한 3차 국민
당 정부는 기술 이민 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 재도입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보조금 제도의 중단을 최종확정했다. 이로써 뉴질랜드의 이민정책도
1975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1947년부터 1976
년까지 진행된 지원 이민자(보조금 이민자 포함)의 규모와 출신국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이민제도가 시행된 기간
은 1947년부터 1975년까지였지만, 1975년에 신청한 이주자들이 다음 해
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입국은 1976년까지 진행되었다. 30년간 입국한 총
111,978명의 지원 이민자와 보조금 이민자 중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
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자가 90.4%를 차지했다. 1951년부터 영국 이외
의 유럽국가 출신으로 총 11,026명의 지원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그 비중
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8,72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표 12) 1947년~1976년(3월 31일 기준) 지원 이민자(보조금 이민자 포함)
입국 통계
(단위: 명)
연도
1947
1948
1949
1950

합계
158
1,140
1,527
2,532

영국

네덜
란드

오
스
트
리
아

독
일

덴마
크

스
위
스

그
리
스

미
국

기
타*

158
1,140
1,527
2,532

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872
(검색일:
2022. 1. 21).
67) 197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73/NZOYB_1973.html?_ga=2.86896669.461231
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07
(검색일: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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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2,928
4,949
7,581
6,299
4,332
5,123
4,593
4,579
4,678
2,549
2,231
3,584
4,532
4,347
4,400
4,047
4,097
2,764
490
382
539
5,148
4,138
6,755
8,787
2,769

2,873
3,849
4,872
5,611
3,880
4,732
4,172
4,070
4,343
2,360
2,217
3,474
4,283
4,171
4,300
3,963
4,020
2,732
485
377
532
4,556
3,459
6,140
8,186
2,240

55
1,100
2,709
688
452
391
252
245
141
90
12
84
42

합계

111,978

101,254

8,721

비율

100%

90.4%

7.8%

434
550
493
522
461

139
44
36
25
2
14
33
6
9
19
9
2

30
69
35
39

106
92
13

45
31
22
10

27
16
12
7
9
4
2

5
5
8
10
5
2
4
6
4
2

14
11
27
36
17
2

2
10
5
34
5
2

137
130
29
18
11
4
1
1

3
37
37
41
29
20

2

1

4
14
10
4
11

106
68
59
36
33

5
6
9
10
4

339

293

262

382

331

302

94

0.3% 0.3%

0.2%

0.3% 0.3%

0.3%

0.1%

* 기타: 벨기에, 스페인, 몰타, 프랑스
출전: 1951/52~1977 뉴질랜드 공식 연감.

30년간의 지원 이민자의 출신국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
후 시행된 마지막 지원 이민제도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제도 도입 당시 표
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사회의 ‘영국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71년~1891년, 1904년~1941년 사
이에 진행된 이전의 지원 이민자 제도가 영국계 인구의 절대적 우위를 유
지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47년 이후의 지원 이민제도
도 동일한 성격을 유지했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차 대전 이전까지 뉴질랜드 인구구성에서 나타났던 영국계
인구의 절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뉴질랜드는 이민정책에서 여
전히 ‘백인성(whiteness)’를 넘어선 가장 ‘영국적인(british)’ 국가로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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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여준다.68) 1947년~1976년 사이에 진행된 지원 이민제도가
영국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비슷한 시기인
1952년부터 1976년 사이에 뉴질랜드로 들어온 전체 이민자들의 출신 국
가별 현황69)을 정리한 표5)에서 보듯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이
민자가 전체 이민자의 64.96%를 차지하고 있다. 전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이 ‘백호주의(White Australia)’70)를 표방했듯이, 같은 기간 뉴질
랜드도 ‘백인 뉴질랜드주의’의 이민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1952~1976 유입 이민자의 출신국
오스
트레
일리
아
182,8

19,09

56

7

% 21.55

2.25

명

캐나
다

인도
6,742
0.79

368,2

폴리
네시
아
제도*
38,74

31,89

85

2

3

43.41

4.57

3.76

영국

네덜
란드

남아
프리
카
4,213
0.50

미국

기타

합계

24,96

171,5

1

67

848,3
56

2.94

20.22

100.0
0

* 쿡, 니누에, 피지, 서사모아
출전: 1953~1977 뉴질랜드 공식 연감.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전후 뉴질랜드의 이민제도는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 표6)에서 보듯이,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1952년 200만 명을 넘어섰고, 1973년 3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인구증가에서 이민증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는 어렵다. 그러나 1947년부터 1976년 사이에 증가한 1,325,226명을 같
은 기간 913,432명의 누적 이민인구와 단순 비교하면,

그 비중은

68.92%에 달한다. 이런 단순 비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
만, 뉴질랜드의 인구변화에서 이민인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기에
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지원 이민자의 누적 합계
111,978명은 1,325,226명의 전체인구증가에서 8.45%를 차지한다. 지원
이민자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들어온다는 점과 뉴질랜드에서 영구 또는
68)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34쪽.
69) 1947년부터 1951년 사이 국가별 이민자 통계는 뉴질랜드 공식 연감에서 확
인할 수 없음.
70) Thomas Keneally, Australians. A Short History (Sydney·Melbourne·
Auckland·London: Allen&Unwin, 2016), pp. 506-515, 592-602,
871-872, 92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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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지원 이민제도
가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의미는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지원 이민제도가 종식된 1976년 이후의 1970년대 마지
막 3년 동안의 이민 관련 통계 표7)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마오리

인구를

포함한

전체인구는

매년

감소해,

1977년

3,131,900명이던 인구가 1979년에는 3,150,9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유출 이민인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3년 동안
매년 유출 이민자가 유입 이민자보다 많아, 1977년에는 이민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가 19,072명, 1978년에는 26,708명, 1979년에는 40,200
명으로 매년 2배가량씩 증가해, 3년간 이민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는
총 85,980명에 달한다. 이런 이민인구 감소는 무엇보다도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석유 파동에 의한 경기침체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
측해 볼 수 있다.71)
표 14) 1947~1976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연도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총인구
전체 이민
(마오리
지원
유입 이민
유출 이민 이민자 총계
포함)
1,823,074
8,106
6,051
2,055
1,861,923
9,648
5,769
3,879
1,902,655
11,387
6,679
4,708
1,927,629
17,701
6,886
10,815
1,970,522
18,234
7,788
10,446
2,024,556
24,922
7,300
17,622
2,074,781
29,005
6,271
22,734
2,118,434
24,896
7,048
17,848
2,164,734
19,453
9,012
10,441
2,209,132
20,878
9,436
11,442
2,262,814
23,030
9,220
13,810
2,315,900
26,254
8,108
18,146
2,359,746
24,852
10,985
13,867
2,403,567
20,294
13,420
6,874
2,463,241
21,424
14,848
6,576
2,520,670
32,769
12,691
20,078
2,566,915
32,589
14,454
18,135
2,616,970
34,234
14,903
19,331

(단위: 명)
이민자
158
1,140
1,527
2,532
2,928
4,949
7,581
6,299
4,332
5,123
4,593
4,579
4,678
2,549
2,231
3,584
4,532
4,347

유입 이민자 중
지원이민자
비율(%)

1.95
11.82
13.41
14.30
16.06
19.86
26.14
25.30
22.27
24.54
19.94
17.44
18.82
12.56
10.41
10.94
13.91
12.70

71) 1974년 뉴질랜드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1975년 더욱 악화해 연간 인플레
이션율이 15% 이상 증가했다. Janine Hayward, Richard Shaw,
Historical Dictionary of New Zealand (Lanham·Boulder·New
York·London: Rowman&Littlefield, 2016), pp. xlii-xl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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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기간

2,663,843
2,712,250
2,747,093
2,776,265
2,804,059
2,852,137
2,899,067
2,960,996
3,026,930
3,094,700
3,127,900
3,148,300
누적 합계

35,446
35,299
38,999
30,660
23,225
26,825
39,377
45,099
54,651
69,815
65,900
48,460
913,432

18,159
18,589
21,128
28,472
29,802
29,822
38,165
37,546
35,483
42,338
43,461
43,160
556,994

17,287
16,710
17,871
2,188
-6,577
-2,997
1,212
7,553
19,168
27,477
22,439
5,300
356,438

4,400
12.41
4,047
11.46
4,097
10.51
2,764
9.02
490
2.11
382
1.42
539
1.37
5,148
11.41
4,138
7.57
6,755
9.68
8,787
13.33
2,769
5.71
111,978 12.26(31.42)*

* ()안은 기간 내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
출전: 1951/52~1977 뉴질랜드 공식 연감.

표 15) 1977~1979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단위: 명)

1977

총인구
(마오리 포함)
3,151,900

-19,072

37,020

56,092

1978

3,151,400

-26,708

36,972

63,680

1979

3,150,900

-40,200

40,808

81,008

-85,980

104,800

222,780

연도

이민자 총계

기간 누적 합계

유입 이민자

유출 이민자

출전: 198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역사적으로 세 번에 걸친 지원 이민제도를 통해 뉴질랜드는 영국계
이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
후 변화된 세계질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통의 고수는 인구학
적으로 뉴질랜드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0
년대 들어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노동시장 중심의 이민정책을 꾀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Ⅲ. 지원 이민제도 그 이후: 기여도(Selection on Merit) 중심의
이민정책
187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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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0여 년 동안 뉴질랜드 인구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870년 마오리 인구를 제외하고 25만6천여 명이었던 뉴질랜드
전체인구가 1979년 315만여 명(마오리 인구 28만여 명 포함)으로 증가
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유입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1980년대에 들어서
도 여전히 영토 크기와 비교해 인구가 작은 국가로 남아 있었다. 1980년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의 인구가 80만 명을 웃돌고, 수도인 웰링
턴은 59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72) 이처럼 도시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1970년대 기술 이민자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
의 변화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오히려 1970년대 말부터 영국계 이민을 주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 이
민제도로 형성된 백인 뉴질랜드주의적인 인구구성의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새벽 습격(Dawn Raids)’73)이었다. 20세기 초반까지 중국인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점74)을 고려한다면, 폴리네시아 이민자들은 전후
뉴질랜드 인종주의의 새로운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뉴질랜
드 전체인구에서 폴리네시아 출신은 2,159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
지만, 195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수가 증가해 1961년 14,340명으로 전체
의 0.5%로 늘었고, 1966년 26,271명(1.0%), 1971년 43,752명(1.5%)으
로, 그리고 1981년 93,941명(3.0%)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런 증가 속도
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72) 1981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81/NZOYB_1981.html?_ga=2.228365661.151087
5085.1644991466-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605
(검색일:
2022. 1. 22).
73) “The dawn raids: causes, impacts and legacy”, New Zealand
History, https://nzhistory.govt.nz/culture/dawn-raids; 이 사건에 대해
2021년 8월 1일 아던(Jacinda Arden) 뉴질랜드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 정
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New Zealand Dawn Raids: Jacinda
Ardern formally apologises”, BBC News, https://www.bbc.com/news/
world-asia-58046178 (검색일: 2022. 1. 22).
74) 뉴질랜드 정부는 공식적으로 1881년부터 중국이민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1896년부터 강화된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제한규정들은 1934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944년까지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1926년부터
중국인에게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Chines”,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chinese/page-3 (검색일: 2022.
1. 22).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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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은 실업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확대와 이를 부추기는 언론
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벽 습격’의 발단이 된 것은
폴리네시아인들이 뉴질랜드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방문 비자로 입국한 폴리네시아인들이 허용된 체류 기
간을 넘어서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1968년 개정 이
민법 33(a)조를 근거로 1974년 커크(Norman Kirk)가 이끄는 노동당 정
부는 뉴질랜드 영토에 속하지만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서사모아
와 통가인들에 대해 경찰공권력을 발동했다. 특히 1975년 총선 기간 중
국민당(National Party)은 입국 이민자를 3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축소하
는 선거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확산시킨 혐
의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오클랜드시를 중심으로 모든 곳에서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소위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내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75)
물론, ‘새벽 습격’ 사건을 계기로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뉴질랜드의 인종주의 정책
과 이민정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고 할 수 있다.76) 결국, 뉴질랜드 정부의 백인 중심 이민정책은 (영국 또
는 유럽계) 지원이민제도가 종식되기 한 해 전인 1974년 새로운 비 인종
주의적인(non-racist) 이민정책 도입으로 종말을 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와 뉴질랜드인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는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고, 영주권
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가 아닌 기술과 자격을 기준으로 주어지도록 바뀌
었다. 그러나 지원 이민제도의 중단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도입은 안정적
인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75년부터 1991년 사이 뉴질
랜드 이민정책의 결과는 “많이 떠나고, 더 적게 들어왔다(many leave,
fewer arrive)”.77) 이것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75) 1,000명을 불심검문 해 20명 미만의 ‘불법체류자’를 찾아냈다. “The dawn
raids: causes, impacts and legacy”, Ibid.
76) 폴리네시아인들이 ‘폴리네시안 팬터스(Polynesian Panthers)’와 같은 정치
단체를
조직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인종평등
시민협회(Citizens
Association for Recial Equality, CARE)’, ‘오클랜드 인종주의와 차별 위
원회(Auckland Committee on Racism and Discrimination, ACORD)’와
같은 단체들이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 조직되었다.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The end of a ‘white New
Zealand’ policy”,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 history-of-immigration/page-15 (검색
일: 2022. 1. 22).
122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8)에서 보듯이, 1980
년부터 1984년까지 5년간 뉴질랜드의 유출입 이민자는 6만 명 이상 감소
했다. 이런 이민인구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유출 이
민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대륙으로의 유출 이민은 유
입 이민자보다 적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뉴질랜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일
자리 찾기가 손쉬운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이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함께 이주비용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주 목적지로 선택되고 동시에 문화적 동질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표 16) 뉴질랜드 유출입 이민 현황(1980~1984)
이
민
종
류
유
입
유
출

북미

남
미

유럽

7,904

453

5,793

409

(단위: 명)

아시아

아프
리카

오세아
니아

기
타

합계

48,589

14,829

2,256

144,142

250

218,423

36,672

7,552

1,760

227,081

142

279,409

증
감

-60,
986

출전: 1984, 1988~89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표7)과 표8)에서 보듯이, 기술 이민을 중심으로 바뀐 이민정책의 효
과는 통계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오히려 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두
드러진다. 새로운 제도는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뀐 이민정책이 인종주의적이고 영국 중
심적인 이민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이민자는 결국 유럽 또는 북미 출신에 한정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나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 출
신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
복하는 것은 여전히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가 비
유럽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주는 국가는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기술 이민자를 늘리기 위해 나이 제한을 18세
에서 45세까지로 확대하고, 기혼자의 경우 4명의 부양 자녀까지 허용했지
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70년
77)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Many leave, fewer arrive:
1975 to 1991”, Ibid.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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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부터 인도차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84년 말까지 총
6,014명이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예외적 성과였다.78)
이민이 인구증가가 아닌 감소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민정책
에서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했다. 1986년 이민정책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인종과 국적에 기초한 이민정책과 완전한 단절을 강조했다. 전문적
인 교육을 받고, 사업, 전문성, 나이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
게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1987년 4월 21일 새로
운 이민법79)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민자는 세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는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 직종에 따른 이민을 허용하는 기
술 이민과 함께 최소한 15만 뉴질랜드 달러(NZ $)를 투자하는 조건의
투자 이민이었다.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은 영어 구사 능력을 심사하는
면접을 통과해야 했다. 다음으로 강조된 이민기준은 가족 재결합이다.
1987년 이민법에 따라 세계 다른 곳에 직계 가족이 없고, 뉴질랜드에 직
계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민 규제가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난민
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민이 허용되었다. 1987년 이민법의
기준에 따라 들어 온 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기술 또는 투자 이민자였고,
약 3분의 1은 가족 재결합 이민자였으며,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민은 전체
의 약 10%를 차지했다.80)

78) 1985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
_Official_Yearbooks/
1985/NZOYB_1985.html?_ga=2.6483515.80217
3811.1629183039-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9529
(검색일:
2022. 1. 22).
79) “Immigration Act 1987”,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
/1987/0074/latest/ DLM108018.html (검색일: 2022. 2. 4).
80)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Many leave, fewer arrive:
1975 to 1991”,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Ann Beaglehole,
“Immigration regulation - 1986–2003: selection on merit”, Te 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
immigration-regulation/page-5 (검색일: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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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유출입 이민 현황(1980~1999)
연도*

총인구
(마오리 포함)

유입 이민

(단위: 명)
유출 이민

순이민 증감

1980
3,176,400
41,607
76,024
-34,417
1981
3,194,500
44,965
69,790
-24,825
1982
3,226,800
45,292
56,774
-11,482
1983
3,264,800
45,854
42,674
3,180
1984
3,293,000
40,705
34,147
6,558
1985
3,303,100
36,243
44,327
-8,084
1986
3,313,500
35,982
57,595
-21,613
1987
3,342,100
44,360
58,629
-14,269
1988
3,345,200
47,844
63,469
-15,625
1989
3,369,800
46,233
70,941
-24,708
1990
3,410,400
52,001
56,019
-4,018
1991
3,516,000
50,578
44,181
6,397
1992
3,552,200
48,144
43,504
4,640
1993
3,597,800
55,081
41,096
13,985
1994
3,648,300
64,382
44,525
19,857
1995
3,706,700
77,563
49,077
28,486
1996
3,762,300
79,005
54,212
24,793
1997
3,802,700
67,636
60,012
7,624
1998
3,829,200
58,220
64,485
-6,285
1999
3,851,100
59,743
68,772
-9,029
기간 누적 합계
1,041,438
1,100,253
-58,835
* 1980년에서 1990년까지는 3월 31일 기준, 이후는 12월 31일 기준.
출전: 1984, 1988~89, 199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
“Population summary figures 1991-2018”.

그러나 표9)에서 보듯이, 1987년 이민법 제정 이후 뉴질랜드의 이민
인구는 20세기가 끝나는 1999년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이민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오히려 -58,835명을 기록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87년 이민법 제정 이후 13년간의 누적 순이
민 인구는 31,848명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통계가 이민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지원 이민제도의 종식 이후, 뉴
질랜드 인구변화에서 이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특히, 1980년대 대부분 산업 국가들이 자연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와 같은 인구 소국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
장 확실한 방법은 과감한 이민정책의 시행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시행된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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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는 사
실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을 중심으로 한 ‘좋은’ 이민자
를 받아들이는 정책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춘 이민 희망
자가 뉴질랜드를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무엇보다
도 뉴질랜드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허용하는 이민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커다란 장애요
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이민사에서 흔히 언급되는 ‘기회의 땅’
이라는 수식어를 뉴질랜드에 붙일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결국, 영국에서
‘친척(kite and kin) 데려오기’로 표현되었던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대
사이의 뉴질랜드 이민정책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이민제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20세기의 마지막 20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통계상 뉴질랜드는 가장 많은 순이민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성에서도 인종 및 출신 국가의 다양성이 많
이 증가했다.81) 특히, 아시아계 인구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은
1991년 이후 뉴질랜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꾸준
히 유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82)

Ⅳ. 지원이민제도의 한계
1850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170여 년간의 뉴질랜드의 인구변화를
81)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뉴질랜드의 누적 순이민 증가는 585,501명이다.
이 기간에 순이민이 감소한 해는 2000, 2010~2012년 4년뿐이다. 그리고
2000년 3,873,100명이었던 총인구가 2020년에는 5,112,300명으로 증가했
다. 인구구성에서도 2001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유럽계 인구가 80.1%에서
70.2%로 감소했다. 반면에 마오리 인구는 14.7%에서 16.5%로, 폴리네시아
인구는 6.5%에서 8.1%로, 아시아계 인구는 6.6%에서 15.1%, 중동과 남미
와 아프리카 인구는 0.7%에서 1.5%로 증가했다(혼혈 등으로 중복으로 집계
되어,
합이
100%를
넘는다).
201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archive.stats.govt.nz/~/media/Statistics/yearbook/tables/popyrbook-2012.xlsx; 뉴질랜드 통계청 2018 Census ethnic group
summaries. https://www.stats.govt.nz/tools/ 2018-census-ethnicgroup-summaries (검색일: 2022. 2. 4).
82)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Multi-cultural New Zealand:
1991
onwards”,
https://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
page-17 (검색일: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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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영 제국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은 뉴질
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인구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7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지원 이민자 제도는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
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영국계 인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도록 만
들었다. 물론 뉴질랜드의 인구정책이 지원 이민자 제도 한 가지만으로 설
명될 수는 없지만, 인구구성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주장을 가
능하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돌이켜 보면,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제도는 시기별로 영 제
국과 뉴질랜드 정부 모두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우선 1871년 시작된 첫 번째 시기에 뉴질랜드는 더딘 인구증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영 제국은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실업인구를 빠
르게 줄인다는 목적이 유효했을 것이다. 당시 지배적인 제국주의 논리에
서 확실한 식민정착지로서 뉴질랜드는 영 제국의 입장에서 불안한 사회문
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반대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뉴질랜드는 영 제국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
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영 제국 출신 인구의 안정적인 확보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호 이해관계
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더는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중단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두 번째 지원이민제도는 무엇보다도 양차 대
전과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이전에 시행된 지원이민제도의 성과와
비교해 미흡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전쟁과 산업화는 세계 경
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고, 영 제국 또는 영연방 중심의
세계질서는 더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된 뉴
질랜드의 지원이민제도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영국계 이
민 중심의 이민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은 영국
(유럽)계 중심의 특징이 더욱 강화되었다.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1947
년부터 1976년까지의 지원 이민제도도 그 성격상 이전 시기의 방식과 특
징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1871년 이후 세 번에 걸쳐 시행된 지
원 이민제도는 인구학적으로 인구 소국인 뉴질랜드의 인구증가에 일정 부
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유럽)계 인구의 절대적 우위를 고착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이 인종주
의적인 전통을 고수했다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 지원이민제도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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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이민정책을 설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이 인구통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계량적인 분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사, 문화사, 일상사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hjkwon@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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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권 형 진
이 논문은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의 특징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역사적으로 영제국의 식민지로 출
발한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은 이 두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
러나 1850년 이후 170여 년 동안 뉴질랜드 인구변화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1871년과 1979년 사이에 시행된 세 차례의 지원
이민제도를 통한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이 이런 인구변화의 중심에 있
었다.
2000년대까지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은 다양한 차별적 요소를 없앴
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적극적인 다문화 이민정책이 도입된 21
세기에 들어서 이민은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
다. 역사적으로,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에서 이민이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차례에 걸친 지원이민제
도는 전체 이민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유럽)계 백인 이민자만을 선호하는 이런 정책으로 뉴질랜드 인구구
성의 백인 우선주의적(백인 뉴질랜드) 단일화가 이뤄졌으며, 이는 역사적
으로 인종주의적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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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Zealand's long-term demographic change and
Immigration Policy: Focus on the assisted immigration
scheme
Kwon Hyeoungjin
This study is a demographic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population change in New Zealand.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New Zealand, which was geographically isolated and
historically started as a colony of the British Empir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se two factors. However, immigration has been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population growth in New Zealand for
more than 170 years since 1850.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ree assisted immigration schemes between 1871 and 1979 played a
decisive role.
Until the 2000s, the New Zealand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had not achieved much, even though it had eliminated discriminatory
elements.

