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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이후의 쿠르드족의 지위변화 고찰: 
이라크의 대 쿠르드족 정책을 중심으로

남 옥 정(한국외대)

I. 머릿말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터키제국의 패전으로 아랍지역의 민족들은 

곧 연합국들의 식민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랍민족의 독립국

가 건설을 향한 민족주의 운동은 실패하였고, 쿠르드족은 이러한 혼란 속

에서 중동지역권의 최대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은 중동지역권에서 아랍인, 페르

시아인, 터키인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독립 국가 수립의 역

사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소수가 구 소련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1) 현재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여타 

지역의 쿠르드족과는 다른 지위에 놓여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

후, 이라크의 지배권은 순니 아랍인에서 쉬아 아랍인에게 이양되었고 쿠

르드족의 지위도 후세인 시대와는 다른 큰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쿠르드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을 항상 소수민족이자 억압받는 

존재로서의 단정이 전제되었었다. 이라크는 아랍인, 쿠르드인, 투르크

맨인, 앗시리아인 등의 다민족, 다종족으로 구성된 국가인데, 전체 인구 

2,900여만 명 중 대다수가 아랍인이며 그 다음으로 쿠르드족은 4백만-4

백 5십만명으로 약 15-2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1) 쿠르드인의 숫자는 불명확하다. 쿠르드족은 그들의 인구수를 과장하려 하고 
터키나 이란, 이라크 등 지배정권은 쿠르드인 인구수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
려고 한다. 전체 쿠르드인의 추정숫자는 2,000만에서 3,000만으로 보는 것
처럼 큰 차이가 난다. 쿠르드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그 중간 정도인 2,000만
에서 2,500만 명 정도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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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순니와 쉬아,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에제딘교 등 다종교 국가이

다. 이라크의 주민 중 90% 이상은 이슬람을 따르는데 쉬아파가 약 60%

로 다수를 차지하고 순니파가 약 35%이다. 그 중 쿠르드족 대부분은 이

슬람 순니파에 해당한다. 즉, 이라크 쿠르드족은 아랍인이 다수를 차지하

는 이라크에서 민족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며, 쉬아파가 우세인 이라크에

서 종교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만약 쿠르드족의 지위가 사담 정권의 붕괴후 쿠르드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이 발생했다면 과연 터키, 이란, 시리아에 분산 거

주하는 쿠르드족들처럼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여전히 소수민족이라는 범

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주

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터키의 쿠르드족은 그들을 산악터키인(Mountain 

Turks)라고 불리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이란의 쿠르드족은 

페르시아의 언어와 많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

는 그들의 동화정책을 당연시하여왔다. 이라크의 경우도 아랍인 중심의 

동화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들의 언어와 민족

성을 인정하는 회유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왔었다. 그렇지만 이라크 쿠르

드족의 독립운동은 가장 강력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의 대 쿠르드 정

책은 쿠르드족을 더욱 억압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로 사담 후

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쿠르드족은 UN결의에 따라 자치를 인정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의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쿠르드어 교육 등

을 강화하며 다른 지역의 쿠르드족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자치를 누려왔

다. 그렇지만 이라크 쿠르드족은 그들의 수난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새기

고 주변 국가의 쿠르드족과도 역사적 고통을 여전히 공유하려고 한다. 쿠

르드족의 독립문제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레바논 문제 등 산적한 

중동문제 가운데 잊혀지는 듯 했지만 이라크 전쟁으로 재부각 되면서 이

라크의 쿠르드족은 많은 수혜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라크 국가 성립 이후 이라크의 대 쿠르드족 정책을 통해 이라크 

전쟁 이전의 쿠르드족의 지위에 대하여 인지한 후, 이와 비교하여 이라크 

전쟁 이후의 쿠르드족의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은 쿠르드족의 문제를 다룰 때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지역 혹은 나라별로 더욱 세심한 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인 측

면이 고려된 후 쿠르드족을 소수민족이라는 담론 속에서 다룰 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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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라크의 대 쿠르드 정책: 

쿠르드 지역의 아랍화와 이주정책을 중심으로

아랍화(Arabization, 알타으립 Al-Ta‘rīb2))란 아랍인을 쿠르드지역의 주

민으로 만드는 것, 또는 쿠르드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인에게 그들이 아

랍 주민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쿠르드지역 내 도시, 마을, 거

주지명을 아랍어로 교체하고 쿠르드 지역에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및 정

부 부처, 지부를 설치하거나 기관장으로 아랍인을 임명하는 과정을 말

한다. 이주(Deportation, 알타흐지르 Al-Tahjīr3))는 쿠르드 지역에 거

주해오던 쿠르드 주민을 타지역으로 분산 이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쿠르드 주민들은 이라크 남부 혹은 국경과 가까운 다른 쿠르드 지역

으로 이주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주정책은 군사적 행위나 강제적인 억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4) 쿠르드 지역의 아랍화와 이주정책은 이라크국

가 수립 직후부터 시작되어 후세인 정부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라크 중

앙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쿠르드 정책을 아랍화와 이주 정책을 중심

으로 볼 것이다.

1. 1921-1958년 입헌군주정부의 대 쿠르드 정책

1921년, 히자즈 지역의 샤리프 후세인(Sharif Hussein)의 아들인 파이

잘(Faisal I)은 신생국가 이라크의 왕으로 등극하였다. 아버지인 후세인

의 ‘범 이슬람주의’의 영향을 받은 파이잘의 이라크 정부는 아랍순니 무

슬림이 통치 지배구조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구조로 통치되었다. 1923년 

로잔느 조약은 쿠르드지역의 독립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지만 터키 내

의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925

년 UN의 결의안에 따라 모술에 대한 통치권을 얻은 이라크는 쿠르드어

2) Al-Ta‘rīb은 2형동사 ‘arraba, ‘-을 아랍화하다’의 동명사형태로 ‘아랍화’라
는 의미의 아랍어이다.

3) Al-Tahjīr는 2형동사 hajjara ‘-를 이주시키다’의 동명사형태로 ‘이주’라는 
의미의 아랍어이다.

4) Khaleel Ismael Muhammad, Muwashirāt siyāsatul ta‘rīb wal-tahjīr fī 
’qlīm Kurdistān al-‘irāq, Jami’at Ṣalāḥ al-dīn, (April, 200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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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술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쿠르드어 교육을 인정하였다.5) 그러나 

쿠르드 민족은 영국과 파이잘왕의 지배를 원하지 않았다. 영국은 이라크 

정부를 이용하여 키르쿠크 지역을 중심으로 쿠르드족과 쿠르드 지역6)의 

아랍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1) 키르쿠크의 아랍화 과정

키르쿠크 인근의 바바 구르구르(Baba-Gurgur)지역은 1639년 이후 석

유가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석유추

출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5년 3월부터이다. 1914년 이스탄불에

서 독일회사와 공동으로 설립된 터키 석유 회사(TPC, Turkish Petro-

leum Company)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바그다드와 모술의 석유채굴권

을 승인받았으나 1925년 실질적으로 이곳을 차지한 영국의 한 회사가 지

질조사와 도로건설, 필수 건물 등의 건설계약을 따내었다. 초창기 약 150

명의 영국인과 2,500명의 현지인이 키르쿠크 남부의 나우줄(Nawjol)에

서 채굴을 시작하였다. 채굴식이 거행되던 날인 1927년 4월 1일 파이잘

왕이 직접 이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1927년 10월 27일 영국석유회사는 

바바 구르구르에서 최초로 석유 채굴에 성공하였다.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석유회사는 천공, 지질조사, 근무인력들, 특히 

외국인 인력들을 위한 필수 설비건설에 주력하였다. 회사 명칭도 이라크 

석유회사(IPC, Iraqi Petroleum Company)로 바꾸고 본부를 키르쿠크의 

두즈 쿠르마투(Duz Khurmatu)로 옮겼다. 1931년 석유회사는 이라크 북

동부 지역 대부분에서 채굴을 허락받았다. 1934년 말에 원유 추출을 시

작하였고 복식 파이프라인을 통해 키르쿠크에서 하이파와 트리폴리의 항

구로의 석유수송이 시작되었다. 1935년 연간 어림잡아 4백 만 톤의 원유

가 생산되었고, 이라크는 세계 제 8위의 원유 생산국이 되었다.

5) 장병옥,『쿠르드족 배반과 좌절의 역사 500년』(서울: 한국외대출판부, 
2005), p.27-28.

6) 현재 이라크의 쿠르드지역은 3개주인 다훅주(Dahuk governorate), 아르빌
(Arbil)주, 슐레이마니야(Suleymaniyah)주이다. 그렇지만 쿠르드자치정부는 
키르쿠크(Kirkuk)주 전체, 니나와주의 아크레(Akra), 세이칸(Shekhan), 알 
쉬칸(Al-Shikhan), 알 함단니야(Al-Hamdaniya), 텔 카이프(Tel Kaif), 톨 아
파르(Tall Afar)와 신자르(Sinjar)지구, 살라딘주의 토즈(Tooz)지구, 디얄라
주의 키프리 카나킨(Kifri Khanaqin) 발라드루즈(Baladrooz), 와시트주의 바
드라(Badrah)지구도 쿠르드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본문 중의 쿠르드 지역은 
KRG가 주장하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주로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아랍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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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쿠크에 석유회사의 설립은 이 지역의 사회적, 민족적 특성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키르쿠크 외지의 사람들이 도시로 급격히 몰려들었는

데, 대부분 앗시리안, 아르메니안, 아랍인들이었다. 석유회사에 고용된 

쿠르드인의 숫자는 새로이 도시로 이주하여 채용된 사람들보다 더 적었

다. 1950년대에는 키르쿠크에 아라파하(Ara’paha)라는 새로운 구역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신 키르쿠크’라는 의미였다. 이곳은 쿠르드인을 제

외한 새로 유입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주지 구역이었다.7) 타 지역으로

부터의 유입 노동자들의 정착은 이곳에서 아랍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쿠르드 지역의 아랍부족 정착사업

가지(Ghazi)왕의 집권(1933-1939)동안, 야신 알 하쉬미(Yassin al-

Hashimi) 내각은 키르쿠크 남서부에 위치한 하위자 마을 남부에 아랍부

족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곳은 겨울에 내린 강우량에 의존

하여 곡류 등 농사를 짓는 농업지대이다. 가축을 이용한 구식의 농경방

식을 사용하고 주로 방목을 했는데 하위자 남부는 봄이 되면 알 우바이

드(Al-Ubaid)와 알 주부르(Al-Jubur)같은 아랍유목부족이 들리는 곳이

었다.

1930년대 중반, 가지 정부는 하(下)잡(Zab)강8)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대수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위자의 수로사업은 디얄라주(Diyala gover-

norate)의 알 우바이드부족민에게 맡겨졌다. 알 우바이드부족은 유목민

으로 농사경험이 전무했기에 정부는 그들에게 농사기술을 전수할 고문

을 임명해 보내도록 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쿠르드족에게는 조금

의 땅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정부에 의해 실시된 키르쿠크의 최초

의 아랍인 정착이다. 

아르빌주(Arbil governorate) 남부의 까라즈(Qaraj)와 까라 테파(Qara-

Teppa) 평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랍부족의 정착이 이루어졌

다. 까라 테파 지역 남부에 아랍 유목부족인 알 꾸르위(Al-Qurwi)와 알 

7) Nouri Talabany,, Arabization of the Kirkuk Region (Khak Press & Media 
Center, 1995). pp.21-23.

8) 잡강(Zab rivers) : 터키에서 흘러들어오는 Great(or Upper) Zab과 이란에
서 흘러들어오는 Little(Lower) Zab의 두 줄기는 티크리트에서 만나 티그리
스 강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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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힙(Al-Leheb)부족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정착을 시작하였다. 키프리

(Kifri)와 두즈 쿠르마투(Duz-Khurmatu) 사이의 평원에는 아랍부족인 

바야트(Bayat)부족이 정착하였다. 따이(Tay)와 알 주부르 부족의 일부

는 까라즈 남부와 아르빌주의 마크무르(Makhmour) 남부에 정착하였다.

1957년 통계에 따르면 하위자 관개사업이 진행되는 남부 지역의 약 

1,000평방미터 내에는 10년 뒤에 어림잡아 약 11,000명의 알 우바이드 

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  주부르 부족의 인구는 관개사업 

지역의 서부와 하잡강 사이의 900평방미터 내에 약 12,595명이 거주하

게 되었고 아부 함단(Abu Hamdan) 부족은 하위자(Hawidja)와 키르쿠크

를 잇는 도로와 하잡강 사이의 100평방미터 내에 있는 14개의 마을에 약 

2,140명이 거주하였다. 1957년 하위자에는 총 27,705명의 아랍인이 거

주하였다. 정부는 키르쿠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하위자와 말하(Malha)

를 나히야(Nahiya, 아랍어로 country의 의미)로 선언하였다.9) 

2. 1958-1968년 군부정권의 대 쿠르드 정책

1958년 압둘 카림 까심(Abdul Karim Qasim)장군의 쿠데타로 왕정제

가 막을 내리고 이라크는 공화제로 변화하였다. 압둘 살람 아리프(Abdul 

Salm Arif)의 새 정부(1963-1966)는 새롭게 쿠르드 지역에 대한 아랍

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 방식은 아랍인의 이주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쿠르드 주민의 기본적 혜택을 박탈하여 더 이상 그 지역에 살지 못

하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쿠르드 주민을 몰아내는 형태로 나타났다. 우

선 키르쿠크 주재 제2사단의 사단장과 모술주, 슐레이마니야주 등 이라

크 북부지역의 주지사로 아랍인을 임명하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인 권

력은 2사단장에게 위임되었다. 다음으로 쿠르드 마을을 파괴하고 학교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책이 진행되었다. 쿠르드 주민의 직

장을 빼앗고 마을의 명칭을 아랍어로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그 구

체적인 사례들10)이다.

• 키르쿠크 내 유전지대 주변의 쿠르드 마을 파괴 (약 13개 마을 파괴)

• 두브즈(Dubz)와 알 데비스(Al-Debiss)에 살고 있는 쿠르드인 방출(아랍화

9) Talabany, Arabization of the Kirkuk Region, p.24. Iraqi Government Of-
ficial Census (1957), 재인용.

10) Ibid.,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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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된 마을).

• 석유회사에서 쿠르드인 직원의 해고 혹은 전출, 초등/중등학교 교사들을 남

부/중부 이라크로 전근.

• 경험이 부족한 부족출신 아랍인 석유회사와 지역경찰로 고용.

• 쿠르드 페쉬메르11)가 공격시 군을 지원하기 위한 아랍부족의 비정규군 조

직, 아랍부족 무장시킴.

• 학교 등 공공기관 명을 아랍어로 교체, 사업주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위

해서는 아랍화의 일환으로 아랍식 이름으로 개명토록 함.

3. 1968년 이후 바아스 정권의 대 쿠르드 정책

1962년 까심의 군사정권이 붕괴되고, 1963년 민족주의자 연합세력과 

함께 일시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중심세력으로 키

워가던 바아스당은 1968년 7월 17일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재탈환하였

다.12) 바아스당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1963년 쿠데타 이후의 폭력과 테

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들

은 아리프 정권 동안 국내외적으로 손상된 그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였다. 

초기에 바아스당 정권은 쿠르드족을 민족적 권리와 열망을 지닌 하나의 

민족으로 언급하였다. 바아스주의자의 혁명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들

은 다른 인종의 민족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쿠르드족을 이라크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포기했던 것이다. 바

아스당이 경제, 문화, 인종 그리고 정치에 대한 쿠르드족의 민족적 권리

를 선언하면서부터 쿠르드족은 그들의 민족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13)  한

편, 키르쿠크의 아랍화정책이 추진되는 중, 이곳에 정착한 수만 명의 아

랍부족들에게는 주택과 직업이 보장되었다. 정부는 쿠르드족이 키르쿠크

를 떠나 이라크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집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자

11) Peshmerga는 ‘죽음에 맞선 전사들’이란 의미로 이라크 쿠르드 민병대를 지
칭한다. 2003년 이후 이라크 정부로부터 정규군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약 10
만명으로 추정된다.

12) Christine Moss Helms, Iraq: Eastern Flank of the Arab World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1984), p.59.

13) 장병옥, 『쿠르드족 배반과 좌절의 역사 500년』 p.57. Ofra Bengio, Iraq’s 
Shia and Kurdish Communities: from Resentment to Revolt, A. Baram 
and B. Rubin(eds.), Iraq’s Road to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p.1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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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지구’내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는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자치지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이라

크 정권이 쿠르드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이라크의 일부로 인정한

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쿠르드 민족의 독립운동이 멈추지 않고 중앙정부를 위협하자 

바아스당은 키르쿠크의 민족구성을 변화시키려던 기존 방식에서 더 나

아가 군대를 이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쿠르드인들이 스스로 아랍인

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강경정책으로 돌아섰다. 구체적인 내용14)은 다음

과 같다.

• 남아있는 쿠르드인 교사 등 하위 공무원 및 석유회사의 쿠르드인 직원들을 

키르쿠크 이외의 지역에 전근시키거나 아예 아랍인으로 교체. 어떠한 이유로

건 쿠르드인의 키르쿠크 귀향을 거부. 

• 1957년 인구조사에 새로운 아랍이주자 등록. 그들이 1957년 이전부터 쿠르

드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인구조사 결과 조작.

• 쿠르드인은 아랍인에게만 집 등 그들의 재산을 팔수 있도록 함. 쿠르드인의 

주택건설과 개축 불허함으로써 집을 팔거나 포기하고 떠나도록 유도.

• 다양한 명목으로 쿠르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이

들이 마을을 스스로 떠나거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유도. 

• 바그다드와 키르쿠크를 연결하는 도로상의 아랍화된 도시에 정부의 공직자

를 재배치.

• 공장 및 정부 기관을 하위자와 티크리트 도로상에 건설하고 아랍인 직원 고

용자들을 위한 숙박지구를 건설.

• 많은 쿠르드 청년이 죄목 부과나 재판 없이 보안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감

금.

• 키르쿠크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군주둔지와 군사요새 이전. 

정부는 키르쿠크주의 이름을 알타밈(Al-Ta’mim)으로 교체하였다. 타밈

은 아랍어로 ‘국민화’라는 뜻이다. 키르쿠크의 주민구성 비율을 변화시키

려는 목적이었다.

4. 사담후세인 정권(1979-2003)의 대 쿠르드 정책

1) 쿠르드 지역의 아랍인 거주구역 확대

14) Talabany, Arabization of the Kirkuk Region,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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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바아스 정권이 수립되어 바크르(Al-Bakr) 대통령 시기동안 실질

적인 권력은 제2인자인 후세인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다. 후세인이 자

연스럽게 정권을 이양 받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쿠르드 지역, 특

히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아랍인 정착촌은 계속 확대되었다. 그리고 신 거

주지에 정착한 아랍인들은 경찰, 안보부, 정보국 및 군대나 정부기관에 

임용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아랍인의 신거주지가 건설되었는데 그 구

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아자디(Azadi)와 이스칸(Iskan) 사이에 약 600여개의 거주단지가 건설. 

• 키르쿠크와 슐레이마니야의 도로상 알 카라마(Al-Karamah) 아랍식 명칭 

변경 - 1972-73년 알 카라마 지구 근처에 약 500개의 거주지구가 들어섰고 

알 무싼나(Al-Muthanna) 아랍식 명칭

• 새롭게 건설된 거주지역 보호를 위해 군 캠프 설치 -알 무싼나에서 2킬로 떨

어진 곳에 제2사단의 병기고 위치.

• 1981-82년 키르쿠크와 슐레이마니야 근교에 사담의 친인척들에게 공여되

는 200개의 거주지구가 조성, 부동산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

• 키르쿠크와 아르빌 도로상에 가까운 쿠르드 주택단지인 라힘 아와(Rahim 

Awa) 옆에 알안달루스(Al-Andalus)라는 아랍식명칭의 주택단지가 건설. 곧

이어 라힘 아와와 신생 주택단지는 알안달루스로 통합.

• 1979년 아라파하 신 키르쿠크에 200개의 주택단지가 건설. 외국 건설회사

를 통해 4천개 이상의 주택 신축. 군비행장 건설. 키르쿠크-두부즈 도로상의 

술푸르(Sulphur)채굴회사와 정유공장 노동자들(아랍인들)을 위한 주거지 건

설. 키르쿠크의  군 캠프와 군비행장 주변 500개 이상의 ‘장교 지구’ 건설. 고

위장교 거주용 일부 주택은 군비행장 주요 진입로 앞과 제2사단 본부 근처

에 건설. 

2) 이라크-이란 전쟁, 쿠웨이트 전쟁 동안의 대 쿠르드 정책  

1980년부터 8년간 지속된 이라크-이란 전쟁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

자 이라크 정부는 국내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쿠르드족에게 타협의 손길

을 내밀었다. 그때 쿠르드의 두 지도자간에 타협과 거부로 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7년 이란과 교전이 잦아들자 군력이 남게 되

고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휘로부터 벗어난 

군은 독단적으로 쿠르드 주민의 투옥, 고문, 외곽지대로의 강제이주 등을 

가속화하였다. 1988년 3월 16일 안팔(Anfal, 전리품)작전이 시행되었을 

때 쿠르드족의 고통은 최고조에 달했다. 알리 하산 알 마지드(Ali Ha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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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jid)15)는 1988년 쿠르드 마을을 목표로 삼은 2차례의 사린 가스공

격을 지시하였다. 이 공격으로 슐레이마니야주의 할라브자 마을주민 약 

5,000명이 사망했다. 이라크는 이 사건을 부정하거나 혹은 이라크-이란 

전쟁 중 쿠르드가 이란군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정의 내렸다.

 

물리력을 동원한 마을의 파괴와 강제 재정착, 아랍화 정책은 키르쿠크 지

역과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다수의 마을이 파괴되었는데 특

히 1987년, 1988년 총 779곳이 파괴되었다. 몇몇 지역은 재정착 센터

와 집중 캠프로 전환되었다. 살던 마을에서 추방당한 농부들은 집지을 토

지와 소량의 건설비용도 없이 삶의 의미조차 빼앗긴 채 내팽개쳐졌다. 

1989년 3,839개의 마을에서 1,957개의 학교, 2,457개의 사원, 271개의 

보건소가 파괴되었고 쫓겨난 마을 가구수는 219,828가구에 달한다. 그

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는 키르쿠크 주에서 쿠르드 마을 전

체의 25%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쿠웨이트 전쟁 중에 쿠르드족은 1990년대 사담 정권에 저항하는 반대파

와 이라크 국민회의(INC)에 의해 반정운동을 지원받았다. 그러자 알 마

지드는 1991년 3월 쿠르드 봉기16) 이후 3천여명의 쿠르드인의 체포작전

을 지휘하였다. 체포된 자들은 모술과 티크리트의 감옥에 분산 수용되었

고 기본적인 음식도 잘 제공받지 못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고 생

존자일지라도 한참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알 마지드는 

가우르 바기(Gawur Baghi) 지구 근처의 알마스(Almas)의 200여 가구를 

파괴하도록 지시하였다.

1991년 4월 쿠르드 지도자와 이라크 정부는 폭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

겨난 쿠르드인들에 대하여 귀환을 허용할 것을 명문화한 협정서에 조인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쿠르드족 대다수는 귀환이 불허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쿠르드인의 집과 사업체는 공화국 수비대(National Guard)나 

15) 사담 후세인의 사촌이자 이라크 국방장관 역임. 그는 ‘케미컬 알리’라는 악명
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알 마지드는 쿠르드족 양민학살과 쉬아파 마을 파괴 
및 학살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2010년 1월 25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
다.

16) 쿠웨이트 전쟁을 기회로 삼아 쿠르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쿠르드민병대는 
1991년 3월 19일 정부군과 키르쿠크를 놓고 치열한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가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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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거주자들에게 약탈되었다. 1991년 6월 알 마지드는 개인적으로 소

리자(Shorija)의 쿠르드 거주 지역에 다수의 가옥을 파괴하도록 명령했

다. 1996년 키르쿠크 주지사로 임명된 알 마지드는 쿠르드인과 투르크

맨 거주자들 모두가 아랍인으로 강제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를 거부하

는 것은 이라크 남부로의 추방을 의미하였다. 비 아랍인인 그들 스스로를 

아랍인이라고 등록해야만 했다. 이는 다민족, 다종족으로 구성된 국가를 

단일국가로 변모시키려는 ‘국가 정체성의 변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종전후, 1991년 UN 안보결의안 688호에 의거하여 1992년 쿠르드 지역

정부(KRG)는 UN에 이라크 정부가 쿠르드 주민의 키르쿠크로의 귀환을 

허용하도록 국제 옵져버를 파견하고 중재를 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물론 

이라크 정부는 이 제안을 전면 거부하였다. 

1991년 3월 봉기 실패부터 1999년 10월까지 쿠르드주민 92,712명이 키

르쿠크에서 슐레이마니야주로 추방되었고 913세대 총 5,811명이 아르

빌주로 추방되었다. 2000년 1월에만도 키르쿠크에서 28세대의 쿠르드

주민 161명이 슐레이마니야 지역으로 추방당했다. 

이라크 정권은 방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고 농업하기 좋은 옥토가 있는 

쿠르드지역을 아랍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갔다. 사담정권은 

쿠르드 마을을 없애려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꾸며 시행하기 시작했다. 집, 

교회, 학교, 보건소를 파괴하고 과수원을 불태우고 우물은 시멘트로 덮었

다. 묘지도 파괴되었다. 여기에는 그들의 삶의 흔적을 없애고 존재 자체

를 부정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된 정책이다. 쿠르드족을 소수로 만들기 위

한 목적으로 쿠르드지구의 재정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쿠웨이트 전쟁으로 인해 결국 미국과 연합군이 1991년 중반 북

부 쿠르드지역을 항공금지구역(no-fly zone)으로 설정되면서 쿠르드족

은 바그다드로부터 사실상의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라크 쿠

르드족은 1992년 105개 의석17)의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며 쿠르드 자치

정부를 구성하였다.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어가던 KDP와 PUK 두 

정당은 2003. 2월 사담 정권의 전복 직후 이라크의 정권을 획득하기 위

17) KDP와 PUK는 각각 50석을 차지했고 나머지 5석은 기독교 그룹들에게 할당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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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권이양준비위원회의 구성에도 참여하였다.

Ⅲ. 포스트 사담 이라크의 쿠르드족의 지위변화

1. 과도정부의 ‘임시헌법’초안 마련

이라크 전쟁의 종결 선언 후, 미국과 이라크 동맹은 2003. 11월 임시헌법 

마련동의에 도달했다. “과도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TAL)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2004년 6월 이라크가 주권이양 이전 초안이 

통과되었다. 같은 해 3월 8일 “과도행정법” 역시 통과되었다. 소수의 아

랍 순니가 장악했던 이라크의 과도정부는 이제 이라크 쉬아파에게 넘겨

졌다. 쿠르드족은 2005년 10월 15일 국민투표에 2/3의 다수의 참여를 

이끌었다. 다훅, 아르빌, 슐레이마니야주에서 다수의 우위를 차지하는 쿠

르드족은 이 지역에서 대승을 거두었다.18) 임시헌법에는 쿠르드와 관련

된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쿠르드족은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그들의 자치를 유지한다. 그렇지만 TAL

은 이라크의 18개주의 경계가 바뀌는 것을 불허한다. 타밈주의 주도인 키르쿠

크시가 쿠르드족의 통치하에 있음을 부정한다.

• 아랍어와 쿠르드어는 이라크의 공식 언어로 인정한다. 이슬람 원리가 최우

선의 “법원”이 되어야 한 다. 

• KRG는 외교정책, 국가안보, 국가예산문제, 이라크 자연자원의 통제와 관련

이 없는 이라크 법에서 쿠르드 지역에 대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어진다. KRG는 경찰과 내부적 보안을 이용하여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 즉, ‘

페쉬메르가’를 합법적으로 지속적 운용할 수 있다.

쿠르드족은 초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가 되는 

조항은 향후 협상의 포문을 열어두고 임시헌법투표에 참여하였다. 쿠르

드자치정부와 공식어로서 쿠르드어를 헌법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그

들에게는 승리한 협상이었다.

2. 2005년 1월 총선거

18) Kenneth Katzman and Alfred B. Prados, “The Kurds in Post-Saddam 
Iraq”,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14, 200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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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말, 쿠르드족은 과도정부 의회와 쿠르드지역의회 총의석 275석

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고 의석점유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의

회는 공식정부 선거 전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다. KRG의 두 정당, KDP와 PUK는 개인선거구보다는 비례대표제를 바

탕으로 선거에서 예상치를 잡고 동맹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165명의 

위원이 포함된 “쿠르드 동맹”(KA)을 구성하여 선거에 도전하였다.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인의 동원률은 약 90%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순니와 쉬

아 공동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쿠르드동맹은 26%, 총 75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또 다른 쿠르드당인데 KA에 참여하지 않은 쿠르드이슬람그룹

(IGK)는 2석을 차지하는 선전을 보였다. 쿠르드지역의 경쟁 정당은 쿠르

드지역 의회 총 105석 중 각각 41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23석은 독립정

당들에게 돌아갔다.

‘이라크 통합연맹 (UIA)’은 140석을 차지했는데 의회에서 신정부 구성

에 대한 안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75석의 투표권이 더 필요하였다. 이라

크의 쿠르드족은 이제 변방의 외톨이가 아닌 이라크 정치의 핵심으로 자

리잡게 되었다. 쿠르드족은 몇가지 요구사항과 그들의 지지표를 맞바꾸

는 협상에 들어간다. 즉,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쿠르드족인 ‘탈라바니’

가 후보로 거론하고, 실질적 자치의 약속, 페쉬메르가의 지속적 유지권, 

쿠르드 지역이거나 쿠르드인들로 이루어진 키르쿠크19)와 다른 경제지역

의 자원(대부분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그 요구사항이었다. 쿠르드족

은 영구헌법에서 법의 우선적 근원이 이슬람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

다. 그리고 쿠르드 지도자들은 쿠르드 자치지구의 독립을 밀고나가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터키, 시리아, 이란의 쿠르드 운동에도 큰 영향

을 끼칠 수 있었다.

2005년 3월 16일 쿠르드와 UIA의 신정부구성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었

다. 이는 쿠르드족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키

르쿠크에 대한 통제권은 언제나 협상의 걸림돌이었다. UIA는 TAL 58조

에 대하여 ‘토의’의 과정이라는 것에만 동의를 얻었다. 약 십만 명의 쿠르

드족이 거주하는 키르쿠크를 KRG 통치지역에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토

론”이 진행 중인 것이다. 

19) 키르쿠크 지역은 이라크 전체 석유자원 약 112억만 배럴 중 10%를 차지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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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쿠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자 이제 오히려 키르쿠크의 아랍인들 사

이에 공포심이 유발되었다. 사담에 의해 이주 정착한 아랍인들이 이제는 

쿠르드인에 의해 그들의 고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쿠르드족은 

타밈주(키르쿠크)지역 선거에서 우세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KDP

와 PUK는 그들의 선거후보 명부를 합쳐 지방의회선거에서 41석 중 26

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였다. 미국 공식성명은 사담 이후 350,000명에 달

하는 쿠르드인이 키르쿠크 지역에서 쿠르드족의 투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했다고 추산했다. 

3. 목소리를 되찾은 쿠르드족

이라크 정부가 구성되고 쿠르드족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하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이라크 쿠르드지역에서 중요한 두 차례의 국민투표가 시

도되었는데 우선, 2005년 1월 30일 쿠르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

표’ 실시이다. 쿠르드의 ‘독립’에 대한 찬반투표였다. 투표결과는 참가자 

95%의 찬성이었다. 이번 투표는 2004년 실시된 1천7백만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에 의해 요구 실시된 것이었다.

두 번째로 키르쿠크에서 국민투표가 시도되었다. 키르쿠크 국민투표는 

키르쿠크 지역이 이라크의 주인 디얄라, 키르쿠크(알 타밈), 살라딘, 니

나와가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20) 실제로 수천의 쿠르드 주민이 2003년 이라

크 전쟁 후 키르쿠크로 귀환21)하였으며 투표의 결과는 키르쿠크가 어디

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쿠르드족은 자신들이 차지해야 하는 영토를 쿠르디스탄(Kurdistan)이라

고 부른다. 이 용어는 12세기 셀주크 터키인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20) 이 국민투표는 2007년 11월 15일에 실시가 계획했으나 12월 31일로 연기되
었다. 그 다음에는 6개월 더 연기되었다. 쿠르드동맹(KA)은 기술적인 문제 때
문이지 정치적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 국민투표는 2009년 1월 31일 
지방선거의 일부로 실시하기로 다시 연기되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
다. 

21) 국제이주기구(IOM)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 이후 이라크 내 추방자들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들 중 귀환이 확인된 가구수는 이라크 전체 
58,110 가구 중 키르쿠크로 귀환한 가구수는 3,873가구이다. (2009. 11. 3일
자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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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란 동부의 많은 부분을 포함한 쿠르드족이 분포되어 있는 전체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첫 번째 국민투표에서 독립할 쿠르드 지

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었다. 투표에 참여한 쿠르드인들은 자기들 나

름의 쿠르디스탄에 대한 범위를 그리고 독립을 염원한 것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투표에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오히려 명확히 해준다. 영국

이 쿠르드의 독립의 지지를 철회하고 이라크라는 국가를 만든 것도, 이라

크의 집권정부가 쿠르드지역을 아랍화하려던 정책을 펼친 것도, 쿠르드 

지방정부가 이라크 쉬아파를 지원할 수 있는 표심을 이용하여 획득하려

는 목적도 모두 ‘키르쿠크라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다. 

