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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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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는 미국 사회의 마이너리티 공동체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마이너리티의 통합과 통제: 모빌리티 
정책” 특집은 이동성, 곧 모빌리티의 제한과 허용을 통한 미국 사회로의 
통합과 시민 정체성의 확립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마이너리트들
의 대응과 전략을 살펴보는 2편의 연구로 구성된다. 오영인의 ｢미국 남북
전쟁 전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흑인노예｣ 연구는 백인 노예주와 흑인 노
예 간의 인종대립에 매몰되어 온 노예제도 관련 연구를 마이너리티 집단 
인디언 원주민 부족의 역사로 확장하고 있다. 오영인은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을 중심으로 미국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를 백인, 흑인, 그리
고  원주민 부족이라는 다양한 시선으로 관찰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노
예제도란 무엇이었고 흑인에 대한 인종 인식은 백인의 인식과 어떤 동일
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 백인은 원주민과 흑인의 연대를 어떻게 원
천적으로 봉쇄했고 이러한 인종 간 분리지배가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인종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
다. 오영인은 연구를 통해 남북전쟁 이후 원주민과 해방된 노예 간의 갈
등과 적응 과정에 주목하여 그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권
은혜의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
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연구는 시민권의 요소로서의 
이동성, 곧 모빌리티(mobility)의 배분 또는 통제 방식에 주목한다. 권은
혜는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을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통제하던 미국 
정부의 오랜 관행의 일부로 간주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이 그 정책을 수용
했던 방식들을 분석한다. 미국 재정착 정책은 서부 해안에 집중적으로 거
주하여 인종 갈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미국 전역
에 분산시킴으로써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완화
를 추구했다. 권은혜는 이런 동화를 위한 재정착 정책에 일본계 미국인들
이 저항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형태를 분석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 
재정착 정책의 동화 논리 또는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
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적 활동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

호모미그란스 27호는 문학 비평, 사회학, 역사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서의 연구 성과를 일반 논문 4편으로 소개한다. 먼저 신영헌의 ｢이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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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충도로가 공존-영화 <컬러풀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는 이질적 문화 출신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코미디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그려지는 다양한 갈등들
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신영헌에 따르면 두 영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
정을 유쾌하게 그리면서, 특히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 등
과 같은 다양한 갈등과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두 영화는 다
양한 갈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신영헌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지는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는 대립하는 양측
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갈등에 
대한 대응과 해소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배경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의 구술시험 평가 개선 방안 연구: 분석적 채
점표 활용을 중심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평가 방
식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서 분석적 채점 척도를 활용한 채점표 도입을 
통한 개선 효과를 탐색하고 있다. 배경진은 연구에서 경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모의 평가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를 진행했다. 배경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는 총체적 채점 척도를 활용하는 현행 채점표가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채점 지침과 채점자 교육이 제
공된다면 분석적 채점표가 현행 평가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동희의 ｢고고자료로 본 고 백포만의 포구세력-기원전 1세기
부터 기원후 4세기대를 중심으로-｣는 고대의 해상 교류를 살펴보고 있
다. 이동희는 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 백포만의 복합사회 성장 
과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신미국(新彌國)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이
동희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
상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지정학적 입지가 탁월한 고 백포만 일대
는 중요한 기항지이자 교역의 중심지이자 여러 중소 촌락(패총) 단위를 
통괄하는 핵심 취락이자 읍락(邑落)의 중심으로 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희는 논문에서 군곡리유적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의공간은 의례의 중
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로 추정되기에 초기 정치체인 읍
락의 기원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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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성장하여 3세기 후엽에는 문헌에서 확인
되듯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 역할을 하던 신미국으로 발전하였다
고 설명한다. 이동희는 항시국가(港市國家)는 자율성과 개방성이 있어 자
유로운 교역활동을 통하여 흥하기도 하지만 주변 유력 정치체의 영향 속
에서 쇠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신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
원후 4세기 중엽까지 서남해안의 거점 항시 역할을 하다가, 4세기 후엽에 
백제와의 갈등 속에서 공격을 받아 국가가 해체되기에 이른다고 주장한
다. 하영준의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
상의 희곡, 무슈 투생(1961)을 중심으로｣ 논문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
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를 다룬 역사극 『무슈 투생』을 1960년대 탈식
민화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하영준은 논문을 통해 프랑스령 마르티
니크 출신의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 글리상의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재현
과 흑인 급진주의 사상 내에서 일어난 탈식민주의로의 인식 전환을 선구
적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한다. 하영준은 식민지 마르티니크가 세제르
의 적극적 추진으로 프랑스의 해외 도로 통합된 후 겪었던 사회 위기와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카리브 연방을 결성하려는 정치 활동을 펼친 글리
상이 아이티 혁명을 비극적 서사로 재현하면서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
리카 사회주의·민족주의 정권의 타락과 몰락을 예견하였음은 물론 인식론
적 차원에서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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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북전쟁 전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흑인노예
오 영 인

I. 서론

지난 2015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인종혐오로 인한 흑인교
회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그 희생자를 기리는 장례식에 참석한 대통
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는 추모연설 도중 체로키
(Cherokee)족의 애국가로 알려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부르며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1) 그런데 아이
러니하게도 체로키족은 2007년 3월 소위 ‘검은 인디언’이라 불리는 흑인
노예 후손과 흑인혼혈에게서 부족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림으
로써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부족별로 차이는 
있으나 체로키족을 포함한 원주민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흑인노예를 해방
시키고 부족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1887년 연방정부는 도스법(The 
Dawes Act of 1887)을 통해 부족공동체라는 원주민의 전통적 조직체제
를 해체하기 위해 원주민 집단소유지를 부족원들에게 개별 분배하기 시작
했고 이를 위해 부족원 등록을 받았다. 이때 순수 원주민 혈통인 부족명
부와 혈통과 관계없는 흑인명부로 두 가지 명부를 작성했는데, 1980년대
부터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이미 순혈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체로키 지
도부가 2007년 부족원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1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명부에서 순수혈통명부에 등록된 부족원의 자격만을 인정하겠다는 표결에 
무려 76%가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2) 

1)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1506282209225#c2b (검색
일: 2022. 09. 30)

2) 체로키족은 2000년 기준 총인구 32만 명의 미국 내 원주민 중 가장 큰 민
족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882952; https://www.yna.
co.kr/view/AKR20070305102800009 (검색일: 2022. 05.25). 1887년 도
스법(The Dawes Act of 1887)과 그 의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참조. 오영

DOI https://doi.org/10.32715/hm.2022.27..001특집

Homo Migrans Vol.27(May 2022): 8-35



미국 남북전쟁 전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흑인노예

http://www.homomigrans.com                                 이주사학회 9

흑인노예와 마찬가지로 원주민 역시 유럽백인에 의해 노예로 매매되었던 
역사가 있다. 유럽인의 신대륙 도착 이후 토지를 놓고 백인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던 원주민들은 전쟁포로로 노예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노
예무역업자들에 의해 경매대상이 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노예가 된 원주민들은 남부 대농장에서 흑인노예와 함께 노동력으
로 착취당했다. 그 수를 보면, 예컨대 170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총인구 
9,850명 중 흑인노예가 2,900여 명 그리고 원주민노예 또한 1,400여 명
을 넘어서고 있었다.3) 뿐만 아니라 부족별 차이는 있으나 남북전쟁 이전 
원주민 부족은 흑인 도망노예의 피난처가 돼 주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 
원주민과 흑인은 억압받는 비(非)백인 소수자라는 동질감 속에서 수 세기 
동안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순수혈통 운운하며 흑인을 부족원 지위에서 배제한 원주민 체로키의 판결
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미국 역사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주제 중 하나는 아마도 오
랫동안 노예제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원주민의 경우, 흑인처럼 
백인의 노예이기도 했지만 흑인을 노예로 소유하기도 했다. 남북전쟁 이
후 흑인노예가 해방되기 전까지 미국 원주민들 특히 소위 “문명화된 인디
언 5부족(The Five Civilized Tribes)”으로 알려진 체로키, 크리크
(Creek), 세미놀(Seminole), 치카소(Chickasaw), 촉토(Choctaw)족들은 
노예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실제 남북전쟁 중 남부연합(Southern 
Confederacy) 편에 참전하여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
려진 사실이다. 얼핏 보면, 원주민 노예소유주들도 남부백인과 마찬가지
로 노예라는 대체노동력에 의존하여 원주민 경제를 유지했고, 물론 강제
이주였으나 서부팽창기 노예와 함께 서부로 이주하여 기존의 남부 노예제
도를 그대로 이식했으며 결국 남북전쟁으로 노예를 해방시켰던 역사를 보
여준다. 대체로 원주민들의 노예제도를 남부백인 노예제도의 복사본이라
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원주민의 노예문화를 그리고 흑인
과의 관계를 백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인, 「20세기 전환기 미국 원주민 동화교육과 새로운 시민정체성을 찾아
서」, 『동국사학』, 72집(2021), 385~386쪽.

3)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Frederic E. Hoxi & 
Peater Iverson, eds., Indians in American History (Illinois: Harlan 
Davidson, Inc., 1998),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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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주민들의 노예문화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랜 
역사를 갖는다. 원주민 부족사회는 일종의 관습으로서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 얻은 포로를 노예로 부리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제물로 희생시키는 
풍습이 있었다. 당시 원주민들에게 전쟁포로인 노예란 전쟁을 통해 소모
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대체인력이었지 재산으로 소유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다. 다만, 노예가 교환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부족들과의 교류 과
정에서 포로로 잡혀간 부족원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였다.4) 그런데 18세
기 후반 19세기를 걸쳐 백인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원주민들의 노예에 대
한 인식은 인종편견이 덧칠해진 훨씬 파괴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
다. 남부백인 문화 중 원주민 사회가 받아들인 가장 충격적인 것이 매매 
가능한 재산으로서의 노예제도이다. 19세기 미국인들은 원주민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미국적 삶을 받아들인 “진보의 상징(as an indicator 
of progress)”이자 백인으로의 동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간
주했다. 역사학자 마이클 도란(Michael F. Doran)이 지적하듯 당시 문명
화론을 신봉했던 백인입장에서 원주민들의 흑인노예 소유는 야만성에서 
문명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문화적 올바름(Cultural Correctness)”을 보여
준 상징적 현상 중 하나였다.5) 물론 미국인들은 동시에 이러한 문명과 
진보가 절대적으로 누구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진보
의 등급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 또한 잊지 않고 상기시켰다. 

백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세뇌시키면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
해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비백인 사이의 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이었다. 농경지확보를 위해 원주민과 잦은 전투가 벌어지면서 원주민을 
노예화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흑인노예 또한 증가했다. 이에 백인들은 이
들이 의기투합하여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반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와 두려움을 표출했다. 실제로 크리크족과 세미놀족의 경우 흑인노예
를 백인과의 전투에 투입하며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빈번히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역사학자 윌리엄 윌리스(William S. Willis)의 용어를 

4)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Negro History Bulletin, 38-7(1975), p. 465; Katja May, Collusion and 
Collision: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in the Creek and 
Cherokee Nations, 1830s-1920s (London/New York: Taylor & Francis, 
Routledge, 1996), p. 72.

5)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8-3(1978),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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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자면 “분리지배(Divide and Rule)” 즉,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인종 
간 연대를 막고 분리하여 지배하는 것이었다.6) 분할통치로도 번역되는 
”Divide and Rule”의 사전적 의미는 지배기술 중 하나로 피지배자를 분열
시키거나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수법이다. 다시 말
해, 내부분열을 통해 단결을 방해하고 지배층에 대한 저항을 봉쇄하자는 
것이다. 이제 백인들은 의도적으로 원주민과 흑인노예 사회에 서로에 대
한 적대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남부 백인들은 흑
인노예들에게 원주민들의 잔혹성과 야만성을 과장하여 퍼뜨리면서 원주민
을 죽이거나 도망노예에 대한 포상으로 원주민을 거래하는 것을 정당화했
다. 반면에 원주민들에게는 흑인과의 피부색 차이를 근거로 원주민의 상
대적 우월성을 자극하면서 원주민의 노예소유를 문명화의 상징으로 인정
해줬던 것이다.7) 같은 맥락에서, 원주민에게 부여했던 “고귀한 야만
(nable savage)”이라는 모순된 정체성 또한 인종 간 분리를 의도한 획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사실 노예제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과에서 학제적으로 두텁게 연구되
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연구대상이 오로지 인종적으로는 백인노예주
와 흑인노예라는 양(兩)인종 관계에, 공간적으로는 북부와 남부지역에 매
몰되어있다는 점이다. 미국 원주민의 역사 또한 노예제도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원주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백인, 원주민, 그리고 흑인노예(후에 해방된 흑인)와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료의 부족이다. 19세기 전반 약 50여 년간 원주민의 노예제도나 흑인
노예의 상태 등은 주로 부족 방문객의 산발적 메모나 인쇄물로 출간된 기
록 혹은 인디언문제(Indian Affairs)  관련 연방 에이전트의 남겨진 내부
편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공적 기록은 “인디언문제위원회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s of the Commissioner of Indian Affairs)” 기
록이 전부이다.8) 

6) Willian G. McLoughlin, “Red Indians, Black Slavery and White Racism: 
America’s Slaveholding Indians”, American Quarterly, 26-4(1974), p. 
369, 재인용.

7) Ibid., p. 369;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90-191.

8)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 pp. 
342-343.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까지 미국 원주민이 소유했던 노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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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예제도 연구에서 원주민이 주목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째, 
다양한 원주민 부족의 개별적 역사 경험을 무시하고 원주민의 노예제도를 
백인의 노예제도와 뭉뚱그려 마치 동일한 노예문화를 향유한 것으로 단순 
등치시켜 설명해왔다는 점과 두 번째, 어느 한 부족의 경험을 원주민 전
체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그것을 당연시했던 오류에 
기인한다. 그러하다 보니 원주민들과 흑인노예와의 인종 간 관계에 대한 
견해들은 거의 도식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예컨대, 원주민들은 남부
백인의 흑인노예에 대한 인종인식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흑인을 도저히 문
명화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했다는 견해가 한쪽 극
단에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 반대이다. 즉, 미국 원주민과 흑인의 관계는 
언제나 우호적이어서 마치 모든 부족원들이 노예제폐지를 지지했고 따라
서 도망노예의 피난처를 마련해주기도 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9) 물론 
21세기 들어 원주민 부족들의 다양한 사례연구가 진행되면서 흑인노예에 
대한 부족 간 인식의 유사점과 차이점 혹은 특이점에 대한 견해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노예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적 증감에 대한 기록 역시 거의 없다.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두 가지가 전
부인데 하나는 1830년대 인디언 강제이주 시기 연방군이 인디언의 이동과 
시기 등을 통제/관리하고 작성했던 기록 중 인디언, 흑인노예, 그리고 외국 
무역상에 대한 목록이 있고, 다른 하나는 1790년 이래로 10년에 한 번씩 
조사해온 미국 인구조사 중 1860년 8번째 인구조사에 기록된 인디언 보호
구역에 대한 조사목록이 유일하다.

9)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를 모든 원주민의 동일한 역사 경험으로 단순
하게 일반화한다거나 원주민의 노예문화를 백인의 것과 등치시켜 설명했던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은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극복해야 할 한계로 지적하
고 있다. 그중 최근 연구부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tephen 
Kantrowitz, “White Supremacy, Settler Colonialism and the Two 
Citizenship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10-1(2020), pp. 29-53; Alaina E. Roberts, “A Different Forty 
Acres: Land, Kin, and Migration in the Late Nineteenth-Century 
West”,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10-2(2020), pp. 213-232; 
Antalie Joy, “The Indian’s Cause: Abolitionists and Native American 
Rights”,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8-2(2018), pp. 215-242; 
Michael F. Magliari, “Free State Slavery: Bound Indian Labor and 
Slave Trafficking in California’s Sacramento Valley, 1850-1864”, 
Pacific Historical Review, 81-2(2012), pp. 155-192; Katja May, 
Collusion and Collision: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in 
the Creek and Cherokee Nations, 1830s-1920s (London/New York: 
Taylor & Francis, Routledge, 1996); Tyler S. Lyman, A History of 
Indian Policy (Washington: Gureau of Indian Affair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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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매우 모호하고 심하게 일반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이하 원주민 
5부족)을 중심으로 미국 원주민과 흑인노예 관계를 백인, 흑인, 그리고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라는 인종 다자의 시선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원주민들에게 노예제도란 무엇이었고 흑인에 대한 인종인식은 백인
의 인식과 어떤 동일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 백인은 원주민과 흑인
의 연대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이러한 인종 간 분리지배가 궁극
적으로 원주민의 흑인노예에 대한 인종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
목할 것이다.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 서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원주민과 
해방된 노예와의 관계는 어떠했고 어떤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경험했는지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가 미국 노예제도를 이해하기 위
해 그동안 쌓아올린 겹겹의 노력들에 한 겹을 보태는 작업이 되길 기대한
다.  
  

II. “분리지배(Divide and Rule)”라는 백인의 음모: 남북전쟁 이전 
원주민과 흑인노예 

미국 원주민 부족들에게 노예제도는 유럽의 수입 문물만은 아니었다. 원
주민은 유럽인의 신대륙 도착 이전에도 일종의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다. 이 경우 노예는 부족 간 전쟁을 통해 얻은 전쟁포로를 지칭했고 전쟁
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인력으로 사용되었다. 부족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모계사회였던 원주민 부족은 남성포로와 전사한 부
족원의 아내를 혼인관계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
손은 노예가 아닌 부족원이 되었다. 또 다른 경우로, 부족 내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부족원을 노예화하는 엄벌로 다스리기도 했는데 죄를 
지은 노예가 형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속죄했다고 판단되면 다시 
부족원으로 복구시켜주는 풍습도 있었다.10) 결국 유럽백인들과의 조우 이
전 전통적으로 미국 원주민사회에서 노예는 매매 가능한 재산이 아니었
다. 그런데 19세기 전환기에 백인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원주민들의 노예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위계화된 인종주의로 물든 훨씬 파괴적인 성격으로 

10)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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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미국 원주민들이 흑인노예를 소유의 개념으
로 광범위하게 인식했던 것은 아니었다. 매매 가능한 재산으로서의 노예
라는 개념을 원주민들에게 심어준 것은 백인유럽 무역상과의 교역을 통해
서였다. 모피나 가축의 가죽을 교역했던 유럽교역상들과의 직접적 접촉이 
잇따르면서 인디언 여성과의 혼종결혼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때 유럽혼혈자손(Euro-Indian)에게는 전통적 풍습에 따라 부족민으로
서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이들이 백인문화를 들여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
했다. 19세기 전환기 거의 예외 없이 원주민 중 노예소유주는 유럽무역상
이거나 백인혼혈 원주민들이었다.11) 순수혈통의 원주민이 노예를 소유하
지 ‘못한’ 이유는 재산으로서의 노예소유가 부적절하거나 부도덕해서라기
보다 고질적인 빈곤이 이유였다. 따라서 어떻게든 노예노동력 소유를 희
망하던 원주민 중 일부는 조지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대농장에서 흑인
노예를 훔치는 경우도 있었고, 드문 경우지만 촉토 원주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흑인노예가 우리 부족으로 숨어들었다. 몸
뚱이 곳곳에 난 피비린내 나는 상처도 굶주림에 지친 행색도 처참했지만 
나는 바로 노예주인이 되었다.”12)    

반대로 원주민들 스스로도 백인의 노예가 되었던 지난한 역사를 경험했
다. 식민지시기부터 생존을 위해 남부백인은 노예라는 대체노동력에 의존
했고 이것이 남부의 특징이 되었다. 초기 버지니아의 담배로 시작하여 
쌀, 사탕수수, 그리고 면화가 뒤를 이으며 남부경제를 지탱했다. 백인들에
게 필요한 것은 토지와 노동력이었고 원주민이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백인들이 미대륙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논리
는 황당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이었다. 즉, 수렵과 채취생활로 여기저기 떠
돌던 원주민들의 토지권리는 ‘일시적 점유권’에 불과한 반면 원주민이 이
동하고 남겨진 땅을 개척하여 정주한 백인들에게는 ‘항구적 소유권’이 인
정된다는 것이다.13) 이런 논리와 함께 원주민의 토지를 탈취할 방법으로 

11)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37.

12) 강조는 필자의 것임. Ibid., p. 338, 재인용.
13) 오영인, 「20세기 전환기 미국 원주민 동화교육과 새로운 시민정체성을 

찾아서」, 376쪽;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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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들이 선택한 것은 끊임없는 전쟁이었다. 원주민들에겐 생존 투쟁이 
되었던 전쟁은 수많은 원주민을 전쟁포로로 노예화시켜 노동력까지 확보
할 수 있는 사실상 백인들에겐 일거양득의 묘수였다. 전쟁의 명분은 당시 
모든 백인 팽창주의자들이 내걸었던 문명화론이었다. 즉, 원주민을 야만
으로 규정하고 야만을 구해야하는 문명화의 사명이 백인이 나아갈 길이며 
이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되어야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무력은 정당화되었다.14) 전후 전쟁포로로 노예화된 원주민은 남부농장에
서 중요한 대체노동력으로 흑인노예와 함께 고역을 감수해야했고 일부는 
노예 무역상에 의해 서인도제도로 팔려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원주민 노예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 이
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전쟁을 통한 원주민 포로의 노예화는 또 다시 
전쟁을 야기하며 악순환을 지속했고 그로인해 긴장감은 격화되었다. 전쟁
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주민의 땅을 잠식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유
럽으로부터의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토지에 대한 열망과 탐욕은 또 다
시 원주민과의 무력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때 대통령 앤드류 잭슨
(Andrew Jackson)이 제시한 해결책이 원주민의 격리였고 그 정치적 결
과물이 1830년 인디언 추방법(Indian Removal Act of 1830)이었다. 표
면적으로는 원주민들 자의에 의해 조약을 맺고 스스로 미시시피강 너머 
현재의 오클라호마 지역인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으로 이
주하는 것을 명시한 이 법률은 실제 거의 15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죽음
을 무릅쓴 강제이주였다.15) 이로 인해 남동부에 남겨진 원주민들은 부족
별로 고작 수백 수십 명에 그쳤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서부
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제 전쟁포로로서 원주민 노예노동을 기대하기 어
14) Ibid.
15) 인디언 추방법(Indian Removal Act of 1830)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의 

이주비용과 본래 정착지에서 소멸된 재산(나룻배나 헛간, 혹은 정리된 밭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보상, 새 정착지에 도착한 이후 1년간의 생계지
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법안의 실행을 대체로 현장의 백인대리
인이 일임받아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즉, 이 기회를 오로지 자신의 재
산증식 기회로 본 백인대리인들은 약속된 지원을 착복하기 일쑤였고 이를 
감시해야 할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기에 협약 이행여부를 처리하는
데 턱없이 미숙했다. 결국 원주민에게 보상으로 지급된 것은 거의 없었다. 
Tyler S. Lyman, A History of Indian Policy, pp. 55-57; David 
Edmunds, “National Expansion from the Indian Perspective”, Frederic 
E. Hoxi & Peter Iverson, eds., Indians in American History (Illinois: 
Harlan Davidson, Inc., 1998), p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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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던 남부사회를 채워나간 것은 더욱 가혹해진 흑인 노예제도였다.

원주민 노예 수가 급감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원주민
을 백인사회에 동화시켜 흑인노예로부터 분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원주
민과 흑인노예 모두의 공동의 적이었던 백인은 점차 이 둘의 연대를 두려
워하기 시작했다. 인종 간 연대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은 원주민 강제이주 
이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남부백인의 노예문화에서 드러나는 확연한 차
이에 근거했다. 물론 부족별로 차이는 있지만, 강제이주 이전 흑인노예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은 억압받는 비백인 소수자라는 동질감 속에서 대체
로 우호적이었다. 체로키족의 경우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흑인노예를 배
제하지 않았다. 1832년 조지아 주 방위군이 체로키 학교를 기습 방문했
을 때 교육받고 있던 2명의 흑인노예를 목격하였다. 당시 조지아는 흑인
교육을 불법으로 규정한 강제무지법(Compulsory Ignorance Law)을 시행
하고 있었기에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1827년 이미 자치
적 민주정부수립을 선포했던 부족원들은 체로키가 더 이상 조지아의 일부
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를 거부하며 맞섰다.16) 크리크족의 흑인노예 러
브 플랜테이션(Love Plantation)은 원주민의 노예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
유하는 자리에서 증언하길 “내가 노예인지 순간순간 잊을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나만 특별하게 차별적 노동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
급하기도 했다.17) 거기다 흑인과의 혼종결혼이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니었
고 대부분 흑인혼혈자손은 부족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남부백인 사회에
서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원주민 사이에 도망노예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읽고 쓸 수는 없어도 영어로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흑인노예의 재능이었고 원주민들은 그 재능을 백인
과의 교섭 과정에서 통역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원주민과 흑인노예 간 인종연대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집단적 군사 행동이었다. 1830년 세미놀 부족의 원주민 대리인이었

16)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 
466; 강제무지법(Compulsory Ignorance La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오영인, 「에보닉스(Ebonics) 논쟁, 미국의 인종역사 속에서 다시보
기: 존 보(John Baugh)의 『에보닉스를 넘어서(Beyond Ebonics)』를 중
심으로」, 『미국사연구』, 51집(2020), 88~90쪽.

17)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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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와일리 톰슨(Whiley Thompson)의 기록에 의하면 세미놀 부족 내 많
은 흑인노예들은 제한적이나마 본인 소유의 가축을 기르고 노예소유주는 
노예가 주인에게 의무만 다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가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미놀 군대에서 흑인노예는 부족
원과 동일 숫자로 훈련에 참여한다고 기록했다.18) 실제로 강제이주에 대
한 원주민의 군사적 저항으로 발발했던 제2차 세미놀 전투(1835-1842)
에서 훈련받은 흑인노예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참전했던 연방군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용맹하고 결단력 있던 전사는 흑인병사였고 그들과의 연대가 
없었다면 세미놀 부족이 그렇게 오래 연방군에 맞설 수 없었을 것으로 평
가하였다.19)   

상황이 이러하자 백인들은 원주민과 흑인노예 간의 연대를 원천적으로 봉
쇄하여 지배하고자 하였다. 일찍이 역사학자 윌리엄 윌리스는 이를 “분리
지배(Divide and Rule)”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분할통치로 번역되는 
“Divide and Rule”은 피지배자들 사이의 내부분열을 조장하여 지배층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막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배기술이다.20) 원주
민과 흑인노예를 분리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백인에 대한 적대감을 비
백인 내부의 부정적 인종인식으로 치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시 
문명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주민과 흑인노예 사회에 서로에 대한 적대
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야 했던 백인들은 비백인 유색인 사이의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인종통제 전략을 전개했다. 예컨대,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은 흑인은 검은 피부색으로 인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열등인종인데 반해 원주민은 야만적이지만 문명화를 거쳐 변
화가 가능한 ‘고상한 야만’으로서 미국 사회에 충분히 동화 가능한 인종이
라 추켜세웠다. 덜 검다는 피부색의 차이로 원주민의 상대적 우월감을 자
극한 것이다.21) 더 나아가 남부 언론들은 원주민이 노예를 소유하고 부리
는 것을 가리켜 미국적 삶을 받아들인 “진보의 상징(as an indicator of 
18)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p. 

465-466.
19) Willian G. McLoughlin, “Red Indians, Black Slavery and White Racism: 

America’s Slaveholding Indians”, p. 369.
20) William Willis, “Divide and Rule: Red, White, and Black in the 

Southeast”, Journal of Negro History, 48(1963), pp. 158-159.
21) 19세기 미국의 동화정책 혹은 미국화 정책에 있어서 흑인노예는 아예 고

려할 대상도 아니었다.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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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이라 평가하고 따라서 원주민 노예소유주들은 문명사회로의 동
화를 촉진할 충실한 문화적 매개자라는 기사를 꾸준히 퍼 날랐다.22) 더 
검은 흑인노예에 대한 우월감의 자극은 단순한 우월감을 넘어 검다는 것
에 대한 공포심마저 만들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원주민들은 그렇게 흑
인과의 인종적 장벽을 구축하면서 그 폭과 두께를 늘려갔다. 

사실, 자의든 타의든 백인과의 접촉 속에서 원주민들은 점차 백인문화를 
좀 더 편안하고 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배타적 소유
권이라는 매력적인 권리에 애착을 보였다. 체로키족의 2인자로서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했던 찰스 힉스(Charles Hicks)는 “내 가족을 내 집에서 내 
재산으로 안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의 공감
을 유도했다. 그리고 만약 흑과 백 사이에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 없이 백인을 선택하겠다고 당당히 주장했다.23) 점차 남부사회는 흑
과 백 양(兩)인종사회로 고정화되어 오로지 두 개의 피부색만 인정하는 
곳으로 변모했고 그 속에서 위험요소들은 상존했다. 이런 상황에서 착취
의 대상이자 더 검은 흑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원주민들에겐 두려움이었고 
이 두려움이 어쩌면 원주민들의 미국화 혹은 문명화를 끌어낸 동인이 되
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에서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역사학자 마이클 도란(Michael F. Doran)
이 지적하듯, 영원한 열등인종 흑인노예와의 차별성 속에서 원주민들은 
문명화 즉 미국화를 통해 그들에게 덧칠해진 야만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
나 “문화적 올바름(Cultural Correctness)”의 상징이 되고자 했던 것이
다.24) 

인디언 강제이주 또한 대체로 우호적이었던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
를 적대적으로 전환시켰던 강력한 계기로 작용했다. 1830년 댄싱 래빗 
크리크 조약(Dancing Rabbit Creek Treaty of 1830)으로 가장 먼저 이
주 행렬에 내몰렸던 촉토족 이후 1847년 그 고통과 치욕을 종결할 때까
지 무려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Trail of Tears)”을 지나 
인디언 보호구역에 도착했다. 서부로 이주한 원주민들에게 흑인노예 노동
22)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p. 

465-466.
23)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 124.
24)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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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강제이주로 대거 손실된 노동력을 보충해야 하는 생존을 위한 중요
한 자산이었다. 더구나 1860년 이전까지 인디언 보호구역 내 임금노동자
를 극히 제한했던 연방정부의 조치로 인해 흑인노예가 유일한 노동력이기
도 했다.25)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원주민소유 흑인노예 규모는 1840년 센
서스 이전까지 약 4천5백 명에서 5천명 정도였다. 강제이주가 완료된 이
후 인디언 보호구역 내 노예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860년 8천여 명 정
도였고 부족별로는 체로키족이 가장 많은 2천5백여 명, 촉토족이 2천2명
여 명, 크리크족이 1천6명여 명, 치카소족이 1천 명 미만을 소유한 것으
로 기록되어있다.26) 같은 해 인디언 구역의 원주민 총수는 6만5천 명을 
넘어섰지만 노예소유주의 비율은 총인구의 2-3%에 불과했다. 그중 상위 
1%에 해당되는 원주민은 30명 이상 혹은 1백 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하
기도 했다. 나머지 원주민 노예소유주들은 대체로 5명 정도의 노예를 소
유했다.27)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은 면화와 소금이었다. 그
런데 면화도 소금도 모두 노동집약적 작물이었고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자였던 백인이 쓰는 흑인노예 노동력을 백인의 방식 그대로 이식하여 
사용했다. 서부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원주민의 경제를 지탱했던 주요 생
산물은 가축의 가죽이나 옥수수 같은 식재료 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면화
였다. 1810년대부터 면직업의 수익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남부 원주민, 특
히 체로키와 크리크족은 1820년대부터 이윤을 내기 시작했고 1830년대 
들어서면서 적극적 상업 교류를 통해 면화는 남부 원주민경제에 없어서는 
안되는 주요 농작물이 되었다. 1817년 첫 방문에서 체로키족이 백인의 
면화생산을 곧잘 흉내 내고 있다고 판단했던 스테판 롱(Stephen H. 
Long)은 10년 후 두 번째 방문에서 흑인노예를 이용한 원주민의 면화생

25) 이 시기 인디언 보호구역 내 백인의 정착도 극히 일부의 종교 활동이나 
정부 에이전트를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이었다. Ibid., p. 340.

26) 강제이주 이후 인디언 구역에서 노예 수가 증가한 것은 매매나 도망노예
의 유입 등의 이유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자연증가율에 의한 것이었다. 
Gilbert C. Fite, “Development of the Cotton Industry by the Five 
Civilized Tribes in Indian Territory”,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15-3(1949), p. 348.

27) 인디언 보호구역 내 백인 거주민도 노예를 소유했는데 원주민과 마찬가
지로 모든 백인이 노예소유주는 아니었고 백인 거주민 중 5%만이 노예소
유주였다.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p. 347-348,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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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마치 백인남부 경제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모형과 같고 그 성장속도
도 놀랍다고 기록하고 있다.28) 면화생산과 더불어 인디언 구역에서 원주
민들이 발견한 수익사업은 소금이었다. 강을 따라 길게 펼쳐졌던 염전지
역을 활용한 소금무역은 큰 수입원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를 간파
했던 체로키족의 족장 루이스 로스(Lewis Ross)는 몇백 명의 흑인노예를 
이용해 1840년대부터 꾸준히 수익을 올렸다. 1839년 촉토족 레비 콜버트
(Levi Colbert)는 남부백인 못지않은 가혹함으로 500에이커 이상의 농지
에서 150명의 흑인노예를 부렸고 로버트 존스(Robert M. Jones) 또한 
1850년대까지 300에이커가 넘는 4개의 농장에서 100명이 넘는 흑인노예 
노동력으로 면화를 생산했다. 흑인노예에 대한 잔인한 처우로 악명 높았
던 체로키족의 제임스 반(James Vann)과 조셉 반(Joseph Vann) 부자(父
子)는 잘 알려져 있듯이 300명 이상의 흑인노예 노동으로 부를 축적해나
갔다.29) 그렇게 강제이주 이후 인디언 보호구역 내 흑인노예 노동력은 백
인남부와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며 착취당했다. 

물론 원주민 5부족 모두가 공히 흑인노예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던 것
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흑인노예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세미놀족은 1천 
명이 안되는 흑인노예와 함께 서부로 이주했다. 이주한 이후에도 흑인노
예에 대한 통제와 처벌은 죽지 않을 만큼의 가혹한 채찍질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휴일을 제외한다거나 휴식시간을 줄이는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을 유지했다.30) 심지어 세미놀족은 연방의 노예해방 이전인 1860년 
이미 부족 내 노예제도를 금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이주
를 기점으로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는 대체로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
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백인과의 혼종결혼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세기 초 원주민 노예소유주는 거의 예
외 없이 유럽백인혼혈(Euro-Indian)이었다. 이 현상은 강제이주 이후에
도 이어져 미국인과의 혼종결혼이 증가했다. 서부에서 백인이 원주민 여
성과 결혼을 선호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부족원 또는 그 배우
자의 경우 부족 영토 내 잠재 농지에 대한 청구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서부 오클라호마라는 험지에 거주하던 백
28) Gilbert C. Fite, “Development of the Cotton Industry by the Five 

Civilized Tribes in Indian Territory”, p. 345.
29) Ibid., pp. 346-347. 
30)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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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대부분이 경제하층민이었다는 점이다. 즉, 가난했던 백인들은 문명
화되어 더 세련되고 경제력이 있었던 원주민 여성을 선택함으로써 신분 
상승의 욕구를 해소하고자했던 것이다.31)  

흑인을 노예로 소유했다는 인종적 차별성과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원주민
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는 백인이 의도한 대로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여준 단적인 예가 1842년 체로키의 흑인 노예반란이다. 1842년 
조셉의 아버지 제임스 반(James Vann) 소유의 25명 흑인노예들이 주인
의 가혹행위를 더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주인의 총과 말, 그리고 일부의 
음식과 탄약을 훔쳐 도주를 단행했다. 그들이 행한 곳은 1836년 이미 노
예제도가 폐지되었던 멕시코였다. 남쪽으로 향하던 체로키의 도망노예들
은 긴박한 상황에서 때마침 만난 크리크족의 흑인 도망노예 15명과 합류
하여 그 세를 불렸으나 13일 만에 모두 잡혔다. 그중 5명은 처형되었고 
이때 도망노예를 생포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원주민 전사만 무려 100여 
명을 헤아렸다.32) 이후 체로키족은 자유민을 포함하여 흑인노예의 도주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 100대의 채찍과 체로키족으로부터의 추방을 법
제화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이주 이전 흑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허용했던 
체로키족은 흑인반란의 가능성 자체를 근절하려는 의도로 흑인에게 읽고 
쓰는 교육을 일체 금지하기도 했다.33) 이런 과정 속에서 백인들은 흑인노
예들에게 원주민들의 잔혹성과 야만성을 과장하여 퍼뜨렸다. 만약 노예가 
원주민을 살상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유언비어까지 만들며 서
로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려 했다. 문제는 당시 인종관계에 있어서 어
떤 변화를 끌어내기엔 흑인노예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34)  
  

31) David Edmunds, “National Expansion from the Indian Perspective”, pp. 
151-152.

32)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p. 
344-345.

33) Willian G. McLoughlin, “Red Indians, Black Slavery and White 
Racism”, p. 381.

34) Ibid., pp. 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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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갈등과 적응: 남북전쟁 그리고 전후 원주민과 해방노예

1861년 남부연합(Southern Confederacy)의 섬터요새 공격으로 시작된 
미국의 남북전쟁은 최대 7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남긴 4년간의 끔찍한 
민족상잔의 아픈 역사다. 흑인노예의 경우 전후 약 400만 명이 해방되었
고 그들 중 원주민이 소유였던 해방노예는 7천여 명이었다.35) 노예제도
에 대한 원주민 5부족의 인식이나 견해는 조금씩 달랐다. 조금 거칠게 분
류하자면 남부연합의 텍사스와 접견지였던 치카소와 촉토족은 노예제도를 
유지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흑인노예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
했던 세미놀 부족원들은 노예제도에 반대했다. 크리크와 체로키족은 부족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 분열상을 보였다. 체로키족의 경우 1860년까지 
4천여 명의 가장 많은 노예를 소유했으나 동시에 강경한 반노예제 운동
가들도 있었다. 주로 북부출신 선교사들의 지도하에 몇 명 체로키 원주민
들은 비밀노예폐지조직인 키투와회(Keetoowah Society)를 결성하기도 
했다.36) 

전쟁이 발발하자 인디언 보호구역의 원주민들은 남북전쟁에 다양한 형태
로 참여했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전한 부족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백인
의 압박에 못이겨 전쟁에 간여한 원주민들도 있었으며 단순한 피해자로서 
희생당한 원주민도 다수였다. 연방에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남북전쟁에
서 북군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원주민 총수는 약 7천 명 정도였고 그중 3
분의 1에 해당하는 부족원이 사망했다. 이 수는 당시 대다수의 원주민들
이 남부연합 편에서 전투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체 원주민 희생자의 
30%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결국, 전후 인디언 보호구역의 인구는 급감했
고 고아가 된 아이들과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로 넘쳐났다.37)

35) Donald A. Grinde, Jr. &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American 
Indian Quarterly, 8-3(1984), p. 212.