In

the

21st

century,

when

an

active

multicultural

immigration policy was introduced, immigration had an effect on the
population composition of New Zealand. Historically, it can be said
that

immigration

accounts

for

a

very

high

proportion

of

New

Zealand’s long-term population change. In this situa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three assisted immigration schemes played a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overall immigration
policy. This policy, which only favors white British (European)
immigrants, has led to a white supremacist(White New Zealand)
unification of New Zealand’s population, which has historically led to
criticism as a racist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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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영국 여성들 백화점에 가다: 자본주의와 페미니즘의 어떤
만남*
이 진 옥

I. 머리말
백화점은 언제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백화점은 상이한 지역의 상품을
한 장소에 모아, 품목별로 각각 나누어 전시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쇼핑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는 전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 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의 발전과 고층 철골 빌딩이 건설되는 등, 여러 기술이 종합적
으로 집약된 19세기의 창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백화점은 대도시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된 도시에서 대량 소
비를 목표로 한 ‘새로운’ 유통 방식이 백화점이라는 형태로 탄생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화점이 들어선 19세기 후반의 파리와 런던은 유
럽 도시의 상징이면서 근대성의 표본이기도 했다. 또한 대도시에 들어선
백화점은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의 주요 개념인 ‘과시적 소
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는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백화점을 드나들 수 있었던 중상류층 고객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계급’임을
보여주고 과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간이 바로 백화점이었다. 이러한 상
승 지향은 근대 모드 -사회가 나날이 진화 내지는 발전한다는 테제- 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만족시켜야 하는 백화점은 이전의
전통적인 세상과는 ‘다른’ 세계이어야 했다.
동시에 백화점은 여성의 공적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공
간으로 등장하면서, 안전하고도 쾌적한 공간에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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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New Women)’1)의 자유로운 활동의 장(場)이기도 하였다. 왜냐
하면 상점에 들르는 쇼핑은 원칙적으로는 18세기까지는 남성들의 독점적
인 행위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로 중상류층 이상의 남성들이 즐기던 여
가활동이었다. 다시 말하면, 중상류층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필
요한 상품의 구매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었다. 소비자
가 남성인 그러한 활동에는 사실상 합법적인 쇼핑이라는 행위와 실제로도
불법적인 쾌락이 연결되어있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다. 주 고객인 남성
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상점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을 ‘유혹’했다.2) 여기서 옷가게 점원 여성에 대한 당시 고정관념을
살펴보자.
노동하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프랑스 석판화가 라릴뤼메(Laryilmé)
의 초기 통속 판화 가운데 한 작품인 <뒤 좀 봐! 저 남자가 우리를 따라
오고 있어> (석판화, 1810년, 파리 카르나발레 사진 미술관)를 보면 확
연히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 모자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여
점원 2명이 등장한다. 사실 상품 배달은 점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인데
도 물건을 배달하러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점원들은 거리에서 유혹하
는 청년들과 눈이 맞이 데이트나 즐기는 이미지로 묘사되기 일쑤였다.3)
그러니 쇼핑에 나선 남성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고급 옷가게에서는
여점원을 고용했으며, 가게 옆에는 커피숍이 있고, 근처에는 도박장과 클
럽이, 나아가 고급 창녀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점잖지 못한’ 여흥 장소들
이 한데 몰려 있었다. 요즈음 표현으로 하자면 상점이 즐비한 곳은 일종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745).
1) 19세기 말 식자층의 논설에서 ‘여성성’의 변화를 뜻하는 언어로 널리 쓰인
것이 ‘신여성(new woman)이다. 이 말은 1894년 미국의 새러 그랜드(Sarah
Grand)가 처음 사용했으며 곧바로 영국 문필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관계없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Barbara Caine, English
Feminism 1780-1980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p. 134. 신여
성은 19세기 후반 중등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났을 것이다. 신여성이라는
말은 박애주의적 사회봉사에 거침없이 나서고 자신의 소득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진보적 견해를 나타내는 젊은 여성을 가리켰다. 문학 작
품에 등장하는 신여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고 가장의 구속을 덜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었다. 이영석, 『영국 제국의 초상』 (서
울: 푸른역사, 2009), 171-172쪽.
2) 설혜심, 『소비의 역사』 (서울: 휴머니스트, 2017), 100쪽.
3) 안느 이고네, 「여성의 표상」, 미셀 페로 편집, 권기돈, 정나원 역, 『여성의
역사 4 하』 (서울: 새물결, 1998), 490-493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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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흥가인 셈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들이, 특히 귀족 여성들이 상
점에 드나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백화점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여성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했
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남성을 동반하지 않고도 가정을 나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백화점들은 여성
들이 커피를 마시고 떠들 수 있으며 독서도 하고 ‘우아한’ 미술품 관람도
할 수 있는, 물론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른바 ‘문화 공간’을 경쟁적으로 유
치하기 시작한다.4) 이제 쇼핑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적
영역을 박차고 나온 여성들의 창조적 행위가 되기에 이른다. 소비의 주축
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하게 되고, 백화점이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
서게 되면서 백화점과 ‘돈 많고 자유로운’ 여성의 만남이 성사된다. 그런
데 부유하고 자유로운 여성들의 공간이기도 한 곳에 페미니스트들도 드나
들었다. 왜? 거기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론과 실천 방식을 전달하고 설득해
야 할 대상인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유한 여성이
기도 했던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자신들도 옷을 세련되게 입어야 했기 때
문이기도 하다. 즉, 그들은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시대를 선도해나
간다는 ‘전문적인’ 여성으로서 세련됨과 우아함을 과시하기 위해 백화점의
주고객이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옷은 사회적 휘장이었다. 잘 차려입은 여성 참정권 지지자들은
참한 숙녀처럼 보여야 했다.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다시 말해 정
치적 견해를 가진 여성들은 여성스럽지 않다거나 ‘소리나 질러대는 여자
들’이라는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잘 차려입어야 했
다.5) 과격한 선거권운동을 전개하던 서프러제트(Suffragette)들은 별스럽
다거나 노처녀라는 식의 이미지로 고발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그들
은 투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최적의 기회는 스스로를 그 시대의 여성성
에 맞추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여성답지 못하게 행동할지라
도 말이다.6) 이렇듯 정장을 차려입은 일단의 여성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4) ‘해로즈(Harrods)’는 1834년 차를 취급하는 소매점으로 시작하였다. 1883년
에 점포에 화재나 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점포를 만들고 업무를 확대해 대
형 백화점이 되었다. Cha Tea 홍차 교실, 문성호 역, 『영국 빅토리아 시대
의 라이프 스타일』 (서울: AK트리바이북스, 2021), 147쪽.
5) 실라 로보섬, 최재인 역, 『아름다운 외출: 페미니즘 그 상상과 성차의 역사』
(서울: 삼천리, 2012), 77쪽.
6) Cally Blackman, “How the suffragettes used fashion to further their
cause”,
https://www.stylist.co.uk/fashion/suffragette-movement-fashion
-clothes-what-did-the-suffragettes-wear/188043 (검색일: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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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면서 당당하게 시위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남성 정치인들
의 연설을 방해하고,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시내 한복판의 우체통을 폭
파하며 소요를 일으켰다. 이러한 소요는 당연히 민중들의 시선을 집중시
키고 신문에 기사로 실리면서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들이 한편으로는 백화점의 주요 고객들이기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
론 이들 고객 중 여성 선거권 운동가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었을까는 논외
의 문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백화점의 유리창이 많이 깨질수록 그 사건
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 특정 장소가, 즉 해당 백화점 또한 광고의 효
과를 누릴 수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광고 효과 때문에라도 백화점 소유
주들과 여성 활동가들이 서로의 캠페인 전략을 위해 조우할 수 있는 지점
이 생기게 되었다.
백화점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 여성의 소비와 관련해서 백화점을 문
화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인 것으로 보인다.7) 다만 필자는 여기서 19세기 중엽 이후 등
장한 백화점의 실제 모습과 거기를 드나들었던 여성들이 누구였을까에 초
점을 맞추었다. 물론 중상류층 여성들이 주를 이루었겠지만 페미니스트들
도 백화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백화점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래 허구의 형식이긴 하나 최초로 그 실태를 묘사한 에
밀 졸라(Émile Zola)의 『여성들의 낙원 Au Bonheur des Dames』
(1883, 한국어 제목은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에 관심을 두었다. 이
책은 당시 봉마르셰 (Bon Marchés) 백화점을 배경으로 백화점주 무레
(Mouret; 실존 인물은 Aristide Boucicaut)와 가공의 인물인 판매직 여성
드니스(Denise)의 사랑과 야망,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그렸다. 원제의 제
목이 바로 작품 속 백화점의 이름으로, 졸라의 작품 중 유일하게 해피 엔
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봉마르세는 원래 직물점으
로 시작하여 1852년에 부시코가 4개 부문에 1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시
작한 원(proto)백화점으로 1914년 이전에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공공장소
로 성장하였다.8)
백화점의 역사나 백화점의 사회적 기능, 각 나라 백화점의 운영 실태등
백화점 자체를 주제로 다룬 논문이나 저서는 정말 많았다. 개설서나 일련
7) 백화점의 성립과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Bill Lancaster, The
Department Store: A Social History (London and New York:
Leicester Univ. Press, 1995), pp. 2-3 참조.
8) Émile Zola, The Ladies' Paradise, trans. by Brian Nelson (Oxford:
Oxford Univ. Press, 1995), “Introduction”, ix.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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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들에 따르면 백화점의 상품 판매 형식은 이전의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품을 쇼윈도우와
가판대에 진열했다는 것도 새로운 방식이었으며,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었으며 심지어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가게에
한정적으로 전시된 상품을 지적하여 그것도 판매원이 직접 집어 내주어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백화점의 판매 방식은 상품 판매만을 겨냥하는 것
이 아니라 고객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부분이 졸라
의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사실 그는 봉마르셰
백화점이 개장하고 여성들이 백화점으로 몰려드는 광경을 목격한 후에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 2권을 읽고 자본주의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과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던 여성들이 백화점에 드나들
게 된 계기들을 보면서 이 논문의 주제를 구상하였다. 이 소설은 영국에
서 방영된 <더 파라다이스>(BBC, 2012-2013)라는 드라마의 원작이기
도 하였다. 또한 셀프리지스 백화점과 창업주인 헨리 고든을 다룬 ITV의
또 다른 드라마인 <미스터 셀프리지>(2013-2016)는 시즌을 달리하며
최근까지 인기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구상 단계
에서 졸라의 책과 두 드라마 시리즈를 보고 나서, 역사적 맥락에서 백화
점과 여성들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기로 하였다. 실제로 이
러한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을 나선 여성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으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백화점이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백화점은
그곳을 단지 과소비나 타락의 장소로 여기며 비판했을 페미니스트와 만나
는 장소이기도 했다.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로 주로 비판을 받던 중상류층
여성들은 어떤 계기로 합리적인 소비자로 인식되었을까? 페미니즘을 단순
하게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여성을 ‘합리적’ 소비
의 주체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백화
점의 경영 전략과 선거권 운동 캠페인 여성들의 요구는 어떻게 접목되었
는가?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소비자운동은 때로는 페
미니즘 진영과 보조를 맞추거나, 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자본
주의적 발전 양식과 함께 달라지곤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는 백화점을 비
난하는 여성들이 백화점을 드나들며 과소비를 이끌기도 하는 스스로 모순
적인 모습을,

즉 자본주의와 페미니즘의 상호 모순적인 역설 관계를 보

여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백화점은 시대와 유행을 주도하는 여성들의 첨
단 사상(페미니즘)이 가시화되는 공간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발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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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소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되었다. 이 둘의 관계가 19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국 백화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II. 백화점의 탄생
17-8세기에 커피가 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공적 영역은 펍(Pub)이나 커피하우스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
성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비의 주체는 남성이었고
쇼핑도 남성의 ‘고유한’ 영역이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
한 백화점은 도시의 외관뿐 아니라 그 도시의 소비 주체마저 바꾸어버렸
다. 백화점은 점차 여성의 공간으로, 그것도 여성만의 전유 공간이 되어
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백화점은 우선 산업혁명
의 열매를 고스란히 수확할 수 있었던 중상류층 여성들을 불러냈다. 안전
하고 쾌적한 공간이자 패션의 첨단 유행을 주도하는 백화점이 많았던 런
던의 웨스트 엔드는 부유한 여성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다. 주지하다시
피 런던은 영국 산업혁명의 소비 중심지이며 유럽 전역의 수도이기도 했
다. 19세기 후반, 백화점의 탄생 전후의 시기에 패션은 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가며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비싼 맞춤옷
은 기성복으로 대체되었고 그래서 백화점은 ‘사치의 온상’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화점은 세련된 여성이 곧 시대를 이끌어 가는 ‘신여성’이라는 수
많은 광고와 판매 전략을 통해 여성이 사치스럽거나 비합리적이라는 이미
지를 희석시켜 나갔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노동자들 또한 계급적, 인종적, 젠더적 자부심을
주장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다. 즉 노동자들도 백화점에 드나들
게 되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던 런던의 이스트 엔
드에서는 고한노동(sweat-work)이 확산되었는데, 이유는 하층민과 외국
인 이민의 수요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서 원인이 있었
다. 고급 옷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기성복 이외에도 옷을 제작하던 여성
들이 주문받은 고객의 고급옷을 자신이 걸쳐 과시를 하면서 스스로를 광
고하기도 했다.9) 옷을 만들던 노동자 여성들도 볼품없는 의복 대신에 좀

9) 안느 이고네, 「여성의 표상」, 493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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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품위 있는 정장을 입었다. 이른바 “의복의 민주주의”10)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 노동자들의 의복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비싸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의복 수요가 런던 고한제를 번창시킨 원인이었다.11)
따라서 런던 웨스트 엔드에 백화점이 나타나면서 쇼핑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백화점의 화려한 쇼윈도우 장식의 등장과 그 활기는 런던 이스트 엔
드의 고한 노동을 담당했던 노동계급의 여성과도 일정 부분에서 관련이
있었다 하겠다. 물론 기성복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백화점이 아주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다른 한편에서 백화점이 번창하게 된 계기는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
는데 ‘신여성’들이 젠더 구분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복을
걸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군수공장에서 일한 젊
은 여성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 때문에 많은 임금을 받았다. 이
들 또한 옷을 사 입으러 백화점을 드나들었고 거기서 흥미를 찾았으며,
동시에 월급을 때려 붓기도 하면서 귀족 여성들을 모방하고 있었고, 언론
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남성 전용의 셔츠나 넥타이는 첨단을 걸어
온 여성들 덕분에 존중의 표식이 되었다.12) 그만큼 패션은 시대의 아이콘
이 되었고, 자신 계급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백화점
은 시대의 유행이나 그 아이콘을 새롭게 창출하고 소비시키는 최적의 공
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이 발전하
면서 도시의 경관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특히 여러 백화점이 들어선 런던
의 웨스트 엔드는 부유한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이곳이야말로 여
성이 혼자서 “자유를 만끽하며” 쇼핑을 할 수 있는, 즉 여성들이 자율과
쾌락을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13) 그렇다고 해
서 꼭 부유한 여성들만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프
랑스 봉마르셰 백화점의 신분을 묻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 흥정이 필요
없는 정가 명시, 상품을 대량으로 진열한 방식, 그리고 언제나 반품과 환
10) 이영석, 『영국 제국의 초상』, 126쪽. 이영석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이 용어
는 바우먼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Arthur Baumann, “Possible
Remedies for the Sweating System”, National Review, vol.12(1888),
pp. 290-29.
11) 이영석, 같은 책, 126쪽.
12) 실라 로보섬, 『아름다운 외출: 페미니즘 그 상상과 성차의 역사』, 77쪽.
13) Erika D. Rappaport, Shopping for Pleasure: Women in the Making
of London.s West En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
Press, 200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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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 게다가 현금 판매와 철저한 박리다매 방식과
더불어 주목 상품을 전시 소개하고, 바겐 세일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이
영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이전까지는 카탈로그를 보고 주
문하고 신용 대출로 구매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이다.14) 그렇지만 상
품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즉 상품 구매
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방식은 1851
년의 런던의 세계 박람회(‘수정궁’행사)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고 한다.15)
1851년 빅토리아 여왕과 남편 앨버트 공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최된
세계 1차 만국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유리와 철골 구조를 접합시킨 아름
다운 건물이라는 수정궁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수정궁 행사 주최측은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관람비를 대폭 낮추었고, 그래서 총 6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는 영국 인구의 1/3에 해당하며, 런던 인구의 3배
였다.16) 그만큼 이 행사는 만국박람회 첫 개최국인 영국의 국력과 산업혁
명의 성과에 대한 전에 없는 대중의 호응 정도를 보여 준다 하겠다. 이것
은 영국이 과학과 기술이 접목한 ‘진정한’ 현대 국가의 선두임을 알린 사
건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 전시 방식이 곧 소비의 혁명을 가져온 것은 아
니었지만 봉마르셰 백화점이 이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백화점의 발전에 영
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17)
부시코의 방식, 봉마르셰라는 백화점과 ‘사치의 민주화’라는 개념은 특
이한 가격 설정 방식, 즉 소비를 부추기는 끝수 가격 설정(odd-pricing:
소매단계에서 흔히 활용되는 심리 가격의 하나로 100원 대신 99원. 1000
원 대신 990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말함)과 전시 스타일의 상품 배열방
식과 더불어 소매업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백화점을 성장시켰다.18) 다시
말해 사치라는, 즉 고급 상품에 대한 취향이 상층만의 전유물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닌 수요를 유도하는 가격 책정이
나 또는 파격적인 세일을 기획하는 것이 분명 이전의 소매업이나 유통업
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봉마르셰의 판매 방식이 20
세기 초반 영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전의 영국 전통의 느린 유통
과, 소비를 위축시키던 심리(*근검과 절약 강조 정신)와 공존하면서 백화
점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누구나 백화점에 들어올 수 있고, 돈을 내지 않
14)
15)
16)
17)
18)

Cha Tea 홍차 교실,
Bill Lancaster, The
Cha Tea 홍차 교실,
Cha Tea 홍차 교실,
Bill Lancaster, The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Department Store: A Social History,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책, 192쪽.
Department Store: A Soci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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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백화점을 둘러볼 수 있으며, 층층마다 오르내리며 배회를 할 수 있
었던 방식은 봉마르셰가 제공한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자유이었다.19) 이
후 미국 방식의 고객 서비스나 직원 관리 정책, 쇼윈도 전개 방식의 혁신
기법이 영국에 역 수입되면서 백화점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
었다.
우선은 간략하게나마 백화점 자체의 역사에 대해, 특히 초창기의 역사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초의 백화점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봉마르세는 1838년에 레이스와 시트 매트리스 등의 4개 품목을
중심으로 12명의 종업원으로 시작하였고. 그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
해 이윤을 창출하면서 대형 건물을 지어 이동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본격적인 백화점의 등장 러시는 프랑스에서 1865년 쁘렝땅
(Au Printempus)이, 1869년에는 사마리탄(Au Samaritaine)이 개점하면
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백화점은 옷감이나 리본 등 양품점에서 시작했다
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복식 산업이 공업화되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
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파리가 일찍이 패션의 도
시로 정착한 이유이기도 했다. 기모노를 팔던 가게에서 출발한 미츠코시,
다이마루, 다카시야마, 이세탄 등 일본 백화점도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했
다.20)
해로즈(Harrods)를 비롯한 영국의 백화점들은 차를 중심으로한 식료품
에서 출발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영국의 백화점이 유럽에서 선두를 달렸
다고 보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의 발상 자체가 영국이라는 설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백화점 형식은 아니더라도 영국의 상인들은 일찌
감치 품목별 상점을 연달아 배치하여(일종의 몰Mall 형식) 소비자를 불러
냈기 때문이다. 프랑스 보다 2년 일찍 1863년에 개점한 런던의 화이트레
이(Whiteley) 잡화점은 “세상의 모든 필수품을 갖춘 점포(Universal
Provider)"라는 기치를 내걸고 2명의 종업원으로 시작했다. 영국의 대표
백화점인 해로즈도 화이트레이나 봉마르세보다 빠른 1845년에 창업주인
찰스 해로드(Charles Henry Harrod)가 건어물상으로 시작한 곳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백화점으로의 형태 변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에 있었다. 1884년 고급 점포로 개업할 당시 해로즈는 혁신적인 마케팅

19) Ibid., p. 18.
20) 참고로 한국에서는 1906년에 일본 미츠코시 백화점의 한국지부가 만들어졌
고, 1931년에 화신 백화점이 1932년에 동아백화점이 개장하였다. 김인호,
『백화점의 문화사』 (서울: 살림, 2006),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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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내보였는데, 백화점의 우수 회원에게는 자체적으로 신용구좌를 개
설해주어 오늘날의 신용판매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백화점의
전략처럼 저명한 상류층 여성들을 공략하여 백화점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일반 여성들은 소위 ‘실적’을 달성하면 신용구좌 개설(즉 외상)이 가능하
도록 하는, 이른자 소비자의 욕망과 경제력을 경쟁시키는 방식이었다.