선거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시도되고 또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자

체가 가지는 의미는 더 크다. 이제 쿠르드족은 이라크 내에서 그들의 목

소리를 낼 만큼 충분한 지위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Ⅳ. 맺음말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선포 이후 중동 여러 곳에서 민족

주의 운동이 부흥했고 쿠르드족 역시 그들의 독립국가 설립을 염원하였

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여러 강대국로부터 독립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

의 근대 역사는 배반으로 점철되었다. 이후, 쿠르드족은 차별이나 박해라

는 주제어와 연관 지어 연구되어왔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터

키나 이란의 쿠르드인들처럼 존재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라크

의 대 쿠르드정책은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쿠르드족을 회유하기 위

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었었다. 그렇지만 이라크 쿠르드족은 다른 나라의 

쿠르드족보다 더욱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여왔고 억압과 학살을 당했다. 

이라크 쿠르드족은 주변 국가의 쿠르드족들과 함께 억압과 고통의 역사

를 공유하여 왔으며, 사담정권의 붕괴 이후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국제적

인 연민과 동정을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라크 쿠

르드족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쿠르드족에게 도움을 손길

을 뻗기는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관계 구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쿠르드족을 이끌만한 

통일된 정체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부적으로 전 세계 쿠르드족의 독립 

지지와 정치적, 물질적 원조가 있어야만 한다. 그들은 ‘쿠르디스탄’이라

는 가상의 경계를 통하여 민족문화와 역사를 통일할 수는 있겠지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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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이후 각 지역마다 이루어진 교육 분야와 언어 등의 동화정책의 

영향을 받아 각각 이질적인 문화 환경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외부적으

로 전 세계의 단합된 통일에 대한 지원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터키도, 

이란도, 시리아도, 미국도 원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라크 전쟁 중 사담 후

세인을 몰아내기 위해 쿠르드족이 미국을 도왔다고 해서 미국이 이라크 

쿠르드족의 독립을 지원해줄 리는 만무하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발발

에 대하여 터키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터키와 미국은 오랫동

안 동맹관계를 유지하여왔으며 미국은 이라크가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나

가며 쉬아파가 득세한 이후에 보여지는 이란-이라크 지역의 쉬아파의 연

대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희미해져 가는 아랍의 미국과의 동

맹국들을 더 이상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투쟁 끝에 중앙정

권의 핵심에 접근하여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기회를 포착한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아는만큼 기회

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독립’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을 두려워하는 

이라크 쉬아 정부와 순니파 사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용하기 쉬운 ‘

도구’를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라크 쿠르드

족이 그들 스스로 소수민족으로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는 국제

적 이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정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라크 쿠르드족은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좁

은 입지 안에서 쿠르드족의 번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발

휘하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후 쿠르드족이 억압과 압제와 소수민족이

라는 결합코드 속에서 다루어지며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고통의 역사

와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된 수확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라

크 쿠르드족의 이라크 내 상승된 지위변화에 주목하며, ‘쿠르드’라는 주

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획일화된 단일 구조 속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를 가진 쿠르

드족들 각각의 분리된 단위별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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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hange of Iraqi Kurd’s status after Iraq War

: focusing on the Kurdish policy of Iraq Regime

Ok-Jeong Nam

 The Kurds have their own imagined area, which called 

‘Kurdistan’. This area imply they are one ethnic group and have one 

nation. They intend to maintain their identity as the same national 

culture and history but it actually divided each different cultural 

environments as an effect of assimilation on the educational field 

and languages since end of World War I. 

 It is obvious that the Kurds are dealing with in category 

of the Minorities but I would like to indicate that it is not proper 

to observe standardized and unified view but have to see them as 

each units which has different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

tural structures. Among them, Iraq kurds took much better place 

than other countries’ kurds, and it is inappropriate that they treated 

within the sphere of Minority anymore.

 In this paper, it researches change kurd’s status after Iraq 

War through the consideration on Kurdish policy of Iraq regime. 

This subject can present that it is time to study as Iraq kurds, 

Turkey kurds or Iran kurds after due consideration their own sides 

of historical, geo-political issues whether they deal with as a cat-

egory of minority or not.

happy2oj@hanmail.net

주제어: 이라크, 쿠르드, 아랍화, 강제이주, 사담, 소수민족

Key Words: Iraq, Kurd, Arabization, Deportation, Saddam,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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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키(Harkis) 문제: 사라진 증언들

노 서 경(서울대학교)

I. 머릿말

하르키(Harkis)1) 문제는 알제리 민족운동이나 독립 전쟁사에서 의미 있

게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알제리 역사가들의 서술이나 프랑스 역사가들

의 해석이나 거의 접어두는 문제가 하르키에 관한 부분이다. 왜 그런가가 

오히려 흥미 있기도 하지만, 마후드 카다슈(Mahfoud Kaddache)의 2권

짜리『알제리 민족운동사(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중 하르

키에 할애된 장(章)은 없고2) 민족 운동의 도가니였던 해방전쟁을 분석한 

책들도 하르키에 관해 설명하지 않는다.3)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알제리

나 프랑스나 이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다시금 떠오르는 ‘현재사’

로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카다슈뿐 아니라 전쟁으

로 식민주의를 물리친 나라의 역사가들에게 식민지 세력에 복무했던 하

르키는 관심 밖인 것 같다. 또한 민족운동이든 전쟁사든 프랑스 역사학

이 알제리 현대사에 깊이 참여한 것도 사실인데 낭시대학 교수인 질베르 

메니에(Gilbert Meynier)의 주요 저서인 『FLN의 내부 역사(Histoire 

1) 하르키(Harikis)라는 말 자체는 이동을 뜻하는 아랍어 하라카(Haraka)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알제리에만 하르키들이 있던 것이 아니다. 하르키는 좀 더 
공식적인 말로 표현하면 귀환 프랑스계 무슬림(FMR: France-Musulman 
Rapatrié)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르키에 대한 규정은 머릿말의 마지
막 부분을 보라. 

2) Mahfoud Kaddache,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Alger: SNED, 
1980).

3) Jean-Charles Jauffret, Maurice Vaïsse, Militaires et guerilla dans la 
guerre d’Algérie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2001); Patrick Rot-
man, L’ Ennemi intime (Paris: Seui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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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érieure du FLN 1954-1962)』에서도 하르키가 나타나지 않는다.4)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전쟁에 대한 기억의 소생의 일환으로 하르

키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5) 이는 알제리 전쟁에 관한 학

문적 관점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맥락으로 짚을 일 같다.6) 하르키

를 역사학의 주제로 만든 모한드 하무무(Mohand Hamoumou), 톰 샤르

비(Tom Charbit) 같은 일부의 학자를 제외하면7) 하르키들이 겪은 고난

을 (프랑스) 사회가 알도록 하는 데 공헌한 것은 당사자들인 하르키 후손

들이다. 이영목은 이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받은 물심양면의 고통이 하르

키 문제의 초점이었음을 지적했다.8) 

하르키 문제는 이처럼 프랑스와 알제리 사이의 깊고도 오랜 역사적 후유

증을 말해주는데, 문제를 사회화시키는 자연스럽고도 전략적인 방안은 

문학이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세대의 주도로 『하르키, 내 아버지』, 『

4) Gilbert Meynier. Histoire intérieure du FLN 1954-1962 (Paris: Fayard, 
2002); Mohammed Harbi, Meynier, Le FLN Documents et histoire 1954-
1962 (Paris: Fayard, 2004). 전쟁 당사자인 프랑스나 알제리가 아니라 중
립적일 수 있는 당시 서독의 주요한 연구자 엘젠한스(Hartmut Elsenhans)도 
하르키를 다루지 않았다. Hartmut Elsenhans, La Guerre d’Algérie, 1954-
1962 : la transition d’une France à une autre : le passage de la IVe à la 
Ve République, traduit.(Paris: Publisud, 1999). 영국인 저자 혼(Alistair 
Horne)의 알제리 전쟁사에도 하르키에 대한 언급은 없다. A Savage War 
of Peace, Algeria 1954-1962 (New York: New York Review of Books, 
1996).

5) 알제리 식민 통치의 주요 세력이었던 피에 누아르(Pieds noirs: 프랑스계 또
는 유럽계 알제리인을 가리키는 ‘검은 발’이란 말. 알제리 전쟁기에 부쩍 사용
하게 된다), 또는 이 세력의 보존을 프랑스의 보존으로 본 OAS( Organisation 
d’Armée Spéciale: 특수군조직), 그리고 일반병으로 알제리 전쟁에 종군한 
프랑스 군인들의 기억과 하르키들의 기억을 동렬에 놓는 관점이다. Susan 
Ireland, “Facing the Ghosts of the Past in Dalila Kerchouche’s Mon 
père, ce harki and Zahia Rahmani’s Moze”, Contemporary French and 
Francophone Studies, Vol. 13, No. 3 (2009), pp.303-304.  

6) 그러나 하르키에 대한 학구적 연구가 결핍되었던 것은 아니다. 관련된 석∙박
사 학위논문의 소개는 Fatima Besnaci-Lancou, Gilles Manceron (ed.),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ites (Paris: Éditions Atelier, 
2008), p.222. (이 책은 이하 Les Harkis로 줄인다)

7) Mohand Hamoumou, Et ils sont devenus harkis (Paris: Fayard, 1991); 
Tom Charbit. Les Harkis (Paris: La Découverte, 2005).

8) 이영목, 「정체성, 기억, 역사: 하르키와 그 자녀들의 경우」, 『불어불문학연
구』, 66권 (2006), pp.3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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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키의 딸』, 『하르키 모한드』, 『국가 범죄 하르키』가 나왔고9) 흔

히 배신자로 낙인찍힌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들려주었다.10) 그렇

지 않아도 무슬림 이민자 문제가 깊어가는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이

들의 가족적, 인간적 이야기가 공감을 사면서 ‘하르키 문학’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정을 받았다.11) 하르키 집안의 후손들이 문학뿐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지난 20년 이상 계속 일깨운 것은 무엇보다 프랑스 국가가 무슬

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방치하여 그들이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였다

는 점이었다. 마침내 2008년, 장 라쿠튀르는 버림받았던 하르키들의 상

황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프랑스인은 없다는 선까지 말했다.12) 그러나 문

제는 여전히 살아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르키 후손과 프랑스의 양

자관계로 환원시킬 수 없고 알제리-하르키-프랑스의 3자 대면으로 그려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민족해방 대원들을 수색, 고발하고 폭력적으로 조사한 하르

키들이 민족운동가들과 같은 알제리인이 아니었다면 일은 심각하지 않

을 수 있다. 모든 외세의 지배는 군사력 아래 성립되었다. 그렇게 열강의 

제국주의 아래 동족이 동족을 핍박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었어도 하르키

의 맥락은 더구나 특수하다. 하르키 문제가 대두한 것은 수많은 알제리인

이 생명과 안전을 던져 민족의 소생에 나섰던 해방 전쟁기이다. 1958년 

알제리 산간에 있던 파티마(Fatima)가 수십 년이 지나도 전율하듯이 전

9) Hadjila Kemoum, Mohand Le Harki (Paris: Editions Anne Carrière, 
2003). 프랑스로 와서 멸시받고 유기되었던 하르키 일가의 체험을 말한 것은 
Dalila Kerchouche, Mon père, ce harki (Paris: Seuil, 2003); Leila (Seuil, 
2006). 자녀의 입장에서 하르키 부모를 그린 Fatima Besnaci-Lancou, Fille 
de harki (Paris: Editions de l’Atelier, 2003). 하르키에 대한 영상 매체는, 
Béatrice Fleury-Vilatte, La mémoire télévisuelle de la guerre d’Algérie, 
1962-1992 (Paris: L’Harmattan, 2001).  

10) Michel Roux, Les harkis, ou, les oubliés de l’histoire (Paris: La Décou-
verte, 1991), p.6. “배신했으니까 값을 치러야지 하고 나는 아마 그들에게서 
눈을 돌렸을 것이다.”

11)  2009년 11월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내한 강연을 가진 알제리 
출신 문학평론가 알리 벤 지네브(Ali Ben Zineb)의 표현이며, 이 말처럼 하
르키 스토리는 연속 출간되고 있다. 예를 들어, Les enfants des Harkis: 
Entre silence et assimilation subie de Saliha Telali (Paris: L’Harmattan, 
2009).

12)  망스롱은 『마리안느와 식민지들』로 뒤늦었던 프랑스의 식민주의 비판사
학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Manceron, Mariane et les colonies (Paris: La 
Découvert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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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중 언제 어디서나, 크든 작든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하르키가 문을 두

드릴까봐 가슴이 옥죄었다.13) 이 긴장과 적대는 식민 통치 하에 놓인 알

제리 땅에 한정되지 않았다. 식민 본국이지만 남의 나라 땅인 프랑스, 파

리로 연장되었다. 1961년 10월의 북아프리카인 시위에 대한 진압 사건

은 알제리인들의 체포와 구타에 사용된 인력이 또한 하르키임을 세상에 

드러냈다. 한편 1962년 3월 에비앙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고 7월 3일 알

제리 독립이 선포된 후에 벌어진 하르키에 대한 가혹 행위는 법을 모르는 

응징이었다. 도처에서 가공할 양상으로 진행된 처형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증거는 수집되어 있다. 협정에 명기되지는 않았어도 생명의 안

전이 보장되리라 믿었던 하르키들의 예상은 무너졌고 독립 전까지 알제

리는 프랑스(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후, 프랑스 국가에서 자신들을 버렸

다는 하르키 측의 항의가 가능했다. 하르키의 존재와 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통치 아래 놓였을 때 동족 간의 대립

과 박해가 거의 필수적이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노정한다. 14)

문제는 너무 난감하고 크다. 아마 어니스트 겔너(Ernest Gellner)의 주장

처럼 민족주의는 근대 정치의 가장 확실한 준거일 것이다. 하지만 식민 치

하에서는 민족 형성과 근대 정치, 양자가 보조를 맞추어 나란히 나갈 수 

없었다.15) 두 가지를 모두 방해하는 요소들이 식민주의의 외부에서 내부

로 끊임없이 개입했다. 또한 누군가를 배신자로 낙인찍을 수는 있지만 배

신 자체를 논할 법적∙정치적인 규준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집단적인 배

신 혐의는 통념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다. 하르키 문제를 살피기 위해 우

선 필요한 것은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보다 변론과 논고 양 편에 모두 서

보는 입장 같다. 회색지대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착잡한 문제에 대한 최

소의 공정성을 위해서다.  

13)  “Femme de rif et de nif” (par B. Ziane), Révolution Africaine, 10 no-
vembre, (1989).

14) Madeleine Dobie, “French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ationalism, 
Colonialism, Race”, The Romanic Review, Vol. 95 (2004). 페이지 없이 일
련으로 계속되는 자료임.

15)  물론 겔너는 모로코 서부 아틀라스 부족의 연구자로서 민족 형성의 문제
를 서구에 국한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룬다. Brendan O’leary, “On the 
Nature of Nationalism: An Appraisal of Ernest Gellner’s Writings on 
National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 2 (April, 
1997), pp.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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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상으로도 이미 모호하게(ambivalent) 느껴졌듯이 우선 부닥

치는 것은 하르키라는 집단이 누구냐 이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고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식민주의 역사의 복잡함이 드러난다. 슈나페르

(Dominique Schnapper)처럼 프랑스화한 무슬림으로 넓게 잡을 수도 있

다.16) 언론에서는 알제리 전쟁기에 프랑스에 충성을 했던 무슬림, 다시 프

랑스로 귀환한 1세대와 그 자식들 전체를 뭉뚱그린다.17) 그러나 친불파 

무슬림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사태는 점점 모호해지고 갈피를 잡기 어렵

다.18) 전쟁 기간에 한정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200만 명의 무슬림이 식

민지의 행정과 통치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실비 테노(Sylvie Thénault)는 

산정한다.19) 이에 비해 하르키 문제를 간추린 샤르비, 하르키를 용병으로 

보는 메네르, 군사문제 전문가인 페브르가 모두 하르키를 일정한 군사적 

범주로 간주하며 알제리전쟁기에 한해서는 특히 이 기준이 적절하다. 따

라서 이 글은 민족해방전선(FLN) 전투원과 요원의 정보 및 추적, 검거 임

무에 보조 인력으로 쓰였던 프랑스 군대의 일부를 하르키로 지칭하는데 

경찰의 보충병도 포함된다.20)

II. 식민지 병력 동원의 역사

님 웨일즈(Nym Wales)의 말이 옳다면 식민지 시기의 한국인은 일본의 

경찰이나 헌병, 군사력에 포섭되지 않았고 동원되지도 않으려고 했다.21) 

일본 식민당국에서도 한국인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조

선 땅의 피식민지인들의 협력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치안당국에 기재된 한국인의 숫자는 아주 적고, 일본 군대에 들어간 한국

인의 경우는 식민지 사회에 교란을 일으킨 바 없다.22) 그러나 서양의 식

16)  Dominique Schnapper, “préface”, in Mohand Hamoumou, Et ils sont 
devenus harkis, p.7.

17)  Abd-El-Aziz Meliani, Le drame des harkis(Paris: Perrin, 2001), p.17. 

18)  Hamoumou, Et ils sont devenus harkis, pp.61-126.

19) Sylvie Thénault, “Massacre des harkis ou massacres de harkis? Qu’en 
sait-on?”, in Fatima Besnaci-Lancou (ed.), Les Harkis, pp.85-86. 

20) 하르키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하르카에 소속되었던 이들이 수도 
많았고 전투 부대의 부설이었기 때문이다. Hamoumou, Et ils sont devenus 
harkis,, p.121.

21)  Nym Wales, “Rebel Korea”, Pacific Affairs, Vol. 15, No. 1 (March, 
1942), p.27.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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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강대국에서 식민지 병력을 동원한 역사는 오래되며 프랑스는 주권 행

사를 했던 모든 나라에서 각종의 현지인으로 편성된 직업군인, 징집병, 

보충병을 프랑스군에 복무하도록 했다.23) 이 방법은 식민지 침탈이 시작

된 16세기부터 카리브해 군도를 비롯하여 인도양 섬들이나 아프리카 일

대에서나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19세기에 오면 경험이 누적되어 현지인

의 이용과 대우 방식이 한층 정교해졌다.24) 1841년 12월 7일 알제리 사

격수(Tirailleurs)와 스파이스(Spahis)가 정기 편성되므로 1830년 프랑

스군의 침공을 받은 이래 40년을 지속하는 알제리인들의 항쟁에서 이미 

동족에 대한 동족의 공격 기법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에미르 압델카

데르(Emir Abd el Kader) 휘하 부대를 비롯하여 광활한 알제리 도처에

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므로25) 프랑스는 자국 군인만으로 험준하고 생

경한 산악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프랑스군은 알제에서 시작하여 동

부 콘스탄티노이스, 서부 오랑으로 정복 지역을 넓혀가면서 헌병을 포함

한 현지 경찰의 편성에도 무슬림을 동원했다. 그러나 헌병이나 경찰은 서

구 근대국가의 특수한 장치였고 이런 신설 제도로 통치력이 확보되지 않

아 전통적인 지도자들에 소속된 부족 경비대도 무슬림으로 충원되었다. 

20세기 초에는 현지인 병력이 프랑스의 정규군으로 포섭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맞물렸다. 1870년대 카빌(Kabyle) 봉기 진압

으로26) 알제리의 무력 정복을 끝내자 프랑스 식민주의는 안정적 지배를 

23)  Maurice Faivre, Les combattants musulmans de la guerre d’Algérie 
(Paris: L’Harmattan, 1995), pp. 11-13. 험악한 전쟁을 도맡은 투창수
(Spahis), 사격수(Tirailleurs) 부대는 19세기 내내 식민지인 부대의 대명사
였다. 널리 알려진 굼(Goums)이란 이름은 이상의 부대에 임시 동원되는 부대
원들을 말했다.  

24)  프랑스군의 정복지 통치 전통에 더하여 인도차이나 전쟁의 경험으로 현직 
장교들이 심리전 기법에 숙달해 있었다. “Avec François Porteu de la Mo-
randière”, in Rachid Ouaïssa, Les carnets de Harmut Elsenhans (Alger: 
Casbah Editions, 2009), p.359.  

25)  Badra Lahouel, La résistance algérienne 1830-1962 (Oran: Dar El 
Gharb, 2005).

26)  카빌 봉기의 탄압에서도 스파이스 부대가 사용된다. Mohammed Chfik Mes-
bah, Contribution à l’histoire du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des pro-
jets partisans au projet de renaissance nationale(1900-1954), Mémoire 
pour le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de science politique(L’Université 
de droit, d’économie et de sciences sociales de Paris, 1974), p.65. 카
빌 봉기 자체는, Christian Sicard, La Kabylie en feu Algérie 1871(Paris, 
Editions Georges SU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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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법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점점 더 알제리인들을 프랑스화하는 장

치를 고안해 갔다.27) 특히 1910년대면 프랑스 자체가 군 복무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3년법’ 제정과 함께 전쟁 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알

제리를 다스리고 있던 프랑스계 지배층은 무슬림들이 정식으로 프랑스 

군대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무슬림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적 필

요성으로 1912년 법으로 알제리인 징병제가 설치되었다.28) 극적인 장면

은 1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졌다.29) 이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프랑

스는 세계 곳곳의 50여 개국에서 병력을 차출했고 식민지들은 요구되는 

병력을 제공했다.30) 알제리인은 8만 1천명이 정규군, 8만 7천명이 계약

직 군인으로 복무했고 이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피를 지불한 참전은 

19세기 항쟁의 지역적 성격을 끝내고 알제리인들의 통합된 민족의식을 

깨어나게 한다.31) 2차 대전 중 이탈리아 작전, 남부 프랑스 상륙에 공훈을 

세우는 아프리카 군단(l’Armée d’Afrique) 참여는 민족의식에 더 자신감

을 주었다. 29만 명으로 구성된, 연합군 소속 아프리카 군단에서 알제리

인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13만 4천명에 이르렀다. 더구나 알제리 무슬

림은 드골이 지도하고 지로(H. Giraud) 장군이 가세하는 자유 프랑스군

(Force France libre)의 주된 병력이었다. 2차 대전기에 도약하는 알제

리 민족운동은 대규모이고 필수적이었던 알제리인의 전쟁 참가에 근거했

27)  알제리에 시행된 식민 통치의 법제는 차별적이면서도 프랑스 법의 적용이
었다. 알제리는 프랑스의 다른 식민지들과 달리 1830년부터 1962년까지 해
군부나 식민지부에서 관할하지 않았다. Claude Collot, Les institutions de 
l‘Algérie durant la période coloniale, 1830-1962 (Paris: Éditions du 
CNRS/Alger: OPU, 1987), p.5. 

28)  피에 누아르의 반대를 설득시키고 실현되는 징병제의 경위는 Belcham Re-
cham, Les musulmans algériens dans l’armée française (1919-1945) 
(L’Harmattan, 1996), pp.17-24.

29)  1차 대전기의 프랑스 해외 식민지 군대의 상황은 Jacques Frémeaux, Les 
colonies dans la Grande Guerre, Combats et épreuves d’outre-mer 
(Paris: Editions 14-18, 2006).

30) 1911년부터 에스파냐의 아프리카군도 무슬림을 편입시켰고 이로써 압드 엘 
크림(Abd el Krim)이 지도하는 리프전쟁(Rif War)에서 모로코의 항쟁자들
에 맞서는 것은 언어와 종교가 다르지 않은 무슬림들이었다. Moshe Ger-
shovich, French Military Rule in Morocco (London: Frank Cass, 2000), 
pp.167-205.

31)  절대 다수의 알제리인 참전자가 무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 지식인 
청년들이 분발하는 상황은 다음 참조, Ferhat Abbas, De la Colonie vers 
la Province. Le jeune Algérien(1930) (Paris: Éditions Garnier Frères, 
1981),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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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제리뿐 아니라 프랑스령 북아프리카 일대의 민족 지도자들이 연합

군의 북아프리카 상륙으로 전략 전술 이상의 것을 보았다.32) 프랑스는 물

러가는 세력이었다. 식민지인들은 지중해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으로 발을 

딛는 새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의 동이 트기를 기대했다. 모로코의 독립을 

주도할 이스티클랄(Istiqlal) 당이 창설되는 것이 전쟁 중인 1944년 1월

이다. 그보다 앞서 1943년 2월 알제리의 강온 두 갈래 민족운동은 분열을 

벗고 함께, 해방을 요구하는 ‘알제리인 성명서’를 미군 당국에 제출했다.  

이 같은 연혁을 갖는 군사 동원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무슬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먼저 알제리인이 프랑스 군대에 복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 민족적 배신으로 환원될 수 없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

로 알제리는 프랑스에 속했기 때문에 징집 통지서를 받아든 개개인은 그

에 따를 뿐이었다. 10만 명이 넘는 청장년의 프랑스 군복무는 무슬림 지

도층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혈세를 바치고 대가를 얻는다는 자부심을 주

었다. 장교로 진급한 경우는 아주 소수였지만 무슬림 군인들은 충실한 복

무를 무슬림과 프랑스 양자 모두에 대한 미덕으로 삼았다. 알제리 땅에 

흘러내린 침략의 피가 그치고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한 황폐화33) 끝에 살

아남은 청장년은 1차 대전기에 프랑스 군에 입대하는 기회를 민족의식의 

함양으로 돌렸다. 군대는 식민지인에 대한 차별과 근대적 태도와 방식을 

가르치는 정치학교이기도 했던 것이다. 2차 대전기의 무슬림은 드골 진영

을 선택한 경우 자유 프랑스군의 장교들이 알제리에 와서 활동하고 작전

과 보급을 준비하는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34) 한편 군대에 복무하

고 퇴역한 무슬림들이 상당한 지위를 보장 받아 특권층이 된 것도 아니다. 

소수 무슬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인민전선기의 비올레트(Violette) 

법안이 프랑스계 알제리인들의 집요한 반대로 무산되고 2차 대전 후의 

32)  Christine Levisse-Touzé, L’Afrique du Nord dans la guerre, 1939-
1945 (Paris: Albin Michel, 1998), p. 368.

33)  알제리인은 19세기 말이면 우선 통행이 구속당했다. 식민지 경영자들(co-
lons)은 비옥한 토지의 몰수와 점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토착민의 거주
와 이동, 소유, 정신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들을 제정했다. 민족 운동 지도자인 
페르하트 압베스는 온건주의 노선이었지만 강력하게 콜롱의 책임을 물었다. 
Ferhat Abbas, De la Colonie vers la Province, pp.133-134.  

34)  Levisse-Touzé, L’Afrique du Nord, p. 208. 아주 소수였지만 무슬림들이 
프랑스의 저항 운동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했으며 북아프리카 전역을 지휘하
는 런던 사령부의 정보 체계에 참가하기도 했다. 1942년 11월부터 1945년 5
월 해방까지 북아프리카는 임시정부 상태를 맞아 새로운 군사∙정치 경험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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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개혁안에 한계가 노정되었듯이 무슬림의 지위 향상에는 장애가 

컸다.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까지 연속된 알제리인들의 프랑스군 복무가 

흔히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오명으로 낙인찍힌 것으로 판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콜라보’(Collabo)라는 좋지 않은 말이 곧 프랑스 군인이 

된 알제리인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였다고 간주되지 않는다.35) 하르키

는 혹시 이러한 일련의 식민지 징병과 동원의 역사 안에 포함될 지도 모

른다. 그러나 대외전쟁에 나간 식민지 군인들과 총부리를 안으로 겨눈 하

르키들이 동열에 놓일 수 있을까?        

      

III. 알제리 전쟁의 하르키

하르키는 알제리 전쟁 초기부터 등장하지 않았다. 1954년 11월 1일 민족

해방전선(FLN)36)에서 선포한 전쟁은 초기에는 산발적이었고 상황과 전

망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수개월 간 동북부 작전들로 전반적인 위기감을 

지속시킨 FLN이 1955년 6월 필립빌(Philippeville)에서 유럽인 살해 사

건을 일으켜 무장 투쟁을 확대하자37) 프랑스군은 병력의 충원과 재정비

를 서둘러야 했다. 프랑스군은 디엔비엔푸 함락 이후에도 아직 인도차이

나에 대폭 주둔했기 때문에 알제리의 병력은 1954년 현재 2만 정도 지

나지 않았다. 전쟁이 확대되자 프랑스는 1957년에서 58년에 45만 명 수

준까지 군인을 늘리지만, 무슬림 징집 방안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

다. 무슬림을 보충병으로 사용한다는 방안은 게릴라전 형태의 알제전투

를 일단 종식시키는 1957년 말 본격적으로 편성되었다.38) 1958년 10월 

살랑(Salan) 장군이 게릴라 진압 부대에 하르키들을 편입시키기로 하고, 

35)  근래에 한국의 학문적인 말로 쓰이는 협력, 협력자는 중립적 어감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불어에서 ‘콜라보’란 말은 2차 대전 후의 대독협력자(Collabo-
rateur) 숙정 이후 어두운 말이 되었다. 이용우, 『프랑스의 과거청산』(서울: 
역사비평, 2007). 알제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36) 이 말은 민족전선으로 줄이거나 FLN(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으로 
쓰기로 한다.

37)  100명 이상의 유럽인 남녀가 살해되고 사지가 절단되었다. 이에 대한 프
랑스군의 보복과 탄압은 대규모였다. 이 사건으로 학살당한 무슬림의 수는 
1,230명에서 12,000명이다. Philippe Bourdrel, Le Livre noir de la guerre 
d’Algérie, Français et Algériens 1945-1962 (Paris: Plon, 2003), pp.53-
62.

38)  하르키 부대의 시작 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1957년 초
로 보지만 1955년 초부터 잡기도 한다. Besnaci-Lancou(ed)., Les Harkis,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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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Challe) 장군은 1959년 하르키 병력을 3만 3천에서 6만으로 늘였다. 

무슬림의 군 편입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예산 증액도 어려웠지만 전투 

지역을 ‘소탕’하려면 산악 지리에 밝고 주민들과 의사가 통하는 현지인

들을 가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형태였든 이후 프랑스군에 소속되

거나 보조 병력으로 쓰인 무슬림은 15만 명 또는 그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면 이들 하르키에 대한 질문으로, 우선 이들이 누구였으며 왜 하르키 

부대에 들어왔는가를 살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했느냐하는 문제를 외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알제리 전쟁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당시에는 프랑스 군과 FLN, 어느 편이 주민들을 더 끌어들이느냐에 승

부가 갈린 것 같았다. 애초부터 민족적 이념으로 온 민중이 단결해서 싸

운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39) FLN은 비밀 조직이었고, 민족

주의라는 이념을 정책적으로 전파할 시간도 수단도 결여되었다.40) 그런 

방식을 적용하려면 정치의 영역이 수립되어 있어야 했는데 운동과 인민

이 맺어지지 못하게끔 최대한 떼어 놓는 것이 식민체제였다. FLN의 입

장에서도 그런 ‘어설픈’ 정치적 수단은 식민주의를 연장시키는 시간 끌기

에 지나지 않았다.41) 하지만 1950년대 시점에서 120년간의 프랑스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알제리인이 대거 민족 해방이라는 대의를 갖고 프랑스의 

통치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42) 따라서 식민주의를 부정(否定)하는 깃발을 

39)  알제리 전쟁에 관한 파농의 관찰과 평론은 Frantz Fanon, L’an V de la 
révolution algérienne (Paris: La Découverte, 2001). 

40)  식민 치하의 정치적 역량을 목표로 하는 알제리 민족운동사는 노서경, 「알
제리 민족운동과 정치문화의 전이-페르하트 압베스 (1927-1954)」,『불어
문화권 연구』(2008, 12.), pp.42-78.

41)  「북아프리카의 별」(Étoile Nord-Africaine)은 종교 조직인 울라마(Ula-
mas)를 기반으로 이슬람의 정신과 문화로 민족 해방의 기초를 닦고자 했
다. 하지만 약소민족의 신생 운동들이 내적 분란을 겪기 쉽듯이 알제리 민족
운동의 조직적 산만함과 이념적 대립 역시 1950년대까지 극복되지 못했다. 
이 문제에 관한 문헌은 다음 참조. Collot, Henry,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Textes 1912-1954 (Paris: L’Harmattan/Alger: OPU , 1978), 
pp.64, 67-73.

42)  FLN은 1954년 여름 22인의 청년 운동가들이 결성한 정치조직이며 군사 지
휘부였다. 1954년은 프랑스가 디엔비엔푸(Dien Bien Pu) 패전으로 인도차
이나에서 퇴각하던 해이다. 강국 프랑스도 먼 인도차이나의 산악 협곡에서 약
소한 군사세력에 패하고 물러나는 데, 알제리는 광활하고 인근에는 신생 약소
민족의 해방을 지도하는 이집트의 나세르가 있었고 유엔과 미국과 소련은 유
럽식 식민 체제를 은근히 거부했다. 시대의 조건과 변화를 기존의 알제리 정
치지도자들과 당파는 놓치고 있다고 FLN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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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한 것이 FLN이며, 피식민지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간 것이 전

쟁 그 자체였다. 그러나 전쟁이 밝은 민족주의를 만들어 갈 여력까지 갖

지는 않는다.43) 그 때문에 알제리 민중은 7년간의 격렬한 투쟁과 이에 대

응하는 (식민) 국가의 탄압 사이에 끼었다. 낮에는 프랑스군, 밤에는 FLN 

양 측의 공략 앞에서 사람들은 오직 무방비였다. 원색적인 FLN의 납치

와 벌금, 약식 처형에 응수하여 프랑스군은 세련된 폭력을 사용했고 무슬

림의 징집 자체가 그런 정교한 군사 기술에 속했다.44) 짐작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 군사적으로만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 무력과 설득은 병행했

다.45) 알제 총독부와 파리의 정책 부서들은 알제리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

책을 서둘렀으며 농촌을 겨냥해서는 농촌 자위대(GAD), 농촌보호 기동

대(GMS)46), 사회지원망 조직인 특수행정국(SAS)을 창설했다.47) 농촌 자

위대에는 비무장인 주민들이 보수 없이 합류했고 퇴역 군인들이나, 전통

적 종교계 유지들인 마라부츠(Marabouts)들도 참여했다. 무슬림 법관인 

카이드(caid), 또는 삼림 관리원 같은 보조 인원, 더구나 군인 보충역들이 

전쟁 내내 이 기구들에서 근무했다.   