36) Ibid., p. 212. 북부 감리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했던 체로키족의 반노예
제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Willian G. McLoughlin, 
“Cherokee Slaveholders and Baptist Missionaries, 1845-1860”, The 
Historian, 45-2(1983), pp. 147-166.

37) Jeff Fortney, “Lest We Remember: Civil War Memory and 
Commemoration among the Five Tribes”, American Indian Quarterly, 
36-4(2012), 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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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시작된 1861년 당시 북부연합의 인구수는 2천2백만을 넘었고 남
부연합의 인수는 9백만 정도였다. 남부의 노예인구 3백5십만을 제외하면 
백인은 고작 5백5십만으로 북부의 백인보다 4배 이상이나 적었다. 게다가 
1863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 이후 19만 명 이상의 해방노예들이 북군에 
입대하면서 남과 북의 전투력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38) 이에 서부 인
디언 구역의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은 남부연합에게는 중요한 인적자원
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공간 역시 넓은 농장과 목장
의 각종 작물들로 식량배급 및 군수물품의 보고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었다.39) 여기에 남부연합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 1861년 봄 연방국무성의 
결정이었다. 1861년 연방은 서남부 방어선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포기
하고 구역 내 모든 북군을 철수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강제이주 조약에서 
인디언 구역을 안전하게 방어해준다는 조약을 파기한 것이며 이로 인해 
남부연합과의 접경지역인 텍사스와 알칸소의 침입을 공식적으로 용인한 
것이었다.40) 오랜 경험에서 나온 연방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신을 이번에
도 어김없이 확인시켜준 것이다. 결국 원주민은 인디언 영토의 안전을 지
켜내기 위해 남부와 연합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백인들의 전쟁터로 
내어주든지를 결정해야 했다. 

남부연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다가갔다. 
남부 접경지인 알칸소의 언론인이자 법조인이었던 알버트 파이크(Albert 
Pike)를 원주민과의 조약과 동맹체결을 위한 대사로 임명하고 원주민 부
족의 영토보호와 안정적인 연금보장을 약속했다. 파이크의 조약내용은 연
방이 파기한 약속을 그대로 복기한 것이었다. 1861년 7월 치카소와 촉토
족이 제일 먼저 남부연합과 조약을 체결하고 연대했고 뒤이어 8월에는 
크리크와 세미놀, 그리고 체로키족이 남부백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조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원주민들은 남부연합이 내세운 전쟁의 대의명분을 

38) Ibid., p.525.
39) 남부연합은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

지 흑인노예의 징집을 거부했다. 반대로 남부 흑인노예가 북군에 항복하는 
것이 발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총살하였고 북군에게서 포로로 잡은 흑인병
사는 즉각적으로 노예로 만들었다. Arrell Morgan Gibson, “Native 
Americans and the Civil War”, American Indian Quarterly, 9-4(1985), 
p. 387.

40) Ibid.;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American 
Indian Quarterly, 8-3(1984),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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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고 서부경계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지원을 약속했다. 치카소와 촉토
족은 1개의 부대를 크리크와 세미놀도 1개의 부대, 그리고 체로키족이 2
개 부대를 지원했다. 남부인들은 한치의 유루 없이 기민하게 “인디언 사
병중대(the Company of Indian Soldiers)”를 조직했고 남부연합 육군장군
으로 파이크와 더글라스 쿠퍼(Douglas Cooper)를 임명해 이를 통제했
다.41)

남부와의 동맹 분위기 속에서 원주민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치카소와 촉
토족은 시종일관 단일대오를 형성했으나 나머지 세 부족은 분열했다. 일
부는 남부연합과의 조약체결 과정에서 원주민들 간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없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부족 내부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원주민들에는 남부도 북부도 모두 그들의 토지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말살해온 백인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즉, 토지를 놓고 벌였던 
백인과의 오랜 전투와 희생들, 그리고 남동부의 정든 정착지를 뺏기고 강
제이주 당해야 했던 쓰라린 아픔에 기인했다. 따라서 그저 “백인의 전쟁
(White Man’s War)”일 뿐인 남북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자는 
강력한 주장이 뒤따랐다. 중립의 의지를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표적
인 사람은 체로키 부족장 존 로스(John Ross)와 크리크 부족장 오포슬레
이오홀라(Opothleyaholo)였다. 특히 호포슬레이오홀라는 원주민 중 중립
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여 약 8천 명의 군을 이끌고 남부연합의 압
력에 저항했다. 남부의 입장에서 이들이 북부연합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
보다는 중립선언이 훨씬 덜 위험했지만 원주민들이 전쟁 중에 남부연합에 
맞선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다. 이에 쿠퍼장군은 호포슬레이오홀라 생포
를 목표로 원주민군을 1861년 겨울 3개월 만에 빠르게 공격하고 진압했
다. 결국 오포슬레이오홀라는 사살당하고 전투는 패배로 기록되었다. 전
투에서 패배한 원주민은 모든 재산을 강탈당했고 그들 중 생존자들은 깊
은 숲을 통해 캔자스의 북군에 합류하여 목숨 바쳐 남부연합에 맞서기도 
했다.42)     

남북전쟁은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전
쟁은 1865년 6월 23일 남부연합 인디언 총사령관 스탠드 와티(Stand 

41)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 133.
42) Arrell Morgan Gibson, “Native Americans and the Civil War”, pp.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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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e)의 항복선언으로 종식되었다.43) 전후 연방은 원주민들과 체결했던 
기존의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고 1866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조약체결 과
정에 돌입했다. 새로운 조약의 큰 틀은 첫째, 노예를 해방하고 해방된 흑
인의 수용여부는 부족에 일임한다는 것과 두 번째, 인디언 구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연방에 양도하고 다시 부족을 정비하라는 것이었다. 특
히 두 번째 원칙은 전쟁에서 남부연합을 지지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보복
적 성격이 강했다. 이로 인해 세미놀족은 부족 토지 중 2백17만 에이커를 
1에이커당 15센트에 크리크족은 3백2십5만 에이커를 1에이커당 30센트
라는 헐값에 연방에 양도했고 체로키족도 캔자스 남동부에 위치한 중립지
역을 연방에 양도했다. 치카소와 촉토족은 기존에 8십만 달러에 연방에 
임대했던 토지의 임대료를 대폭 삭감하여 3십만 달러에 임대계약을 체결
해야 했다.44) 연방은 이렇게 양도받은 서부 땅을 모두 경매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연방의 보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원주민 5부족에게만 허가되었던 인
디언 보호구역을 1870년부터 다른 원주민 부족에게도 허용했고 1889년
이 되면 비(非)원주민, 즉 백인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인디언 구역 내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다.45) 아래 도표의 인디언 보호구역 내 인종
별 인구비율을 보면, 1870년에 원주민이 87% 백인이 3% 흑인이 10%였
던 반면에 1890년 조사에 따르면 흑인은 11%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백인이 61%로 급증했고 원주민은 28%에 그치면서 인종비율이 전환되었
다. 백인의 서부이주와 유입을 부추긴 것은 가축이나 농산물의 상업적 이
익도 있었지만 석탄과 목재와 같은 자연자원의 풍부함 때문이었다. 특히 
1889년 체로키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수의 백
인들이 들어왔다.46) 결국 전후 25년 만에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에서 절
대 소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43)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2.

44) Arrell Morgan Gibson, “Native Americans and the Civil War”, p. 406.
45) Ibid., p. 406;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33-134.
46)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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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1890 %
인디언 59,367 87% 50,055 28%
흑인 6,378 10% 18,636 11%
백인 2,407 3% 109,393 61%

총인구 68,152 100% 178,097 100%

<인디언 보호구역 내 인종별 인구증감, 1870-1890>

출처) Donald A. Grinde, Jr. &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7

그렇다면 남북전쟁 이후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원주민들과 해방된 흑인과
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백인남부와 마찬가지로 흑인은 철저하게 주인의 
영역에서 분리된 채 해방 이전의 노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제한적이나마 원주민 사회에 동화되었는가? 원주민과 해방노예와
의 상호관계는 어떠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전후 연방은 원주민들에게 
노예해방 명령과 동시에 부족 별로 그 해방된 노예의 수용여부를 자유롭
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인디언 구역에서 흑인의 
운명은 노예를 해방시킨 흑인의 보호자(?)로서 연방정부의 역할이나 혹은 
원주민 부족의 결정에 달려있었다. 예상할 수 있듯 연방정부의 해방된 흑
인에 대한 태도는 모호함 그 자체였다. 연방은 패전한 남부에 해방노예국
(Freedman’s Bureau)을 설치하여 극빈했던 해방노예를 지원하고자 했으
나 아무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유명무실한 기구로 역사에 남겨졌
을 뿐이고 그 외 해방된 노예문제로 남부백인들을 또 한 번 자극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연방의 아무런 도움 없이 더구나 연방의 보복성 제재 
속에서 원주민들은 해방된 흑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기도 했고 제한
적이나마 동화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부족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원주민 사회에서 흑인은 재산소유가 허용되었고 원주민과 동등한 정치
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남부의 해방노예 누구도 누리지 못한 
경제적·시민적 권리였다.

전통적으로 흑인노예에게 우호적이었던 세미놀과 크리크족은 해방된 흑인
에게 부족원과 동일한 부족시민권을 주어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게 
했다. 체로키족의 경우도 해방된 흑인에게 부족시민권을 부여했는데 조건
이 있었다. 그것은 전쟁 이전 체로키 영토 내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1866
년까지 거주한 자 혹은 영토 외에 있더라도 1866년 이후 6개월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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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자까지 부족시민권을 허가했다. 따라서 기한 내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남편이자 아내 혹은 그 자손들은 돌연 외부인 혹은 침입자로 취급
되기도 했다. 체로키 부족장이었던 루이스 다우닝(Lewis Downing)도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즉, 조건에 맞지 않아 체로키 부족시민권을 박탈당한 
다우닝은 연방의 도움을 요청해 중재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
다.47) 흑인과의 혼종결혼에 있어서도 크리크족와 세미놀족은 어떠한 제재
도 없었으나 촉토족은 부족원 간의 결혼만을 인정했다. 그런데 치카소와 
촉토족이 1883년 흑인에게 부족시민권을 인정한 이후 1885년부터는 흑
인과의 혼종결혼을 아예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로키도 
혼종결혼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여 백인과의 혼종결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흑인과의 혼종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었다.48) 

문화적으로도 원주민 사회에서 해방 노예들의 적응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
났다. 세미놀과 크리크족에서 해방된 흑인들은 익숙했던 영어가 아닌 부
족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원주민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복장으로 
부족 종교를 숭배하기도 했다. 그 외 정치참여나 교육의 기회도 부족마다 
다양한 양태를 보였다. 부족원으로서 온전한 시민권을 인정했던 크리크와 
세미놀족은 일찌감치 흑인의 정치참여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1875년 세
미놀족 전체 14개 타운에서 선출된 14명의 대표 중 6명이 흑인 혹은 흑
인혼혈이었고 같은 해 체로키족에서도 흑인이 부족의회에 선출되는 이변
을 보여주었다. 크리크족에서는 1876년 제시 플랭클린(Jesse Franklin)이
라는 최초의 부족 대법관이 선출되기도 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기업
가로 성장한 흑인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수송선 선장이나 이발사, 조면
기 제조사로 활동했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식당을 운영하
거나 식자재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기업가로 성장하기도 했다.49)

해방된 흑인이 부족원들과 적응하며 동화하는 과정이나 양태가 모든 원주
민 사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갈등 
양상을 보여준 원주민들도 있었다. 원주민 5부족 중 노예제도의 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치카소와 촉토족의 경우 해방노예에 대한 처우가 가장 
47) Willian G. McLoughlin, “Cherokee Slaveholders and Baptist 

Missionaries, 1845-1860”, p. 147.
48)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6.
49) Ibid.,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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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했다. 백인남부의 분리정책(Seperat-but-Equal)과 비슷하게 블랙코
드(Black Code)를 정하여 해방된 흑인을 가장 값싼 노동자로 위치 지웠
고 이에 저항하면 처벌하거나 투옥하였다. 자유민 흑인으로 혹시 부족원
이 되었다 하더라도 흑인은 공직에 선출될 수 없었고 투표권도 박탈당했
으며 재산 소유마저도 제한적이었다. 만약 집단적으로 저항할 경우 재고
의 여지 없이 부족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전후 20년간 치카소와 촉토부족
에서 합법적 부족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은 흑인은 없었다. 이후 1883년 
연방으로부터 고작 5만2천 달러의 토지임대료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형
식적으로나마 흑인의 부족시민권을 인정했다.50) 

원주민들의 이러한 해방노예에 대한 적대적 행위나 반감은 흑인에 대한 
양가적 인식에 근거한다. 즉, 영어와 부족어의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했던 
흑인은 많은 경우 백인과의 교섭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동일한 이유로 변절 가능한 인종이라는 의심을 쉽게 받기도 했다. 또한 
만약 인디언 구역에서 원주민의 해방된 흑인과 남부의 해방흑인이 합세하
여 흑인만의 공동지역을 구축한다면, 그리고 그 흑인연대가 백인과는 또 
다른 위협으로 상존한다면 결국 원주민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상상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51) 이는 노예소유주로서 덜 검다는 
인종적 차별성과 상대적 우월감을 경험해온 원주민들 사이에 부지불식간
에 새겨진 인종적 편견의 발로이자 결국, 19세기 전환기부터 거세게 몰아
붙인 분리지배라는 백인의 음모가 궁극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IV. 결론

역사 속에서 원주민과 흑인, 그리고 백인 간의 상호작용은 대단히 유동적
이고 복합적이다. 그저 서로 다른 얼굴색의 만남도 아니었고 어느 한 인
종의 혹은 어느 한 부족의 경험을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도 없다. 특히 미
국의 노예제도에 있어서 스스로 노예이기도 했고 노예를 소유한 노예소유
50)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p. 212-213;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33-134.

51)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p.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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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기도 했던 원주민들의 역사 경험은 결코 백인과 유리된 채 생각할 수 
없다. 원주민들은 같은 피착취자라는 동질감 속에서 흑인노예와 연대하기
도 했으나 주인인 백인의 의도적 지배전략에 따라 서로에 대한 반감과 적
대감으로 내부에 인종 장벽을 쌓으며 극단적 갈등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
문이다. 원주민과 흑인에게 공동의 적이었던 백인에 대한 반감을 비백인 
내부의 갈등과 적개심으로 치환하고자 했던 백인의 지배 음모는 성공적이
었고 원주민들은 미국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종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희
생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
국의 노예제도나 남북전쟁에 대해 흔히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남북전쟁은 전후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의 희생자를 포함한 숫자보다 많
은 희생자를 낸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결코 백인과 흑인만 희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주민의 희생은 지워져 있다. 남북전쟁을 기리
는 대중적 기념행사들, 곳곳에서 행해지는 동상 건립을 포함한 기념물 설
치 등 관련한 모든 기억의 정치에서 원주민들은 잊혀진지 오래고 남과 북
이 아닌 서부 인디언 보호구역 또한 존재하나 사라진 공간이다. 사실 인
디언 보호구역 원주민 스스로도 남북전쟁을 기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
들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52) 이유는 명확하다. 남북전쟁에서 연
방 북군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남군은 재건기를 거치며 해방된 노예를 그
대로 노예상태로 전락시키면서 남북전쟁의 사실상 승리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전쟁 중 누구를 지지했든 상관없이 전쟁에서도 전후 
재건기를 거치면서도 언제나 지워진 존재로 점철되었다. 인디언 보호구역
의 농지는 전쟁으로 크게 훼손되었고 그 위에 남은 것은 전후 연방의 보
복과 남부의 기만뿐이었다. 따라서 미국 원주민들은 노예해방 혹은 잃어
버린 명분(Lost Cause)이라는 ‘신화 만들기’에 동참하길 거부하는 것이
다. 즉, 정작 자신의 역사는 지워진 ‘그들만의 과거 기억하기’의 일부이길 
거부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제 원주민들은 더이상 백인미국 사회의 
희생자로만 혹은 노예소유주로서 흑인노예의 가해자로만 남겨져선 안된
다. 부정의 역사이든 긍정의 역사이든 원주민 스스로의 복합적이고 다면
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줄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조교수, yioh@ptu.ac.kr 

52) Jeff Fortney, “Lest We Remember: Civil War Memory and 
Commemoration among the Five Tribes”,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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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 남북전쟁 전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흑인노예

오 영 인

노예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과에서 학제적으로 두텁게 연구되어왔
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연구대상이 오로지 백인노예주와 흑인노예라는 
양(兩)인종 관계에 매몰되어있다는 점이다. 미국 원주민의 역사 또한 노
예제도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가 인디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백인, 원주민, 그리고 흑인노예
(후에 해방된 흑인)와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물론 사료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원
주민 부족의 개별적 역사 경험을 무시하고 원주민의 노예제도를 백인의 
노예제도와 뭉뚱그려 마치 동일한 노예문화를 향유한 것으로 설명한다거
나 어느 한 부족의 경험을 원주민 전체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과도하게 일
반화하고 그것을 당연시했던 오류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을 중심으로 미국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를 백인, 흑인, 그리고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라는 인종 다자의 시선
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원주민들에게 노예제도란 무엇이었고 
흑인에 대한 인종인식은 백인의 인식과 어떤 동일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
는지, 백인은 원주민과 흑인의 연대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이러
한 인종 간 분리지배가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인종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 원주민과 해방된 노예와
의 관계는 어떠했고 어떤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경험했는지 또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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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erican Native Indians’ Culture of Slavery and Black Slaves 
Before and After the Civil War

Oh, Young-In

Studies on American slavery system and racial relations has been 
discussed in history alongside other diverse academic disciplines. Yet 
previous studies has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hite slaveowners and black slaves even though American Native 
Indians had been directly interconnected with slave system and the 
Civil War. In fact, insufficient historical materials about the effect of 
slavery system on Native American societies might be a reason, yet 
there is a more important reason. Previously, scholars have either 
regarded the slavery system of Native Indians as a replica of 
southern slavery or generalized some historical experiences of one 
tribe as a model of the whole Indian tribes. Based on these 
problems, focusing on the 5 civilized tribes, this study try to explore 
the extremely diverse and complex relations among American Native 
Indian, Black slaves, and White. In other words, it will pay more 
attention of the questions such as what was the slavery system to 
Native Indians?; how did Indian’s racial consciousness toward black 
slaves differ from the one of whites’s or how similar?; why did white 
America break out a solidarity between native Indians and black 
slaves using the “Divide and Rule” strategy?; and how did this racial 
control technique affect on the process of racial consciousness of 
native Indian societies? In addition, it will explain the meaning of the 
Civil War for native Indians in the Indian Reservation,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s or conflicts between native Indians and black 
freedmen after the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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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권 은 혜

I. 들어가며: 미국 역사 속 소수자의 이동성(mobility)

이동성(mobility), 즉 이동할 곳을—혹은 머무를 곳을—선택할 개인의 능
력은 서구 근대 시민권의 핵심 요소이다.1) 21세기 들어 영미권의 문화 
및 도시 지리학, 사회학 연구자들은 미국의 현대사에서 이동성이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을 연구했다.2) 
사회학자 미미 셸러에 따르면, “인종, 성별, 성적 경계와 모빌리티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야말로 이동성을 갖춘 백인, 이성애자 남성, 국민적 주체를 
구축하고 이에 힘을 부여하여 백인 권력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 주체의 
“권력은 자유로운 모빌리티라는 지배적 내러티브를 지탱해 줄 타자를 발
견해야만 유지된다.”3) 셸러의 통찰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는 인디언,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 타자의 이동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백인 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082514).

1) 지리학자 팀 크레스웰은 고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서구 근대 국민국가
에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권을 정의하는 방식을 추적했다. Tim 
Cresswell, “Citizenship in worlds of mobility”, Ola Soderstrom, et al., 
eds., Critical Mobilities (London: Routledge, 2013), Chapter 4. 

2) 문화 및 도시 지리학자들의 미국 소수자 모빌리티 관련 연구 중 대표적 예
는 다음과 같다. Euan Hague, “‘The Right to Enter Every Other State’: 
The Supreme Court and African American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Mobilities, 5-3(2010), pp. 331-347; Tim Cresswell, The 
Tramps in America (London: Reaktion Books, 2001); 팀 크레스웰, 최영
석 역, 『온더무브: 모빌리티의 사회사』 (서울: 앨피, 2021).    

3) 미미 셸러, 최영석 역,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서울: 
앨피, 2019),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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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 남성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초기 
미국의 백인 엘리트는 백인이 이주할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해 인디언을 
선조들로부터 내려 온 땅에서 제거하고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건
국 이후 자유 흑인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
하는 대신에 서아프리카로 보내는 식민화 계획을 고려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인디언은 그들의 이동성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맞서 스스로 이동
의 자유를 추구하며 저항했다.4)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은 “적국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동
과 거주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
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서부 해안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했고 약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내륙에 급조된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다. 
1942년 10월에 정부는 이들을 무기한 수용소에 가두는 대신 서부 해안 
지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 재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
립했다. 재정착 정책은 수용소 운영을 담당하던 내무부 산하 ‘전시재이주
국(War Relocation Authority, WRA)’에서 기획하고 관리했다. 전시재이
주국 산하 11개 ‘재이주 센터(Relocation Center)’―이는 정부 공식 명칭
이었고 집중수용소의 성격 때문에 ‘캠프(camp)’라고 불렸다—의 관리들은 
수용자들을 설득해 취업, 학업, 군 입대 등의 목적으로 캠프를 떠나 중서
부 혹은 동부 지역에 가서 재정착하라고 권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944년 12월 일본계 미국인 집단 소개 및 배제명령이 취소되자 서부 해
안 지역으로의 귀환 역시 허용되었다. 재정착 정책이 시작된 1942년 10

4) 건국 초기 인디언 제거와 해방 흑인 식민화 정책에 대한 미국 백인 엘리
트, 인디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대응에 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Samantha Seeley, Race, Removal, and the Right to Remain: Migr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21). 노예해방 직전과 이후 짐크로 시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꾸준히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추구했다. Mia Bay, Traveling 
Black: A Story of Race and Resista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Blair Murphy Kelley, Right to Ride: Street Car Boycotts 
and African American Citizenship in the Era of Plessy v. Fergus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Elizabeth 
Stordeur Pryor, Colored Travelers: Mobility and the Fight for 
Citizenship before the Civil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6); Gretchen Sorin, Driving While Black: African 
American Travel and the Road to Civil Rights (New York: Liverigh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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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마지막 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가 폐쇄되던 1946년 3월까지 총 5
만 7천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5만 2천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명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무
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5) 즉 WRA의 기대와 달리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반일정서가 팽배한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을 선택했던 것
이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착 정책과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경험은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21세기에 출간된 연구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초기 연구는 재정착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정책의 집행자였던 WRA 및 이들과 협력해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와 재이주자를 관찰했던 당대 버클리대학 사회학자들의 연
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었다.6) 1946년에 출간된 WRA 보고서는 
재정착정책의 의도가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완
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7) WRA 캠프는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
인, 특히 니세이가 중서부나 동부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담—서부에서라
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수 없던 일자리에 취업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등—을 수집했다. 역사가 로저 대니얼스는 이런 정부 자료를 

5) US Dept of the Interior, J. A. Krug, Secretary, and War Relocation 
Authority, Dillon S. Myer, Direct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6), pp. 151-152.

6) 1942년 봄부터 UC 버클리 사회학과 교수였던 도로시 스웨인 토마스는 일
본계 미국인 소개 및 재정착연구(JERS) 팀을 꾸렸고 전후 2권의 책을 출
간했다. Dorothy Swaine Thomas and Richard S. Nishimoto, The 
Spoilage: Japanese American Evacuation and Resettlement during World 
War Ⅱ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6); Dorothy 
Swaine Thomas, The Salv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2). 토마스의 1952년 저서는 중서부와 동부에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시카고대 사회학과에서는 시카고에 재정
착한 일본계 미국인의 정착 양상을 분석하는 학술연구논문과 저서를 출간
했다. 역사가 엘렌 우에 따르면, 동화정책으로서 WRA의 재이주정책과 그 
효과에 관한 당대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전후 아시아계 미국인 모범적 소수
자 담론의 여러 기원 중 하나였다. Ellen D. Wu, The Color of Success: 
Asian Americans and the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 150-180. 

7)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xv-xvi,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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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문서”라고 부르면서도 “대부분의 재정착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
대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으며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캠프
보다는 개선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8) 대니얼스는 1970
년대부터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를 “집중수용소(concentration camps)”라
고 부르고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비판적인 
역사가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WRA의 뉴딜 자유주의 관료와 마찬가지로 
중서부와 동부 도시로의 재정착을 선택한 일본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도
시 프론티어를 개척”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9) 

이 글은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대응이 복합적이고 다양했
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세기 들어 출간된 일본계 미국인의 전시 경험 회
고 및 연구서에서는 재정착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신청했어도 신
원조회과정에서 거부당했던 경험을 상세히 언급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
다.10) 재정착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정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정
착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및 이들의 에스닉 정
체성 약화였지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
부가 제공한 이주와 재정착의 기회를 선택할 경우 수용소의 일본계 미국
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낯선 대도시에서 다른 인종
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통합”되어 살아야 했다. 수용소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남거

8) Roger Daniels, Prisoners Without Trial: Japanese Americans in World 
War Ⅱ (New York: Hill and Wang, 2004, Rev. ed.), p. 80.

9) Ibid., p. 82.
10) 재정착 정책에 관한 일본계 미국인의 입장이나 재정착 경험은 다음 2차 

사료에서 추렸다. Matthew M. Briones, Jim and Jap Crow: A Cultural 
History 1940s Interracial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Alice Kishiye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IL. (Charleston: Arcadia Publishing Library Editions, 2002); John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Japanese Americans 
in the House of Jim Cr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Lawson Fusao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The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Experience (Berkeley: Heyday Books, 
2000); Scott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s of Race: Black and 
Japanese Americans in the Making of Multiethnic Los Ange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David K. Yoo, Growing 
Up Nisei: Race, Generation, and Culture among Japanese Americans of 
California, 1924-49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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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일 정서가 극심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재정착했던 일본계 미국인들 역
시 그들만의 모임을 형성하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로움과 
인종 편견의 압박 속에서 동족을 찾았다.

이 글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이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던 미국 정부의 오랜 관행과 닮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19세기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제거나 식민화 계획의 목표는 인디언과 흑인을 미국으로부
터 배제하는 것이었고 루즈벨트 행정부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의 
통합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뉴딜 자유주의 정부가 소수자 
통합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불평등했고 강제적이며 조건적이었다.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이주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들을 
거의 강제로 분산 이주시켜 동화와 통합을 유도했던 것이다. 다수의 일본
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캠프에 남거나 중서부 대도시 대신
에 서부 해안으로의 귀환을 선택함으로써 재정착 정책에 반발했다. 본론
의 첫 번째 장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수감 직후 WRA가 재정착 정책을 
고려하게 된 동기 및 재정착 기획 초기 단계에 나왔던 내부 논의를 다룬
다. 그 다음 장에서는 1942년 말부터 1946년까지 WRA가 석방과 재정착 
정책을 확정하고 집행하던 방식을 다룬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재정
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다양한 반응과 재정착 경험 사례를 다룬
다.   

II. WRA의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 통제 완화 구상, 1942년 
3월에서 10월까지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소개 및 수용정책이 이들의 이동성을 
부당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집단 소개 정책을 채
택하기 이전에 일본계 미국인에게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떠나라고 권
고했다. 1942년 3월 초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가 4개 주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자발적으로’ 군사지역 밖
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발적 이주의 시기에 약 9천 명 정
도만 이주했고 이들은 대개 서부 해안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부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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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태도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라 이주자가 구직과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란 불가능했다.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3월 27일자로 군사지역 내 일
본인의 자발적 이주를 중단했고 집단적 강제 소개로 방침을 변경했다. 강
제 소개명령이 내려지자 전시 농업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부 내륙 및 
중서부 주(오리건 동부, 유타,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태나)의 농장주들, 
특히 사탕수수회사들은 일본인 소개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
시했고 내무부도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1942년 4월 솔
트레이크시티에서 중서부 11개 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WRA 초대 국
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소개된 일본인들의 시민적 자유 및 이들의 노동력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
용할 5가지 방식—농지 개간 등 공공근로사업, 연방정부 소유 프로젝트 
토지에서 식량 생산, 위장네트 등 군수물자의 생산, 민간 고용, 소개자들
이 자체 운영하는 자립공동체―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콜로라도와 유
타를 제외한 다른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소개자 노동 프로그
램에 대해 각자 이유를 들어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들 모두 일본인의 민권
과 인권에는 무관심했다. 1942년에 일본계 미국인을 공개적으로 외부 취
업 및 재이주시키는 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탕수수농장의 계절
노동 수요 충족을 위해 약 1만 명이 차출되었다. 그 사이 일본인 집단 수
용의 원칙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교육계는 니세이 대학생이 
캠프 외부에서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그리고 일본인의 비일본인 배우자
들은 배우자의 석방과 가족 재결합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11)

법무부와의 협의 하에 WRA는 1942년 5월부터 소개자를 취업의 목적으
로 석방시켜 궁극적으로 센터 외부로의 재이주와 재정착을 장려하는 프로
그램을 논의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WRA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 강화―
소개자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WRA를 보호하기 위해―와 소
개자의 민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법무부 송무차관은 전쟁 이
후 WRA를 겨냥한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인 집단 구금의 원칙을 엄
격하게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WRA 역시 소개자 다수—약 7만 명
의 니세이—가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구금의 강도를 
조절할 계획을 세웠다. 소개자 취업 및 재이주의 형식으로는 단기 석방, 
계절노동이주, 학생 재이주, 군사지역이 아닌 장소로의 “무한 강제휴가

11)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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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finite furlough)” 등이 논의되었다.12)

1942년 7월 20일에 WRA는 기본석방규정(basic leave regulations) 초안
을 확립하고 루즈벨트 행정부를 설득했다. 국장 아이젠하워는 일본계 미
국인 소개자의 석방 및 재이주가 절실하다고 워싱턴에 호소하면서 인력이 
귀한 전시에 이들을 감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령 연
령에 속한 시민이던 니세이가 “미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캠
프] 환경에서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13) 7월의 
초안에서는 석방 자격자를 시민권자인 니세이로 한정했다. 소개자의 장기 
재정착 지역으로는 서부 군 기무사령부의 관할 지역인 서부 해안, 그리고 
동부 군 기무사령부 관할 지역인 대서양 해안을 제외하면—동부 군 기무
사령부는 일본인의 동부 해안 접근 가능성을 우려했다—남는 곳은 중서부
였다. 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들은 서부에 비해 일본인에 대
한 편견이 심하지 않았고 일본인의 재이주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
는 한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 석방할 지였다. 영구 
석방을 지지하는 관료들은 “미국인의 정상적인 경제적 삶에 [소개자들이] 
빠르게 흡수”되게 하려면 이들을 다시 캠프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
장했다.14) 실제로는 두 입장이 절충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원칙상 
WRA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실제
로 한 번 석방되어 이주한 소개자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4년간 단 한
번 뿐이었다.  

비록 실현되진 못했지만 WRA 내부 논의에서 나온 “가장 극단적이고 논
쟁적인 제안”은 “WRA가 모든 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센터를 떠날 것인
지 아니면 계속 잔류할 지를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개별 소개자의 판단
에 맡기자”는 것이었다.15) 하지만 WRA는 전시 긴급 상황이라는 현실 앞
에 일찌감치 이상을 포기했다. “국익과 소개자의 권리를 최대한 도모하면
서 무질서와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진행해야 하는 것의 어
려움, 그리고 극심한 반일 여론을 고려할 때 “자유방임적 재정착 정책을 

12) Ibid., pp. 32-34.
13) Ibid., p. 37.
14) Ibid., pp. 36-37.
15) Ibid.,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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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할 경우 혼란, 유혈사태, 심각한 국제적 혼선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
다.16) 

1942년 10월 1일자로 확립된 최초의 석방 규정은 신청자가 연방수사국
의 신원조회와 WRA 자체 내부 규정을 충족한 경우 “전원 재이주
(All-Out Relocation)”시킨다는 내부 원칙을 담았다. 미국시민인 니세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이세이,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
육받은 키베이도 모두 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단 석방 허가를 받으
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 지역 및 일
본인에 대한 적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면 이동 지역에도 제한을 두지 않
았다. WRA는 소개자 석방 프로그램을 “재이주센터의 자연스럽지 못한 환
경에 무고한 이들을 가두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WRA 
국장, 송무차관, 고용부 수장의 고민”이 축적된 결과라고 자체 평가했
다.17) 

WRA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서 최대한 빨리 석방
시켜 정상적인 미국인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준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WRA 관료들은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캠프를 떠나길 원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은 생각보다 적극적
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루즈벨트는 일본계 미국인의 석방과 재정착을 반
대할 여론을 고려해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고른 분산과 점진적 석방을 
WRA에 주문했다.  

III.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수단으로서 재정착 정책의 집행, 
1943-1946

1943년 9월 루즈벨트는 미 상원에서 “전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소개라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은” 일
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석방과 재정착을 지지했
다.18) 루즈벨트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확립한 재정착 정책의 원칙은 일본

16) Ibid., p. 39. 
17) Ibid., p. 40. 
18) Daniels, Prisoners Without Trial,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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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미국인 인구의 점진적이고 고른 분산이었다. 1944년에 루즈벨트는 서
부 해안 지역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허락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
에 “이들을 나라 전역으로 흩뜨리는 작업이 잘 진행 중”이며 “미국 전역
에 7만 5천 [일본계 미국인] 가족이 흩어져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화내
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19) 역사가 존 하워드에 따르면, 루즈
벨트는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 석방이 그의 역사적인 4선 도전에 악영향
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점진적 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자들을 분
산”시키길 원했으며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 “한 카운티당 한 두 가족
만” 보내야 여론 악화를 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20) 대통령의 극
단적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WRA는 일본계 미국인을 비교
적 고르게 “분산”해 한 주당 “인구의 0.1%를 구성하게 만들려 계산”했
다.21) 역사가 그렉 로빈슨은 서부 해안의 반일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
지 루즈벨트가 일본계 미국인을 “문제라고만 보고 이들이 스스로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평가했다.22) 

재정착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WRA는 일본계 미국인 집단 배
제 명령의 부분적 취소를 제안했다. 1943년 3월 WRA의 2대 국장 딜런 
마이어는 전쟁부 장관을 비밀리에 찾아가 충성심이 입증된 니세이, 제1차 
대전 참전 일본인 군인, 현재 군복무 중인 니세이 가족 등 세 집단에 대
한 배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
만 1943년 3월 니세이를 미군에 통합하지 않고 분리 부대를 만든다는 전
쟁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캠프에서는 니세이 분리 부대 징집에 반감을 가
진 소개자들이 WRA의 ‘무기한 석방 신청서’에 포함된 미국에 대한 무조
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하며 다른 이들도 선동했다.23) 전쟁부 장관은 불충

19) Ibid., p. 80.
20) John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Japanese 

Americans in the House of Jim Cro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223-224. 

21)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 
190.

22) Greg Robinson, By Order of the President: FDR and the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 218-222.

23) 군입대, 취업, 대학 진학을 위해 석방과 재정착을 신청하려면 WRA의 ‘무
기한 석방 신청서’라고 불린 재이주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해야 했다. 이 신
청서에 WRA는 그 악명높은 충성심 질문―“당신은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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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개자의 분리 수용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마이어의 제안을 거부했다. 
마이어는 “충성스러운 이들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회복
하지 않은 채로 불충한 이들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는 분리정책을 실시하
는 것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
다.24) 마이어의 요청에 전쟁부는 귀를 막았고 충성 맹세 거부자의 분리 
수용에 몰두했다.

WRA는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으로 이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편견을 깨
뜨리고 긍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중
서부와 동부 해안지역에 수천 명의 [미국화된] 니세이를 점진적으로 흩어
지게 하면 괴물로 그려진 소개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깨달을” 것이었다.25) WRA는 주요 재이주도시에 현장사무소
를 설치하고 일본인에 대해 관용적인 지역사회 단체나 교회조직을 모아 
지역재정착위원회를 구성했다. 1943년에 중서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
부 워싱턴디씨에 이르는 지역에 총 26개의 지역재정착위원회가 설립되어 
재이주자의 주거지 확보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1944년 초
부터 WRA는 중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인종적 관용에 
관심을 가진 교회 및 기타 사설 기관”과 함께 니세이 분리부대의 충성심
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선전 작업도 진행했다.26) WRA의 자체 평가에 따
르면 당국의 “선전”이 진행되면서 1944년 가을이 되면 반일 정서는 수그
러들기 시작했고 전국 단위 잡지와 신문은 “무고한 이들이 불의를 겪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태도를 보였다.27)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천황, 그 밖의 다른 외국의 정부나 권력 혹은 조직
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충성 맹세나 복종을 포기할 것인가”―을 포함시켰
다. 이 질문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좌절시켰다. 니세이 중 약 20%는 이 질문에 부정적으
로 답변했다. Cherstin M. Lyon, “Loyalty Questionnaire”,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Loyalty_questionnaire/ (검
색일: 2022년 7월 28일). 충성심 질문과 일본계 미국인 시민권에 관한 라
이언의 저서도 참고하라. Cherstin M. Lyon, Prisons and Patriots: 
Japanese American Citizenship, Civil Disobedience, and Historical 
Mem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2).

24)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 
125. 