III. 여성: 욕망의 대상에서 소비의 주체로
페미니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여성들이 오랫동안 시
민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가정에
서 출산과 양육을 일방적으로 맡은 수동적 존재로 머문 것에 대한 항의라
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성을 소유하고 있고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일차 목표라
면, 여성이 욕망과 소비의 대상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
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1887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기
념하여 해로즈를 비롯한 백화점들이 화려한 예식을 거행하고 여왕의 대형
초상화를 내걸며 대대적인 광고를 내보낸 것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았
다고 하겠다. 백화점은 빅토리아 여왕을 ‘컨슈머 퀸’으로 등장시켜. 가사
와 쇼핑을 겸하는 여왕의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였던 것이다.21) 그동안
쇼핑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악덕 행위로 매도하던 도덕론자들의 비난을 감
수해야 했던 여성 소비자들에게 여왕이 일반 가정의 주부처럼 쇼핑을 하
는 광고는 안도감과 심지어 여왕과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1860년 이후 수 십 년에 결쳐 본격적으로 발전한 백화점은 중상류층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하여

'우아하게

보이기

위한

소지품

(paraphernalia)'을 유행시켰다. 1860년대 후반부터는 백화점 안의 재봉소
에서 주문한 옷에 백화점 이름이 들어간 태그를 달아주는 서비스를 시작
했는데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이 중상류층 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기도 하
였다.22) 그래서 백화점은 외출할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가고 싶은 장소로
가장 먼저 손에 꼽게 되었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교외에 거주하는 중상류
층 여성들이 철도로 백화점을 방문하기도 였다. ‘토요일 행사’라 불렸던

21) 김인호, 같은 책, 19쪽.
22) Cha Tea 홍차 교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147-149쪽.
http://www.homomigrans.com

143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소매업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23)
게다가 증기선이 런던과 파리를 정기적으로 오가자, 여유가 있던 계층의
여성들은 파리의 패션 유행을 살펴보러 직접 보러 가기도 했다.
그래서 백화점은 쇼핑객을 유혹하는 사교 공간, 도서실, 휴게실을 만들
어 끊임없이 여성들을 불러 모았다. 1898년에 해로즈는 엘리베이터도 설
치하였다. 또한 백화점은 특히 상품의 포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 포장지
자체를 하나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동시에 언제나 환불 가능한 파
격적인 방식을 제시하며 자본주의의 온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졸라의 작품에 다음처럼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
무레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야심은 여성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그
는 여성이 자신이 이룩한 백화점의 왕국에서 여왕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여성을 위한 신전을 지어 바친 다음, 그곳에서 그
녀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그의 전략
이었다. 정중하고 세심한 배려로 여성을 취하게 한 다음, 그녀의
욕구를 부추겨 달아오른 욕망을 충족하게 만들었던 것이다.....몸
이 약한 여성들에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수고를 면해주기
위해, 벨벳으로 쿠션을 두른 엘리베이터 두 대를 설치했다. 그뿐
아니라, 무료로 시럽 음료와 비스킷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와 독
서실을 열었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거대한 화랑을 열어 그림 작
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획기
적인 것은, 구매 욕구가 별로 없는 여성을 공략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아이를 통해 모성을 자극했다..... 아기들에게 그림과 풍선을
나눠 줌으로써 지나가던 엄마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물건을
산 고객들 모두에게 풍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실로 기막힌 발
상이 아닐 수 없었다.....사람들이 저마다 풍선을 들고 파리의 거
리를 활보하면서 생생한 광고를 하는 셈이었다.24)

해로즈 백화점의 모토 또한 바로 ”Omnia Omnibus Ubique(당신이 원하
는 모든 것을 구비한다)“이었다는 점이 인용 구절에서처럼 자본주의적 마
케팅 방식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의 또 다른 기능은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구매자로서 여성의 역
23) Bill Lancaster, The Department Store: A Social History, p. 33.
24) 에밀 졸라, 박명숙 역,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1.2』 (서울: 시공사, 2012),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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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가정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여성이 무
엇을 구매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족의 생활 수준이 결정되었다. 백화점은
바로 그러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만들었다. 여성들이 18세기의 상
점 거리에서 단순히 고객을 유치하고자 했던 판매직 여성으로나 또는 유
혹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면,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특히 백화점이 들어
선 거리에서는 수동적이었던 그들은 물론이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구매
자, 즉 소비적 주체로서의 여성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비는 여
성의 정당한 활동 영역이 되었고 그 결과 여성은 가정을 대표해서 활동하
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소비를 둘러싼 집단행동은 일종의 ‘여성 파업’
이라 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가정 경영에 필요
한 식구들의 의복과 식사 준비라는 전통적인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여기
는 것과,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가정 이외의 영역에서 사업에 몰두할 남편
과 아버지를 대신해 여성이 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결합된 것이었
다. 즉 전형적인 ‘빅토리아기 여성’의 이미지25)에 그나마 제한된 형태이
기는 하지만 여성에게 능동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도 백화점의 주요 성
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빅토리아기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던 시기에도
언제나 그렇듯 ‘가정의 천사’를 거부한 여성 활동가들은 많았다. 당대의
중상류층 주부나 어머니의 덕목에 대한 온갖 칭송에도 불구하고26) 역사
가들은 그들이 공적 생활에 점점 더 참여해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중상층 여성들은 고용과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쾌
락의 수단을 찾느라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의 공원에 모
이고 박물관에 드나들며 지역의 정부 기관에 근무하기도 했고 수많은 박
애적이면서 개혁적인 페미니스트 조직에 합류했다.27) 그래서 여성 대중을
자각시키고 계몽시키며 동시에 여유가 있는 계층의 여성을 목표로 한 페
미니스트들도 역설적으로 도심의 백화점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들의 활동
과 영향력은 백화점 인근 지역에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
25) 빅토리아기 여성 이미지는 대체로 ‘집안의 천사’이었다. 이 용어는 코벤트리
팻모어(Coventry Patmore)의 『집안의 천사』(1854-1862)에서 유래하였고
이후 널리 쓰였다. 리처드 D. 앨틱, 이미애 역,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과
사상』 (서울: 아카넷, 2011), 98쪽.
26) 여성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덕성 찬양은 이진옥, 「만들어진 ‘모성’: 18세기
영국의 여성 담론」, 『영국 연구』, 40(2018), 71-109쪽 참조.
27) Erika Rappaport, Shopping for Pleasure: Women in the Making of
London.s West En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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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졸라는 과장되게 백화점이 이전 교회의 역할을 대신해
새로운 소비주의 문화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연대성을 제공한다고까지
논의를 전개했다.28) 또한 밀러도 다음과 같이 졸라의 백화점에 대한 시각
을 반복한다. “백화점이 이제 교회를 대신하고 있다. 현금 수납 데스크를
향해, 그리고 아름다움과 치장과 궁극적으로 패션의 종교로 행진해간다.
여성들은 거기에 가서 그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보내던 시간만큼이나 지내
다 온다. 하나의 직업인 양. 그리고 열광의 장소인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옷에 대한 열정과 남편의 검약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갈등한다. 종국에는
장차 미의 세계에 대한 지나친 압박 때문에 내내 갈등한다.”29) 이러한 구
절들이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지만 백화점이 광고를 통해 여성의 욕망을
부추기고, 여왕을 광고에 이용하였으며, 동시에 여성을 마치 합리적인 소
비자로 만들고자 한 것은 사실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시에 여성은 도덕적 소비자이기를 요구받았다.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
만 1891년 뉴욕소비자연맹은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노사관계와 아동
노동 여부 등의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백화점들의 명단을 ‘화이트
리스트’로 만들어 발표했다. 영국 여성운동가들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윤리적 소비운동을 전개하면서 선거권 캠페인과 백화점을 연결시키게 된
다. 자본주의적 방식에서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환경에 대한 중간계
급의 관심은 자기 이익의 추구와 이타주의가 결합된 것이었다. 위생과 청
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질병의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노동
집약적인 저임금의 ‘고한 노동 업종’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30) 따라서 여성들은 저임금으로 여성 노동을 혹사하는
특정 백화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백화점 또한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된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구
가 필요하므로 논외로 하고자 한다. 이처럼 백화점에 드나든 여성들은 백
화점의 판매 전략에 이끌려간 수동적인 소비의 객체로만 머문 것이 아니
었다. 백화점이 들어선 처음에는 순응하던 여성들이 그 공간을 자기들만
의 장소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복합적인 과
28) “여성 고객이라는 신자들을 위한 경쾌하면서도 견고한 현대 상업의 대성당
에 와있는 듯했다.” 에밀 졸라,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9쪽.
29) Miller, Michael B., The Bon Marché: Bourgeois Culture and the
Department Store, 1869-192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1), p. 177.
30) 실라 로보섬, 『아름다운 외출: 페미니즘 그 상상과 성차의 역사』,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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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 그곳을 페미니스트 활동의 근거지로 탈바꿈시켜 나갔다. 물론
백화점에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물론 한계도 분명 있지만
이것이 바로 백화점과 여성들의 상호작용, 그것도 역설적인 관계의 역동
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여성운동가와 백화점의 공존?
영국 여성 운동의 대모라 할 수 있는 에멀라인 팽크허스트(Emmeline
Pankhurst)를 위시한 서프러제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전투적으로 활동하였다(그래서 이
들을 전투적 페미니스트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정치인들의 연설에 야유를 보내고, 상점이나 백화점의 유리창을 깨고 우
체통이나 총리 관저에 불을 질렀다. 자신들이 누구임을 보여주기 위해 의
복도 갖추어 입었는데, 그것은 ‘여성스럽지 않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자 우아한 드레스에 모자를 갖춰 입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서프러
제트의 본산인 <여성 사회정치 연합(Women’s Social and Political
Union:WSPU)의 주요 전략이기도 했다. <여성 사회정치 연합>은 기관지
인 『여성에게 투표권을』에서 백화점을 선전하고 패션의 흐름을 주기적
으로 보도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조직에서 벌이는 캠페인 메시지를 효율
적으로 전달했다. 그들의 광고를 보면 옷을 어떻게 입고, 그 옷을 어디서
사야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캠페인에 필요한 자본을 기
관지에서의 광고를 통해 확보하였고, 백화점 또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
로써 여성 선거권론자들과의 공생 관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복
이나 상징적인 색깔을 이용한 전략은 실제로는 먼저 창설된 서프러지스트
(서프러제트와

대비되는)의

모임이었던

<여성

참정권단체

전국연

합>(National Union of Women’s Suffrage Society:NUWSS)에서 사용하
던 방법이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우아한’ 여성 단체인 <여성 참정권단체 전국연합>
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와서, 패션을 홍보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였
던 것은 언제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호소했던 <여성 사회정치
연합>이었다. 여성들이 흰색 드레스에 보라색과 초록색 휘장이나 리본으
로 장식한 고급 옷을 유니폼처럼 맞추어 입고는 시위에 참여하게 함으로
써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흰색과 보라 그리고 초록색은 이 단

http://www.homomigrans.com

147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체를 상징하는 색깔이었다.31)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고급 드레스를
입지 못할 경우, 가능하면 흰색이나 크림색 옷에 초록색과 보라색의 띠를
눈에 띄도록 걸치게 하거나 세 색깔을 조합한 배지를 착용하게 하여 서프
라제트임을 ‘일부러’ 드러내도록 홍보하였다. 그들의 의도나 목표는 “모든
여성이 이러한 차림새로 입고 나오면 그 색깔은 유행이 될 것이다. 당장
은(*필자 추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여성 사회정치 연합>을 대중에게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었다.”32)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셀프리지스
백화점은 이에 발맞추어 심지어 같은 색깔로 쇼윈도를 장식했으며 세 가
지 색깔별로 속옷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이러한 복장 착용은 그들이 집
에서든, 쇼핑을 하든, 심지어 거리에서 시위를 하든, 전통적인 여성성을
잃지 않은 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이해시키고자 한 의도이었다.33)
<여성 사회정치 연합>의 이러한 전략은 선거권 캠페인 동조자들은 물
론이고 심지어 참정권 반대론자들의 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쳐 패션이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런던의 상점에서 거리에서 커피하우스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단체의 상징적인 색깔의 배지나 복장을 갖추
어 입었다. 이 기성복이나 맞춤옷은 백화점의 주요 상품이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서프레제트들은 특히 크리스타벨 팽거허스트는 “서프러제트들
이 옷을 추레하게 입어서는 안 된다”며 1909년 3월에 새로 개장한 셀프
리지스에서 문제의 옷을 판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했고, 셀프리지스도 자
체 홍보를 위해 만든 연감(보라색 표지의 책!)에 ‘근대 여성 클럽의 가게’
라며 근대 여성들의 필수품들이 모두 자신들의 백화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고 홍보했다.34) 굳이 여성 운동가가 아니더라도, 중상류층의 의식 있는
‘신여성’이고자 한다면 백화점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백화점을 이
용하라는 여성 선거권 운동가들의 노골적인 광고는 백화점이라는 소비 공
31) 흰색은 순결, 초록은 희망을 그리고 보라색은 충성심과 인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1908년 7월 21일 하이드파크에서 <여성 사회정치 연합> 첫 회합을 열
면서 참석 여성들을 모두 이 옷으로 치장하게 했다. Cally Blackman,
“How the suffragettes used fashion to further their cause”.
32) Jane Chapman, “The Argument of the Broken Pane:Suffragette
Consumerism and Newspapers”, Media History, 21:3(2015), p. 240.
33) Wendy Parkins, “‘The Epidemic of Purple, White and Green’:
Fashion and the Suffragette Movement in Britain 1908-14”,
Fashioning the Body Politic: Dress, Gender, Citizenship (Oxford:
Berg, 2002), p. 100.
34) Ibid.,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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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확대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백화점이 노동자 여성들에
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결국 패션은 현대에서처럼
언제나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유행 패션을 주도하는 백화점
은 페미니즘과 자본주의라는 첨단 이데올로기와 운동 원리가 충돌하고 공
존하며 각종 전략이 난무하는 공공 장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공간으로 거듭난- 주로 여성이 이용하고 카페를 비롯한 문화
공간을 만든 백화점 경영 전략의 결과- 백화점이 여성 선거권 운동 캠페
인의 장소로 이목을 끈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여성 참정권단체 전국연
합>이나 <여성 사회정치 연합>은 첨단 유행의 패션 (정장 차림에 우아
한 드레스에 모자까지)으로 차려입은 부유한 여성들로 단체를 만들어 도
심 한복판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유리창을 깨며 과격한 캠페인을 벌이
던 <여성 사회정치 연합>은 바로 백화점의 유리창까지도 깨기에 이르렀
다. 그러나 의아한 점은 백화점 경영자들이 서프러제트들에게 변상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5) 경찰이 그 여성들을 체포해 가두고
그들의 단식 투쟁을 무자비하게 억압해도36) 백화점 경영자들은 법적 배
상액인 미미한 벌금-유리창 값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배상액-을 부과할
뿐, 경찰의 처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서프
러제트/서프러지스트들이 백화점의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을 행동으로 실천시키고자 했던 여성 선거권 주창자들은 캠페
인을 전개할 최적의 장소로 백화점과 도심을 선택했고 심지어 선거권에
반대하는 여성들(*‘Antis’라고 불렸다)도 그곳에 모였다. 선거권 운동 관
련 단체들마다 내건 상징이 제각각이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단체나 캠페인의 의복을 맞추어 입거나, 옷을 살 형편이 안 되면 <여성
참정권단체 전국연합>이나 <여성 사회정치 연합>의 상징적인 색깔로 된
휘장이나 리본,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배지를 부착하여 정치색을 드러냈
다. 원래 배지 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구상된 상품이었다. 따라서 백화
점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단체를 따로 후원하거나, 혹은 중복적으로 후원
하면서 그 여성들이, 심지어 여성 선거권 반대 캠페인의 여성들도 자주
찾는 백화점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여
성 사회정치 연합>은 중상층 여성들에게, <여성 참정권단체 전국연합>

35) Ibid., pp. 245-246.
36) 서프러제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아주 혹독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데이비
드 로버츠, 신인수 역, 『서프러제트: 세상을 바꾼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서
울: 대교북스, 2021), 60-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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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하층 계급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런던 중심부의 많은 가게, 카
페. 찻집의 주인들도 자신의 상점을 투표권 지지자들의 장소로 제공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찻집
이나 커피숍. 레스토랑에 이 여성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파당별로 모이
기도 했다. 즉 어느 백화점에 가느냐, 어떤 카페를 주로 이용하는가가 단
체별로 다 달랐다. 따라서 여성 선거권 운동의 지지자들은 또는 반대자들
은 특정 백화점에, 또는 특정 카페에 드나듬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를 표현하기도 했다.
백화점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17-8세기 여성들의 공간이었던 살
롱을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화점은 호화 살롱의 이미지를 차용하
고 살롱의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의식이 있는, 그리고 산업혁명의 여파로 부유해진, 그래
서 여유로운, 게다가 지적인 귀족과 중상층 여성들은 백화점을 통해 자신
의 견해를 사회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시기에는
카페 하우스조차 드나들지 못했던 여성들이, 귀족 여성의 집에서 모여 문
학을 토론하고 여성의 글쓰기를 ‘조용히’ 후원하던 단계에서 드디어 밖으
로 나왔고 ‘안전하고 쾌적한’ 백화점에서 토론을 전개하기도, 거리로 뛰쳐
나가 유리창을 깨고 자신들의 패션을 상징으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캠페
인을 벌여 나가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는 결국 돈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선거권 캠페인
에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백화점은 여성 선거권론자들이 주요 고객인
한에서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 캠페인의 전개 방식이 과격하든 온건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의 요구나 주장이 여성 전체의 투표권이든 일부 여
성의 권리이든 신경 쓰지 않았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백화점
매출에 이익이 되는지의 문제에만 집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드레스에
흰색/보라색/녹색 띠나 휘장을 두르고 모자와 장갑까지 갖춘 잘 차려입은
<여성 사회정치 연합>의 여성들을 생각해보라. 캠페인을 벌이는 그들이,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들이 ‘우아하게’ 보이려고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라. 왜 그랬을까?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을 대중에게
직접 보여주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
에멀라인 팽거허스트가 체포되는 장면을 보자(사진 1). 누가 봐도 우아
하고 세련된 복장의 여성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체포한다고 생각할 이 장
면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의 폭압성과 극적
으로 대비되는 연약하면서도 ‘우아한’ 여성! 그것도 서프러제트의 리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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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거허스트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
고 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성 선거권자들이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즉 순종적이거나 정숙한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외형적으로 대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성 답지 못한 여성’, ‘소리나
질러대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고급 드레스 정장을 잘 차려
입고 시위에 참가한 것이다. 그러나 악을 써 대는,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상상해보자. 아이러니도 그런 아이러니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소
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 건물이나 백화점의 유리창을 깨고 우체통
을 폭파하고, 총리 관저에 불을 지르는 위험한’ 여성들이 아니었던가? 그
들은 소위 우아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정숙함을 스스로 내
던진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시대의 요구에 코드를 맞춘 것 같지만 실제로
는 일탈을 저지르는 이율배반적인 여성들이었다. 그 여성들은 자신들이
내건 구호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준 셈이 되
었다.