43)  알제리 독립은 산간의 소년이 원하지 않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
브라힘, 잘 생각해봐! 독립되는 날 FLN이 너한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를!” 
하고 동조를 권하는 사촌의 조언에 그는 ―“독립이라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Brahim Sadouni, Destin de harki, Le témoignage d’un jeune ber-
bère, enrôlé dans l’armée française à 17 ans (Paris: Cosmopole, 2001), 
p.65. 

44)  FLN은 전투원들 사이에 담배피기, 투표, 대표자와 논의를 일절 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군은 반대로 프랑스 장교가 무슬림과 어깨를 나란히 하
고 나타나는 장면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면 그 동행한 무슬림은 곧 
FLN에 의해 고발을 당했고 다시 그 무슬림은 농촌자위대에 보호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보충대에 입대하였다. Hamoumou, 
Et ils sont devenus harkis, p.165.

45)  Kenneth P. Perkins, “Pressure and Persuasion in the Policies of the 
French Military in Colonial North Africa”, Military Affairs, Vol. 40, No. 
2 (April, 1976), pp.74-78.

46)  Charles-Robert Ageron, “Les supplétifs algériens dans l’armée 
français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48 (October - December, 1995), pp.3-20. GAD: Groupe 
d’autodéfense; GMS: Groupe mobile de sécurité; GMPR: Groupe mobile 
de protection rurale.

47)  지식인 총독이었던 자크 수스텔(J. Soustelle)의 창안으로 700개의 SAS가 
설치되고 유럽인도 수천 명이 이 기구에 들어갔다. 수스텔이 가졌던 평화적인 
알제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Avec Jacques Soustelle”, in Ouaïssa, 
Les carnets, pp.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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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키는 우선 이 같은 전시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악과 농촌 주민들

의 생존의 방편이었다. 하르키는 오명이라는48) 사후 판단이 들어설 여지

가 없이 하르키가 된 것이다. 1954년 전쟁이 일어나던 해 12살, 전쟁이 

끝나는 해에는 하르키가 되어 있던 브라힘 사두니, 두 형이 FLN 요원인 

이유로 프랑스 군부대에 인질처럼 끌려가서 일종의 하르키가 된 사이드 

페르디, 이들 사례에서 하르키라는 선택은 의미를 잃는다.49) 식민 치하의 

협력자라고 하면 적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분이 서야 할 텐데 생존

이 어려웠던 하르키들은 그런 근거를 갖지 않았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8-9살이 되면 하루 1-2 프랑을 벌기 위해 콜롱이나 아랍인 지주에게 가

서 일했다. 10여 명이 마을 전체의 토지를 거의 다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

은 모두 그 지주들을 위해 노동해야 하는데 민족의식으로 편이 갈리지는 

않았다. 산간이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던 것도 아

니다. 마을에 법규가 있어도 법이란 많이 가진 자들 위주라는 것을 아버

지도 알고 자식도 알았다.50) 그나마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은 민

족이 아니라 가족, 지역이고 그보다 큰 단위로는 부족이었다. 민족은 이

들에게 가까이 갈 방책이 없는 사이에 민족을 위한 전투만 벌어졌다. 게

다가 오레스 산간에서 하르키가 되었던 켈리파 하루디(Khelifa Harouda)

의 말처럼 눈앞에서 보는 프랑스의 지배는 받아들일 만한 ‘운명’이었다.51) 

또 거꾸로 하르키가 프랑스 측에서 나와 FLN을 선택하면 가족이 어떤 운

명에 처할지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52) 베니 두아르 농촌의 주민인 우디노

(Oudinot)는 “우리 마을의 번영과 평온을 위해, 행복하고 언제까지나 프

랑스적인 알제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는 싸운다”고 진술한다.53) 군

48)  Kerouche, Mon père, ce harki.

49)  Brahim Sadouni, Destin de harki ; Saïd Ferdi, Un  enfant dans la guerre 
(Paris: Seuil, 1981). 

50)  산간 마을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소수였다. 오레스 인근의 한 촌락
에 프랑스 학교와 아랍 학교가 있었지만 200 킬로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Ferdi, Un enfant dans la guerre, pp.20-24.

51)  J.-J. Jordi, “Khelifa Haroud, harki, 1957-1967”, in Des hommes et des 
femmes en guerre d’Algérie, dirigé par Jean-Charles Jauffret, Autre-
ment (2003), p.363. 마을 사람들은 강제로 경비를 서고 혁명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루드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 앞서 ‘펠라가’를 먼저 먹여 살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rm는 독립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부대
를 찾기로 결심했고 부대는 그의 가족을 아야탄(Ayatan)에서 2 킬로 떨어진 
외지로 불러들여 보호했다. 

52)  Sadouni, Destin de harki, p.65.

53)  Jordi, “Khelifa Haroud,”,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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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제를 연구한 페브르는 사람들이 하르키가 된 동기에서 그 이상의 정

치적 의지와 고상한 의미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54) 

그렇다는 것은 하르키들을 향해 반민족적이었다고 낙인찍을 필요도 없

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아도 19세기

말 이래 비옥한 토지와 자원은 소유할 수 없게 되고 20세기 중반에는 인

구 증가와 사회구조의 급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수 민중에게 민족이

라는 추상(抽象)이 생존이라는 구체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다.55) 민

족은 외부의 침입과 위협에 대한 인민의 안녕 보장, 그리고 권리와 자유 

같은 내부 조건을 성립시켜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진통이 컸지만 

서구는 이 면에서 시간을 가졌고 서구의 식민지들은 시간과 방법은 없이 

민족주의를 부상시켜야 하는 과제만 안았다. 게다가 목전의 통치자인 알

제리-프랑스는 알제리 민족을 위해 투쟁에 나선 이들이 반도(rebel)라고 

지칭했다. 민족해방군들은 지배 언론에서는 테러리스트들로 불렸다. 사

람들은 많이 헷갈렸다. 아랍말로 펠라가(fellagha)들이 마을 주민을 비밀

리에 모아놓고 교양을 강의하고 민족 해방에 필요한 식량과 물자의 공출

을 요구할 때 머뭇거리고 거부하면 가차 없는 응징이 따랐다.56) 민족은 

유연하고 다정하게 다가올 겨를이 없이, 급박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났다. 

각자가 민족에 대해 사려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 모두 동등한 민

족이라는 실증적 장치는 전무했다. 따라서 민족이라는 감정적 교감 아래 

주고받을 것이 없었다. 더구나 이 나라는 뿌리 깊은 민족의식이나 국가적 

정체성에 의존할 단일국가의 역사를 갖지 않은 형편이었다. 물론 이 같은 

해명이나 변명을 반박할 사건도 일어났다. 1955년 말 3만 7천명의 무슬

림이 31개 대대의 프랑스 정규군에 복무 중이었는데 이들이 프랑스 부대

에 소리 없이 종사한 것은 아니며 1956년 빌라르 근처 부대의 사건과 같

은 대규모의 탈영이 일어났다. ‘민족을 저버린’ 하르키들을 낳은 또 다른 

54)  Faivre, Les combattants musulmans, p.125.

55)  도시나 산간의 차이가 없는 알제리 민중의 기아 상태의 분석은 다음의 논
문들에 실려 있다. Journées d’Études des Secrétariat Sociaux d’Algérie 
(Alger, 1954, 27, 28, 29, 30 mai), La lutte des Algériens contre la faim, 
Compte rendu (Alger: Éditions du Secrétariat Social d’Alger, 1955). 

56)  목 졸라 죽이기를 자의적으로 행하는 일부 FLN의 폭력성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목숨을 건지기를 원했고 그 때문에 농촌 자경대를 조직하거나 하르
키로 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해방군 문서고에 따르면 미슐레 면(canton) 한 
군데에서 1954년부터 1957년 4월까지 FLN은 2,150명의 무슬림을 유죄로 
판결하고 처형했다. Faivre, Les combattants musulmans,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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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도 있었다. 알제리의 기존 민족운동이 FLN으로 대통합을 이루고 출

범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방전쟁이 벌어졌어도 정파 간 투쟁이 심했

다. 1957년 5월 28일의 멜루자에서 벌어진 학살은 그러한 성격의 사건이

었다. 알제리 민족운동의 거두인 메살리 하즈는 자신의 당파에서 이탈해 

나간 FLN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FLN은 메살리 하즈 계열의 MNA(

알제리 민족운동) 당원이리라는 혐의로 멜루자의 주민 3백여 명을 몰살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멜루자 출신으로 파리에 이주한 알제리 노동자 

168명은 하르키에 가담하기로 서명했다.57) 1957년 한 해가 지나면서 하

르키는 1만 7천명이 늘었다. 전날의 민족주의자들인 OS(특수조직) 요원

이 프랑스 경찰 정보원이 되어 동지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다. FLN과 대

립하게 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 줄 국가는 프랑스로 인식된 것이다. 상황

은 불확실했으며 민족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념은 당위적이기 쉬웠다.58) 

그러나 하르키를 민족과 떼어놓고 보려고 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

제가 있다. 하르키들이 프랑스군을 보조한 것은 무기도 인력도 빈약한 민

족해방군(ALN)에 직접 타격이 되었다. 프랑스군에 비해 역부족인 전투

력이 당장 손실을 입었고 이는 결국 FLN이 목표로 한 식민주의의 종식에 

방해가 되었다. FLN은 내부의 권력 쟁탈에 시달리면서도 해방을 위한 혁

명 이론을 밀고 나갔다.59) 적(敵)은 물리적일 뿐 아니라 식민주의 이데올

로기이고 프랑스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식민주의의 악폐를 쳐들어

야 당장 거대하게 보이는 ‘프랑스’에 대해 사람들이 감히 의문을 품을 것

이었다. “전투는 오래 지속될 것이나, 그 결과는 확실하다.”고 신념을 다

지는 FLN의 결의는 이렇게 표명되었다. 

“우리는 프랑스 식민주의가 알제리 현실에 끼어든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벗

기기로 했다. 식민주의를 새로운 세계의 탄생처럼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다. 그런 인식은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사고방식이었다. 그것이 부른 유일하며 

의미심장한 결과는 알제리 사회와 민족이 결단코 진전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

57)  Ibid., p.33. 스파이스의 하사관이 1,000명의 보충병을 인솔하고 프랑스 부대
에 합류했다.  

58)  Charbit, Les harkis, p.28.

59)  전쟁기 FLN의 선전에 대해 Zahir Ihaddaden, “La propagande du FLN pen-
dant la Guerre de libération nationale”, in Ageron, La guerre d’Algérie 
et les Algériens 1954-1962 (Paris: A. Colin, 1997), pp.183-199; 그 선전 
중에서 특히 하르키에 관련된 부분은 Ageron, “La “guerre psychologique” 
de l’Armée de libération nationale algérienne”, Ibid., pp.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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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체시킨 것이었다.”60)

따라서 적에 대한 협력 행위는 양해될 이유가 없었고 하르키는 배반자였

다.61) 그들은 배반자이면서 적의 수중에 든 먹이였다.62) 사실은 FLN은 이 

집단을 중대하게 고려할 대상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알제리의 유럽계

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심도 시키고 관심을 표했지만 하르키는 관심 밖이

었다.63) 단지 식민주의에 기만당한 이들이 하르키였을 뿐이다.64) 1959년 

7월 민족전선/민족해방군(FLN/ALN)의 이름으로 알제리 공화국의 입장

에서 하르키들에게 보낸 선언문은 기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프

랑스는 ‘당신들을’ 무자히딘(moudjahidine: 용사나 전투원을 말함)에 맞

세웠다. 무자히딘은 핏줄로나 종교로나 ‘당신들의’ 형제였으며 모든 알

제리인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위험이 도사린 

곳에서는 언제든 자신들의 자식보다 ‘당신들을’ 선두에 세웠다. 그리고 “

알제리 혁명을 분쇄하리라고 당신들이 믿도록 하기 때문에 기만적이었

다.”65) 혁명의 대의는 미사여구가 아니었고 오직 선전이 아니었다. 1959

년 하반기에는 알제리에 주권을 부여한다는 드골의 입장이 정해지고 비

밀리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도 전쟁의 결과는 단언하기 어려웠다. 그 

불투명한 전망을 헤치고 나아가려면 알제리 민족을 처음으로 외국의 멍

60)  El-Moudjahid, avril 1958=La Révolution Algérienne et la Libération 
de l’Afrique, pp.13-14; “Le colonialisme est fondamentalement inex-
cusable”, La révolution algérienne par les textes documents du F.L.N. 
présentés par André Mandouze (Paris: Maspero, 1962), pp.58-60.

61)  Ageron, “La “guerre psychologique” de l’Armée de libération nationale 
algérienne”,  p.212.

62)  “보충 경찰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강제로 또는 이끌려 가
담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힘과 어떤 압력과 어떤 거
래 때문에 동족이 쳐야 할 대상으로 노정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Ibid.

63)  전쟁기 내내 『엘 무자히딘』에 하르키에 대한 발언이나 경고가 실리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64)  FLN은 오레스-네멤차(Aures-Nememcha)의 제1 윌라야 하르키들에게 보
낸 공개장처럼 하르키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대가 알제리인이며 프랑스인
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리라고 우리는 계속 믿고 있었다.” FLN은 형제로 호
칭하고 동시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낙인찍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였다. “
식민주의를 추종하는 그대 같은 사람은 환몽에 들어 있고 이성을 상실하였으
며 그들은 배반자로 규정되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알제리 형제들이며 신과 
조국과 피의 형제들이었다. 식민주의는 사멸할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직시하
지 못하였다. 그대는 알제리인이며 프랑스인이 아니었다.” Meynier, Le FLN 
Documents et histoire, pp.531-532.

65)  Ibid., pp.5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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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서 해방시킨다는 역사적인 목표가 확실해야 했다. 알제리는 1830년 

프랑스 점령 이전 16세기부터 300년 이상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았

다. 파농이 강조하지만 그렇게 오랜 외세로부터 해방을 이루자면 그 해

방은 혁명이어야 했다. 전쟁을 민족의 해방전쟁으로 승화시킨 것은 아반 

람단(Abane Ramdane)이었는데 피식민자들이 이 목표로 단결해야만 프

랑스가 내세우는 식민주의의 정당성이 깨질 것이었다.66) 그런데 하르키

들은 이 상황이 전쟁이 아니고 ‘치안작전’이라고 강변하는 식민주의의 정

당성 편에 서 있었다. 하르키들의 배신행위가 분명했어도 필요한 것은 기

록을 통한 증거인데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다. 전쟁기의 알제리는 군의 통

치 아래 있었지만 하르키들의 무대는 알제리만이 아니고 프랑스였다.67)  

IV. 프랑스 파리의 하르키

파리의 알제리 이민자들은 거의 노동자, 행상인이었으며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운동가나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인으로 불린 알제리인 이민자들이 1920년대 초부터 알제리 민족운동의 

실질적인 기반을 이루었음도 사실이다.68) 당시에는 변두리인 파리 15구 

크루아 니베르 거리 집회와 북쪽 18구의 모임에 참석하고 민족주의 연설

을 경청하고 또 공장에서 기금을 낸 것은 다른 유력자들이 아니라 그 노

동자들이었다. 1926년 최초의 알제리 민족운동 조직인 북아프리카의 별

(ENA)이 태어난 곳도, 1936년 확장된 알제리 민중당(PPA)이 창설된 곳

도 파리였다. 따라서 파리 치안 당국은 이미 알제리전쟁 훨씬 전부터 북

아프리카토착민지원부(SAINA)를 창설하여 이들을 감시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경험을 쌓았다.69) 식민지 민족운동은 1920년 프랑스 공

66)  Fanon, Pour la révolution africaine Écrits politiques, pp.88-89.

67)  긴급사태 아래 군의 통치를 받는 알제리에서 고문자들은 기소되지 않고 희생
자들과 이탈 행위를 고발한 이들이 기소되었다. 두려움 중에서도 두려움이었
다. Bachir Hadjadj, “Un Algérien dans la tourmente” in Fatima Besnaci-
Lancou(ed.), Les Harkis, p.59.

68)  오마르 카를리에의 학위 논문이 알제리 노동자들의 정치사회화 의식을 세
밀하게 연구했다. Omar Carlier, Socialisation politique et acculturation à 
la modernité. Le Cas du nationalisme algérien(De l’Étoile-Africaine au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1926-1954 (Thèse de Doctorat d’Etat, 
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1994).

69)  SAINA: Service d’assistance aux indigènes nord-africains. Linda Ami-
ri, La Bataille de France, La guerre d’Algérie en France (Alger: Chihab 
Editions, 2005),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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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의 결성 이후 줄곧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당국의 

경계가 계속 강화되었다.70) 1945년 이후에는 전후 재건을 위한 알제리

인 노동력의 증가로 파리의 치안 정책도 더 면밀해졌고 17구에 CTAM71)

을 감시 본부로 두었다. 1954년 11월 이후 알제리전쟁이 지중해 건너에

서만 벌어지지 않고 파리에서 전개된 것에는 이렇듯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FLN은 윌라야(Wilaya)라고 불린 알제리의 6개 사령구에 이어 프랑스를 

제7 윌라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작전을 세웠다. 항구 도시 

마르세유, 공업지인 생테티엔과 동부, 북부, 그리고 파리의 알제리인 노동

자들은 FLN의 전쟁 자금을 80%까지도 담당하는 자금원이었다.72) 1954

년 시점에서 알제리 전역의 민족운동 당원이 2-3만 명인 데 비해 프랑스

의 등록 당원이 9천명을 헤아렸다.73) 하지만 파리 경찰은 1957년 초에 

FLN 프랑스연맹을 일단 파괴하는데 성공했는데 오마르 부다우드(Omar 

Boudaoud)의 지도로 연맹은 곧 재건되었다. 연맹은 경쟁적이었던 메살

리 하즈의 MNA를 제치고 1957년 하반기면 4-5천개의 세포와 4만 명의 

가담자를 확보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공장이 밀집하여 북아프리카 노동

자들이 많은 센(Seine)도 일원이 대상이었다.74) 그러자 파리 경찰의 혐의

자 색출은 반사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결국 식민지 치안 통제에 노련한 모

리스 파퐁(Maurice Papon)의 등장이 요구되었다.75) 파퐁이 파리 경찰청

장에 취임하고 치안력을 강화한 것은 전쟁초가 아니라 알제리 사태로 제

70)  공산주의 운동과 알제리 민족주의 운동의 관련은 자크 쥐르케의 해설이 달린 
연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Jacques Jurquet, Mouvements communiste 
et nationaliste en Algérie, Chronologie commentée 1920-1962 (Paris: 
Presses d’aujourd’hui, 1982).

71)  사회문제 조정부 무슬림 담당 기술자문 Conseillers techniques pour les 
affaires musulmanes du bureau de coordination des affaires sociales.

72)  역설적으로 이 활동은 FLN을 지원한 프랑스인 가담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
다. Jacques Charbi, Les porteurs d’espoir (Paris: La Découverte, 2004).

73)  Guy Pervillé, Atlas de la guerre d’Algérie (Paris: Autrement, 2003), 
pp.26-27.

74)  Omar Boudaoud, Du PPA au FLN, mémoires d’un combattant (Alg-
er: Casbah Editions, 2007), 프랑스에서 벌인 FLN의 무장 투쟁은 Ibid., 
pp.169-172; Amiri, La Bataille de France, pp.50-51.

75)  Linda Amiri, “La répression policière en France vue par les archives”, 
M. Harbi, Benjamin Stora, La guerre d’Algérie 1954-2004 (Paris: Rob-
ert Laffont, 2004), pp.4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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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화정이 위기를 느낀 시점이었다. 제4공화정의 알제리 대책이 미온적

이라고 느끼고 마땅치 않았던 우익 장성들과 알제리 프랑스인들은 1957

년 일 년을 끈 알제전투를 이기자 1958년 5월 13일 알제리 사수를 외치

고 본국 정부에 공공연히 반발했다. 이로써 드골 등장 카드가 사태를 수

습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고 6월 1일 국민의회는 드골에게 법령만으

로 통치할 권한을 6개월간 부여했다.76) 드골 등장으로 알제리 민족운동

과의 협상의 가능성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훗날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서

도 되풀이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면 흔히 전투와 전쟁은 이완되기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간다. 알제리전쟁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 내에

서 무장 투쟁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FLN 연맹의 원칙이었어도 대도

시마다 프랑스 경찰과 FLN의 공방전이 가열해졌다.77) 1958년 8월 25일 

야간에는 FLN에서 일으킨 정유공장의 방화와 경찰서 폭파 사건이 잇달

았다. 9월 27일까지 14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속출하자 파리 

경찰은 대대적인 공세로 들어갔다.78) 1960년 파리 외곽의 음습한 지대에

는 시체가 내걸리고79) 한 조사에 따르면 전쟁기에 프랑스에서 사망한 알

제리인 4천명, 부상자는 9천명으로 집계되었다. 

파퐁과 북아프리카 정보조정부(SCINA) 고위 관리들은 알제리의 긴급 사

태를 모델로 파리 경찰력의 강화에 착수했다.80) 경찰은 군경과 헌병을 단

일화하는 탄압법의 시행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내무부는 FLN이 프랑스의 

76)  마쉬(Massu), 살랑(Salan) 등 우국 장성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피에 누아르
의 알제리 사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진다. 일간지 L’Echo d’Alger, 1958년 
5월의 지면 참조.

77)  그러한 무장 투쟁은 민족 해방에 우호적인 공산주의자들과 소수 프랑스인 지
지자들을 등 돌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 Mohammed Harbi, 
Une vie debout, Mémoires politiques t. 1. 1945-1962 (Paris: La Décou-
verte, 2001), pp.218-223.

78)  드골의 협상 조건에 대해 알제리임정(GPRA)을 지원하기 위한 FLN의 압박
수로 풀이될 수도 있다. Gallissot, “La guerre d’Algérie: la fin des secrets 
et le secret d’une guerre doublement nationale”, Le Mouvement social, 
n° 138 (janv. - mars, 1987), p.80.

79)  시몬 드 보부아르는 1960년 6월 3일 알제리에서 고문당한 한 여성(Djamila 
Boupacha)의 정황을 고발하는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파리에서는 센 강
을 따라, 불로뉴 숲에서 10 여구의 시체가 발견되고 손목이 잘려 있고 두개
골이 파여 있다.” Gisèle Halimi, Simone de Beauvoir, Djamila Boupacha 
(Paris: Gallimard, 1962), p.1.

80)  SCINA: Service de coordination des informations nord-africa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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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단체가 아니므로 테러 진압책의 보완이 불가결하다고 간주했다.81) 

파퐁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10년 간 알제리의 콘스탄틴, 그 다음에

는 모로코, 다시 콘스탄틴에서 식민지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솜씨에다 

알제리의 평정화(pacification) 정책 모델의 지원을 받았다. 평정화 전법

을 고안한 샬(Challe) 장군은 무슬림 출신과 하르키가 강화되어야만 알제

리 주민에 대한 탄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82) 1959년 신임 총

리 미셀 드브레에 의해 보조경찰대의 설치가 성사되어 파리 일원과 부슈 

뒤 론, 센 도에 23개가 배치되는데 무슬림 프랑스인으로 편성되었다.83) 

파퐁은 하르키라는 이름을 금했지만 어떻든 이들이 하르키였다. FLN과 

프랑스 사이에 놓인 파리의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에 의해서는 법적 시민

으로, 프랑스 경찰의 하르키들에 의해서는 가차 없이 취급받게 되었다. 

1960년 파리 남쪽의 13구와 14구, 북쪽의 구트 도르(Goutte d’Or) 거리, 

동북부 18구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무슬림 보충대는 알제리 담당국장이 

직접 채용했다. 6개월 계약직인데 근무기한은 연장될 수 있었고 나이는 

17세에서 40세 사이였으며 임지에 거주했다. 이들 인력은 파리 경찰과 

연계된 알제리 주둔 장교들이 알제리에서 차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집

단은 처음에는 아랍계 52명, 카빌계 30명의 비율로 배분되었으며 정기적

으로 인원이 늘어 1960년 11월에는 850명이 되었다. 파리 경찰의 입장

에서는 테러를 종식시켜야 했고 국가 안의 국가로 등장한 알제리 임시정

부를 분쇄하여 프랑스의 안녕을 지켜야 했다.84) 파리의 FLN 지지자와 동

조자를 수색하는 것은 파리 경찰의 중대한 임무였다. FLN의 프랑스연맹 

책임자였던 알리 하룬에 따르면 1961년 3월 파리의 알제리 이민자 중 동

조자와 지지자가 전체 이민자 수의 3분의 1에 달했다.85)  

필요한 것은 정보를 캐내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으며 설령 목표는 당

연했을지라도 문제는 수단이었다. 1950년대의 프랑스 경찰은 비시 정부

의 탄압 경찰과 같지 않았다. 1945년 대독협력자 숙정에서 호되게 된서

리를 맞았던 전력을 가졌다. 페쥐에 따르면 1945년 이후 경찰은 비시 경

81)  Amiri, La Bataille de France, pp.59-60.

82)  평정화는 집결 수용소에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생활하도록 하는 전략을 
말했다. 이들 수용소 안에서는 감옥보다도 법과 치안이 자의적이었다고 알려
져 있다. 평정화의 규모와 거점들은, Pervillé, Atlas, pp.38-39.

83)  Sections Administratives Urbaines; France Musulman Algérien

84)  Rémy Valat, Les calots bleus de la bataille de Paris. Une force de po-
lice auxilaire pendant la guerre d’ Algérie (Paris: Michalon, 2007).

85)  Gallissot, “La guerre d’Algé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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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지나친 짓에는 손 담그지 않기로 했다.86) 따라서 심한 짓을 담당

할 인력이 필요했고 그러한 인력의 공급은 문제가 없었다. 하르키는 용도

로만 보면 그처럼 특정한 용도에 쓰인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르키들

의 행위는 동족이 동족에게 얼마든지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시범으로 남

았다. 이들의 행위는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 앞에서 살아남는 대의가 없다

는 불신과 원한의 감정을 응고시켰다. 민족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아연함

은 민족이 인간다워야 민족이라는 중대한 명제를 완전히 파괴시켰다. 페

쥐가 수집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결론을 얼마든지 끌어내게 한다. 

왜냐하면 이 증언들은 감정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가해

졌던 폭행을 면밀하게 기억하고 되살려 표현해 내기 때문이다. “나는 31

살이고 기혼이며 다섯 자녀의 아버지다. (파리 동북부 교외) 몽트뢰유 시

청의 도로 작업부로 고용되어 있다. 1961년 1월 17일 화요일 새벽 3시에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급히 문을 열었더니 권총과 기관

총을 든 하르키들이 몰려 있었다. 민간 복장을 한 어느 하르키가 권총으

로 내 옆구리를 걷어찼다. 10 여명의 하르키가 아파트를 뒤졌고 텔레비

전을 부서뜨렸다. 그들은 내가 옷을 입고 지하실로 내려가도록 했다. 나

는 경찰차에 실려서 아르비 거리 9번지의 보충경찰대로 왔다. 도중에 차

가 브뤼누아 13번지에 멈췄고 몇 분 후에 얼굴에 피가 흐르는 어느 알제

리인이 차에 탔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나를 ‘대기실’이라고 하는 

방에서 기다리도록 했고 ‘고문실’이라고 하는 다른 방으로 그 알제리인을 

끌고 갔다. 나는 1시간 동안 비명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나자 그 알제리

인을 두 사람의 하르키가 끌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다리로 

서 있지 못했다. 그들이 “이제 네 차례야”하고 말했다. ‘고문실’은 4미터, 

3미터 크기였는데 마당을 건너서 갔다. 거기 도착하자 하르키 S는 나의 

검은 가죽 상의와 조끼를 벗으라고 하고 장갑을 끼더니 연속 나를 쳤다. 

그 다음 그는 내 손목과 다리를 묶었다. 굵은 나무 막대기를 내 무릎과 꺾

인 팔 사이에 끼었다. 그는 걸레를 내 얼굴에 뒤집어 씌웠고 비눗물을 걸

레에 부었다. 나는 숨이 막혀서 소리를 질렀다. 그는 나에게 “말하겠으면 

왼손 손가락을 들라”고 했다. S는 계속해서 FLN의 누구를 아는 지 물었

고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 그는 권총을 꺼내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했고 민간인 차림의 프랑스 수사관에게 “저 사람을 죽이고 

센 강에 집어넣겠다”고 말했다. 하르키 한 사람이 나를 자루에 집어넣었

86)  Paulette Péju, Ratonnades à Paris précédé de Les harkis à Paris (Paris: 
La Découverte, 2000), (Paris: F. Maspero,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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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는 칼을 집고 “셋까지 세고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서류

에는 FLN의 배신자라고 쓰겠다”고 했다. 나는 꼼짝 하지 않았고 그러자 

그는 수건을 던지며 내가 흘린 피를 닦으라고 했다. 나는 분노와 수치에 

떨리는 몸으로 고문자들의 지시에 복종했다. 그 일이 끝나자 나는 대기실

로 옮겨졌다. 나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9시까지 팔을 벽에 올려붙이고 있

었다. 그 사이에 알제리인 베르그와 다른 알제리인들이 고문을 당했다.” 

이는 하나의 증언에 불과하며 기자였던 페쥐는 파리의 지하실에서 벌어

진 하르키들의 고문 절차와 실종자의 진술을 여러 편 기술했다.87) 채취된 

증언들이 얼마나 표본적일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 

동안 프랑스에서 체포된 알제리인이 5만 명이며 1961년 10월 17일 야간

에만 1만 2천명이 체포된 사실이다. 1959년부터 월 평균 1천명이 체포되

었고 6개의 구류 수용소에 1만 명이 억류되어 있었다.  

FLN의 대변지 『엘 무자히드』는 1960년 8월 5일 하르키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을 실었다. FLN 프랑스연맹은 하르키들을 배반자로 간주하는 이

유를 열거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자식들의 피는 아끼고 다

른 민족들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외국인의 피를 쓰고 있었

다.” 그 외국인으로 하르키를 이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알제리 인민에 대

한 도발 작전마다 무의식적인 집행자가 되는 것이 하르키들이었다. 배신

자, 위장잠입자 등 침투의 방법은 갖가지였다. FLN 측에서 같은 수단으

로 이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알제리인들 사이에 청산할 것이 있었

다고 프랑스 언론에 비칠 것이었다. “우리의 내부의 분열과 우리의 운명

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증명한다는 말”은 식민지의 투쟁자

들이 원치 않는 말이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나 사하라(Sahara) 양도 여

부로 협상이 좌초 상태에 놓이자 폭력적 수단은 한층 더 행사되었다. 파

리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서도 FLN 검거에 비상대책을 세웠다. 프랑스 

87)  나치 점령기의 저항대원이고 좌파 언론인이며 파리 13구의 구의원인 클로드 
부르데는 이 사실들을 수집하여 사회에 알렸다. 하나의 문건은, “27 octobre 
1961, Extrait de l’intervention de Claude Bourdet au Conseil municipal 
de Paris”, in Jean-Luc Einaudi, La Bataille de Paris 17 octobre 1961 
(Paris: Seuil, 1991), pp.308-309. 1955년 4월에 시작하여 계속 간행물의 
검열과 제약이 심화되는 가운데 프랑스 반식민주의 운동이 개별적이지만 집
요하게 알제리 전쟁기 내내 특히 1958년 이후 전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여
론이 움직인 것은 식민지의 실정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국내의 정치 대
립, 민족적 자부심, 내전을 피하려는 심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Claude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aris: A. Colin, 
2007),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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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FLN 요원들을 검거하고 FLN은 알제리 노동자들로부터 군자금

을 갹출하고 다시 파리의 하르키들은 이 노동자들을 고발, 검거하고 FLN

은 경찰을 노렸다. 1961년 10월 17일 심야에 파리 도심에서 벌어진 북아

프리카인 시위는 양측의 힘이 부딪치는 일대 접전이었다. 북아프리카 시

위자 전원은 시위를 조직한 측의 비무장 지시를 받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시내 집결지에 모여들었으며 체포와 구타, 고문, 익사, 실종, 송환이 모두 

취해지고 언론은 침묵하고 일반은 ‘몰랐다’.88) 10. 17 사건은 심각한 탄압 

자체로도 참극이었지만 파리의 하르키들이 동족을 위해(危害)한 사례로

도 주목받았다. 드골 정부 하의 파퐁 경찰청장은 종전을 예상하는 국면에

서 파리의 하르키들을 십분 이용했다.89)     

V. 전쟁 후 하르키 학살

1962년 3월 18일의 에비앙 협정 조인으로 전쟁은 끝났고 통치 세력의 역

전(逆轉)과 공백 속에 기다렸다는 듯 등장한 것은 폭력의 난무였다. 프랑

스가 물러나기 1년 전인 1961년 4월, 군부의 쿠데타를 시도했던 우국 장

성들의 OAS(특수군조직)는 협정 조인으로 더 준동했고 반면 마지막 순

간에 FLN에 합류한 3월파(marsiens)는 호기를 노려 과격한 행동에 나

선다. 알제리인이지만 FLN의 폭력에도 비상하게 주목한 물루드 페라운

(Mouloud Feraoun)이 OAS에 의해 살해되는 것이 4월이며 유럽인들을 

무차별 추격하는 오랑(Oran)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6월말이다. 이 소란 

속에서 7월 1일 국민투표로 알제리 독립이 선포되고 해방의 환희에 민

중이 전율하며 국경 군대가 진입하는 사이에 치안이 곧 확보될 수 없었

다. 알제리 유럽인들은 80% 이상이 피신, 탈출했고 주요한 행정력 전체

가 마비되었다. 비달-나케는 이 때문에 전후에 일어난 하르키 학살은 국

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재(不在)에 책임이 있다는 소견을 피력

했다.90) 알제리 전쟁기의 고문을 일찍 문제 삼은 그가 의미한 국가는 통

치력이 안정되고 사법기구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는 체제였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런 견해는 하르키 연구자들, 더구나 하르키 후손들의 원망과는 거

리가 멀었다. 하르키 인권 단체들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주장했다. 에비

88)  이 날 시위에만 여론이 잠잠했다기보다 알제리전쟁 자체가 별 일이 아닌 듯 
지나갔다는 루(Roux)의 지적이 옳다고 보인다. Roux, Les harkis, ou, p.10.