25) Ibid., p. 121.
26) Ibid., pp. 122-123.
27) Ibid.,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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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에 총 1만 7천명의 소개자들이 재이주를 선택했다. 이들은 대체로 
18-30세 사이의 니세이였고 이들의 이세이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는 
캠프에 남았다. 이세이는 집이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
니라면 굳이 낯선 지역에서 재적응하기보다는 캠프에서 일본계 미국인 사
이에 있길 원했다. “보다 활기차고 기민하며 미국화”된 니세이에게 가장 
매력적인 재이주 장소는 “높은 인구 밀도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반오리엔탈 정서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시카고였다.28) 덴버와 솔트레이크
시티는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이 두 도시에는 전쟁 이전에 형성된 
작지만 안정된 일본인 공동체가 존재했다. 위 3개 주요 재이주 도시 이외
에 중서부와 서부산간지역 주에 소개자들이 고루 퍼져 정착했다. 동부 해
안 지대에도 일자리는 많았지만 1943년에는 이 지역에 일본인의 도래를 
꺼리는 전쟁부의 입장으로 인해 재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다.29) 서부 내륙 
지대에 소재한 캠프 수용자들은  인종차별과 취업기회 부족으로 남부로의 
이주를 꺼렸고 캠프 관리들도 권장하지 않았다. 유일한 남부 지역 캠프였
던 아칸소 소재 로우워 캠프의 수용자들은 캠프 인근 플랜테이션에 농업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미시시피의 도시로 이주했다.30)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인 배제명령이 1944년 12월 17일에 철회
되면서 일본계 미국인에게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WRA는 
소개자들이 서부 해안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센터의 폐쇄 
일정을 확정하고 센터에 남아있는 소개자의 재이주를 추진했다. 놀랍게도 
많은 소개자들이 캠프에 잔류하길 원했다. 1944년 12월까지 석방 절차를 
활용해 센터를 떠난 이들은 군 입대 혹은 군수산업에 취업한 이들 2천 3
백 명을 포함해 3만 5천명에 불과했다.31) 일 년 안에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WRA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소개자들을 재이주시켜야 했지
만 여의치 않았다. 소개자들 중 상당수는 삶의 터전이었던 서부 해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이웃들이 테러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다. 1945년 1
월에서 6월 사이 서부 해안으로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34건 발생했다.32)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전쟁 중 급증한 도시 인구에 비
28) Ibid., p. 135.
29) Ibid., pp. 135-137.
30)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pp. 223-228.
31)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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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 상황 및 유색인을 차별하는 주택 계약 관행
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갈 집이 사실상 없었다.33) 당연히 소개자
들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오래 센터에 남고 싶어 했다. 

진보 언론 매체는 연방정부가 서부로 돌아오는 일본계 미국인의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인종 폭력, 사회적 보호망 
부재 등 재정착자가 처할 어려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WRA는 주거는 
재정착자 스스로, 인종 폭력과 복지는 지역사회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
을 고집했다. 이들을 위한 특별 공공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인
을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설정해 전체 인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해
결책”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인 후손을 제약하건 혹은 환영하건 간에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
장했다.34) 서부 해안의 반일 정서와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WRA는 그럴
수록 소개자들을 더 많이 귀환시키고 이들에게 우호적이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지역 내 집단이 “인종편견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일”을 수행해야 
효과적이라며 우기며 연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35) 캠프를 끝까지 떠나
지 않으려는 이들을 내보기기 위해 WRA는 마지못해 약 3천 명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일본계 미국인—어린 자녀를 둔 가정, 상이군인, 노약자 등
—을 수용하기 위한 트레일러 공원을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에 건설했지만 
이마저도 1946년에 차례로 문을 닫았고 당국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출시
키려고 물과 전기를 끊어버렸다고 한다.36)  

1942년 10월부터 1946년 3월 격리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 센터가 폐쇄될 
때까지 4년간 총 5만 7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5만 2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 명은 법무부의 보호관
찰 대상자로 남았다.37) 일본인 인구가 서부 해안지대에 집중되고 고립된 
것을 문제로 보고 이들을 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은 

32)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 166.
33) Ibid., p. 166.
34)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49-150.
35) Ibid., pp. 150, 153.
36)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 167.
37)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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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되지 못했다. 1946년 WRA 보고서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서부로 다시 
돌아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부 해안 주에서 겪은 모든 차별
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개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센티멘탈한 호감
과 이곳을 ‘집’이라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38) 

서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한 5만 2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 
전역으로 고루 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주에서 일본인은 전체 주 인
구의 약 0.1%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WRA는 전시 일본인 재정
착 정책을 “미국 역사상 가장 급속한 인구 재조정 사례 중 하나”이자 “일
본인 소수자를 재통합시키는 데 큰 발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했다.39) 
WRA는  재정착 정책이 다른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본계 미국인을 알아가
는 “첫 씨앗”을 뿌렸다고 자축했다.40) 이들을 “일본 천황 광신도”로만 알
고 있던 중서부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처음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 이들 역시 “품위 있고 예의바르며 신실한 사람이자 다른 미국인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적응하려 노력”하는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41) 물론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물리적 분산이나 일부 미국인들과
의 대면 접촉만으로 이들을 미국사회로 통합시킬 수 없다는 것을 WRA는 
잘 알고 있었다. 일본계 미국인을 진정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
려면 강제 소개와 구금으로 인한 이들의 재산 손실 보상, 아시아인을 차
별하는 주법과 연방 이민귀화법의 개정, 소개자의 정착과 재통합을 돕는 
지역 시민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WRA 보고서는 제안했
다.42) 

IV.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과 재정착 경험의 
다양성

서부 해안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 일본계 미국인
들은 수용소를 떠나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서만 취업과 진학이 가능했

38) Ibid., p. 192.
39) Ibid., pp. 187, 192. 
40) Ibid., p. 192.
41) Ibid., p. 192.
42) Ibid.,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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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먼저 재정착의 기회를 포착하려 했던 집단은 니세이, 그 중에서
도 대학을 다니던 중 소개명령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거나 수용소 생
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였다. WRA 역시 고등교육이 필요한 니세
이의 재정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워싱턴에 호소했다. 1943년 4월 WRA 
국장 딜런 마이어는 재이주센터에서의 삶을 “부자연스럽고 비미국적인 
삶”이라고 묘사하며 “약 4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들”을 “유자철선 뒤에서 
무장경비대의 감시를 받으며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개탄했다.43) 

일본계 미국인 소개가 시작된 직후 WRA의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1942년 5월에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지도자 클라렌스 피켓이 조직한 전국 일본계 미국인 학생 
재이주 위원회(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NJASRC)에 니세이 재이주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뢰했다. NJASRC에서 
니세이 대학 진학 추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워싱턴대학 사회학자 로버
트 오브라이언이었다. 퀘이커교도이자 인종정의를 추구하던 오브라이언은 
시민인 니세이의 강제 수용에 반대했고 이들에게 시민적 자유를 돌려주어
야 한다고 믿었다. 니세이의 석방과 대학 진학은 이들의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이들을 동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니세이 대학생』
에서 오브라이언은 대학 진학으로 니세이가 “일본식 관습과 제도와 단절
되어 동화 과정에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44) 
NJASRC는 WRA와 함께 대학, 민간기업, 종교기관과 긴밀한 협조 망을 
구성해 수천 명의 니세이를 중서부, 동부, 남부 소재 6백여 개 대학에 보
냈다.45) 1942년 초에는 약 7만 명의 서부 출신 니세이 중 약 3천 3백 

43)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65.
44)  오브라이언은 전시 니세이 대학 진학 정책을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니세이 대학생을 수용한 지역에서의 반응과 니세이의 동화 과정을 다룬 
『니세이 대학생』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Robert W. O’Brien, The 
College Nisei (Palo Alto: Pacific Books, 1949). 오브라이언의 생애와 
퀘이커 평화주의자, 인종관계 연구자로서 NJASRC 활동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Shaffer, “Robert O’Brian”,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Robert_O%27Brien/ 
(검색일: 2022년 7월 20일). 

45) NJASRC에 대한 설명을 다음을 참고했다. Allan W. Austin, “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National_Japanese_American_Student_Rel



Homo Migrans Vol.27(Nov. 2022)

50

명이 대학에 등록했고 1946년까지 학생재이주프로그램 아래 추가로 5천 
5백 명의 니세이들이 캠프를 떠나 대학에 진학했다.46)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대학 진학 및 재정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니세이는 수용소를 떠나 중서부나 
동부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전망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들
은 부모 형제와의 이별, 낯선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예상되는 재정 불안
정 및 인종 편견을 이유로 재정착에 저항했다. 대학생이 될 자녀를 둔 부
모들도 일본계 미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자녀를 보내길 두려워했다. 
치즈코 키타노는 스미스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법무부 구금에서 
풀려나 캠프로 온 아버지, 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대학 진학
을 포기했다. 키타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
감을 느낀다”면서도 “이 멋진 기회를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했다.47)  

이주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의 자유를 누려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덴버대학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메리 오기는 1942년 가을에 덴버 행 기차를 타기 위해 서부로 잠
시 돌아갔을 때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48) 하트마
운튼 캠프 수용자였던 M.M.은 1943년 1월 덴버에 도착하고 약 3주가 지
나 덴버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멋
진 것이다. 센터에서의 생활은 벌써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치 악몽같
다. 이 곳 덴버에서 기차에서나 버스에서나 사람들은 개인적이지 않아 지
금까지는 불쾌한 일이 없다.”49)

일본계 미국인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백인 미국인들은 거리나 대
중교통기관의 행인으로서, 혹은 고용자로 이들을 만날 때 공손하게 대해
주려 했던 것 같다.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에 소재한 스미스칼리지에 입학

ocation_Council/ (검색일: 2022년 8월 30일).
46)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79.
47) 오브라이언의 관찰과 키타노의 심정은 다음 책에서 재인용했다. Yoo, 

Growing Up Nisei, pp. 111-112.
48) Ibid., p. 111. 
49) “Letters from relocated internees”,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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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스탄스 무라야마와 그녀의 니세이 친구 헬렌은 등굣길에 동네 가정
주부들로부터 아침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50) 릴리안 오타는 버클리에서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수용소로 오게 되었다. 니세이 대학 진학 재이주 정
책의 첫 수혜자 중 하나였던 오타는 1942년 8월 장학금을 받고 탄포란캠
프를 떠나 웰슬리칼리지로 가는 기차를 탔다. 아직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 동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승객들을 대개 
오타를 무시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하는 승객이 딱 한 명 있
었다. 이 중년 여성—아마도 백인—은 중국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던 경력
이 있어서 오타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중국과 중국인을 칭찬했고 오타
도 수긍했다. 곧 그녀는 “위험한 일본인을 수감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평
하다가 오타에게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물어보았다. 오타가 “장제스 
부인의 모교인 웰슬리칼리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일본계 미국인이라
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 여성은 오타를 “더 반갑게 대해” 주었고 몇 주 뒤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51) 1943년 초 시카고로 이주한 T.F.는 “온 지 4주
가 지났지만 아직도 흥분이 꺼지지 않는다. 어딜가나 따뜻하게 맞아준다”
며 좋아했다. 한 교수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한 T.F.는 그의 아내
와 세 딸 모두 그녀에게 “맞춰 주려 신경 써 주어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낀다”며 이 가족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정한 리
버럴”이라고 표현했다.52)  

미국인이면서 ‘적국’ 일본인의 후손이던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 남은 
부모와 다른 가족을 대변하고 일본계 미국인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1944년 봄 프랭크 이노우에는 “아직 캠프에 남아있는 이
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니세이 
대학생들이 이들에게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기술했다.53) 오타는 웰슬
리대학에서 “이 나라의 모든 일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사보타주와 스파이 
네트워크’에 엮어 있다”고 믿는 학생을 대면했다. 오타는 “최선을 다해 그
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그 학생에게 일본
계 미국인 시민연맹(JACL)의 기관지인 <태평양 시민(Pacific Citizen)>

50) Yoo, Growing Up Nisei, p. 112. 
51) Lillian Ota, “Campus Report”,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p. 279-284.
52) “Letters from relocated internees”,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84.
53) Yoo, Growing Up Nisei,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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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주었다 (1942년 당시 JACL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강제 수용에 
찬성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틀렸었다고 인정”했다.54)

재정착 정책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던 것은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정체
성 약화와 미국 사회로의 강제적 동화였다. WRA 관리들과 NJASRC는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자에게 다른 미국인과 어울리려 노력하고 여가나 종
교 활동을 할 때도 일본계 미국인끼리 모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학교, 직
장, 집 혹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WRA 지부와 협동 기관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낯선 도시에서 일본계 미국인 이주자들은 외
로움을 느끼고 서로를 찾았다. 앞서 언급한 오기와 무라야마에게 대학에
서 만난 니세이 여학생들과의 우정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 윤활
유였다.55) 소수가 모이는 것은 괜찮았지만 다수가 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
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니세이 대학생도 있었다. 유타대학에 다
니던 한 학생은 NJASRC에 보낸 편지에 동료 니세이들이 “120명 이상 모
여 거북할 정도로 눈에 띄게 행동”한다면서 “니세이가 언제나 교훈을 배
울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썼다.56) 

전쟁 기간 중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재이주했던 
시카고에서 WRA는 서부에서처럼 일본계 미국인의 집중 거주 지역이 형
성되지 못하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57) 인류학자 재캘린 하든과의 인터뷰
에서 빌 무라사키는 전쟁 기간 중 WRA가 재이주자들에게 강조한 규칙은 
“뭉쳐 모이지 말고 눈에 띠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로 “시카고에서 
우리 [일본계 미국인] 동네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WRA는 
시카고의 개별 사업주에게도 일본계 미국인의 모임을 감시하라고 주문했

54) Ota, “Campus Report”, p. 281.
55) Yoo, Growing Up Nisei, pp. 111-112.
56) Ibid., pp. 112-113.
57) 1940년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은 390명에 불과했으나 전쟁 기간 중 재

이주자의 유입으로 2만 명 이상에서 거의 3만 가까이 증가했다. 1945년 
초 서부 해안으로 귀환이 가능해지자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시카고를 떠
나 1950년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 인구는 만 명 초반대로 떨어졌다.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 시카고 내 일본계 미국인 
주거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은 재캘린 하든의 연구를 참고하라. Jacalyn D. 
Harden, Double Cross: Japanese Americans in Black and White Chicago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Chapter 4, 10th 
para.,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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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 카와이의 회고에 따르면, 재이주 초기였던 1943년 초 시카고의 한 
무도장에서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를 보러 많은 일본계 미국인이 모이자 
무도장 주인은 이후로 일본계 미국인 관객의 비중을 “전체 5%”로 제한했
다. 일본계 미국인은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일본
계 미국인 소개자를 위한 연합기독교사역이 1942년에 결성되었고 소개자 
교인들은 지정된 장소—시카고대학 손다이크 힐튼 채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교파별 모임이나 소개자들만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초교파 환경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하며 이 때 분리된 일본인 회
중을 형성하거나 일본어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계 미
국인 목사들과 회중은 초교파 예배 형식이 신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반
발하며 교파 집단을 형성했다.58)

미국 대도시 주거지의 극심한 인종 분리, 그리고 전쟁 중 대도시 군수공
장 취업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 재
정착자들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가 
대표적인 예였다. 시카고의 백인들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세를 주길 꺼렸
다. 1943년 6월 찰스 기쿠치와 그의 여동생들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내 
유대계 미국인 소유 아파트에 두 달째 거주하던 중 퇴거 통보를 받았
다.59)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집 주인은 “중국인”이나 다른 비백인 입주자
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60) 지역 관청의 중
재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기쿠치는 시카고에서 백인
과 비백인 사이의 인종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깨닫게 되었다. WRA는 
“백인과 흑인 주민 사이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에—시카고의 남부와 
북부지역에 소재—일본계 미국인 거주지를 지정했고 여기서 일본계 미국

58) 무라사키와 카와이의 회고는 하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Ibid., Chapter 
4, 12th and 13th para., E-book. 시카고 일본계 미국인의 종교 활동에 관
한 설명을 다음을 참고하라.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63.

59) 사우스사이드에 1920년대 대이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처음 대거 
유입되고 20세기 후반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중 거주 지역으로 
발전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1940년대까지는 다양한 유럽 이민자들의 
주거지이기도 했다. Dominic A. Pacyga, “South Side”, Encyclopedia of 
Chicago, http://www.encyclopedia.chicagohistory.org/pages/1177.html 
(검색일: 2022년 8월 21일).

60) 기쿠치의 이야기는 브리온스의 책에서 재인용했다. Briones, Jim and Jap 
Crow,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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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주로 일본계 미국인을 상대하는 아파트, 하숙집, 호텔 등을 운영
했다.61) 

전쟁 전 로스앤젤레스와 인근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은 약 3만 6천 
명으로 이들은 리틀도쿄에 주로 거주했다. 강제수용이 시작된 후 리틀도
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은 브론즈빌(Bronzeville)
이라고도 불렸다.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이 시작되
던 1945년 초 로스앤젤레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당시 흑
인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영구 거주지가 없었다.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오
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점유한 그들의 공간을 되찾으려 인종 폭동이 일
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돌았고 이에 시장과 흑인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계 미국인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 리틀도쿄/브론즈
빌에서 일본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거와 종교시설, 사업장을 
두고 경쟁과 갈등을 빚었지만 후자가 전자의 귀환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
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인해 귀환한 일
본계 미국인 중 절반 정도만 영구 주거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절반은 임시
변통으로 지은 집이나 하숙집, 호텔을 전전했다.62)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캠프를 영구히 떠나 서부 이외의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없었다. 재정착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수사국의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다. 신청자
는 교육, 전쟁 이전 소속 단체와 지인 등의 항목에서 친일적 요소가 없고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1943
년 2월 경 최종 확정된 무기한 석방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필수 항목 중 
하나는 충성심 선언이었다. 일본 천황 혹은 다른 정부나 조직에 대한 맹
세를 포기하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겠다는 충성심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
변해야 했다. 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에게는 재정착의 기회는 주어
지지 않았다. 

미노루 키요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니
세이 중에서 키베이로 분류되었다. 1942년 중반 토파즈 캠프 수용 당시 
18세였던 키요타는 니세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

61)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4.
62)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p.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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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캠프 사무실에 석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한 달 뒤 그는 연방수
사국 직원의 심문을 받게 된다. 연방수사국 직원은 그를 “더러운 일본 놈”
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일본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일본무술협회
(Butoku-kai) 회원”이라고 몰아붙였다. 키요타는 어린 시절 협회에서 취
미로 검도 수업을 받은 게 전부이며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비교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무너졌다. 연방수사국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
린 시절 일본에서 검도를 배우고 일본 문화에 친밀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
심으로 충성을 맹세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다. 
연방수사국 직원의 근거 없는 비방에 분노하던 그는 캠프를 탈출하기 위
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캠프를 둘러 싼 유자철선망 근처에서 산책만 
해도 경비대에 총살당하는 걸 보고서는 탈출 계획을 포기했다. 그가 캠프
를 잠시나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프 근처 농장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는 것이었다. 1943년 2월 재정착정책이 확립되고 모든 일본계 미
국인 수용자가 무기한 석방신청서의 충성심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토파
즈 캠프 안의 다른 니세이는 미국정부에 대한 일방적 충성 맹세를 결의했
지만 키요타는 “미국 시민인 그에게 미국정부가 행사하는 지나친 강요”에 
분노했다. “이 정부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투옥시켰고, 내 자유를 가
져가 버렸고, 교육의 기회를 방해했으며 연방수사국의 치욕스런 심문을 
받게 해 캠프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뜨려 놓았는데 이제는 나보
고 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하려 한다.” 충성심 
질문에 그는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토파즈 수용소 근처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그는 탈출할 생각으로 동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
라탔다가 동료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해 기차에 내렸다. 몇 달 뒤인 1943
년 가을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한 수용자들의 
분리 수용소인 툴리레이크로 송치되었다.63)   

재정착 정책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이동성에는 조건이 달렸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일본인 부모, 일본 문화와 전통, 일본계 미국인 공동
체를 떠나 충성스런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를 보여야 제한적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동화의 의지를 증명해도 이

63) 키요타의 이야기는 다음의 내용을 요약했다. Minoru Kiyota, “From 
Beyond Loyalty”,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p. 292-311. 
키요타의 직접 인용은 306~307쪽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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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이동 장소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다. 중서부 대도시에서 반일 정
서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을지 몰라도 유색인에 대한 차별은 미
국 어디에나 있었다. 인종차별과 정서적 공동체의 부재 속에 중서부나 동
부로 이주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재확인했다.

V. 나가며: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유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소개 및 배제 명령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이들을 재이주센터라고 불리던 집중수용소로 몰아넣었
다. 미국 정부는 WRA의 재이주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에
게 이동의 자유라는 미국시민의 기본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들의 민권을 
회복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이동의 자유에는 단
서가 붙었다. 일본인들끼리 모여 살거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내지 말고 
미국의 주류집단과 문화에 동화되어 더 많은 미국 대중으로 하여금 일본
인이 “괴물”이 아니라 동료 시민임을 인식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었
다. 정부가 주도하고 감시했던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정책에 대해 다수
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회의를 느꼈고 이주의 기회 대신에 캠프에서 동료 
일본계 미국인들과 남기로 선택했다.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동화 의지를 
증명하려 중서부 지역으로 재이주했던 소개자들은 사실상 인종분리가 지
배적인 중서부 대도시에서 일본인 공동체와 문화의 부재 속에 외로움을 
느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재이주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계 미국
인의 양가적 대응은 인간 기본권으로서 이주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다
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누가 이
주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특권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
며 모든 사람이 이주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4) 하
지만 이주자를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공동체가 부재하다면 이주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들이 낯선 지역으로 떠날 이주의 자유 대신에 
64) 셸러,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304~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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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나 서부 해안 지역에서 동족 사이에서 살길 선택했다. 일본계 미국
인 재정착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적 소속과 집단 정체성을 지워 버리고 
미국인과 어울리라고 지시했다. 일본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재이주 지역으
로 인기가 높았던 시카고에서 이들은 백인과 흑인 주거지의 중간 지점 어
딘가에 흩어져 살아야 했고 다른 에스닉 미국인과 달리 그들만의 공동체
를 만들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사회의 주류였던 백인이 이들을 
받아준 것도 아니었다. 1944년 말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귀환이 가능해
지자 많은 이들은 시카고를 떠나 서부로 돌아가길 선택했다.65) 

뉴딜 자유주의 정부는 민족 소수자인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자유주의 
국가 미국의 시민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시카고에 남기로 선택
한 니세이들은 이 둘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시카고 내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들 중 하나로 정립하려 했다. 1945년에 
시카고에 남아있던 니세이들은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Chicago 
Resettlers Committee)’를 결성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만 
참여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해도 충분히 미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시민권 복구와 동화를 증명
하는 부담은 일본계 미국인이 아니라 주류사회에 달렸다”고 내세웠다.66) 
WRA와 협력기관은 이들의 주장을 결국 수용했고 1946년 시카고 시 정
부는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를 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단체
로 인정했다.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
하지 않고도 시카고의 주민이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기본 원칙—소수인종집단 인구를 집중 거주
지에서 대도시로 분산 이주시켜 이들의 집단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미국 
주류사회로 통합하기—은 1952년 트루먼 행정부의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서 다시 부활했다.67) 이 프로그램을 집행한 사람은 WRA의 국

65)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
66)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 Ellen Wu, 

“Resettlement in Chicago”, Densho 
Encyclopedia,https://encyclopedia.densho.org/Resettlement_in_Chicago/ 
(검색일: 2022년 7월 10일).

67)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Douglass K. Miller, Indians on the Move: Native American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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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던 딜런 마이어였다. 인디언 재이주 프로그램은 인디언 뉴딜이라고 
불리던 1930년대 인디언 부족 문화 및 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인디언 취
업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정부는 
개별 인디언들에게 대도시로 이주해 취업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개인이 
알아서 찾고 부족 전통과 보호구역 등 인디언 정체성을 탈각하라고 요구
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전후 시기 뉴딜 자유주의 행정부는 일본계 
미국인과 인디언에게 그들의 고립된 공동체를 떠나 대도시에서 다른 미국
인—백인 미국인—과 어울려 인종 소수자가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
라고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이주할 곳과 정착할 공동체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뉴딜 자유주의가 추구한 소수자의 이동성은 백
인 중심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40년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일본계 
미국인의 탄력성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허락된 이동의 
자유를 수용한 일본계 미국인은 앞서 언급한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처럼 
미국 대도시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를 요구했다. 뉴욕
으로 이주했던 니세이 유리 코치야마는 말콤 엑스의 유산을 이어 1960년
대 말부터 급진적 민권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대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
용 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서부 해안으로 되돌아간 일본계 미국인들
은 무너진 그들의 공동체와 조직을 재건했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eunhyekwo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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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권 은 혜

이 글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을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통제하던 미
국 정부의 오랜 관행의 일부로 보며 일본계 미국인들이 이 정책을 수용했
던 다양한 방식을 분석한다.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수감 직후 정부 당국
이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을 통해 소위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
다. 즉, 이들이 서부 해안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면서 인종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을 미국 전역에 고르게 분산시켜 미국사
회로의 동화를 자극하는 것이 재정착 정책의 목표였다. 재정착 정책을 고
안하고 집행한 기관은 내무부 산하 전시재이주국(War Relocation 
Authority)였다. 이 글은 또한 재정착 정책과 정부의 동화 논리에 맞선 
일본계 미국인의 대응을 다룬다. 정부가 제공한 이주와 재정착의 기회에
는 에스닉 공동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수용소에서 벗
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다 많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남거
나 반일 정서가 극심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의 재정착을 택했던 일본계 미국
인들 역시 집단으로 모임을 형성하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낯
선 곳에서 느끼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인종 편견의 압박 속에서 동료 
일본계 미국인을 찾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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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mits of Conditional Mobility in the Japanese American 
Resettlement Policy during World War 2 

Kwon, Eun-Hye

This article views the wartime U. S. Government’s Japanese 
American Resettlement policy as part of the long tradition of its 
control over the mobility of minorities in the U. S. After removing 
Japanese Americans from the West Coast and locking them in 
internment camps, the U. S. Government conceived the forced 
dispersal of Japanese Americans across the nation. That way, they 
were deemed to feel the pressure to assimilate rather than to form 
their ethnic community. Some Japanese Americans chose to leave a 
camp and resettle in the Midwest or on the East Coast, a place 
where they had never lived. Still many others chose to stay in camps 
with their family members. Although they were advised not to pursue 
a group identity, Japanese American resettlers found themselves 
lonely and built  cultural and emotional networks among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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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일: 2022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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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공존―영화<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68)

신 영 헌

I. 머리말 

한국 사회는 2006년에 참여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을 선언하면서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1) 대통령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은 한국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의 청사진이자 선
언문 격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의 변화를 급격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에 달하는 외
국인이 다양한 신분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는 
정주민과 이주민 간에 직간접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
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들이 타문화
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바로 레이
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정의이다. 영국의 문화학자인 윌리
엄즈는 문화를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총체적 생활 양식”(a 
whole way of lif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4)이라고 정의한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514).

1)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31~32쪽.

2)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66쪽.

3) 김진희,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7권 1호(2014), 103쪽.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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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네스코(UNESCO)에서 사용하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
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5)라는 문화의 정의 또한 윌
리엄즈의 정의를 구체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특정 인간 집단의 총체적 생활 양식이라면, 세상에는 다수의 문화
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박준웅에 따르면, 속성상 “문화들은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다.”6) 왜냐하면 “특정한 내용으로 구축된 포괄적 규범 체계로서의 
문화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아울러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
로 공통점보다는 차이를, 이해보다는 배척을, 합의보다는 독선을 이끌기 
쉽”기 때문이다.7)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 공존보다는 차이를 통한 문
화 상호 간의 충돌을 일차적인 상호 간의 대응으로 받아들인다.”8) 문화의 
충돌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 체
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들이 복
합적으로 얽혀서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9) 그리고 이러한 문화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결혼 그
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ethnic) 배경 출신들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international marriage)의 경우,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
생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
적이고 옳은 것으로 느끼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
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10)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문화 간 갈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다. 인종 간 결혼갈등이 가장 일상
화된 대표적인 나라들인 프랑스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들답게, 위 영화

4)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0), p. xiv.

5)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55/693/page (검색

일: 2022년 9월 7일)

6) 박준웅, ｢문화충돌의 상황에서의 관용의 효용에 대한 연구｣, 문화와 융합

, 41권 4호(2019), 1쪽.

7) 같은 책, 2~3쪽.

8) 같은 책, 3쪽.

9) 같은 책, 3쪽.

10) 이정희,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 위기에 대한 사례 연구, 계명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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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결혼을 매개로 이뤄지는 이질적 문화들의 조우, 갈등 및 갈등 해소
를 잘 묘사한다.11) 특히 종족 문화(ethnic culture)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대처
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영화는 차이를 보인다. 이하 본론에서는 
이질적인 문화가 만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들을 짚어보고 위 텍스트
들이 이 갈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극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영화소개  
영화 <컬러풀 웨딩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상류층 부부의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 배우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긴장을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킨 가족 코미디 영화이다. 이 영화는 2014
년도에 개봉되었으며 러닝 타임은 97분이다. “Serial Bad Weddings”(일련
의 나쁜 결혼들)라는 원제가 시사하듯이 이 영화는 클로드 베르누이(크리
스티앙 클라비에 분)과 마리 베르누이(챈털 로비 분) 부부의 눈에 비친 
일련의 ‘나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프랑스 상위 1%
에 해당하는 상류층 가정으로 둘 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그들은 프
랑스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나쁜’ 예로 보이던 딸들의 결혼은 영화의 결말에 이를수록 점점 더 ‘멋
진’ 결혼으로 변해간다. 한마디로 <컬러풀 웨딩즈>는 이러한 시선의 변
화가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2003년에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로서 그리
스 이민자로서 매사에 그리스식 전통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바람
을 거스르고 전형적인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그리스계 미국인 여성 툴
라 포르토칼로스(니아 바르달로스 분)의 이야기이다.12) 툴라의 아버지인 
거스 포르토칼로스(마이클 콘스탄틴 분)는 모든 언어가 그리스어에서 기

11)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순천향 인문과

학논총, 38권 1호(2019), 232쪽.

12) 조엘 즈윅이 감독을 맡고 톰 행크스가 제작한 위 영화는 제75회 아카데

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랐으며, 개봉 당시 20주간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역대 로맨틱 코미디 사상 최고의 수입 기록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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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다고 믿으며, 그리스 여자의 덕목은 세 가지 즉 “그리스 남자와 결혼
해서 그리스인 아이를 낳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그것도 죽는 날까
지!)”이라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그는 시카고의 중산층 마을에 
살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서 지은 집에 그리스식 동상을 세우고 그리
스 국기를 휘날리며 사는 대가족의 가부장이다. 그는 ‘댄싱 조르바’라는 
그리스 레스토랑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
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리스인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를 
떠나서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가라는 관객들의 의문은 “아빠는 딱 두 
가지만 믿는데, 첫째는 그리스인들이 비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다
움’(being Greek)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과 모든 질병은 윈덱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툴라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거스는 미국에 
건너온 그리스 이민자들의 지독한 순혈주의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물이다.13) 그런데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유리 세정제인 윈덱스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과 맞물려서 시작부터 관객의 공감이나 동의의 대상
이 아니라 비판적 시선의 대상으로 제시된다.14) 

아버지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 같은 족쇄로 작용한
다. 아버지의 바람에 딱 맞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언니 아테나와 달리 
툴라는 이런 아버지의 바람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은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늙어갈 것으로 체념하면
서 가족 기업인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하루하루 연명해 간다. 그러나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 밀러(존 코벳 분)와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그와 만나면서 툴라는 보
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엄마를 설득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사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13)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37쪽.

14) 물론 거스가 윈덱스를 만병통치약으로 믿은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

다. 영화에서는 ailment, 즉 가벼운 질병의 치료제로 윈덱스의 효능을 

믿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아마도 피부 질환이나 종기 등 연고

(ointment)를 발라야 하는 질병에 대해 윈덱스가 효용이 있다고 믿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화의 후반부에 이안이 얼굴에 난 뾰

루지에 윈덱스를 발라서 나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윈덱스에 대한 거스의 맹신은 그의 또 다른 맹신인 그

리스 우월주의와 연결되면서 양자를 희화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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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던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My Big Fat Greek 
Wedding”(나의 성대하고 요란한 그리스식 결혼식)이라는 원제가 암시하
듯이 이 영화는 아버지의 순혈주의와 그리스 지상주의에 입각한 완고한 
반대를 뚫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주체적 
여성 툴라의 이야기이다.

2. 영화에 나타나는 다문화 주제들
두 영화에는 여러 다문화 주제들이 등장한다. 우선,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이러한 갈등
이 공간적 대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영화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시농
과 파리이다. 시농을 대표하는 시농성은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기에
서 구해낸 국가적 영웅인 잔 다르크가 궁지에 처한 샤를 7세를 찾아가서 
영국에 항전하라는 신의 계시를 전한 유서 깊은 성이다.15) 이런 맥락에서 
베르누이 부부가 거주하는 시농은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 및 종교를 상징
한다. 이에 반해 딸들과 사위들의 주된 생활 배경인 파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러 문화와 인종이 뒤엉켜 공존하는 공간 즉 다문화 공간을 상징
한다. “파리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내는 국제도시라고 한
다면, 베르누이 부부의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삶에 담긴 프랑스인으로
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강하게 전달되는 공간은 바로 시농이다”는 이정
민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16)

영화는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을 대변하는 시농 시청에서 첫째 딸 이자벨
(프레데릭 벨 분)이 아랍인 청년 라시드(메디 사둔 분)과 결혼식을 올리
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그로부터 일 년 뒤 둘째 딸 오딜(줄리아 
피아톤 분)이 유대인 다비드(아리 아비탄 분)와 결혼식을 올리며 계속해
서 다시 그 이듬해에는 셋째딸 세고렌(에밀리 캉 분)이 중국인 청년 샤오
(프레데릭 카오 분)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이 
세 번의 결혼식으로 베르누이 가문은 클로드의 말대로 소위 ‘베네통 가
족’(Benetton family)이 된다. 여기서 ‘베네통 가족’17)이라는 말은 인종차
15) 이정민, ｢영화 ‘컬러풀 웨딩즈’: 다양성과 톨레랑스를 만나다, 시농｣, 국

토, 457호(2019), 54쪽

16) 같은 논문, 53쪽.

17) 우리말의 ‘콩가루 집안’과 유사한 뉘앙스이다. 사전적으로 ‘콩가루 집

안’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하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유대 관계가 깨어

져 버린 집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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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광고로 유명한 패션 회사인 베네통사를 
빗대어 다문화 가문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클로이의 자조적 표현이다. 

<컬러풀 웨딩즈>는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봉합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의 
발생과 이의 봉합이 이어지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장면마다 인종
갈등, 민족갈등, 국가갈등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
한 갈등들은 프랑스가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바로 다문
화사회의 성공적 통합이라는 의제임을 관객에게 환기시킨다. 사실 프랑스
는 1889년 6월 12일 제정된 국적법 이후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귀화
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18) 1927년의 국적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 국적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19) 결과적으로 1931년에
는 전체 프랑스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의 외국인이 프랑
스에 거주하게 된다.20) 2차대전 종전 해인 1945년에 프랑스는 전쟁의 여
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청 설립을 
통한 대규모 국외 노동자 이주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
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있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였다.21) 사실 이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
생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위시한 대표적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독일
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실패
하였음을 선언하게 되었다.22) 그 이유는 다문화주의(혹은 다문화정책)가 
사회통합이 아닌 분리를 야기했고, 차이를 줄이는 대신 극대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23) 결국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서유럽 국가들의 
존립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셈이다. 이
런 이유에서 문화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극복을 영화
18) 추미화, ｢영화 속 프랑스 다문화:  컬러풀 웨딩즈 를 중심으로｣, 인문사

회21, 10권 6호(2019), 1006쪽.

19) 같은 논문, 1006쪽.

20) 이예훈, ｢새벽의 약속에 그려진 로맹 가리의 유년 시절-동유럽 거주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107권(2019), 16쪽.

21) 추미화, ｢영화 속 프랑스 다문화:  컬러풀 웨딩즈 를 중심으로｣, 1008쪽.

22) 권경희,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변화과정과 원인｣, 유럽연구, 30권 2

호(2012년), 84쪽.

23) 같은 논문,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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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법을 통해 모색해 보는 것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컬러풀 웨딩즈>는 “프랑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간 혹은 다문화 갈
등을 한 집안에서 일어난 다인종 간 결혼이라는 극단적 상황 설정을 통해 
무겁지 않은 코믹함과 자조적인 웃음을 통해 보여준다.”24) 첫 번째 갈등
이 발생하는 장면은 첫 손주인 벤자민(다비드와 오딜 부부의 첫 아이)의 
할례식과 이어지는 가족 만찬 장면이다. 손주가 (자신이 보기에) ‘야만적
인’ 이교(유대교)의 종교의례에 따라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과 자신이 이
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사가 뒤틀린 클로드는 만
찬 중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불평하던 와중에 클로드는 파리의 몽마르뜨 거
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토로한다. 몽마르뜨에 있는 한 
이국적인 식당을 갔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난 내가 중동
에 온 줄 알았다니까. … 프랑스인은 하나도 없더라고!”라고 불평한다. 이
에 대해 오딜은 “여권 검사라도 하셨어요?”라고 따지다가 마침내 “완전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퍼붓는다. 기성세대인 클로드의 경우 프랑스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준이나 이미지가 있으며, 외모나 옷차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인 오딜은 프랑스인은 시민권과 
국적법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외모나 문화로 식별할 수 없다
고 믿는다. 사실 이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적 쟁점이다. 즉 프랑스인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프랑스식 문화와 생활방식과 종교를 따르는 자만을 가리
키는 제한적 개념인지가 다문화 갈등의 핵심에 자리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러한 갈등은 비단 <컬퍼풀 웨딩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클로드보다 훨씬 더 노
골적인 차별주의자이다. 그는 딸의 남자 친구인 미국인 청년 이안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철학을 논할 때 너희 조상들은 나무를 타
고 다녔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거스는 그리스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 
모든 언어의 기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문화학자들은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문화상대주의25)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

24)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41쪽.