(사진 1) 1914년 런던에서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되는 에멀린 팽크허스트

공공의 광장에서 정치인의 연설을 방해하고 공공건물의 -쇼윈도우의
장식으로 가득 찬 고급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이- 유리창을 깨고, 왕이
참가하는 경마 경기에 뛰어들어 죽기도 하면서-에밀리 데이비슨(Emily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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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ing Davison)의 경우-,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
들이, 사진 2에서처럼 정장 드레스를 갖추어 입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한
다. 이 그림은 장례식 장면으로 그들의 흰색의 정장 드레스는 순결을 상
징하고, 그 옷을 입은 여성들은 데이비슨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동
시에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성 사회정치 연합>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전개
할수록 그들의 옷차림은 유행을 선도한다. 그래서 백화점 경영자들은 그
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사상이나 행동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백화점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었다.

(사진 2) 에밀리 데이비슨 장례식 사진 (런던박물관 전시)

많은 중상류층 페미니스트들은 저항운동을 하면서도 당시의 여성 스타
일은 고수했다. 통상적으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지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정치 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면서 남성 반대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다(필자 강조)37). 역설적이게도 이는 새롭게 등장한 대규모 백화
점의 유혹에 참정권 지지자들이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들
37) 실라 로보섬, 『아름다운 외출: 페미니즘 그 상상과 성차의 역사』,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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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설사 알고 있었다 해도- 자본의 거대
한 작동 원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즉 <여성 사회정치 연합>의 지도
부는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 복장에 더 신경을 쓰며 머리며 옷을 세심하게
가꾸어야 했다. 그만큼 그들은 유행에 민감해야 했고, 백화점의 판매 상
품에 신경을 써야 했을 것이다. 한 예로, 의회에서 참정권을 주장한 <여
성 자유 연합(Women’s Liberal Federation)>의 회장인 마제리 코벳 에
시비(Margery Corbett Ashby)의 아버지 역시 <여성 사회정치 연합> 여
성들과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딸에게 “만약 무엇인가를 개혁하
고 싶다면 옷은 바꾸지 마라”고 조언했“38)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
프러제트와 서프러지스트들이 당대의 여성으로서 우아한 옷차림을 계속
고수하는 방식을 취하자, 백화점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써 그들을 적극
적으로 포섭하고 그들의 옷차림을 광고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백화점은 일반 대중이 중상류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이 구매하
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더 중
요한 것은 백화점이 이전까지 결코 한 공간에서 같은 행위를 할 일이 없
었던 다양한 계층을 한 곳에 불러 모았다는 것이다.39) 그래서 백화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귀족 여성들을 그리고 부유한 중상류층 여성들을 마케
팅 전략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백화점의 주 고객이면서, 사회에서
강요하던(?) 순종적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사
회를 거부하며 사회 참여를 부르짖던 <여성 사회정치 연합>의 과격한
여성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걸어 다니는 광고 그 자체이었을 것이다.
페미니즘적 의식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소비의 주체인 여성들은 백화점
이 제공하는 ‘소비의 평등화’나 ‘열망과 욕구의 평등화’를 실천하고자, 그
래서 좀 더 부유하고 세련되며 지적으로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
서 대중은 백화점을 드나드는 귀족과 중상류층 여성들의 패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백화점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캠페
38) 실라 로보섬, 같은 책, 75쪽.
39) 설혜심, 『소비의 역사』,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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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벌이는 여성들도 운동 기금을 모으기 위해, 아니면 패션의 유행을,
그리고 의식의 선진화를 이끄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입장에서 백화점의 후
원을 바라고, 동시에 자신들의 기관지에 백화점 광고를 실었을 것이다.
당연히 백화점은 이 여성들을 이용해 최대한의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 상
생 전략으로 서로 협력했다. 사회에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거리에서,
신문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이 ‘우아한’ 여성들이야말로 백화점을 홍보하
기에 딱 들어맞는 여성이었다.
‘과시적 소비’란 재력을 과시하고 명예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하
는 소비로,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주창한 개념이다. 1980년대에 닐
멕켄드릭(Neil Mckendrick)은 과시적 소비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모
방과 경쟁적 소비의 양상을 도식화했다.40) 부유층이 ‘소비 탐닉(orgy of
spending)’을 통해 새로운 소비 시대를 선도하면, 중간층은 부유층의 사
치를 모방하고, 하류층은 다시 중간층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화점과 페미니즘 운동 캠페인의 접목 지점이다. 여성 선거권 단체는 남
성 정치인의 관심을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
료 여성들의 관심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패션을 주도하는 세련된

여성이면서 동시에 의식이 트인 여성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들은
정장 차림에 자신의 선거권 캠페인 단체를 상징하는 색깔의 띠를 부착하
여 ‘말 대신 행동으로’나 ‘여성에게 투표권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
진했다. 그러자 다른 유사 페미니스트 단체들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심
지어 여성 선거권 반대 진영에서도 패션을 전략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
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이념이나 슬로건보다는 패션이 이념과 행동을 주
도하는,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자본이 캠페인에 흘러들어오도록 유도하였
다. 따라서 백화점 경영자를 비롯한 자본가들은 이제 이념이 아니라 소비
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백화점 경영자들은 여성 선거권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인가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양교육강사, penroseok@hanmail.net

40) Neil McKendrick, "Home Demand and Economic Growth: A New
View of the Role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McKendrick, ed., Historical Perspectives (London:
Europa, 1974); 설혜심, 『소비의 역사』, 17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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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국 여성들 백화점에 가다: 자본주의와 페미니즘의
어떤 만남
이 진 옥

본 논문은 영국의 19세기 중엽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백화점의 마케
팅 전략과 여성 선거권을 요구한 단체들의 캠페인 전략이 유사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백
화점은 여성들이 남성을 동반하지 않고도 가정을 나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광고하면서 여성 전용 공간, 이른바 ‘문화 공간’을 경쟁
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집을 나선 중상류층 여성들이 안전하
게 드나들 수 있으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백화점이
었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백화점은 같은 계층의 페미니스
트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였던 여성들이 어
떤 계기로 합리적인 소비자로 인식되었는지, 백화점은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선거권 운동의 전략을 어떻게 접목시켰는 지를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페미니즘은 자본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으려고 그 욕망을 절제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페미니즘
의 상호 모순적인 역설 관계를 볼 수 있는, 즉 시대를 주도하는 여성들의
첨단 사상(페미니즘)이 가시화되는 공간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발전 양상
(광고와 소비)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백화점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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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lish Women Go to The Department Stores: A
Meeting of Capitalism and Feminism
Lee, Jin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connections
between department stores and the WSPU(women’s social political
union). After mid-nineteenth century, a lot of women gathered in
West End of London not to sale something but to walk alone and
shopping for pleasure. Shopping meant a day “in Town,” consuming
space and time outside of the private home. This study illuminates
how the creation of West End as shopping center involved a
reinterpretation of public life, the economy and consumption, and
class and gender idelogy. By the way, the wearinfg of WSPU colours
of purple,

white

and green color allowed

women

to

construct

practices of conventional feminity as political subjects. In this way,
apparently
consumption

fixed
were

demarcations
unsettled

between

and

politics,

reconfigured

by

fashion

and

suffragettes.

Suffragette protest was insificantly enabled by its rearticulatation of
conventional practices associated with gender identity in relation to
fashion. In otherword, smashing window by women, even though by
fashionably- dresssed ‘ladies’ confuge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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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영상콘텐츠 제작 수행활동을 활용한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 운영 사례
-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설계와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홍 상 현

Ⅰ. COVID-19 상황에서 생각해보는 대학의 새로운 교육환경과
분위기
영상은 20세기 후반 인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인터넷이
라는 또 하나의 변수와 마주치게 된다. 초창기 인터넷 서비스가 기술
적인 한계로 인해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만을 취급하였다면 현재 인터
넷은 ADSL이나 VDSL 등 데이터 전송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동
영상과 결부되어 여타의 지식전달수단을 뛰어넘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
휘하게 되었다.1)

이러한 논의가 나온 것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현재 우리의 생
활을 보면, ‘데이터 전송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오는 ‘지식전달수단의
변화’는 ‘변화’라기보다 그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지식전달수단으로 동영상이 활용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새롭거
나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방법과 범위에 대한 한계가 어디인지
를 궁금해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2019년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19082514).
1) 지명혁, 「변화되는 교육환경에서의 영상콘텐츠 활용방법론」,
구』, 제6권(2004), 194쪽.

『영화교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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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전통적인 ‘지식전달수단’인 교육 분야
에서 디지털-온라인 기반의 환경과 영상 콘텐츠 활용에 대한 관심은 더
욱 고조되었다.
COVID-19의 확산세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에서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온라인에서의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는 강의실에 앉아서 교수자의 강의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 ‘대학수업’의 형
태였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서 그러한 ‘대학수업’은 불가능했으며,
모든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COVID-19 이전에
는 “4년제 대학의 온라인 수업 비중은 전체 수업의 약 1%에 불과”2)했었
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 모든 강의의 온라인 진행은
학교, 교수, 그리고 학생 모두에게 너무나 급작스러운 전환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100%를 염에 두고 생긴 학교기 때
문에 질 높은 온라인 수업으로 호평”3)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2001년 처음 설립되기 시작한 사이
버대학은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총 21개교4)로 운영
되는 수가 증가했다.

이제 우리는 COVID-19가 종식된 이후의 대학 수업을 생각해야 할 단
계에 와 있다. 그렇지만 이후의 대학 수업 운영을 기존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겠는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
를 계기로 디지털-온라인 기반의 환경에서 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
지 미리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COVID-19으로 인해서 미래
의 교육 환경에 대한 경험을 예상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 도재우,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6권 2호(2020) (김지원 ․ 박영신 ․ 김경이 ․ 양길
석, 「COVID-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및 경
험 분석」, 『교육연구』, 제80집(2021), 같은 곳에서 재인용).
3) 김제림, 「“비대면 수업 노하우 우리가 최고” 코로나시대 더 빛나는 사이버
大」,
『매일경제』,
2021년
05월
26일,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21/05/504355/
(검색일: 2022.3.20).
4) 김지원 ․ 박영신 ․ 김경이 ․ 양길석, 「COVID-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
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및 경험 분석」,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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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서 미래사회의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에 대한 준비를 일찍 시작
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에만 한정한다거나, 거기에 큰 비중을 두는 것 또한 잘못된 방향 설
정일 수 있다. 그것보다는 이번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확인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의 환경과 효과적인 수업 운영 방법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일 것이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적응했고, 온
라인 수업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
학생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5)한
다고 한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녹화수업의 경우)수업을 나누어 듣거나, 편
한 시간에 들을 수 있다’, ‘통학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등이 있었다.
하지만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해여부 판단 및 집중력 저하’6) 등
의 이유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코로
나19 종식 이후 원하는 수업의 수강 비율에서도 대면수업(59.3%)이 온
라인 수업(35.7%)을 앞질렀다”7)라는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갖는 장점과 함께 대면수업
의 장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번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학번’, ‘사라진 캠퍼스의 낭만’ 등의 내용들이
문제로 지적된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COVID-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
가 남아 있으며, 그것이 대면수업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이
러니는 앞으로 대학의 교육이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 중에서 어떠한 것
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의 설정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5) 이금나, 「대면수업 재개하는 대학가… 온라인 수업 선호하는 학생들?」,
『KBS』,
2021년
06월
06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2682 (검색일: 2022.4.3).
6) 허정윤, 「‘온라인 수업 만족도 높아졌지만 문제는 그게 아냐’… 한국공학한림
원
조사
결과」,
『한국대학신문』,
2021년
10월
19일,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7517
(검색일:
2022.4.6).
7) 허정윤, 같은 기사.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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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
는가,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의 구분을 떠나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어떠한 교육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설정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증가의 원인인 편리함과 효율성은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새로운’ 관계와 형태
로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COVID-19 상황 동안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의 ‘지식전달’ 방법과
관계를 넘어선 형태의 새로운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에서 수업은 그들에게 익숙한 오늘날의 디지털-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이해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익숙한 형
태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COVID-19 이후 새로운 교육에 대한
준비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의 교육은 ‘지식전달’이라는 목적과 방법을 확장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참
여하고, 교수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자 ⇆ 학습자’의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온라인 기반
영상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조성이 있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디지털-온라
인 기반 영상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이다. 과거의 영
상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송신자 → 수신자’ 형태의 관계였는데, 디지털-온라인 환경은 송신자가
보내는 정보의 내용에 수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정보의 내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송신자 ⇆ 수신자’ 형태로의 관계 변화8)를 가져왔
다. 이러한 ‘송신자 - 수신자’ 관계는 대학 수업에서 ‘교수자 - 학습자’ 관
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과거의 대학교육은 ‘교수자 → 학습자’의 관계 안
에서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은 ‘교수자 ⇆ 학습자’ 관계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의 변화와 움
직임은 COVID-19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문제해결중심(Project Based
8) 홍상현, 「디지털 노마드 시대,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영상 커뮤
니케이션」, 『Homo Migrans』, 22호(2020), 221-222쪽.
164

영상콘텐츠 제작 수행활동을 활용한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 운영 사례

Learning, PBL) 수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지식전달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업시간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서 수업과 관계된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FL(Flipped Learning)을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PBL 수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이 분위기 속에서 능
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크게 기대되는 방법이다. 하
지만 PBL 수업은 강의실 수업의 환경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새로운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것은 디지털-온라인 기반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환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우리는 COVID-19 상황에서 확인한, 오늘날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
운 학습의 형태와 디지털-온라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PBL 수업에 대한 시도와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늘날 학생들의 시점에서 그들이 원
하는 대학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편리함과
효율성’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에서의 지식 소통’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익
숙한 세대의 소통 방법이며, 그러한 요구는 지금의 디지털-온라인 기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결코 무리한 것도 아니다. 어쩌면 그러한 요구
에 대해서 부합하는 수업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대학 수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2021년 2학기에 이루어진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업을 다룬다. 2020년부터 개설한 이 교과목은
한성대학교의 글로벌역량과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양수
업으로, 이주 및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주제로 한다. 이주와 다문화라
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제의 특성상 기존의 ‘지식전달’ 위주
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COVID-19 상황에서 조사된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운
영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해 보았다. 우선, 100% 온라인 환경에서 FL과
PBL의 방법을 함께 사용했으며, 녹화강의로 이루어지는 1교시와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는 2교시로 구성된 블렌디드(blended, 혼합형) 수업
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1교시 녹화강의는 학생들의 개인 PBL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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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수업으로 구성을 했으며, 2교시에는 토론/토의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팀 단위 PBL로서의 수행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생
들의 수행활동은 엘리엇 아이즈너(Elliot W. 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고, 그 내용은 온라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팀 단위로 제작해 보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은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수업의 형태를 원하고 있
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는 FL의 방법을 활
용한 녹화강의로 편리함과 효율성을, PBL의 방법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보았다. 이러한 수업의 기획은 디지털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안에서 기존의 대학 수업 방식과 온
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수업의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수행활동 중심의 PBL 수업의
운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교과
목 운영 방법의 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습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수업
운영의 효용성 측면까지를 살펴본다.

Ⅱ. 수업의 주제와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을 토대로 한 교과목
설계의 기본 설정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는 예술 교육 분야의 창작
실기 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중심으로, 팀 단위 영상 콘텐츠
창작 수행활동을 진행하는 형태로 교과목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이라는 교과목의 목표를 위하여 이주/다문화 현상을
큰 범주의 주제로 설정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은 ‘다문화 한
국’의 오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친숙한 영상미디어에 비친 이주
및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이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들을 학생들 스스로 탐방해 보면서, 문화다양성 관련
영상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다음의 두 가지 주제가 교과목 운영의 큰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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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디어를 통한 이주/다문화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과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
②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디지털-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새로운 리터러시 이해

위와 같은 설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개발
모형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대학에서 미술과 교육학을 전공한 아이즈너는
1962년 시카고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그의 관심이
미술에서 미술교육으로 옮겨졌다9). 이후 그는 예술에서의 창조적 표상
개발 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국내의 한 연구
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즈너가 제기한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
다.

① 화가로서의 예술성과 교육경험은 과학과 행동주의 일변의 교육학계의 풍
토에 이의를 제기하기 충분함
② 그가 주장한 ‘심미적 탐구’나 ‘질적 평가’는 기존의 과학적 접근이 미술교
육에 잘 맞지 않음
③ 교육현장에서 계획적으로 예단된 수업목표와 실제 교육의 과정은 완전
10)

히 맞지 않음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을 활용한 시도와 교과목 운용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상기, 이종
훈(2019)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전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교과목인 <소셜미디어 프로젝트>를 운용하였다. 그들은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개발 모형을 중심으로 ‘행동목표’, ‘문제해결 목표’, ‘표현
적 결과’로 구분하여 교과목 운용의 방법을 설계11)하였다.

9) 김은정, 「아이즈너 이론의 주요 개념에 나타난 질적, 예술적 특징」, 『敎育論
叢』, 第55輯 2號(2018), 2쪽.
10) 김은정, 같은 논문.
11) 신상기 ․ 이종훈, 「소셜미디어 마케팅 교육 사례 연구-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수업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 17호(2019), 195-196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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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엘리엇 아이즈너

행동

학생입장 / 사전에 진술된

목표

목표

문제
해결

소셜미디어 프로젝트
실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 파악
전통적인 미디어 이론에서 벗어난 지금/여기에

조건에 충족한 문제해결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이론 및 강의 시스템 개발

목표

및 테스트

표현

경험과 학습자를 만족시키는

실제로 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무 시스템을

적

장소나 여건을 의도적으로

적용한 제작환경 제공과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결과

제공

조화를 이루는 커리큘럼 개발

<소셜미디어 프로젝트>의 아이즈너 교육모형의 과목 적용 사례

이러한 시도는 “예술적 모형이 어떻게 하나의 접근방식, 하나의 사고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 아이즈너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
교과목 설계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을 충족하면서 자유롭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으로
행동목표를 설정했으며, 학습자의 여건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여 학
습자가 얻게 되는 교육의 결과로 표현적 결과를 선정하였다12).
하지만 아이즈너가 주장한 방법론을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검토해야 할 내용
들이 있다. 아이즈너는 타일러(R. W. Tyler)로 대변되는 과학적 교육과적
운동을 강도 높게 비판13)한 인물14)이다. 그는 “타일러를 비롯한 전통주
의자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 이해’에 초점
을 맞추었다.”15) 그런 이유에서 아이즈너를 중심으로 하는 ‘재개념주의자’
들이 등장했다.
아이즈너는 타일러처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것(행동적 목표)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연히
성취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 된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실지로 성취하는

12) 신상기, 같은 논문.
13) 김은정, 「아이즈너 이론의 주요 개념에 나타난 질적, 예술적 특징」.
14) 1966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교육연구협회(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ERA)의 제15차 연례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교육
목표: 조력꾼인가 훼방꾼인가’에서 이루어졌다. (김은정, 같은 논문, 참고.)
15) 김은정, 같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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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미리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는 학생들이 실제로 성취한 것을 보기 전에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고 생각한다. 예컨대 동물원 구경하기와 같은 표현적 활동의 경우, 그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성취하게 될 지 교사의 예측은 한계
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마치 뉴턴이 사과나무 옆의 벤치에 앉아 있
을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이
다. 혹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갈 때,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가지는
않는 것과 같다. 그냥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을까를
기대하고 들어간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오면(표현적 활동이 먼저 이루
어짐) 우리는 여러 가지 느낀 점에 대해 비평을 하게 된다.16)
행동적 목표

→

행동적 활동

문제해결 목표

→

문제해결 활동

표현적 활동

→

표현적 결과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에서도 이 모델을 중심으로
수업의 운영방법 설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행활동을 중심으
로 문제의 발견과 해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에 두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에서는 ‘행동목표’와 ‘문제해결
목표’를 ‘행동적 활동’과 ‘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