89)  Péju, Ratonnades à Paris, pp.153-154.

90)  Préface par Pierre Vidal-Naquet, in Péju, Ratonnades à Paris,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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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협정 후 프랑스의 군과 국가가 하르키들을 버렸으며(abandonner) 따

라서 알제리에서 벌어진 하르키들의 무법 처형에 프랑스가 책임이 있다

는 논리이다. 어떤 경로로든 프랑스로 입국할 수 있던 하르키들이 가족과 

합쳐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모두가 겪게 되는 가파른 수용소 생활

도 이 문제의 연장으로 보였다.

에비앙협정은 전쟁 관련자들의 안전을 상세하게 문서화했지만 하르키라

는 용어를 지칭한 바 없고, 아무도 종전 선언일 이전 알제리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에 연관하여 저질러진 행위를 이유로 불안해하고 추격, 추

적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처벌 제재나 차별을 당할 수 없

다고 명문화했다.91) 협정의 세부사항은 프랑스 측의 족스(Joxe)와 뷔롱

(Buron), FLN 측의 벨카침 크림(Belkacim Krim)과 달라브(Dahlab) 같

은 끈기 있는 협상가들이 각각 내부의 반대를 이겨가면서 합의한 바였다. 

그러나 전쟁 관련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문안과 현실 사이의 심연

이 너무 깊었다. 프랑스 군대의 무슬림 보충병은 전원 에비앙 협정 조인 

전, 그리고 조인 후 곧 무장 해제 명령을 받았다. 아주롱에 따르면 프랑

스군은 사실 하르키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갖지 않았으며, 휴전 협정 전

에 군 지휘부에서 먼저 무슬림 보충대의 인원을 줄여나갔다.92) 국무장관

의 이름으로 프랑스군 지휘관은 무슬림들의 송환 배려를 금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도 일부 프랑스 군인들의 주선으로 하르키들이 알

제리를 벗어났지만 하르키들을 방치한 것은 드골의 언명이 보여주었듯이 

단계적으로 준비되고 준 공식적이었다고 해석된다.93) 반면 FLN은 이들

이 버려질 것이라는 점을 종전 전에 이미 분명히 표명했다. 1960년 파리

에서 발행된 경고문은 “내일 제국주의는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마치 베

트남과 튀니지와 모로코에서 제국주의에 봉사한 자들을 버렸듯이. 내일 

그들은 당신들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주롱은 이에 

덧붙여 민족해방군 지휘관들이 전날의 하르키들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91)  Jean Lacouture, Algérie 1962, la guerre est finie (Bruxelles: Editions 
Complexe, 2002), p.172.

92)  Ageron, Le “Drame des harkis”: Mémoire ou histoire?, Vingtième Siè-
cle Revue d’histoire, N° 68 (October - Décember, 2000), pp.3-4. 1961
년 1월에서 1962년 종전 직전에 12만 명에서 8만 5천명으로 줄었다. 탈영병
은 흔히 무기를 갖고 나갔고 이 때문에 에비앙 협정 조인 전에 이미 하르키들
의 무장 해제가 실시되어 갔다. 아주롱은 1961년 1월 시점에서 보충대 전체 
인원을 12만, 그 중에서 하르키를 70,000명으로 잡는다.

93)  Abd-El-Aziz Meliani, Le drame des harkis,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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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명한 문건들을 제시했다.94) 그러나 문건은 문건이며 그 다음에 일어난 

사실을 문건이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알제리에서 무법 살해된 하르키들이 얼마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

로 학살이 일어났는가는 중요하지만 견해 차이가 크다. 「하르키의 드라

마」를 쓴 저자와 하르키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하무무는 10만 이

상, 또는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반면 FLN은 1만 명을 제시했다.95) 실비 

테노는 10만에서 15만 명이라고 판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고 

개연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96) 처단 명령과 누구에 의해 내려졌고 실

제 집행자들은 누구였는지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한다. 민족해방군의 군인들이 처형을 조장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증언은 많지만97) 사정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후 알제리의 요소요소는 지뢰밭이었고 이 지뢰 제거에 하르키들

이 대거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하르키들이 수천 명은 사망했을 것으

로 말해진다.98) 학살은 1962년 7월에서 9월에 집중되었고 다시 11월에 

격앙되었다. 동부의 콘스탄티노이스, 서부의 오를레앙스빌, 동북부 대(

大) 카빌에서 모두 하르키 학살이 일어났다. 1963년 초에도 학살이 계속

되었고 가혹 행위는 전 해와 다름없이 벌어졌다. 하르키들 가운데는 피신

과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젊은 아내들과 딸들은 사창가

에 팔렸고 노인들에게는 먹을 것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군대가 아니라 민

간행정기구에 근무했던 무슬림들도 불법으로 처형당했다. 벤 벨라(Ben 

Bella) 초대 대통령은 1963년 6월 3일, 13만 하르키를 용서했다고 언론

에 선언했고 벤투미(Bentoumi) 법무장관은 현재 감옥에 있는 이들은 체

제에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부연했다. 장관에 따르면, 학살은 뻔뻔한 죄

악에 대한 농촌(douars) 주민들의 보복이고, 민족민중군(ANP)에 기인했

94)  Ageron, Le “Drame des harkis”, p.6. 

95)  FLN의 공식 보고는 찾지 못했으며 일부의 견해이다.

96)  Thénault, “Massacre des harkis.”, pp.85-86.

97)  Bachir Hadjadj, “Un Algérien dans la tourmente”, Les  Harkis, pp. 60-
64.

98)  Fatima Besnaci-Lancou(ed.), Les Harkis, p.105. 450 킬로의 튀니지 국
경선과 700 킬로의 모로코 국경선에 모리스 철조망, 샬 철조망의 설치되면서 
알제리 전체에 약 1,100만 개의 대인 지뢰가 부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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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9) 한마디로 인민의 즉결재판을 억지할 정치적이고 법적인 기재는 부

재했던 것 같다.100) 

VI. 맺음말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하르키 연구는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101) 

문제는 사실 알제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식민지라면 어디서나 일어

난 피식민자들의 복속의 사례 중 하나이다.102)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경

우를 보면 프랑스 군에 복무한다는 사실이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

된 것이 아니지만 하르키는 이런 범주와 완전히 구분되었다. 의도적이었

는지, 비의도적이었는지는 알아볼 수 없었으나 하르키들은 결국 식민주

의의 편에서 민족의 건립을 방해하고 조소하는 행위를 보여주었다. 아무

리 상황이 착잡해도 넘어 갈 수 없는 것은 하르키들이 민족해방의 시련을 

방해하고 직접 침해하고 모독을 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제도라는 방어, 

구조라는 설명틀이 행위 자체를 덮지는 못할 것이다. 브랑슈와 테노는, 

일반적으로 알제리전쟁 동안의 고문에 대한 재판이 불가능한 것에 관심

을 두고 그러한 불가능성을 야기하는 사법적 요인들을 설명하는데103) 하

르키 문제는 그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졌고 문제가 깊이 은닉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하르키들의 행위에 대해 물리적인 처형보다 냉철한 법적 논

고가 내려지고 또 변론도 가능했더라면 민족과 외세의 불균등한 대립의 

내용이 좀 더 드러났을 것이다. 하르키들과 하르키에 의해 핍박과 고통을 

당한 측 모두의 증언과 술회가 기록으로 남았더라면 피지배자들을 다루

99)  Faivre, Les archives inédites de la politique algérienne: 1958-
1962, “Collection Histoire et perspectives méditerranéennes” (Paris: 
L’Harmattan, 2000), p.139.

100) Ibid., pp.183-185.

101) François-Xavier Hautreux, L’engagement des harkis (1954-1962). 
Essai de périodisation,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90(Avr. 
- Juin., 2006), pp.33-45.

102) 프랑스의 모로코 군인 사용은 Driss Maghraoui, “Moroccan Colonial Sol-
diers: Between Selective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Arab Stud-
ies Quarterly (ASQ), Vol. 20, 1998,

103) Thénault, Branche, “L’impossible procès de la tortur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in Marc Olivier Barouche, Vincent Duclerc(s.d.), Jus-
tice, politique et République(Paris: Éditions Complexe, 2002), pp.24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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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민 지배의 방법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104) 

하지만 고통과 원한이 사무친 상태에서 엊그제까지의 피식민자들이 그렇

게 냉철한 정황을 마련할 수 없었다. 무장 투쟁으로 막 이루어 낸 신생 독

립국가가 장래를 바라보고 기록과 증언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고통을 당했지만 원한을 자제할 수 있는 군중의 내적 역량은 표출되지 못

했다. 파농이 식민지 문화 창달의 중요성을 간파한 것은 그것이 시간과 

자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었다.105) 식민주의의 커다란 특징은 피식민

지인들이 자신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점에 있었고 이로부터 식민지에서는 

정치제도를 만들고 신뢰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대정치는 분

명 인민의 자의식과 자신감에 근거할 텐데 민족의 안정적 지반 없이 정치

부터 성립되는 것은 순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치와 폭력 사이의 악순환

을 막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폭력의 행위자들은 지

시에 의한 것이지만 그 순간에 동족의 얼굴을 치고 있던 것인지, 사람의 

정신을 유린하고 있던 것인지, 오직 무감각했던 것인지 되짚었어야 한다. 

이 행위에 대한 자탄과 회의는 그렇게도 없던 것인지, 식민지배자의 권위

가 그렇게도 압도적인 것이었는지, 그것은 개인의 판단과 결정 능력을 벗

어나는 문제였는지, 삶의 배고픔이 정신적 목마름보다 진정 위대한 것이

었는지, 그들은 말하고 청중은 조용히 듣기를 산야의 전쟁터에서 쓰러진, 

동족의 고문으로 피폐해진 해방의 전투원들이 원했을 것이다. 

104) 역사가 하르비는 하르키들을 콜라보(부역자)로 보는 것에 반대하지만(Mo-
hammed Harbi, “La comparaison avec la collaboration en France n’est 
pas pertinente”, Fatima Besnaci-Lancou(ed.), Les Harkis, pp.93-95), 
아마 중요한 것은 콜라보라고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왜 그렇고, 왜 아니냐
는 논리의 대결일 것이다. 또는 그러한 논란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어떻게 알
제리 국가가 이 문제를 포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본 논문
의 문제의식 밖이다.

105) Fanon, “Speech to the Congress of Black African Wri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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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arki Question: Non-existence of their Testimony

Seo-Kyong Roe

 The apparition of harkis in the Algerian battlefield was not 

new, unexpected when the Algerian National Liberation War esca-

lated gradually after 1957 with the breakout of the guerilla warfare 

in Alger. In fact, every colonial conquest was accomplished by the 

military oppression and France was a great power of the posses-

sion of colonies. All her military operation required the use of na-

tive peoples who are acquainted with the strategical or logistic, 

above all the neighbours.  

 The employments of harkis by the French military as well 

as French metropolitan police as supplementary force during the 

Algerian War pose an complicated tragedy to both parties of the 

same people. It was evident that the harkis only executed the or-

ders of colonial forces, but the methods were physical, psychologi-

cal violence and tortures. They had been condemned to be traitors 

by the FLN(Front de la Libération Nationale) as well as by the 

common people whose suffering was not surmountable under the 

French colonial governance. Following the Independence in July of 

1962, it was the turn of harkis who had been massacred here and 

there in Algeria in atrocious manner. It is doubtful that exact legal 

documents or apologies of harkis were written on that process. 

 Because such vicious circle was repeated through the ex-

pansion of colonialism, it is not reasonable to just take part in jus-

tification of such violences. It could not be interpreted as neutral, 

irresponsible attitude. What was needed was the testimony of the 

harkis themselves. Historical curiosity about their feeling in the 

course of tormented investigations against the same national faces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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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의 형성과 정체성 인식

박 장 배(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가 어떤 원인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또 그들의 정체성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조망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된 바가 있으나, 일방의 입장에서 정리된 

경향이 없지 않다. 우선 이 글에서는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 형성의 

맥락과 이주민들의 정체성 인식의 형성 맥락을 재구성해보는 작업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이것은 차후의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맥락 이해에 주력하는 작업이다. 

이런 맥락을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만을 

보면 안 된다. 해외 이주민 사회의 형성 과정, 그리고 티베트 본토의 

상황과의 연동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시야를 넓게 설정해야 

하지만, 해외이주민 사회의 형성과정 중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과제이다. 

전통시대에도 티베트에 들어온 이주민이 있었다. 한족의 이주도 

있었지만, 특히 현재의 칭하이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 몽골족의 이주는 

16~17세기에 파상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역의 인구구성을 바꾸었다. 

티베트에서 외부로 유출된 이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1959년만큼 

대량의 이주민이 발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들 이주민들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티베트를 떠난 ‘피난민들(refugees)’인 셈이다. 

통칭 13만 명의 국외 티베트인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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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공동체를 이루었다. 또한 티베트 권역에도 대량의 이주민이 

들어와 티베트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티베트인 

인구보다 한족 등 외래 이주민의 인구비중이 토착인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인구 재구성은 현재 티베트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국경선으로 보자면, 티베트에는 국외 이주민과 국내 

이주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티베트의 국내 이주민은 티베트인의 

중국 본토 진출과 타민족의 티베트 본토 진출로 이루어져 있다.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티베트, 특히 도시지역에는 외래 이주민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지난 2008년 3월의 티베트 봉기는 티베트 지역에 

이주한 외래 이주민의 역할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티베트에서는 규모가 큰 봉기로 1959년 3월, 1987년에서 1989년 초엽 

사이의 일련의 시위, 2008년 3월의 티베트의 각지의 항의시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저항들은 티베트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전개를 위해 잠정적으로 티베트 해외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시기 구분을 한다면, 대략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50년 10월의 동부티베트 참도 상실에서 ‘민주개혁’ 

시기까지이다. 민주개혁은 지역에 따라 다소 시기가 달랐다. 그 정점은 

1959년 3월 라싸 봉기라고 할 수 있지만, 티베트 본부에서 ‘민주개혁’은 

1961년에 완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 

1970년대말까지 무장독립투쟁과 티베트 해외 이주민의 정착 시기, 

티베트 내부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89년까지의 티베트 망명정부의 독립노선과 티베트 본토의 

경제적∙문화적 해빙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티베트 망명정부가 독립노선을 유보하고 고도 자치 노선을 표방하고 

티베트 해외 이주민 공동체에 세대 교체의 흐름이 생겨난 시기이다. 

티베트 본토인과 티베트 해외 디아스포라 사이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제정세의 변화 뿐만 아니라 티베트 사회의 변화에 따라 티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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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민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티베트 

해외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는 상수로서 티베트 불교 문화, 

그리고 티베트어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그밖에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티베트 해외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영어권 연구가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미국 학계의 연구와 인도 학계의 연구, 그리고 중국학계의 

연구에는 연구자별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국적별 관점의 차이도 

엿보인다. 인도나 미국 등의 영어권 연구에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잡아보면 다음과 같다.1) 

첫째, 티베트 해외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Migrant Tibetans, Immigrant Tibetans, Tibetan diaspora, Tibetan 

refugees 등의 용어가 보인다. 대다수의 저술은 ‘Tibetan refugees’를 

핵심어로 한다. 둘째, 중국본토의 연구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도, 네팔, 미국 등 해외 이주 티베트들이 

정착한 지역의 티베트인 사회에 대한 전문연구서들도 출간되었다. 이들 

연구서들은 피난민 다수가 정착한 인도에 국한되지 않고 티베트인들이 

정착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1) 미국의 Library of Congress(http://www.loc.gov/) 사이트의 소장목록을 검
색하여 개략적으로 티베트 이주민 관련 단행본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Claes Corlin, The nation in your mind : continuity and change among 
Tibetan refugees in Nepal (Göteborg: University of Göteborg, 1975) 
② Margaret Nowak, Tibetan refugees : youth and the new generation 
of meaning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84) ③ 
Dagmar Bernstorff, Hubertus von Welck, ed., Exile as challenge : the 
Tibetan diaspora (Hyderabad, India: Orient Longman, 2003) ④ Rajesh 
S. Kharat, Tibetan refugees in India (New Delhi: Kaveri Books, 2003) ⑤ 
Monu Rani Gupta, Social mobility and change among Tibetan refugees 
(New Delhi: Raj Publications, 2005) ⑥ Honey Oberoi, Lives in exile : 
exploring the world of Tibetan refugees (New Delhi & London: Rout-
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07) ⑦ Clint Rogers, Where rivers 
meet : a Tibetan refugee community’s struggle to survive in the high 
mountains of Nepal (Kathmandu: Mandala Book Point, 2008) ⑧ Julia 
Meredith Hess, Immigrant ambassadors : citizenship and belonging in 
the Tibetan diaspor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이 문헌 목록은 정밀하게 추적한 목록도 아니고 아마존(http://www.amazon.
com/)으로 검색되는 목록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한 검색만으
로도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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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국본토의 티베트 이주민 관련 연구와 보도에서는 티베트 

이주민을 다룬 단행본을 찾기 어렵다고 주로 귀환티베트인에 대한 

기사와 해외망명 티베트인의 생활에 대한 기사가 주요 내용이다. 

중국측의 자료 중에서 인도나 미국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는 

‘해외 이주’를 접고 귀환한 ‘귀환 티베트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2) 중국측의 연구는 망명 티베트들을 대략 삼세대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미국의 분석의 입장은 다양하지만, 중국본토쪽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티베트망명정부쪽과 중국정부쪽의 

입장은 대개 크게 상반된다.3) 그렇지만 이들 자료들도 보완적인 

견지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는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발생 맥락과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연구의 개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빈틈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2) 치밀한 목록은 아니지만 망명 티베트인들과 관련된 중국본토의 보도와 연구
의 일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朗杰, 「“鸟老思巢,人老思乡”—归
国藏胞话归国」, 『瞭望』, 1991(20) ② 次旺东久, 「国外藏胞的生活见
闻」, 『西藏民俗』, 1994(02) ③ 年河, 「国外藏胞的文化反应」, 『西
藏民俗』, 1994(03) ④ 泽仁, 「阿坝归国藏胞安居乐业」, 『四川统一战
线』, 1995(02) ⑤ 年河, 「国外藏胞的新风俗」, 『西藏民俗』, 1995(02) 
⑥ 朗杰，「多穷. 众望所归─三位归国藏胞访谈录」, 『中国西藏(中文版)
』, 1996(04) ⑦ 朗杰∙多穷, 「三位归国藏胞访谈录」, 『今日中国(中文版)
』, 1996(12) ⑧ 嘉任, 「他们遥望山那边的家乡─旅印藏胞印象记」, 『中
国西藏(中文版)』, 1997(02) ⑨ 嘉任, 「“生存才是最重要的”─旅尼藏胞
印象」, 『中国西藏(中文版)』, 1997(03) ⑩ 洛桑坚赞, 「“走遍天下还
是家乡好!”—甘肃省归国藏胞心声」, 『中国西藏(中文版)』, 1998(05) ⑪ 
解玉泉, 「流亡印度的藏胞想回家」, 『华人时刊』, 1999(02) ⑫ 朗杰, 「
在祖国温暖的怀抱里─归国藏胞访谈录」, 『中国西藏(中文版)』, 1999(03) 
⑬ 马林, 「第二代流亡藏胞状况及达赖集团对他们的影响和控制」, 『青海
社会科学』, 2000(05) ⑭ 杨志立, 「中央政府对国外藏胞的政策」, 『四川
统一战线』, 2000(11) ⑮ 江亚平, 「流亡藏人在印度的生活」, 『四川统一
战线』, 2006(11) ⑯ 江亚平, 「流亡藏人在印度的生活与担忧」, 『党政论
坛(干部文摘)』, 2007(111) ⑰ 郑克岚, 「“西藏流亡政府”概况」, 『四
川统一战线』, 2009(03) ⑱ 편집부, 「流亡藏人让印度大感头痛」, 『共产
党员』, 2009(04) ⑲ 王志彬, 「50年流亡藏人没有未来」, 『东北之窗』, 
2009(07)

3) 이런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John Powers, History as Propaganda : Ti-
betan Exiles versu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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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발생 

티베트 해외 디아스포라의 발생은 1959년 3월 라싸 봉기가 분수령을 이

루었다. 라싸 봉기의 원인과 과정은 티베트인 해외 이주민∙망명자 공동체

의 처지와 정체성에 밑그림을 그려주었다. 이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959년 3

월의 라싸 봉기가 민족 간의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오랜 역사

적 인식의 차이와 민족적∙종교적∙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온다는 점

이다. 이 점에서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상이한 역사적 인식의 형성 

배경과 맥락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20년대 이래 티베트 지역은 청조의 분할지배 정책에 따라 달라이 라

마-판첸 라마-주장대신이 관할하는 티베트 본부와 쓰촨성에 편입된 동

부티베트 지역, 간쑤성에 편입된 동북부티베트 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었

다. 티베트 전역은 티베트 불교라는 종교적 유대를 갖고 있었고 달라이 라

마의 종교적∙정치적 권위가 컸지만, 달라이 라마의 직접 관할 구역 이외에 

티베트 각 지역의 실제 통치자는 사뭇 다양했다. 그러한 사정은 쓰촨성이

나 간쑤성 등도 마찬가지였다. 청대에 티베트 지역은 기본적으로 청조의 

직∙간접 통치를 받는 처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청조의 티베트 지배 정책은 1895년 13대 달라이 라마의 친정 이후 달라

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1904년 영국-티베트 2차 전쟁 이후에 직접 통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국의 티베트 장악에 대한 청

조의 대응이자 제국에서 민족국가로의 전환을 도모한 기획이라고 하겠

다. 1905년 티베트와 영국 사이에 라싸조약이 맺어지고 티베트에서 영국

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사실상 영국은 제2차 영국-티베트 전쟁을 통해 

티베트를 영국의 세력권으로 편입하였다. 

티베트 본부가 영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청조는 자신의 관할

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개토귀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에서 청조가 멸망할 때까지 자오얼펑(趙爾豊) 등에 의해 추진된 

동부와 동북부 티베트의 개토귀류 정책이 그것이다. 동부 티베트는 티베

트인의 지역명으로 캄이고, 동북부 티베트는 암도 지역이다. 캄과 암도 지

역은 청조가 군사적 점령을 통해 관할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토착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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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로 토사)들이 지배를 해오고 있던 지역이었다. 캄과 암도의 개토귀

류 정책은 실제로는 토착 지배층의 해체와 구축 과정이었다. 직접통치를 

도모한 개토귀류 정책은 동시에 이민실변 정책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

다.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된 정책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현실적인 한계를 크게 노출하고 있었지만, 19세기 말 이래 청조

와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 기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티베트도 나름대로 20세기 불교국가를 창출하려는 ‘하나의 티베트’ 기획

을 음양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조의 티베트 확보 노력은 1910년에는 육군 병력을 파견하여 라싸를 포

함한 티베트 주요 지역을 점령하는 작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조의 

군사행동, 캄과 암도의 티베트 지배층의 반발은 1913년 13대 달라이 라

마가 티베트 본부에서 독자노선에 따라 사실상의 독립국가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1912년에서 1949년까지 티베트국가는 중화민국과 

국가적인 차원의 갈등과 교섭을 벌였다. 다소간 형식논리적으로 말하자

면, 그것은 ‘하나의 중국’ 기획과 ‘하나의 티베트’ 기획이 부딪치는 것이었

다. 중화민국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로는 티베트 영토를 관할하는 중앙

정부였지만, 실질적으로 티베트 본부는 엄연히 사실상의 독립국가가 유

지되고 있었고, 중화민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

하지 못했다. 

1913년에서 1951년까지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본부 지역에서 사실상의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고, 티베트 정부는 자신들의 국가 판도를 쓰촨

성과 칭하이성과 간쑤성에 편입된 티베트인 집중거주지역까지 확대하려

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중화민국시기에 발생한 1912년, 1917년 무

렵, 1930년 무렵의 세 차례의 티베트-중국 전쟁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티베트 고원 전역을 포함하는 250만㎢ 지역에 통합티베트 국가를 수립하

고자 하는 티베트 민족주의와 티베트 전역을 청조로부터 계승한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는 중화민국 사이에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

한 인식의 차이 속에서 티베트 본부를 지정학적 판도로 확보한 영국세력

은 티베트의 독립노력에 힘을 보태주기보다는 티베트의 현상유지, 즉 티

베트의 완충지대화를 도모하고 티베트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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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이래 청조와 그를 이은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이 

크고 작건 간에 티베트 문제에 개입하여 티베트에 대한 지정학적 게임에 

참가하였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의 티베트 기득

권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도 전에 내몽골에서부터 ‘민족구역자치제’를 실시하였다.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진주하기에 앞서 중국에는 이미 ‘민

족구역자치제’라는 제도적 장치,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는 티베트 인

식이 관변에 정치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애국적인 중국인들이 기대하

는 ‘하나의 중국’에는 티베트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는 원칙적으로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티베트 통합을 추진해야 한

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식과 정책, 실제 시행내용 사이에는 간

극이 있는 법이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티베트 정책 적용 과정에는 자신들

의 공적을 확대하려는 중국공산당 서남국과 서북국의 경쟁도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50년대초에 

거의 티베트 전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한 중화인민공화국도 잠정적으로는 

티베트 본부와 캄∙암도를 분할 지배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현지 티베트

인들에게 캄과 암도는 티베트 본부와 분리하여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었

다. 티베트 각지는 독자성과 함께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티베트 본

부와 캄과 암도는 강한 정신적∙종교적 유대와 연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티베트 민족이 지역감정과 지역의식을 극복하고 하나의 티베트인 

의식을 가졌는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연동성이었다. 티베트에

서 한 지역의 현상 변화는 연동성을 가지고 티베트의 다른 지역에 큰 영

향을 주고 있었다. 1950~51년의 상황, 1956~1958년의 상황은 캄과 암

도에서 현상 변화가 티베트 본부에 충격을 주어 티베트 지배층의 의구심

과 반발을 야기했다. 

티베트 해외 디아스포라의 발생은 직접적으로 1959년 3월의 라싸봉기라

고 할 수 있지만, 라싸봉기의 배경에는 1950~51년의 인민해방군의 티베

트 접수, 1956~58년 사이의 캄과 암도의 ‘민주개혁’과 티베트에서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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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개혁’ 시도 등이 있었다.4) 특히 ‘민주개혁’과 일련의 티베트 봉기는 티

베트 해외 난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5)

티베트의 군사적 장악은 중국에서 ‘평화적 해방’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티베트 접수를 담당한 것은 장궈화(張國華)가 지휘하는 제18군이었다. 

1950년 10월 25일 인민해방군의 동부티베트 중심지인 참도 장악은 티

베트를 사실상 무장해제시켰다. 티베트군은 주력을 참도 지역에 배치해 

두고 있었으나, 인민해방군의 공격으로 1만명의 포로를 내며 참패했다. 

위협을 느낀 14대 달라이 라마 일행은 티베트 남부의 야둥으로 피신했다. 

그곳은 여차하면 인도로 피난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티베트 정부는 유엔

과 영국, 인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

다. 이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비하면 크게 다른 점이었

다. 한편, 무력 점령에 부담을 느낀 중국측은 티베트 정부를 설득하여 베

이징에 협상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맺어진 것이 ‘시짱의 평화적 

해방에 관한 17개조 협정’이었다. 1951년 5월 23일 체결된 이 협정에 대

해 라싸 정부는 비준을 미루다가 최후 통첩을 받고 1951년 10월에야 수

용한다는 전보를 베이징에 보냈다. 

왕치메이가 지휘하는 인민해방군 선발대 500~600명은 장궈화가 지휘하

는 18군 주력보다 한달 앞서서 1951년 9월 9일에 라싸에 들어갔다. 그

들은 마오쩌둥과 주더의 초상화를 앞세우고 거창하게 라싸에 입성했다. 

18군 주력 부대가 라싸에 도착한 것은 1951년 10월 26일이었다. 이어

서 “간쑤 성과 칭하이 성을 관할하는 서북군정위원회 소속으로 판밍(范

明)이 지휘하는 1,000명 규모의 부대가 12월 1일에 라싸에 도착했다. 이

4) 중국 집권세력의 티베트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장
배, 「‘新中國’의 티베트 정책」, 『中國近現代史硏究』, 39집 (2008.9), 
pp.153~175.  

5) ‘민주개혁’의 배경에는 중국 내지에서 진행된 두 개의 운동이 있었다. “중국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은 1953년에서 1958년까지 ‘사회주의 개조’
의 이름으로, 또한 1957년 ‘반우파’의 이름으로 추진된 두 개의 운동이었다. 
양자는 서로 도와가며 일을 완성했다. 전자는... 사유제와 시장경제 소멸의 목
적을 달성한다는 결정이다. 후자는... 민주와 법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자오쯔양∙바오푸 지음,『國家的囚徒 : 趙紫陽的秘密錄音』 장
윤미∙이종화 옮김, 『국가의 죄수 : 자오쯔양 중국공산당 총서기 최후의 비밀 
회고록』(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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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북국과 서남국 양쪽에서 여러 부대와 당 간부들이 합류한 것이다.”6) 

중국공산당 서북국과 서남국을 중심으로 하여 시짱공작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장징우가 시짱군구 사령관과 동시에 제1서기가 되었고, 장궈화

와 판밍은 제1부서기와 제2부서기를 맡았다. 티베트인으로서는 유일하

게 푼초 왕계(보통 ‘푼왕’이라고 약칭함)가 시짱공작위원회 위원이 되었

다. 시짱공작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1명이었다. “그중 8명은 서남국 출

신이고, 3명은 서북국 출신이었다. 그러나 서북국 출신들이 요직을 맡아

서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실권을 쥔 셈이었다. 예를 들어 판밍은 통일전

선공작부장으로 임명됐다. 티베트족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자리여서 핵

심 요직이었다. 서북국 출신의 고위급인 무셴종과 야한장도 중요한 직책

을 맡았다.”7)

 

티베트에서 시짱공작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티베트 본부는 사실상 시짱공

작위원회와 티베트 정부라는 이중권력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티베트의 

시짱공작위원회는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에 경도되었다. 판밍을 중심으로 

한 서북국 출신자들이 보다 더 강한 조급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

지만, 이 점은 아직 충분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아무튼 티베트의 안

정을 중시한 중국 중앙정부는 ‘점진전략’을 통해 티베트를 보다 탄탄하게 

확보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티베트 내정 개혁을 추진한다고 누차 밝혔다. 

그러나 14대 달라이 라마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돌아온 1955년 라싸의 분

위기는 매우 급진화되어 있었다. 시짱공작위원회의 분위기는 하루 빨리 

티베트에서 개혁을 시작하자는 열망이 들끓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기

름을 부은 것은 1955년 여름 이후 마오쩌둥 주석의 사회주의적 개조 촉

구였다. 판밍은 1956년 후반 티베트 본토 시범개혁 실시 계획을 짜고 개

혁 추진을 위한 인원을 주로 서북국 지역에서 끌어왔다. 판밍은 “새로운 

사회주의 변혁 촉구를 급격한 개혁 조치를 밀어붙이라는 신호로 받아들

였다. 그 시점에 판밍은 티베트 최고 실세였다. 장징우와 장궈화는 출타

하는 일이 잦았다. …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판밍과 그의 서북국 출신 보

좌관들이 좌지우지했다. 중국을 개혁하라는 마오 주석의 촉구를 티베트 

6)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티베트의 별-푼왕 자서전』(서울: 실천문학, 
2009), p.279. 

7)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 같은 책,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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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에서부터 밀어붙이라는 승인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쓰촨 성 제

1서기인 리징촨은 현지에서 이미 개혁에 착수한 터였다. 칭하이 성에서

는 가오펑이 보조를 맞췄다.”8) 1912년 티베트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캄에서 자오얼펑이 개토귀류 조치를 추진했는데, 그 자오얼펑의 역할을 

대표적인 극좌파로 손꼽히던 리징촨이 수행한 것이었다. 

판밍과 리징촨의 조치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7개조 

협정은 형식적으로 티베트측과 중국공산당측의 협의에 의해 티베트를 중

국에 통합한다는 약속이었다. 이 협정은 중국정부측의 티베트 정책에 일

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무력

으로 정복한 것이지만, 중국관방측은 무턱대고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다.9) 17개조 협정은 티베트인들의 기존질서와 관습과 입장을 

존중하여 속도 조절을 하면서 중국-티베트 합방을 추진해야 하는 기준이

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점령군이 절제하고 피점령지 주민과 기존 지배층

의 입장을 일관되게 존중하여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

지 않았다. 