25) 문화상대주의란 1930년대 미국의 두 인류학자 베네딕트(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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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문화중심주의란 “자기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문
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나 그러한 이데올로기”26)를 가리킨다. 거스
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자문화중심주의이다. 그는 그리스 문
화가 최고이고 그리스 문화를 잣대로 타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당연시한
다. 자문화중심주의가 심해질 경우 타문화를 말살하고 자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문화제국주의27)로 진화한다. “비그리스인들
에게 그리스다움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스의 신념은 이의 전형적인 예
이다. 

둘째, 문화 충돌과 갈등에서 핵심은 종교적 요소임이 두 영화 모두에서 
강조된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컬러풀 웨딩즈>의 크리스마
스 파티 장면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
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파티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마리는 에스닉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사위들이 좋아할 만한 코셔와 
할랄 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리의 노력 덕
분에 모처럼 평화롭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된다. 그런데 영화는 파
티 도중에 아이들을 앉고 담소를 나누는 사위들 앞에서 마리가 손주들에
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명하는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다. 

마리: 우리 아기들, 재밌니? 예쁘지? ‘구유’라는 거란다. 이건 당나귀. 이
건 황소. 

Benedict)와 허스코비츠(Melville Herskovits)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개별문화는 자율성과 독자적인 가치체

계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그가 속하는 문화

의 가치판단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 따라서 개인의 인식과 행위는 각 문

화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문화이해의 입

장”을 가리킨다. 유명기,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 비교문화

연구, 창간호(1993), 31쪽. 문화사대주의란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자

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나 주

의”(두산백과)를 가리킨다.
26) 문선애,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종

교교육학연구, 37권(2011), 176쪽.

27) 문화제국주의란 “한 특정 집단이 문화적 지배력을 독점 혹은 지배함으로

써 그들과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라금, ｢혐오 발화, 그 

억압의 두 얼굴: ‘문화제국주의’와 ‘폭력’｣, 문화와 융합, 40권 4호

(201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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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 … 아기 예수님이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
나중에 보자.

이를 들은 두 사위는 즉각 장모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준다.

다비드: 할머니가 예수님을 홍보하고 가셨네. 근데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
야.
라시드: 이모부 말이 맞아. 그냥 예언자 나부랭이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핵심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약성서를 핵심적인 경전
으로 공유하는 세 종교이지만,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의 차이
에 따라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단으로 증오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
러나 영화는 이런 차이가 과연 서로의 존재를 말살해야 할 정도의 근본적 
차이인지를 되묻는다. 특히 자정 미사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
라는 마리의 제안에 대해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죠”라고 대답하
면서 흔쾌히 수락하는 라시드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양심과 의지로 선택
하는 신앙(신념)의 차이는 결코 동일성으로 회귀할 수도 회귀해서도 안 
되지만,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신앙 행위의 차이는 통합과 화해를 위해 일
정 부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영화는 던진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컬러풀 웨딩
즈>에 비하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두 집안의 종교적 전통의 차이가 기독교(개신교)와 그리스정교의 
차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에 비해서
는 덜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거스의 그리
스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워낙 전면에 두드러지다 보니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
실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안 쪽에서 그리스정교로 
개종함으로써 이 차이를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종
교적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서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 영화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통찰은 문화적 차별에 있어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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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다. 이
는 <컬러풀 웨딩즈>에서 장인 부부에게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위들이 막내 처제인 로라(엘로디 퐁탕 분)가 코트디부아르 출신 흑인 
청년 샤를 코피(눔 디아와라 분)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합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샤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그가 아프리카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제의 배우자감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혼을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선다. 그들은 샤를을 미행해서 그가 젊은 여성
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로라에게 고자질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샤를과 호텔에 동행한 여성이 그의 여동생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는 유색인종 안에서도 피부색에 따른 차별
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색인종으로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경험
한 동병상련의 처지인 그들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
음을 영화는 폭로한다. 만약 자신들의 피부가 아프리카인들보다 덜 검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옳다면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
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 또한 정당화되는 셈이다.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해
서 자동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고통
스럽게 만드는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할 수도 있음을 
<컬러풀 웨딩즈>는 지적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 인종차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으며,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영화는 경고한다. 

다문화텍스트로서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주제는 성별에 따
른 문화적 유연성의 차이 문제이다. 두 영화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의 
문화를 고집하고 타문화를 배척하는 정도가 더 심하고 일관된 것으로 묘사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신원선은 “영화 속 갈등의 주도권을 쥔 아버지의 모습
이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
각보다 좀 더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준다”28)고 지적한다. 물론 
여성인 마리 베르누이와 마리아 포르토칼로스(레이니 카잔 분) 역시 영화 
초기에는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다. 그러나 마리는 딸들의 다문화·다인종 결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으면
서도 결국은 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21세기야. 여보, 세상이 변했다고. 

28)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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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라고 남편을 설득한다. 이러한 입장 변
화가 사위들을 대접하기 위해 그들의 민속 음식 요리법을 배우는 노력과 함
께 어우러지면서 더 큰 설득력과 울림을 갖게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문
화적 수용성이 더 높다는 영화적 설정은 “여성일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가 
긍정적임을, 다시 말해 남성일수록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게 상대
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한
다.29)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마리아 역시 남편보다는 훨씬 더 큰 다문화수
용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하고는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한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목이야. 머리는 목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 돌 
수밖에 없단다”라는 그녀의 말은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에 복종하면서도 나
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를 전복하면서 변화를 수용해 온 여성들의 투쟁을 위
트있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두 영화에서 결혼의 주도권을 더 많이 행사하는 쪽은 인종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안의 남성 가장들이다. 즉 <컬러풀 웨딩즈>의 앙드
레나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둘 다 지배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자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비록 그들이 각각 자신들의 가정에
서는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들이며, 그런 이유로 자녀들의 결
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들의 억
지스런 요구를 지배 세력에 속하는 베르누이 부부와 밀러 부부가 수용하
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상황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소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세력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두 영화가 꿰뚫어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달리 말하면 문
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수용과 
양보가 필요함을 두 영화가 에둘러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3. 갈등 해결 방식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다문화 결혼을 모티프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의 해결을 유쾌하게 그리는 

29) 장신재,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

사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2권 2호(2020),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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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
에는 이 영화들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꽤 날카롭게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
다. 이런 지적들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위 영화들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이면서 위 영화들을 
더 잘 음미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신원선은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 대해 “이 영화의 최대 갈등이었던 순혈주의에 대해 어떤 문제 
제시나 해결책 없이 그저 유쾌한 해피엔딩으로 그동안의 결혼갈등을 봉합
하는 의사 통합론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30)다고 비판한다. 한 마디로 가
짜 해결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밀러’라는 성은 ‘사과’를 뜻하는 그리스어 
밀로에서 왔으며 ‘포르토칼로스’라는 성은 오렌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포르토말리’에서 왔으므로, 결국 자신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다 과일이
라는 거스의 빈약한 통합론 역시 그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31)

그러나 거스의 과일론은 애초에 두 집안으로 대표하는 이질적 문화를 통
합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나 이론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둔 젊은이들의 결혼을 축
하하기 위한 의례적 언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언사가 양 
가문의 통합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거스의 순혈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이 없이 갈
등이 봉합된다는 비판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순
혈주의에 근거한 거스의 완고한 반대를 극복하고 이안을 남편으로 맞이하
는 툴라의 선택 자체가 문제 제기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거스의 그리스 순혈주의와 그리스 우월
주의는 토론이나 논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툴라의 선택처럼 자신
의 모든 것을 거는 실천을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장벽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두 문화의 상호이해와 수용에 근거해서 이뤄지느
냐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진짜 문제점은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이안 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수용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안은 순혈 그리스인이 될 순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거
스의 방식을 수용한다. 결혼식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철저히 거스의 요
구에 따른다. 이의 백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

30)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39쪽.

31) 같은 논문,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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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정교회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반면 거스 입장에서는 순
혈 그리스인이 아닌 토박이 미국인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
무런 양보나 수용의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결혼 이후에도 거스는 
이안이 대변하는 미국식 전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는 다문화텍스트로서 이 영화가 지닌 결
함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주
인공 툴라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툴라
에게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중심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점에서 회의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툴라는 자신의 숙
명과도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
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댄싱 조르바’를 벗어나서 자신이 평소 꿈꿔왔던 여행사 직원이 되는 것에
서 잘 드러난다. 이런 툴라가 결혼 승낙 이외에 아버지와 남편 간의 문화
적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녀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일정 부분 손상시키는 설정일 수 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6년 뒤, 이제는 우리 딸이 그리스 학교에 갈 차
례가 되었다”는 툴라의 내레이션 역시 자신이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어렵게 탈출한 아빠의 그리스 우월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
을 준다는 점에서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말이다. 

이에 반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갈등의 해소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수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서 훨씬 긍정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랑 측 부모보다는 신부 측 부모인 
베르누이 부부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게 사실이다. 앙드레(신랑의 아버지)
의 억지스러운 요구들―예컨대 친지들을 400명이나 결혼식에 초대하겠다
든가, 결혼 전에 처가에서 수일간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아프리카식 
결혼을 고집하는 등―에 황당해하면서도 클로드는 결국 자신의 안방까지 
내어 주면서 손님을 환대한다. 김현경은 환대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
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32)이라고 

3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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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클로드 부부의 행위는 자신의 문화적 관습을 넘어서 타인을 존
중하고 환대하는 다문화적 실천의 좋은 예이다. 

 
물론 <컬러풀 웨딩즈>의 접근 방식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
닐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클로드가 
아프리카식 결혼의 절차와 방식을 수용하는 반면 신랑의 아버지인 앙드레
(파스칼 은존지 분) 쪽에서는 별다른 수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앙드레가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서 아프리카 
전통 의상(부부)을 고집하지 않고 양복을 입는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양보
와 타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앙드레 
입장에서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식민지배 문화를 많이 수용한 상
태에서 더 이상의 문화적 양보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앙드레 가문이 식민지배세력의 
종교인 가톨릭을 믿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클로드와 앙
드레의 화해와 상호이해가 다소 급작스럽게 제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원선은 이를 “가짜 통합”이라고 비판한다.33) 그러나 화
해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다고 해서 가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이다. 인
종과 민족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우선, 둘 다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가부장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으로 그들은 보수주의자요 
민족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두 사람 다 프랑스 민족주의
를 상징하는 드골(De Gaulle) 지지자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결혼식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낚시터로 향한 두 사람은 다음의 
대화를 나눈다.

앙드레: 그쪽도 이 결혼 반대해요?
클로드: 당연하죠.
앙드레: 난 당신이 공산주의잔 줄 알았는데.
클로드: 내가? 공산주의자?
        난 드골 지지자예요!
앙드레: 어, 나돈데! 아프리카 정책만 빼고요.

33)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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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만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기에 용이한 것이 없다. 그것은 동
일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껏 가까워진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서로의 옷
을 바꿔 입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옷을 바꿔입
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는 각자가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문화적)정체성34)을 전유하
고 있음을 상징한다. 사실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타자의 정체성을 인
정하는 것이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
에게, 즉 자신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요약한 바 있
다.35)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
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캔틀이 “결속된 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새로운 긍정적 모델”로서의 상호문화주의를 제안하는 논리적 근거이
다.36) 여기서 캔틀이 상호문화주의의 우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
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성의 양상과 혼종 정체성에 대처할 수 있는 
더욱 역동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이다.37) 캔틀에 따르면, 고정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강화하는 반면, 상호문화성의 핵심 특징은 문화들 간의 개방성, 
대화, 및 상호작용에 있는데,38)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정체성을 전유
하는 영화 속 장면은 위의 완벽한 예를 제공해 준다. 

또한 앙드레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제결혼은 파경에 이르기 쉽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자신의 의도를 해체하는 논리로 

34) 류동규는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다문화 상황에서 역동적, 과정적으로 형

성되는 정체성으로, 문화간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으로 정의한다. 류동규, ｢
상호문화성 형성을 위한 다문화 소설교육: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5집(2017), 303쪽.

35) Charles Taylor,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하누리, 2020), 64쪽.

36) Ted Cantle, 홍종열, 김성수, 김윤재, 김정흔 역, 상호문화주의 (서울: 

꿈꿀권리, 2020), 11쪽.

37) 같은 책, 58쪽.

38) 같은 책,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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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다.

앙드레: 기름, 물, 섞습니다. 증거 여깄소. 안 섞이잖아요.
클로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요? 카푸치노 말이요. 우유는 커피랑 잘
만 섞이는데?
앙드레: 그렇네? 내가 멍청한 소릴 했네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녹아있는 장면이다. 
클로드는 앙드레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혼 반대가 상식
에 어긋나는 꼰대짓에 불과함을 논증하고 앙드레 역시 순순히 이를 받아
들인다.

결국 만취한 앙드레가 ‘초콜릿 머랭’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를 ‘깜둥이 머
리’라는 옛날식 이름으로 부르다가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
고, 그곳에서 함께 갇힌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게 된
다. 이 과정에서 클로드는 앙드레 편을 든다. 즉 공통의 적과 싸우는 것
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는 신원선의 비판처럼 급
작스럽지 않으며 가짜 화해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큰 차이가 아니며, 오히려 피상적
인 차이 속에 많은 공통점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끝에 화해에 이른다
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III. 결론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이질적인 문화의 충
돌과 이의 극복에 주목하는 코미디 영화이다. 본래 다른 문화의 만남은 
상호 공존보다는 충돌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충돌의 가장 전형적
인 예가 바로 결혼이며,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ethnic) 배경 
출신들로 이뤄지는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
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
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기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
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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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인종적, 종교
적, 정치 체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대개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는 중층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위 영화들은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과 그 극복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
사한다. 

다문화 텍스트답게 두 영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
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대표적인 갈등 유형들인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을 영화
의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영화 모두 다문화
텍스트로서의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인종문화적(ethnic) 요소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전자에서는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베르누이 부부의 인종적 편견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그들은 딸들이 프랑스의 전통적 종교인 가톨릭 신앙을 가진 프
랑스 청년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딸들은 하나같이 인종과 종교
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막내딸 로라마저 코트
디부아르 출신 아프리카 청년과 결혼하게 되자 베르누이 부부의 상심은 
극에 달하게 되며, 이는 부부관계의 위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나 막
내딸의 결혼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베르누이 부부는 자신들
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결혼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갈등의 주된 원인은 거스가 지닌 
지독할 정도의 그리스중심주의이다. 모든 그리스 여성의 사명은 그리스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순혈 그리스 아이를 낳고 이들을 죽을 때까지 먹
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스의 그리스우월주의는 그의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같은 족쇄로 작용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에 딱 맞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언니 아테나와 달리 툴라는 이런 아버지의 바람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결국 자신은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늙어
갈 것으로 체념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과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과연 처음 만난 미래의 사위에게 거스는 예의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에 관
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툴라의 결혼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영화의 후반부는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우월주의로 인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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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행복한 결혼에 성공하는 툴라와 이안의 노
력을 묘사한다. 

두 영화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공통적으로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나의 그
리스식 웨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
소하는 과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
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대목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베
르누이 부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해와 양보를 제공하기는 하지
만, 두 집안의 가부장들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다름보다는 공통점
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뤄진
다. 특히 술에 취해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은 문화간 차
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는 상호문
화적 정체성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컬러풀 웨딩즈>가 <나의 
그리스식 웨딩>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한(solid)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
고 말할 수 있다.

두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 타협으
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나
의 그리스식 웨딩>의 문제점은 영화의 결말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즉 이안과 툴라에게서 난 딸이 다시 그리스 학교에 입학한다는 영화의 마
지막 설정이 그것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로라의 결혼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서 결국 이혼
까지 결심한 아내에게 클로드가 “마리, 나와 두 번째 허니문을 떠나 주겠
소?”라고 요청하고 “우린 세계 일주를 할 겁니다. 샤오의 베이징에 들렀다 
라시드의 알제리, 다비드의 텔아비브도 가고 마지막으로 샤를의 고향도 
가야죠”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희극의 주제는 사회통합”이라는 코미디 영
화의 정석을 잘 보여준다.39)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yhshin@hansung.ac.kr

39) Northrop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1982),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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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공존―영화<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신 영 헌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이질적 문화 출신
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
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코미디 영화들이다. 두 영화
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
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컬러풀 웨딩즈>
의 경우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베르누이 부부의 인종적 편견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그들이 느끼는 거부감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막내딸 로라의 결혼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베르누이 부
부는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결혼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거스가 지
닌 지독할 정도의 그리스 중심주의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그의 딸 툴라는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를 극복하고 마침내 백인 미국 
청년인 이안과의 행복한 다문화 결혼에 성공한다. 두 영화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공통적으로 그리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나의 그리스식 웨
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한
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은 청교도인 이안이 그리스정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반
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양측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갈등
이 해소된다. 특히 두 집안의 가부장들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다름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
식으로 갈등이 해소된다. 이 점에서 <컬러풀 웨딩즈>가 <나의 그리
스식 웨딩>보다 좀 더 건강한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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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flicts and Coexistence of Disparate Cultures: A Comparative 

Study on Serial Bad Weddings and My Big Fat Greek Wedding 
Shin, Younghun

Serial Bad Weddings and My Big Fat Greek Wedding are comedy 
movies which show various conflicts and events that take place while 
a man and a woman from different cultures are going out with each 
other and getting married. Both movies depict a variety of cultural 
conflicts that often occur when heterogeneous cultures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how those conflicts might be resolved. In 
the case of Serial Bad Weddings, the racial prejudice of the Verneuil 
couple,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ir daughters marrying spouses 
from other cultures,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s. Racial and 
religious differences are the main causes of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ir sons-in-law. However, through a series of experiences during 
the marriage process of their youngest daughter Laure, they 
eventually overcome their racial and cultural prejudices and have a 
changed view of multicultural marriage. In the case of My Big Fat 
Greek Wedding, Gus's extreme Greek supremacy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s. However, his daughter Toula overcomes his opposition 
and finally succeeds in a happy multicultural marriage with Ian Miller, 
a white American youth. While the two films depict conflict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in common, they show somewhat different 
approaches in the way they deal with these conflicts. In the case of 
My Big Fat Greek Wedding, most conflicts are resolved by means of 
one-sided understandings and concessions of a family. The scene 
where Ian converts to Greek Orthodox Christianity and is baptized 
best illustrates this poi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erial 
Bad Weddings, major conflicts are settled through mutual 
understandings and concessions between the two families. For 
example, the two patriarchs of both families, Claude and André, come 
to find that they have much in common while they are conversing 
and discussing various matters over the wedding ceremony at hand. 
They understand and accept each other more and more, and finally 
reslove their conflict.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Serial Bad 
Weddings shows a healthier way of solving problems concerning 
cultural diversity than My Big Fat Greek 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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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의 구술시험 평가 개선 방안 
연구: 분석적 채점표 활용을 중심으로*1)  

배 경 진

I. 서론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 이민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
고 있다.2) 이러한 정책적 요구의 배후에는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가 있다. 사안이 심각하나 묘책이 없는 현상황에서 지역소멸의 위기 
해소 방안으로 강력한 이민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한 정책의 도입에 따라 이주민의 수가 이전보다 더욱 큰 폭
으로 증가한다면, 이주민과의 통합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자기주도 연구역량 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1) 왕길환, 「인구절벽 막는 해법은…“‘이민청’, ‘재외동포청’ 설립해야”」, 『연
합뉴스』, 2022년 1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513
9900371?input=1195m (검색일: 2022.10.5.); 이상서, “인구절벽 대비…이
민청 설립해 우수인재 확보 등 추진해야”, 『연합뉴스』, 2022년 6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04700371?input=1195m (검색
일: 2022.10.5.).

2) 한지연, 「지방 소멸 막을 열쇠는 수용적 이민정책」, 『대구신문』, 2022
년 5월 19일,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7
08 (검색일: 2022.10.5.); 신선미, 「인구감소·지역소멸의 위기, 
지역이민정책으로 대응하자」, 『전라일보』, 2022년 8월 9일, http://www.
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864 (검색일: 2022.10.5.).

Homo Migrans Vol.27(Nov. 2022): 87-116

DOI https://doi.org/10.32715/hm.2022.27..004논문



Homo Migrans Vol.27(Nov. 2022)

88

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9년 도입 당시에는 참여자 
수가 1,331명이었으나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56,535명을 
기록했다.3)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에는 교육을 위해 시판 교
재를 활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교재를 개발하여 이후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평가 체제를, 2012년에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4) 

이처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으나 개선의 손길이 필요
한 곳이 여전히 적지 않다. 본고에서 살펴볼 구술시험도 예외는 아니다. 
박경래는 출제 문항의 난이도가 학습자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구
술시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단계별 구술평가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명확한 채점기준표를 마련하고 구술시험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
한 바 있다.5)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편과 다각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탐
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는 대개 거시적인 정책의 관점
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탐
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6)

3)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020년에는 참여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
21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43,552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했다(「출입
국통계」,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2418/subview.do 
(검색일: 2022.10.5.). 참고).

4) 이미향 외, 「특수 목적 교육으로서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
재 개선 방향 연구-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
화학』, 15권 1호(2018), 150쪽.

5) 박경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사회통
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단계평가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6호(2013), 
35~36쪽.

6) 정책 및 현황에 관한 연구는 국내 연구의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교수법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연구는 근소한 편이다(이미향 외, 
「특수 목적 교육으로서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선 방향 
연구-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5권 1
호(2018), 152쪽; 박진철, 박수연, 「한국어교육에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50호(2020), 
381~382쪽, 386~387쪽 참고). 이처럼 평가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
장 큰 이유로 강수정은 법무부가 평가자료 및 평가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강수정, 「이주민 대상 한국어 평
가 연구의 발전 방향 모색: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평가 연구 고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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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필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의 구술시험 평가 개선방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술시험의 문제점을 여러 선행연구에
서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 채점 척도를 반영한 채점표
를 도입하면 구술시험 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라 보고, 채점 방식의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남 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모의 평가를 실시하고 관
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모의 평가 및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단계평가 구술시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분석적 채점표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체계 및 단계평가 구술시험 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규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4단계)와 
“한국사회이해”(5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에는 사전평
가 또는 그 외 단계 배정 절차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 가능하며,7) 0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국어와 한국사회 및 문화의 이
래를 목적으로 최대 415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는 
다시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하는 기본과정과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국가정체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8)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권 2호(2020), 
888쪽 참고). 국외의 여러 외국어 시험도 평가 내용 및 채점 방식을 비공개
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공개 원칙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국외 시험의 경우 모의 문제를 다수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
들이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관련 연구자들이 평가 관련 
자료 및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사전평가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0단계부터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지만, 한
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수에 따라 단계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의
사소통 능력을 입증한 후 결혼 사증을 받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을 통해 응시한 중간 평가에 합격한 학습자는 각각 2단계와 5단계 
기본과정에 배정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같은 글, 11~12쪽, 
17~22쪽 참고).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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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각 단계를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평가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와 지역의 거점운영기관이 시행하
는 단계평가로 구분된다. 사전평가는 교육 전 학습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알맞은 단계 수업으로 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중간평가는 4단
계를 이수한 학습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5단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는 목적에 따라 다시 영주용 종합평가와 귀화용 종합평가로 나뉜
다. 이와 같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체계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

평가종류
구분

사전평
가

단계평가 중간
평가

종합평가
1단
계

2단
계

3단
계 영주용 귀화용

출제범위
1~5단

계
수준

1단
계

2단
계

3단
계

1~4단
계

1~4단계 
+ 

5단계(기
본)

1~4단계 
+ 5단계
(기본+심

화)
시험시간(분) 70 40 60 70 70
총 문항 수 55 25 35 45 45

문
항
구
성

필
기

객관식 48 20 28 36 36
단답형 2 0 0 0 0
작문형 0 0 2 4 4

구술 5 5 5 5 5
평가성격 숙달도 성취도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체계

2. 단계평가의 구술시험 현황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1-3단계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평가는 지역의 거점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단계평가
는 해당 단계의 성취도 측정을 목적으로 하나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출제
하지는 않는다. 법무부가 단계평가 문제 풀(pool)과 평가요령 등 세부 운
영사항을 중앙거점기관에 제공하고, 중앙거점기관은 다시 거점운영기관에 
제공한다. 거점운영기관은 거점별로 구성된 선제위원회가 선정한 평가 문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3쪽.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같은 글,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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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일반운영기관에 제공한다.10) 이와 같은 단계평가는 평가의 종류와 
목적, 대상, 문항 선제, 합격점,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에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는 법무부 예규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
가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단계평가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며 평가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11) 

  
      구분
시험종류

문항 
유형

문항 수
(총25문)

시험시
간

(총40분)

배점
(총100점) 답안지

필기시험
(20문, 
30분)

객관식 20 30분
75점

(10문×3.5점, 
10문×4점)

OMR카드

구술시험
(5문, 10분) 구술형 5 10분 25점

(5문×4점) 구술채점표

[표 2] 단계평가 시험 개요

구술시험은 1~3단계에서 모두 시행되며, 각 5점으로 배점이 동일한 5문
항이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1~3단계 모두 10분으로 동일하며, 구술시험
관 2명이 5명 이하의 응시자를 동시에 평가한다. 구술시험관은 강사등록 
후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나, 해당 교육과정을 강의한 강사는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12) 

단계평가에서 구술시험의 유형은 이수하는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시험에서는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
는데, 단계별로 출제 유형은 조금씩 다르다. 단계평가에서 출제되는 평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같은 글, 49쪽.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같은 글, 같은 쪽.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같은 글, 50쪽. 
13) 해당 표는 법무부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자료집을 인용한 연구에서 단계

평가 내용만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전체 표는 다음 문헌을 참고. 이미
향, 서혁, 김호정,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26호(2018),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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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문항 평가과제

1 단계

1 텍스트 읽기
2 텍스트 내용 말하기
3 텍스트 관련 말하기(개인 경험 말하기)
4 소재/상황 서술/설명하기
5 주제 관련 대화하기(다양한 기능 구사)

2 단계

1 소재/상황 묘사하여 말하기
2 소재/상황 서술/설명하기
3 주제 관련 말하기(개인 경험)
4 주제 관련 말하기(문화비교 포함)
5 주제 관련 대화하기(설명하기)

3 단계

1 텍스트 내용 말하기
2 텍스트 내용 말하기(설명하기)
3 텍스트 관련 대화하기(개인 경험)
4 소재/상황을 서술/설명하기(문화비교)
5 주제 관련 대화하기(다양한 기능 구사) 

[표 3] 단계평가별 평가과제

1단계에서는 다른 단계에는 없는 텍스트 읽기 문제가 1번 문항으로 출제
된다. 2단계평가는 소재와 상황에 관해 말하기와 주제 관련 말하기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평가 문항의 구성은 1단계평가와 유사하나 
읽기 대신에 텍스트 내용 말하기가 1번 문항으로 출제된다. 

III. 구술시험 평가의 문제점과 해법 검토

1.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문제점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문제점을 크게 출제, 시험의 형식, 평가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출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자의 
수준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문항 출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부 문
항의 경우 제시되는 읽기 지문이 단계평가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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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으며,14) 문항별 난이도 역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적절하게 반
영하지 않고 있다.15) 또한 교재 학습 내용과 무관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
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 2단계의 문항 일부에는 아직 
학습하지 않은 다음 단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으며,16) 성취도 평
가라는 단계평가의 실시 목적과 달리 3단계 평가에서는 해당 단계 외 1
단계와 2단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17)

시험의 형식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우선 문항의 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문항별로 평가과제가 다
르며, 각각의 평가과제가 요청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도 역시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와 무관하게 단계평가의 모든 구술시험 문항별 배점은 
5점으로 같다.18) 각 문항에 배정된 시험 시간도 문항의 난이도와 그 문
항과 연관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처럼 단계
평가 구술시험에서 문항마다 동일한 점수와 시험 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평가의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평가 구인 및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19) 평가 구인은 평가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평
가도구를 통해 측정가능한 것, 과제 수행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점수화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20) 현행 구술 평가의 평가 구인이 무엇
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구인을 기술한 법령 규
정이나 별도 지침은 없으며, 현행 교재에서도 평가 구인이 무엇인지 기술
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21) 현행 교재가 개발 시 참조했던 ‘국제통용 한
14) 박경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 29

쪽.
15) 강수정, 「이주민 대상 한국어 평가 연구의 발전 방향 모색」, 901쪽.
16) 강수정, 이민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동향과 실태 고찰」, 

『외국어교육』, 24권 1호(2017), 310~311쪽.
17) 강수정, 이민정, 같은 논문, 같은 쪽.
18) 이미향, 서혁, 김호정,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

론」, 66~67쪽.
19) 강수정, 「이주민 대상 한국어 평가 연구의 발전 방향 모색」, 901쪽.
20) 민병곤, 이성준,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의 쟁점과 과

제」, 『국어교육연구』, 38호(2016), 91쪽.
21) 현행 교재는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교재와 분명한 차별점을 보인다(이미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참여자 요구분석」, 『문화와 융합』, 41호(2019),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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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련된 별도의 서술은 제
시되어 있지 않다.22) 이처럼 평가 구인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찾기가 어
렵기 때문에, 채점자는 채점표의 평가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구술시험 채점표는 여러 구인을 한 문장 안에 뒤섞어 놓은 평가기준
을 제시하나 개별 구인의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1~3단계평
가 채점표는 유창성을 중요한 구인이자 평가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런데 유창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세부 요소가 무엇인지 채점표
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23) 

이처럼 평가 구인 및 평가기준이 모호하므로 채점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4) 불명확한 채점 기준 때문에 구술시험 평가에 참여
하는 강사들은 채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5) 구인과 평가기준이 명
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자는 총체적인 인상 평가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26) 채점의 신뢰도 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

참고).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았다(이미혜 외,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8), 21쪽 참고). 이처럼 교
육 평가의 문제 해결보다는 교육내용 개선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므로 
현행 교재에서 평가 구인에 관한 서술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
다.  

2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연구진은 총 6등급으로 구분된 등급
별 평가 총괄 목표와 말하기의 등급별 목표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발음
의 경우에도 발음에 따른 등급별 분류를 제시하였는데, 평가 구인을 명시
하지는 않았다(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7), 104~107쪽, 148~149쪽, 216~217쪽 참고).

23) 김나미, 김영주는 유창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정확성과 어휘, 
문법 사용, 발음, 발화 속도, 억양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유창성과 “발화 
속도, 휴지, 망설임이나 침묵의 정도와 빈도 등 정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 
발화 흐름”과 관련하여 유창성을 규정하는 협의의 유창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김나미, 김영주, 「말하기 유창성 평가에서의 평가 구인 간 상관관
계」, 『한국어 의미학』, 59호(2018), 90쪽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 평가 채점표 평가기준은 협의의 유창성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나 채점
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어의 유창한 사용”과 같은 평가기준은 광의의 
유창성 개념과 연관된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평가 채점표에서 유창성의 의
미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24) 박경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 29, 
33쪽.

25) 이윤정 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단계별 평가체계에 관한 분석 및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연구』, 13권 4호(2020),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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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채점신뢰도 확보를 위해 구술시험관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평가 구인과 평가기준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
다. 

채점 척도와 합격선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점 시에 구인에 
따라 다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외 시험의 경우 총체적, 분
석적 채점 방식을 혼용하기도 하며, 채점 척도도 다양하게 사용한다. 일
례로 토익(TOEIC)의 경우 평가 영역에 따라 0~3점, 0~6점 척도를 혼용
한다.27) 이와 달리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은 0~5점 척도만 활용한
다. 앞서 언급하였듯, 각 문항이 요청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도와 각 
문항에서 제시된 과제의 난이도가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6점 척도를 모
든 문항 평가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2.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
출제와 시험의 형식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28)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어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평가의 문제는 평가 구인 및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는 데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은 평가 구인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상세히 기술한 채점표를 도입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의 구술시험은 총체적 채점 
척도(holistic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총체적 채점의 
가장 큰 장점은 종합적 평가 결과를 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채점지는 1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5개 문항의 
평가 결과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 채점은 많은 단

26) 이미향, 서혁, 김호정,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
론」, 68쪽.

27) 원미진, 황지유, 「언어능력 평가로서의 말하기 평가 내용 연구-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국내외 말하기 평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5호(2018), 67쪽.

28) 출제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서는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성 강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평가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출제하고, 학습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문과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
(박경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 29, 
33쪽 참고). 이와 더불어 문항의 난이도에 따른 배점 및 시험시간 차등화
에 대해서도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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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평가 점수가 무엇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알 수 없고, 평가 구
인별 평가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등급 결정이 어려우며, 채점자의 
보이지 않는 채점 기준이 채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29) 
  
이러한 총체적 채점의 단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의 특성 때문에 더
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은 주로 성인학습자
들인데,30)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 성인학습자의 성취도는 개인의 역량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언어 능력의 발달이 대개 영역별로 균일
하지 않다.31) 일례로 쓰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말하기와 듣기에 능숙하
지 못한 학습자, 단어는 잘 알고 있지만 문법에는 익숙하지 않아 문장 쓰
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교육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
럼 언어 능력이 영역별로 불균등한 학습자를 평가할 때 평가 범주가 명확
하지 않으면 평가자는 주관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채점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총체적 채점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적 채점 척도(analytic 
rating scale)를 활용한 채점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분석적 채점은 구
체적인 평가 목표와 기준에 따라 구인별로 평가하므로 채점이 용이하다. 
또한 평가 결과가 언어 능력의 영역별 개요를 제시하므로,32) 영역별로 성
취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 단계의 학습에 긍
정적인 환류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33) 

29) Lyle F Bachman and Adrian S Palmer,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09-210.

30) 2018년에 시행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대(41.5%)와 30대(43.2%) 학
습자가 교육 수강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혜 외,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 기초 연구』, 53쪽). 

31)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현장에서 개인별 
차이에 따른 성취도 차이는 상당하다. 2018년에 시행된 설문에서 강사들
은 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능력차이가 큰 학생들로 학급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이미혜 외,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 기초 
연구』, 72~73쪽). 학습자의 능력에 알맞은 단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 주요한 원인일 수도 있다. 

32) Bachman and Palmer,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p. 211.
33) 이선영,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서의 평가범주의 세분화 문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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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석적 채점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 범주별 평가 영
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평가 영역이 다소 모호하거나 중복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적 채점표를 활용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
어 능력을 중복 채점하게 되어 채점 과정이 비효율적이게 된다.34) 또한 
구인별로 평가를 나누어 진행하므로 분석적 채점표를 이용하면 채점에 보
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35) 

현행 구술시험 평가에서는 총체적 채점이 지닌 장점보다는 단점이 명백하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채점 방식의 변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적 채점을 이용하면 평가 구인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고, 평가 구인 세분화에 따라 교육 목표 성취 여부를 보다 명확
히 알 수 있으며 결과를 활용하는 환류 작용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분
석적 채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적 채점표 도입이 어떠
한 개선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모의 평가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V. 모의 평가 및 설문조사

1. 조사 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평가에서 분석적 채점표를 활용할 때 어떠한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통합프로
그램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모의 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표에 관해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강사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30대가 4명, 40대 3명, 
50대 3명이었고 20대와 60대가 각각 1명이었다. 강사들의 강의 경력은 1
년 미만이 7명이었으며, 1~4년이 1명, 7~10년이 2명, 10년 이상이 2명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강사들은 모두 한국어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양한 유형의 한국

구」, 『우리어문연구』, 45호(2013), 28쪽.
34) 이선영, 같은 논문, 49쪽.
35)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을 비교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석적 채

점이 종합적 채점에 비해 약 1.6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김정숙, 「한국
어 쓰기 능력 평가 방안-종합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 결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3호(2010), 9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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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업을 3년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다.

설문조사 시행 전 현행 채점표와 분석적 채점표를 동시에 활용한 모의 평
가를 수행하였다. 모의 문항을 먼저 작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1단
계 수강생 2명의 협조를 얻어 응답을 녹음하였다. 강사들은 녹음 내용을 
듣고 현행 채점표와 분석적 채점 척도를 활용한 모의 채점표로 동시에 평
가하였다. 평가가 끝난 후 강사들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채점
표 활용의 효과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강사들의 의견
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채점표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일부 문항은 선다형과 서술형으로 작성하였
다. 설문조사 후 설문 응답의 취지를 확인하고자 별도 면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하였다. 

2. 모의 채점표 제작
모의 채점을 위해 분석적 채점 척도를 활용한 채점표를 별도로 제작하였
다. 전술하였듯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의 평가 구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평가 구인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채점표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분석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박경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평가를 분석하면
서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 논리적 담화 구성, 구술의 유창성 등을 평가 
요소로, 이미향, 서혁, 김호정은 ‘발음’, ‘어휘와 문법’, ‘언어 사용의 정확
성과 유창성’, ‘담화 구성력과 논리력’을 구인으로 파악하였다.36) 이처럼 
구인 분석 결과가 다른 것은 연구자별로 구술 평가의 구인 범주 정의와 
구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37)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평가의 구인을 8

36) 이미향, 서혁, 김호정,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
론」, 68~69쪽.

37) 토플(TOEFL)이나 아이엘츠(IELTS)와 같은 국외 외국어 구술시험은 어
휘, 문법, 발음, 유창성, 조직, 내용, 과제수행, 사회문화적 적절성, 상호 작
용 등을 주요 구인으로 활용한다(이승원 외,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구인 선정 연구-일반 목적 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국어
교육』, 123호(2020), 320쪽).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 시험이 
전술한 구인을 모두 활용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구인 체계로 평가를 시
행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어 구술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숙은 11
건의 연구에 제시된 말하기 평가 구인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면
서, 연구자에 따라 그 체계와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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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누어 정의한 김정숙의 분류법을 차용하였는데,38) 비교적 세분화
된 구인 체계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숙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최대한 현행 채점표의 서술 내용에 근접한 
구인을 선정하여 모의 채점표를 작성하였다. 텍스트 읽기를 평가과제로 
제시하는 1번 문항은 평가기준 서술에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므로 “발음능력”을 평가 구인으로 선정하였다. 2번 문항은 
텍스트 내용 말하기를 평가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1번 문항에서 제시
된 “발음능력”을 포함하여 “언어능력”과 “과제 수행 능력”을 구인으로 결
정하였다. 주제 관련 말하기와 소재나 상황 설명하기를 각각의 평가과제
로 삼고 있는 3번과 4번 문항에 대해서는 “언어능력”, “발음능력”, “과제 
수행 능력”에 덧붙여 평가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구성 능력”을 구
인으로 확정하였다. 주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는 5번 문항의 구
인으로는 3번, 4번 문항의 4개 구인에 “상호 작용 능력”을 추가하였다. 