16) 이성호,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 학지사, 2004), 368쪽. (김은정, 「아
이즈너 이론의 주요 개념에 나타난 질적, 예술적 특징」, 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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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셜미디어 프로젝트

행동

실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목표

니즈 파악

구분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행동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적

사전 인식과 스스로 발견한

활동

해결과제 파악

→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전통적인 미디어 이론에서
문제

벗어난 지금/여기에

해결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이론

목표

및 강의 시스템 개발 및

문제

→

해결
활동

테스트

문제의식
온라인 수업의 효용성을 활용한
교과목 운영
온라인 환경 안에서의 팀 단위
수행활동

실제로 현상에서 사용되고
표현
적
결과

있는 업무 시스템을
적용한 제작환경 제공과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표현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적

소통/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결과

시각영상 콘텐츠 제작

→

조화를 이루는 커리큘럼
개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아이즈너 교육 모형 적용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두 가지 주제를 이 세 가지 영역에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우선
‘①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을 통한 이주/다문화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
식’과 ‘②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디지털-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새로운 리터러시 이해’는 ‘행동적 활동’과 ‘표현적 결과’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해결 행동’은 이 두 가지 주제가 함께 이루어지며,
행동적 활동이 표현적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주제를 이어지
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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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수업의 주제 및 목표)

구분

①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을 통한

행동적 활동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수행활동)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이주/다문화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사전 인식과 스스로 발견한
해결과제 파악

인식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문제의식
문제해결
활동

온라인 수업의 효용성을 활용한
교과목 운영
온라인 환경 안에서의 팀 단위

②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수행활동

디지털-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새로운 리터러시 이해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표현적 결과

소통/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시각영상 콘텐츠 제작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목표와 수행활동

Ⅲ.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진행 및
수행활동 운영
그동안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들은 형태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위한
많은 시도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과거 강의실에서 교수자에 의해 지식
과 정보가 전달되고, 학생들이 수용하는 일방향적인 강의 형태에서 벗어
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수행(acting)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
의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일방향적
인 강의식 수업으로부터 벗어난, 수행활동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반적이
다.
특히 1996년 국립교육평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부분적
으로 도입된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 암기력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필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일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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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수업의 형태이며,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또한 PBL 수업을 기본적인 운영의 형태로
하고 있다. PBL은 교수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
생들 스스로가 해당 수업의 내용과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에서는 학생들 스스
로가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함께 할
팀을 구성하여 팀 단위로 문제해결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PBL 수업의 과정에서 교수자는 가르치는 자(teacher)의 역할보다
는 조언하는 자(coach)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PBL 또한 이러한 일반적
인 PBL의 형태를 기반으로 수업의 설계와 운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교
수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
을 수행한다. 하지만 COVID-19 확산으로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PBL 활동의 방법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PBL은 가능
한 실세계 상황에 가까운 문제를 다뤄야 하고”, “교과를 뛰어 넘어 통합적
으로 접근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을 검증하고 개발하는”18) 목
적과 방법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과 방법은 온라인에서의 PBL 수업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온라인에서의 수행활동 또한 PBL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
지털 노마드>의 PBL은 녹화강의와 실시간 화상수업의 방법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는 팀별 문제해
결과 개인별 문제해결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했다. 개인별 문제해결
은 ‘개인발표’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 이후 녹화강의에서 교수자가 의견
을 함께 나누고, 그 과정은 FL수업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실시간 수업에
서는 발표자 이외의 학생들과 발표자, 그리고 교수자가 의견을 함께 나누

17) 신민희, 「학습성과 수행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교
육공학연구』, 15권 5호(2012), 108쪽.
18) 최미나, 「COVID-19 시대 비대면 e-PBL 원격교육의 효과적 운영방안 탐
색」, 『청대학술논집』, 제36집 <교육과학>(2021),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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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발표자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를 만들어낸다.
그 이후 각 팀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행활동을 진행하는 순서
로 구성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은 아이즈너의 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설계했으며, 이는 ‘행동적 활동’, ‘문제해결 활동’, ‘표현적 결과’의 진행과
같은 순서의 단계별 진행이다.

수업의 주제
및 목표
①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을
통한 이주/다
문화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

② 디지털 노
마드로서의 디
지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새
로운 리터러시
이해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행활동

구분
행동
적
활동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사전 인식과 스스로 발견한 해
결과제 파악

개인발표

* 개인
PBL/FL

1교시

문제
해결
활동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문
제의식
온라인 수업의 효용성을 활용
한 교과목 운영
온라인 환경 안에서의 팀 단위
수행활동

- 강의 및 토
론/토의
- 팀별 기획
안 제작
- 팀별 수행
활동

- 교수 코멘
트
- 주제 설정
/ 검토
- 팀 PBL

1교시
/
2교시

표현
적
결과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소통/
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시각영
상 콘텐츠 제작

- 영상 콘텐
츠 제작
- 콘텐츠 감
상및
활용 방안
모색

* 팀PBL

2교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행활동 구성

이러한 세 단계의 진행 안에서 학생들은 다음의 세 가지 세부 내용 안
에서 수행활동을 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에 비친 이주/다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
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교수자와 함께 논의한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다
문화 문제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서 직접 방문하고, 문제
상황을 체험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 방식들을 찾아보고, 위의 주제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의 과
정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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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주제 및
목표
① 문화다
양성 공간
탐방을 통
한 이주/
다문화의
사회적 현
상에 대한
인식

② 디지털
노마드로
서의 디지
털-온라인
커뮤니케
이션 환경
에서의 새
로운 리터
러시 이해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행활동

구분

행동적
활동

이주/다문화와 관
련된 학생들의 사
전 인식과 스스로
발견한 해결과제
파악

문제해
결
활동

디지털-온라인 환
경에서의 문제의
식
온라인 수업의 효
용성을 활용한 교
과목 운영
온라인 환경 안에
서의 팀 단위 수
행활동

- 강의 및 토
론/토의
- 팀별 기획
안 제작
- 팀별 수행
활동

- 교수 코멘
트
- 주제 설정
/ 검토
- 팀 PBL

1교
시
/
2교
시

디지털-온라인 환
경에서 소통/공유
가 가능한 형태의
시각영상 콘텐츠
제작

- 영상 콘텐
츠 제작
- 콘텐츠 감
상및
활용 방안
모색

* 팀PBL

2교
시

표현적
결과

개인발표

* 개인
PBL/FL

1교
시

① 영화, 드라
마, 미디어에
비친 이주/다
문화 현상
② 문화다양성
공간 직접 탐
방 및 체험

③ 도출된 문
제의식을 소개
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할 수
있는 영상 콘
텐츠 제작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세부 수행활동 내용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PBL은 실시간 화상 수업
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위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주차별로
교수자와 함께 주제에 대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진다. 그 이후 각 팀별
로 추가적인 토론과 토의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순서로 수행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수업의 운영에서 가장 문
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수행활동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강의실 환경에 비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2교시 실시간 화상수업에서의 팀별 활동은 줌(Zoom
Cloud Meetin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했다. 줌 프로그램에는 다른
화상수업 프로그램에는 없는 ‘소회의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학생들이 팀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과 구분되어, 각
자 팀원들끼리만 수행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팀별 구성원
들 사이에서의 수행 활동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PBL 팀원은 한 팀당
5명씩 구성했는데, 팀별 인원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원활한 활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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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팀별 PBL 수행
활동 인원을 4~5명 정도로 제한을 하는 방법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
용을 했다.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경우에는 분반별
로 40명이 수강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분반별로 5명씩 총 8개의 팀
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표현적 결과’로서의 수행활동은 시각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강생의 대부분은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전공이 아
닌 학생들이다. 따라서 비전공자 또한 디지털-온라인 기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하나의 자기표현 언어로서 필요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학습해
볼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들을 찾고, 그것을 영상 콘텐츠로 구성하여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 주차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각 주차별로 세부적인 일정과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5주에
서부터 7주까지는 ‘기획 단계’, 9주와 10주는 ‘장소 탐방과 영상 촬영’을
중심으로 수행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상 편집’의 과정을
팀원들 및 교수자와 함께 하면서 수행활동을 마무리 하는 과정으로 진행
을 하였다. 영상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은 “연출자가 촬영된 샷
(Shot)들을 선택하여 편집에 사용한 컷(Cut)을 결정한 후 기획의도에 맞
게 영상과 음향을 컷(Cut), 씬(Scene), 시퀀스(Sequence)의 형태로 나열
하여 하나의 완성된 영상물을 구성하는 작업”19)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영상 편집의 과정 이전에 영상
을 기획하는 과정과 촬영의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이
라는 주제와 관련된 장소 선정, 그리고 스토리텔링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상 콘텐츠의 기획 → 영상 촬영 → 영상편집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 보는 학습 일정이 필요하다.

19) 박성대 ․ 박성훈, 「영상콘텐츠 제작에서의 영상편집 교육 방법론」, 『한국컴퓨
터정보학회논문지』, vol.19, no.12, 통권 129호(2014), 40-41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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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영상 스토리 구성(1)

5주
팀별 탐방장소 정하기
■ 문화다양성 탐방장소 정하기

■ 관련 자료 조사
9주
탐방 기획 및 스케치

7주
영상 스토리 구성(2)

■ 준비한 자료 공유

■ 기획안 만들기

■ 각자가 구상한 스토리 공유

■ 팀원별 담당 업무 나누기

■ 다양한 촬영 방법 학습

■ 연습 촬영 및 결과물에 대한
토의

10주
팀별 프로젝트 장소 방문 및 촬영

11주
영상 스토리 구성 및 컷 편집(1)
■ 촬영 영상 공유

■ 기획안 수정 및 보완

■ 탐방장소 방문 및 촬영

■ 참고 자료 및 연습 촬영물을
활용하여, 기획 내용에 따라 영
상 구성 연습

■ 팀 전체 방문 or 팀원 일부 방
문

12주
영상 스토리 구성 및 컷 편집(2)

13주
컷 편집 마무리 및 화면 효과

■ 컷(cut) 나누기

■ 팀원 전체가 ‘화면공유’를 하여
영상 스토리를 논의

■ 추가 영상 및 자료 배치

■ 메시지와 주제가 드러날 수 있
도록 영상 배치, 필요한 내용 추
가 편집

■ 효과적인 화면 효과 및 사운드
보정

■ 씬(scene)과 시퀀스(sequence)
구성
14주
화면 효과 마무리 및 배경 음악
설정
■ 다양한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가장 효과적인 배경음악 및 효
과음 설정
■ 인트로와 엔딩 영상/사운드 추
가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팀별 수행활동(영상제작) 일정

Ⅳ. 학습자 입장에서 본 수업의 효과 및 효용성
2021년 2학기에 진행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평균 약 4.82(A반 4.84, N반 4.79)로 집계가 되
었다. 같은 기간에 한성대학교에서 개설한 수업의 평균 만족도가 4.34인
것과 비교하면 약 0.48 정도 높은 수치이다.

구분

A반

N반

4.84
수업만족도

전체

교양대학

4.34

4.42

4.79
4.82
(4.815)

2021년 2학기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업만족도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가 높은 수업만족도를 보이
는 이유는 앞서 논의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업의 형태와 운영 방법에

176

영상콘텐츠 제작 수행활동을 활용한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 운영 사례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기간에 개설된 한
성대학교의 수업 운영방법 및 유형별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 교무처에서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FL과 PBL을 함께 적용하여 운영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4.50으로 다른 방식의 수업들에 비해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
업의 유형별로는 동영상 녹화 강의와 대면(강의실 및 실시간 화상) 수업
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
다. 앞에서 우리는 COVID-19 동안에 학생들이 원하는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는 논의를 했다. 2021년 2학기 한성대학교에서 조사한 수업
만족도 결과와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학생들
의 수업만족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전체 과목
캡스톤디자인
융합교과목
Micro Degree
FL 적용 과목
PBL 적용 과목
FL+PBL 적용 과목
교양과목

수업
유형
비대면

수업만족도
4.34
4.33
3.97
4.48
4.48
4.32
4.50
4.42

구분

수업만족도

대면

4.37

블렌디드

4.37

100%온라인 동영상

4.33

100% 실시간 화상강의

4.33

이러닝

4.06

비대면 전체

4.33

2021년 2학기 한성대학교 개설 교과목 유형별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

그렇다면 새로운 교육환경과 수업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문
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
에서 만족도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과목 설계와 운
영의 방식이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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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은 2021년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업을
수강한 80명(A반 40명, N반 40명)이었으며, 이 중 74명의 학생이 응답
을 하였다.
우선, 교수자가 설계한 수업의 방식이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수행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74명의

응답자

중

64.9%(48명)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으며, 29.7%(22명)이 대
체로 도움이 된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5.4%(4명)의 학생들은 다른 수업
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을 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은 없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48명)
대체로 도움이 된다(22명)
관련 다른 수업과 차이 없다(4명)
별로 도움이 안 된다(0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0명)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한정했
을 때에는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 설계가 이주-다문화에 대한 문제인
식과 해결의 과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응답의
결과는 59.4%(44명)의 학생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으며,
36.5%(27명)이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4.1%(3명)의
학생들은 다른 수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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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도움이 된다(44명)
대체로 도움이 된다(27명)
관련 다른 수업과 차이 없다(3명)
별로 도움이 안 된다(0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0명)

위의 두 설문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교과목 운영은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리고 그것은 교과목이 갖고 있는 특정한 주제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방식의 교과목 설계는 학생들의 호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의 주제인 ‘이주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수업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따
라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업의 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주와 다문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의 필요성을 갖는 데에 어
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다. 총 74명의 학생 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다른 수업과 차이가 없다는 응답
은 1.3%(1명) 있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98.7%, 73명)이 도
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다. 이 중 58명(78.4%)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했으며, 15명(20.3%)의 학생들은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답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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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도움이 된다(58명)
대체로 도움이 된다(15명)
관련 다른 수업과 차이 없다(1명)
별로 도움이 안 된다(0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0명)

학생들의 응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주 및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
인식과 개선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앞의 두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58명(78.4%)으
로, 앞의 두 질문에서의 결과(64.9%, 59.4%)와 비교했을 때 눈의 띄는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수업에서는 강
의식 수업에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이 기존의 수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점은 ‘강의’ 형태가 아니라 ‘수행활동’을 수업의 중심으로 놓았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수업에서의 방법은 학생의 호응이 부족한 수업에서도 활
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업에서 학생
들이 수행한 활동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행활동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선,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
마드>에서의 주요한 수행활동의 주제는 ‘이주-다문화 관련 문제 인식’,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발견과 경험’, ‘팀원들과의 협력’, ‘디지털 영상언어의
활용’ 네 가지이다. 따라서 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항목에서 학생들은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를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도록
질문을 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목은 ‘팀원들과의 협력’(71
명)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발견
과 경험’(65명)이 31.3%였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언어 활용’과 ‘이주-다
문화 관련 문제 인식’이 각각 35명(16.8), 37명(17.8%)의 결과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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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다문화 관련 문제 인식(35명)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발견과 경험(65명)
팀원들과의 협력(71명)
디지털 영상언어 활용 (37명)

위 설문조사에서 ‘이주-다문화 관련 문제 인식’보다 ‘다양한 문화에 대
한 발견과 경험’을 더 많이 선택한 것과 ‘팀원들과의 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결과에서 학생들은 ‘수행활동’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팀 활동과 직접적인 체험활동(문화다양성 공간
탐방)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수행활동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 응답에서 ‘팀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
는데, 수업에서 활동이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체
험을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축소되었는데, 이 수업
에서 동기들과의 교류 기회가 있었고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팀별 수행활동은 기획단계(5~7주), 공간 탐방
과 촬영(9~10주), 영상 편집(11주~14주)의 세 단계로 진행을 하였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에서 기획단계에
대한

선호도가

35.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

편집

단계가

34.5%(29명), 공간탐방과 촬영이 29.8%(25명) 순으로 선호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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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주 기획단계 (30명)
9~10주 탐방과 촬영(25명)
11주~14주 영상 편집(29명)

하지만 각 주차별 일정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10주
차 ‘팀별 프로그램 장소 탐방 및 촬영’이 22.6%(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1주차 ‘영상스토리 구성 및 컷편집(1)’이 17.9%(15명)으로 선호도가 높
았다. 그 다음으로는 5주차 ‘팀별 탐방장소 정하기’와 7주차 ‘영상 스토리
구성(2)’(기획안 만들기)가 각각 14.3%(12명), 13%(11명)으로 높은 선
호도를 보였다.

0.25
5주 (12명)

11주 (15명)

6주 (7명)

12주 (7명)

7주 (11명)

13주 (2명)

0.10

9주 (6명)

14주 (5명)

0.05

10주 (19명)

0.20
0.15

0.00

각 주차별 선호도를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10주차를 선택한
이유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직접 방문해 보았을 때 강의실에서 이
야기했던 것보다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팀원들과 직접 만
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11주차를 선
택한 이유는 ‘직접 방문한 이후에 수업 참여에 재미가 더 생겼다’, ‘촬영
물을 함께 보면서 기획안이 더 구체적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직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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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작)작업을 시작해 보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5주차와
7주차를 선택한 이유는 ‘(팀원들 사이에) 업무 분담에 도움이 되었다’,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방문/체험을 하고,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
로가 활동 내용을 결정하고 서로의 업무를 나누면서, 수행활동 자체를 기
획하는 것에서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수업에 대한 설
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
은 이러한 활동 수업에 큰 호응을 보인다. 둘째, 직접 체험을 해 보고, 팀
원들과 함께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는 수행활동을 선호한다. 셋째, 수업의
주제에 큰 영향 없이 이러한 수행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선호도는 좋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은 ‘수행활동’을 통한 직접
적인 참여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그것은 학생들이 COVID-19 상황에
서 기대하는 대면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칫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서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업들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Ⅴ. COVID-19 이후를 준비하며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도출된 ‘생각’, ‘표현’과 같은 키워드가 ‘자기표
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의미를 보이고 있었다. …(중략)… 그 결과,
특히 ‘자유롭고 솔직한’ 자기표현의 과정이라는 점을 유의미하게 분석
하였다.20)

박진영 ․ 김유정 ․ 김명희 ․ 이정숙(2020)은 “2018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창의력, 소통능
20) 박진영 ․ 김유정 ․ 김명희 ․ 이정숙, 「문화예술창작 교양수업에서 대학생이 인
식하는 창의적 표현의 의미와 영향요인」, 『예술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2020), 72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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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협업능력, 인지적 유연력, 비판적 문제해결 등을 제시”21)했고, 우리나
라도 이에 발맞추어 창의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창작 교양수업에서 대
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의적 표현의 의미는 ‘자유롭고, 솔직한 자신의 생각
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라고 대학생이 인식하는 창의
적 표현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아이즈너는 《교육적 상상력》에서 가르
치는 일은 일종의 예술이라고 정의”23)하는데, 이는 교육에서의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예술적 교육 과정개
발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적인 교육의 방법을 예술적인 활동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즈너 이후, 기존의 일방향적인 강의식 수
업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설계는 그러한 문제
의식 안에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의 대면수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
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녹화수업이 갖는 편리
함과 효율성, 그리고 대면수업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참여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정했다. 이러한 수업의 설계와 운영 방법에 대
해서 학생들은 큰 만족도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
보는’ 수행활동에 대한 호응이 가장 좋았다. 이는 디지털-온라인 커뮤니
케이션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가진 ‘자기표현’에 대한 요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존에 ‘교수자 → 학습자’ 형태의 일방향적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어
려웠던 ‘직접 참여’, ‘체험’, ‘자기표현’이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행
활동의 과정에서 ‘팀 활동’과 ‘팀 구성원들과의 협업’ 등에 대한 호응 또
한 많았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중요한 역량인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문제해결’ 등은
학생들 또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 요
소의 성취를 위해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 FL, PBL,
블렌디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의 설계하고 운영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학생들이 위의 역량 요소들을 체감
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1) 박진영, 같은 논문, 57쪽.
22) 박진영, 같은 논문.
23) 김은정, 「아이즈너 이론의 주요 개념에 나타난 질적, 예술적 특징」,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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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수행활동 중심의 수업이 보다 고도화될 수 있는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COVID-19 상황에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변화된 수업 운영
을 진행했다. 연구자 또한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
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고도화된 형태의 수업에 대한 설계와 운영을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효율적인 FL, PBL, 블렌디드 방식의 수업 운영에 대한 준비이다.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이 운영된 시기에 한성대학교
에서는 모든 교과목을 녹화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을 50%씩 배분하는
블렌디드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녹화수업이 갖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편리함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녹화
수업에 50%의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왜
냐하면 대면수업(실시간 화상)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으며,
구체적으로는 ‘직접체험’과 ‘팀 협력’, ‘수행활동’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
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화강의의 목적을 FL 수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
고, 그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 설정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면 녹화강의의 효율성과 대면수업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블렌디드 수업의 구성과 운영을 고도화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차별 수업 주제와 수행활동의 내용에 대한 구성의 고도화
가 필요하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차별 수행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적지 않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체험과 활동을 선호했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선호했다. 그리고 유사한 주제의 활동이 반복되는 것에는 호응이 적었으
며, 종반부의 수행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체험 중심의 수행활동을 종반부에 배치하고, 반복되거나
이전 수행활동의 보완을 위한 내용의 경우에는 주제를 변경하는 등의 방
안을 강구해 본 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대학교육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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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를 겪는 과정에서 미래의 대학교육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실험이 함께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지
만, 분명한 것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커리큘럼과 운영 방법 또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학생들은 디지털-온라인 환경과 그것을 기반으
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안에서 보
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요구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는 지금의 학생들이 요구하
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편리함과 효율성’과 ‘능동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에서의 지식 소통’이라는 두 가지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수행활동 중심 수업 운영의 한 시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새로운 교육 환경’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
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학생들의 원하는 수업의 형
태를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고도화된 교과 운
영이라는 과제를 교수자에게 남겨주었다.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미래
의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것이다. 본고
에서 다룬 수행활동 중심 수업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형태로의 진화를 위한 연구와 실험이 계
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새롭고 참신한 교과목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의 대학교육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조교수, hong@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코로나 이후의 교육(education after COVID-19), PBL(project based
learning), 혼합형/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예술적 교육과정(art
education)
투고일: 2022.04.13 심사일: 2022.05.05 게재확정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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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상콘텐츠 제작 체험을 활용한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 운영 사례
-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설계와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홍 상 현

COVID-19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수
업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
다. 그들은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세대이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갖는 편리함과 효율성이 그들에게는 보다 좋은 방
식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면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즉,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에 대한 요구가 함께 증
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
마드>는 온라인 수업이 갖는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대면수업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참여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교과목 설계를 하였
다. FL, PBL, 블렌디드 방식의 수업을 함께 활용하였으며, 수업의 구성과
진행은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의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
한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직접적인 참여’와 ‘동료들과의 협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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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ple of operation of liberal arts classes related to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using video content
production experience
- Focusing on class design and learner satisfaction survey
of Multi-Cultural Spaces Exploration and Digital Nomad
Hong, Sanghyun
Due to COVID-19, over the past few years, as students become
more accustomed to teaching in an online environment,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online classes to be maintained. They are a
generation

accustomed

to

communicating

in

a

digital-online

environment. Therefore,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online
classes would have been thought of in a better way for them.
However,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face-to-face classes are
also increasing. In other words, it is an ironic situation that demands
for online classes and face-to-face classes are increasing together.