티베트 본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은 시짱자치구 준비조직을 구성한 것 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유보되었지만, 학교와 광역 도로의 개설 등 티베트 개

혁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캄과 암도에서는 티베트 본부와는 

달리 급속한 개혁이 계속되었다. 이미 1956년 초에 캄에서는 개혁에 반

대하는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개혁은 토지개혁, 

즉 사원과 영주들이 가진 토지를 몰수하여 농노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지배층을 혁명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었다. 캄과 암도에서는 기존의 지배층은 물론이고, 급격한 개혁에 불안을 

느낀 민중의 봉기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12월 달라이 라마는 붓다 탄생 2,500주년 기념행

사에 참석해달라는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고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달

라이 라마의 망명을 우려한 시짱공작위원회는 반대했지만, 인도와의 관

계를 고려한 중앙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출국을 허용했다. 1956년 12월 

8)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 같은 책, p.344.

9) 이종욱, 『춘추 : 신라의 피, 한국인을 만들다』 (파주시: 효형출판, 2009),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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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델리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이듬해 4월 1일에야 라싸로 돌아왔

다. 달라이 라마는 6년 동안은 티베트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마

오쩌둥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그러나 “17개조 협정은 티베트 본토에만 적용되고 캄과 암도의 티베트족 

거주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게 돼 있었다. 그러나 세 지역의 티베트족은 종

교와 정체성과 언어가 같은 한 민족이었다. 따라서 지추 강 동쪽에서 벌어

지는 일은 서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10) 캄과 암도

에서 인민해방군에 밀린 반란자들은 티베트 본부로 도피했다. 특히 1957

년과 1958년 초에 무장한 캄 지역 난민들이 라싸로 밀려왔다. 1957년 5

월 라싸에서는 추니강주(四水六崗)라는 각 지역 무장조직 연합체가 조직

되었다. 캄과 암도에서는 1957~1959년에 심각한 반발과 봉기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라싸 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 

‘티베트 개혁’을 놓고 높아가던 긴장감은 마침내 1959년 3월 10일 라싸

에서 폭발하여 티베트인들은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다. 티베트 정부 상층부와 함께 수 만명의 티베트인들이 달

라이 라마와 티베트 정부 관리들을 따라 인도로 망명하였다. 이것은 티베

트 해외 디아스포라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과정이었다. 

티베트인들은 내부적으로 티베트의 낙후성을 느끼고 있었고 개혁의 필요

성도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귀족과 상층라마와 영주계층은 개혁을 추진하

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체의 무력도 빈

약하고 국제적인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티베트 상층부는 중국 집권세력

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보수적 심리와 

진보적 심리의 균형은 리징촨 등이 ‘민주개혁’을 민족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단호하게 추진하면서 깨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캄과 암도에서 ‘민주

개혁’을 몸소 겪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라싸로 밀려온 민주개혁 체험자들

은 라싸를 기지로 하여 티베트에서 중국군을 축출하고자 했다. 미국 중앙

정보국은 이러한 티베트인의 움직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국군의 티베트 점령과 그에 이어진 ‘민주개혁’은 티베트인 기득권층의 

반발과 그에 부응한 민중의 저항을 야기했다. 여기에서 달라이 라마의 티

10)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 『티베트의 별』,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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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 정부는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달라이 라마 정부 자체가 근

본적으로 ‘민주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서 그런 역할을 허용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복자

에게 정복자의 권리가 있다면, 티베트 영역을 넘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에게는 크건 작건 종교적 차원의 ‘정복자의 권리’, 곧 ‘법주’의 

권리가 있었다. 중국관방측은 이 법주의 권리를 인식하고 허용하는 데 일

관성을 갖지 못했다. 결국 1959년 3월의 라싸 봉기는 달라이 라마의 인

도 망명과 함께 수만 명의 티베트 피난민의 발생, 무장봉기와 무장조직의 

발생, 그리고 인도에서의 티베트인 정착지의 형성 등을 낳았다. 

티베트는 토번 제국 시기에는 강력한 무력을 자랑했다. 이에 대한 자부심

은 티베트 민족 정체성의 일부를 이룬다. 하지만, 11세기, 12세기 무렵 티

베트 사회는 급속히 불교화되었다. 불교는 티베트 사회를 ‘정복’하고 ‘정

복자의 권리’를 시행하여 티베트 사회를 불교적 색채와 제도로 구성하였

다. 불교와 관련되지 않은 티베트의 전통은 사실상 주변화되었다. 티베트 

사회가 불교화된 이후 지역정치체로 나뉘어 있었고, 대개 강력한 정부군

을 갖지는 못했다. 18세기 후반 네팔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첸롱 황제

가 3천 명 규모의 티베트군을 허용한 이후 티베트군은 그 규모로 유지되

었다.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한 20세기 전반기에는 병력 규모가 5~6천명

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티베트군은 경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확대되기는 힘들었다. 1950년대에 중국 치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군

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티베트

군이나 사원경찰 바깥에 형성된 유격대 형태의 무장조직이었다. 

1959년 3월 16일 라싸를 떠나 3월말 인도로 망명한 14대 달라이 라마

와 티베트 정부 내 자주자결파는 인도의 네루와 협상하여 다람살라에 정

착지를 설치한다는 협의를 이루었다. 달라이 라마의 힘은 종교적 권위와 

‘시주’의 도움을 받는 협상력이었고, 달라이 라마는 이 힘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다람살라 정착지의 확보는 물론 네루와 인도 정부의 이해관계와

도 관계가 있었다. 인도 정부는 티베트에서 가진 영국의 기득권을 계승하

기를 원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발빠른 대응에 밀려 티베트라는 거대

한 완충지대를 상실했다.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의 인도 망명과 이주는 워낙 황급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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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에 망명 귀족들은 자신들의 재산 등을 충분히 챙겨 가지고 티베

트를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04년 이래 지속된 인도와

의 무역경험과 무역망은 인도 망명의 경로 결정과 이후의 인도 내의 정

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망명 티베트인들은 라싸의 

귀족들만 아니라 캄과 암도 출신의 귀족과 상인, 민중들이 골고루 포함되

어 있었다. 이 점은 티베트인들이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하

나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서 새로운 도전

을 제기하였다. 망명 티베트인들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출신자들

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쉬운 것은 아니었

다. 단순히 중국세력의 티베트 점령에 대한 반발만으로는 충분한 응집력

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1959년 3월 이후 수만 명의 티베트 피난민과 망명자들이 인도에 모여든 

계기는 티베트에서 ‘민주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1950년 5월 17개조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라

싸 봉기였다. 티베트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민주개혁’의 충격

은 라싸 봉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일련의 봉기가 티베트 사회의 ‘민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난민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

인은 티베트의 기존 체제와 문화의 급속한 변경을 티베트인들이 받아들

이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9년 3월 이후 수 년 동

안 티베트인들의 봉기를 진압한 중국 관방측은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인

식하여 티베트 본부에서도 ‘민주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 

관방측은 ‘점령자의 권리’를 유보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티

베트 난민이 발생했다. 

1959년의 티베트 반란 직후 몇 년 동안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탈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8만 명이었고, 현재 13만 5천 명이 망명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에 사는 티베트 난민의 20%는 1986~1996년에 도

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직도 매해 2500명가량이 히말라야를 넘어 티

베트를 탈출하고 있다.11)

11)  Thomas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황정연 옮김,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서울: 웅진지식하
우스, 2008),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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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탈출 이후 망명 티베트인들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불교

문명을 지속시키고 삶을 영위해야 했다. 

티베트 불교는 지진이나 우박과 같은 천재지변과 전쟁과 같은 인재가 빈

발하는 상황에서 민중의 심리적 의지처였으며 티베트 민중의 구심점이었

다. 물론 티베트의 불교문명의 지배세력에게는 분명 많은 결함이 있었고 

이 점에서는 ‘새로운 중국’, 곧 사회주의적 평등 사회와 선진공업문명 사

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중국의 집권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평

등한 민주사회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효율적인 관료체제를 전

제로 할 수밖에 없는 선진적인 공업 사회를 만드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지 기본 목표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1966년의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 운동의 등장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의 혼란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

다. 이 점에서 티베트 불교문명의 주도세력들은 형식적으로 민중의 안위

를 위로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티베트 불교문명의 내용은 시

대마다 크건 작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III.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인식  

현대민족의 형성기에 티베트인들은 강한 불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어떤 역사체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들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정체성의 다중성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현대 티베트 사회의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14대 달라이 

라마는 다름과 같이 설명하였다. 

“송센 감포와 5대 달라이 라마는 첸리시가 세운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포탈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하고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달라이 라마가 대답했다. 

“포탈라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티베트의 

상징입니다.”12) 

티베트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티베트 

12)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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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정체성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티베트언어와 함께 토번이라는 

고대국가의 경험, 토번제국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베트문자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불교적 정체성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토번제국의 

역사적 경험과 티베트언어와 문자의 토대 위에서 티베트 사회의 

불교적 정체성은 구축되었다. 티베트의 불교적 정체성은 몽골제국의 

지배하에서 몽골제국의 제국적 정체성과 만나게 된다. 티베트 사회는 

‘법주와 시주’의 단월관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종교제국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티베트는 청 제국에 복속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있었다. 

19세기말 이래 티베트의 국가적 독립추진은 티베트가 종교제국적 

정체성을 벗어나 20세기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중국이 제국적 정체성을 벗어나 국민국가로 변화해 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티베트의 다중적 정체성은 각각의 구성요소의 

발전 정도가 매우 불균등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불교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국가’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폴 인그램은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이 1949년 이후 티베트의 국가적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본다. 그는 “1949년 이후 6천 

개 이상의 사원이 파괴되고 1백만 이상의 티베트인이 살해되었다는 

언급”을 하면서 “티베트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은 티베트의 국가적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실제적∙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평가하였다.13) 

그렇다면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망명하여 망명정부라는 형식으로라도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주독립지향적인 티베트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정체성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3월의 티베트 시위가 망명정부의 직접적인 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티베트 망명 정부는 티베트 자결운동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네루 수상의 

도움으로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시기별로 다소 조정이 

있지만 망명정부 조직에는 주택, 외무, 종교와 문화, 교육, 재정, 경호 

등 6~7개의 부서가 설치되었다. 또한 1960년 인민대표자위원회를 

13)  Paul O. Ingram, Tibet, the Facts, 홍성녕 옮김,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
실』(파주시: 알마, 2008), p.260.,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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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1963년 4월 10일에는 ‘티베트 헌법’을 공포하였다. 티베트 

인민대표자위원회는 망명 전에 살던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이점은 

티베트 망명자 사회의 지역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망명정부는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뉴욕과 제네바, 카트만두, 모스크바, 

토쿄, 런던 등에 비공식 대표사무소를 두었다. 해외 지역의 대표 

사무소는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1950년대 이래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의 독립을 

꿈꾸며 1970년대 초까지는 무장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 

질서가 변화를 겪고 또 티베트 불교의 세계화에 성과가 보이면서 

해외 티베트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달라이 라마를 수반으로 하는 

망명정부는 비폭력노선을 표방해 왔다. 결국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은 1959년 라싸 봉기의 대표적인 유산 중의 하나인 

무장투쟁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제 

관계가 탈냉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하였다. 물론 현재까지 

티베트 망명자 사회에는 달라이 라마의 상징자본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지향이나 지역적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도 

해외이주 티베트인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나날의 생존이었다. 티베트 

보리를 재배하거나 야크나 양을 키우던 티베트 농목민들에게 해외 

이주는 매우 심각한 생존 기술의 전환을 요구했다. 해외 이주민들은 

각각 낯선 생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1959년의 티베트 탈출자들은 

귀족계층만이 아니었고, 다수의 농목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모두를 

묶어준 것은 티베트 불교라는 구심점이었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서구인들의 

티베트 이미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해 

왔다. 보노짓 후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티베트인은 본성적으로 

영적이며 평화스럽다는 식의 낭만화한 ‘티베트다움’의 이미지는, 모두 

강력한 중국 민족주의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양자가 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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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최근의 합작품이다.”14) “‘자유 티베트 운동’의 

중추에는 13만 명의 티베트 디아스포라(그중 95%가 인도에 거주)가 

자리잡고 있다. ‘자유 티베트 운동’의 활동가와 지지자들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또 그 내적 동학에 따라 만들어낸 정체성 형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15)

그런데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본질주의적인 티베트다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티베트의 현실적 요소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지만, 정체성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고 현재까지 형성된 티베트다움의 이미지는 현실의 

조건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59년 이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티베트라는 

고향의 상실이라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불교와 티베트학의 

세계화라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물론 티베트불교가 서구에 수용되는 

상황을 보면 티베트불교의 전통적인 맥락과는 매우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적 의례와 격식을 중요시하던 티베트불교는 

서구로 진출하면서 서구인들이 선호하는 명상과 정신수양의 방법론, 

죽음에 대한 배려 등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도널드 로페즈(Donald Lopez)처럼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종교적이고 평화롭고 이국적인 공동체라는 이미지에 갇힌 ‘샹그릴라의 

수인들’이라고만 지적하는 것도 편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체성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이점을 파악하기는 물론 간단치 않겠지만, 우선 특징적인 점을 시기별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950년 10월의 동부티베트 참도 상실에서 

‘민주개혁’ 시기까지이다. 티베트 사회의 정체성은 이미 1950년대 

14)  보노짓 후세인, 츠지모토 도시코 옮김, 「비판적인 눈을 통해 본 티베트 : 
지정학, 디아스포라 그리고 정체성의 형성」, 『아시아저널』, 창간준비호 
(2009년 봄), p.83.

15)  후세인, 같은 논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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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티베트 진입과 함께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1951년 5월 23일 

체결된 ‘17개조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중국정부’와 

‘티베트정부’라는 표현이었다. 티베트정부는 이러한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고, 중국대표들은 ‘중국중앙정부’와 ‘티베트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다. 성하지맹과 유사한 상황에서 티베트정부 

대표단은 ‘티베트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수용하였고, 이로써 티베트의 

국가적 독립성은 빛을 잃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에게 정치적∙행정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종교적·문화적 문제였다.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측의 

군사적 점령을 마지 못해 수용했지만,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급격한 

사회개혁에는 강하게 저항했다. 민주개혁은 기존의 기득권층을 

해체하고 농노계층의 해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그것이 티베트 사회의 종교적·민족적 

구심점을 파괴한다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특히 달라이 라마의 

권위와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때 달라이 

라마와 그 측근들은 인도 망명의 길을 택했다. 망명 1세대의 대표적인 

작품은 망명정부와 인도와 네팔 등지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 1970년대 말까지 무장독립투쟁과 티베트 

해외 이주민의 정착 시기, 티베트 내부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이다. 

이때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1970년 

티베트청년회의도 성립되었다. 이에 뒤이어 무장유격대의 무력투쟁도 

네팔 정부의 진압을 거쳐 끝났다. 

티베트 정부 핵심부의 인도 망명은 중국측에게는 티베트에서 

‘민주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호기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와 중국당국 간에는 건너기 힘든 

간극이 생겼으며, 이것은 문화대혁명의 발동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문화대혁명은 제어와 통제를 벗어나기 쉬운 운동이었고, 특히 광대한 

소수민족 사회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민족정책은 점진적인 궤도를 벗어나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전통과 풍습을 배척하는 강압적인 동화정책의 형태를 보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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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망명 티베트인들도 무장투쟁을 불사하는 양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힘과 힘의 대결에서 인구와 자원이 빈약한 티베트측은 매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비용과 대가가 크고 효과가 제한된 

무장투쟁을 지속할 만한 물리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 중앙정보부 등의 외부 지원으로 이어지던 무장투쟁은 1974년 

네팔 정부의 진압,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입장의 강화 등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네팔의 무스탕 무장유격기지의 

폐쇄는 티베트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지역과 종교분파 등에서 여러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무장투쟁 노선의 종결은 상대적으로 달라이 

라마측의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측면도 갖고 있었다. 사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최대의 문화자본은 티베트 불교이기도 했다. 

티베트 불교가 전적으로 무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무기가 아니라 불경을 들었다. 무장투쟁은 여러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캄 지역 출신자의 역할이 컸다. 

무장투쟁이든 독립투쟁이든, 그것은 망명 티베트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재 인도 전역에는 10만 명이 넘는 망명 티베트인들이 

있다. 망명 티베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는 

해발 1800m로 ‘작은 라싸’를 형성하고 있다. 소도시의 중심도로는 

‘라싸로’라고 불린다. 티베트인들은 여기에서 전통적인 문화풍속과 

음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소도시는 국제관광도시가 되어 주민들의 

수입도 관광업에서 나온다. 중국 상품은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03년부터 금지령이 완화되어 상점에 나타나고 있다. “만일 

티베트인의 집에서 중국 물건을 모두 치우도록 한다면, 남아 있는 

것으로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을 수 없을 것이다.”16) 이들에게는 

여권도 없고 현지 신분증도 없고 어떤 부동산도 없다. 작은 지방도시의 

수용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명 티베트인들은 인도 각지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다. 

16) 王志彬, 「50年流亡藏人没有未来」, 『东北之窗』, 2009(0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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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기타 지방에서 티베트인들은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작은 

상점을 생업으로 한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인도에서 출생했지만 

영원히 난민 신분일 뿐이다. 인도의 티베트 이주민들은 영구적으로 

토지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없고, 빌릴 수 있을 뿐이다. 2007년 

인도 “히마찰 주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가 다람살라의 토지를 

다시 50년 동안 조차하는 것을 비준하여 망명 티베트인들이 잠시 몸을 

둘 땅이 유지되었다.”17) 디아스포라 공동체의18) 초기 건립 과정에 대해 

젯슨 퍼마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1965년 8만 5천 명에 이르는 망명자들이 인도에 도착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정부에 그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몇 백 명의 티베트인들이 정해진 장소를 찾아 인도 

각지로 떠났다. 그들은 우선 울창한 정글로 둘러싸인 땅을 몇 헥타르씩 

개간해야 했다. 그들은 그곳에 우물을 파고 집을 지었다. 초기 몇 년간 

망명자들은 식량을 배급받았다. 다섯 명씩 임시 가족을 구성하고 각 

가정마다 세 칸짜리 집과 이 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을 배급받았다. 

망명자들은 이렇게 가족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19)

이렇게 정착지는 확보했으나, 심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티베트인 

망명자들은 빨리 티베트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망명지에서 보내는 삶을 윤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20) 이처럼 망명자들은 처음부터 장기 계획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었다. 

1966년 기부금으로 티베트 망명자 어린이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확보된 기부금을 

17)  江亚平, 「流亡藏人在印度的生活与担忧」, 『党政论坛(干部文摘)』, 
2007(111), p.28. 

18)  “1960~1970년대에 인도에 서른다섯 곳, 네팔에 열 곳, 부탄에 일곱 곳의 
티베트 난민 재정착 마을이 세워졌다. 각 단위의 정착지에서 티베트 사람들
은 학교, 공방, 채소밭, 병원 등을 운영했다.”,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p.422

19)  Pema, Tibet, Mon Histoire, 김은정 옮김, 『달라이 라마 이야기』(고양시: 
자작, 2000), p.193. 인도와 네팔에 분포되어 있는 망명자 사회에 대해서는 
같은 책 384쪽에 간단한 지도가 있다. 

20)  Jetsun Pema, 같은 책,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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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고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티베트 학교가 문을 열었다. 

1969년에 부임한 인도인 교장은 티베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1) 독립적인 티베트 어린이 마을 학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체계를 잡아 발전해 왔다. 1971년 ‘티베트 망명자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학교(The Nursery for Tibetan Refugee Children)’가 

‘티베트 어린이마을(TCV : Tibetan Children’s Village)’로 개명했다. 

교사들은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였다.22)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경험이 쌓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조직들도 

생겨났다. 1970년 다람살라에서 설립된 ‘티베트청년회의’(TYC: 

Tibetan Youth Congress)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핵심조직 중의 

하나이다. 티베트청년회의의 설립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나름의 정돈된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이 단체는 

티베트의 독립,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Rangzen’이라는 잡지도 발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달라이 

라마가 ‘고도 자치’의 중도노선을 표방한 뒤에도 독립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티베트 독립운동의 핵심 단체이다.23)

 

두 번째 시기에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무장투쟁보다 서구인의 

취향에 맞는 티베트 이미지를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1967년 달라이 라마의 세계여행,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티베트 정치사’ 발간 등의 효과를 보며 티베트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 티베트의 입장과 견해를 전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았다. 이에 따라 티베트 망명자 사회의 주류는 무장투쟁 방침을 

버리고 티베트불교의 소개와 티베트학의 발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에는 티베트 본토에서 진행된 

문화대혁명의 파괴적 결과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1950~1980년에 사원은 6천 곳 이상 파괴했다. 1970년대 말에는 

남은 사원이 여덟 곳밖에 되지 않았고, 승려도 1000명 이하였다. 다른 

사원들은 파괴됐거나 비종교 용도로 변용되었다. 사원은 예술, 글쓰기, 

21)  Pema, 같은 책, p.208. 

22)  Pema, 같은 책, p.221. 

23)  이재호,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 『(시대의 논리)
민족연구』, 35집 (2008.9), p.35. ‘랑젠’은 티베트어로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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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 전수되던 학교였다. 사원을 절멸하다시피 한 것은 티베트 문화의 

심장부를 타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24) 이러한 상황의 티베트문화 

절멸의 위기의식은 티베트 문화 보존의 의지를 강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국제적인 원조를 통해 망명정부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운영하는 실정이었다. 물론 초기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난 데는 외부의 

지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부의 더부살이 의식의 탈피 

노력도 일정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발전의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89년까지의 티베트 망명정부의 독립노선과 티베트 본토의 

경제적∙문화적 해빙기이다. 이 시기에는 티베트 본토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의 종교적∙문화적 파괴를 넘어서 티베트에 불교 르네상스가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정치상황의 변화, 곧 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11기 3중 전회가 중국에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도입한 것에 따른 효과였다. 개혁개방의 핵심적인 개념은 가난을 

벗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자는 경제발전이었다. 이것은 티베트 

사회에서는 세속화, 곧 탈불교화를 증진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이전의 정치와 계급투쟁 중심의 

정치적 관행을 벗어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이라는 국제화 노력을 

기울였다. “시장은 중국 경제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를 성장시켰다.”25)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부정부패와 

인플레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민주화 요구가 결합하여 폭발한 

것이 1989년의 6∙3 천안문 사태였다. 천안문 사태 때 티베트 본토는 

계엄령 하에서 조용한 편이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1987년 9월과 

10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유혈 진압으로 치달았다. 

티베트의 시위는 1989년 3월 7일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야 

잠잠해졌다. 당시의 시위는 라싸와 티베트 본부 일원에서 벌어졌다. 

1989년은 달라이 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해였다. 1987년에서 

1989년의 티베트 시위는 티베트 본토의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의 

24)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p.626.

25)  자오쯔양∙바오푸, 『국가의 죄수』,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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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여전히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달라이 라마와 중국 당국은 1980년대에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간극을 

줄이려고 했다. 또는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고 했다. 

1980년대 말의 티베트인의 시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티베트인들의 

요구 수준은 현재의 중국의 티베트 정책이나 민족통합의 체계를 

벗어난 수준이었다. 그리고 티베트망명자 사회는 물리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실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전례 없이 강화시켰다. 

1980년대에 티베트 디아스포라에 대한 지원은 달라이 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단히 활발했지만, 그것이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귀향의 꿈을 이루게 할 수는 없었다.26)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발전의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티베트 망명정부가 독립노선을 유보하고 고도 자치 노선을 

표방하고 티베트 해외 이주민 공동체에 세대 교체의 흐름이 생겨난 

시기이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 일어난 변화,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부에 생긴 변화를 

놓칠 리가 없었다. 

1997년 9월에 티베트 임시정부와 달라이 라마는 중도정책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였다. ‘중도정책’이란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담당하되 티베트는 행정권을 완전히 가지는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정책이다.27) 달라이 라마가 독립이 아닌 고도의 자치의 길을 선택한 

것은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방 

국가의 지원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대안이었다. 중국의 

위상 강화 못지 않게 티베트 망명정부 내부의 갈등과 모순이 심해진 

26)  중국정부는 1989년부터 망명 티베트인의 귀국사업을 벌였다. 파격적인 조건
에도 불구하고 15만명의 해외 거주 티베트인 가운데 이 정책의 혜택을 선택
한 사람은 2천여 명 정도였다. “[칭짱철도 개통 2개월 티베트를 가다/하] 티
베트 독립, 이상과 현실”, 『동아일보』, 2006년 9월 21일 A20면.

27)  김재원, 「중국의 대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시대의 논리)민족연
구』, 35집(2008.9),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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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달라이 라마의 노선 전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28) 다수의 망명 

2세대는 본토 의식이 희박한 형편이고, 현재는 망명 3세대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티베트 청년회의’는 비폭력 중도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티베트 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06년 7월 1일 개통된 

칭짱철도, 2008년 3월 대규모 티베트 시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54년과 1958년에 티베트에 원거리 광역도로가 건설되었던 것과 

비견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티베트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티베트의 인구 구성을 

희석시키고 티베트 문화를 약화시키는 것만은 아닐 것이지만, 적어도 

중국 내지와의 경제적∙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할 것이다. 

2008년 3월의 티베트 시위 사태는 1980년대 후반의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큰 민주화 요구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시위는 라싸 

일원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티베트 거주 구역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개발과 도시화가 티베트인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소외감은 고령의 

달라이 라마가 운명을 달리할 경우에 반드시 중국측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6일간 다람살라에서는 “특별총회(First Special 

General Meeting 2008)”라는 이름으로 560명의 티베트 지도자가 

모여 티베트의 운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15개의 

토론 집단으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벌였다. 15개의 집단 중에서 3개의 

집단이 만장일치로 ‘중도적 접근’을 지지했고, 8개의 집단이 다수결로 

지지했으며, 4개의 집단은 ‘중도적 접근’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서면으로 제출된 161개의 서면 의견서 중에서 103개는 만장일치로, 

28개는 다수결 표결로 중도 노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29) 티베트 

망명 정부의 고위 관료와 사무원이 티베트 운동의 젊은 지도자들과 

28)  나영주,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시대의 논리)민족연구』, 35집
(2008.9), p.88.

29)  후세인, 「비판적인 눈을 통해 본 티베트」,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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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통하고 논쟁을 벌인 최초의 회의는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세대간 의견 차이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립파는 소수지만 젊은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 

다람살라 회의에 제출된 서면 의견서는 50개의 티베트 정착지와 

공동체 및 20개의 남녀 사원, 44개의 교육기관과 25개의 인도 외부 

지역 티베트인 연합체 그리고 22개의 티베트 비정부 단체가 제출한 

것이었다. 이들은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가진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티베트 이주민 사회는 대체로 일국양제의 

‘고도 자치’를 보장하는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갖는 상징적∙실제적 의미를 

보여주며 동시에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구심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티베트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닌 만큼 일정한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발전을 네 시기로 나누어 그 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망명 티베트인들은 제1세대 망명자, 제2세대 

망명자를 거쳐, 요즘에는 제3세대 이산자가 많아지고 있다. 사람이 

변했으니 다른 것들도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격의 기구를 지역안배의 

방식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1959년 이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무장투쟁에 기대기도 했고, 자주독립을 표방하기도 했고, 고도의 자치를 

표방하기도 했다. 중국당국의 티베트 정책도 변했고, 티베트 본토의 

정세도 크게 요동쳤다. 그 와중에서도 중국 당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망명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티베트 불교, 그리고 14대 달라이 라마는 전체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불교적 요소는 그 무엇보다도 망명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에서 핵심적 요소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세종대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티베트인들의 경우에도 달라이 라마,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살아 있는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점이 달라이 라마가 갖는 

강력한 상징자본이자 영향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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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티베트 이주민 공동체의 인구 규모는 1990년대 중반에 약 13만 명으로 

인도에 10만 명, 네팔에 2만 명, 부탄에 2천 명, 스위스에 2천 명, 미국에 

1,500명, 캐나다에 500명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에만도 수십 명이 거주하

고 있다고 한다. 이들 인구는 중국령 티베트에 사는 통칭 600만 티베트인 

숫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티베트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민족

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고, 티베트인들과 국제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

할을 하고 있다. 티베트 디아스포라는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학의 세계화

에 큰 공헌을 하였다. 티베트문제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티베트학의 중

심은 중국의 티베트학계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진 중국학계의 역량

과 노력을 보자면, 앞으로의 역할은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세밀한 분석이 아니라 단면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이

자 이후의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예비작업이었기 때문에 티베트 디아

스포라 공동체의 형성의 특징과 정체성의 변화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

으나,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다. 

먼저 티베트 이주민 공동체는 불교적 정체성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그것

들은 중국군의 티베트 점령과 티베트 사회의 급격한 타율적 개혁에 반대

한 이들이 티베트를 벗어나 세운 망명자 공동체였다. 티베트인들의 자주

독립 욕구와 티베트 점령당국의 개혁 조급증이 충돌하면서 티베트 디아

스포라가 생겼다. 티베트 망명자들을 받아준 인도, 네팔, 부탄 등이 그들

의 새로운 정착지였다. 정착지가 있는 국가는 대개 무력항쟁의 기지로 사

용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티베트 디아스포라는 지역 연고나 계층에서 다

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나, 달라이 라마를 구심점으로 하여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티베트 망명정부측이 티베트 본부와 캄(동부 티베트), 암도(북동부 

티베트)를 ‘하나의 티베트’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티베트 망명자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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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적 정체성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치적 정체성은 다소 변화가 있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최고 지도자라

고 할 수 있는 14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노

력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다

수파는 독립노선을 버리고 ‘고도 자치’를 요구하는 수준의 중도노선을 제

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집단을 중심으로 한 소수파는 완전독립 요구

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수파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는 점

에서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티베트 본토에는 구심

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젊은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절망

감과 티베트 본토 주민들의 소외감이 결합되면 2008년 3월의 시위 사태

와 같은 현상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티베트의 만년설이 녹는 문제가 티베트의 자치냐 독립이냐 하는 문

제보다 중요할 수도 있고, 티베트 망명정부측과 중국당국측의 논쟁이 티

베트의 중요한 문제를 오히려 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니, 양자의 논쟁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국제적 논쟁의 한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여러 관점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티

베트 문제의 논의 속에서 다중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은 어떤 한 요소나 

측면에만 집중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 맥락과 그것들의 

다중 정체성 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서 그치므로 이후 그러

한 문제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Homo Migrans Vol. 2(June 2010)

78

Abstract

         The Formation of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and 

its Identities 

                     

Jang-Bae  Park

 Today, there are Tibetan Refugees of 130,000 persons in 

the World. Most of them, 100,000 persons live in India. They have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in Dharamsala of India. Tibetan 

Refugees came from Lhasa Revolt in 1959 in Central Tibet ruled by 

Socialist China. At that time, Tibetan Elite and Chinese Elite have 

had very different national Identities. Tibetan have the Identities of 

the Buddhist State, but Mainstream Chinese have those of Social-

ist State. Tibetan have pursued the Ideal of the ‘One Tibet’, but 

Mainstream Chinese have seek the dream of the ‘One China’. They 

have had the different national Identities. Lhasa Revolt was not the 

Result of the different Identities, but Radical Change as ‘Democratic 

Reform’.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in India have had the Ti-

betan Buddhism and Dalai Lama and Tibetan Government in Exile.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are a Minority Nationality of India 

and so on. Tibetan Diaspora have failed in the Return into Tibet, 

Tibetan Buddhism was spreading in the World. Living in Exile was 

reinforcing some Identities, was weakened some of them. Dalai 

Lama is the Hub of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and One Sym-

bolic Capital. But a lot of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were poor, 

the Role was not so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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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 양 국민의 귀환과 정착과정 비교

이 연 식(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I. 들어가며

20세기 세계열강은 제국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자국민을 해외로 

적극 송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민론∙식민론 등을 다룬 저작들은 

이주의 필요성과 이점을 설파했다.1) 조선 이주 안내서 역시 초기에는 

대륙계발의 사명을 강조하는 개척담론을 주된 화두로 삼았다. 그리고 

지배체제가 공고화되어가자 국가의 정책 의도를 선전∙계도하는 내용과 

아울러 조선을 기회의 땅으로 소개하며 이주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방식이나 유망 업종 소개, 

일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 상승, 그리고 저렴한 물가로 

인한 풍족한 생활 등을 강조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2) 이들 국가는 

제국의 팽창을 도모하면서 전후방이 일원화된 총력전체제를 도입해 

자국민을 동원하였고, 전선이 확대되자 식민지에서도 징병∙징용제도를 

실시했다. 그로 인해 맥락과 배경은 달랐으나 식민모국과 식민지의 

사람들은 공히 광범위한 동원과 이주를 경험하였다. 또 이동의 

규모∙범위∙방식 등은 전황 변화와 밀접히 연동하며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세기는 전쟁과 동원체제가 낳은 

‘인구이동의 세기’였다.