모의 채점표를 작성할 때 구인을 통합하여 새로운 평가 범주를 만들지는 
않았다. 구인 세분화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발음과 억양을 하
나의 구인으로 볼 때와 독립된 구인으로 볼 때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내용의 적절성과 풍부함을 개별적인 구인으로 평가하면 
평가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39) 사전에 평가 구인의 상관성을 예

고 있다(김정숙, 「한국어 말하기 능력 구인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25권 4호(2014), 7쪽 참고). 

38) 김정숙은 연구 과정에서 8가지 구인을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김정숙, 「한국어 말하기 능력 구인 설정을 위한 기
초 연구」, 18~19쪽 참고).  

  ○ 과제 수행 능력: 요구된 내용과 기능을 잘 수행하는가?
  ○ 내용 구성 능력: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하는가?
  ○ 담화 능력: 조리 있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구성하는가? 내용 제시 및 

전개에 결속 장치나 전형적인 표지들을 잘 활용하는가?
  ○ 언어 능력: 어휘, 문법을 다양하고 적절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 발음 능력: 발음, 억양, 말의 속도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가?
  ○ 구어 전달 능력: 발화 목적에 맞게 강조, 반복, 도치, 발화 속도 조절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가?
  ○ 사회언어적 능력: 발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언어 격식

을 사용하는가?
  ○ 상호작용 능력: 청자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청자와의 공감, 청

자의 흥미 유발이 가능하도록 설득력 있게 발화하는가?
39) 이선영,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서의 평가범주의 세분화 문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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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기 어려우므로, 구인을 통합하기보다는 최대한 구인을 나누어 채점표
를 작성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KoSTAP)의 채점기준표 형식을 차용하여 
모의 채점표를 제작하였다. 아래와 같이 선정된 구인을 기입하고 구인에 
알맞은 평가기준을 2개 내외로 기술하였다.40) 

  
[표 4] 모의채점표(3번 문항)

현행 구술시험 채점표는 총 5문항을 평가기준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거
나 못하는 경우인 0점부터 5점까지 6등급으로 채점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 모의 채점표의 등급도 현행 채점표의 6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
다.41) 그리고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KoSTAP)의 채점표처럼 2
점과 4점에 대해서는 채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응답을 하지 못하는 
0점을 제외하면,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정확”, “매우 양호”, “양호”, “부
족”, “매우 부족” 등과 같은 인상 척도를 활용하게 된다. 이 때 단계적 등
급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문구를 5개 등급에 반복하여 서술
하게 되므로 그 결과 채점표가 불필요하게 길어져서 채점 기준을 명확하
게 알기 어렵게 된다. 채점 기준을 부각하기 위해서 2점과 4점의 채점 기

구」, 46쪽.
40) 민병곤 외,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연구」, 『국어교

육』, 157호(2017), 325쪽. 홍은실 외,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채점 타당
도 연구-워크숍 기반의 채점자 훈련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4호
(2020), 537쪽.

41) 학문목적 말하기 평가(KoSTAP)의 채점기준표는 현행 구술 평가의 채점
표와 동일하게 6점 척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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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삭제하여 채점표를 간소화하였으며, 2점과 4점으로 평가할 때에는 1
점, 3점, 5점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평가 전 강사들
에게 고지하였다. 

3. 설문조사 구성
모의 채점표 형식의 효과와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여 설
문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세분화된 평가 방식이 보다 타당한 평가 방식
인지, 상세히 서술된 평가기준이 평가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 구인의 수
는 적절한지, 서술된 평가기준이 평가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관한 문항을 
통해 강사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점자 신뢰도와 
관련된 강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채점 관련 지침과 채점자 교육의 필
요성에 관한 문항도 같이 작성하였다. 

평가 구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현행 구술시험 채점표의 구인이 명확하지 않고, 강사마다 평가 구인에 대
한 인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초
급, 중급, 고급을 나누어 평가 구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핵심적 
구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여,42) 사회통합프로그
램의 초급과 중급 과정에서 각각 평가해야 할 구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강
사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도 설문에 포함하였다. 

V. 모의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1. 모의 평가 결과 
모의 채점표의 채점 결과가 현행 채점표를 사용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
는데, 평가 구인이 다른 3번과 5번 문항에 대한 채점 결과를 대별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김윤희,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핵심 평가 구인 설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280~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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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3 번 문항 5 번 문항

학습자 A 학습자 B 학습자 A 학습자 B

현행 채점표 채점 평균 3.1 2.9 3.9 2.4

모의 채점표 채점 평균 3.45 3.575 4.2 2.475

t 검정의 p 값 0.0343 0.0012 0.2284 0.7343

[표 5] 채점 결과(3번, 5번 문항)

위 표의 채점 평균만 비교해보면 보면 분석적 채점표를 사용할 때 강사들
의 부여하는 점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의수준 .05로 t검
정을 실시한 결과 3번 문항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분석적 채
점표를 사용할 경우 항상 점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총체적 채점표
와 분석적 채점표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총체적 채점표에서 더 높은 점수
를 채점자들이 부여했던 한 연구 사례를 참고하면,43) 점수의 차이를 채점
표 형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채점표 유형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문항의 경우 유
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행 채점 방식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채점표와 
분석적 채점표를 활용했을 때 평균의 차이가 두드러진 학습자B의 3번 문
항에 관한 구인별 채점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인

구분 언어 능력 발음 능력 과제 수행 능력 내용구성 능력 기존 채점표 평균

평균 3.4 3.5 4.1 3 2.9

표준편차 1.0750 1.2693 0.8756 0.8165 0.7379

t 검정의 p 값 0.1773 0.0510 0.0051 0.5911 　
[표 6] 학습자B의 3번 문항 구인별 채점 결과

43) 조재윤, 「말하기 평가 방법간 신뢰도 분석 연구-초등학생의 설득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호(2006), 509쪽.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의 구술시험 평가 개선 방안 연구

http://www.homomigrans.com                                 이주사학회 103

유의수준 .05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과제 수행 능력”에
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원인은 학습자B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B는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많은 내용을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최대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강사들은 내용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용구성 능력”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과제 수행 능력”은 
그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학습자B는 명확하게 구인별로 언어 능력
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차이를 현행 채점표로는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없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적 채점표 활용에 관련된 주요 설문 문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기존 채점 방식보다 타당한 
평가 방식인지 여부 0 1 7 4 3.25 0.6

등급단계 조정의 필요성
(예. 3 등급, 4 등급 등) 0 5 7 0 2.58 0.49

3 번 문제 구인의 수 
적절성 여부 0 1 9 2 3.08 0.49

5 번 문제 구인의 수 
적절성 여부 0 1 10 1 3 0.41

평가기준이 채점에 
도움되는지 여부 0 0 7 5 3.42 0.49

[표 7] 채점표 관련 설문 결과

강사들은 세분화된 분석적 채점표가 보다 타당한 평가 방식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자들이 총체적 척도를 사용하는 
채점표보다 분석적 채점표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44) 분석적 채점표의 장점으로 강사들은 “구인별로 나뉘어 있어 체계
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평가 구인별로 세분되어 있어 평가가 비
44) 이선영,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서의 평가범주의 세분화 문제 연

구」,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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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주로 언급하였다.45) 이러한 강사들의 견해는 분석
적 채점표의 장점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46) 
그러나 강사들은 분석적 채점표의 단점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일치된 견해
를 보이지 않았다.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거
나 “평가항목의 평가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복된다”고 보는 
의견도 각각 1건씩 있었으나 단점에 관해 강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찾기
는 어려웠다. 

분석적 채점표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강사도 1명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석적 채점표의 문제점과 무관했다. 해당 강사는 현행 
채점표를 활용하든 분석적 채점표로 평가하든 최종 성적에 큰 차이가 발
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채점표 형식 변경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는 취지로 답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채점표 형식은 점수의 일관성 및 
평가의 주안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며,47) 앞서 제시
한 대로 총체적 채점의 경우 명시적이지 않은 평가기준으로 채점자가 평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분석적 채점표를 구술시험 채점에 도입한
다면 분석적 채점표 활용의 장점과 의미에 관한 채점자 교육도 병행할 필
요가 있다. 

그런데 강사들은 평가 구인의 수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강하게 긍정하지
는 않았다. 일부 강사들은 모의 채점표 구인의 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어떤 구인을 더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찾기
는 어려웠으나 독특한 점은 강사들이 분석적 채점표 작성에 어려움을 크
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구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강사들은 구인에 따른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채점표가 정확한 

45) 평가목표를 구체화하면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구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어 채점의 결과를 학습자의 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다는 것이 분석적 채점의 중요한 장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적 채점의 
환류 효과에 대해 별도 면담 과정에서 강사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강사들이 분석적 채점 결과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기보다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강생의 이전 단
계 시험 성적을 확인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이
었다. 

46) 이선영, 같은 논문, 48~49쪽.
47) 박재현, 「화법 평가의 쟁점과 발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50권 2

호(2015),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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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을 방해하므로 분석적 채점표보다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력이 짧은 강사들도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분석적 채점표를 활용한 구술시험 채점을 해본 경험이 많아 분
석적 채점에 능숙하다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다.48) 이와 반대로 일부 강사
는 구인의 수를 줄이거나 문항에 따라 구인을 통합하여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체 문항에서 공통되는 “발음능력”과 2~5번 문항에 공통된 
“언어능력”을 반복하여 평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구인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강사도 있었으며, 3~5번 문항에서는 “발음능력”과 
“언어능력”을 통합하는 것이 평가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
안한 강사도 있었다. 

모의 채점표에 제시된 평가 구인의 타당도에 대해서 강사들은 대체로 긍
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일부 구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긍정하지는 
않았다. 3번 문항에 관해서 강사들은 “과제 수행 능력”과 “언어 능력”을, 
5번 문항의 경우 “언어능력”과 “과제 수행 능력”을 보다 타당한 구인으로 
보았는데, 구인 타당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5번 문항의 
“상호 작용 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구인에 대
한 강사들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강사들은 초급 단계에서는 “언
어 능력”과 “발음 능력”, “과제 수행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내용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49) 이
와 같은 4개 구인은 3, 4번 문항의 4개 구인과 동일했다. 중급 단계에서
는 “언어 능력”과 “담화 능력”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사
회 언어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사들은 응답하였다.50) 이처
럼 그 어느 단계에서도 강사들은 “상호 작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

48) 강사들은 현행 평가 등급을 조정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평가 
등급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평가 등급 변경에 대해 강
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주로 강사들의 평가 경험과도 연관된
다. 많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구술 능력을 무응답을 제외한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강사들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분
석적 채점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49) 초급과 중급 수업에서 각각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구인이 무엇인지 2가
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구인을 2가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구인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50) 초급 단계의 구인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선택은 4개 구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급 단계에서는 3개 구인 외 다른 구인에 대해서는 의
견이 다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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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므로 5번 문항의 구인으로 제시된 “상호작용 능
력”의 타당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51) 

마지막으로 채점 지침서 및 채점자 교육과 관련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모의 채점표의 평가기준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성 0 4 7 1 2.75 0.6

평가기준에 관한 상세한 
지침서 필요 여부 0 1 5 6 3.42 0.64

평가기준에 관한 사전 교육 
필요 여부 0 2 4 6 3.33 0.75 

[표 8] 지침서 및 사전교육 관련 조사 결과

구인과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뒤섞여 있는 현행 채점표와 달리 모의 
채점표에는 구인의 정의에 알맞게 2가지 전후의 평가기준을 기입하였는
데, 강사들은 모의 채점표보다 더욱 상세한 평가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평가기준 상세화를 요청한 강사들은 모의 채점표
의 기준이 현행 채점표보다는 상세하나 여전히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모호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강사들은 평가기준이 무엇
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평가기준 서술이 평가를 위해 효율적이므
로 평가기준 상세화는 필요없다고 보았다. 
  
채점표의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으나 강사들은 구술시
험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서와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별도 면담 과정에서 강사들은 분석적 채점의 경우 구인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채점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을 지침
서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하였다.52)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
51)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강사들은 초급 단계에서 “상호 작용 능력”이 타당

한 구인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사들
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므로 “상호 작용 능력”이 과연 초급 단계의 평가 구
인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려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구인 타당도에 
관한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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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강사들은 “평가표를 활용한 채점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 또는 예시”
가 필요하며, “구술시험관의 의견 조율 없이”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
로 자세하게 기준이 서술된 “구술시험 평가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부 강사들은 지침서와 사전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
인에 관해 공통된 이해를 확립할 수 있는 지침서 및 채점자 교육의 필요
성을 강사들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술시험
관 교육에서 평가기준을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교육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일부 강사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특히 내실있는 교육 시행이 채점신뢰도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모의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논의 
모의 평가의 일부 문항 채점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은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채점 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의 모의 평가 시행 횟수는 제한적이었으나, 채점 방식에 따라 평가 점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학습자B의 사례는 총체적 채점 방식의 한
계점을 드러낸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는 총체적 채점 
방식으로는 학습자B와 같은 학습자의 성취도를 적확(的確)하게 평가하기
가 어려우며, 그 대안으로 분석적 척도를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분석적 채점표 도입의 필요성과 장점을 확인할 수 

52) 채점표의 형식뿐만 아니라 채점자의 특성에 따라 채점 편향이 발생하기
도 한다. 한국어 교육 경력 유무와 교육 경험 기간, 전공이 채점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이향,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발음 영역 채점에서의 채점
자 특성에 따른 채점 경향 연구-한국어 교육 경험과 전공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9호(2013), 241~242쪽), 한국어 교육 경
험이 있는 경우 초급보다는 중·고급 문항에서 엄격하게 채점하는 경향이 
있다(원미진, 김지영, 「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채점 경향 분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7호(2017), 190쪽). 이처럼 채점
자의 특성도 채점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지만, 분석적 채점표를 활용할 경
우 구인에 대한 이해 차이는 채점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점자 
교육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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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강사들은 현행 평가 방식 채점표 개편이 필요하며, 모의평가에서 
사용했던 분석적 채점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
가 등급은 현행대로 6점 척도를 이용하되 구인별로 2개 내외의 평가기준
을 제시하는 분석적 채점표가 채점에 도움이 된다고 강사들은 생각하였으
며, 그 장점으로 강사들은 구인 중심으로 세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용이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설문조사에서 강사들은 분석적 채점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인과 관련
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강사들은 일부 구인이 평가에 적
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평가 구인을 언어 단계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급과 중급의 수준에 적합
한 평가 구인에 대해 강사들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평가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는 단계별로 교육목적에 맞는 평가 구인 
선정 및 그에 따른 평가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강사들의 
구인에 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분석적 채점표의 효과를 극대화하
려면 먼저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구인을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평가 단계에 
적합한 구인과 그 수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단계평가 구인에 관한 연구
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교육과정과 평가 구인의 연계성 및 구인의 내용 타
당도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강사들은 구술시험 평가와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서 제작 및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분석적 채점에서 구인에 대한 채점자들의 이해가 동
일하지 않으면 심각한 채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사들은 채점신
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침서 제작 및 보급과 정기적인 교육 시행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위한 정기적 교육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향후 채점 방식 개편이 이뤄진다면, 채점신뢰
도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채점자 교육
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평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
는 목소리를 감안하여 채점자 교육의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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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 채점표 활용을 중심으로 현행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구술시험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목
적에 맞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석적 척도를 활용한 채점표는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분석적 채점표는 채점이 용이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체계화된 채점을 통해 성취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서 제작 및 채점자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교육 평가
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한 경우는 드물다. 사
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강사들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강사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경
력을 갖고 있다. 또한 모의 평가 횟수가 많지 않고 연구에 참여한 강사의 
수도 제한적이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은 분명하나, 분석적 채점표는 현행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검토의 가치는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강의 경력이 다양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거점에서 
모의 평가를 시행해본다면 분석적 채점표 도입의 장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행 사회통합프로그
램의 구술시험 평가 구인의 타당도와 문항별로 적절한 평가 구인의 수에 
관해서도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총체적 채점 방식을 이용하는 현행 구
술시험 평가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요
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사회통합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
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
선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연구
처럼 문제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개선 방향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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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의 결과
가 단계평가 구술시험 평가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한다. 

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dearkjbae@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이민
자(migrants), 단계평가(level evaluation), 구술평가(speaking 
assessment), 분석적 채점(analytic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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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의 구술시험 평가 개선 방안 연구: 
분석적 채점표 활용을 중심으로 

배 경 진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평가 방식의 문
제점 해소 방안으로서 분석적 채점 척도를 활용한 채점표 도입을 통한 개
선 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통합프
로그램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모의 평가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모의 평가 결과 분석적 채점 점수가 총체적 채점 척도를 이용하는 
현행 채점표 점수보다 높았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설문조사 결과, 강사들은 구인별로 세분화하고 2개 전후의 평가기준
을 제시한 분석적 채점표가 현행 채점표보다 평가에 용이하며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강사들은 채
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상세한 채점 지침서와 내실있는 채점자 교육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의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는 총체적 채점 
척도를 활용하는 현행 채점표가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채점 지침과 채점자 교육이 제공된다면 분석적 채
점표가 현행 평가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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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 Rating for Speaking Tests of the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Bae, Kyungj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problems concerning 
speaking tests of the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alytic assessment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holistic rating of KIIP. To this end, analytic 
rating sheet was made for simulation tests, while twelve instructors, 
who have worked for KIIP in Gyeongsangnam-do, judged two testers 
with holistic and analytic rating sheets respectively, and then 
answered a survey.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the simulation 
test scores are higher when instructors graded with the analytic 
rating sheet,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olistic and 
analytic scoring were found. Second, the instructors, as the survey 
showed, preferred analytic rating primarily because it allowed them to 
grade more efficiently. In addition, they thought that analytic rating 
helped them to measure learners' achievement correctly, and that a 
guide for accurate evaluation and rater training programs should be 
given. The results suggest that a holistic scoring method, which KIIP 
currently employs, failed to evaluate learners correctly, and thus 
should be replaced with analytic 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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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자료로 본 고 백포만의 포구세력
-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대를 중심으로 -

                                                                   
이 동 희         

Ⅰ. 머리말

해남반도는 海灣을 중심으로 해남만, 백포만, 도암만 등 세 개의 권역으
로 구분할 수 있다1). 고(古) 백포만과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해안가의 
송지면과 화산면 이외에, 조금 더 내륙에 위치한 현산면이 포함된다. 
 고 백포만에 속해 있는 해남군 현산면 일원은 백제시대에 塞琴縣, 통일
신라시대에 浸溟縣, 고려시대에 海南縣으로 각기 불렸는데, 침명현은 신
미국이나 침미다례와 음상사하고 있어 주목된다2). 

3세기 후반 『晉書』 장화열전의 ‘新彌國’, 4세기 후반 『日本書紀』의 
‘忱彌多禮’는 모두 동일국으로 해남반도에 비정되는데, 특히 백포만이 주
목된다. 4세기 후반대에 백제에 의한 ‘침미다례’ 도륙 기사를 보면, 백포
만 일대를 포함한 해남지역은 4세기 중엽까지는 독립적인 정치체로 볼 
수 있다. 

고 백포만의 어귀에 위치한 군곡리유적은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해로상
에 위치하면서 해양교류의 거점이다3). 기존에 해남 군곡리 유적을 포함
하여 백포만의 중요 유적과 성격에 대한 조사·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었
고, 문헌에 보이는 신미국이나 침미다례와 연결시키는 견해들이 제시된 

1) 김미연, 「3∼6세기 해남반도 고고학적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2) 강봉룡,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백제학보』, 
26(2018), 8~9쪽.

3) 최성락,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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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그런데, 해남지역의 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 백포만에 대하여 통시
적으로 정치체의 형성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미약하였다. 특히, 
백포만의 거점 항구와 관련되면서 정치체의 시작인 군곡리유적의 형성기
부터 기원후 4세기대까지의 복합사회 성장과정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다. 
즉, 기존에 해남지역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는 군곡리패총의 중요성 외에, 
취락·고분 등의 고고자료가 비교적 뚜렷이 확인되는 3∼6세기대에 집중되
어 있다. 본고는 지석묘와 패총 자료 등의 고고자료를 참고하여 기원전후 
시기부터 4세기후반대 근초고왕 남정시기까지를 중심으로 백포만의 역사
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청동기시대 지석묘부터 원삼국시대 패총, 환호(환구), 분
묘에 이르기까지의 최신 고고자료를 분석하여 읍락과 소국의 형성, 백제 
편입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해남지역 지석묘에 대한 조
사·연구성과를 보면 지석묘의 하한이 기원전후까지 내려와 군곡리유적과 
연결되고 있어 중요하다. 특히, 군곡리유적은 지석묘의 하한과 패총, 환
호, 제의 유적 등이 조합관계를 보이고 있어 초기 정치체 즉, 읍락 형성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읍락 단위의 정치체를 유추
해 볼 수 있는 보성 조성리 유적에서도 지석묘 문화 기반하에서 환호취락
이 성장하는 공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해남 백포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 백포만의 내륙에 위치한 현산면 분토유적과 해안변의 송지면 
군곡리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위계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단계별
로 중심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고 백포만의 정치체 성장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연안항로 루트에서 해양교
통의 결절점이자 거점 역할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직결되는 것
이 항시와 항시국가의 성장이다. 본고에서는 고 백포만 일대가 항시(국
가)라는 관점에서 영산강유역과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군곡리유적을 포함한 고 백포만일대는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중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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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읍면

지석묘 조사 현황 종합

해남
군의 
문화
유적

(1986)

문화
유적
분포
지도

(2002)

국립나
주문화
재연구

소
(2017)

기
타　

대한문
화재연
구원

(2020)

최다
군집
수

최
다
기
수

군집
평균
기수

1 해남읍 30 55 30 7 47 7 69 9.9

2 삼산면 43 60 49 49 11 72 6.5

3 화산면 141 142 127 127 7 144 20.6

 <표 14> 해남군의 지석묘 현황(조진선 2020) 

항지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대규모 분묘군이나 항만시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4). 이렇듯, 고 백포만에서 가장 중요한 군곡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가 아직 미약하여 향후 조사성과에 따라 역사적 해석에는 변동성이 상존
한다. 

Ⅱ. 지석묘 조영기의 고 백포만 집단

1. 해남군의 지석묘 
해남군의 지석묘 지표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지표조사 때마다 군집과 기수가 상이한데, <표 1>은 최
다 군집과 최다 기수를 종합한 내용이다. 총괄해 보면, 해남지역의 지석
묘는 모두 118개군 1,302기에 달한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백포만, 즉 현산면·송지면·화산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산면이 18개군 373기로 해남군에서 최다기수이고, 
화산면은 7개군 144기이다. 군집평균기수로 보면 화산면 20.6기, 현산면 
20.7기로 해남군의 면 단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다5). 이는 2개면의 지
석묘군 존속기간이 길고 지석묘군을 축조한 집단의 규모, 즉 인구가 많았
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현산면 고현리 지석묘 조사 결과, 소형대부토기
와 우각형파수가 출토되어 그 하한을 기원후 1·2세기까지 내려볼 수 있는 
유물들이다6).
이에 비해 군곡리유적이 있는 송지면은 9개군 64기로서, 군집평균기수는 

4) 최성락·김영훈, 「해남 군곡리 패총의 위상과 역할」, 『군곡리 패총, 동아
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290~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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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산면 298 373 308 316 18 373 20.7

5 송지면 28 63 31 29 9 64 7.1

6 북평면 0 0 0 0 0 0 0 0

7 북일면 27 20 32 32 1 32 32

8 옥천면 160 167 140 2 124 21 201 9.6

9 계곡면 60 57 36 36 6 61 10.2

10 마산면 122 134 108 95 17 152 8.9

11 황산면 9 10 10 9 2 10 5.0

12 산이면 74 74 41 38 9 76 8.4

13 문내면 23 19 27 26 6 31 5.2

14 화원면 7 10 11 10 4 17 4.3

합계 1,022 1,184 950 938 118
1,30
2

11

7.1기에 불과하여 소형 군집이 대다수를 점한다. 이는 백포만 입구의 송
지면의 지석묘는 존속기간이 짧았을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 늦을 것이
다. 

그리고, 해남군 지석묘의 분포밀도와 확산경로를 보아도 내륙인 옥천면에
서 현산면·화산면을 거쳐 송지면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남면
의 가장 남쪽인 송지면 남부와 북평면 일대에 지석묘가 분포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도 지석묘의 확산경로를 짐작할 수 있다7). 

한편, 해남군의 지석묘 연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해남군 일대는 보성강유역이나 탐진강유역보다 지석묘 축조연대가 늦은 
편이다. 해남군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는 대개 간단한 석관형이 중심으로 
이루고, 석곽형이나 혼축형도 대부분 매장주체부만 갖춘 간단한 구조이

5) 조진선, 「해남의 고인돌 분포와 특징」, 『해남의 고인돌』 (해남군, 
2020).

6)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 
71(2022).

7) 조진선,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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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묘군 명칭 소재지 기수         비 고
해창리 해창 지석묘

화산면 

 16 대표지석묘 500×450×160cm
연정리 지석묘  48 대표지석묘 420×330×100cm
부길리 은산 ‘가’지석묘  7 대표지석묘 490×300×60cm
부길리 은산 ‘나’지석묘  6 남-북으로 1열
방축리 방축 지석묘  10 현재 3기 잔존
방축리 석전 지석묘  2 지석묘 간격은 약 100m
방축리 은산 지석묘  53 대표지석묘 570×480×100cm
군곡리 경모제 지석묘

송지면 

 6 대표지석묘 305×215×35cm
군곡리 군안 지석묘  5 대표지석묘 360×300×150cm

군곡리 말매등 지석묘  5 군곡리패총과 인접한 구릉위
대표지석묘 320×230×110cm

군곡리 방처 지석묘  4 대표지석묘 300×220×40cm

군곡리 현안 지석묘  4 패총 위에 지석묘 위치
대표지석묘 500×260×210cm

다. 이러한 형식의 지석묘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즉, 해남반도
의 지석묘는 조진선 분류 3∼5기에 속해 중심연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후한 시기이다. 지석묘 출토 우각형파수나 늦은 단계 삼각구연점토
대토기로 보면 해남반도 지석묘의 하한은 기원후 1∼2세기까지 내려볼 
수 있다8). 예컨대, 군곡리 군안 3호 지석묘9)에서는 홑구연화가 진행되는 
늦은 단계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기원후 1∼2세기대까지 내
려볼 수 있다. 이는 해남지역에 기원후 1-2세기대의 분묘가 뚜렷하지 않
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곡리 유적 정상부에 기원전후
한 시기의 거석기념물이 확인되어 지석묘의 하한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 고 백포만 권역의 지석묘 현황과 분석
1) 고 백포만의 지석묘 유적
고 백포만 권역, 즉 화산면·송지면·현산면 일대의 지석묘군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고 백포만의 각 면별로 지석묘군을 정리하면 송지면 9
개군 63기, 화산면 7개군 142기, 현산면 17개군 373기 이상 등이다. 

 <표 2> 백포만 권역의 지석묘 유적 일람표(목포대학교박물관 200210))

8)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39~62쪽.
9) 김건수 외, 『해남 군곡리 패총 Ⅳ』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10) 해남군에서 4차례 정도 지석묘에 대한 지표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 목포

대박물관에서 2002년에 조사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가 
보고되어 <표 2>를 작성함에 있어 이 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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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리 영평 ‘가’지석묘  4 대표지석묘 300×140×50cm
미야리 영평 ‘나’지석묘  28 대표지석묘 520×400×380cm
미야리 미야 지석묘  5 미야패총과 인접
가차리 화내 지석묘  2 대표지석묘 420×320×270cm
고현리 학의 ‘가’지석묘

현산면 

 8 대표지석묘 670×490×60cm
고현리 학의 ‘나’지석묘  20
고현리 학의 ‘다’지석묘  25 대표지석묘 440×230×70cm
구시리 하구시 ‘가’지석묘  4
구시리 하구시 ‘나’지석묘  6 대표지석묘 540×340×140cm
구시리 오시골 ‘가’지석묘  2+ 대표지석묘 490×360×110cm
구시리 오시골 ‘나’지석묘  9 대표지석묘 300×80cm
일평리 일평 지석묘  3 대표지석묘 230×165×60cm
백포리 백포 지석묘  6
월송리 원월송 지석묘  12 대표지석묘 230×170×50cm
월송리 증산 지석묘  2 대표지석묘 350×320×60cm
월송리 향교 지석묘  6 대표지석묘 300×210×100cm
읍호리 읍호 ‘가’지석묘  2 대표지석묘 270×180×40cm
읍호리 읍호 ‘나’지석묘 50+ 대표지석묘 330×240×32cm
읍호리 고담 지석묘  1 대표지석묘 230×180×55cm
초호리 초호 지석묘  21 우각형파수 수습
황산리 분토 지석묘 200+ 대표지석묘 600×390×120cm

2) 고 백포만에서의 중심 집단
지석묘 축조 단계에 유력집단(大村,母村)은 인접한 촌락 범위내에서 지석
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다. 이는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장
기간 지석묘가 조영되었다는 의미이다. 모촌을 중심으로 인근에는 자촌
(子村) 조합상을 상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숨바섬 지석묘에 대한 인류
학적 조사에서도 대군집(모촌) 지석묘에서 소군집(자촌)으로 파생됨이 확
인된다11). 고 백포만에서 지석묘 단계 유력 촌락 집단(大村,母村)의 선정 
기준은 여러 세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다군집의 지석묘군이다. 백포만에서 
대촌간의 간격은 1.5∼2km 정도이다.  

  

11) 가종수 외,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숨바섬의 지석묘 사회』 (성남: 북코리
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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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大村(母村)           子村
현산면 고현리 학의 ‘나’(20기)·‘다’(25기) 고현리 학의 ‘가’(8기)

읍호리 읍호 ‘나’(50기이상) 읍호리 읍호 ‘가’(2기)
황산리 분토(200기) 초호리 초호(21기)
월송리 원월송(12기) 월송리 증산(2기)·향교(6기)

화산면 해창리 해창(48기) 연정리(16)
방축리 은산(53기) 방축리 방축(10기)·석전(2기)

송지면 미야리 영평 ‘나’(28기) 미야리 영평‘가’(4기)· 미야(5기) 

   <표 3> 고 백포만 지석묘사회에서의 유력 촌락 집단(大村) 현황표

상기한 바와 같이, 현산면에 지석묘의 절대 수 뿐만 아니라 多群集 지석
묘 즉, 대촌(모촌)격의 지석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석묘가 기본
적으로 농경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지석묘 축조 무렵에 해안가인 화산
면·송지면보다 내륙인 현산면 일대의 가경지가 더 넓었던 것과 관련될 것
이다. 해남지역 지석묘의 확산 경로상으로 보아도 백포만 내륙인 현산면
이 해안가인 송지면·화산면보다 더 이르다는 연구성과12)와 무관하지 않
다. 

<그림 1> 해남지역 주요 유적 및 권역 구분(김낙중 2015)

12)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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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황산리 분토 지석묘군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여
기에 달하여 해남에서 최대 군집이다. 더구나 황산리 분토 지석묘군의 最
大 上石은 백포만에서 최대 규모(600×390×120cm)로 파악되기에 지석
묘군의 군집도와 상석의 크기는 일정한 비례관계를 엿볼 수 있다. 거대 
상석을 이동할 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는 청동기시대부터 이곳이 중심집단이었음을 의미하고, 분토 
일대에 해남에서 가장 이른 단계(2세기대)의 토광묘13)가 발견된 것도 우
연이 아닐 것이다. 고고자료로 보면, 현산면 황산리 분토세력은 신미국 
형성기에 군곡리 세력과 함께 주축세력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
술한다. 

Ⅲ. 패총 성행기의 고 백포만과 군곡리유적, 그리고 읍락 형성

1. 해남반도와 고 백포만의 패총 유적 
현재까지 해남반도에서 확인된 패총 유적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은데, 
모두 20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해남반도에서 패총은 군곡리유적이 소
재한 송지면에 8개소, 현산면 4개소, 화산면 2개소 등 백포만에 14개소가 
있고, 그 외에 해남읍 3개소·황산면 1개소·산이면 2개소 등이 확인되었
다14). 철기시대로 좁히면 송지면 8개소, 현산면 4개소, 화산면 1개소, 해
남읍 2개소, 황산면과 산이면 각 1개소가 되어 송지면·현산면·화산면 등 
백포만 일대에 패총이 집중된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군곡리 패총은 그 규모로 보면 동시대 해남의 여러 
패총과 비교하여 규모가 탁월하다. 즉, 길이 300m, 너비 200m로 그 면적
이 2만여평에 달한다15). 여타 패총은 길이 20m 내외가 다수를 점한다. 

13) 전남문화재연구원,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Ⅱ』 (2009).
14) 목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2002).
15) 최성락, 「해남 군곡리 패총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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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총 명칭 소재지 시대  최대 규모(m) 출토 유물
연동리 남송

해남읍

철기 패각층 소규모 적갈색연질토기
내사리 신리 삼국 길이10,너비0.5 회청색경질토기

옥녀봉 철기 너비2, 높이5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연호리 와등 황산면 철기 길이10,두께0.5 경질무문토기
대진리 대진 산이면 철기 길이7,두께0.7 경질무문토기
대진리 지사 삼국 길이 40,너비 25 회청색경질토기

석호리 대인동 화산면 철기 길이25, 두께2.1 격자문 타날 적갈색연질
토기편

석호리 흑석 삼국 길이10,두께0.5 회청색경질토기편

일평리 일평

현
산
면

청동기
-삼국 길이10(소규모) 무문토기편,타날문토기편

백포리 두모①

신석기
-철기

즐문토기,무문토기,적갈색
연질토기

백포리 두모② 즐문토기,경질무문·적갈색
연질토기

백포리 두모③ 즐문토기,무문토기,적갈색
연질토기

가차리 화내

송
지
면

철 기 ,
삼국

길이20,너비1,두
께 얕음

경질무문토기, 회청색경
질토기

금강리 금강 철기 경질무문토기

미야리 미야 철 기 ,
삼국 두께1, 양호 경질무문토기, 회청색경

질토기
미야리 영평 철기 길이5.6,두께0.2 경질무문토기
어란리 어불도 철기 길이200,너비5 경질무문토기
군곡리 방처 철기 경질무문토기 다량

군곡리 철 기 ,
삼국

길 이 3 0 0 , 너 비
200

무문토기,경질무문·경질찰
문토기
,타날문토기

군곡리 신정 철기 경질무문토기

   <표 4> 해남반도의 패총 유적 일람표(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2. 군곡리유적의 중요성

군곡리패총은 고 백포만 고대세력의 상징물과 같은 존재이다. 군곡리패총
은 기원전 2·1세기부터 4세기전반까지 장기간 존속하였고, 국제적인 대외
교류의 거점 항구이다. 실제로, 1세기대의 중국 신나라(8-23년) 화폐인 
貨泉이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중국계의 복골·골제 뒤꽂이·철기류, 일본계
의 토기류·토제 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백포만이 사천 늑도·김해지역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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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연안항로를 따라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문물교류의 거점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백포만은 서해에서 남해로 꺽어지는 해로의 중요 지점에 위
치하고,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3세기말에 신미국
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사회로 기능했을 가능성은 크다16).

<그림 2> 해남 군곡리 유적의 공간 배치도(목포대학교박물관 2022)

군곡리유적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1세기대부터 기원후 3세기대이다. 낙랑·
대방군의 멸망과 군곡리 패총의 존속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이는 군곡리 
패총의 전성기가 대외교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유물로서 뒷받침된
다. 그리고, 군곡리유적 정상부인 ‘말매등’에는 기원전후한 시기에 항해의
례, 해양제사와 관련된 환구와 거석기념물이 확인되어 신성한 공간이었음

16) 최성락, 「해남 백포만 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화갑기념한국사
학논총』 (1987); 강봉룡,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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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군곡리유적의 중심시기와 달리 의례와 관련된 거석기념물
과 대형 수혈건물지는 5세기대까지 존속한다17). 비록 4세기(후반) 이후
에 백포만의 중심이 내륙의 현산면으로 이동하지만, 신미국의 원향으로서 
바다를 바라보는 군곡리 구릉은 상징적인 성소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생활유적은 구릉(말매등) 산자락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항과 관련된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 관련자들의 생활공간이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군곡리 구릉의 사면부에는 다양한 수공업(토기와 철기 생
산)에 종사하는 집단이 체계적으로 들어섰을 것이다18). 낙랑·대방군의 멸
망 시점 이후인 4세기대에는 구릉 정상부에도 주거 공간이 들어선다19). 
4세기초를 경계로 그 이전에는 신성한 공간으로 취급되었다가 어느 시기
에 공간에 대한 활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군곡리 유적의 패각
층이 아주 넓고 두꺼울 뿐만 아니라 말매등 제의 공간 주변의 환구 부근
에서 다수의 복골이 출토됨은 뱃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제의적 특수 공간
을 상징하며 부대시설이 주변에 많았음을 의미한다(그림 2). 

3. 고 백포만 일대의 읍락 형성
1) 고 백포만 연안의 읍락 형성
(1) 군곡리 일대 지석묘군의 분석 및 패총의 형성 배경 
송지면의 12개 里 단위에서 군곡리 주변에 지석묘군이 많다. 즉, 군곡리
에 5개군 24기(6/5/5/4/4기)이고 미야리에 3개군 37기(4/28/5기), 가차리 
화내 1개군 2기 등이다. 미야리 영평 ‘가’ 지석묘군(4기)도 군곡리로 넘
어가는 ‘돌고개재’에 위치하여 군곡리 권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송지면 
가운데서 군곡리에 인구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송지면의 지석묘는 현
산면이나 화산면에 비해 전체 군집수나 개별 군집의 수가 적은 편이다. 
이는 존속기간이 화산면이나 현산면에 비해 짧았음을 의미하고 시기적으
로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곡리 일대의 개별 지석묘군의 수가 4
∼6기에 불과하여 지석묘군의 수나 개별 군집도가 화산면이나 현산면보
17)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 패총 제8차 발굴조사 회의자료」 

(2022).
18) 강귀형, 「군곡리패총의 가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

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52쪽.
19)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 패총 제8차 발굴조사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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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우 약해 개별 지석묘군이 단기적으로 존속했음을 의미한다.