Multi-Cultural Spaces Exploration and Digital Nomad was designed to
realize both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online classes and
participation in project implementation in face-to-face classes. 'FL',
'PBL', and 'blended learning' were used together, and the composition
and progress of classes was centered on Eisner's art education
curriculum method.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is method was quite
good, and the parts with the highest student satisfaction were 'direct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with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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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 ②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양 재 혁

홀로 남아 나와 함께 눈물 흘릴 노래여
내 슬픔을 간직한 노래여, 사람들 사이로
자비를 구하러 다니지 말라
지암바티스타 비코1)

I. 머리말
서구 근대를 구성하였던 역사적 사건들, 곧 전쟁, 식민화, 산업화, 자
본주의 지구화 과정은 대규모 인구 이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근대 또는
현대 사회의 형성에서 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이주의 흐름 또는 운동은 교통수단과 정보 기술의 혁신으로 전례
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와 성격을 보여주며 다양한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
대적 과제들을 제기한다. 국제적 질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초
국가적 이주는 생태계 문제는 물론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연결되어 ‘지구
화’ ‘가속화’ ‘차별화’ ‘여성화’ ‘정치화’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2)
오늘날을 ‘이주의 시대’로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은 새로운 이주
관련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또는 국가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 다른 공동체, 다른 지식에 관한 정보는 오늘날 넘쳐난다. 대중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19082514)
1) 지암바티스타 비코, ｢절망한 자의 사랑｣, Giambattista Vico, 조한욱 옮김,
비코 자서전 지성사의 숨은 거인 (파주: 교유서가, 2020), 244-245쪽.
2) 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한국인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38-39쪽.
http://www.homomigrans.com

- 191 -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매체에 등장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사람을 비롯한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인식
과 지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주와 난민 문제
를 둘러싼 갈등과 폭력적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민족/국가/경제/에
스닉 집단 간의 소통은 여전히 어려우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은 폭
력적 대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주 형태에 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
의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해내는 분석들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에 부딪치기도 한다. 새로운 경향으로서 제시된 오늘날 이주의 특성
이 이전 이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인가? 예를 들어 오늘날의
이주 현상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이주의 ‘전지구화’ 경향은 규모나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전에도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이
주는 과거 근대 이주의 역사성을 공유하면서도 고유한 시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주 문제에 관한 단절적 접근, 곧 새로운 경향만
을 강조하는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어려
움을 고려하여 국가적·문화적 경계를 횡단하며 발생하는 이주 또는 이동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종성(Hibridity)’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의 시대 문화에 관한 본질주의적 이해에 대한 비판
이 확산함에 따라 ‘혼종성’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대적 경향으로서
의 ‘혼종성’ 관련 대표적 논의를 소개하자면, 먼저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W. Said)는 모든 문화의 역사는 예외 없이 “문화적 차용의 역
사”라고 표현하였으며, 역사학자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은 오늘날
의 시대를 “넘나드는 것, 혼종적인 것, 혼성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혼종성’ 개념은 본질주의적 사유 방식이
나 인식 태도를 비판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지적 풍토로 언급될 수도 있지
만,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강렬해지는 가지각색의 문화적 만남들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우리 시대”를 고민하는 힘을 가졌다고 간주된다. 경제적 전
지구화와 더불어 문화적 전지구화를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들이 어떤 종류의 혼합체, 즉 경제적 전지구화에 의해 촉진되는 동시에
그 전지구화를 촉진하는 혼종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터 버크(Peter Burke)는 자신이 지닌 “이중 문화적 혹은 혼합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혼종성’ 논의를 이끄는 대표적인 이론가로
서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호미 바바(Homi K. Bhabha), 자신을
“절대적으로 혼종 문화적인, 문화적 잡종”으로 묘사하는 자메이카 혼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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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홀(Stuart M. Hall) 그리고 ‘아웃사이더’ 에드워드 사이드를 소
개한다.3)
오리엔탈리즘 분석을 비롯한 사이드의 작업은 혼종성 관련 논의의 계
보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뚜렷하게 새기고 있다. 사이드의 혼종성은
특히 문화적 차원에서 그의 용어로 ‘아웃사이더’ 지식인의 삶으로 상징될
수 있다. 아웃사이더 지식인은 혼종의 시대 또는 이주의 시대에 불가피하
게 발생하는 문화, 공동체, 타자 관련 문제로 구성된 삶을 살아가는 운명
을 회피하지 않는다. 사이드는 좌절이 허락되지 않는 치열한 삶을 사는
이주의 시대 지식인 이미지를 생산한다. 그의 지식인은 이주, 추방, 망명
과 같은 개별적 경험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효과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사
이드의 지식인은 고정적인 실체, 안식과 위로를 제공하는 기원 또는 인식
의 기만과 태만/나태를 일으키는 본질과 같은 전통적 인식 수단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혼란, 불확실성, 어지러움, 즉흥 등으
로 구성되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 속에서 주변인 또는 횡단자로서 삶
을 모색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 글은 혼종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아웃사이
더’ 지식인에 관한 ‘에세이’로 구성될 것이다.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3)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적 만남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주춤하지만, 그 추세
를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만남의
고전적 또는 고정적 이미지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으로부터 만
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 프로그램
이 이런 문화적 만남의 충격과 문제를 완화하려 노력하지만, 대체적으로 사
람들은 이런 만남의 영향력에 대해 그것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려 한
다. 그런 노력은 한국 문화의 굳건한 유지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 포용
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극단적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소위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때, 외래적 요
소에 대한 경멸과 공격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한
국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디아스포라 집단, 특히 여성들에게는 경멸적이고 모
멸적이며 자기 문화 애호적인 경향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
명한 거부 또는 반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 또는 자기 문화중심적
외래 요소에 대한 이해는 갈등을 잠재화시키며 이에 따라 문제의 발발 시
대처 능력의 부재를 결과할 위험을 가진다. ‘문화적 만남’이라는 표현 역시
이질적 두 세력 간의 접촉이라는 생각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본래적
으로 혼종적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날의 경향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혼종’ 개념을 통해 현재의 구분에 근거하는 문화 이해를,
지리적 의미의 한국이라는 문화 틀 내에서 외래적 요소를 구획 없이 이해하
려는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충분한 가치가 있
어 보인다. Peter Burke, 강상우 옮김(이택광 해제), 문화 혼종성(Cultural
Hybridity) (서울: 이음, 2012), 10-15쪽.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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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관한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산문의 형태로서의 에세
이가 아니라, 로베르트 무질(Robert Musil)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
세이를 의미한다.
이제, 사유의 이성적 흐름은 진실 또는 거짓일 수 있다, 하나의
감성적 흐름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서. 그리고 감정의 양식을 통해서만 실제
로 작동하는 사유의 무리가 있다.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에게, 그것들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4)

무질에게 에세이는 자연과학에서의 의미로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남겨진 어떤 것이거나 정확하게 작업할 수 없는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은 논문에서 요구되
는 엄정한 형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이드의 문제의식에 대한 이성적 비판
과 더불어 감성적 ‘공감’에 기초하여 ‘사유의 흐름’ 또는 ‘사유의 무리’를
따라가고자 한다.

II. 추방/망명과 비판적 지식인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은 비판적 지식인 모델과의 연관성을 지
닌다. 잘 알려진 대로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스트 담론은 지리적·역
사적·문화적·민족적 차이와 구분으로 구성된다. 사이드가 다양한 차이로
구성된 담론을 일관된 하나의 스타일, 곧 ‘오리엔탈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리엔탈리즘 분석이 의지하는 기반이나 지반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추방자’ 지식인에 대한 사이드의 논의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드는 ‘망명자’, ‘추방자’ 또는
‘아웃사이더’ 지식인에 관한 논의를 통해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과 더 넓게는 문화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 작업은 오리엔탈리스트
4) 인용문은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가 아우슈비츠 이후 역사
와 기억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한 시의 일부이다. Robert Musil, “On
the Essay”(1914?), Dominick LaCapra, History and memory after
Auschwitz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98), p.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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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의 내용의 진실 혹은 거짓 그리고 오역 혹은 왜곡 여부에 대한 확인
이라기보다는 그 재현의 스타일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다. 서구 근대 민족
이 통합적인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역사와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
은 타자에 관한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작업과 다름이 없다. 사이드는
동양을 고정화·본질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스타일 또는 경향에 대해 명백
하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그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오리엔탈리스트
재현의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사이드는 ‘실재의 동양’을 기준으로 하여
오리엔탈리스트 재현과 실제 동양 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를 평가하
는 작업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이주의 시대의 혼종적 문화 공간은 사이드에게는 망명 또는
추방으로 경험된 이주라는 개인적 사건의 여파(aftermath)로 구성될 것이
다. 사이드는 포스트(post) 이주 상황에 고개를 돌리고 가장된 안락을 취
하며 기성 질서에 순응하는 입장 대신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현실을 비판
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변혁하려는 입장, 곧 망명 지식인
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판적 인문주의자임을 자처한다.
제가 다루는 것은 인문주의와 비판적 실천으로서, 오늘날 교전
과 실제 전쟁, 각종 테러리즘으로 넘쳐나는 이 혼란스런 세계를 살
아가는 선생이자 지식인으로 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인
문주의입니다.5)

잘 알려진 대로 사이드는 1935년 영국이 지배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서, 1947년 영국의 다른 식민지 이집트 카이로로 망명하였고, 이후 1950
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추방, 실향과 서구 식민지에서의 삶으로 구성되
는 어린 시절 경험은 지식인에 관한 사이드의 비판적 개념의 원형을 구성
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샤미(shami: 아랍동양계)로서의 경험, 식민지 영국
의 학교에서 아랍 학생으로의 경험,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의 비
-무슬림으로의 경험, 미국 학교와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아랍 청
년으로의 경험과 1948년의 나크바(la nakba)의 충격(그에게도 동일

5) Edward W. Said, 김정하 옮김,
(서울: 마티, 2012), 20쪽.
http://www.homomigrans.com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 195 -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한 사회 계급의 다른 팔레스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충격은 약화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이드의 작품을 특징짓는 극도의 섬세함
과 열정에 기여한다.6)

사이드는 지식인을 실향의 아픈 경험 또는 상처를 간직한 “망명자/추
방자(exile), 주변인(marginal), 아마추어, 그리고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 하는 언어의 저자”7)로 정의하며 추방자의 위치 또는 지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추방된 자는 새로운 틀에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과거의 틀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절반-참여와 절반-분리로 어려움을
겪으며(assailli

par

les

demi-engagements

et

les

demi-détachements), 한편으로는 노스텔지어의 감성적인 중간적인
상태에 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능숙한 광대 또는 숨겨진 버림받은
자(paria)로 산다.”8)

이 구절에서 ‘망명자/추방자’ 또는 ‘아웃사이더’ 지식인의 위치 또는
입장은 단지 그가 겪은 물리적·지리적 추방이라는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추방자’는 기원의 장소, 고향으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지고, 격리되
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현재 살고 있는 세계 내부로 진입하지 못
하고 그 외부 또는 경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추방자 지식인은 체류하는
사회에 대하여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사이드는 지식의
입장을 고정관념, 상투적 관념 또는 관용어의 관습적 사용에 대한 저항과
전투라고 말한다. 사이드는 불안, 고통, 용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지식인
을 묘사한다.

6) ‘나크바’(nakba)는 아랍어로 재난을 의미하며, 따라서 ‘1948년 나크바’는 이
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몰락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이산
이 시작된 재난 또는 재앙의 원년을 의미한다. Rashid Khalidi, “Edward
Said et la Palestine. Entre université et politique, public et privé”,
Sonia Dayan-Herzbrum(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N° 35 (Paris: Éditions Kimé, 2010), p. 15.
7)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New York:
Vintage, Reprint edition, 1996), p. xvi;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aris: Le Seuil, 1996), p. 15.
8)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 49;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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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이 임시로 거하는 집은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서 누구도
후퇴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긴급하고 저항적이며 비타협적
인 예술의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불안정한 추방의 장소 속에서 포착될 수 없는 것의 어려움을 진
정으로 먼저 포착할 수 있으며 어찌 되었든 애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9)

이런 의미에서 ‘추방자/망명자’ 위치는 사이드가 유년 시절에 체험한
경험으로 환원될 수는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추방은 유년 시절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과거에 고정되어 머물지 않는다. ‘망명자’라는 자리는 안락,
길들어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라는 시도에 계속해서 주
의하며 경계하는 의식을 지닌 지식인의 장소이자 임무이다. 사이드에 따
르면 두 부류의 지식인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라고 말하는 자
(yea-sayers)”라 불리며 이들은 기존 사회에 잘 적응한다. 다른 부류 “아
니라고 말하는 자(nay-sayers)”는 추방자 또는 아웃사이더로서 전자와는
반대로 특권, 권력 그리고 명예에 저항하는 부류이다.10)
사이드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추방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
에 메타포적 조건을 의미한다. 역사에서 발생된, 강제된 이주로 나타나는
추방은 “겨울의 정신”, 극복할 수 없는 슬픔, 구렁, 미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 그리고 사이드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아도르노의 용어를 빌자면
“잘려진 삶”을 나타낸다. 뿌리 뽑힘과 퇴거의 경험, 토지와 과거 상실의
경험, 평범한 삶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실제 경험들이 사이드의 저서와
사유를 떠나지 않는 역사적 조건을 구성한다. 한편 추방은 메타포적이기
도 하다. 사이드에게 추방은 항상 비판적이고 반역적인 창조성의 조건이
자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1947년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서 추방된 사이드의 강압된 ‘외부성’의 위치/지위는 그의 전기와 저서에서
원형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항의 도구, 해방과 이동의 제스처이자
최종적으로는 해방적인 선택으로 전환된다.11)
9) Edward W. Said,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 188쪽.
10)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p. 52-53;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p. 68-69.
11) Laetitia Zecchini, “« Je suis le multiple ». Exil historique et
métaphorique
dans
la
pensée
d’Edward
Said”,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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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 지식인의 위치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사물들을 보도록
하며 “일련의 역사적 선택과 남성과 여성의 활동에서 나오는 사회적 현상
들과 사물들을 관련짓도록 한다.” 이러한 지식인의 태도는 “신이 원하거나
결정한, 변화되지 않고 영속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자연 현상의 반대”를
구성한다.12) 사이드는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명명한 이탈리아 철학자, 지
암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를 지식인의 전형으로 삼았다.
비코는 자신의 고향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심정으로 고독한 삶을 영위했다
할지라도 학문의 지식으로 신뢰를 쌓은 늙은 사람들을 지혜의 신으
로서 멀리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는 더 큰 진척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타인의 취향이나 지적 수준에 맞춰 살
면 된다고 가르치는 악의적이고 무지한 스승의 말을 거스르는 젊은
이들 특유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13)

문인으로서 명성을 얻기 전, 바톨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나폴리
로 돌아온 비코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사이드에게 비코는 일종의 “대항
전통”(counter-tradition)14)을 수행하는 지식인의 모범이다. 사이드는 이
대항전통으로부터 작가, 지식인 또는 더 넓게는 현대의 인문주의자가 정
치적이고 대중적인 참여 모델로서 인문학을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15)
이런 지적 입장의 위대한 원형을 오래도록 나의 영웅인 18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지암바티스타 비코가 보여준다. 부분적으로는, 교
회와 주변환경과 마찰을 빚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무
명의 나폴리 교수로서의 외로움으로부터 만들어진 비코의 위대한
발견은,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은 사회적 실재를, 항
p. 50.
12)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p. 60-61;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 77.
13) Giambattista Vico, 비코 자서전 지성사의 숨은 거인 , 72쪽.
14) Timothy Brennan, “The Making of a Counter-Tradition”, Müge
Gürsoy Sökmen and Basak Ertür (ed.), Waiting for the Barbarians:
A tribute to Edward W. Sai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8),
pp. 7-8.
15) Maria-Benedita Basto, “Corps poétique et critique démocratique”,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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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극도로 미천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기원 지점으로부터 발생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사물들을, 성인이 옹알이하는
아기로부터 나타나듯이, 확고한 시작으로부터 진화하는 것으로 바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위대한 저서

새로운 학문 에서 말했

다.16)

사이드에게 ‘이방인’ 비코는 단순히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우위에
서지 못하는 주변인과 서벌턴(Subaltern)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학문적 기성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대항적 태도와 주류적 사유에 대
항하여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부단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정교화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비코에 따르면, 세속 세계는 ‘역사적’이며,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법칙
과 과정을 가진다. 인간 세계는 신의 창조 대신 자신의 고유한 시작 지점
을 지니며, 그로부터 고유의 법칙에 따라 진화해 온 역사를 가진다. 지식
인은 그 역사를 차갑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비코는, 이것이, 그가 수없이 반복하여 다시 말했던, 세속 세계
에 관하여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며, 세속 세계는, 신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법칙과 과정을 지니며, 역사적이
라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인간 사회에 대한 숭배가 아닌 존경이 뒤
따른다. 당신은 권력들 중에서 가장 웅장한 권력을 그것의 시작과
관련하여 바라보고, 그것이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를 본다; 장엄함
을, 그러나 그것이 발생하였던 불가피하게 더 비천한 인간의 기원들
이 아닌 그 장엄함을 항상 보았던(그리고 따라서 숭배하였던) 누군
가인 원주민에게 침묵과 두려운 복종을 강요하는, 위엄있는 인물 또
는 장대한 제도에 당신은 경외감을 갖지 않는다. 망명 지식인은 필
연적으로 아이러닉하고 회의적이며 심지어 놀이를 즐기지만─그러
나 냉소적이지 않다.17)

비천한 단계로부터 발생한 세속 사회의 역사에 관한 비코의 관찰은
사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
16) Edward W. Said,
Chemla(trad.), Des
17) Edward W. Said,
Chemla(trad.), Des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els du pouvoir,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els du pou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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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는 인간 역사에 관한 비코의 위대한 관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며,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만
든 것이라는 비코의 위대한 관찰을 우리는 진지하게 수용하고 그것
을 지리로까지 확장해야만 한다: 지리적이며 문화적인 실체로서￣역
사적 실체는 말할 것도 없고￣“동양”과 “서양”과 같은 그런 현장
(locales), 지역(regions), 지리적 영역은 인간이 만든 것/인공적
(man-made)이다.”18)