그런데 2차세계대전 종결에 따른 제국의 재편과 해체는 장기간에 걸쳐 

1) 이민과 식민의 개념 규정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근대 일본에
서는 주로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의 내용과 아울러 이주 지역이 자국의 세력
권 내에 속하는가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임성모, 「근대일
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 103집, (2008.6)

2) 권숙인, 「도한(渡韓)의 권유 - 1900년대 초두 한국이민론 속의 한국과 일
본」, 『사회와 역사』, 69집, (2006), pp.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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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인구이동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종전은 과거 제국 내

에서 비대칭적 인구이동을 경험한 이들 식민자(colonial settlers)와 식

민지민이 각기 본래 땅으로 ‘환류’하는 정반대의 쌍방향 인구이동을 낳았

다. 이것은 이동의 통제권이 구 식민지에 들어선 독립정부나 점령당국으

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전과 판이한 이해관계∙이념∙

가치∙명분에 기초해 새로운 이동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자, 식민모국과 식

민지 사이의 상호 인구이동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제국의 붕괴∙해체로 인한 해외 거류 식민자와 식민지민의 본토 귀환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인구이동의 진원지는 바로 일

본제국이었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해외 일본인의 귀환시점과 거의 동시에 관련 사료가 

축적되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귀환지역별 ‘종전사∙인양사’가 

속속 출간되었다.3) 특히 후생성은 전후 30여 년에 걸쳐 ‘인양사(引揚史)’ 

혹은 ‘인양원호국사(引揚援護局史)’를 관찬함으로써 해외귀환의 정사(正

史)체계를 확립하였다.4) 대개 거류지의 귀환환경, 귀환과정, 귀환규모를 

다룬 이 저작들은 패전 후 ‘고난에 찬 귀환과정’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

하였다. 해외 일본인 귀환문제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80년

대였다. 이 시기에는 해외 귀환자 1∙2세들의 수기집∙체험기 출간이 붐을 

이뤘고, 중국 ‘잔류고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의 해외 이주와 귀환에 관한 종합적인 통사가 출간되었다.5) 그 후 

3) 『満蒙終戦史』 (1962), 『朝鮮終戦の記録』 (1964), 『樺太終戦史』 
(1973), 『台湾引揚史』 (1982) 등이 있다.

4) 引揚援護庁, 『引揚援護の記録』, 1950 (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厚生
省援護局, 『続引揚援護の記録』, 1955 (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
続続引揚援護の記録』, 1963 (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引揚げと援
護三十年の歩み』, (ぎょうせい, 1997),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纂
委員会, 『援護50年史』, 1997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각 지자체 단위의 인
양원호 자료가 남아있다.

5)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1991.(新版, 1995). 그 밖의 
관련 논저로는 若槻泰雄・鈴木譲二, 『海外移住政策史論』, (福村出版刊, 
1975), 若槻泰雄, 『シベリア捕虜収容所』下, サイマル』(出版会,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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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 특정 지역과 집단을 대상으로 특화된 연구가 나왔고6), 

최근에는 새로운 사료를 통해 귀환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고찰한 사론

적 연구도 발표되었다.7)

한편 해방 후 해외 조선인의 귀환연구는 1960~1970년대 현규환의 이

민사 연구에서 출발하였다.8) 브루스 커밍스는 식민지시기 ‘사회적 동원

(social mobilization)’으로 해외에 거류하였던 조선인의 귀환이 한반도

에 미친 사회적∙정치적 파장을 논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추동하였다.9) 그 

후 재일조선인 귀환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발표되었고,10) 그것은 미군정

기 해외귀환자 관련 정책과 남한사회의 구호담론을 고찰한 연구11), 강제

6) 가령 대련 지역 일본인 자본가의 귀환과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柳沢 遊, 『日
本人の植民地経験-大連日本人商工業者の歴史-』 (青木書店, 1999))라든가, 
제국의 변경에 있던 오키나와의 귀환문제를 다룬 연구(安仁屋政昭, 「戦後
沖縄における海外引揚」, 『史料編集室紀要』 第21号, (1996.3)), 국민당정
부․GHQ․일본정부 사이의 귀환교섭을 다룬 연구(加藤陽子, 「敗者の帰還-中
国からの復員・引揚問題の展開-」, 『国際政治』, 109号, (1995.5)), 소련
점령지 거류 일본인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다룬 연구(木村英亮, 「ソ連軍政
下大連の日本人社会改革と引揚の記録」, 『横浜国立大学人文紀要』 第１類
(哲学・社会科学) 第42輯, (1996.10)) 등을 들 수 있다.

7) 수기집과 회고록을 바탕으로 귀환체험의 담론분석을 시도한 연구(成田龍一, 
「‘引揚げ’に関する序章」, 『思想』, (2003.11)과 「‘引揚げ’と‘抑留’」(『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4 -帝国の戦争体験-』(岩波書店, 2006)), 
해외귀환에 대한 전후 일본사회의 공적기억화 과정을 다룬 연구(浅野豊美, 
「折りたたまれた帝国」-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的価値-, 
『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2004, ミネルヴァ書房), 대만귀환자의 지
역관과 역사관을 다룬 연구(加藤聖文, 「台湾引揚と戦後日本人の台湾観」, 
台湾研究部会 編, 『台湾の近代と日本』(2003)).

8)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 (서울: 어문각, 1967), 『한국유이민사-하』 (
서울: 삼화인쇄, 1976).

9)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I -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1981) 그의 문제제기를 이어받아 이영환은 미군정기 
해외귀환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닌 통제적 성격을 고찰했다. 이영환, 「미
군정기 전재민 구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10)  崔永鎬, 『戦後の在日朝鮮人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民族主義運動研究』, (東
京大学大学院博士学位請求論文, 1992),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 해방직
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 활동 -』 (서울: 글모인, 1995)로 출간.

11) 졸고, 「해방 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서울시립대학교 국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2), 「해방 직후 서울지역의 주택부족문제 연구 -
유입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16집, (2001.2); 황병주, 「
미군정기 전재민구호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 35호,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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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 귀환문제를 다룬 연구12) 등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에는 해외 조

선인 귀환에 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귀환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

켰다.13)

한일 양국의 귀환문제가 연구테마로 부각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

나, 인구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

는 시도가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귀환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일국사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또 지역 및 계층에 따

른 귀환과 정착과정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당연히 ‘(모국

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일면적 이해방식이 만연

해 있다. 그 결과 일본제국의 형성∙해체와 맞물려 이루어진 양 국민의 이

주와 귀환의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

고, 이들의 귀환이 지닌 역사적 성격도 ‘대한민국’과 ‘전후 일본’이라는 국

민국가의 형성과 변화 속에서만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단절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각기 식민자와 

피지배자로서 상반된 성격의 인구이동을 경험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

주, 귀환 및 정착과정을 비교∙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이동을 논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인식기반과 소통의 접점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 국민의 이동이 이루어진 전반적 틀과 그것

이 지닌 세계사적 보편성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

탕 위에서 식민자와 식민지민의 귀환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

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할 때, 비

로소 한일 양 지역 전후 인구이동이 지닌 특수성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족하나마 상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 국민의 

귀환과 정착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2차대전 종결에 따른 전후 인구

이동의 보편적 양상과 특징이 일본제국의 중핵을 이뤘던 한일 양 지역간 

이동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12)  강만길∙안자코 유카, 「해방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108호, (2002); 정혜경, 「일제 
말기 조선인 군노무자의 실태 및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집, 
(2003.8); 「해방 후 강제연행 생존자의 사회적응 과정」, 『해방 후 해외 한
인의 귀환과 정착』 제3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4.3).

1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기초학문 육성 한국 근현대 과제로 선정된 『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와 2005년도에 선정된 『해방 후 해외
한인의 미귀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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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일본제국이 미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공교롭게도 한반도의 

38선이 그 임계선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이동은 각기 미소 점령지의 판이한 귀환실태를 압축해 파악할 수 있는 호

재로서, 향후 양국의 여타 점령지에서 나타난 귀환양상을 비교할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종전시 세계 주요 지역의 인구이동 사례를 살피겠다. 즉 

‘선택과 배제’, ‘억류와 추방’, ‘방치와 우대’라는 냉혹한 ‘전후이동’의 논

리가 층위를 달리하며 복합적으로 관철된 주요 사례를 통해 이동의 특징

들을 정리하고, 본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귀환자 규모, 귀환양태의 다양성, 

본토 정착과정 등을 차례로 살피겠다. 

 

II. 전후 인구이동의 특징

전후 인구이동은 송출지의 ‘귀환환경’과 본토의 ‘정착환경’이라는 양대 

요인의 조합에 따라 가속화되거나 억제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구 제국 영

역 내에 새로이 구획된 ‘국경∙경계’를 넘는 국제이동과, 귀환 후 제2∙제3

의 국내이동이라는 연속적이고 중층적 양태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상으

로는 강압적인 억류와 자발적인 잔류가 본토 귀환의 움직임과 함께 공존

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이동 양태는 구 제국이 별개의 국가나 작은 권

역들로 해체됨으로써 전후 인구이동이 어느새 국제적인 외교상의 문제로 

전화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들의 이동과 잔류는 본토의 수용∙정착원

호와 구 제국 내 국민국가의 형성∙재편이라는 ‘일국사적’ 역사전개와 맞

물려 전개되었다. 그러면 전후 인구이동의 주요 특징들을 세계 주요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주목해볼 지역은 유럽과 이슬람 문명의 접경지로서 1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발칸지역을 아우르는 구 오스만터키제국의 영역이다. 이 지

역에서는 제국 붕괴로 인해 그리스인∙불가리아인∙터키인 등의 본토 귀환

이 이루어졌다. 주지하듯이 오스만터키제국은 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

∙몬테네그로 등 발칸동맹국과의 전쟁(1912-1918)과 뒤이은 1차세계대

전의 패전으로 붕괴하였다(1922).14) 동유럽에서 터키인이 가장 많이 거

14)  오스만터키제국의 붕괴에 따른 영토 조정에 대해서는 이희수, 『터키사 (개
정판)』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pp. 5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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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불가리아에서는 앙카라협정(1925)에 따라 약 12만 5천 명이 1928

년부터 1939년 사이 본토로 돌아갔다. 당시 터키인들은 재산권을 그대로 

인정받는 등 관대한 처우를 받았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종결 후 불가리

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이슬람 지도자의 영도 아래 있던 터키인들은 

사회주의적 개조와 동화정책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 결과 1950년 약 

25만 명에 달하는 터키인들이 재산을 박탈당한 채 불과 10여일 만에 추

방되었다. 그런데 불가리아 정부는 터키인 추방으로 인해 1952년부터 농

업생산력이 저하되고, 무리한 추방 조치로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자 뒤늦

게나마 이들의 귀환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터키인의 이동이 거류지에 새

롭게 등장한 정치권력과 현지인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철저히 통

제되었음을 시사한다.15)

한편 승전국과 패전국 식민자의 귀환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인도차이나∙모로코∙튀니지 등지에 거주하던 프랑스 식민자들은 종전 후 

약 10년에 걸쳐 돌아왔다. 그 결과 수많은 거류민들이 일거에 추방되어 

돌아온 패전국들과 달리 프랑스는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

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외지재산 반입도 어느 정

도 가능했던 만큼 대체로 평온한 귀환을 경험했다. 그런데 약 130년간 식

민지배를 받아온 알제리에서는 1962년 이슬람정부가 들어서자, 이 해에

만 약 49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대거 귀국하였다. 이들의 귀환과 모국 정

착은 타국민에 비해 매우 순조로웠다. 신생 알제리정부는 체류시 재산권

을 보장했고, 귀환시 이사비용과 출국보상금도 지원했다. 또 프랑스 정부

는 귀환수단으로 공군기와 여객기 등을 지원했고, 공무원들은 귀환 후 각 

관청에서 고용을 승계하였다. 또한 귀환 민간인에게는 생활보조금과 정

착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주택을 알선했다.

프랑스 식민자들이 온화한 귀환과 정착을 경험한 데에는 비록 독립했지

만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여전히 프랑스의 도움이 필요했던 알제리의 사

회경제적 상황과 그로 인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테크노크라트∙경영인∙엔지니어∙의사 등 전문가 집단은 인적 대체가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자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전문가 집단의 귀환만큼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갈등 상황에 놓였다. 프

랑스 지배 아래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왜곡된 맨파워 육성정책이 발목을 

15)  이하 2차대전 종결 후 세계 주요 지역의 전반적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若槻泰
雄,, 『(新版)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1995의 付録-１, 「第二次大
戦における各国の引揚げ」 pp. 342-366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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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알제리보고

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문화정치’를 모색

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령 알제리였다. 조선총독

부에서는 후에 조선수산업계의 거두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의 오른

팔로 성장한 사이타 다니고로(税田谷五郎)를 1919~1920년에 걸쳐 관

세사무 시찰차 구미 각국과 아프리카로 파견했는데, 조선과 알제리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총 인구의 8할이 이슬람교도인 원주민들은 서구식 교육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알제리인의 엘리트교육은 전통적인 이슬람사원에서 이루어졌으

며, 교육내용 또한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16) 이를 보면 결국 종교∙문화∙인

종적 차이에서 기인한 유럽식 엘리트교육 부재가 신생 알제리의 전문인

력 육성과 독립 후 프랑스의 영향력 차단에 걸림돌이 되었다. 덕분에 프

랑스인 중 상당수는 귀환시 명의변경을 통해 알제리인에게 재산을 위탁

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프랑스 사례는 종전 후 구 

거류지에 대한 모국의 지배력∙영향력이 귀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프랑스와 달리 패전국의 해외 거류민들은 냉엄한 귀환환경에 처했

다. 1943년 9월 독일보다 먼저 연합국에 항복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외

에 역사적으로 치열한 영토 쟁탈을 벌인 아드리아해 북단 이스트리아반

도(현재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령)와 그리스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무솔리니 집권기 구 유고인에 대한 압제로 인해 이스트리아반

도로 이주한 약 90만 명의 이탈리아 농민 중 약 30만 명이 패전 후 현지

인의 보복을 피해 본토로 돌아왔다. 특히 이스트리아반도의 대표적 식민

도시 풀라(Pula)에는 식민자 상층에 속하는 의사∙법률가∙엔지니어 등 전

문직 종사자들이 집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토지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거 본토로 귀환했다. 이처럼 해외에 거류하던 사람들이 축소된 

영토로 속속 돌아오자 본토의 실업∙주택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게다

가 이들의 사회부적응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탈리아 정

부는 1946년부터 1957년까지 약 140만 명의 해외 이주를 강력히 추진

해 귀환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종전은 

과거 식민지배로 쌓인 이민족에 대한 ‘구감(旧感)’이 거칠게 드러나는 시

공간이었다. 해외귀환자는 대개 모국에서 사회문제를 가중시키는 집단으

로 인식되었으며, 이들의 이동은 떠나 온 곳 뿐만 아니라 돌아온 곳의 사

16)  朝鮮総督府, 『佛領アルゼリア概況』 (大和商会印刷所, 1923). pp. 32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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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변화를 직접적으로 추동했다.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전후 인구이동의 특징이 더욱 극적인 형태로 나타

났다. 독일에는 영토 상실로 인한 귀환자와 동유럽에서 ‘추방’17)된 자들

을 합해 패전 후 2년 내에 무려 1,200~1,300만 명이 유입되었다. 지역

별 이입규모는 구 서독지역이 약 967만 명, 동독지역이 약 385만 명으로 

추정된다. 독일 귀환자 유입의 계기는 2차대전 후 영토 조정에 따른 이동

이 결정적이었다. 종전 후 폴란드 국경은 동부 영토를 소련 측에 양보하

는 대신 오데르-나이세강을 기점으로 독일 동부 영토를 획득하면서 서쪽

으로 이전되었다.18) 영토조정에 따라 유입된 규모는 약 560만 명으로 단

일 조치로서는 전후 가장 많은 인구이동을 초래했다. 그 밖에 소련과 체

코∙폴란드∙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추방’된 자가 약 350만 명이었다. 독

일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폴란드에서 추방된 자들은 재산 박탈, 열

악한 수용생활, 집단노동 등을 경험했고, 빈번히 보복적 성격의 약탈∙폭

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동과정에서 많게는 약 200만 명이 사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이들의 고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중세 이래 동유럽 각지에 정주한 자들의 후손으로서 정서나 문화면

에서 본토인과는 여러모로 결이 달랐고, 동유럽 자체에 대한 독일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까지 덧씌워져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또한 서독지역에는 1949년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고, 1961

년 베를린장벽 설치되면서 약 250만 명의 월경자가 유입되었다. 이들은 

대개 의사∙교사∙엔지니어 등 인텔리 계층으로서 체제이탈적 성격을 강하

게 띠었다. 이들의 월경은 그 후 이념문제로, 혹은 호구문제로 인해 지속

됨으로써 서독의 사회적 부담은 날로 늘어갔다.

 

다른 한편 독일에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이 많을 때는 1,100만 명을 넘

17)  ‘추방(Vertreibung)’이란 용어는 독일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폴란드에서는 주로 ‘강제이주(wysiedlenie)’라고 한다. 관련 논쟁에 관해서
는 解良澄雄, 「第二次大戦後のドイツ人‘追放’問題-ポーランドにおける
その現在-」, 現代史研究会, 『現代史研究』 46, (2000), pp. 54-57 참조. 
그리고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둘러싼 독일-폴란드간의 역사인식을 둘러
싼 화해과정과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화 과정에 대해서는 김승렬, 「독일∙폴
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김승렬 외,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 77-80 참조.

18)  독일-폴란드간의 국경조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한운석 외,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 29-30, pp. 170-174 참조.

19)  解良澄雄, 「第二次大戦後のドイツ人‘追放’問題-ポーランドにおけるそ
の現在-」,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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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섰다. 그런데 이들이 출신지로 돌아가거나, 신대륙 등으로 이주하면서 

1958년 현재 그 인구가 150만 명 규모로 줄어들자 인적자원의 재편∙대체

라는 또 다른 과제가 대두하였다. 그러자 서독정부는 인구의 약 2할 가량

이나 되는 귀환자와 월경자들을 위해 난민수용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인

력이 필요한 각 지역과 산업부문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경제부흥을 위

한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1955년 현

재 본토인과 귀환자 사이의 통혼률이 77%까지 상승하는 등 사회통합에

도 성공해 전후부흥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20)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전과 거류지의 독립은 방대한 규모의 인구이

동을 낳았는데, 구 제국과 식민지를 막론하고 자국민 수용과 이민족 송출

이 전후처리의 핵심 과제로 대두하였다. 이들의 이동은 대외적으로는 법

적지위, 재산처리, 송환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싼 외교상의 문제를 발생

시켰고, 대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재편과 대체, 그리고 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들의 귀환과 정착은 

기본적으로 구 거류지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은 붙잡아 두거

나 우대하고, 불필요한 사람은 내쫓거나 방치하는 ‘선택과 배제, 추방과 

억류’라는 냉혹한 전후 인구이동의 논리 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인구이동 논리는 거류지에 대한 모국의 정치적 영향력, 귀환자 수용

능력, 그리고 전후의 새로운 국민으로 이들을 흡수하려는 모국의 정책적 

의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동원한 이데올로기와 연동하며 지역에 따른 다

양한 이동양태를 초래했다. 그러면 이어서 한일 양 지역의 귀환자 규모와 

함께 인구이동 양태를 살펴보자. 

III. 한일 양국의 귀환자 규모

패전 후 해외에서 본토로 돌아온 일본인 규모는 최소 630만 명에서 최

대 70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1945년 일본본토 인구를 대략 7천만 명

으로 보았을 때 약 9-10%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과거 일본제국이 아시

아태평양 각지의 광대한 식민지와 점령지에 자국민을 식민자로 송출한 

결과였다.21)

20)  若槻泰雄, 『佛領アルゼリア概況』, p. 365.

21)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一般人口統計․人口統計資料集』 (2006)
의 「人口及び人口増加率」 표 〈1-3〉에 따르면 1945년 일본본토의 총인
구는 72,147,000명이며, 総務省統計研修所, 『日本の統計』 (2006), p. 8에 
따르면 71,998,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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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귀환항

우라가 하카타
마이
즈루

가고
시마

우지
나

사세보
센자
키

오타케
타나
베

나고야
하코
다테

요코
하마

누계

1
9
4
5

9 53,071 78,134 131,205

10 13,750 100,733 10,571 806 4,791 41,093 73,359 376,308

11 48,356 119,883 2,217 18,566 1,513 59,581 65,573 2,159 694,156

12 70,248 47,487 0 25,325 3,770 72,229 7,685 20,838 941,738

1
9
4
6

1 63,230 14539 0 32,839 971 100,270 2,248 7,682 1,163,517

2 31,439 24,635 6 77 3,232 77,315 3,334 23,125 6,924 1,411,525

3 20,191 131,616 46 998 32,112 97,274 24,509 147,123 61,760 1,980,350

4 70,601 89,752 14,149 54,194 10,780 120,139 52,448 26,851 39,892 23,422 2,496,850

5 55,347 108,948 3,134 38,447 5,9948 101,411 49,170 54,876 39,901 124,834 3,076,407

6 95,761 157,480 23,595 35,988 21,280 81,970 36,230 27,132 71,855 56,573 3,699,889

7 47,850 100,522 85,331 51,606 23,143 29,536 20,293 37,344 5,947 4,074,272

8 24,125 58,518 2,503 24,387 9,315 69,601 969 11,739 4,251,058

9 19 131,207 16 74,105 7 3,743 4,460,443

10 4,755 178,504 304 124,887 3 14,861 12,070 4,795,631

11 11,229 26,705 108 138 22,506 450 10,629 4,867,630

12 7,404 10,803 5,000 342 928 33,157 2,860 25,357 5,703 4,958,842

1
9
4
7

1 308 78 5,009 2,274 73,558 674 6,103 5,046,846

2 6 0 19,215 4,315 43,726 0 5,114,108

3 5 34,397 0 4,101 62,234 0 5,214,845

4 3,521 22,233 8,446 7,851 0 5,256,896

5 27,277 10,723 9,399 30,129 29 5,334,453

6 21,260 6,422 11,329 28,682 23 5,402,169

1
9
4
7

7 19,719 9,496 15,853 26,811 9 5,474,057

8 20,064 2,539 19,283 10,359 14 5,526,896

9 17,781 45 8,536 18.393 56 5,572,337

10 27,478 47 17,144 7.690 75 5,627,258

11 17,744 3,125 25,922 11 5,64,105

12 4,124 2,698 5,487 15 5,686,476

소
계

564,624 1,392,429 248,451 360,926 170,123 1,379,810 413,961 410,783 220,322 259,526 165,279 232

출전: 引揚援護庁, 「引揚援護の記録」, 1950.3, 「資料編」, 86-87쪽에서 재

작성.

표-1〉각 지역 인양원호국의 일본인 귀환자 추이(1945.9~1947.12,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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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월별 귀환자 누계               〈그림-2〉 귀환항 별 유입인구

〈그림-1〉은 1945년 9월 말을 기점으로 약 28개월간 일본 각 귀환항에

서 집계한 귀환자 누계를〈표-1〉데이터를 바탕으로 도해한 것이다. 이

를 보면 귀환자가 대부분 패전 이후 약 1년 사이에 본토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본토사회가 숨고를 틈도 없이 짧

은 기간에 안게 된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시사한다. 동시에 귀

환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만큼 열악한 정착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의미

한다. 아울러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환항별 유입인구를 도해한〈그

림-2〉는 그러한 인구 충격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도착항이 최종 정착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랜 해외거류로 인

해 본토에 기댈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귀환항 주변에 정착하는 경

우가 많아 하카타, 사세보 등 주요 귀환항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은 이들

의 유입으로 인해 상당 기간 몸살을 앓았다. 게다가 당시에는 통계에 잡

히지 않은 밀항자들이 서일본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유입인구로 인

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표-2〉를 통해 이들의 귀환규모를 구 거류지별로 살펴보면 중국본토

가 약 154만 명, 구 만주지역이 약 105만 명, 한반도가 약 92만 명(남한 

약 60만 명, 북한 약 32만 명), 대만이 약 48만 명이었다. 그 밖에 구소련

지역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약 47만 명, 쿠릴∙사할린이 29만 명, 대련이 약 

23만 명이었다. 본고에서 주목할 대목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일본인 귀

환자가 31.2%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식민지시기 ‘선만(鮮満)지

역’이 지닌 제국 내 위상을 수치로 보여주며, 한반도 지역은 귀환국면에

서 ‘남만주’에 거주하던 이들 중 일부가 남하했기 때문에 기록된 수치 이

상의 혼란을 감수해야 했음을 시사한다.



Homo Migrans Vol. 2(June 2010)

90

귀환자의 신분별 구성을 보면 군인∙군속과 민간인의 비율은 대략 ‘5:5’정

도였다. 그러나 이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극단적인 편차가 눈에 

띤다. 가령 ‘만주’∙대련∙사할린∙쿠릴 등 소련점령지의 경우는 민간인이 절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본토 근처의 섬들이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점령지로 편입된 인도차이나와 태평양지역 등 미군점령지에서는 군인∙군

속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소련점령지구의 일본군이 대개 

시베리아를 비롯한 소련 본토로 압송된 후 장기간의 억류생활을 거쳐 한

참 뒤에야 본토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표-2〉종전 후 구 거류지별 일본인 귀환자 규모 (1996.1.1, 단위 : 명, %)

지역/귀환자 군인∙군속(A) 민간인(B) 지역소계(C) 귀환자누계 C/D A/C B/C

구소련 453,787 19,158 472,945 472,945 7.5 95.9 4.1

쿠릴/사할린 16,006 277,490 293,496 766,441 4.7 5.5 94.5

만주 41,916 1,003,609 1,045,525 1,811,966 16.6 4.0 96.0

대련 10,917 215,037 225,954 2,037,920 3.6 4.8 95.2

중국 1,044,460 495,723 1,540,183 3,578,103 24.5 67.8 32.2

홍콩 14,285 5,062 19,347 3,597,450 0.3 73.8 26.2

*북한 25,391 297,194 322,585 3,920,035 5.1 7.9 92.1

*남한 181,209 416,110 597,319 4,517,354 9.5 30.3 69.7

대만 157,388 322,156 479,544 4,996,898 7.6 32.8 67.2

본토근도 60,007 2,382 62,389 5,059,287 1 96.2 3.8

오키나와 57,364 12,052 69,416 5,128,703 1.1 82.6 17.4

인도네시아 14,129 1,464 15,593 5,144,296 0.2 90.6 9.4

인도차이나 28,710 3,593 32,303 5,176,599 0.5 88.9 11.1

태평양제도 103,462 27,506 130,968 5,307,567 2.1 79.0 21.0

필리핀 108,912 24,211 133,123 5,440,690 2.1 81.8 18.2

동남아시아 655,330 56,177 711,507 6,152,197 11.3 92.1 7.9

하와이 3,349 310 3,659 6,155,856 0.1 91.5 8.5

호주 130,398 8,445 138,843 6,294,699 2.2 93.9 6.1

뉴질랜드 391 406 797 6,295,496 0.01 49.1 50.9

총귀환자수
(D)

3,107,411 3,188,085 6,295,496 6,295,496 100 49.4 50.6

출전：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集委員会, 『援護50年史』, 1997, 730쪽의 
        표-2를 바탕으로 재작성. C/D - 총 귀환자 대비 해당 지역 귀환자 비율, A/C - 해당 
       지역 귀환자 중 민간인 비율,  B/C - 해당 지역 귀환자 중 군인∙군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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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귀환자는 통계의 교란으로 인해 귀환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20~250만 명 정도가 현재 남한지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귀환자를 배출한 지역은 단연 일본 본토였

다. 이들의 귀환규모는 최소 110만 명에서 최대 140만 명으로서 총 귀환

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22)

〈표-3〉해방 직후 조선인 귀환자의 유입지 분포

유입지/자료 A B C

북한 859,930 463,941 456,393

관내지역

(중국본토)
71,611 71,611 78,442

만주 304,391 504,391 382,348

일본 1,110,972 1,104,407 1,407,255

호주 3,051 3,051

157,920

하와이 2,646 3,646

타이완 3,449 3,449

홍콩 302 302

인도차이나 28 28

필리핀 1,406 1,406

오키나와 1,755 1,751

태평양제도 13,986 13,986

기타 7,294 7,294

합계 2,380,821 2,179,263 2,482,358

(A)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経済年報』, 1948, Ⅲ-19쪽, 집계시기 및 조사방법 미상.
(B)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8, 358쪽, 1947년 6월 1일 현재 군정청 
     외무처 발표
(C) 朝鮮銀行調査部, 『經濟年鑑』, 1949, Ⅳ-238-239쪽, 1948년 3월말 현재.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 미상.

22) 종전시 일본열도에는 대략 200만 명의 조선인이 거류하고 있었다. 그런
데 1947년 9월 30일 일본에서 실시된 외국인등록 결과에 따르면 조선인
은 약 ‘5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동아일보> 1947.11.11, <조선일보> 
1947.11.12) 그리고 모리타 요시오는 총무성 통계국과 인양원호청 자료를 
토대로 당시 등록된 조선인을 ‘529,907명’으로 파악했다(森田芳夫, 『数字が
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1996) p. 103). 따라서 종전시 거
류인구 200만 명 중 약 140여만 명이 한반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개중
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잔류한 자, 귀환 도중에 사망하거나 행
방불명된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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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후생노동성으로 흡수된 인양원호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50년 2

월 현재 재일외국인 송출자 총수 약 119만 명 중에 95만 명이 조선인이

었다. 그 중 남한출신자는 79%, 북한출신자는 0.03%였으며, 기타 중국

인과 대만인이 각기 3%정도를 차지했다.23) 이들 수치는 공식 귀환선을 

통해 한반도로 돌아간 조선인 수로서, 실제보다는 약 40만 명가량이 누

락되었지만 일본제국 내에서 조선∙조선인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을 가

늠케 한다.

이처럼 종전 후 구 제국의 중심인 일본열도로부터 구 식민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transnational) 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한일 양국 

귀환자 수만 합해 보아도 730만 명에서 최대 850만 명에 달했던 만큼, 이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극심한 민족의 이동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여기에 중국대륙 내에서 발생한 국지적 이동까지도 포함한다면 이

것은 세계사적으로 손꼽히는 전후 독일과 동유럽 일대의 인구이동에 비

견할 만한 대사건이었다. 그러면 일본제국 붕괴로 인한 이러한 세계적 규

모의 인구이동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귀환환경과 귀환체험의 다양성

이란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IV. 귀환환경의 다양성

종전 후 귀환자 문제 처리는 일본정부와 구 식민기구, 구 식민지∙점령지의 

신생정부, 미소점령당국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이었다. 우선 방대한 귀환

자 수도 문제였거니와 이들을 단기간에 출신지로 송출할 수 있는 운송수

단 조달이 어려웠다.24) 또한 탈식민 국면에서 이민족송출과 자민족 수용

은 이들을 단지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구 식민

기구, 점령당국, 토착 정치세력 중 누가 정국을 주도하더라도 당장 해방

된 구 식민지민과 패전한 식민자 사이의 다양한 마찰과 갈등을 조정∙중재

∙통제해야 했다. 또 돌아가는 사람들과 돌아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이들의 주택∙직업∙식량을 알선해야 하는 응급구호 

23)  引揚援護庁, 『引揚援護の記録』, 1950.3, 「資料編」, p. 85. 

24)  일본의 선박 부족과 수송난에 대해서는 <毎日新聞>(大阪) 1945.9.11. “
引揚邦人の安全を図れ”, 같은 신문 1945.9.22. “艦艇乗組員再招集”, 같은 
신문 1945.10.3 “24時間制実現へ,船造, 修理に対策万全”, 『読売報知』 
1945.9.14. “下関․帰鮮者洪水に悩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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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25) 뿐만 아니라 구 식민지가 새로운 국민국가

로 독립하거나, 전후 점령체제 하에서 독립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이민족의 송출 조치는 어느새 외교상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이와 짝하

여 이민족의 거주지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재류자격 및 출입국 관

리에 관한 법제 문제와 귀환 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유재산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구 일본제국이 광역에 걸쳤던 만큼 이

러한 제반 문제의 향배를 가른 귀환환경은 거류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

성되었다. 즉 귀환자의 처우는 구 식민지의 신생정부(정치세력), 구 식민

기구와 일본 정부, 미소점령당국이라는 3대 세력의 역관계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절대 권한을 행사한 것은 종전 

후 구 일본제국의 영역을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국이었다.

해외 일본인에 대해 미소 점령당국은 공히 귀환과 잔류의 선택권을 인정

하지 않았다. 또 사유재산권 행사를 부정함으로써 일본인 귀환자들로 하

여금 후에 ‘재외재산 보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귀환의 

시기∙순서∙방식도 미소의 전후처리 정책기조 위에서 점령당국은 일방적

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소 점령당국의 대일본인 정책은 이러한 공통

점에도 불구하고 각론의 내용과 동기에 있어서는 판이한 양상을 띠었다. 

거주지 선택과 관련해 미군은 일본열도와 구 식민지 사이의 철저한 단절

과 봉쇄를 지향했다.26) 그 결과 전격적으로 가용 선박을 투입해 군인∙군속

을 먼저 송환한 뒤 일반 민간인을 본토로 송환하였다. 철저히 군사적 관

점에서 송환업무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신분과 직역에 따라 송환

순서를 달리한 계획송환이었으며, 잔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

괄송환이었다.27) 하지만 뒤늦게 일본문제에 뛰어든 소련군은 미군과 달

리 진주과정에서 전투를 수반했고 진주와 동시에 일본인의 이동을 일괄 

25)  일본의 귀환자 원호에 관한 사례연구로는 木村健二, 「引揚援護事業の推
移」, 『「帝国」と植民地-「第日本帝国」崩壊60年-』 年報・日本現代史
第10号, (2005), 한국의 원호정책에 관해서는 이영환, 「미군정기 전재민 구
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26)  미국의 한일 점령정책 기조에 관해서는 민경배, 「미군정의 한∙일 점령정책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2), pp. 35-39, 남기
정,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국의 점령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2), pp. 93-96. 