군곡리 패총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로 제한해 보면, 군곡리 군안·말
매등·방처·현안·가차리 화내 지석묘 등이 있다. 각 군집이 모두 5기 이하
로 존속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곳에 중심 
집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후대에 필요에 의해 이동된 집단이 존재하되 
그 시기가 늦은 시기이며 존속시기가 짧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남군의 지석묘의 연대가 비교적 늦어 중심시기가 기
원전 3∼1세기대에 해당하는데20), 그 중에서도 더 늦은 단계에 조성된 
지석묘라면 백포만 내륙의 현산면이나 화산면에서 이주한 일부 세력에 의
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곡리 패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안골 지석묘군의 연대가 기원전후한 시기까지 내려온다는 점도 뒷받침
자료이다21). 이는 군곡리 일대의 지석묘가 해남지역의 지석묘 가운데에서
도 가장 늦은 단계임을 웅변한다. 

그리고, 군곡리패총 인근의 군곡리 경모제·군안골·말매등·방처·미야리 영
평 ‘가’ 등의 지석묘는 현산면·화산면의 대형 지석묘군에 비해 군집이 작
고 상석의 크기가 중소형이어서 지석묘의 성행기가 끝날 무렵의 늦은 시
기임을 시사한다. 

고 백포만 연안의 군곡리 패총과 군곡리 말매등 지석묘군, 방처패총과 지
석묘군, 화내패총과 지석묘군, 미야패총과 지석묘군 모두 패총 가장자리 
혹은 패총 위에 지석묘가 배치된다.  군곡리 패총이 기원전후한 시기로 
편년된 만큼 군곡리 인근의 패총과 지석묘는 거의 동시기로 보아도 무리
가 없다. 따라서, 패총 조성시기의 묘제는 지석묘일 가능성이 높다22). 특
히, 철기시대 패총 위에 지석묘가 자리한 군곡리 현안 지석묘는 이러한 
20)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2022).
21) 해남 군곡리 군안 지석묘 ‘가’군(김건수 외, 『해남 군곡리 패총 Ⅳ』) 3

호 지석묘에서는 석관 내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 구연부편 3점이 출토되
었다. 3호 지석묘의 석관은 할석형 판석으로 지상에 축조되었는데 조진선 
분류 Ⅴ기(조진선, 같은 논문, 54쪽)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보고자는 점토
대토기에 근거하여 기원전 2세기말∼기원후 1세기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는
데,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홑구연화가 뚜렷하여 늦은 단계로 파악되기에 
기원후 1-2세기대까지 내려볼 수 있다(조진선, 같은 논문, 57~58쪽).

22) 조진선, 같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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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정리해 보면, 고 백포만에서 지석묘 축조 이른 단계에는 송지면 및 군곡
리 일대가 중심집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남지역에서 지석묘 축조 
후기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패총이 조성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군곡리 인근에 대외교류에 종사하는 유력인들이 모여들기 시작
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륙의 일부 유력세력이 기항지인 군곡리 일대로 이
동하여 항시 활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군곡리 일대의 지석묘
군이 밀집도가 낮으면서 시기가 늦다는 점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종
래 지석묘 군집도가 낮던 송지면 일대에 갑자기 대규모 군곡리 패총이 조
성된 것은 송지면 토착민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군곡리 일대에 교역
의 중개지이자 중요한 기항지가 형성됨에 따라 종래 유력 세력이었던 백
포만 내륙의 현산면 일대의 지석묘 세력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해남반도 지석묘의 전파방향이 내륙에서 해안가로 이동했고, 군곡리 인근 
지석묘가 비교적 늦은 단계에 소군집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23), 군곡리패
총 일대 집단은 지석묘 늦은 단계에 내륙 즉 현산면 일대에서 일부 사람
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원삼국시대 패총 형성시기는 한반도에서 철기문화가 유입
되는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를 
통한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안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해양 자원 취득으로 이어져 패총이 형성된 것으로 본 견해는 참고할 만하
다24). 

이처럼, 기원전 1세기대를 전후하여 중국(한사군)과 연결되는 해로 발달
과 신문물 유입이 잇따른다. 내륙 집단의 해안변으로의 이동이 있었을 것
이고, 어로와 많은 패총이 형성된다.        

같은 맥락에서, 내륙에서 해안가로 중심세력이 이동한 사례로 보성 조성
리유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성 조성리 환호취락은 많은 주거지와 환

23) 조진선, 같은 논문.
24) 최성락·김건수,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배경」, 『호남고고학보』, 

2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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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패총, 목관묘(추정) 등이 확인된 읍락 규모 이상의 핵심취락으로 추
정된다(그림 3∼4, 이동희 2011). 해안가에 가까운 조성리 일대에는 기
원전후한 시기에 환호, 패총 등이 출현하기 전에는 지석묘 군집이 빈약한 
지역이었다. 지석묘는 조성리유적보다 내륙에서 다수 확인된다. 이는 조
성리유적 주변에 지석묘문화가 빈약하다가 환호·패총이 조성되는 기원전
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군곡리유적을 운영한 세력은 군곡리 자체성장으로 보
기는 어렵다. 군곡리 인근의 지석묘가 늦은 시기에 단기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변 유력세력인 현산면의 고현리·읍호리·황산리세력의 일부
가 이동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보성 조성면 지석묘(1∼13) 및 조성리 환호취락(14)(이동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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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성 조성리 유적 (추정)배치도(이동희 2011)

(2) 고 백포만 연안의 읍락의 범위와 관련 유적
백포만에는 군곡리 패총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대소 취락들이 부채꼴의 
형상으로 들어서 있다25). 즉, 백포만에 연접한 현산천하류에는 군곡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패총, 지석묘, 유물산포지가 10여개소가 확인
된다. 유물산포지는 월강, 현안, 방처, 화내, 영평마을에 분포하는데 모두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생활유적이나 분묘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곡리 패총 북쪽의 월강, 현안, 방처 마을에는 넓은 유물산
포지로 취락의 규모가 백포만 연안에서는 가장 크다. 패총은 군곡·방처·신
정·월강·두모마을에서, 주변에는 유물산포지가 위치하여 생활과 폐기가 한 
공간에서 확인된다. 지석묘는 패총·유물산포지 주변에 분포하거나 내륙으
로 들어간 산사면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들을 하나의 주거단위로 본다면 
10여개 이상의 주거군이 확인되는 셈이다. 이를 백포만 연안에 해당하는 
화산면의 부길리·방축리유적까지 연결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백포만 연안
에는 10개소 이상의 주거군이 밀집하고 각각의 주거군에는 패총·지석묘를 
포함하고 있어 읍락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군곡리유적이 
자리한다26). 읍락은 핵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백포만 
25) 김건수 외, 『해남 군곡리 패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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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서는 군곡리유적(핵심취락)과 주변 취락과의 관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읍락의 규모를 직경 6∼7km 내외로 설정할 수 있다면27),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백포만 연안을 하나의 읍락으로 볼 수 있다. 

군곡리유적과 같은 유력 패총마을은 일반 취락과 달리 정치·경제·군사적
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 가운데는 국읍 또는 읍락의 중심취
락도 있을 것이고 수로교통을 연결하는 포구로서 그리고 해역감시기지로
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곳도 있다. 그러므로 패총마을에는 지배계층을 비
롯하여 선박관리와 운항, 교역품 관리 등 전문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었을 것이며 일반취락과 달리 생업활동의 형태도 다양했을 것이
다28).

이렇듯, 기원전 1세기대 이후 백포만에서 군곡리를 중심으로 다수의 패총
마을의 형성은 해안가에 새로이 형성된 중심지 즉, 신도시로 볼 수도 있
다. 거점 기항지로서 교역을 통해 성장한 군곡리유적은 여러 패총마을을 
통괄하는 상위 핵심 취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취락과 다수의 주변 패
총마을의 조합이 바로 새로운 읍락이자 정치체의 면모라고 볼 수 있다.

백포만 일대에 다수의 패총마을의 분포는 교역과 어로를 위해 주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심마을인 군곡리 유적
의 구릉 정상부인 ‘말매등’에는 해양안전을 기원하는 의례 공간이 만들어
져 환구와 거석기념물 등이 확인된다. 당시 특징적인 외래계 유물로 보면 
종래 지석묘를 축조하던 농경사회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물질문화
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즉, 군곡리패총에서는 유리옥 거푸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리제작 기술
이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총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토제곡옥, 환

26) 정 일,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 『백제학보』, 26(2018), 
94쪽.

27) 권오영, 「三韓의 ‘國’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28) 이현혜, 「김해지역의 고대 취락과 성」, 『한국고대사논총』, 8(1996),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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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골제장신구는 당시 집단에게 장신구의 수요가 높았음을 말해준다. 당
시 집단내부의 수요에 맞추어 장신구로서의 우위의 가치를 지닌 유리제작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군곡리 패총에서는 재사용이 가능
한 철도자, 철제 낚시, 철부 등도 폐기되었다. 이는 철기제작과 사용에 있
어 제약이 크지 않았고, 다수의 도자병이 나타나는 것은 철기 제작에 필
요한 소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음을 시사한다29). 

요컨대, 군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패총마을들이 새로이 조성되어 신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패총마을의 주축은 백포만 내륙의 현산
면 일대에서 이동한 일부 지석묘 축조세력이었겠지만, 거점항구에 인근 
주민·외지인·외국인 등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2) 고 백포만 내륙의 읍락 
기존에 백포만에서 대표적인 유적인 군곡리 유적과 황산리 분토유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해남 군곡리
유적은 백포만 연안의 기항지이자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지속되었고, 조
금 더 내륙에 자리한 분토 유적은 백포만의 활발한 교역으로 파생되는 경
제적 효과를 받아 군곡리의 배후취락으로서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다30). 
 이러한 관점은 일견 일리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송지면 군곡리 유적과 함께 거의 동시기에 백포만 내륙의 유력세력은 현
산면 황산리 분토유적이다. 즉, 백포만에서 군곡리유적은 해안가에, 황산
리 분토유적은 백포만의 내륙에 각기 자리하여 입지상의 차별성이 있다. 
군곡리유적과 분토유적 간의 직선거리는 약 5km이다. 

삼국시대의 분토유적에서는 3∼5세기대의 주거지 53기, 옹관묘(6기)·토광
묘(5기)·석곽묘(9기)·석실분(2기)·고분(7기) 등 3∼6세기의 고분이 다수 
조사된 바 있다31). 

29) 이정호, 「해남 군곡리 패총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군곡리 패총, 동아
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268쪽.

30) 정 일,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 86쪽.
31) 이정호,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옥천 만의총고분 국

제학술대회』 (전라남도·해남군, 2013),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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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는, 분토 취락은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부터 송국리
형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3세기 중엽경부터 본격적으로 현산면
의 중심취락으로 기능한다. 즉, 3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4세기 중후반대까
지 백포만의 중심 취락은 현산천 내륙으로 확대되는데 황산리 분토 취락
의 성장과 관련된다32). 4세기 이후 백포만 내륙에 위치한 분토 취락의 
상대적인 급성장은 4세기초 낙랑·대방군의 소멸로 인한 군곡리세력의 쇠
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분토 나-2·3호 토광묘33)에서는 철검·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어 
상한을 2세기대까지 소급해 볼 수 있어 군곡리 집단과 비교하여 거의 비
슷한 시기에 유력세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군곡
리 일대에 기원후 2세기대의 토광묘가 조사된 바 없다. 

한편, 황산리 분토유적과 인접한 현산면 일평리 성지 하층 시굴조사34)에
서 환호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어 일평리 일대는 군곡리유적과 거의 
동시기에 거점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평리와 고현리 일대에
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연안 항로에서 벗어난 내륙 중심지로 중핵지
역으로 볼 수 있다35).  

백포만 내륙에서 군곡리 유적 단계의 환호취락이 확인됨은 군곡리와 동시
기에 별도의 읍락의 존재를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포만 내륙에 
위치하는 현산면 일대는 청동기시대(후기)부터 많은 지석묘가 확인되어 
백포만에서 넓은 충적지가 있는 농경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점에서, 분토유적 일대를 중심으로 한 현산면 일대는 군곡리 유적
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연안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별도의 읍락으
로 볼 수 있다. 

32) 조성희, 「황산리 분토 유적 가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124~127쪽.

33) 전남문화재연구원,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Ⅱ』 (2009).
34) 전남문화재연구소,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 문화재학술조사(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35) 정 일, 「해남 읍호리 고담·읍호 고분 실체」,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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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요 기항지와 대외교역 창구로 새로운 중심지가 된 백포만 입구
와 별도로, 청동기시대 이래 농경에 종사하면서 종래 지석묘군을 축조하
던 현산면 내륙에도 하나의 중심지를 상정할 수 있다. 이곳에는 황산리 
분토유적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며 백포만 일대가 성장하면
서 자연스럽게 외부 문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기원후 2세기대 
철검 등의 외래계 유물이 부장된 황산리 분토 토광묘가 주목된다. 향후 
조사성과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원후 2세기대의 수장묘는 
백포만 해안이 아니라 오히려 내륙에서 확인되는 것은 백포만 내륙의 유
력 세력을 상정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Ⅳ. 고고자료로 본 신미국의 기원

1. 군곡리 유적 내 거석기념물과 구(溝)의 성격
군곡리 유적의 중심에 자리한 거석기념물은 유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해발 27m에 위치한다. 큰 돌을 얹고, 2∼3m 간격을 두고 작은 암석 4개
를 호상으로 돌린 구조이다. 구릉 중앙은 거석을 중심으로 일종의 ‘공터’
와 같은 공간이 유지되었다(그림 2). 거석과 공터 바깥으로만 주거지가 
밀도 높게 들어서 있어 거석기념물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가 장기간 지속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원전후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이는 거석기념물로
부터 남쪽에는 5세기대의 제의 관련 대형의 수혈건물지가 확인되어 장기
간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릉 정상부의 거석기
념물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7부 능선에 溝가 설치되어 있다36).  

그런데, 구 주변에 잔존하는 주거지가 3세기 이후에 해당하므로 기원전후
한 시기의 溝는 방어용(환호)이 아니라 의례용(환구)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즉, 구 내부에서 동시기의 방어가 필요한 다수의 주거지는 보이지 않
는다. 도랑의 내부 중앙을 공지로 비워놓은 점, 구릉 정상부 평탄대지에 
다수의 주혈군이 군집하고 있어 방어용의 환호보다는 의례용의 환구로 보
아야 한다. 도랑은 신성한 의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를 차폐시켜 
구릉의 7부 능선을 따라 두른 환구이며 의례 공간을 경계짓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37). 

36)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 패총 제8차 발굴조사 회의자료」.
37) 한옥민, 「현산 일원의 마한 입주 의례」,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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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구층에서는 기원전후한 시기의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지만 생활유
구가 없다. 더구나 재층과 폐기수혈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제의 후의 폐
기 행위와 관련될 것이다. 패각층은 4세기초에 점차 사라지고, 환구 주변
에는 4세기대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는 것은 낙랑·대방군의 소멸에 따른 
항해제사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낙랑군 설치 이후 활발했던 해
남 군곡리유적의 기항지 역할이 한사군의 해체로 교역의 축이 흔들리면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곡리 유적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중
요한 기항지인 백포만을 거쳐 가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군곡리 정
상부의 말매등의 제의 공간이 약화되면서 그곳에 일반 주거 공간이 들어
선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세기대에 조영된 환구는 기원후 1세기 어느 시기에 매몰되고 있
지만 토제곡옥이나 복골 등 제의 유물이 Ⅳ·Ⅴ기층(2∼3세기)까지 지속되
고 있다. 이는 처음 환구가 의례공간에 대한 구획의 의미로 조성되고 서
서히 매몰되었지만, 구릉 정상부는 한동안 제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군곡리 1∼3차 발굴조사에서 모두 23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다. Ⅱ기
층(4점),Ⅲ기층(12점),Ⅳ기층(4점),Ⅴ기층(3점)에서 각기 출토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대가 중심시기이다38). 그리고 6차발굴조
사시에만 18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환구층에서 확인되어39) 
제의적 요소가 강함을 시사한다. 

이는 조사단에서 주장하듯이, 군곡리패총이 가장 활발하게 조성된 중심연
대가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후 2·3세기경으로 보는 것40)과 같은 맥락
인데 이 시기는 제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백포만이 해양 교통의 거
점으로 성행한 시기이다. 발굴조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곡리패총에서 
발견된 복골이 상대적으로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사천 늑도유적과 비
교될 수 있는 수량이라는 점41)에서 군곡리유적의 제의적 성격을 유추할 

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261~262쪽.
38) 최성락,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1993), 

214~221쪽.
39)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패총 Ⅴ』 (2021).
40) 최성락·김영훈, 「해남 군곡리 패총의 위상과 역할」,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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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늑도유적은 철기문화와 대외교역이 발전하면서 기항과 항해제사를 위해 
船人들이 모여들고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공업과 부대활동이 이루어
지면서 대규모 취락이 번성한 독특한 유적이다42). 늑도유적과 같은 맥락
에서, 천혜의 기항지인 군곡리 일원의 백포만도 대외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기항과 항해제사를 위해 船人들이 모여들고 부대시설이 들어섰을 것이다. 
 그런데, 군곡리유적의 환구는 구야국의 핵심취락인 김해 봉황동유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봉황동유적에서는 2條의 溝가 확인된다. 즉, 구릉 
정상부 가까이에서 좁은 범위를 둘러싸는 구는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고, 
또 다른 구는 구릉 하단부를 따라 봉황대를 넓게 감싸고 돈다. 후자는 깊
이도 깊고 바닥이 단면 V자형이며 내부 퇴적토에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
된다. 위쪽을 감싸는 구는 구릉 정상부를 상징적 의미로 감싸는 시설물
(환구)이고, 구릉 하단을 감싸는 환호시설은 방어적 측면을 상정할 수 있
다. 2조의 환구 혹은 환호시설은 점토대토기 단계부터 최소한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고 김해만 정치체의 중심구역으로 인정되어 왔을 것이다4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군곡리유적에서도 이중 환호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즉, 현재 확인된 제의적 기능의 환구 외에 더 하단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의 환호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성과를 
기대한다. 

2. 군곡리유적의 의례 유구로 본 정치체의 기원 
상기한 바와 같이, 군곡리유적의 환구는 집단의 안녕과 항해의 안전을 기
원하는 신성한 제의 공간을 보호하는 구획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다. 구
의 기능이 의례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의를 주관하는 핵심취락의 
등장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거석기념물과 환구의 기능이 의례라고 하더
라도 환구 설치 및 의례를 주관하는 주체가 있고 그를 추종하는 주변 촌
락을 상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곡리 핵심취락과 함께 백포만 연안

41) 최성락·김영훈, 「해남 군곡리 패총의 위상과 역할」, 290~291쪽.
42) 이재현, 「늑도 유적의 성격과 사회 구조」,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의 양상』(2016 특별전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
지> 연계 학술심포지움) (국립진주박물관, 2016), 30~42쪽.

43) 이성주,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 왕성을 탐구하다.-』 (서울: 주
류성, 2018),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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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소규모의 패총유적(일반 촌락)들의 유기적인 조합상은 읍락의 출현
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 변동에는 기원전 1세기대 에 낙랑군 등과 교류
하면서 선진적인 정치체로부터 자극받은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곡리 유적 주변에 중소규모의 늦은 단계 지석묘가 
주로 조영된다는 것은 기원전후한 시기에 백포만 내륙지역의 유력세력의 
일부가 군곡리 포구로 이동해 이 포구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의 중심지와 정치적 중심지는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44)는 
점에서 초기 정치체인 읍락이 형성되고, 나아가 소국 형성의 기반이 마련
되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즉, 거석기념물과 환구의 존재는 의
례의 중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고 邑落 
단위 정치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Ⅴ. 항시국가 신미제국의 흥망성쇠

1. 항시국가론으로 본 신미제국45)
1) 항시의 발전단계와 늑도, 김해, 그리고 군곡리유적 
항시의 발전단계는 교역장->항시->항시국가의 순으로 볼 수 있다. 교
역장, 항시, 항시국가의 개념과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견해를 참고
해 보기로 한다. 

“인천의 영종도, 사천 늑도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도 적은 섬에서 
원거리를 이동해온 물품이 많이 발견될 경우 이 섬에서 이루어지던 원거
리 교역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교역장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포구·
항구·항만뿐만 아니라 내륙쪽으로 농경, 금속기 등의 생산기반이 이어질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항시로 규정할 수 있다. 해남 군곡리, 김해, 후
쿠오카, 오사카, 이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체적인 농경기반을 갖춘 이
키는 항시에, 그렇지 못한 쓰시마는 교역장에 가까울 것이다46). 

44) 이성주,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91쪽.
45) 본 절을 작성함에 있어 필자의 글(이동희,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146~155쪽)을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6)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

소 편,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서울: 주류성, 2017), 270~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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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견해를 늑도와 군곡리 유적에 적용하면 백포만 내륙에 농경기반을 
갖춘 군곡리유적 일대는 항시에, 그렇지 못한 늑도는 교역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백포만 내륙에는 농경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석묘의 밀집도가 해
남반도에서도 가장 높아 인구가 밀집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항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다양한 문화적, 종족적 전
통을 가진 상인과 선원들이 모여들면서 항시에서는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
하고 때로는 융합되어 혼종문화가 나타난다. 김해지역은 중국과 일본열도
의 물품이 많이 수입되고 소비된다. 김해지역의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海
村이 아니라 본격적인 항시임을 시사한다. 김해 일원에서 다수 발견되는 
외래 기성품, 봉황동과 관동리의 선착장, 부산-김해 일원의 왜인의 집단 
거주지 등은 김해를 중심으로 원거리 교역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김해는 동북아의 대표적 항시이다. 구야국에서 금
관가야로의 전환은 항시에서 항시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형
적인 항시는 항구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생산 및 채집의 기
지를 둔다는 점에서 철의 생산, 칠의 채집 등 다양한 생산활동의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항시국가를 구성한 항시들은 농업에 기반한 국가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항시국가 내에서 
항시간 주도권의 이동이 자주 발생한다.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항시국가 
간에도 협조와 경쟁, 동맹과 반목이 빈발한다. 남해안에 소재한 여러 소
국 간의 분쟁을 기록한 ‘포상팔국의 난’ 등은 전형적인 항시국가 간 분쟁
의 모습이다47).” 따라서,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동남부 해안권의 금관가
야연맹체, 경남 서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포상팔국은 개별 항시국
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면, 교역장은 기원전 1세기대를 중심으로 한 사천 
늑도가 대표적이며,  3세기 무렵까지 고성 동외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
자국, 김해 구야국 등은 개별 항시로 볼 수 있다. 3세기말 금관가야연맹
체의 성립은 항시국가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여러 항시가 모여 
연맹왕국을 성립한 경우로서 김해를 중심으로 부산·진영 일대를 통할하는 
상위개념으로 초기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야국에서 금관가야로의 
전환은 여러 소국을 아우러는 연맹체 단계(상하연맹)로의 진입과 관련된

47) 권오영, 같은 책, 270~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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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이 무렵 금관가야연맹체를 중심으로 대외교역권을 독점하는 시점에 경남 
서남부지역 항시 연합체가 반발한 것이 포상팔국전쟁으로 보인다. 그런
데, 이 단계에 경남 서남부지역 항시연맹체는 독자적인 토기문화나 대형 
목곽묘가 없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해관계에 의해 
연결된 항시 연합세력이었을 것이다. 즉, 이 무렵에 금관가야연맹체에서 
확인되는 금관가야양식 토기와 같은 문화적 동질성은 보이지 않는다. 5세
기대의 소가야연맹체도 횡적인 연맹체인 것을 감안하면, 소가야연맹체의 
전신인 3세기말·4세기초의 포상팔국 연맹체는 일시적인 연합으로 정치적
인 면보다도 경제적인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49). 같은 맥락에서, 영산강유
역을 포함하는 3세기후반대의 신미제국(新彌諸國)도 포상팔국 연맹체와 
같이 경제적인 공동체 성격이 강할 것이다.

2) 항시, 항시국가 그리고 신미제국(新彌諸國)
“港市(Port City)는 풍랑을 피하고 순풍을 기다리며 화물을 집산하고 물
과 식량을 공급받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항시국가는 복수의 항시
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항시 연합 정치체이다. 항시국
가 내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점하는 항시가 변화하듯이 항시국가 사이의 
우열관계도 뒤바뀌게 된다. 거래되는 물품의 변화, 선박 제조술과 항해술
의 발달에 의한 항로의 변화, 항해시점과 기간의 변화 등도 중요한 변수
이다50).”

신미제국의 공간적 범위는 대개 전남 서남해안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으로 
보고 있다. 신미제국의 대표격인 신미국의 고토로 추정되는 백포만의 군
곡리유적은 서남해 해양세력과 내륙세력을 연결하는 주요 기항지이다. 

고대사회에 있어 영산강유역은 영산 내해가 존재하였고 비교적 쉽게 배가 
왕래하였다. 영산강 내의 가항수로는 나주 노안 일대를 상회하여 그보다 
약 7km 상류의 황룡강과 영산강 본류가 합류하는 광주 서창일대로 추정
48) 이동희, 「고 김해만 정치체의 형성과정과 수장층의 출현」, 『영남고고

학』, 85(2019).
49) 이동희,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영남고고학』, 

91(2021), 146~155쪽,
50)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250~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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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서창 일대가 주목되는 것은 광주 복룡동과 평동 유적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51). 복룡동유적에서는 중국 화폐인 화천과 오수전이, 평동
유적에서는 일본 야요이계 토기가 각기 출토되었다. 

이처럼, 고대사회에 영산강 중·상류지역까지 가항수로였다고 본다면 당시 
영산강유역을 포함하여 항시와 항시를 연결하는 교역망이 형성되었고 그 
관문(gateway) 역할을 한 것이 신미국이고 그래서 ‘신미제국’이라고 불리
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곡리유적으로 대표되는 백포만 세력
은 여러 항시들의 연합세력인 신미제국을 대표하는 ‘항시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미국이 당시 영산강유역 일대에서 가장 우월한 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기원전후한 시기에는 영산강 내해의 나주 구기촌세력이 
묘제나 유물상으로 보면 당시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전남지역에서 가장 선
진적인 집단이면서 우월한 정치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견해는 주목된다. 즉, “신미국은 개별소국으로서 
연맹체의 맹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미제국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
때의 맹주는 세력의 우월성보다는 교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기
준이 되었다. 3세기 신미국 단계에 중국과의 교류라는 목적을 위해 신미
제국이라는 연맹체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국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 관
계였을 것이다. 3세기 단계에 신미국 관련 고고자료가 희소하고 해남 안
호리·석호리유적에서 3세기 후반의 약간의 단서는 있으나 맹주국의 증거
로 보기는 미흡하다52).”

2. 3∼4세기대 신미국(침미다례)의 고고학적 증거
동일지역 정치체로 생각되는 신미국과 침미다례는 3세기와 4세기 단계로 
구분된다. 3세기 단계에는 국과 국 사이의 관계도 수평적인 연결관계였으
며 국읍과 읍락사이의 관계도 상하관계가 아니어서 국읍의 主帥와 읍락의 
渠帥의 관계도 동질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4세기에 들어서 읍락 중에서 

51) 박충원, 「화천을 통한 영산강 내륙 교역 가설 검토」, 『군곡리 패총, 동
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96~97쪽.

52) 김영심,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해남 현산에 깃든 마
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197~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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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읍락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내부에서 상하관계가 생기고 이
들을 중심으로 내부 통치가 이루어지며 백제에서는 이 국들의 성장을 인
정하면서 자신들의 지배질서 내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갔을 것이
다53). 

이러한 문헌사의 연구성과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백포만 해안의 안호리·석호리에서 3세기후반∼4세기중엽의 대규모 고분군
(제형분 57기)이 확인되었는데, 이 고분군이 도로 구간만 조사된 제한성
이 있고 주변으로 고분들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 1∼2개 촌락의 무덤으로 
보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 고분군은 군곡리집단이 포함된54) 邑
落 단위의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미국(침미다례)의 전성기(3
∼4세기 중엽)에는 읍락단위의 공동묘지 공간이 정해져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군곡리유적에서 3세기후반∼4세기대에 주거지가 성행하고 
있어 안호리·석호리유적의 고분군과 시기적으로 부합한다. 

이와 같이, 안호리·석호리 유적은 백포만 초입부에 위치한 대규모 공동묘
지로 영산강유역의 묘제를 따르면서도 지역 양식인 ‘해남식 옹관’이 중심 
매장시설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해남식 옹관’은 4세기대, 특히 4세기 
중후엽을 중심으로 해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그림 5). 즉, 이 옹관은 
경부가 없이 ‘U’자형이고 평저형, 바닥에 원공을 뚫은 유공식, 크기의 대
형화 등이 특징이다. 대옹을 관으로 사용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작
하면서도 합구시킬 대옹의 하나에는 구멍을 뚫어 소성한 것이다. 해남식 
옹관이 중심매장시설에 쓰이고 독특한 지역양식을 갖춘다는 점을 고려하
면 사용 집단의 정체성 및 집단의 차별화를 표현한 양식일 가능성이 높
다55).

해남식 옹관은 삼산면 농암·신금, 화산면 부길리 유적 등지에서도 확인되
었다. 해남식 옹관은 영산강 중하류 지역에서 5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
는 U자 모양 옹관형식과 유사한 외형이다. 영산강 중하류지역의 옹관은 
53) 김영심, 같은 책, 202쪽.
54) 임지나, 「안호리·석호리유적 피장자 성격」,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

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55) 한옥민, 「종합고찰 Ⅱ. 유물 검토」, 『해남 안호리·석호리유적』 (대한

문화재연구원, 2019), 403~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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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벽이 두텁고 주둥이로 올라 갈수록 보다 두꺼워지는데 반해 해남지역 
옹관은 기벽이 얇고 주둥이까지 변화가 거의 없으며 소성도가 낮아서 경

 <그림 5>해남식 옹관[안호리·석호리(左,임지나 2022), 농암3호 및
 신금(右,국립광주박물관 1989)]

질화된 옹관은 확인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해남식 옹관의 등장 시점은 
4세기 전반대로 볼 수 있다.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U자 모양 옹관은 5세
기대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이러한 형태의 옹관이 먼저 등
장한 것은 해남지역이다56). 

석호리 옹관의 상한을 4세기전반대로 본다면, 백포만에서 성립한 ‘해남식 
옹관’이 삼산천 유역권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4세기후반 이전에 해남식 
옹관의 범위는 백포만 뿐만 아니라 삼산천유역의 해남만까지 포괄하여 당
시 신미국 혹은 침미다례의 영향력이 적어도 백포만을 벗어나 해남만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4세기후반대에 침미다례가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신미
국이 급성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미국 성장의 고고학적 증
거가 U자 모양 전용 옹관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해남식 옹관의 시작(4세기전반)과 그 분포권이 백포만을 벗어나 별개 읍
락인 삼산천유역권까지 이어지고 있어 4세기대 당시 신미국(침미다례)의 
국읍과 읍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6) 이정호, 「해남지역의 고대 문화유산 개관」,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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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4세기대에 해남식 옹관의 확산 배경에는 당시 백제의 압박에 대
응하기 위해 백포만  일대를 근거지로 한 침미다례(신미국)를 중심으로 
결집이 강화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삼산천 일대의 신금고분·시등고분군·농
암고분군 등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57). 

백포만을 벗어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고고학적 증거를 ‘해남식 옹관’으
로 볼 수 있다면, 3세기와 달리 4세기대에 이르면 해남 일대는 당시 해양
교역의 중심지로서 가장 선진지역임을 의미한다. 이는 경남 동남부지역에
서 항시국가의 중심인 김해지역에서 가야지역에서는 최초로 3세기말에 
금관가야양식의 토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양 
지역은 외래 선진 문물의 집하지이자 그 영향을 받아 새로이 창안된 토기
와 옹관 양식이 최초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4세기대 당시 김해와 해
남은 남해안의 거점 항구로서 외래 문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토기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한 셈이다. 항시국가의 관문에서 부
(富)와 권력을 표현한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만, 현재 가시적으로 확인되
는 것은 새로운 토기양식의 창안 혹은 내세와 관련된 새로운 양식인 전용 
옹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남의 옹관고분은 백포만의 현산천유역과 해남만의 삼산천유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내륙의 옥천천유역과 동부권인 북일면 일대에는 확인된 바가 없
다. 문헌에서 보이는 3세기후반의 신미국이나 4세기후반의 침미다례의 중
심지는 현재로서는 해남 옹관고분의 최대밀집지인 현산천유역의 황산리 
분토와 안호리·석호리 일대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58). 

한편, 신미국·침미다례가 3∼4세기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철정
과 같은 철기의 확보 및 유통으로도 뒷받침된다. 즉, 해남지역에서는 3세
기후반∼4세기전엽부터 철정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길이 30.7cm의 대형 
철정이 현산면 황산리 분토 1-1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는데, 판상철부형 
철정은 낙동강 하류역의 3∼4세기 고분에 많이 부장된다. 분토유적 출토
57) 김영심,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202쪽.
58) 강봉룡, 「‘마한역사문화권’에서 해남 고대역사문화의 위치」, 『해남 현

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177~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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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300년 전후 낙동강 하류역과의 교류를 웅변하는 자료이다. 4세기 
이후에는 삼산천, 화산면, 현산천유역에서 철정 부장이 유행한다. 이를테
면, 부길리 옹관에서는 4점, 황산리 분토 고분군에서는 3기의 토광묘에서 
5점, 농암·신금 옹관에서는 중형의 철정이 2점씩 부장된다. 철정은 남해
안·서해안을 통한 광역적인 지역집단 간 교류와 이를 통해 입수한 철기 
등의 지역집단 내 유통에서 우위를 장악한 피장자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59).

요컨대, 3세기후엽까지 신미국은 백포만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60), 4세기 
이후 해남식 옹관 및 철정 부장의 분포권으로 보면 백포만을 넘어 삼산천
유역 등지까지 신미국의 영역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남식 옹관이 선진적으로 등장했다고 해도 지속되지 않고 영산강
유역의 다른 지역에서 조영된 옹관분과 비교하여 분구 규모나 부장품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 지역 정치체들이 영산강유역권의 제소국
을 아우르거나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중심적 정치체로 성장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61).

3. 4세기 후반 이후 백제와 고 백포만 세력의 관계
4세기 후반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의 忱彌多禮 도륙 기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3세기말에 충남 일원의 마한을 병탄한 백제가 
4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북지역까지 진출하고 연안 해로를 통해 가야 및 
왜와 교섭하고자 할 때, 영산강유역 관문포구로 기능하던 백포만의 신미
국(침미다례)이 협조하지 않자 가혹한 무력 보복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하다면 침미다례는 이전 3세기 후반 신미국이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西晉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맺기 시작한 백제와의 악연을 4세기 후
반까지 이어가다 백제의 공격을 받게 된 셈이다62).”

59) 김낙중,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
보』, 51(2015). 

60) 3세기 후엽에 읍락단위의 규모로 해양 교류에서 거점 역할을 한 지역이 
중국(西晉)에 단위 정치체, 즉 신미 등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강
봉룡, 「3-5세기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역사교육』, 
69(1999).

61) 김낙중,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79쪽.
62) 강봉룡,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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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중후엽경에 백포만 세력의 쇠퇴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은 백포만 
입구의 안호리·석호리 고분군이 있다. 안호리·석호리 유적의 하한이 4세기 
중엽이어서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에 따른 침미다례 도륙 기사와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63). 그리고, 해남 분토유적과 신금유적, 강진 양유동유적 
등 전남 서남해안권 주거·취락 가운데 4세기 중엽경에 화재로 폐기된 예
가 많다는 점에서 369년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 즉 마한 잔여세력 공략설
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64).

백제의 공격 이후 해남 세력은 백제에게 교역로를 제공하고 백제는 이들
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항구도시이자, 국제교역항으로서 성장하도
록 한 것으로 보인다65). 

백제가 서남해 연안 해로를 장악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거점 포구세력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새로운 협력세력으로 백포만 내륙의 현산면 고현리 일
대 세력을 활용했을 것이다(강봉룡 2016:67-68). 이는 고현리 주변의 
일평리, 황산리 분토, 월송리 조산 유적에서 4세기후반∼6세기전반대의 
가야·신라계 유물66)로서 뒷받침된다(표 5). 요컨대, 369년 백제 남정 이
후에는 군곡리유적은 큰 타격을 입고 백포만 내륙인 황산리 분토취락으로 
중심지가 옮겨가고 군곡리유적은 해안가에 위치한 선착지로 변했을 가능
성이 있다67).

이후, 백제가 전남지역을 직접지배하는 사비기에는 그 지정학적·행정적 
중요성 때문에 다시 청동기시대 이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백포만 내륙 
중심부가 치소로 등장하는데, 현산면 읍호리·고현리 일대에 백제 산성과 
고분의 존재로 뒷받침된다.

63) 임지나, 「안호리·석호리유적 피장자 성격」, 69쪽.
64) 정 일·최미숙,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 『호남고고

학보』, 45(2013).
65) 김영심,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194쪽.
66) 이동희, 「해남반도와 가야·신라의 교류, 그리고 항시국가 지미」, 33쪽.
67) 정 일, 「군곡리유적 원형계 주거지의 성격」,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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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계통 편년 행정구역

 해남 황산리
 분토

토광묘 광구소호(경배) 아라가야 5세기전반

현산면토광묘 승문타날호,단경소호 아라가야 4세기후반

토광묘 철정(5점) 아라가야 4세기후반-5세기
전엽

 해남 군곡리 주거지 고배,광구소호(경배) 아라가야 5세기전반 송지면
 해 남 현 산 초
교 부 근 ( 일 평
리)

고분
고배 비화가야 5세기전반

현산면

고배(유개식) 아라가야 5세기전반
대부장경호 신라 5세기후반

해남월송리조
산 고분

대부장경호 신라
6세기전엽f자형경판비,검릉형행엽

공부다각형철모
왜계 혹은 

대가야

<표 5> 4세기후반∼6세기전엽 고 백포만 권역의 외래계 유물 출토 
유적(이동희 2018)

Ⅵ. 맺음말 

본고는 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 백포만의 복합사회 성장과정을 
고고자료로 살펴보면서 신미국(新彌國)의 흥망성쇠를 논하였다. 