사이드는 자연적 실체로서의 동양 대신에 서양과의 구분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는 동양에 대해 말한다. 오리엔탈리즘에서의 동양은 인간
의 의식적, 무의식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써, 고정된 실재로서의 동양이라는 허상에서 빠져나와 역사적 형성물로서
의 동양에 관한 인간의 담론과 행위가 지닌 다양한 의미들에 접근할 수
있다. 비코의 역사 관찰에 기반을 두고 사이드는 동양은 ‘서구’라는 개념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념이라고 말한다. 동양은 “서구에서 그리고 서구
를 위하여 그것[동양]에게 실재와 현전(reality and presence)을 제공하
였던, 역사와 사유, 상상과 어휘의 전통을 지닌 하나의 관념(an idea)”이
다.19)

III. 비코와 오리엔탈리즘
비코의 사상에 대한 사이드의 관심은 초기 저작

시작: 의도와 방법

(Beginnings: Intention and Method)2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이드는
비코를 ‘시작’,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서의 제목처럼 복수의 ‘시작들’에
대한 최초의 철학자라 부른다. 사이드에 따르면, 비코는 ‘문명’으로서의
인류 역사를 하나의 신성한 기원으로부터가 아닌 다수의 시작으로부터 진
행된 과정으로 서술한다. 이 시작은 서구 문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신과 관련된 성스러운 기원(origin) 또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오늘날의

18) Edward W. Said, Orientalism (London: Penguin Books, 2003), p. 5.
19) Ibid., p. 15.
20) Edward W. Said, Beginnings: Intention and Method (New York:
Basic Books, 1975).
- 200 -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비코의 ‘문헌학’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세속적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은 진행되고
바로 이 세속적 세계에서 역사는 인간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생각
과 관련하여, 에리히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를 경유하여 사이드에게
이르는 “비코에게의 오래된 부채”21)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지식’ 그리고 문명으로서의 복수의 ‘민족들’에 대한 비코의 인식
은 사이드의 문화 관념에 영감과 기반을 제공하며,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비코는 ‘인간 지식’과 관련하여, 인간 정신
은 한계를 갖지 않는 특성에 따라, 인간이 무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인간
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기준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비코는 인간이 세계
를 이해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20]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의심되고 모호한 사물들을, 자연적
으로 자신의 고유한 본성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열정과 관습에
따라 해석한다.22)

인간은 세계를 자신으로부터 이해한다. 비코는 인간 정신이 지닌 이와
같은 자명한 원리 또는 공리(axiom)를 인간 정신의 “존엄”(dignity)이라
고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20] 인간 정신의 무한한 성격으로, 인간 정신이 무지에 빠질
때, 인간은 자신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다.
[122] 인간 정신의 또 다른 속성은, 인간이 멀리 떨어지고 알지
못하는 사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그에게 알려지고
존재하는 사물에 따라 그것을 판단한다.23)
21) Moustafa Bayoumi, “Réconciliation sans contrainte. Said, Adorno et
l’intellectuel autonome ”,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p. 30.
22) Giambattista Vico, Alain Pons (tran.), La Science nouvelle:

Principes d’une science nouvelle relative à la nature commune des
nations 1744 (Paris: Fayard, 2001), p. 105; Giambattista Vico,
Thomas Goddard Bergin & Max Harold Fisch(trans.), The New
Sc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48/1959), p. 68; Giambattista

Vico, 조한욱 옮김, 새로운 학문 (서울: 아카넷, 2019), 182쪽. 이 글에서
참조한 비코의 새로운 학문 은 불어번역본, 영어번역본, 한글번역본이며, 인
용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불어본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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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의 인간 정신에 관한 언급은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즘이 작
동하는 본질적인 메커니즘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코에 따르면 인
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상을 자신이 체험한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친
근하도록 만들면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인간 정신이 생산
하는 지식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낯선 것, 곧 친근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는 자신을 척도로 삼아 친근하도록 만드
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경향을 오리엔탈리즘의 작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인간 지식에 대한 비코의 설명은 오리엔탈리즘의 재현 과정이 사실
또는 실재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비록 오리엔탈리스트가 자신에게 친근하지 않은 이국적인 대상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진정한 지식을 수립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주장하
는 동양 관련 지식은 동양에 관해 말한다기보다는 서양에 대해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스트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알려지지 않은’ 사물(동
양)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알려진 사물들’, 곧 서
양의 사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 낯선 동양을 친근한 것으로 변환시
킨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리엔탈리즘은 사실 이국적 대상에 대한 새
로운 지식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서양 자신에 관한 지식의 확장을 의미한
다. 요약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관한 서양 지식의 구성 또는 팽
창이다. 따라서 근대 오리엔탈리즘 역사에서 동양의 자리에 어떤 문화,
종족, 민족, 관습이 오더라도 서구 지식의 확장에 아무 걸림이 없던 사실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구의

척도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Procrustean bed)처럼 어떤 타자도 다룰 수 있는 보편적 지식 기준이었
다.
실제 오리엔탈리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리엔탈리스트가 알려지지 않
은 낯선 곳에 가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지식에 의존한다. 그가 실제 마주
한 동양 세계를 기존 지식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우선 ‘신비한
동양’(mysterious Orient)이라는 관념, 재현 또는 이미지가 생성된다. 하
지만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비한 동양’이라는 관념은 중립적이고 결백
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재현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신비’라는 표현
은 동양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곧 무지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의
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비’는 ‘무지’라기보다는 새로운 의미
23)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85; Giambattista Vico,
The New Science, p. 54; 새로운 학문 ,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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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이다. ‘신비한 동양’ 관념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저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과 결합하여, 부정적이고, 열등하고, 침묵하고, 여성적인 동양과 같
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다양성을 가로질러 오리엔탈리즘의
스타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곧 대상으로서의 동양의 위치, 그
당연한 결과로서 관찰자로서의 서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것
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에서 나타나는 “외부성”(exteriority) 개념
이 의미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외부성에 기초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외부성, 다시 말해 시인이든 학자이든, 오리엔탈리스트는 서양을 위해 그
리고 서양에게 동양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그것의 신비들을 밝
혀준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24) 따라서 오리엔탈리즘 형성의 전제
이자 지반인 ‘외부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다면, 서양과 동양은 이원
적 대립으로 고정되는 영원 속에 갇힐 것이고, 두 세계 사이의 문화에 대
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문명에 대한 비코의 해석은,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스트 재현에
나타나는 서구 근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질주의적 사유 경향에 대
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도록 안내한다. 사이드의 작업은 동양에 관하여 새
로운 해석을 생산하였다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서구 유럽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자, 역사의 문헌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는 서구 지성사 영역에
서 새로운 사유 양식에 대한 요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방법론적 무기인 푸코의 사유 역시 근대
서구의 대문자 ‘이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한편 비코의 인간 지식에 대한 논의는 서구 지성사에 대한 사이드의
문제의식과 깊은 연관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비코는 인간 지식에 관한
유명한 근본 원칙을 제시했다. 지식은 그 기초로서 ‘진실한 것’[le
vrai(verum)]과 ‘만든/만들어진 것’[le fait(factum)] 간의 일치를 지닌다.
이 원칙으로부터 비코 사유의 다른 원칙들이 발생한다.25)
베룸(verum)과 팍툼(factum) 단어들, 진실/진리(le vrai)와 만
듦/사실(le fait)은 라틴인에게는 서로 호환되거나, 스콜라 철학이

24) Edward W. Said, Orientalism, pp. 20-21.
25) Isaiah Berlin, “Le concept de connaissance chez Vico”, André
Berelwitch(trad.), A contre-courant : Essai sur l’histoire des idées
(Paris: Albin Michel, 1988), pp. 178-187.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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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바대로, 서로 변환된다. [······] 따라서 우리는 고대 이탈리아
인들은 진실/진리에 관한 다음의 독트린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진실은 만듦 자체이며, 그러므로 신은 첫 번째 진리이
다. 그가 최초의 창조자 <요소(Factor)>이기 때문이다.26)

비코는 진실인 것과 만든 것의 일치와 상호 변환이라는 비판적 원칙
을 제시한다. 이는 신이 만들었기에 인간이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것 그리
고 인간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곧 인간의 역사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
를 만들고 그가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서로 알려지지
않은 민족들이 그들이 만들고 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족들에게서 확
인할 수 있는 동일한 관념은 진리에 관한 공동의 모티브를 갖고 있을 것
이다.
비코는 베룸(le verum)을 그 단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수학을 예로
들며 설명한다. 베룸은 주체가 알고 있는 그 자신이 창조한 것과 관련된
다. 우리가 수학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데카
르트가 생각하듯이, 수학이 실재의 영원한 본성을 표상하는 객관적 구조
를 발견했기 때문은 아니다. 비코에게 진리의 기준은 만들고 행한 것이
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연적 힘과 상상과 같은 인간적 행위 사이의 연속
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비코는 역사가의 작업에서 특별한 것과 구체적
인 것의 연구를 강조한다. 인간의 역사학은 “신의 창조” 또는 “인간의 본
질”과 같은 본질적 개념이나 연역적·귀납적 사유를 수단으로 연구하는 것
이 아니라 이른바 역사인류학적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코 연구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음의 글은 진실한 것과 만든 것
간의 일치라는 비코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
[331] [·······] 이 문명 사회 세계는 분명하게 인간에 의해 만들
어졌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고유한 인간 정신의 변화들 속에서 그
세계의 원칙들을 찾아야 하며, 그 원칙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 그 원리에 관하여 성찰하면, 어떻게 철학자들이, 신이 그것
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만이 그 과학(science)을 알 수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
26) Giambattista Vico, L’Antique sagesse de l’Italie, traduit par Jules
Michelet (1835), présenté et annoté par Bruno Pinchard (Paris:
Flammarion, 1993),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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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바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에 대한 과학을 획득할 수 있는 민족 세계, 곧 문명 세계에 대
한 연구를 경시해왔는지를 보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27)

인간 지식에 대한 비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민족들에 대한 비
코의 설명은 역사적, 문헌학적 그리고 어원학적 연구의 결과물인 베룸(le
verum)과 팍툼(le factum)의 동일성 원칙과 연관된다. ‘민족’은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대상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학문’의 고유한 주제
는 다양한 민족들에서 확인되는 공동의 관념 또는 생각이며 그것이 문명
세계와 관련된 “진리의 공동 지반”이다.28)
[333] 문명화되든 야만적이든 모든 민족은, 시간과 공간에서 서
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분리되어 수립되었지만, 다음의 세 가지
인간 관습을 유지한다: 모든 민족은 어떤 종교를 가지며, 모든 민족
은 엄숙한 혼약을 맺으며, 모든 민족은 죽은 자를 매장한다. 그리고
아무리 미개하고 원시적 민족이라도 종교, 결혼 그리고 장례보다 더
정성을 들인 의식들과 더 신성한 엄숙함으로 기념되는 인간 활동은
없다.29)

비코에 따르면 종교, 결혼, 매장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실천이 민족들
의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진리의 공동 지반을 구성한다.
이 세 가지 인간 관습이 존중될 때, 인간은 민족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민족, 문명 집단 또는 사회에 대한 비코의 이런 관점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진 대립의 두 개의 거대한 블록(동양과 서양)”
으로 근본적으로 분리된 오리엔탈리스트 문명관과 대립된다. 비코의 원칙
들은 서구 근대 오리엔탈리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양과 서양 문명 간
의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분리와 간극 그리고 동양 문명에 대하여 근대 서
양 문명이 위험하게 투사하며 유지하고 있는 “판에 박힌 표현”과 “상투적
인 재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지지할 것이다.30)

27)
28)
29)
30)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130.
Ibid., p. 131.
Ibid., p. 131.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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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타문화 이해 가능성
사이드의 ‘인문주의’는 다른 문화의 이해 가능성에 대해 사유할 기회
를 제공하며 지배적 야망을 배제하며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다. 동양에 대한 준신화적인 구성을 수행하였던 서구 근대 오리엔탈리즘
에 대한 사이드의 분석은 근대 오리엔탈리스트 재현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시 읽고,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타문화를 이해할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로서, “자신 지평의 공존과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의지는 지배하려는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확신을 바탕으
로 한다.31) 비코의 문명 관련 논의는 타자 또는 타문화 이해 가능성 문제
에 관한 논의에 영감을 제공한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기반 위
에서 세속적 세계 또는 민족을 형성한다. 자연 세계는 신이 만들었기 때
문에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오직 불완전한 지식만을 갖지만, 인간은 스스
로 파악할 수 있는 원리 또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문명 세계를 만들었다.
비코의 독창적인 주장은, 역사에 무관심하고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분명하고 명료한 데카르트적 추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인간
존재가 역사적 창조물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비코
가 “민족/국가들의 세계”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그것
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만든 것만을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신이 자연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연을 만들었
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비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
리에게 텍스트의 형태로 오는 과거의 지식은 오직 그 과거를 만든
이의 관점으로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32)

인간은 민족의 세계, 곧 문명 세계의 역사를 만든다. 인간은 “야수 상
태의 인간(les bestioni)”으로부터 나왔으며 대지의 거대한 숲을 가로지르
31)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 L’humanisme, dernier rempart contre la
barbarie”, Le Monde diplomatique, septembre 2003, pp. 20-21.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3/09/SAID/10386
(검색일:
2022. 3. 20).
32) Edward W. Said,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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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랑을 통해 문명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모든 민족은 예외 없이
세 가지 근본 원칙/원리를 만들었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역사
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은 민족의 경우, 어떠한 신의 계
시 없이, 어떤 신성이나 우연에 의지하지 않고, 그 탄생과 역사가 그 스
스로의 선택과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신앙
을 갖지 않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신성한 기원이나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 역사의 ‘시작’ 또는 문명의 발생을 설명하는 비코의 독창
적 사유, 곧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문명의 ‘시작’이라는 비코의 해석33)으
로부터 사이드는 서구의 전통적인 신성한 ‘기원’ 대신 “다원주의적 문화”
의 가능성과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 낸
다. 이런 확신 위에서 사이드는 서구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세계적 헤게
모니”를 비판하면서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삶의 상호의
존과 친밀함의 의미”를 강조한다. 사이드가 “인문주의”(l’humanisme)라
부른 문화 연구의 경향은 문화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 다른 사회, 다른 시대와의 공동성 또는 공통성의 감성으로 구성된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4)
사이드의 ‘인문주의’는 이사이아 벌린(Isaiah Berlin)의 ‘문화 복수주
의’ 논의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 벌린(Berlin)은

새로운 학문 의 문헌학

적으로 혁명적인 개념들과 원칙들을 오늘날 인문 과학 지식의 근본으로
간주하면서, 비코로부터 문명 세계의 창조자로서 또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였다. 벌린은 ‘문화 복수주의’의 구성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비코를 ‘문화’라는 관념에 대하여 인식하고 “역사적 지
식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평가한다. 벌린의 ‘문
화 복수주의’는 비코의 사유, 특히 그중에서도 “역사성” 관념과 “인간 지
식”에 관한 인식론에 기반을 둔다고 말할 수 있다.35)
33) 비코는 섭리(la Providence)에 관해 말할 때도 기독교 자료 대신 세속적
자료를 인용하였다. Paolo Cristofolini, Vico et l’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5), p. 88.
34)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pp. 20-21.
35) 이사이아 벌린은 비코로부터 자신의 ‘가치복수주의(valeur-pluralisme )’를
이끌어 냈다. 벌린의 가치복수주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가치들은 단지
진실할 뿐만 아니라 대립하며, 이 대립하는 가치들은 합리적으로 통약불가능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Michael Jinkins, Christianity, Tolerance and

Pluralism: A Theological Engagement with Isaiah Berlin’s Soci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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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린은 인간 역사에 관한 비코의 설명으로부터 ‘이상적 문화’ 또는 ‘완
전한 사회’라는 관념에 대한 비판의 단서를 찾았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에는 단수 또는 단독의 유일한 문화가 아닌 복수의 특수한 문화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문화는 그것만의 고유한 가치와 목표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연속으로 이해되는 인간 역사들은 서로에게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삶의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에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비코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우월하
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그와 같은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적인 생각이 세
계에 대한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족들이 가장 폭력적인 열정에 이끌렸고, 민족의 창시자들이 “시인-신학
자”였으며, “판타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였던 야만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 또는 시대에 대한 우월한 의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비코는 다양한 역사 시대를 살았던 인간의 정신적 구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의 신화와 우화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신화와
전승된 이야기를 세계에 대한 시각 또는 이해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
다. 야만 또는 원시 민족의 언어는 무지와 거칢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
어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표현한다.36)
비코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수단으로는 호메로스 시에 등장
하는 인물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호메로스(Homère)의 영웅
들은 그들 고유의 역사 진행 속에서 그들의 시대에 깊이 뿌리내린 구체적
인 인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들 고유의 역사적 시각을 통해서만이 호메
로스의 영웅들과 신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이고, 관능적이며, 사납고, 거친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비코에게 호메로스는 한 명의 시인이 아
니다. 호메로스의 시는 그리스 민족이 알고, 체험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
36) Paolo Cristofolini, Vico et l’histoire, pp. 68-69;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p. 104-105. 비코는 자연과 인간 삶의 모든 현상에
게
판타지
언어로
신들의
이름을
부여한
자를
‘시인-신학자
(poètes-théologiens)’로 명명한다. 원시인과 관련하여 비코는 새로운 학문
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218] 인간은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먼저 느끼고, 다음으로 혼란하고 동요된
영혼으로[animo] 알아차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정신[mente]으로 숙고한
다.”
“[219] 이런 존엄[공리]은, 이성적 사유와 숙고로 형성되는 철학적 규범들과
다른, 열정과 감정의 감성들로 구성되는 시적 규범들의 원칙을 수립한다. 이
로부터 철학적 규범들은 보편적인 것들을 향해 고양될수록 그만큼 더 진리
에 접근하며, 시적 규범들은 특수한 것에 적용될수록 그만큼 더 확실해진다
는 사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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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으로서 인간 역사의 특수한 경험이다.
사실, 여기서 찾은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발견된 시의 다른
원칙들의 결과인 신화의 다른 원칙들 덕분에, 전설들은 그리스 태고
민족들의 관습에 관한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신들에 관한 전설들은 가장 거친 이교도 인간이 인류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모든 사물은 신들이라고 믿었던 시대의 역사였음
이 증명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런 시들의 작가들은, 신들이 이교
도 민족들을 세웠다고 신들과 관련된 전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
기하는 시인 신학자들로 모두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민
족들(les premiers peuples)이다.37)

비코의 역사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류와 인류의 창조물은 각각의 역사
적 순간마다 고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떤 민족의 역사도 인류의 일반적
발전에 대한 단일 모델일 수 없다”.38) 문명의 역사 외부에서 한 시대 또
는 한 문화의 우월성을 가정하는 사상들을 배제하는 비코의 “문화적 역사
주의”로부터 벌린은 자신의 ‘문화적 복수주의’의 중심축을 만든다. 그 핵
심적 내용은 벌린의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é)”이라는 개념으로
결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비코 그리고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벌린은 철학
이 실재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인 언어
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재에 대한 단 하나의 유일한 구조가 있
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39)
한편 벌린은 인식론과 관련하여 비코의 ‘지식’ 개념이 철학적 전통에
서 주목할 만한 새로움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지식에 대한 비코의 이론은
무엇보다, 언어, 역사, 시학, 수사학과 같은 연구와 결별하기를 강요하며
실재의 진리가 지닌 본성을 향하는 길로서 수학을 추구하였던 데카르트식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식 방법은 수학이 실재의
객관적 구조와 상응한다고 가정하면서 상상을 배제하고 종합에 대한 분석
의 우위를 인정하고, 언어와 표현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구체적 인간에 관
37) 인용문에서 ‘여기서’는 비코가 새로운 학문 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원리 ‘대
문자 과학(Science)’을 의미한다.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12.
38) Paolo Cristofolini, Vico et l’histoire, p. 49.
39) Michael Jinkins, Christianity, Tolerance and Pluralism: A
Theological Engagement with Isaiah Berlin’s Social Theory,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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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거절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것과 만든 것의 일치라는 원
칙과 관련하여 보았듯이, 비코에 따르면 수학은 실재의 영원한 본성을 재
연하는 객관적 구조를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은 수학을 만들었을 뿐, 수학
이 거론하는 실재를 창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수학은
인간의 창작일 뿐이다. 비코에 따르면 과학(la Science)은 완전한 진리를
주는 지식이다. 우리는 논리학, 수학, 시학적 창조와 같이 우리가 행하고
만든 것에 대해서만 ‘과학’을 수립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속 세계는 인간이 만들었기에 그 원칙을 밝히는 것은 가능
하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와 다른 세속적 세계의 의미에 도달하는 것 역
시 가능할 것이다. 벌린에 따르면 비코의 문화적 복수주의는 문화 사이의
실제적 차이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화의 인간이 행한 것을 다른 문
화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코는 진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실제 문화와 분리되어 추상화될 때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비코는 우리에
게 문화는 환원할 수 없는 복수이며 한 문화의 인간은 다른 문화의 인간
의 경험을, “이성적 사유가 약할수록 더 견고해지는” 상상 또는 환상
(fantasia)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40)
사이드는 문화에 대한 비코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유럽 근대 문화 안
에서 문화적 실천의 한 형식으로서의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적 일관성
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코의 ‘문화적 복수주의’에 대한 벌
린의 해석은 지배적 야망을 배제한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사이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41)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사이
드의 독창적 연구는 인간 역사에 관한 비코의 다문화주의적 이해를 기반
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의 연구는 우리에게 문화에 관한 어려
운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 벌린은 비코
의 사유로부터 예술 작품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영
원한 원리와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발전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상징, 특히 언어의 특유한 사용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이해된다고 말한다. 벌린은 비코에게서 “새로
운 유형의 미학”을 발견한다. 벌린은 이러한 인식만이 다른 문화의 신비
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비코의 사유를 7가지 테제로 정리한 벌린의 마
지막 테제는 우리에게 다른 문화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42)
40)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99.
41)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 L’Orientalisme »”,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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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므로 감각 지각이 제공하는 그리고 계시가 허락하는 선
험적-연역적,