27)  일본본토의 송환조직 정비과정과 GHQ의 운송수단 원조에 관해서는 加藤陽
子, 「敗者の帰還-中国からの復員・引揚問題の展開-」, 『国際政治』 109
号, (1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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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켰다. 그리고 성별∙연령∙직업군(신분)에 따라 압송∙억류∙방치 등의 

태도를 취했다.

해외 일본인의 귀환과정과 방식은 미소 중 어느 나라가 점령하였는가, 미

소 본국 안에서 점령당국의 정치적 위상과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따

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령 미국의 영향 하에 있던 남한∙중국본

토(관내지역)∙대만∙태평양지역은 대개 계획송환∙일괄송환의 형태를 띠었

다.28) 반면 소련은 북한∙중국 동북지역(이하 만주)∙대련(구 관동주)∙사할

린∙쿠릴 등지를 점령한 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청장년기 남성을 장기간 압

송∙억류하고 불필요한 부녀자와 노약자는 방치하였다. 한편 주요 산업 부

문의 전문엔지니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내걸며 적극적 유용

(留用) 정책을 고집했다.29) 결국 미군 점령지의 일본인들은 대개 종전 후 

1-2년 내에 본토로 돌아갔으나, 소련 점령지에서는 억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의 귀환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30)

다음으로 해외 일본인의 개인 재산 처분조치를 보자면, 미소 공히 사유

재산권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하지만 정책의 결정 과정과 당국

의 실무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점이 달랐다. 미국은 점령 초기 해외 

일본인 재산에 관한 명확한 태도를 유보하고, 일본 본토와 구 식민지 경

제의 분리를 당면 현안으로 삼아 양 지역간 물품 거래와 외화의 반입∙반

출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31) 당국은 일본인의 반출 허가 한도액을 현

금 1,000엔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귀환자의 외화 반입에 따른 일본 본

토의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즉 이 시기에는 해외 일본인

28)  일본인에 대한 장개석의 ‘이덕보원’ 정책과 그로 인한 조속한 귀환과정에 관
해서는  若槻泰雄, 『(新版)戦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 1995), pp. 73-
74, 대만 일본인의 전후 귀환과정 전반에 관해서는 加藤聖文, 「台湾引揚と
戦後日本人の台湾観」, 台湾研究部会 編, 『台湾の近代と日本』 (2003), pp. 
125-131.

29)  종전 후 소련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력 확보와 경제 복구였다. 소련군의 현지
조달 정책과 그 배경에 관해서는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
구(1945.8-1948)」,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p. 32-38 참조.

30)  전후 일본사회에서 소련 점령지의 ‘억류’에 관한 ‘기억’에 관해서는 成田龍
一, 「‘引揚げ’と‘抑留’」,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4 -帝国の戦争
体験-』 (岩波書店, 2006), 191-197쪽 참조.

31)  김국태 편역, 『해방 3년과 미국Ⅰ - 미국무성 비밀외교문서(FRUS) -』 (서
울: 돌베개, 1984),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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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 행사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였

다.32) 덕분에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신속한 차량 및 선박 수배가 가

능했던 고위 관료와 대기업 간부,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삼

남지방의 지역유지들은 재산 반출에 성공해 귀환 후에도 본토에서 호사

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구 식민지에서 부정한 수단

으로 돌아가는 일본인 재산을 매수해 부를 축적하는 자가 늘면서 부의 편

중 현상이 심화되었다.33) 또 물자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해 경제가 교란되

자 현지인들로부터 국공유재산은 물론 사유재산을 몰수하자는 주장이 강

화되었다.34) 한편 귀환지인 일본 본토에서는 구 거류지에 두고 온 재외재

산의 반입과 현금 인출 한도의 증액 요구가 쇄도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미군정은 법령 2호 발표 후 불과 2달여 만인 1945년 

12월 초 법령 33호를 통해 일본인 사유재산의 일괄귀속을 지시했다.35) 즉 

미군정은 자본주의 경제이념에 따라 초기에는 사유권 존중을 정책기조로 

삼았으나,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이들 재산의 일괄귀속을 지시한 뒤, 

이 복잡한 문제를 구 식민지에 들어선 새로운 신생정부와 일본정부가 해

결하도록 미룬 것이다.36) 반면 소련측은 일본정부는 물론 GHQ와의 교섭

3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Concerning Property Trans-
fers」, 1945.9.25. 발령, 『미군정청 관보, Vol. No. 1』 (원주: 원주문화사, 
1993), pp. 94-96. <자유신문> 1945.10.16. “일본인 재산 매매 허가, 군정
청에 보고, 대금은 조선은행에 예금, 평가기준 기타는 추후 발표될 터”.

33)  <매일신보> 1945.10.18. “사리와 사욕에 끌리어 일인재산 사지 말라, 유지(
有志)의 발기로 불매동맹을 결성”. 

34)  <중앙신문> 1945.11.6. “일인자산은 전부몰수, 조선인민당서 결의, 군정청
에 요청”.

35)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Vesting title to Japanese 
Property within Korea」, 1945.12.6, 『미군정청 관보 vol. No.1』 (원주: 
원주문화사, 1993), pp. 166-168. <조선일보> 1945.12.16. “일인소유재산
일절, 군정청에서 접수관리”, <동아일보> 1945.12.16. “일인재산매매는 불
허, 접수관리했다(가) 신정부에 전장(傳掌), 기업운영은 조선인에, 주택매매
는 일건도 정식처리 없다”, <서울신문> 1945.12.16. “일인의 송사유재산, 군
정청이 전부 접수, 장래 조선정부를 위하야 관리”.

36)  <서울신문> 1948.9.30. “적산가옥상점 등, 판매를 일절로 중지”. 같은 신문, 
1949.12.22. “공장 가옥 등을 공개로 조리 따라 공정히, 이대통령, 방매원칙
을 단명(斷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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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제한 채 대규모 생산설비와 원자재 등 국공유재산을 반출해 갔다.37) 

그리고 사유재산을 제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접수했다.38) 가옥

은 소련군 진주와 북한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한 1945년 8

월 말부터 접수되었고, 9월로 접어들면서 현금의 강제예금과 직업 활동

의 금지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39)

이처럼 해외 일본인들은 귀환과 잔류의 기로에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

었고, 개인 재산을 본토로 반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같은 

귀환 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한 미군 점령지와 달리, 

소련 점령지의 일본인은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가족의 이산, 강제노동, 

집단억류40) 등을 체험함으로써 귀환 후 자신의 피해사실을 대내외에 강

력히 호소하였다.

해외 조선인의 귀환 환경 역시 거류지∙귀환시기∙지리적 여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대표적 인구 유출지로서 육로로 연결된 중국과 바다를 건

너야 하는 일본의 경우 조선인의 귀환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41) 또

한 중국 안에서도 당시 ‘중국본토(China proper), ‘재화지역’으로 불리던 

37)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1945.8-1948)」, pp. 
32-38과 김광운,「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1945.8~1947.3)」,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2), pp. 25- 34.

3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일본인재산관리에 관한 결정사항은 1946년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인된다. 「적산건물관리에 관한 결정(제24호, 1946.6.18.)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자료집 제5권 법제편』, p. 162.

39)  松本五郎, 「元山-終戦から引揚まで-」, (1949.3).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3권,  巖南堂書店, 1979, p. 407에 재수록) 
이하 이 자료는 ‘森田자료’로 약칭.

40)  남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1946년 2-3월을 기점으로 대개 본토로 돌아갔
으나, 북한에 억류중인 일본인들은 ‘집단탈출’의 형태로 1946년 3월에서 12
월 사이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41)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지방의 조선인들은 대개 도보로 북한지역을 거쳐 남
한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군캠프는 이들을 월남인과 함께 집계
하였는데 1945년 12월 미군정 외무과는 38도선을 넘어 남하한 이들의 1/3
을 동북지방에서 귀환한 이들로 추정하였다. (<서울신문> 1945.12.21.). 반
면 일본에서 귀환하는 동포는 배편에 따라 귀환시기가 결정되기도 하였는
데, 한일간에 공식적인 송환시스템이 정비되기 이전인 1945년 9-10월 많은 
사람들이 사선∙밀선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들은 그 이후로도 귀환 시기를 앞
당기거나 개인재산을 들여오기 위해 사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 1946.2.11, USAMGIK, G-2 Periodic Report, November 1945, No 77; 
December 1945, No. 101, 이하 G-2보고서로 약칭). 또한 중국 관내지역의 
조선인도 육로가 아니라 연합국의 배편 알선으로 일부가 인천항으로 귀환하
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46.2.12., <한성일보> 1946.3.11).



97

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국민당 관할 관내지역과, 소련→국민당→공산당 순으로 점령주체가 바뀐 

동북 ‘만주지역’의 귀환환경은 판이했다. 이 지역에서 조선인 귀환에 영

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종전 후 부각된 민족배외주의 열기와 국∙공간 

이념대립이었다.

관내지역과 만주의 조선인은 이주연혁과 배경, 인구규모, 그리고 직업구

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42) 관내지역 조선인은 구한말부터 농토를 찾

아 이주하기 시작한 재만조선인과 달리 일본군을 따라 이주해 왔기 때문

에 처음부터 현지인의 경계대상이 되었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일본 관헌

의 하급관리나 밀정으로 활동하거나 잡화행상, 유흥업, 무역업 등에 종사

하면서 중국인 재산을 헐값에 사들인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약 1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 조선인 중 절반가량이 민족배외주의에 내몰

려 종전과 더불어 도망 왔고, 나머지 잔류자는 장개석의 명령으로 1946

년 봄에 강제송환을 당했다.43) 반면 약 200만 재만조선인은 대개 농업에 

종사했다. 1946년 가을 국민당은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자마자 조선인 재

산을 몰수하는 등 추방의지를 노골화했으나44), 공산당 치하의 ‘해방구’에

서는 2중국적 부여와 토지개혁을 통해 조선인의 정착을 유도했다.45) 그

러나 지역을 막론하고 국공내전 과정에서 전선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치

안 공백은 결국 민족적 마이너리티였던 조선인 피해로 이어졌고, 1947-

1948년 동절기에는 동사 위기까지 겹쳤다.46) 이들은 대개 현지에서 배

42)  염인호,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적구 거점건립운동」, 『국사관논총』 54집, 
(1994),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동북지방 진출과 재중한국독립당의 정
책(45.8-47.2)」, 『역사교육』 60집, (1996), 「해방 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손춘
일, 「해방직후 재만조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전농사론』 9집, (2003),  
김춘선, 「광복 후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서행, 「전후 화북지구 
한교의 안치와 송환」,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제2회 귀환문제연구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2003). 

43)  1946년 관내지역 동포에 대한 관련기사는 <조선인민보>1946.3.20., 
1946.6.2., 1946.6.6., <서울신문>1946.3.22., <조선일보>1946.10.18.; <
독립신보>1946.10.30., 1946.12.5.; <한성일보>1946.12.4., 1946.12.6. 참
조.

44)  <한성일보> 1946.12.14 “아는가 재만동포의 참상”.

45)  조선족략사편찬조, 『조선족략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제6장; 
손춘일, 「해방직후 재만조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pp.9-16, 27-28; 김춘
선, 「광복 후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제4장 참조. 

46)  <독립신보> 1947.11.13. “십만동북동포의 참경, 기아지경에 여자는 몸팔아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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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서(排韓情緖)나 이데올로기적 중상에 노출된 채 방치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귀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생환의 방도이기도 했다.

한편 남한 출신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일본의 조선인은 GHQ∙일본정부

의 송환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GHQ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

한 조건으로 송환하되, 송환자의 소지금과 재산 반입을 철저히 제한하였

다. 이에 송환당국은 양 지역 인플레 방지를 명분으로 개인 재산 반입에 

대해서는 양 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면 추후 협상토록 하였다.47)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송환되었거나 송환 대기중인 일본인과 조선인 양측

으로부터 비판받았다.48) 1946년 초 송환이 마무리된 남한의 일본인과 달

리 당시 일본에는 아직도 귀환을 준비하던 조선인들이 남아있었다. 이들

은 이미 귀환한 사람들의 열악한 생활을 익히 전해들을 수 있었기 때문

에 자신의 재산을 반입하기 위해 당국이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

다.49)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결국 관철되지 않았고50), 남한에서는 일화예

금령까지 실시되어 요행히 숨겨 들여온 엔화도 무용지물이 되었다.51) 이

것은 조선인 귀환자들로 하여금 ‘이주∙강제동원’의 기억과 함께 편의주의

47)  <중앙신문> 1946.3.29. 

48)  1945년 11월 21일 일본정부는 GHQ 앞으로 「朝鮮在留邦人の生命財産保
護」라는 서신을 보내 일인재산과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정이 ‘호의
적 배려’를 하도록 종용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
録』,  巖南堂書店, 1964, pp. 941-942 참조). 이것은 점점 재산 처분과 반
출조건이 불리해져 가자 초조해진 미귀환 재조일본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귀환대기자들은 패전 초기 사적인 방법으로 돌아간 일본인
들과 달리 당국의 공식송환방침에 따라 불리한 조건에서 귀환해야 했기 때문
에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재외재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1952년 2월 결렬된 1차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사유재산권’에 관한 
한 일본인에게 여전히 보상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주장한 것도 일본인 귀환자
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 합의사항-가조
인 내용 해설』, (서울: 대한민국정부, 1965), pp.33-34;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일본연구실 편, 『한일관계자료집』 1집, (1976), pp. 92-94 참조.

49)  <한성일보> 1946.3.22 “귀국하려나 생도가 막연”.

50)  재산반입문제를 둘러싸고 주한미군정과 GHQ는 각기 입장이 달랐다. 미군정
의 경우 귀환자의 빈곤이 곧바로 통치의 부담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난 완화를 위해 GHQ측에 조선인의 재산반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
도 하였으나 GHQ는 이를 묵살하였다. 『G-2보고서』, 1946.2.14., <경향신
문> 1946.12.28., <독립신보> 1947.7.3 참조. 아울러 주한미군정의 활동과 
GHQ 사이의 관계는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清渓書舎,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数民族 1904-1950』 (東京: 复刻板, 1989),  
pp. 107-116 참조.

51)  <조선일보> 1946.1.5., <한성일보> 1946.4.11 “일화예금령에 목졸린 귀환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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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송환정책’으로 인한 재산상실이라는 2중의 피해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인들로 하여금 귀환을 포기하게 만든 주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한편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재일조선인’과는 또 다른 형태의 디아스포라 

집단이었다. 종전 직후 이 지역의 일본인과 조선인은 큰 틀에서 같은 거

류환경에 놓여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 패배 후 40년 만에 남사할린에 

진주한 소련군은 사할린∙시베리아∙캄차카 개발을 위해 남아 있던 일본인 

약 30만 명의 귀환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한 소

련군의 집착은 1946년 12월 미국과 GHQ 레벨에서 「일본인 송환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변함없었다.52) 그러나 거듭되는 GHQ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인들은 대개 1949년 7월까지 본토로 돌아갈 수 있

었다.53) 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된 소련

당국은 조선인을 ‘일본인’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의지

와 무관하게 현지에 잔류하게 되었다.54)

이처럼 구 일본제국의 탄생∙성장∙붕괴라는 생애과정에서 배태된 일본인

과 구 식민지민의 해외 이주∙거류∙동원, 그리고 본토 귀환양상은 거류지 

귀환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 귀환국면의 체험도 강제송

52)  「소련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간 협정」 (1946.12.19). 이 협정은 대일이사
회 소련대표 육군중장 델레비얀코와 GHQ의 대표 볼 J. 뮬러가 도쿄에서 체결
한 것이다. 이것은 극소수의 엔지니어를 제외한 북한의 일본인들이 거의 모두 
남한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간 시점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사할린과 소
련본토의 억류자들을 위한 협정이었다. 

53)  大沼保昭, 『サハリン棄民』, 이종원 역,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서울: 
청계연구소, 1993), p. 23.

54)  GHQ는 일본정부의 보고를 기초로 사할린 조선인의 규모를 1944년에 
‘25,435명’, 소련 점령시에는 약 ‘15,000명’으로 파악했다(GHQ/SCAP Re-
cord RG33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Service Box no.382 문서철
의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Jan. 1946-June 1949”). 그러
나 현재는 소련점령 하에서 조선인단체가 종전 직후 보고한 ‘4만 3천명 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할린 거주 조선인 규모에 관해서는 大沼保昭, 
위의 책, pp.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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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잔류∙억류 등 다른 양상으로 분기되어 나갔다.55) 그러면 이어서 이

렇게 돌아온 귀환자들을 본토사회는 어떻게 맞이했고, 이에 대해 귀환자

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자.

V. 본토사회의 냉대와 귀환자의 대응

일본사회는 각 귀환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귀환자의 초췌한 모습

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먹거리∙잠자리∙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귀환자들의 일상을 전하며 사회적 관심과 온정을 호소했

다. 또한 정부 구호당국을 비롯해 귀환자 중 사회적 지도층에 있던 사람

들 역시 지면을 빌어 해외에서 돌아온 자들을 광의의 ‘전쟁피해자’, 혹은 

‘전쟁희생자’로 언급하며 사회 전체가 시급히 구호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

론을 유포했다. 그러나 이것은 화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

중의적 수사’였다.

전후 일본정부는 제국 붕괴의 후폭풍으로서 소련점령지에 억류된 자국

민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대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또 귀

환자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격화되는 재외재산 반입 요구에 대응

해야 했고, 유입인구 증가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회 곳곳에서 불거져 나

오는 본토인과 귀환자(引揚者) 사이의 노골적 갈등을 봉합해야 했다. 그

리고 정부로서는 해외귀환자 뿐만 아니라 전쟁 말기 대공습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본토의 전재민, 인구 급증에 따른 거주이전 제한조치로 타

지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소개민, 전장에서 돌아와 일자리를 잃은 군인

∙군속 등, 자신만의 특수한 피해를 주장하는 귀환자와 유사한 다른 집단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일본정부의 ‘전쟁피해자론(戦争被害者論)’은 

귀환자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패전을 맞이한 모든 일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화조약 체결 상대인 연합국측

에 일본의 전쟁피해를 각인시킴으로써 전후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림

55)  지면관계상 본 발표에서는 다룰 수 없으나 동일지역, 동일환경에서 귀환하였
다고 해도 귀환집단 내부의 다양한 균열요소, 즉 성별∙연령∙직업군∙신분∙이주
배경∙경제력∙사회네트워크 등 귀환자 개인의 주관적 조건에 따라 이들의 집단
적 귀환체험은 다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굴절되어 갔다. 또한 귀환체험에 대한 
기억 역시 본토 정착의 성공 여부, 귀환자 개인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변형
되었으며, 그것은 전후 일본 혹은 해방 후 남북한에 조성된 지배적 이념∙가치
∙지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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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였다. 동시에 그것은 재정난에 허덕이던 전후 일본정부가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보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응이기

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전쟁피해수인론(戦争被害受忍論)’으로 정

교하게 다듬어져 갔다.56)

반면에 귀환자가 ‘전쟁피해’를 호소한 배경에는 본토인에 비해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모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

게 작용했다. 즉 이들 주장의 핵심은 패전으로 인해 전후 일본사회가 총

체적 난국에 처한 것은 양해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초인적 내핍을 왜 유

독 귀환자에게만 강요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가령 중국에서 돌아온 호조 

슈이치(北條秀一)는 귀환자들의 지지를 얻어 의회로 진출한 뒤, ‘도쿄의 

경우 30만 귀환자 중 다다미 위에서 생활하는 자는 20%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의 ‘전쟁희생(피해)균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호조는 일본사회

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쟁희생 부담의 불평등이라며, 귀환자들이 전후 

일본의 ‘국민’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도 주택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귀환자들의 실

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귀환자 명의의 토지가 ‘농지조정법’에 

의해 부재지주지로 간주되어 소유권 행사가 금지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57) 또 다른 귀환자였던 무라세(村瀬)는 본토 귀환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귀환자가 연합국의 절대적 ‘동정’ 하에 돌아왔으나 

56)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최고재판소까지 갔던 ‘損失補償ー平和条約に
よる在外財産喪失と国の補償責任’에 관한 소송이다. 당시 귀환자들은 샌프
란시스코강화조약의 대가로 충당된 자신의 재산을 헌법 제29조 3항, 즉 손
실보상청구권 조항을 통해 돌려받고자 했다. 일명 ‘카나다재판’으로 불리기
도 하는 일본계 카나다인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960년에 제기한 이 소송
은 1963년 동경지방재판소(제1심), 1965년 동경고등재판소(항소심)를 거쳐 
결국 1968년 11월 27일 동경최고재판소(대법정판결)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귀환자의 재외재산 상실은 일종의 전쟁희생 혹은 전쟁피해로서, 본
토의 국민도 모두 이를 감내(受忍)해야 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헌법이 전
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므로 헌법 제29조 3항에 기초한 보상청구는 불가
능하다는 것이었다. 若槻泰雄, 『戦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 1991.(新版, 
1995), pp. 289, 『行政百選』Ⅱ, no.253의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22巻
12号, pp. 2,080, 『訟務月報』 14巻 12号, pp. 1359, 『判例タイムズ』 229
号, p. 100 참조.

57)  당시 귀환자에 대한 의회의 정착원호 논의는 주택과 농지문제와 아울러 갱생
자금 대부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参議院 第1回国会, 在外同胞引揚問題
に関する特別小委員会 第2号 (194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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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정상적인’ 국민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식민지에

서 일군 재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을 들었다. 즉 귀환자가 구직 등

에 있어 본토인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배경으로서 본토인에 비해 희

박한 사회적 연고와 인맥을 들었다.58) 이처럼 종전 후 귀환자들의 피해는 

‘내․외지’를 막론하고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참아

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와, 정부의 무성의한 구호의지와 미비한 제도로 인

해 귀환자들은 정당한 ‘국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토인과 공

평하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부활한 은급제도

는 복류해 있던 전후 일본사회의 균열을 확산시키며 양자간 갈등에 불

을 지폈다. GHQ는 점령 하에서 군인과 그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바로 군국주의의 기반이라며 은급법을 폐지하였다. 대신 GHQ는 군인과 

그 가족∙전재자∙귀환자 모두를 SCAPIN－404(救済並福祉計画ノ件)를 통

해 ‘일반생활원호’라는 관점에서 동일 원호체계에 두었다. 그리고 1946

년 9월 이래 생활보호법을 제정해 ‘무차별 평등 원칙’에 따라 생계 곤란

자에 대해 공적부조를 실시했다.59)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1년에 접어들

어 강화조약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전상병자와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1952년 4월 30일 정식으로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법률 제127호, 이하 유족원호법)을 공포하

였다. 그리고 이듬해 8월 1일 은급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전전의 원

호체계를 부활시켰다. 이것은 정부가 이제껏 일본국민 모두가 똑같은 전

쟁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한 순간이었다. 그

러자 강화조약 발효와 맞물려 발생한 ‘차별’ 조치에 대해 민간인들, 특히 

해외 귀환자들은 전재민∙소개민 등 본토의 구호 대상자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58)  参議院 第1回国会, 在外同胞引揚問題に関する特別小委員会 第10号 (1948
년 4월 13일).

59)  村上貴美子, 『占領期の福祉政策』 (勁草書房, 1987), pp. 58-59쪽. GHQ
는 후생성 건민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통합
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생활곤궁자 긴급생활 요강
(CLO 1092)를 공포하여 생활곤궁자를 국내생활자, 실업자, 국내 전재민, 국
외 전재민(귀환자), 국외 거류자의 잔류가족, 상이군인∙군인과 유가족으로 대
별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을 지급했다. 이혜원 외, 「한국과 일
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 - 빈곤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복지학』 36호, 1998, pp. 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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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자 중에서도 ‘재외재산의 95%’가 집중된 만주와 한반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생활지원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쟁피해를 국가로

부터 ‘공인’받지 못할 경우 이것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60) 게다가 이들 지역은 연합국과의 강화조약 체결과

정에서 국교수립이 불투명한 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

아온 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더욱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일종의 무마책으로 부랴부랴 1957년 ‘인양자급부금제도’를 도입

하였다. 그러나 귀환자들은 강화조약 체결시 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식민지에 접수된 재산에 관한 청구권을 정부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포

기했다며 보다 더 거세게 재외재산보상요구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인양

자단체전국연합회는 정부가 인양자급부금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1962년 4월에는 민법상의 손해배

상 청구 시효가 다가오자 강화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보

상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 단체는 46만 세대의 귀환자를 대표해 무

려 재외재산 총액 1조 888억 엔의 보상비를 청구했다. 또한 총리실에는 

귀환자로부터 무려 20만 통의 항의편지가 날아들었다.61) 이에 정부는 다

시 1964년 총리실 산하 재외재산문제심의회 제3차 회의를 통해 특별교

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법률 114호 ‘인양자 등에 대한 특

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349만 명에게 총 1,925억 엔을 지

급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치가 결코 국가의 

‘보상의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끝까지 ‘국가책임’ 문제를 회피했다.

이처럼 해외귀환자 중 민간인들은 군인과 달리 전쟁피해와 국가의 공적 

책임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후보상 대상에서 제외되

었고, 인양자 급부금∙교부금이라는 일종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전쟁책임은 물론 전후책임을 도외시한 전후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해외 귀환자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아울

러 주목할 대목은 공적 제도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 즉 귀환자에 대한 본

토인들의 사회적 무시와 냉대이다.

종전 후 공적 영역에서 귀환자에 대한 ‘전쟁피해자론’과 ‘전사회공동구

60)  内閣総理大臣官房管理室, 『在外財産問題の処理記録－引揚者特別交付金の
支給－』, 1973, 資料編, p. 13.

61)  小林英夫外, 『戦後アジアにおける日本人団体』 (ゆまに書房, 2008), p. 
161.



Homo Migrans Vol. 2(June 2010)

104

호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자를 바라보는 본토

인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귀환자들로 인해 주택

∙실업∙식량난이 가중되자 본토인들도 이들을 경원시하기 시작했고62), 귀

환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냉대 속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자 정착의 

전망도 세우지 못한 채 급기야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었다.63) 즉 본

토인들은 본토인대로, 귀환자들은 귀환자대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정

면으로 투사하는 등 일본사회는 총체적 피로현상을 드러내며 도처에 균

열을 안게 되었다. 본토인들에게 귀환자들이란 결국 사회적 부담층이요 

민폐집단에 불과했다.64) 귀환자에 대한 본토인의 차별∙경계∙냉대 속에는 

자신들은 전쟁기간 내내 전쟁수행을 위해 각종 동원에 시달리고 급기야 

대공습과 원폭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귀환자들은 외지에서 ‘호

사’를 누렸다는 미묘한 질시의 정서가 복류되어 있었다. 그 결과 아무리 

언론에서 귀환자에 대한 온정을 호소해도 본토인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

지 않았다. 오히려 귀환자들의 열악한 정착상황을 보도할수록 본토인들

은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그것을 당연시하였고, 역으로 혹여 이들로 인

해 자신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경계심과 귀환자에 대한 편견만 심

화시켰다.

이러한 본토의 상황은 결국 귀환자들로 하여금 복합적인 피해의식을 안

겨주었다. 이들은 외지에서 군인 혹은 식민자로서 일본제국의 유지와 팽

창에 일조한 집단으로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구호를 기대했으나 재정

과 행정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본토인

들의 냉대까지 결부되자 이들은 해외에서 모든 삶의 근거와 재산을 상실

했다는 1단계 삶의 낙차에 이어 정착의 고통이라는 2단계 낙차를 맛보았

다. 이러한 귀환자들의 집단적 멘탈리티가 바로 전후 조직적 보상요구운

동과 의회 진출 움직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돌아온 조선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

62)  <山形新聞> 1946.11.19. “孤独の引揚者自殺”, <毎日(大阪)> 1947.1.20. “
引揚娘が腹毒”.

63)  <毎日(東京)> 1947.11.19. “冬に泣く引揚者”, <山形新聞> 1946.7.10. “復
員者に職を、生活苦が罪をつくる”, 같은 신문, 1946.4.4. “半分は生活苦に
あへぐ”

64)  <朝日(大阪)> 1945.12.31. “引揚完了40万人、失業予想30万、陸海軍解体
の総決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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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호논의를 1945년 해방 직후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

시 귀환자 관련 기사는 외지에 거류중인 조선인들을 원호하기 위한 현지 

시찰담, 각 지역별 귀환 현황에 관한 것이 대종을 이룬다.65) 그리고 1945

년 10월 말부터 미군정과 GHQ 사이의 공식송환 행정이 어느 정도 궤도

에 오르자, 언론은 국내 원호단체의 조직현황과 귀환자의 생활대책 문제

를 집중 보도하였다. 기사내용을 보면 해방 직후의 건국 열기를 반영하

듯, 귀환자들을 신국가건설의 또 다른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전재동포 중 백만의 기술자와 기능자를 위하여 전재

기술자협회가 새로이 결성되었다.”는 기사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전재

동포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생활의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 해외 공업

방면에 종사하던 전재동포의 기술을 하루바삐 총동원시켜 국가건설에 공

헌하고자 …”라는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66) 즉 이 시기에는 일

본정부나 점령당국이 해외 동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라도 이들을 ‘구호’하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동포애’가 ‘건국’이라는 시대정신과 맞물려 있었다. 즉 귀

환자에 대한 본토인의 바닥정서와 사회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간극이 그

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12월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귀환자에 대한 보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생문제’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67) 이것은 남한사

회가 해방 후 들뜬 분위기 속에서 막연한 ‘동포애’에 기초해 귀환자 문제

를 인식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것을 당면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주로 미군정을 상대로 체계적인 귀환자 대

책을 촉구한 기사가 집중되었다. 동시에 소련점령지에 억류된 미귀환 조

선인을 위한 외교교섭이나, 귀속재산의 불법 반출과 횡령, 탈루∙유실을 방

지하기 위한 엄정한 관재정책과 일본인 밀항단속을 촉구하는 기사가 많

았다.68) 그리고 1945-1946년 동절기에 귀환자들의 아사∙동사가 일상화

되자, 1946년 전반기 귀환관련 보도는 미군정의 잘못된 구호정책과 남한

65)  <매일신보> 1945.9.19., 1945.9.24., 1945.9.30.

66)  <매일신보> 1945.10.2, 1945.10.10.

67)  <동아일보> 1945.12.5.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가 결성되다”.

68) <자유신문> 1945.12.19, <조선인민보> 1945.12.21, <서울신문> 
      194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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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냉담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많았다.69) 가령 남한에 귀환한 자들

의 만주 재이민 현상이나 일본 재밀항 관련 보도는, “빙설 같은 동포애”, 

“굶주린 모국보다 『왜지』”, “귀환동포들, 유리(遊離)의 밀항”, “운명의 

국경도시 개성, 북으로 다시 가는 이민단” 등 자극적인 머리기사를 실었

다.70) 해외 조선인은 당연히 ‘조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관념적∙관성적 

정서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귀환자의 재이민 현상은, 이미 남한사

회의 귀환자 구호와 적착원호 행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귀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으

로서 ‘고국’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결국 남한으로 돌아온 조선인들은 구호행정의 미비로 인해 토굴∙역전∙방

공호 등을 전전하며 토막민의 계보를 이었다.71) 또한 1946년 봄 호열자

를 앓고 있던 귀환자로 인해 전국으로 역병이 번져가자 이들은 전염병이

나 몰고 오는 ‘병균덩어리’요 ‘우환동포’로 회자되었다.72) 그리고 이들에 

의한 궁도죄가 증가하자 귀환자 전체가 ‘우범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73) 이처럼 남한사회 역시 귀환 초기에는 독립과 건국에 대한 기

대 속에서 ‘동포애’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이들의 구호를 역설했으나, 오

히려 일본보다 더 열악한 정착환경으로 인해 귀환자들은 사회적 소외집

단으로 전락했다.

한편 일본과 달리 남한의 경우 미군정의 직접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공간의 구호논의를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군정의 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단체의 반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미

69)  <조선일보> 1946.1.22, <동아일보> 1946.2.5, <한성일보> 1946.3.8, 
1946.3.12, 1946.3.20.

70)  <조선인민보> 1946.3.19, 1946.7.29, <한성일보> 1946.4.21, <독립신보> 
1946.8.4.

71)  <조선일보> 1946.11.19., <동아일보> 1946.12.4., <서울신문> 1947.1.29.

72)  미군정 시기는 극심한 풍수해와 역병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었다. 
보건후생부장 이용설은 1946년 8월 국제보건회의에 참석코자 뉴욕을 방문하
였을 때, 현지 교민들에게 국내 수해민 구제를 부탁하였다. 귀환자 유입으로 
1946년 5월 이후 전국적으로 만연한 콜레라는 1946년 당시 ‘10,181명’의 사
망자를 내어 한일간의 송환업무가 연기될 정도였다. <조선일보> 1946.8.17, 
<한성일보> 1946.6.7, <독립신보> 1946.8.9, 『조선연감』, 1948년, 341
쪽.