기원전 1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상의 교류가 활발해짐
에 따라 그 지정학적 입지가 탁월한 고 백포만 일대는 중요한 기항지이자 
교역의 중심지로 등장한다. 

고 백포만의 여러 패총 유적 가운데 군곡리 유적이 가장 대규모여서 여러 
중소 촌락(패총) 단위를 통괄하는 핵심취락이자 읍락(邑落)의 중심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즉, 군곡리유적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의공간은 의례의 
중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로 추정되므로 초기 정치체인 
읍락의 기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연안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성장하
여 3세기후엽에는 문헌에서 확인되듯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 역
할을 하던 신미국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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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국가(港市國家)는 자율성과 개방성이 있어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통하
여 흥하기도 하지만 주변 유력 정치체의 영향 속에서 쇠퇴하기도 한다. 
신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4세기 중엽까지 서남해안의 거점 항시 역할
을 하다가, 4세기후엽에 백제와의 갈등 속에서 공격을 받아 국가가 해체
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군곡리 유적의 발굴조사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향후 조사 
성과에 따라 필자의 논리가 바뀔 수도 있다. 향후 조사성과를 통해 새로
운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leedh1985@daum.net

주제어(Key words):
해남(Haenam), 고 백포만(ancient Baekpo Bay), 군곡리유적(Gungok-ri 
Ruins). 신미국(Sinmiguk), 항시(port city).

투고일: 2022.10.16. 심사일: 2022.10.31. 게재확정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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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고자료로 본 고(古) 백포만의 포구세력

                                                                   
    이 동 희     

본고는 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 백포만의 복합사회 성장과정을 
고고자료로 살펴보면서 신미국(新彌國)의 흥망성쇠를 논하였다. 기원전 1
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상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지정학적 입지가 탁월한 고 백포만 일대는 중요한 기항지이자 교역의 중
심지로 등장한다. 고 백포만의 여러 패총 유적 가운데 군곡리 유적이 가
장 대규모여서 여러 중소 촌락(패총) 단위를 통괄하는 핵심취락이자 읍락
(邑落)의 중심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다. 즉, 군곡리유적의 중심부에 위치
한 제의공간은 의례의 중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로 추정
되므로 초기 정치체인 읍락의 기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연안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성장하여 3세기후엽
에는 문헌에서 확인되듯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 역할을 하던 신미
국으로 발전한다. 항시국가(港市國家)는 자율성과 개방성이 있어 자유로
운 교역활동을 통하여 흥하기도 하지만 주변 유력 정치체의 영향 속에서 
쇠퇴하기도 한다. 신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 중엽까지 서
남해안의 거점 항시 역할을 하다가, 4세기후엽에 백제와의 갈등 속에서 
공격을 받아 국가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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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wers in Ancient Baekpo Bay according to Archaeological 
Data

                                                                   
Lee, Donghee

This study discussed the rise and fall of Sinmiguk (state) by 
examining the growth of the complex society of the ancient Baekpo 
Bay centered on the Gungok-ri Ruins in Haenam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From the 1 BC, the area of the ancient Baekpo 
Bay, with excellent geopolitical location, emerged as an important 
port of call and trade center as exchanges on the sea route 
connecting China and Japan became more active. Gungok-ri ruins, the 
largest one among the many shell mound ruins in the ancient Baekpo 
Bay, must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and central village that 
controlled many small and medium villages. In addition, the ritual 
space located in the center of Gungok-ri ruins is the center of 
rituals and presumed to be the original symbol of political action. It 
can be viewed in relation to the origin of the village, an early 
political body. The Baekpo Bay coast centered on the Gungok-ri 
ruins grew into an international port city, in so much that it 
developed into Sinmiguk (state) that served as a gateway to the 
ancient society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in the late third 
century, as recorded in the literature. A port city state has autonomy 
and openness. It may prosper through free trade activities and it may 
also fall due to the influence of influential political bodies around it. 
Sinmiguk served as a stronghold port on the southwest coast from 
the 1 BC to the middle of the 4 AD. However, it was attacked in the 
conflict with Baekje and was disbanded in the 4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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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상의 희곡, 『무슈 투생(1961)』을 중심으로*

하 영 준 

Ⅰ. 머리말

이 연구는 에두아르 글리상(Édouard Glissant)의 《무슈 투생(Monsieur 
Toussaint, 1961)》을 카리브의 탈식민화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
한다.1) 《무슈 투생》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
(Toussaint Louverture)를 다룬 역사극이다. 아이티 혁명(1791-1804)은 
흑인 노예들이 자기 힘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고 미국 독립에 이어 신대륙
에서 두 번째로 식민지 독립을 성취한 혁명이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를 정당화했던 서구 중심적 담론은 오랫동안 아이티 혁명을 역사의 영역 
밖으로 배제하려 했지만, 그 기억은 망각 되지 않았다. 아프리카계 디아
스포라는 역사학과 같은 학문 차원의 체계적 담론을 생산하기는 힘들었지
만, 아이티 혁명의 저항 서사를 시ㆍ노래ㆍ회화ㆍ소설ㆍ연극 등 다양한 
문화적 형태에서 창출하고 공유했다. 글리상의 연극도 이러한 노력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1960년대 아프리카와 카리브 식민지의 독립을 배경으
로 아이티 혁명의 역사를 새롭게 부각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 연구는 
《무슈 투생》이 아이티 혁명의 재현에서 보여주는 인식의 변화를 역사적
으로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이 작품이 아이티 혁명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7895).
1) 글리상의 연극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 조금 다른 세 가지 판본으로 출

간되었다. Édouard Glissant, Monsieur Toussaint, Theatre (Paris: 
Editions du Seuil, 1961); Glissant Édouard (1978),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aris: Gallimard, 1986); Édouard Glissant 
(2003), J. Michael Dash, Édouard Glissant, trans., Monsieur Toussaint, 
a Play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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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현과 흑인 지성사 연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드러내려 한다. 

Ⅱ.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

이 연구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
ㆍ시인이자 탈식민주의 사상가인 글리상은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와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등과 같은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섬 출신의 흑
인 지식인이다. 1950년부터 작품 활동과 정치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냈으
며 1990년대 이후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트랜스내셔널 연구’와 ‘글
로벌 연구’가 성장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 해외 연구의 규
모와 비교하여 작지만, 국내에도 중요한 글리상 연구가 존재한다.2) 세제
르의 ‘네그리튀드(négritude)’와 서구적 근대성이 공유하는 본질주의적 문
화 개념을 거부하고 카리브 사회의 고유성과 혼종성을 옹호하는 글리상의 
주요 개념, 예를 들어 ‘앙티야니테(antillanité)’, ‘크레올리테(Crolité)’, ‘관
계의 시학(poétique de la relation)’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설 《레자르드 강(La Lézarde, 1958)》 등의 개별 작품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 국내 연구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이나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의 반식민주의 혁명론과는 구별되는 글리상의 사상적 특
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글리상의 초기 작품이자 유일한 
희곡 작품인 《무슈 투생》을 다루지는 않았다. 해외 연구도 글리상의 후
기 사상을 맹아적으로 담고 있는 전기 작품으로 인식하면서 최근에야 관
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리상의 연극이 가진 중요성을 보여
주는데, 일차적 목적을 갖는다. 

글리상 연구의 중요 쟁점 하나는 글리상의 후기 사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
2) 심재중, 「‘경이적 리얼리즘’에서 ‘관계의 시학’까지 – 프랑스어권 카리브의 

담론」, 『라틴아메리카연구』, 18권 1호(2005); 심재중, 「에두아르 글리
상: 카리브 탈식민의 과제와 그 너머 - 『레자르드 강』을 중심으로」, 
『불어문화권연구』, 20권(2010); 진종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시와 평론
에 나타나는 앙티아니테를 중심으로 한 서인도해 정체성 추구」,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32집(2010); 진종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역사 의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9집(2012); 진종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관계 
정체성」, 『한국프랑스학논집』, 95집(2016); 박주식, 「크레올화의 시학: 
에두아르 글리상과 카리브 군도의 탈식민 문화 정체성」, 『비평과 이론』, 
21권 3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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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글리상 연구자들은 글리상 사상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반대로 후기를 
새로운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옹호하는 견
해로 크게 나뉜다. 저명한 글리상 연구자, 피터 홀워드(Peter Hallward)
는 두 명의 글리상이 있다고 주장한다.3)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전기의 글
리상과 그리고 정치 참여에서 물러나 문화에만 배타적 관심을 둔 탈정치
화된 후기의 글리상이다. 홀워드는 전기의 첫 두 소설 『레자르 강
(1958)』과 『4세기(Le quatrième siecle, 1964)』를 글리상이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가장 낙관적인 국면의 사례로서 설명하고 전기의 사상은 
세제르 및 파농의 급진적 반식민주의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기 저작, 특히 『관계의 시학(Poétique de la Relation. 1990)』은 
강도 높게 비판한다.4) 전 지구화를 배경으로 민족의 소멸을 찬양하면서 
독립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전기의 민족주의 정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홀워드가 보기에, 이 같은 글리상의 전환은 ‘68년 운동’ 이후 신좌파가 정
치와 경제를 포기하고 문화로 관심을 전환했던 부정적 사례의 하나였다. 
홀워드는 후기 글리상의 탈-민족주의적 문화 정치가 평등과 통합의 정치
를 포기한 보수주의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크리스 본지(Chris 
Bongie)도 글리상의 후기 사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5) 후기 글
리상이 해방의 정치를 포기하고 ‘관계의 시학’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유토피아적 주장으로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반면 셀리아 브리톤(Celia Britton)은 이러한 비판을 반박한다.6) 후기 글
리상은 정치 참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 지구적 시대에 적합한 
정치의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찰스 포르스딕(Charles 
Forsdick)도 브리톤과 같은 견해이다.7) 글리상의 후기 저작이 프랑스와 

3) Peter Hallward, Absolutely Postcolonial: Writing between the Singular 
and the Specific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p. 119.

4) Édouard Glissant, Betsy Wing trans., Poetics of Rel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5) Chris Bongie, Friends and Enemies: The Scribal Politics of 
Post/Colonial Literature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8), 
p. 329.

6) Celia M. Britton, “Globalization and Political Action in the Work of 
Edouard Glissant”, Small Axe, 13-3(2009), pp. 1–11.

7) Charles Forsdick, “Late Glissant: History, ‘World Literatur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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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권 지역을 탈식민화하려는 그의 지속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샘 쿰베스(Sam Coombes)도 글리상이 직접 참여했던 급진적 정
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후기의 핵심 개념인 ‘관계의 시학’이 
동시대 지구화의 부정적 양상을 비판하는 ‘대항 지구화’ 담론이라고 주장
한다.8) 

이 같은 논쟁에서 《무슈 투생》은 글리상의 후기 사상을 맹아적으로 담
고 있는 전기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후기
의 ‘관계(la Relation)’ 개념이 아이티 혁명을 연극으로 재현하는 데 사용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네디 슐츠(Kennedy Miller Schultz)는 자
기 박사 논문에서 연극을 글리상의 ‘관계’ 개념이 구현된 드라마라고 평가
한다.9) 글리상이 아이티 혁명과 투생에 대한 다양하고 심지어 모순되기
까지 한 주장과 평가를 관계 개념을 통해 하나로 엮어내면서 서구의 지배 
담론에 도전하고 새로운 카리브 정체성 형성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포르
스딕은 마르티니크 독립과 프랑스령 카리브 연방을 꿈꾸었던 전기 글리상
의 정치적 구상에는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제까지를 고려하는 
후기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으며, 같은 시기 쓴 《무슈 투생》에도 관계 
개념의 형태로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0) 빅터 피게로아
(Victor Figueroa)도 글리상의 ‘후기 스타일’이 그의 유일한 연극에 포함
되어 있다고 인정한다.11) 한편 필립 카이사리(Philip James Kaisary)은 
이들 연구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이다.12) 비관
주의적 정치 전망과 보수주의적 문화 정치로 후기 글리상이 후퇴할 것을 

Persistence of the Political”, Small Axe, 14-3(2010), p. 123.
8)  Sam Combes. Édouard Glissant: A Poetics of Resistan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8), pp. 125-190.
9) Kennedy Miller Schultz, “Haitian H/(h)istories: Representations of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Plays of 
Glissant, Cessaire and Dadi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0, pp. 110-111. 

10) Charles Forsdick. “‘Focal Point of the Caribbean’: Haiti in the Work 
of Édouard Glissant”, Callaloo, 36-4(2013), p. 956.

11) Victor Figue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an-Caribbean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p. 188.

12) Philip Kaisary,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Radical Horizons, Conservative Constraints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4), pp.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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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게 하는 전기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글리상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연극이 가지는 중요성
을 잘 보여준다. 《무슈 투생》이 글리상의 후기 사상을 맹아적으로 담고 
있는 전기 작품이라면, 글리상의 전체 사상을 전기와 후기로 대립적 방식
에서 구분하고 후기 사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홀워드와 본지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게로아의 주장처럼, 글리상의 전기와 후기를 
절대적 단절이라기보다는 강조점의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은 글리상의 전체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글
리상의 연극을 지나치게 문학 이론의 관점에서 다뤄왔다는 문제점이 있
다. 

이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는 글리상의 연극을 연구할 두 번째 필요성을 제
시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후기 글리상의 관계 개념을 지구화 시대에 타
당한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는 연구자들은 연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관계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에만 초
점을 두고 탈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연극 자체가 가졌던 역사적 의미
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독립 
이후 상황과 관련된 작품의 역사성이 무시된 것이다. 글리상의 연극은 아
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지성사에서 일어난 ‘탈식민주의로의 
인식론적 전환’을 어느 것보다 앞서 보여준 작품이었다. 
글리상 연극의 이 같은 선구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극에 대한 
기존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배적 설명은 글리상이 아이
티 혁명을 이해하는 데 자신의 앞 세대인 제임스(C, L. R. James)와 세
제르의 견해를 따랐다는 것이다. 글리상 자신이 희곡의 1961년 판 서문
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제임스가 1938년 쓴 역사서, 『블랙 자코뱅』과 
세제르가 1960년 쓴 역사 에세이, 『투생 루베르튀르』가 자기 견해에 
주요 근거라고 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연구자들은 글리상이 자기 이론
과 개념으로 제임스와 세제르의 견해를 어떻게 변주했는가에 관심을 두고 

13)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89); Césaire 
Aimé, Toussaint Louvertu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oblème 
coloni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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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왔다. 예를 들어 피게로아는 제임스와 세제르의 저작을 연극으로 
각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썼다.14) 컬티스(Small, Jr. Curtis)도 아
이티 혁명을 연극으로 재현하면서 투생의 정치적 중요성과 그가 겪은 정
치적 위기에 대한 제임스의 설명을 글리상이 따랐다고 주장했다.15) 글릭
(Jeremy Mattew Glick)도 자신의 연구에서 글리상의 연극은 지도자와 
대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제임스의 문제의식을 그 논리적 극단으로 가
져간 것으로 “글리상의 투생은 제임스의 투생을 완성했다.”고 표현했
다.16)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글리상의 연극이 이들의 저작과는 근본적으
로 다른 ‘서사 방식’과 ‘문제-공간(problem-space)’에 기초한다는 점을 
보지 못한 것이다.17) 

제임스의 역사서, 『블랙 자코뱅』과 세제르의 역사 에세이, 『투생 루베
르튀르』는 1930년대 반식민주의 저항 담론을 지배했던 서사 방식인 ‘혁
명적 로망스’에 기초하고 있었다. 카리브의 저명한 탈식민주의 이론가 데
이비드 스콧(David Scott)에 따르며, 혁명적 로망스는 반식민주의 운동의 
문제 공간을 반영하는 목적론적이고 역사 필연적인 승리주의 서사이다. 
‘억압과 저항, 갈등과 고난, 최종 승리’의 점층 구조로 과거-현재-미래를 
엮는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서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특정한 종류의 개념
적ㆍ이데올로기적 대상물로 구성된다. 흑인 노예와 식민지 종속민을 폭력
과 배제를 통해서 비인간화하고 사물화하는 사회 구조로 그린다. 인간 주
체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권력인 것이다. 반식민주의 운동은 이 같은 노
예제와 식민지 체제를 총체적으로 변혁할 새로운 인간형과 사회 체제의 
창출을 열망한다. 이러한 정치 담론적 조건, 즉 반식민주의적 문제 공간
14) Figue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 169.
15) Curtis Small, Jr., “‘Cet Homme est une Nation’: The Leader and the 

Collectivity in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Hugo, Lamartine, Glissant, Césair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French, New York University, 2001, p. 5.

16) Jeremy Mattew Glick, The Black Radical Tragic: Performance, 
Aesthetic, and the Unfinished Haitian Revolu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p. 85-125.

17)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에 따르면, 문제-공간이란 질문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획하면서 특정 작품을 구조화는 ‘정치 담론적 조건들’
이다. 특정한 문제-공간은 역사적으로 구성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를 조직하는 특정한 서사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avid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The Tragedy of Colonial Enlightenment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04), p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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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 혁명가나 사상가가 던질 수 있는 질문(과 그 답변)의 범위를 인
식론적으로 결정했다. 스콧에 따르면, 제임스의 1938년 역사서, 『블랙 
자코뱅』,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Discours sur le 
colonialisme, 1955)』,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Les Damnés de 
la Terre, 1961)』 등은 혁명적 로망스에 기초한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
의 대표적 사례이다.18) 그러나 글리상의 연극은 ‘혁명적 로망스’가 아니
라 ‘비극적 서사’에 기초하고 있었다.

글리상의 《무슈 투생》은 카리브와 아프리카에서 탈식민화의 위기가 아
직 본격화되기 전에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통해서 이를 예견한 작품이었
다는 점에서 선구적일 뿐 아니라 다른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에 앞서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선구적이었다. 1960년대 글리상을 
포함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데릭 월컷(Derek Walcott), 세제르, 제임
스 같은 카리브 흑인 지식인들은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연극으로 새롭게 
재현하려고 시도했다. 아이티의 역사는 동시대 카리브와 아프리카 나라가 
겪던 탈식민화의 위기를 150년 전에 보여주었고 당시 연극 공연은 대중
에게 식민지 독립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현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자신의 1936년 연극 《투
생 루베르튀르》를 1967년 《블랙 자코뱅》으로 다시 썼다.19) 문제의식
ㆍ서사 방식ㆍ막과 장의 구성 등에서 완전히 다른 작품이었다. 세제르도 
1963년 연극, 《크리스토프 왕의 비극》을 썼는데, 1960년에 쓴 자신의 
역사 에세이 『투생 루베르튀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의식에 기초
해 있었다.20) 이들 모두는 아이티 혁명을 비극적 서사로 재현하면서 던지
는 질문과 그 대답의 틀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21) 

18)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pp. 6, 30.
19)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20) Aimé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63).

21) 제임스와 세제르 연극의 탈식민주의로의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 C. L. R. 제임
스의 연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양사론』, 124호(2015); 하영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 에메 세제르와 
C. L. R. 제임스의 비교 연구 -」, 『호모 미그란스』, 20호(2019);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pp. 1-22; John Patrick Walsh,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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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에 따르면, 역사의 불연속성과 권력의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
을 담았던 비극적 서사는 1960년대 아프리카와 카리브에서 민족해방 및 
사회해방의 기획이 실패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가능성과 그 실효
성이 소진된 탈식민주의의 ‘문제-공간’을 반영했다. 문제 공간의 변형으
로 질문과 대답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노예제와 식민주
의는 흑인 노예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억압적 권력으로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다. 해방과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국민의 삶과 전망을 조건 
짓고 (서구적) 근대성을 열망하는 주체로 이들을 만드는 생산적 권력으로 
그려진다. 스콧은 제임스가 1938년에 쓴 『블랙 자코뱅』을 1963년 수정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스콧의 분석
은 제임스의 역사서에만 배타적 관심을 가지고 그의 연극을 고려하지 않
았고 혁명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아
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지성사를 연구하는 방법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준다. 제임스와 세제르가 글리상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
의 지배적 설명과는 반대로 《무슈 투생》이 1960년대 탈식민화의 위기
를 예견한 선구적 작품으로서 이들의 탈식민주의적 인식 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글리상의 연
극이 아이티 혁명의 재현에서 어떤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지 다른 흑인 급
진주의 지식인들의 작품과 비교 검토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드러낼 것
이다.

Ⅲ. 1960년대 탈식민화와 《무슈 투생》

1961년 처음 출간된 《무슈 투생》은 글리상의 정치 활동에서 중요한 분
수령이었던 시기와 연관된다. 글리상의 정치 활동은 자기 고등학교 선생
님이던 세제르의 영향 아래 시작되었다. 세제르는 1944년 정치가로 변모
하여 프랑스 공산당의 후보로 마르티니크 주도, ‘포르-드-프랑스
(Fort-de-France)’의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마르티니크의 국회의원

and French in the Caribbean: Toussaint Louverture, Aimé Césaire, and 
Narratives of Loyal Oppos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3), p. 104; Paul Breslin, Rachel Ney, 
“Introduction: The Challenge of Aimé Césaire’s The Tragedy of King 
Charistophe”, Césaire,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p. xlix-1. 등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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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당선되어 프랑스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세제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을 때 글리상이 느꼈던 정치적 흥분과 기대는 1958년 출간된 그의 
소설 『레자르드 강』에서 잘 나타난다. 환희에 찬 횃불 행렬이 “억압당
한 자들의 승리”인 “대표자”(세제르)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소설 전
체를 관통하는 염세주의는 마르티니크의 탈식민화에 대한 글리상의 비관
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었다.22) 

세제르는 1946년 마르티니크를 프랑스의 ‘해외 도’로 통합하는 법령을 추
진했다.23) 마르티니크ㆍ과달루페ㆍ기아나를 비롯한 프랑스의 식민지 일부
를 본국의 도로 편입하고, 이 지역의 식민지인들에게 프랑스 국민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마르티니크의 민중은 프랑스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세제르는 이들의 동화 요구
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구호라고 인식했
다.24) 따라서 세제르의 통합 정책은 식민지 종속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마르티니크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탈식민화의 전략이었다. ‘베케
(Békés)’라고 불리는 백인 식민지 정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
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획득하려 했다. 1946년 마르티니크는 프
랑스의 식민지 지위에서 벗어나 해외 도의 위상을 얻었고 마르티니크 민
중은 형식적으로 프랑스 본토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글리상은 세제르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세제르가 네그리튀드 운동의 주창자였기에, 프랑스와의 통합을 추진했던 
그의 정치적 변신은 놀라운 것이었다. 글리상은 해외 도 통합법을 반대했
다. 마르티니크 민중이 자신의 집단 기억과 지역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드
는 동화법이 될 것이라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여 
통합 이후 프랑스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아이티와 같은 ‘제3세계’ 카리브 
이웃의 후진성을 부각하면서 ‘제1세계’ 프랑스로의 문화적 동화를 권장했
다. 마르티니크 민중은 ‘근대적 프랑스인’이 되려고 열망했고 마르티니크
의 고유문화는 현실의 삶과는 유리된 체 보존과 관람의 대상으로 전락했

22) Nick Nesbitt, “Early Glissant: Destitiution of the Political Antillean 
Ultra-Leftism”, Callaloo, 36-4(2013), p. 937.

23) 현재 마르티니크는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région)이자 데망르트망
(département)이다. 

24) 오승헌, 「에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와 탈식민주의」, 『서양사 연구』, 
62집(2020),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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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한편, 프랑스와의 정치적 통합은 세제르가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환멸의 시기가 그 뒤를 따랐다. 사회경제적 평등은 실현되
지 못했으며 1946년~1959년 시기에 경제 위기와 실업 증가로 파업과 데
모가 증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마르티니크에서 일어난 대중 시위를 직접적 계기로 글리상은 과들루프 출
신 법률가이자 시인이었던 폴 니제르(Paul Niger, 본명은 Albert Béville) 
등과 함께 1959년 프랑스령 카리브 식민지의 독립을 위한 투쟁 단체인 
‘독립을 위한 앤틸리스-기아나 전선(Front Antillo-Guyanais pour 
l’Indépendance)’을 창설했다.26) 글리상은 인구 40만이 안 되는 작은 섬 
마르티니크가 독자 생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다른 카리브 섬들과 
연방을 결성한다면 프랑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
메이카와 트리니다드 등 영국령 카리브의 식민지는 독립의 정치적ㆍ경제
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국령 카리브 연방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글리상도 마르티니크ㆍ과들루프ㆍ기아나 등을 포함하는 
프랑스령 카리브 연방의 결성을 추진했다. 1959년 일어난 쿠바의 사회주
의 혁명도 이들에게 중요한 자극제였다. 1960년 글리상은 ‘알제리민족해
방전선’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프랑스 징집병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121 
선언’에도 서명했다. 알제리 독립전쟁의 마지막 해인 1961년 4월에 ‘앤틸
리스-기아나 전선’의 첫 총회가 개최되었고 글리상은 개회 의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드골 정부는 ‘앤틸리스-기아나 전선’을 강제 해산시켰고 글리상은 과들루

25) Richard Price, Sally Price, "Shadowboxing in the Mangrove: The 
Politics of Identity in Postcolonial Martinique", Belinda J. Edmondson, 
ed., Caribbean Romances: The Politics of Regional Representatio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9), pp. 
136-138.

26) Andrew M. Daily, "Race, Citizenship, and Antillean Student Activism 
in Postwar France, 1946-1968", French History Studies, 37-2(2014), 
p. 349; Forsdick, "’Focal Point of the Caribbean’", pp. 955-957; 
Nesbitt, "Early Glissant," p. 934. 본문의 단체명은 글리상 자신의 인터뷰
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단체명을 “Front 
Antillo-Guyanais pour l’Autonomie.”이라고 쓰기도 한다. 피게로이는 이 
같은 단체명의 부정확성은 독립 국가를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치에 대한 전
기 글리상의 모호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Figue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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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서 체포되어 프랑스 본토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글리상과 함께 
프랑스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던 폴 니제르는 1962년 자신의 정치적 동
료들과 카리브행 비행기에 몰래 탑승했으나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글리상도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다. 1965년 
프랑스 정부의 허용으로 마르티니크로 돌아온 후 글리상은 프랑스의 동화
주의에 저항하는 교육과 문화 활동에 집중했다. 카리브 사회를 연구하는 
‘마르티니크 연구소(Institut Martiniquais d'Etudes)’를 설립하면서 저널 
『아코마(Acoma)』를 창간했고, 콘퍼런스 개최와 여름학교 개설 같은 지
역 학술 활동을 전개했다.27) 글리상의 카리브 연방과 마르티니크의 문화
적 자율성 추구는 1981년 『앤틸리스 담론(Le Discours Antillais)』의 
출간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무슈 투생≫은 이 같은 글리상의 정치적 활동을 배경으로 출현했다. 마
르티니크가 해외 도로서 겪었던 사회적 위기와 자신의 활동으로 겪었던 
정치 탄압은 글리상의 인식에서 중요한 전환을 불러왔다. 세제르도 프랑
스와의 통합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
고 ‘마르티니크 진보당’을 결성하고 자치와 문화적 자율권을 옹호하는 연
방제를 주장하게 되었다.28) 그러나 이 같은 세제르의 연방제는 해외도 통
합 정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프랑스 국가라는 틀 안에 남기를 선택하고 
있기에 글리상의 연방제 구상과는 달랐다. 세제르의 연방제 구상은 1960
년에 출판된 자신의 투생 연구, 『투생 루베르튀르』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 연구자는 《무슈 투생》에서 투생과 데살린의 갈등은 세제르와 
글리상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29) 프랑스에 남기를 선택한 ‘투생
-세제르에 맞서’ 아이티의 독립을 선언한 데살린과 해방 노예들을 글리
상이 옹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리상의 연극은 훨씬 더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아이티-
마르티니크) 독립의 찬반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제르뿐만 아니라 글리상의 
사상을 반식민주의적 해석 틀 안에 가둘 위험이 있다. 세제르의 통합 정
책이 프랑스 식민주의와의 협조가 아니었듯 글리상의 독립 추구도 반식민

27) Michael Dash, Edouard Glissa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5), pp. 14, 93.

28) 오승헌, 「에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와 탈식민주의」, 21~27쪽.
29) Figueron,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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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민족국가 건설 전략으로 단순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리상은 투
생-세제르의 선택을 정치적 실수나 배신으로 손쉽게 설명하지 않고 그렇
게 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래서 1960년대 ‘탈-식
민적, 신-식민적 상황’이 아직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글리상은 
아이티 혁명의 연극적 재현에서 카리브와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 이후 
겪게 될 문제를 다루는 서사 방식과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보
여주게 된다. 

Ⅳ. 《무슈 투생》의 문헌학적 조사와 핵심 내용

글리상의 《무슈 투생》은 세 가지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 첫 번째 판본
은 1959년에 라디오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1961년 출판되었다. 이 
판본은 1971년 ‘프랑스-문화(France-Culture, 프랑스방송국)’의 라디오 
방송극으로 공연되었다. 글리상은 1977년에 연극 무대를 위해서 두 번째 
판본을 다시 썼고 1977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다. 1978년에 자기 
저널 『아코마』에 실었다. 1986년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정식 출
간되고, 1988년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글리상의 글 모음집에 포함되었
다. 두 번째 판본은 1981년에 영문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글리상은 2003
년 투생 루베르튀르의 사망 2백 주년을 기념하여 세 번째, 마지막 판본을 
썼고, 그렉 제르맹(Greg Germain)이 연출 감독을 맡아 투생이 옥사한 
‘주 요새(the Château de Joux)’에서 기념공연을 했다. 마지막 세 번째 
판본은 프랑스어로 출간되지 않았고 글리상이 마이클 대쉬(Michael 
Dash)와 함께 번역한 두 번째 영문판으로만 2005년 출간되었다. 

《무슈 투생》의 1961년, 1978년, 2003년 세 판본은 구성이 모두 같지
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본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수정이 있었다. 첫 번
째 판본은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 즉 역사적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루기 때문에 두 번째 판본보다 좀 더 길다. 첫 번째 판본은 처음부터 무
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무슈 투생》 같은 실험적인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식민지 카리브 사회에서는 없었고, 글리상 
본인이 정치 활동으로 프랑스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연극의 
공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30) 그러나 두 번째 판본은 상황 변화에 따라 
30) Sarah J. Townsend, “The Spectral Stage of Édouard Gliss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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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할 수 있게 축약되고 수정되었다. 

두 번째 판본에서 투생이 프랑스 군대에 체포된 이후 데살린이 처형한 샤
르 벨레르(Charles Bélair) 장군과 그의 임신한 아내 사나이트(Sanite)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31) 또한 유럽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보여주는 장
면들도 삭제되었다. 영국군 총사령관 미틀랜드(Maitland)가 투생과 협상
하는 장면이 사라졌고, 나폴레옹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했다는 언급
도 빠졌다.32) 투생이나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가 줄었고,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도 많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아이티 혁명의 역사를 처음 접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관객은 극의 전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판본은 첫 번째 판본에서는 없던 크레올어가 일부 사용되었다. 글리상이 
카리브의 크레올 문화에 갖게 된 관심을 반영한다. 

세 번째 판본인 글리상과 데쉬의 영어판은 두 번째 판본과 거의 같지만, 
몇몇 대사가 빠졌거나 반대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 1961년과 1978년의 
두 프랑스어 판본 그리고 글리상과 대쉬가 영어로 번역 출판한 2003년 
판본까지의 수정 과정은 글리상의 인식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며 그 자체
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 판본이 보여주는 차
이가 아니라 공유하는 문제의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1978년 
프랑스어 판본과 2005년 영어 판본을 기본으로 하며, 1961년 판본을 사
용하게 될 때는 따로 언급할 것이다.

《무슈 투생》은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 제목은 ‘신들(Les 
Dieux)’이고,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막 제목은 ‘죽은 자들(Les 
Morts)’이며,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막 제목은 ‘민중(Le 
Peuple)’이고,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막 제목은 ‘영웅들(Les 
Heros)’이며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의 주된 시기는 투생이 프
랑스에 끌려와 감금된 때이고, 중심 무대는 쥐라산맥에 자리 잡은 주 요
새의 감옥이다. 죽은 자들이 환영의 형태로 투생의 감방을 찾아온다. 이
들은 투생의 눈에만 보이며 그에게 아이티 혁명과 관련된 자기 과거 정치 
행적을 반추하게 하고 그 역사적 공과를 따진다. 

Monsieur Tussaint”, Modern Dram, 61-4(2018), p. 503.
31) Glissant, Monsieur Toussaint, Theatre, pp. 197-201.
32) Townsend, “The Spectral Stage”, p.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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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들에는 식민지 농장주들을 독살의 두려움에 떨게 하다 결국 체포
되어 화형당한 탈주 노예의 지도자이자 주술사 마캉달(Macandal), 아이
티 혁명으로 발전하게 될 첫 번째 노예 반란의 종교의식을 부아 카이망
(Bois Caïman)에서 주재한 부두교 주술사 마몽 디오(Maman Dio. 가상의 
인물), 탈주 노예이자 반란 노예 지도자로서 프랑스 원정대와 싸웠으나 
죽어 개의 먹이가 된 마카이아(Macaïa), 투생의 조카이자 혁명을 함께 이
끌었지만 반란 혐의로 투생에게 처형된 모이즈(Moyse) 장군, 과달루페에
서 노예제를 복원하려는 프랑스 원정대에 맞서 싸우다 폭사한 마르티니크 
출신의 델그레스(Delgrès) 장군, 백인 농장주로서 투생의 이전 주인이었
던 바이욘-리베르타트(Bayon-Libertat) 등이 있다. 

마캉달ㆍ마몽 디오ㆍ마카이아 등은 해방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기
를 각오한 흑인 노예의 반항 정신을 상징한다. 이들은 프랑스와의 유대를 
유지하고 대농장 체제를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폭력적으로 강
제했던 투생의 정책에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 살아 있는 자들은 ‘주 요새’
의 군인 간수들이다. 죽어가는 투생을 동정하는 이탈리아 농민 출신의 평
범한 병사 마뉴엘(Manuel), 투생을 괴롭히고 자기 출세에 이용하려 했던 
주 요새의 대장 아모트(Amyot)과 부대장 랑글래스(Langles), 그리고 투
생이 보물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이를 빼앗으려는 나폴레옹의 특사(장군) 
카파렐리(Cafarelli) 등이 있다. 그리고 아이티 혁명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는 투생 부인과 데살린ㆍ크리스토프 같은 투생과 함께 아이티 혁명을 이
끈 장군들, 투생의 백인 비서였지만 배신한 그랑빌(Granville)과 투생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미는 농장주들 등도 등장한다. 

연극은 투생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오가기 때문에, 연
대기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생의 정치 행적에 대한 반추는 아
이티 혁명의 전개 과정에 따라 구성된다. 첫 1막 ‘신들’은 노예 반란이 시
작된 이후 투생이 프랑스 정부의 특사와 반란 노예들에게 정치적ㆍ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1890년대 시기를 되돌아본다. 1막의 마지막에서 투생
은 (노예제 폐지를 거부한)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 정부 편으로 돌아서고, 
프랑스 정부의 대표, 라보(Laveaux)는 그를 생도밍그 프랑스 군대의 부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2막 ‘죽은 자들’은 투생이 혼혈 자유인을 대변하며 
생도밍그 남부를 통제했던 리고(Rigaud)에 맞서 식민지의 전체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을 다룬다. 3막 ‘민중’은 투생이 생도밍그를 (종신) 총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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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치하던 시기이다. 투생은 과거의 대농장 체제를 복구하고 해방된 흑
인 노예를 강제로 일하게 하는 강압 정책을 취한다. 마지막 4막 ‘영웅들’
은 프랑스 원정대의 생도밍그 도착, 전쟁과 휴전, 투생의 정치적 은퇴, 그
가 배신당해서 프랑스 원정대의 포로가 된 사건, 주 요새 감옥에서의 비
극적 죽음 등을 그리고 있다. 연극은 투생의 계몽주의적ㆍ합리주의적 현
실 인식이 마카이아 같은 탈주 노예의 반계몽주의적ㆍ자유지상주의적 충
동과 갈등하는 양상을 지속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은 투생의 죽음으
로 끝이 난다.