귀납적-경험적(a

priori-deductive,

a

posteriori-empirical)─ 지식이라는 전통적인 범주에 새로운 종류,
재구성적 상상(the reconstructive imagination)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유형의 지식은 상상력만이 가능케 하는 다른 문화들의 정신적
삶 안으로, 오직 환상(fantasia)의 활동─상상(immagination)─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삶의 외관과 방식 안으로의 ‘입장함’으로써
산출된다. 환상(Fantasia)은 비코에게 사회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그와 병행하는, 인간이 그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상징의
유사한 변화 또는 성장과 연결함으로써, 사실 전자를 후자가 전달하
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회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상징적 구조 그 자체가 그것이 상징하는 실재 안에 포함
된 것이며, 실재와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43)

재구성적 상상력은 단지 다른 문화의 표면을 접하고, 보고, 쓰고, 기록
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그 문화 안으로 입장하는 인식 작용이기 때문에 단
순한 상상적 허구가 아니라 실재에 포함되면서도 동시에 실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벌린의 재구성적 상상력에 관한 설명은 타자 또는 타문화에 대
한 접근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물론 상상력은 실재의 일부이자 실재를 구
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동을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벌
린이 말하는 타문화의 정신적 삶으로의 입장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이드의 인문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의 양식에 대
항한 “마지막 성벽”으로서,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세속적인 방법론적 도
구를 수단으로, 인간 역사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 “인문주의는 개인의
주도적 행위와 개인적 직관을 양분으로 삼으며, 사회 통념과 권위에 대한
존경이 아니다. 텍스트들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역사 안에서 사는 생산으
로 읽어야 한다.” 사이드에게 문화는 “서로 얽혀있고 서로 대여하며” 공존
한다.44) 합리적 문헌 해석의 가치와 인문주의 유산을 존중하는 사이드에

42) Isaiah Berlin, Vico and Herder: Two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London: The Hogarth Press, 1976), p. xix.
43) Ibid., p. xix.
44)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p. 8.
http://www.homomigrans.com

- 211 -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6(May 2022)

게 다른 문화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추가가 아니라 인
간의 역사를 자신의 사회에서 유행하는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
에서 해석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 형성의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며, 우리를 새로운 양식의 사유
와 삶으로 인도하고, 비코가 말하는 시적 상상에까지 우리를 이끌 다른
인식론적 지형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사이드에게 재현은 먼저 언어 안에
그리고 이후 문화 속에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서 간직된다. 사이드에게 다
른 문화를 배운다는 것 또는 이해한다는 것은 혼종성의 시대 비판적 지식
인의 결정적인 쟁점이다. 인간 문화의 본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명들
의 진행/운동 과정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사이드 인문주의가 연구하는
대상일 것이다.

V. 맺음말
사이드는 기원과 본질이 생산하는 위로 대신 혼란과 불안을 받아들이
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를 바라본다. 사이드의 ‘망명자/추방자’ 지식인
은 단지 물리적·지리적 추방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회
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성체제의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창조
적 사유를 생산한다. 사이드는 근원에 의지하는 본질적 사유에 대한 비판
은 물론 창조적 인식을 갖춘 지식인의 전형으로 비코를 내세운다. 사이드
의 지식인 관련 논의는 비코의 철학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
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지반을 구성하는 비코의 인간 지식에 관한 논의
는 타자 또는 타문화 이해와 관련하여 사이드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것 같다. 인간이 낯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과
자신을 사물 이해의 척도로 세우는 과정은 오리엔탈리즘의 작동 메커니즘
을 설명한다. 서구가 동양 관련 지식을 수립하는 과정 역시 대상에 대한
객관적 보편적 지식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서구의 기준, 관습, 이데올로기
에 따라 타자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은 비코의
지식 논의와 연결될 수 있으며, 지식의 객관성 및 실재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경계하도록 이끈다.
한편 비코의 고대 민족들의 공통된 사회적 실천 또는 관습에 관한 논
의는 사이드에게는 타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타자 또는 타문화 이해 가능성 문제는 ‘이해’의 의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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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가 쉽지 않으며, 문화를 자문화/타문화와 같이 대립하는 실체처럼
구분짓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쉽게 결론에 도달하
기 힘든 논의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는 비코가 언급한 고
대 민족들이 공유한 ‘민족의 근본 원칙’ 그리고 벌린이 문화복수주의에 기
반을 둔 ‘재구성적 상상’이라고 명명한 비코의 상상/환상(Fantasia)을 인
간 문명의 진화 과정과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가능성과 조심스럽게
연결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그 과제들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사이드의 지식인 논의는 수많은 문화적 차용과 혼종 속에서 살아가야 하
는 삶에 관하여 의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벌린과 비코의 사유와
함께 들려준다. 사이드의 지식인 논의는 세계에 대한 인간 지식의 형성
과정과 타문화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혼종적 문화에
관한 유동적, 다공적, 혼종적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mistoi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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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양 재 혁
이 글은 사이드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그의 지식과 문화
관련 담론을 살펴보는 에세이다. 사이드는 기원과 본질이 생산하는 위로
대신 혼란과 불안을 받아들이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를 바라본다. 사
이드의 ‘망명자/추방자’ 지식인은 단지 물리적·지리적 추방의 경험뿐만 아
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성체
제의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창조적 사유를 생산하는 자이다. 사이드의 지
식인 관련 논의는 비코의 철학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의 오
리엔탈리즘 분석의 지반을 구성하는 비코의 인간 지식에 관한 논의는 타
자 또는 타문화 이해와 관련하여 사이드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것 같
다. 인간이 낯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과 자신
을 사물 이해의 척도로 세우는 과정은 오리엔탈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한편 비코의 고대 민족들의 공통된 사회적 실천 또는 관습에
관한 논의는 타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이
드는 비코가 언급한 고대 민족들이 공유한 ‘민족의 근본 원칙’ 그리고 벌
린이 문화복수주의에 기반을 둔 ‘재구성적 상상’이라고 명명한 비코의 상
상/환상(Fantasia)을 인간 문명의 진화 과정과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
할 가능성과 조심스럽게 연결시킨다. 사이드의 지식인과 문화 관련 논의
는 세계에 대한 인간 지식의 형성 과정과 타문화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
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에 관한 유동적, 다공적, 혼종적 이해에 크게 기
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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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Knowledge and Culture in the Age of
Migration:
Said’s Reading of Vico
Yang Jaehyuk
This study examines Edward W. Said’s discourse on intellectual and
culture, which he interprets as having a problematic point of view
with orientalism. He sees culture as a hybrid world with prevalent
confusion and anxiety. His view on ‘refugee/exile’ intellectuals not
only experience physical and geographic exile, but also take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ir resident society and produce creative thoughts
while opposing the established stereotypes. On the other hand,
Giambattista Vico’s discussion on human knowledge suggests an
important

inspiration

vis-à-vis

Said’s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The process, in which humans understand unfamiliar things
through their knowledge and establish themselves as a measure of
understanding things, can explain the mechanism of orientalism. Said’s
discourse on culture is based on Vico’s theory of the principles of
ancient

nations

‘reconstructive

and

the

imagination’.

‘fantasia’,
This

which

study’s

Berlin

identifies

examination

of

as

Said’s

discussion on intellectual and culture will greatly contribute to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a fluid, porous, and hybrid culture by
introducing new methodological tools to understand and approach
other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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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문종현(세종대학교): 알제리 전쟁과 식민지 폭력: 프랑스 정주민을
중심으로
<2부> 2월 23일 17:00~18:00
- 이주사학회 정기총회
- 학회보고, 신임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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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민인종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
ㆍ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ㆍ참여
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
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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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
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
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
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ㆍ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
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
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
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
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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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원고 작성법

2018년 8월22일 수정

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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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원고는 본문, 필자의 e-mail 주소, 핵심 주제어(Key Words)[한글
(영문)],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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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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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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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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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한
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
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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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출판사,√1992),√12쪽.
(예2)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 서양고대사√강의
√(서울:√길동출판사,√1996),√12쪽.
(예3)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

√and√New

Controversies√(London√&√New√York:√Routledge,√

1998),√p.√12.
(예4)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l
√Imperialism√under√the√Early√Stuarts”,√A.√Fletcher√&√P.√
Roberts,√eds.,√ Religion,√Culture,√and√Society√in√Early√

Britain √(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4),√p.√
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
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홍길동,√｢호레이쇼√얼져와√성공신화｣,√ 미국사연구 ,√4집
(1996),√12쪽.
홍길동,√ 프랑스√근대사√연구 √(서울:√길동출판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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号(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

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
Chicago√University√ Press,√ 1951),√p.√9.
(예2)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Egli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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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Köln:√
Suhrkamp,√1984),√p.√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lish√
Agrarians”,√Canadian√

Journal√of√Economic√and√Political√

Science,√18-3(1952),√p.√287.
(예2)Serge√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
Française”,√Annales√Historiques√de√la√Révolution√Française,
√249(1982),√p.√364.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
Historisch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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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쪽.

-

홍길동,√같은√책,√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

Language√of√Labor√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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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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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홍길동,√ 서양의√지적√전통 √(서울:√길동출판사,√1998),√13
쪽.
→ 홍길동,√ 서양의√지적√전통 ,√15쪽.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

Language√of√Labor√from the√Old√Regime√to√1848√(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1980),√p.√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p.√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
기하지 않는다.
(예)E.√J.√Hobsbawm,√강명세√역,√ 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
의 √(서울:√길동출판사,√1994), 30쪽.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10) 참고 문헌은 자료, 저서(단행본), 논문 순으로 배열한다. 참고 문헌
은 언어별(한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순)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참고 문
헌의 표기는 각주의 저서, 논문의 표기 방법을 따르지만 서양사의 경우는
성, 이름,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
Brantlinger,√Patrick√ed.,√Dark√Vanishings√(Ithaca:√Cornell√
University√Press,√2013).
Sewell,√William,√ Work√and√Revolution√in√France:√The√

Language√of√Labor√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1980).
제 2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작성 샘플>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Ⅰ. 머리말
인간 신체의 일부분인 유해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영
혼이 깃들여있는 신성한 것이다. 하지만 무덤에서 영면해야할 인간유해가
수집되었고 대중들에게 전시되었다. 인간유해는 반환이라는 문제에 직면
했을 때, 문화재 ‘약탈’과는 다르다. 인간유해의 약탈 행위는 죽은 이
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며 비도덕·비윤리·비인간적인
영제국의 잔혹한 행위였다. 근대 박물관의 수집품 중 하나였던 인간유해
는 근대를 지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반환되지 못
한 채 아직도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1960년대 이후에 민권운동의 영향
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
리를 주장하고 인간유해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직 큰
성과가 없으며 인간유해의 반환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도 여전히 부족하
다.45)
사실 인간유해에 관한 연구는 독립된 주제로 주목받지 못했고 근대 박
물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근대 박물관 연구 이론에 함께 적용되었으며
인간유해는 박물관의 유물이자 전시 사례로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근대 박물관은 산업 및 자본주의의 발전과 근대, 근대와 제국의 상징으로
서 박물관 ‘전시’라는 도구로 형성된 시각문화와 사회적 관계와 연관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80-90

45) 인간유해 반환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곳은 미국으로, 먼저 1989년 국립아
메리카인디언 박물관법(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Act,
NMAIA)과 1990년 아메리카인디언 분묘보호 및 원상복구법(Native
American Graves Repatriation Act, NAGPRA)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
된 국내 연구로는 박진빈, ｢미국 원주민 유물 처리 문제와 반환법의 역사
적 의미｣, 미국학논집 , 43권2호(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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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이르면 미술사 분야에서 근대 미술 전시, 근대 미술관의 권력, 이
데올로기의 관계로 접근했다. 즉 전시란, 단순히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
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이후 박물관에 대한 연구
는 전시의 정치적 담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46) 근대 박물관은 식민 제
국시기에 근대 권력과 지식의 담론 속에서 권력의 표상을 실현하는 공간,
제국의 프로파간다를 지지하는 장소였다.47) 인간유해의 수집과 반환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러한 근대 박물관의 특성, 근대 박람회의 개최, 기인
한 볼거리였던 인종전시와 인간 동물원(human zoo), 괴물쇼(freak show)
의 등장, 근대 지식과 편견, 과학의 등장, 인종주의 등 근대 형성물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박물관 연구를 통해 형성되었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센터가 자연사박물관에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
민의 유해 반환을 요청했고 자연사박물관 이사회는 2006년 11월에 유해
반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반환 이전
에 자연사박물관의 책임자인 마이클 딕슨(Micheal Dixon) 박사는 여러 가
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들의 DNA 샘플을 채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
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48) 본래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사후 검시
적인 실험은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49) 인체조직법에 따라 100년이

46) 윤난지 편,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전시의 담론 (눈빛, 2002),
7-8, 12쪽.
47) 영제국사가 존 매킨지(John MacKenzie)의 프로파간다와 제국: 영국 대
중 조작하기(Propaganda and Empire: the Manipulation of British
Public, 1880-1960) 에 의하면 제국의 이념은 박람회, 연극, 보이스카우트
활동 등의 사례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매킨지와 팀
베링어(Tim Barringer)에 따르면 1851년 박람회 이후 사우스켄싱턴 박물
관(South Kensington Museum), 즉 오늘날 빅토리아앤알버트 박물관
(Victoria & Albert Museum)은 일종의 제국의 파노라마로서 영제국에 관
한 지식을 수집하고 유통하는 식민주의 기관이었다. 베링어는 제국 시기
전시복합체로서의 19세기 박물관을 ‘삼차원적인 제국의 문서고’ 역할을 하
고 영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국으로 표상되었던 공간이라고 보았다.
48) Chris Davies, Kate Galloway, “The Story of Seventeen Tasmanians: the
Tasmanian Aboriginal Centre and Repatriation from the Natural History
Museum”, Newcastle Law Review, 11(2009).
49) Human Tissue Act (2004)(UK) 26(3)&(2)(e), 27(1); Davies, Galloway, Ibid.,
p. 153; http://www.culture24.org.uk/history-and-heritage/art41684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www.smh.com.au/news/world/aboriginal-bones-coming-home/2007/05/1
1/1178390554490.html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된 유해만 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을 기준
으로 인체조직법은 100년 미만의 유해와 조직에 한해 인간유해관리공단에
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그것을 기관에서 책임 및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경우에 동의가 없더라도 DNA 샘플
채취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식민지시기에 약탈된 신원미상의 유해들은 소
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쪽 기관
의 타협으로 DNA 샘플의 채취를 마친 후에야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의 유해가 완전히 반환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이 논문은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도 식민주의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식민주의
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식민 과거사의 인
정, 청산, 반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
작되었다.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과거사의 인정과 청산, 식민국과 피식
민국 간에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것이다. ‘문
화재 전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19세기는 문화재 약
탈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영국의 경우에 엘긴 마블(Elgin Marbles)과 로
제타 스톤(Rosetta Stone) 등의 문화재 반환 논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 제국주의,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와 연관
짓는 박물관 연구의 진전 속에서 인간유해는 문화재 반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문화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대상이자 신체
적·정신적 학대가 더해진 제국의 식민 유산이자 상처를 드러내는 소재로
서 인간유해는 이제라도 보호받고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화재
약탈과 인간유해 수집 및 전시되었던 박물관은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
에서 성장하고 제국을 대표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식민 유산의 상징적
인 공간이다. 이러한 박물관,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시공간의 결
합에서 인간유해는 더 중요하다. 한편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
는 영국만의 특수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 박물관의 성장,
문화재 약탈, 식민지 문제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영국을 중심으
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과 반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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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영국의 근대 박물관과 연구기관으로 활발
하게 수집되었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도 영국의 의과대학과 박물관 등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고 실제로 유해
반환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함으로써 끝나지 않은 식민지
과거의 상흔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밖에도 식민지 개척과 정복, 지배자
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과거 역사는 현재에도 지속되
고 있으며 수많은 과거사의 보상과 청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원주민들은 18세기에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식
민지를 개척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식민지배의 잔재로 고통 받고 있
다. 원주민과 백인 간의 갈등은 영국함대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온
1788년

1월

26일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폐지, 원주민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최초로 오스트레일
리아를 발견한 제임스 쿡 선장(Captain Cook)의 동상 철거 운동, 원주민
소유 토지문제, 원주민 마을 강제 폐쇄 조치에 항의하고 원주민들의 정의
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주민 청년 클린턴 프라이어(Clinton Pryor)의 노
력, 원주민의 말살을 주장하고 두개골을 수집한 우생학자 리처드 베리의
이름을 딴 멜버른(Melbourne) 대학의 건물명 개칭 운동, ‘잃어버린 세대
또는 빼앗긴 세대(the stolen generation)’라고 불리는 이들의 보상 문
제 등에서 그 현실을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명한 역사학자 헨
리 레이놀즈(Henry Reynolds)와 린들 라이언(Lyndall Ryan)은 잊혀져간
원주민 절멸과 학살 사실을 규명하여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없애고 올바
른 역사를 바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
만, 영국이 케냐(Kenya)의 마우마우(Mau Mau) 봉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
한 영국의 잔혹한 행위를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한 선례를 참고하고 식민
지 유산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 과거 식민주의로부터 오늘날을 어떻게 극
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jyn0807@gmail.com
주제어(Key words):
박물관(museum),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Australia

tasmania aborigine), 2004년 인체조직법(2004 Human Tissue Act), 인간
유해

반환(human

remains

repatriation),

(liquidation of the colonial past)

식민지

과거사

청산

<국문초록>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2000년 7월 4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런던에서 만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공동체에게 인간유해를 반환할 것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다. 이후
2004년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주도 아래 인체조직법이 제정되었
다. 인체조직법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 식민지 과거
를 직접 보상하고자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2007년에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17명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반환되었고,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에 관한
현실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영제국시기에 제국과 식민의 상징
인 박물관에 수집 및 보관되었던 수많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
주민의 유해는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도 영국의 많은 유명 박물
관, 갤러리, 각종 과학과 의학 연구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제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어떠
한 이유와 경로로 과거 영제국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고 오늘날 포스트 콜
로니얼 시대에는 유해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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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Britain’s Collection of Human Remains Until
the Repatriation
- The Case of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 Jang Yena
John Howard(Prime Minister of Australia) and Tony Blair(Prime
Minister of United Kingdom) met on July 4, 2000 in London. They
concluded the joint declaration about Australia aborigine's remains
repatriation. After then, 'Human Tissue Act’ legislated under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of United Kingdom in 2004
would be resolved the problem on the repatriation of the Tasmania
aborigines' remains. But, this act was not originally for settling
liquidation of the past which Tasmania aborigines have suffered.
The

‘2004

repatriation
preserved

Human
of

in

Tissue

the

the

Act’

Tasmania

Museum

of

added

more

aborigine’s
the

Britain.

details

remains
The

17

on

the

which

was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was preserved in Natural History Museum
of London were repatriated in 2007 with application of the ‘2004
Human

Tissue

Act'.

Although,

a

lot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had been collected from and kept in
British Empire has been preserved in United Kingdom's well-known
museums, galleries, various scientific fields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ion so far. This study was examined overall progress from
the

British’s

collection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mains in 18-19th century(British Empire era) to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patriation request of their ancestors’
remains attaching with liquidation of the colonial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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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51-2(2009).
4. 웹 사이트(신문기사 및 사진자료)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30/contents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collectionsearch.nma.gov.au/ce/Truganini?object=31456

(검색

일: 201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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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편집·투고 규정
제 1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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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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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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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7.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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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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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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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e-mail 주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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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 7 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8 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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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제 9 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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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 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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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
부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연구회 회칙
< 제정: 2009년 2월 16일 >
< 개정: 2015년 2월 9 일 >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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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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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중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
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
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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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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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3.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
를 감독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규정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다.
4. 총회에서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감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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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를 보고한다.

◆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
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