Ⅴ. 탈식민주의 서사와 문제 공간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결정할 사람들이기 때문
이오. 우리는 당신의 투쟁 흔적을 지구상에서 지울 것이오.”33) 주 요새의 
부대장, 랑글래스가 죽어가는 투생에게 한 말은 글리상이 아이티 혁명의 
희곡을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탈식민주의 역사가, 미셀 
롤프-트루요(Michel Rolph Trouillot)가 『과거 침묵시키기』에서 지적했
던 것처럼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은 아이티 혁명의 역사를 침묵시키고 망
각하게 만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34) 랑글래스는 생도밍그에서 프랑
스 원정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투생을 다시 한번 저주하며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쓸 것이오. 승리한 생도밍그 원정대라고. 그들은 그렇
게 서적을 출판하고 백과사전에 쓸 것이오. 그렇소. 우리 후손들은 3대째
가 넘어서기까지 이 일을 방심하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소. 그들은 당신을 주 
요새보다 더 끔찍한 요새에, 쥐라 산보다 더 가파른 산 위에, 공식적 침
묵 속에 가둘 것이오. 저주하고, 구걸하고, 애걸하시오. 수 세기가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오. 그래서 당신은 천 번 이상 죽을 것이오. 우리는 
이 게임의 달인이오. 모두 당신을 잊을 것이오.”35)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이 생산한 역사의 침묵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고 가
33)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p. 160, 118.
34) Michel-Rolph Trouillot,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Beacon Press, 1995).
35)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p. 161-162;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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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만이 아니다. 노예 반란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검열하고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반란의 소문은 대서양 루트를 따라 광범
위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묵시키기’의 중요한 전략은 하찮
고 의미 없어 기억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투생? 그저 무식하
고, 문맹이고, 눈에 띄지 않는 도적단 두목일 뿐이다. 주인 흉내를 냈어.” 
“백인 몇 명을 죽였던 야만인이었고 식인종이었지. 우리가 그를 이성으로 
인도했어.” “우리가 가서 그를 체포했고 죄수가 되었지. 여기서 죽었어.”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안겨준 군사 전략가인 투생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려
는 랑글래스의 말처럼, 식민주의는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
어 망각하게 되는 방식으로 서구 중심적 연대기를 구축해왔다. 그래서 피
셔(Sibylle Fischer)는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이 아이티 혁명의 침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인지(acknowledge)’했지만, ‘부인(disavowal)’하기 위해서 서구 중
심적 역사 담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36) 

글리상은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을 ‘대문자 역사(History)’로 지칭했다.37) 
대문자 역사는 서구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지역의 경험을 배제
하는 선형적이고 연대기적인 과거사 서술이다. 대문자 역사는 아이티 혁
명을 자기 역사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다룰 때 서양의 사건과 
영향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식민지 민중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자국 발
전에 중요한지를 결정하는데 발언권을 잃는다. 글리상에 따르면, 카리브
의 역사는 유럽인의 식민화, 원주민의 말살, 아프리카인의 강제 이주와 
노예화, 인도계ㆍ중국계 채무 노동자의 이주와 정착 등 파열과 단절로 점
철된 불연속의 역사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분류 체계를 
일방적으로 강요받으며 선형적인 연대기로 구성된다. 대문자 역사의 서구 
중심적 연대기만을 과거의 유일한 원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카리
브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과거로부터 분리된다. 
자기 역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 상실, 역사의 망각이 일어난다. 카리브의 
역사는 상실과 괴리만이 존재하는 ‘비역사(non-history)’가 된다. 따라서 

36) Sibylle Fischer, Modernity Disavowed: Haiti and the Cultures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37) Edouard Glissant, J. Michael Dash tran., Caribbean Discourse: 
Selected Essays(1981)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2),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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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상은 《무슈 투생》의 1961년 서문에서 “타자에 의해 역사가 어둠과 
절망으로 축소된 사람들에게는…과거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38)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식민지인에게 서구의 지배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현재의 목소리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각의 거부는 동전의 양면처럼 침묵이 강요될 때부터 있었다. 아
메리카의 흑인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침묵에 저항했다. 특히 1930
년대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아비시니아(오늘날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침
공에 대항하는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연대가 만들어지고 범아
프리카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아이티 혁명의 기억은 역사ㆍ소설ㆍ연극ㆍ회
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었다. 이들 재현은 반식민주의의 승리를 필연
으로 이야기하는 혁명적 로망스의 서사 형태를 띠었다. 미성숙하고 낙후
된 원주민을 계몽하려면 서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국주의 담론에 대항
하기 위해서 혁명적 로망스는 대문자 역사의 서구 중심적 담론이 부정했
던 아프리카 흑인의 역사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1936년 쓰고 런던에서 공연되었던 《투생 루베르튀르》는 억압과 저항, 
고난과 갈등, 최종 승리의 점층 구조를 가졌다.39) 노예제도의 억압과 흑
인 노예의 투쟁(1막)으로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략을 둘러싼 흑인 지도자
들의 갈등과 동요(2막)를 거쳐, 연대와 통합을 통한 최종 승리와 아이티
의 독립(3막)으로 막을 내린다. 이 같은 서사에서 투생이나 데살린 같은 
혁명 지도자가 보여주는 영웅적 면모는 흑인 노예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대적 주체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1960
년대 탈식민화의 위기는 이 같은 관점과 서사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요구
했다.

글리상은 자신의 연극을 새로운 방식에서 구성했다. 혁명적 로망스는 흑
인 남성 영웅의 권위 있는 목소리 하나로 국민의 역사를 구성한다는 점에
서 서구 중심적 대문자 역사를 뒤집은 것에 불과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배제하는 같은 기반에 있는 것이다. 글리상은 ‘소문자 역사’라는 
대안적 관점을 제안한다. 소문자 역사는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

38)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8;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6.

39)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18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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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면서 각각의 관점에 권위를 부여하여 다수의 목소
리가 포함될 수 있게 한다.40) 글리상의 연극에서 투생은 여전히 중심인물
이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혁명의 사건들에 대한 집단적 재검증에 참여한
다. 특정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투생은 자신의 관점과 선택을 끊임없이 
변호해야만 한다. 그가 말하는 동안, 다른 등장인물의 목소리는 이를 비
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내가 ‘투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카이아가 ‘배신자’라고 철자를 써. 내가 ‘규율’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모이즈는 그 쪽지를 한 번 보지도 않고 ‘독재’라고 외쳐. 내가 ‘번영’
이라고 써. 그러면 데살린은 거꾸로 마음속으로 ‘약함’이라고 생각해. 아
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마뉴엘.”41) 이 같은 죽은 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서구 중심주의와 엘리트 민족주의의 대문자 역사서술에서 숨겨
지고 소외되었던 과거를 되살린다. 그리고 이들 목소리가 들려주는 “과거
의 예언적 비전”은 현재의 부정의를 폭로하고 다른 미래 가능성을 상상하
게 한다.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후반부, 투생이 프랑스로 끌려와 ‘주 요새’ 감옥에 
갇힌 때부터 시작한다. 감옥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 투생의 패배를 상
징한다. 연극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묻는다. 물론, 
투생의 패배가 혁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리상은 무
대 장치로서 감옥과 생도밍그 공간의 동시성을 강조한다. 투생이 회상하
는 혁명의 역사적 사건은 생도밍그로 변모한 감옥에서 진행된다. “그가 
심지어 승리한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에도 이 궁극의 감옥에서 결코 탈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프랑스 감옥의 세계와 카리브 섬의 
대지 사이에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는 없다.”42) 카리브 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감옥은 투생 개인뿐만 아니라 생도밍그 국민이 겪을 미래의 운
명을 암시한다. 자유의 공간(아이티의 혁명)은 언제나 억압(프랑스의 감
옥)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다. 식민지 노예제에 맞서 싸우다 죽
은 자들의 감옥 방문은 투생 개인의 정치적 행적과 더불어 생도밍그 민중
의 삶을 규정했던 식민지 지배 체제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다. 

40) Schultz, “Haitian H/(h)istories,” p. 119.
41) Glissant,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16. 영어판에는 없다.
42)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8;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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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은 흑인 노예의 인간성을 억압하고 주체성을 부정하는 권력으로 그리
는 혁명적 로망스의 서사처럼 식민 지배 체제를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생과 같은 흑인 노예를 인간 주체로 만드는 생산적 권력으로 표현된다. 
식민지 근대성은 흑인 노예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저항을 조직하는데 필
요한 관념적ㆍ제도적 조건을 제공했다. 투생은 식민 지배가 만든 범주와 
제도 안에서 자신이 배운 논리에 따라 혁명과 국가 건설을 전망한다. 그
는 프랑스 혁명이 약속한 자유와 평등을 생도밍그에 실현하려 했고 계몽
이 제공하는 보편적 지식을 신뢰했다. 부두교의 신을 거부하고 서구의 과
학과 지식을 따르며 노예 반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싸운다. 레그바(Legba)도 오군(Ogoun)도 없다. 이제 과학과 지식만이 있
다. 우리가 행진할 때, 먼지조차도 규율이 있을 것이다. 만약 무질서와 광
기로 승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을 것이다.”43) 

식민지 근대성이 투생의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도 규정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해방의 정치적 전망과 수단을 제한했다. “그가 성취했거나 성취
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그가 기대하거나 더는 기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
는 데 필수적이었다.” 투생은 프랑스 공화국에 충성하며 질서와 번영을 
추구한다. 규율과 노동이 없다면 생도밍그는 자유를 다시 잃고 약탈과 살
육의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었다. 전쟁터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과거의 경
제적 번영을 회복하고 획득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협력하고 
사탕수수 대농장 체제를 복구해야 했다. 해방된 흑인은 자유로운 노동자
로서 다시 일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노동 강제의 권리를 백인 농
장주에게 다시 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극에서 마카이아는 투생이 ‘새로
운 노예제’를 창출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투생은 공화주의에 기초한 자
신의 체제가 노예제만큼 억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
생의 백인 비서였지만 투생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몄던 그랭빌은 백인 농
장주들에게 충고한다. “투생이 자기 국민을 잊어버리고 계획과 전정
(pruning)에 대한 열정에 다시 사로잡힐 때, 국민은 그를 버릴 것이고 그
는 당신들 손에 들어갈 것이오. 당신들은 그를 패배시킬 수 없소. 오직 
투생 브레다만이 투생 루베르튀르를 이길 수 있소.”44) 
43)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3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35.
44)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5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50. 투생 브레다(Tossaint Abréda)는 투생이 노예
일 때 이름으로 브레다는 그가 속한 농장 주인의 성을 따른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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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성이 투생의 정치적 전망과 수단을 구속했지만 식민 지배 체
제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무
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 내에 모순이 존재했다. 프랑스 공
화주의는 모두의 자유를 선언하면서도 식민지 흑인 노예에게는 이를 거부
하는 이율배반을 보였다. 이 같은 모순을 접할 때, 식민지 주체에게는 다
른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 예측하지 못한 방식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열렸다.45) 투생의 조카 모이즈처럼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을 선포하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투생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
과 생도밍그 미래에 대한 우려는 그가 다른 선택을 상상할 수 없게 했다. 
잠든 간수의 열쇠를 훔쳐 탈출하라는 마카이아의 권유를 투생이 거부하는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투생의 선택이 비극적인 것은 식민
지 지배 체제가 창출한 근대성의 패러다임 밖에서 생도밍그의 미래 발전
을 그가 생각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연극에서 마카이아는 그랭빌처럼 혁명가 '투생 루베르튀르'의 정치적 한계
를 농장 노예 시기 ‘투생 브랜다’의 사회적 조건에서 찾았다. “농장의 마
부, 그를 보라. 그는 배란다 그늘에서 졸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을 동
경했다.”46) 투생은 마부로서 브랜다 농장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다른 노
예를 감독하는 가내 노예였고, 노예 반란 직전에는 자유를 획득하고 작은 
자기 농장을 경영하면서 한두 명의 노예를 대여하기까지 했다. 투생과 같
은 가내 노예나 자유 흑인은 일반 노예와는 다른 더 나은 생활을 하면서 
백인 농장주와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주인의 의복을 얻어 입
으며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을 내면화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예 반란이 
일어나자 재빨리 반란 노예의 지도자ㆍ군인으로 변신했고 백인 농장주의 
재산을 약탈하면서 새로운 농장주 계급으로 성장했다. 아이티 혁명사 연
구자, 뒤푸이(Alex Dupuy)는 제임스의 역사서가 이 같은 아이티 혁명의 
계급적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47) 프랑스 및 백인 농장주와의 

루베르튀르는 그가 혁명에 참여하면서 개명한 성이다.
45) Figueron,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p. 192-193. 
46)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2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29.
47) Alex Dupuy, "Toussaint-Louverture and Haitian Revolution: A 

Reassessment of C. L. R. James's Interpretation", Selwyn Reginald 
Cudjoe, ed., C. L. R. James: His Intellectual Legacies (Hamps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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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문제로 일어난 투생과 데살린의 대립은 흑백 인종 갈등으로만 단순
히 볼 수 없었다. 데살린의 독립 투쟁은 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흑
인 농장주 계급의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
농장 체제를 유지하고 흑인 대중에게 노동을 강제하려는 계급적 욕망에서 
투생과 데살린은 같았다. 글리상의 연극은 이 같은 인종 갈등과 중첩된 
계급 갈등의 차원을 투생과 대립하는 모이즈와 마카이아의 목소리로 들려
준다.

글리상은 연극에서 투생의 영웅적 면모와 그가 아이티 혁명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심문 대상으로 삼는다. ‘무슈 투생’이라는 연극의 제목 자
체가 그를 영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세제르와 
제임스의 경우, 탈식민주의적 전환 이후에도 투생의 영웅적 면모와 중심
적 위치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반면, 글리상의 연극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투생의 대척점에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이즈와 마카이아가 특
히 중요하다. 모이즈는 투생이 추진했던 대농장의 강제 노동 체제에 반대
하고 토지 분배 및 독립을 호소하다가 반란 혐의로 처형당했다. 모이즈의 
처형은 프랑스 문명과 식민지 독립(자유) 사이의 선택에서 투생이 보였던 
정치적 동요와 상상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해방된 노
예들이 투생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모이즈의 처형 
장면은 제임스가 1936년 쓴 연극, 《투생 루베르튀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리상의 1961년 판본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제임스가 1967년 
다시 쓴 희곡, 《블랙 자코뱅》에서 이 장면이 등장한 것은 글리상의 영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의 출판되지 않는 1967년 공연 대본
은 동시대 제3세계의 가상 상황을 다룬 연극의 에필로그에서 모이즈를 
투생의 정치적 대안으로 제시했다.48)

탈주 노예 공동체의 지도자, 마카이아는 제임스와 세제르의 연극에서는 
볼 수 없는 예외적 인물이다. 글리상은 마카이아를 투생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그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극을 구성한다. 아이티 혁명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카리브 섬들에서는 농장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세운 영구적인 
공동체들이 존재했다. 도망친 노예는 식민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4), pp. 106- 117.
48)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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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숲이나 고산 지대에서 자율적인 공동체를 꾸리고 식민지 당국과 전
쟁까지 벌이기도 했다. 마카이아나 상수시 같은 탈주 노예 공동체의 지도
자들은 투생ㆍ 데살린ㆍ크리스토프 같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들과 협력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아이
티의 독립이 성취되면서 결국 군사적으로 진압당했다.49) 마카이아는 투생
의 계몽주의적ㆍ합리주의적 현실 인식에 반감을 품었던 해방된 흑인 노예
를 대변했다.

연극에서 마카이아의 시각은 투생이 보지 못한 식민지 근대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너머의 대안적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카이아는 탈주 노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옹호했다. “백인들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우
리(탈주 노예들)은 이미 숲을 지배하고 있었소. 그들의 개가 1마일 떨어
진 곳에 있으면서도, 평화로운 군중 속에 있는 우리 냄새를 맡았소. 탈주 
노예들은 자유의 냄새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있었소. 나, 도코스(Dokos) 족장 마카이아는 투생이 우리를 위해 싸웠을 
때 투생을 위해서 싸웠소.”50) 마카이아는 대중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투생의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자유는 가르쳐질 수 없소. 그리고 자유를 위한 시간표는 있을 
수 없소. 노예무역이 시작된 이래 숲에서는 자유가 커 왔소. 당신이 원한
다면 거두러 오시오.” 그는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투생의 논리를 거부하고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현재를 희
생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자유에 대한 열망은 본능이기 때문에, 자유
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세제르나 제임스의 연극은 투생과 같은 아이티 혁명 지도자의 전망이 옳
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가졌다. 탈식민주의적 전환 이후 
대중이 혁명에서 수행한 결정적 역할을 다양한 방식에서 강조했지만, 투
생의 전망이 가지는 타당성은 여전히 옹호되었다. 이것은 마르티니크의 
국회의원으로서 프랑스와의 통합을 지지했던 1950년대 세제르의 정치적 
위치나, 동시대 제3세계의 사회주의ㆍ민족주의 지도자를 정치적 지지했던 
49) Carolyn E. Fick, The Making of Haiti: The Saint Domingue 

Revolution from Below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0), pp. 231-233.  

50)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42; Monsieur 
Toussaint, a Play, p. 42.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http://www.homomigrans.com                                 이주사학회 175

제임스의 선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세제르가 
네그리튀드 운동의 선구자였고 제임스가 레닌주의 전위정당론을 거부하고 
대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지했던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투생에게 느꼈을 배신감을 
그들의 정치적 동료나 지지자들이 느꼈다.51) 그러나 세제르나 제임스의 
선택은 투생처럼 계몽주의적ㆍ합리주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측면이 있었
다. 그들도 투생처럼 식민지 계몽의 자식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투생의 
선택을 비판하는데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 글리상의 연극은 마카이아의 
반계몽주의적ㆍ자유지상주의적 열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제임스의 자율
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아이티 혁명의 연극적 재현에서 제임스보다 더 잘 
구현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중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적극
적 옹호는 세제르나 제임스의 작품과 구분되는 글리상 연극의 중요한 특
징이다.

연극이 암시하는 것처럼 아이티 혁명에서 탈주 노예 공동체가 중요한 역
할을 했는가? 하는 점은 독립적 연구가 필요한 매우 논쟁적인 영역이
다.52) 그러나 연극이 탈주 노예 공동체를 식민 지배 체제 밖에 있는 순수
한 저항의 공동체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53) 글리상은 자신의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주 노예는 카리브의 진정으로 유일한 대
중 영웅이자, 논쟁의 여지 없는 반체제의 사례, 총체적 거부의 사례이다
.”54) 이 같은 글리상의 시각에는 권력과 주체의 관계를 이항 대립적으로 
설정하는 반식민주의 운동의 인식 틀이 아직 남아 있었다. 노예제와 식민

51) 제임스의 경우, 이 같은 배신감을 토로했던 인물은 그의 셋째 부인 셀마 
제임스(Selma James)였다. 그녀는 제임스가 혁명적 사회주의를 포기했다
고 인식하고 크게 실망했다. 

52) 아이티 혁명에서 탈주 노예 공동체와 부두교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는 못했다는 견해는 David Patrick Geggus, Haitian Revolutionary Studies 
(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pp. 69-80; 이에 대한 반
론은 Clinton A Hutton, The Logic &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 Cosmological Roots of Haitian Freedom 
(Jamaica Kingston: Arawak Publications, 2005), pp. 92-103; 최근 연구
는 Crystal Nicole Eddins, "Runaways, Repertoires, and Repression: 
Marronnage and the Haitian Revolution, 1766-1791", Journal of 
Haitian Studies, 25-1(2019), pp. 4-38. 을 참조.

53) 진종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역사 의식」, 207~209쪽.
54) Édouard Glissant, Le Discours Antillais (Paris: Éditions du Seuil, 

1981),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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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흑인의 억압적ㆍ부정적 권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저항의 주체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적) 근대성의 밖
에 있다고 생각되는 아프리카 전통문화에 의존했던 세제르처럼, 글리상은 
카리브 탈주 노예 공동체를 저항의 대안적 공간으로 상상했다. 그러나 투
생 같은 식민지 엘리트 지식인처럼 탈주 노예 공동체도 식민 지배 체제의 
안에 있었다.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
의 탈주 노예 공동체들은 식민 당국과 협정을 맺고 자신의 공동체를 보존
하기 위해서 도망 노예를 체포하여 농장으로 되돌려보내거나 노예 반란을 
진압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55) 그리고 이들 공동체가 보존했다고 가정되
는 아프리카 전통도 유럽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흑인 
노예들이 끌려 온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은 대서양 노예무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교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문화적으로 오래전부터 상호 영향
을 주고 있었다.56) 

이 같은 글리상의 한계는 사상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농장 노예제
의 근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부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임스는 저항 주체의 등장을 세제르의 아프리카 전통문
화나 글리상의 탈주 노예 공동체처럼 (서구적) 근대성 밖에서 찾지 않았
다. 그는 대서양 노예제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의 일부로 인식하고 카리
브 대농장의 노동 방식을 공장제의 맹아적 형태로 파악했다. 세계 시장을 
위해서 사탕수수를 경작하고 설탕을 생산했던 카리브의 대농장은 체계적
이고 기계화된 농업과 공업의 결합 형태였다. 흑인 노예는 수백 수천 명 
단위로 함께 노동하면 대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를 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것처럼 대농장 노예제가 흑인 노예를 집
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는 대농장 노예제의 내부에서 주체와 저항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리상도 탈주 노예 공동체를 카리브의 역사적 대안으로 생각하던 
입장에서 점차 거리를 두게 된다.57) 탈주 노예의 반란이 그들이 처한 고

55) David Patrick Geggus, Haitian Revolutionary Studies, p. 62; Kenneth 
Morgan, Slavery and the British Empire: From Africa to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34-135.

56) Laurent Dubois,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Global Others: or, a 
French Atlantic Revolution", Draft, March 20, 2010.

57) Celia Brittion, Edouard Glissant and Postcolonial Theory : Strategies 
of Language and Resistance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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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으로 집단적 힘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기 글리
상은 들뢰즈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관계 이론으로 근대성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저항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카리브의 크레올화(creolization)에
서 예측 불가능한 저항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후기 글리상
의 인식 변화는 모이즈의 투쟁이나 죽은 투생이 탈주 노예의 환영들과 연
대하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되는데, 이 점은 다음 장
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글리상은 반식민주의 운동의 혁명적 로망스와 달리 자신의 연극을 투생의 
감옥에서 시작하는 비극적 서사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식민 지배 체제가 흑인 노예와 식민지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
다. 식민지 근대성이 제공한 범주와 제도 안에서 투생은 탈식민화의 전망
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적 로망스가 꿈꾸었던 식민지 지배 체제로
부터 완전히 해방된 인간형과 사회 체제의 창출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
았다. 투생은 동화(통합)와 분리(독립)의 양극단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동
요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방 운동의 타락과 몰락이라는 비극을 불러왔
다. 글리상의 연극은 아프리카와 카리브 식민지들이 독립 이후 겪게 된 
신식민적-탈식민적 상황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질문(과 대답)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연극은 서구 중심적 역사서술이 전
근대적이고 복고적이라고 저평가했던 마카이아와 탈주 노예 공동체를 투
생과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카리브 저항 문화의 전통을 풍부하게 하고 다
양화했다. 연극이 보여주듯 탈주 노예의 정치적 상상력이 식민지 근대성
에 대한 ‘총체적 거부’의 사례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글리상의 탈식민주의
적 인식 전환이 스콧의 주장처럼 정치적 비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
라는 점은 잘 보여준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카리브 정체성과 흑
인다움에 대한 글리상의 탈식민주의적 전망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이다.

Press, 1999),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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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카리브 정체성과 흑인다움의 탈식민화

연극은 글리상에게 카리브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숙고하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중요한 문화적 수단이었다.58) 그는 아이티 혁명의 연극을 통
해서 개별 섬 단위의 고립주의와 분리주의에서 벗어나 카리브 공동의 대
안적 정체성을 보여주려 했다. 프랑스 정부가 아이티와 같이 독립한 카리
브 국가들의 정치적 무질서와 경제적 낙후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해외도 
마르티니크와 과달루페의 문화적 동화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필요했다.59) 글리상이 마카이아 같은 탈주 노예의 목소리를 강조했
던 것도 이 같은 목적이었다. ‘탈주(marronnage)’는 카리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일어난 노예의 저항 형태였고 공통된 경험이었다. 죽은 이의 환영 
가운데 한 명인 마르티니크 출신 장군 델그레스의 등장도 글리상이 추구
했던 카리브 공동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1802년 투생이 체포될 무렵, 
델그레스는 과들루프에서 나폴레옹 원정대에 패배하게 되자, 항복하지 않
고 추종자들과 함께 폭약을 터뜨려 죽음을 선택했다.60) 과들루프에서 폭
사한 마르티니크 출신 뮬라토, 델그레스는 노예제에 맞선 투쟁이 생도밍
그 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카리브 공동의 역사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연극이 보여주는 델그레스와 투생의 상상적 연대는 1960년대 글리상이 
추진했지만 실패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카리브 연방을 떠
올리게 한다.61) 

연극은 카리브 정체성과 관련하여 유럽과 아프리카 문화 사이에 긴장을 
보여준다. 이 같은 긴장은 투생과 그리고 감옥을 찾아온 마캉달이나 마몽 
디오 같은 죽은 이들의 환영 사이에 발생한다. 후자는 아프리카 전통문화
를 반영하는 부두교 신앙과 관련이 있다. 마캉달은 약초에 대한 아프리카 
전통 지식으로 여러 명을 독살하여 백인 농장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탈주 노예였고, 마몽 디오는 부아 카이망에서 반란 노예의 종교의식을 주
관했던 가상의 부두교 주술사이다. 그러나 투생은 계몽사상을 신봉하며 
과학과 보편 지식을 따른다. 투생이 부두교 신을 거부하고 과학과 지식을 

58) Glissant, Caribbean Discourse, pp. 196-200.
59) Richard Price, Sally Price, "Shadowboxing in the Mangrove", pp. 

136-138.
60)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54; Monsieur 

Toussaint, a Play, p. 51.
61) Townsend, “The Spectral Stage”, p.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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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자 병사가 크레올어로 한 대답은 투생과 그 추종자들의 세계관을 
뚜렷하게 대비한다. “죽은 자는 기니로 돌아가 형제들과 합류할 것입니
다.”62) 유럽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은 투생의 세계관은 마몽 디오나 마카
이아가 상징하는 민중 문화와는 크게 유리되어 있다. 따라서 마캉달이나 
마몽 디오는 투생이 지도자로서 노예 반란을 이끌 것을 예견하고 그를 찬
양하면서 부두교 신 오구가 보호하기를 기도하지만, 그의 유럽 지향적 신
념에는 계속해서 의심과 경고를 보낸다.

글리상은 연극에서 세제르나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이 아이티 
혁명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이 반란 노예들의 자
유를 위한 투쟁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블랙 자코뱅’이었던, 
투생을 고려하면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은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합하게 변형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카이아는 
투생에게 자유를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계몽사상의 엘리
트주의를 거부했다. 모이즈도 투생의 노동 강제 체제를 비판하면서 프랑
스 공화주의의 추상적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신이 ‘국민’이라고 말
하면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공화주의의 고귀한 정신을 
가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탕수수를 뽑고 자르고 묶는 
사람들만 봅니다...당신이 ‘국민’이라고 말씀하면 저는 ‘가련한 사람들’이라
고 대답합니다.”63) 프랑스 국민이 되었다는 상징적 특권의 추상적이고 형
식적인 허용을 통해서 프랑스 공화주의는 식민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감추고 있었다.64) 해방된 흑인 노예는 프랑스 국민이 되었지만, 
대농장 체제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다. 모이즈는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지속되는 식민지 체제의 억압과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 개념의 새로운 확장을 요구했다. 

모이즈는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대성의 약속(자유, 평등, 우애)을 
거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 노예와 식민지 종속민은 노동력
의 착취와 상징적 소외 상태로 이미 근대적 발전의 일부였다. 근대성은 
62)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33. 영어판에는 빠

졌다.
63)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10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82.
64) Figueron,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p.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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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노예제와 식민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은 이들의 배제와 망각을 통해서 근대성을 ‘서구적인 것’
으로 만들었다. “서구는 서쪽에 있지 않다. 서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기획이다.”65) 근대성을 서구의 내재적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성하고, 
노예제와 식민지를 ‘근대적 서구’의 외부에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유물로서 
근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모이즈는 근대성의 원칙 중 어
떤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대 프로젝트가 만든 개념과 세상
을 탈식민화하려 한다. 근대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논리적ㆍ
역사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된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 즉 
흑인 노예와 식민지 종속민의 역사를 통해서 근대성 개념을 해체/재구성
하려는 것이다.66) 연극에서 마카이아의 투쟁이 서구적 근대성 밖에 발전
해온 탈주 노예 공동체의 대안적 근대성을 암시했다면, 모이즈의 투쟁은 
식민지와의 기원적 관계 속에서 근대성 자체가 내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
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순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 같은 근대성의 
해체와 재구성을 후기 글리상은 ‘관계의 시학’과 ‘전체 세계’ 개념을 통해
서 철학적ㆍ규범적으로 전개했다.

근대성과 카리브 사회에 대한 글리상의 시각은 같은 마르티니크 출신이자 
학문적 스승인 세제르와 큰 차이가 있었지만, 반대로 영국령 카리브 출신
이었던 제임스와는 매우 닮아있다. 카리브 연방을 통한 식민지 독립이라
는 정치적 입장에서도 둘은 유사했다. 그러나 글리상과 세제르의 사상적 
차이에 관해서는 국내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제임스와의 관계는 지금
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개념에서 노예제와 식민주의로 상징되는 근대성은 
카리브 사회와 흑인 정체성의 자기 소외와 부정을 불러온 억압적ㆍ부정적 
권력이었다.67) 따라서 그는 서구 근대성의 비판과 아프리카의 재발견을 
65) Glissant, Caribbean Discourse, p. 2.
66) “근대적, 서구적 혹은 자본주의적인 것과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종속되고 주변화되어, 역사의 전개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
나 바로 이러한 종속과 배제의 과정에서 이들 요소는 그 역사에 침투하게 
되고 그것을 훼손한다…. 이들 요소는 스스로가 구성되는 것을 돕고 있는 
근대성을 지속해서 방향 전환하고 변이시킨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들 요
소는 (근대성의) 구성적 외부가 된다.” Timothy Michell, "Introduction", 
T. Mitchell, ed., Questions of Modernity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 p.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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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흑인의 인간다움을 복원하고 카리브 사회를 구원하려 했다. 탈식
민주의적 인식 전환 이후 식민지 종속민을 주체로서 생산ㆍ구성하는 식민
주의의 힘을 인식하고 네그리튀드를 비본질주의적 방식에서 사고하려 했
지만, 여전히 대안은 아프리카 문화에 있었다. 카리브 사회는 근본적으로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로의 ‘귀환(retour)’을 통해서 카리브 사회를 구원한다는 
세제르의 연극이 보여주는 전망에 글리상은 동의하지 않았다.68) 네그리튀
드 운동은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면 아프리카적인 것이 아니라 근
본적으로 카리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제임스의 견해와 같이했다. 
세제르가 수행했던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과 아프리카의 재발견은 식민주
의가 부정했던 인간다움에 대한 자기 긍정을 통해서 카리브 민중이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역사 과정의 한 단계였다. 제임스는 식민 지배가 
강요한 자기 소외와 부정을 카리브 민중은 창조적 에너지로 변형시켜왔다
고 주장했다. 투생뿐만 아니라 세제르와 파농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카리
브 민중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였다. 글리상은 제임스의 이 
같은 설명을 ‘우회(détour)’라는 자기 개념으로 표현했다. “세제르의 시와 
파농의 정치적 행동은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서, 우회를 통해 우리의 문
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장소로 되돌아오게 해 주었다.”69) 아
프리카로의 우회를 통해서 카리브인이 자기 사회의 현실로 귀환할 수 있
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세제르와 파농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여가 있다
는 것이다. 

글리상은 아프리카 문화를 열등하게 규정하는 식민주의 담론에 맞서 그 
가치를 옹호했지만, 세제르의 아프리카 중심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아
프리카에 대한 기원적 추구는 카리브 사회의 발전을 볼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글리상은 제임스처럼 아프리카와는 구분되는 카리브 사회의 고유

67) 하영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172
쪽.

68) 세제르의 연극 결말에서 주인공 크리스토프 왕은 강제 노동과 독재를 통
해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자신의 국가 건설 계획이 아이티 국민의 반란으로 
실패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때 그는 모국 아프리카가 자신을 
아기처럼 안아주고 자기 몸을 씻어주기를 원한다. 하영준, 「1960년대 아
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164쪽.

69) 심재중, 「에두아르 글리상」, 4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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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졌다. 제임스는 카리브 사회가 아프리카 문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
했다. “카리브 문명의 뿌리는 서구 문명의 변형”에 있었다. 흑인 노예는 
강제 이주 때문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상실한 상태였다. 그들은 백인 
농장주의 지배 문화를 배우면서 변형시켜 자신만의 문화를 창출하고 아프
리카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카리브인이 되었다. 카리브 정체성은 서구
적 근대성 안에서 이루어진 고통스럽고 힘든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 등
장했고 진정한 탈식민화의 성취 또한 이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었다. 카리
브의 아프리카인이 아프리카로 귀환했을 때 더 이상 자신이 아프리카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말했던 글리상도 제임스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카리브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부정해서 서구 중심주의라
는 비판받았던 제임스와는 달리,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에 영향을 깊
게 받는 글리상은 아프리카 문화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 문화의 ‘크레올화(creolization)’에서 ‘앙티아니테(Antillanité)’, 
즉 카리브다움(Caribbeanness)의 대안적 정체성을 찾았다.70)

연극의 마지막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투생은 죽음과 함께 마캉달ㆍ마몽 
디오ㆍ마카이아로 대표되는 저항의 공동체에 일원이 되고 부두교의 신과
도 화해한다. 죽기 직전 투생은 크레올어로 “나는 생도맹그에서 자유가 
지배하기를 원한다,”71) 라고 외친 뒤, 자신이 거부했던 부두교의 신 오구
(Ogu)의 이름을 말한다. 이 동작은 마몽 디오의 대사, “투생의 마음속 오
구는 강력하다.”을 환기하게 한다. 죽은 투생은 다른 죽은 자의 환영들과 
함께 새로운 해방 투쟁을 위해서 바다 건너 아프리카로 향한다. 아프리카
로의 '귀환'은 카리브 사회로의 ‘우회’를 위한 길이었다. 유럽 문화로 상징
하는 투생과 아프리카 문화를 상징하는 탈주 노예들과의 연대는 다양한 
문화의 뒤섞임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저항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귀환은 고정된 장소나 시간으로의 회귀(reversion)를 의미하며 되돌아갈 
자아의 안정성을 가정한다. 즉, “귀환은 단일한 기원에 대한 강박이다.” 
반대로 글리상은 ‘우회’를 통한 카리브 정체성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추구

70) Édouard Glissant, "Creolisation and the Americas", Caribbean 
Quarterly, 57-1(2011), pp. 11-20; Édouard Glissant, "Creolization in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Introduction to a Poetics of 
Diversity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20), pp. 3-17.

71)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165;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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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극 결말의 ‘카리브다움’은 투생의 크레올어 사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다. 프랑스어와 아프리카어를 통합한 크레올어는 카리브 정체성의 고유한 
특징으로 강조됐다. 흑인 노예나 노동자들은 노예 소유주가 강요한 지배
자의 언어를 받아들여 뒤틀고 전용해서 자신의 차이와 저항을 만들었다. 
글리상은 크레올어의 역사적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
하지도 못한 것을 생산하는 문화적 상호 작용의 ‘예측 불가능성’에 관심을 
두었다. 연극은 투생이 탈주 노예들과 저항의 연대를 형성하고 크레올어
로 생도밍그의 자유를 외치는 장면을 통해서 글리상이 카리브 문화의 핵
심이자 그 미래의 지속가능성으로 생각하는 상호 연결성과 문화적 개방성
을 옹호했다. 카리브다움의 특징은 고정되고 안정된 것의 거부였다. 이 
같은 글리상의 크레올화 개념은 카리브의 현재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옹호
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럽 문화의 본질주의와 동화주의에 저항하고 카리
브의 신 식민지적 상황을 변혁하기 위한 규범적ㆍ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카리브의 민족주의 세력이 찬양했던 고정되고 본
질화된 크레올 정체성을 거부했다. 글리상의 크레올화 전망은 세제르나 
제임스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지만 카리브 정체성과 흑인다움을 탈식민화
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동화주의적 지배에 도전하는 이 같은 긍정적 의미에도 불
구하고,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통해서 카리브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했
던 글리상과 같은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의 탈식민화 프로젝트가 인도계ㆍ
중국계 등 다른 지역 이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거나 소외하지 않
고 어떻게 동등하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 해결해야 할 역
사의 숙제로 남았다. 독립 이후 카리브 정치에서 크레올 담론은 아프리카
계 이주민의 혼종성과 다양성을 찬양하고 심지어 본질화하면서 자신의 전
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인도계와 중국계 이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민족
주의 이데올로기로써 전유 되었고 오늘날까지 카리브 사회의 인종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72) 따라서 사상과 담론을 그 자체의 내적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권력과의 구체적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만 한다. 그

72)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 노동자의 (탈)크레올화, 1936-1966
년: C. L. R. 제임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39(2016), 
259~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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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크레올화 담론이 식민지 독립 이후 카리브의 
인종 정치와 블랙 파워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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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상의 희곡, 『무슈 투생(1961)』을 중심으로

하 영 준

이 연구는 에두아르 글리상의 연극, 《무슈 투생(1961)》을 1960년대 탈
식민화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무슈 투생》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
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를 다룬 역사극이다. 글리상은 에메 세제르와 프
란츠 파농 등과 같은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출신의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
이다. 글리상의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사상 내에서 
일어난 탈식민주의로의 인식 전환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식민지 
마르티니크가 세제르의 적극적 추진으로 프랑스의 해외 도로 통합된 후 
겪었던 사회 위기와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카리브 연방을 결성하려는 자
신의 정치 활동으로 글리상 자신이 겪었던 프랑스 정부의 탄압은 그의 사
상에서 심층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그는 아이티 혁명을 비극적 서사로 재
현하면서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리카 사회주의ㆍ민족주의 정권의 타락
과 몰락을 예견하고, 인식론적 차원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과 그 대답의 
틀을 완전히 바꾼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는 글리상의 《무슈 투생》을 아이티 혁명을 다룬 세제르의 연극, 《크리
스토프 왕의 비극(1963)》과 제임스의 연극, 《블랙 자코뱅(1967)》 등
과 비교하면서 아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사상에서 이 작품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을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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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mories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Postcolonial Strategies in the Caribbean: A Study of Édouard Glissant’s Monsieur Toussaint: A Play(1961)

Ha, Young-Jun

This Study analyzes Monsieur Toussaint, a Play, written by Édourard 
Glissant in the context of post-colonial and neo-colonial situation in 
the 1960s. The play is a historical drama about the final days of 
Toussaint L'Ouverture, the leader of the Haitian Revolution. Glissant 
was a black radical intellectual from French Martinique, such as Aimé 
Césaire and Franz Fanon. Glissant's play is a pioneering work that 
showed the epistemological shift in black radical thought. It is to be 
read not only vis-à-vis the contemporary historical-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post-war Caribbean, but also in the light of 
Glissant's own personal stance in relation to them. His teacher  at 
the Lycée Schoelcher, Cesaire followed the moderate path of 
départements d’outre-mer, or overseas departmentalization for 
Martinique. But Glissant actively called into question the status of 
the department. He took a clear stand for Antillean 
self-determination, against assimilationalist departmentalization and in 
favor of establishing stronger links with the rest of the Caribbean 
region. In the 1960, he became one of many anti-colonial 
intellectuals who faced reprisals from the French government. 
Glissant turned to the Haitian Revolution to address issues that were 
of immediate concern to him in a Martinican (and more widely 
departmentalized) context. The play stands for the Glisssant-Cesaire 
tensions with regard to Martinique's future. He understood the 
history of Haitian Revolution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reproducing it as a tragic drama according to the change in 
problem-space of the 1960s. This study will compare Glissant'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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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ésaire's play, the tragedy of Kong Christophe(1963) and C. L. 
R. James' play, Black Jacobins(1967), which deals with the Haitian 
Revolution, and reveal the importance of Glissant' ideas in the black 
radi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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