73)  부산의 경우 발생 범죄의 60%가량이 귀환자에 의한 궁도죄(窮盜罪)였다. <
동아일보> 1947.1.11, <독립신보> 1947.1.4, <조선인민보> 194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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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은 1946년 6월 해방 직후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조직된 사설 원호단

체들을 통폐합해 조선전재동포원호회를 대표단체로 지정하고 귀환자를 

위한 가주택건설을 추진했다.74) 그런데 이 단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남한 

내 정당 및 사회단체는 귀환자와 세궁민을 위해 구호당국이 추진한 ‘가

주택건설안’에 처음부터 회의적 입장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1946년 11

월 동절기를 맞이해 재정과 자재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가주택건설보다는 

당장 귀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밀실정치의 온상인 요정∙유곽∙요리점 등 

유휴 건물과 구 일본인 소유 가옥을 개방하라고 주장했다.75) 이에 미군

정은 마지못해 대형 유곽의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반복되는 개방 지연으

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샀다.76) 이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귀환자

가 일본인 가옥을 매수할 경우 동결한 일화(日貨)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군정에 건의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77) 결국 귀환자의 

가주택건설은 재정 부족과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고, 게

다가 유상분양을 실시함으로써 극빈자가 대부분이었던 귀환자들은 입주

를 포기했다.78)

한편 미군정은 만주-조선-일본으로 이어진 블록경제가 붕괴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산업시설 가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귀환자 실업구제를 

위해 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흡수하고자 귀농알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즉 

미군정은 이 사업을 통해 도시로 몰려든 귀환자의 인구 분산과 실업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당국이 애초 기대한 

74)  해방 후 조직된 주요 귀환자 원호단체를 살펴보면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 
조선이재동포구제회, 조선전재기술자협회, 조선인민원호회, 해외귀환자자강
협회, 조선원호단체연합중앙위원회,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 만주귀환
동포협력준비위원회, 귀국전재동포구제회중앙본부, 전재동포총동맹, 재일동
포옹호대책위원회, 귀환동포협생회, 조선전재민공생협회 등을 들 수 있다. 
<매일신보> 1945.9.2, 1945.9.30, 1945.10.2, 1945.10.10, 1945.10.20, 
<동아일보> 1945.12.5, 1946.3.15, 1946.7.24, 1946.9.24, 1947.3.16, <
조선일보> 1946.1.18, 1946.9.21, <조선인민보> 1946.3.11, <서울신문> 
1946.11.29 참조.

75)  <독립신보> 1946.11.23.

76)  <동아일보> 1946.12.28.

77)  비서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제146호 (1947. 9. 18)

78)  애초 미군정은 전국에 2,000원 예산으로 약 30,000호의 가주택을 짓고자 했
다. 수도권의 경우 영등포와 경기도 광주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1947년 
현재 건설 실적은 채 1만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계획을 수정해 전국에 
총 1억 원을 배당해 1만호 건설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독립신보> 
1946.7.31, <동아일보> 19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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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호 중 실제 귀농 호수가 3만여 호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79) 이

것은 이미 계획단계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토지개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농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귀농을 뒷받침할 농자 융통 등 제도 정비가 미

비했으며, 비료와 농기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과도입법의원에서는 일종의 귀환자원호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

전재민원호법’ 초안을 1947년 9월 초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중국∙일본∙남양∙기타 전재 외지로부터 귀국한 요

원호자와 해(당) 전재지에 잔류한 요원호자(제1조)”를 지원 대상으로 삼

고자 했다.80) 그러나 입안 단계부터 월남민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

고 김지봉∙안동원 등 월남한 의원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법

안은 검토단계부터 난항을 겪더니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81)

한국에서는 해방 후 수많은 귀환자원호단체가 조직되었으나 어느 하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고,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귀환자들은 자신

의 피해를 호소할 마땅한 창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을 동원

한 조선총독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아직 조선 잔류의 가능성을 열어놓

고 남아 있던 일본인 지도층이나, 일본인의 본토 귀환 원호조직인 세화회

(日本人世話会)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가령 일본으로 징용 갔던 조

선인들이 대거 밀선을 타고 들어온 목포에서는 과거 자신을 동원한 일본

인 부윤을 찾아가 일본에서 겪은 학대에 대한 보상으로 잔류 일본인 1인

당 3,000엔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인천에서도 돌아온 징용자들

이 집단 실업에 처하자 인천부청을 찾아가 생계대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뒤, 인천세화회를 상대로 일본에서 받지 못한 미불임금을 포함해 정

착원호금조로 거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82)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러한 사

태를 미리 예견하고 조선인들을 동원하였던 주무기관인 광공국 산하 조

선근로동원원호회를 그대로 돌아오는 조선인들을 위한 원호기구로 활용

하고자 했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선인을 위한 원호대책을 강구하

79)  <한성일보> 1947.10.8, <독립신보> 1947.10.8.

80)  비서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제151호 (1947.9.25).

81)  비서처, 위의 속기록 제152호 (1947.9.26).

82)  八木信雄, 「全羅南道」, 『同和』 161-162号 연재, (1961.5-6), (森田자
료-1, pp. 399-400에 재수록), 小谷益次郎, 「仁川引揚誌」, (1952.5), (森
田자료-2, p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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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과대선전함으로써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다.83) 그러나 이 기구

는 유명무실하였고 곧 관료들이 일본으로 돌아감에 따라 외지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졌다. 이에 이들은 미군정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구호를 요청했다. 가령 응징사동맹이란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1. 외지로 징용된 기간 중 가족에게 약속한 원조금을 지불할 것.

2. 귀환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므로 취업시까지 생활비를 보조할 것.

3. 휴면상태의 공장을 재가동해 일자리를 제공할 것.

4. 유휴가옥을 개방해 집 없는 귀환자에게 제공할 것.

5. 외지에서 사망한 징용자 가족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것.84)

그러나 미군정은 과도점령기구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로 미루었고,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이 전

재지로 변하자 귀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어졌다. 그 결과 이들은 1965년 한일간에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이렇

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VI. 마치며

지금까지 ‘전후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일국사적 틀 속에서 다루어 온 

양 국민의 귀환 및 정착과정을 일본제국 붕괴로 나타난 트랜스내셔널한 

이동이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결국 구 제국 붕괴로 인해 식민

자의 귀환 및 정착이 식민지민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논하

기 위한 시론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주요 지역사례를 통해 전후 인구이동이 지닌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2차세계대전 종결은 세계 전역에 걸

쳐 다양한 형태의 이동을 낳았는데 그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동의 논

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 종전 후 구 

83)  <京城日報> 1945.9.3. “半島同胞帰鮮、第一船就航、内地側でも万全策”, 
같은 신문, 1945.9.6. “在内地半島勤勞者や戦災者の援護に全力、さらに帰
郷者援護部を設く”.

84)  <중앙신문> 1945.11.2. “준다던 원호금은? 일인에게 학대받든 응징사들 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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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지의 급격한 정치변화가 구 제국 내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인구이동 

메카니즘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러한 정치변화

가 대규모 인구이동을 추동하지만, 이동과정에서 구 거류지의 현실적 여

건에 따라 이동의 수위와 방식이 부단히 수정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구 

거류지에서 시작된 인구이동이 정착지의 수용환경과 맞물려 연동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전후 인구이동이 제국의 중심과 주변지(식민지) 사

이의 민족간 쌍방향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이동에 영향을 미치

는 각 주체간에는 보낼 사람과 붙잡아 둘 사람의 ‘선택과 배제’를 둘러싸

고 다양한 층위에서 길항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

은 제3장에서 살펴본 귀환규모 데이터와 제4장에서 다룬 귀환환경 및 체

험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일본인의 귀환은 종전 후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외 거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패전국과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

인의 귀환은 구 일본제국이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 점령됨으로써 ‘일괄송

환’과 ‘집단억류·압송’이라는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한 점에

서 한반도에서 돌아간 일본인들의 귀환양태에는 이러한 특징이 극명하

게 집약되어 나타났다.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에서 일본인들은 무상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군인은 물론 청장년기 남성이 타지로 압송되어 소련의 전후복구라

든가, 점령지 산업시설 반출에 투입되었다. 반면 부녀자와 노약자 등 노

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본인들은 이동을 금지한 채 방치함으로써, 조선

인들로 하여금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불만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소

적 정서를 이식하고, 아울러 전후 일본처리 문제에 있어 더 많은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질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돌아간 일본인들은 가족의 이산과 사망, 집단억류와 강제노동 등의 체험

을 근거로, 자신들이 패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일본사회의 정착 지원

을 호소했다. 반면 미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는 제국의 중심으로부터 

식민지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군국주의의 핵심세력인 군부를 우선송환

한 뒤, 1946년 3월까지 민간인들을 차례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미군정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조선 거주를 불허함으로써 남한에서 돌아간 일

본인 역시 패전의 ‘특수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북한과 남한에서 돌

아간 일본인들의 피해의식을 형성케 한 귀환체험의 내용은 각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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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본토 귀환 후 ‘해외억류자귀환촉진운동’과 ‘재외재산보상

운동’을 양 축으로, 전쟁피해를 호소하는 본토의 다른 집단과 협력과 갈

등을 반복하며 보다 유리한 정착환경을 확보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하

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해외 귀환자의 ‘특수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

고, 여기에 사회적 냉대까지 덧씌워져 이들의 정착과정은 쉽지 않았다.

조선인의 귀환 및 정착과정도 외견상 일본인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하였다. 

즉 사할린과 같은 소련 점령지역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귀환이 

봉쇄되었고, 미군 점령지역에서는 일본인과 동일 조건 하에 송환되었다. 

그리고 미소의 정치적 자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국 대륙에서는 상당

수가 현지인들의 배외주의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한반도로 돌아온 후 미군정의 미흡한 정착원

호와, 귀환자를 식량난·주택난·취업난 등 사회문제를 가중시키는 민폐집

단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역시 열악한 정착과정을 겪었

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제국 붕괴 후 구 거류지를 떠나 본토로 이동한 사

람들은 식민자와 식민지민 모두 귀환과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피해를 경

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민족이 겪은 ‘피해의 맥락’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

다. 환언하자면 귀환의 원점이 해외 이주에서 비롯된 만큼, 이들이 외지

에 거류하게 된 배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이 호소하는 ‘삶

의 낙차’와 귀환과정의 피해는 원천적으로 제국의 확장국면에서 식민자

들이 외지에서 누리던 각종 특권의 박탈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본토 

귀환 후 사회적 냉대로 인해 가중된 피해의식은 어디까지나 일본정부와 

전후 일본사회를 상대로 한 것이다. 조선인에게는 그것이 설령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인적 프로모션 차원의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외지 

거류 자체가 식민지배의 결과였다. 게다가 징병∙징용 등 공적동원으로 인

해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조선을 떠난 것 자체가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주-귀환-정착 과정에서 2

중, 3중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의 원점은 일본의 조선지배

에서 배태되었다. 

요컨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배를 일상 레벨에서 가능케 한 식민자

였던 일본인들이 ‘귀환과정의 피해’를 근거로 ‘침략자∙가해자’에서 ‘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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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자’로 둔갑한 것은 역사를 단절적으로 인식한 결과였다. 또한 양 

국민의 귀환 및 정착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전후 인구이동의 세계

사적 보편성이 투영된 결과로서, 이를 근거로 양자의 역사적 성격이 지닌 

엄연한 차이를 희석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해외

에서 구 식민기구의 도움을 얻어 일본인세화회 등 귀환원호 단체를 조직

해 안전한 귀환을 자체적으로 도모했고, 본토에서도 귀환자단체를 조직

해 제한적이나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조선인들은 귀환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실패하였고, 귀환 후 얼마 되지도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해 한반도 전역이 전재지로 전락함으로써 귀환과정의 피해를 호소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국가책임을 전제로 한 보

상은 아니었으나 급부금∙교부금 지급이라는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 낸 반

면, 조선인들은 한일간 국교수립 후 1974년이 되어서야 극히 일부가 보

상을 받았고, 2000년대에 들어 과거사 청산과 한일회담 문서공개가 사회

적 이슈로 부각되자 겨우 국가차원의 피해조사와 피해자 지원입법이 이

루어졌다. 귀환자 관련 전후처리 입법이 일본에 비해 50년이나 뒤쳐진 것

이다. 이것은 귀환국면에서 제국을 운영해 본 사회와 근대국민국가를 형

성하지 못한 사회의 역사적 경험차가 귀환자에 대한 처우에 그대로 반영

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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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repatriation and settlement proces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fter World War Ⅱ

Yeon-Sik Yi 

 After World WarⅡ, 6.3~7.0 million japanese 2.5 million 

koreans repatriated to their own homeland. They had no right to 

select their residence, and lost one’s private assets by the US-

AMGIK-GHQ and Soviet Army’s repatriate policy. After they went 

back to their homeland, they relied on social relief system, but it 

was not enough to satisfy all the repatriates because of deficient 

budget and goods.

 Japanese repatriates had a tenacity for their lost-assets be-

cause japanese relief system was worse than they thought before, 

and the social treatment was so cold. In 1952, Japanese govern-

ment abandoned the assets the repatriates had in old-colonie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Just after that, repatriates made 

a big movement demanding compensation toward japanese gov-

ernment. Being Confused, japanese government made a law called 

Hikiagesha kyuhukin nadono shikyuuho in order to soothe repatri-

ates’ rage. But it was impossible to lessen their dissatisfaction, 

That money didn’t mean governmental responsibility for compen-

sation, it was just an reward for poor life.

 The Korean repatriates underwent similar experience to 

japanese who went back to their homeland. Their settlement cir-

cumstances was worse than japanese. They became so-called bor-

derline class, failed to make their own political strength to draw 

some supports from USAMGIK. Unfortunately, they faced Korean 

War during 1950-1953. Thus korean repatriates had no chance to 

demand supports for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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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호(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공동연구원)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 조상숭배관념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1)

I. 서론 

1990년대 이후 ‘전지구화’(global izat ion)라는 용어가 학계와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지구라는 행성은 ‘하나의 장소’가 되었으며 전세계적인 사회관계의 

모든 네트워크가 단일 공간 위에서 엮어지면서 경제나 정치활동뿐 

아니라 의미의 흐름이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문화의 무국적 시대로 접어들었다.2) 교역, 자본, 문화, 관념, 사람의 

흐름으로 파악되는3) 이러한 전지구화 현상은 인류학에서도 전통적인 

1)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장려금지원(과제번호: 2004-
908-B00033)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로 발표를 위해 수정∙보완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결과물로서 저
작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습니다.

2)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서울: 사회비평사, 1996), pp. 
23-24. 

3) 카스텔(Manuel Castells)은 1980년대 이후 원격의사소통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공간적 논리를 ‘유동의 공간’(space of flow)로 파악한다. 그는 이
러한 새로운 ‘유동의 공간’에 대립하는 기존의 논리를 ‘장소들의 공간’(space 
of places)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공간조직으로 우리
들의 일상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을 뜻한다.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1: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dlen &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6), 
pp.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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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지로서의 현장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으며4) 인류학의 주된 

주제 역시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국민국가, 에스니시티(ethnicity)로 

전환되었다.5)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인류학적 

접 근 법 으 로 서  전 지 구 적  문 화 흐 름 의  다 섯  가 지  차 원 들 을 

제시한다. 에스노경관(ethnoscapes), 매체경관(mediascapes), 

기 술 경 관 ( t e c h n o s c a p e s ) ,  금 융 경 관 ( f i n a n c e s c a p e s ) , 

이데올로기경관(ideoscapes)이 그것이다. 여기서 아파두라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경관 자체보다도 경관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원근법의 요소이다. 즉, 아파두라이는 각 풍경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의 역사적·언어적·정치적인 상황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원근법적 구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개별적인 

행위자들은 이러한 풍경의 원근법이 가 닿는 최종적인 지점, 즉 

소실점(消失點)이 된다. 사회적인 구조나 상징체계보다도 개별적인 

행위자의 행동을 중요시한 이러한 아파두라이의 논의는 전지구화된 

상황에서의 인류학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고향인 멕시코 미초아칸(Michoacán)을 오가는 

이주노동자들인 아귈리아인(Agu i l i l l a n )들에 대해 연구했던 

라우즈(Roger Rouse)는 그들 삶의 주요한 배경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체로서의 순환(circuit)임을 

강조한다. 그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탈근대적 

초공간’(postmodern hyperspace)이라고 명명한 것과 같이 전지구적 

변환의 점차적 전개로 인해 사람, 돈, 재화, 그리고 정보의 지속적인 

4) Akhil Gupta & James Ferguson, “Discipline and Practice: “The Field” 
as Site, Method, and Location in Anthropology”,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Anthropological Loca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p.1-46.

5) Ted C. Lewellen,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Cultural Anthro-
pology Enters the 21st Century (Westport∙London: Bergin & Garvey, 
2002), pp.29-32.

6) Arjun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
al Cultural Economy”,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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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을 통한 ‘초국적 이주의 순환’이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멕시코와 미국에 걸쳐 있는 다양한 거류지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장소들을 가로질러 펼쳐진 단일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라우즈(Rouse)는 멕시코 출신의 미국 이주노동자들인 아귈리아인들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의 이미지로부터 이끌어져 나온 사회-공간적인 

틀 대신에 순환이나 변방지대와 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말한다.7)

클리포드(James Clifford)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사프란(William 

Safran)의 논의를 토대로 디아스포라 논의로 확대시킨다.8) 그는 

다지역적인 디아스포라가 반드시 특정한 지리정치적 경계로 규정되지는 

않으며 경계의 중복이나 디아스포라의 경험들은 21세기 후반의 

일상생활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 이론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한다.9)

전지구적이며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어온 정체성 

혹은 에스니시티 연구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산민(離散民)들의 

사회적으로 ‘상상되는’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그 예이다.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열리는 청년축제 참가를 둘러싸고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다룬 루이에(Andrea Louie)의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류학에서의 디아스포라 연구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10) 여기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행사를 

통해 중국계 미국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영토화(re-

territorializing)해나간다. 즉, 그들은 미디어, 사람들, 정보, 자본의 

초국가적 흐름의 한복판에서 중국 본토와 관련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7) Roger Rouse, “Mexican Migration and the Social Space of Postmodern-
ism”,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Oxford &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2[1991]), pp.158-164. 

8) William Safran,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1991), pp.83-99.

9) James Clifford, “Diasporas”, Roland Robertson & Kathleen E. White, 
eds., Globalization: Key Concepts in Sociology Vol Ⅲ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1994]), pp.423-427.

10)  Andrea Louie, “Re-territorializing transnationalism: Chinese American 
and the Chinese Motherland”, American Ethnologist, 27-3(Aug 2000), 
pp.6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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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토화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과정, 그리고 

중국정부와 중국시민, 중국계 미국인들의 서로 다른 설정과 해석은 

이미 탈지역화되고 전지구화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같이 

고정된 정체성, 혹은 고정된 문화특질들에 대한 연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의 베트남인들과 같이 망명한 사람들의 

상상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기술한 도슨과 존슨(Andrew Dawson & 

Mark Johnson)의 논의도 이러한 디아스포라 연구의 맥락에 놓인다. 이 

연구들은 이주와 망명이 그들의 장소와 경관의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다.11)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대부분 대만국적을 소유했던 한국 화교들이 

한중수교 이후 자신들의 고향이라든가 중국대륙 및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을 어떻게 범주화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틀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은 결국 구체적으로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와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의 연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켈톤(Ronald Skeleton)은 디아스포라가 최근에 이주(移住)를 

대치한 단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디아스포라적 공간’은 

자본의 유동과 축적의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12)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디아스포라적 공간은 옹과 노니니(Aihwa Ong & Donald 

M. Nonini)의13) 표현처럼 아시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근거지가 

없는’,‘탈영토화된’경제지배구조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디아스포라적 

11)  Andrew Dawson & Mark Johnson, “Migration, Exile, and Landscape of 
the Imagination”, Barbara Bender and Margot Winer, eds., Contested 
Landscape: Movement, Exile and Place (Oxford: Berg, 2001), pp.319-
332.

12)  Ronald Skeleton, “The Chinese Diaspora or the Migration of Chinese 
Peoples?”, Laurence J. C. Ma & Carolyn Cartier, eds., The Chinese Di-
aspora: Space, Place, Mobility and Identity (Lanham: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2003), pp.51-66.

13)  Donald M. Nonini & Aihwa Ong, “Introduction: Chinese Transnational-
ism as an Alternative Modernity”, Ungrounded Empires: The Cultural 
Politics of Modern Chinese Transnationalism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7),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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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14) 사건들과의 결합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규모의 다공적(porous) 

경계들을 지닌 장소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남부 푸젠(福建) 출신의 불법이주자들의 이동공간은 지역의 

면적, 여행 빈도, 시간적 안정성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주치게 

되는 물리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장벽들에 있어서 전지구적 

활동공간에 놓여 있는 홍콩 내 기업가들의 그것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푸젠 사람 혹은 홍콩인의 이산(離散)은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로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지로 

재이주한 동남아시아 이산민들의 그것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화교 혹은 

화인들과 같은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리적인 요소들(地․)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혈연(血緣)의 요소들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장소에 광범위하게 기초하고 장소를 

통해 번성한다. 이것은 현재 중국, 대만, 홍콩 및 화교 공동체들에게서 

지속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중국성’(Chineseness)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다른 장소들에서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15)

한국 화교의 경우 적관(籍貫)이 대부분 산동성(山東省)이며 화교 

2~3세대 이후에는 한국에서 출생했고 생활 근거지를 한국의 각 

지역에 가지고 있다.16) 남방지역 화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세계화상대회나 신(新)차이나타운의 해외 화인자본 유치에 있어서 

산동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천 차이나타운 

개발과정과 같은 경우 서울출신이라든가 부산출신 화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이러한 화교 공동체의 장소에 대한 개념 및 

관념에 대한 이해의 기반 위에서 따져봐야 한다. 

한편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국경을 넘는 대규모의 인적 교류와 초국가적 

14)  내부적인 디아스포라적(intra-diasporic) 맥락에는 홍콩이나 대만, 싱가
폴 등지에서 본토 중국에 투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Laurence J. C. Ma, 
“Space, Place, and Transnationalism in the Chinese Diaspora”, Lau-
rence J. C. Ma & Carolyn Cartier, eds., The Chinese Diaspora: Space, 
Place, Mobility and Identity, p.31). 

15)  Laurence J. C.  Ma, “Space, Place, and Transnationalism in the Chinese 
Diaspora”, pp.1-49. 

16)  적관(籍貫)은 본적(本籍)과 같은 말로 원래 사람이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장
소였으나 점차 조상의 묘(墓)나 본가(本家)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
고, 어떤 사람의 호적이 있는 장소로서 호적법상의 추상적·기술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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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상이 주는 일반적 이미지로 인해 자칫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국가의 통제가 사라진 것으로 보기 쉽지만 이러한 초국가적 현상의 

근저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의 유제가 도처에 남아있고, 식민지 

체제에 의해 규제된 인간관계나 지배관계를 전제로 한 현대사회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일부 학자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정병호는 ‘재일 

조선인 학교’와 같이 일본사회에 살면서 4세대가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적 불평등한 상황’과 민족차별의 현실에 대해 줄기차게 

저항하면서 이를 통해 민족경계를 유지하고 정체성을 재생산해내는 

사례를 통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식민지 경험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으며, 박준규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관광 

등을 통해 접촉이 확대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국가 및 국경의 개념이 

강화되는 현실을 논하고 있다.17)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공간과 장소, 행위자와 구조가 서로 

각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이 두 가지의 논의가 전지구화 및 

중국의 부상(浮上)에 의한 화교 및 화인들의 인식의 변화를 포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회 도처에 남아있는 민족국가의 경계 및 

국가권력의 작동들이나 화교들의 장소감각 및 장소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적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는 화교 및 화인 사회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본 논문은 인천 및 차이나타운 거주 화교(華僑)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과 장소를 인지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화교사회 변화의 메커니즘과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자본과 

문화, 관념, 사람들의 흐름이 서로 교차하고 경합하는 탈지역화된 

경관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화교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인지적 좌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경험에 대한 재조직화일 수 있다. 즉, 이미 한국화교들은 한국사회를 

일종의 역사와 정체성이 없는 비장소(non-place)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실제적 장소로서 인지하기도 

17)  정병호,「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
산」, 『비교문화연구』, 9(2)집 (2003), pp.125-155.

    박준규, 「민족과 국민사이: 금강산 접경지역관광에서 민족경계 넘나들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학위 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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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8) 이러한 사례는 화교들의 자식에 대한 진로를 고려할 때 여실히 

나타난다. 화교들은 다층적인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인식과 조상의례 

관념이 결부된 형태로 자식의 진로를 전략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화교들의 전략과 실천에 대한 분석은 전지구화, 탈지역화와 같은 

논의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며, 이것이 지역적, 문화적 

특징들과 어떻게 결합되고 행위자에 의해 전략화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II. 묘지경관을 둘러싼 공간과 장소의 다양한 맥락

한국의 화교들은 그동안의 거주국(hos t  coun t ry )의 배제와 

차별정책으로 인해 의미를 포함한 장소보다는 공간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이들의 정체성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결사체인 후이(會)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실천 혹은 

‘공간’ 속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거주하는 장소보다도 

관시망(關係網) 내의 사람들과 선물교환이나 후이(會, 일종의 계조직)과 

같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화교들은 지리학적 장소보다는 관시망이 바탕이 된 

일종의 인지적 지도(地圖)에 근거하여 환경을 공간적으로 파악해왔다고 

18)  오늘날의 공간과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장소(lieu 혹은 place)와 비장소
(non-lieu 혹은 non-place), 근현대(modernity)와 초현대(supermodernity)
의 개념을 차용한 오제(Marc Augé)는 만일 장소(place)가 관계적, 역사적이
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면, 정체성도 관계도 역사도 상
징하고 있지 않은 공간은 비장소(non-place)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선과 경관의 허구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여행자의 공간이 그 대표적인 전
형이다. 이러한 정의는 또한 뚜렷한 경험적 공간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해 갖는 표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소
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장소일 수 있다. 그러나 비장소의 다양성은 경험
적인 의미에서 근(현)대 세계를 특징짓고 있다. 교통의 공간(고속도로, 항공
로), 소비의 공간(대형 매장들), 의사소통의 공간(전화, 팩스, 텔레비전)은 오
늘날 온 세계로 퍼져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진짜 함께 살진 않지만 어쨌
든 공존하고 있으며 소비자나 개별 탑승객의 위치는 사회와의 계약관계를 거
친다. 이들 ‘경험적 비장소’는 현대에 대치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초현대의 특
징들이며 ‘장소’와 함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마르크 오제, 「도시 그리고 도
시적인 것의 식별」, 『불어문화권연구』, 4집[1994], pp.115-117; Marc 
Augé, Non 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 
(London: Verso, 1995), pp.75-115; Grant Boswell, “Non-Places and 
the Enfeeblement of Rhetoric in  Supermodernity”, Enculturation, Vol. 
1-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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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19) 그러나 이러한 공간인식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장례 및 묘지매장을 통한 죽음과 조상에 대한 관념, 자신의 제사를 

치러줄 후세에 대한 인식이 결부되어 거주국의 ‘장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했던 인천 선린동 및 북성동 일대 화교의 

장례식(葬․)의 경우 예전에는 대개 고인을 마을에 있는 공소(公所)에 

모셔 3일장을 치르고 묘지로 모시고 가거나 화장(火葬)했었다. 공소에 

시신을 3일간 모셔두는 동안 가짜 돈과 누런 종이(종이에 동그랗게 원 

모양의 흔적을 내 돈을 상징하게끔 한다) 혹은 금·은박지로 만든 가짜 

금과 은을 태우는데 고인이 저승 가서 쓰라는 의미이다. 차이나타운 

내에 상여가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없어진 지 3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역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장례를 도왔으며 장례식 후에는 장례 때 수고한 사람들을 모셔 

음식점에서 식사를 접대했다. 장례를 치를 때 음식접대는 무척 중요한데 

상중이나 상을 치른 후에 접대하는 장례음식을 ‘스다완’(十大碗)이라 

한다. 스다완이란 10개의 큰 그릇을 뜻하며 각 그릇에는 모두 탕(湯) 

종류의 음식이 나온다. 국물의 재료로는 두부, 완자, 고기, 생선 등이 

들어가는데 재료들을 모두 튀긴 다음 국물을 낸다. 이 중 가자미 말린 

것은 꼭 들어간다고 한다. 탕 종류로만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슬플 

때 잔치음식처럼 푸짐하게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문상객들에게 

술대접은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술안주로 국물이나 먹으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한다. 문상객들이 국만 있는 음식에 식상할까 싶어 간혹 

상주(喪主)가 음식에 냉채(冷菜)를 추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장례를 치르는 화교 가정에서 스다완으로 접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장례를 치르는 

19) 이창호,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
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학위 논문(2007). 

   ________ ,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
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2008), pp.7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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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접대 방식을 고집하기도 한다.20)

상주(喪主)가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내에 빈소가 모셔져 

있었다. 상중(喪中)임을 뜻하는 기중(忌中)이라는 한자가 식당 문 앞에 붙여져 

있고 영정 앞에는 중국식 제사 음식이 차려져 있다. 제사상을 중심으로 고인

(故人)이 된 여성의 오른쪽에는 장례식에 놓는 종이로 만든 소가 놓여있으며 

종이로 만든 시중드는 사람들도 고인 영정 옆에 각각 놓여있다. 종이로 만든 

이러한 장례물품들은 묘소에 도착해 매장하기 전에 모두 태워진다. 

위의 사례는 필자가 현지조사 시 방문한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장례식 

풍경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장례식은 병원 영안실의 장례식이 일반화 

된 오늘날의 화교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되었다. 요즘은 

주로 병원 영안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례업체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접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문객들은 장례에 참석하여 부조금을 내거나 조화를 보내는 

것으로 역할이 줄어들었다. 묘지는 부평공동묘지와 시(市) 공동묘지를 

사용했으나 요즘은 경기도 파주의 용미리(龍尾里)에 마련된 묘지에 

매장한다. 

부평의 공동묘지는 한국인 국적의 망자의 묘지와 중국인 국적의 

망자의 묘지가 확연히 분리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화교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배제와 차별의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중국인 

묘지의 두 차례나 걸친 이장(移葬)일 것이다. 인천 차이나타운 인근의 

남구 도화동에는 과거 중국 조계지 시절부터 중국인 전용묘지가 

있었으며 인천 화교사회의 중요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8년 이 묘지 터가 인천시에 의해 시립 인천대학교 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중국인 묘지는 묘지 이전의 대가로 받은 

인천시 외곽에 위치한 남동구 만수동 산 6번지 국유지로 옮겨가야 

했다. 유연묘(有緣墓) 515기, 무연묘(無緣墓) 1,482기와 새로 별세한 

중국인 유해 876기가 만수동의 새 묘지로 이장되었다. 그러나 이 

20)  스다완 음식에는 항상 국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결혼식 때와 같이 기쁠(喜) 때 
쓰는 음식으로 접대하는 경우도 많다(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
물관,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2003], p.540). 결혼식, 회갑연 등 경사에 
쓰는 음식으로는 해파리, 장유(酱肉, 흔히 오향장육[五香醬肉]으로 부름), 쭈
꾸미,  해삼쥬쯔(海參肘子),  삭스핀 요리(翅菜), 전가보(全家福, 전가복이라
고도 함), 왕새우튀김, 굴튀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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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된 무덤들도 얼마 못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 인천의 

도시 확장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만수동 일대가 개발되게 된 

것이다. 결국 1988년 인천시와 화교협회간의 협의 후 묘지조성공사를 

거쳐 1990년 다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공동묘지로 다시 묘소를 

재이장하게 된다. 만수동에 있던 2,837기의 분묘 중 중국 고향이나 

미국 등지로 이장하고 남은 1,908기가 안장되었고 묘지 정상부에는 

위령탑이 건립되었다. 현재 부평의 공동묘지에는 한국인 묘소와 중국인 

전용묘소가 구역을 나누어 위치하고 있다. 

 만수동 지금 15층 아파트 막 지었거든. 근데 거기를 한국사람 이더라면(한국

사람 이었다면) 안비킨다(하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건데. 그러면 도시 한복판 

녹지도 될 수 있고. 화교니까, 힘없으니까 쫓겨날 수밖에...거기서(만수동) 이

리로(부평 공동묘지를 가리킴) 이사 왔다니까. 거긴(만수동) 아주 번화가 돼

버렸지. 산사람도 수난이고 죽은 사람도 수난이야. 수난의 연속이야. (정부에

서) “너거들 뼉다구 빨리 치워 비켜 썩은 뼉다구들 빨리 치워. 개발해야 되니

까 썩은 뼉다구들 빨리 치워.” (화교들이) “예예 알겠습니다.” 이 모양 이 꼬라

지지 뭐. 내 표현이 너무 더러웠나? 돈(보상금) 많이 줬나? 돈도 많이 안줘요. 

(화교들이) 이래서 거지되고 저래서 거지되고...거지 아인가? 아휴... (2005년 

8월 7일 비○○[65]씨와 부평 공동묘지에서 인터뷰 중). 

중국인 묘지는 중국인의 독특한 세계관이 반영된 ‘신성화된’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다. 여(Brenda  S .  A .  Yeoh)는 

싱가포르(Singapore)에서의 근대 도시개발에 따른 중국인 묘지 

이전(移轉)의 사례를 통해 중국인 공동체의 묘지에 대한 개념과 영국 

식민지배 체제하의 싱가포르 시정부의 개념이 경합되고 협상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21) 중국인 공동체는 묘지를 경관의 

중재(medium of landscape)를 통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상호호혜와 

상호결속을 강조하는 풍수(風水)적 관념이 지배하는 '신성화된 

공간'(sacred space)의 개념으로서, 시정부는 서구 유럽적인 관념, 

즉 공공위생을 포함한 교외에 위치한  ‘영원한 휴식의 공간’(eternal 

resting places)이라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 관념들은 

담론화되어 경합된다.

21)  Brenda S. A. Yeoh, Contesting Space: Power Relations and Urban Built 
Environment in Colonial Singapor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2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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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사회의 개발과정 중에서 이러한 독특한 중국인들의 문화는 

반영될 수 없었다. 묘지이전의 사례처럼 정부 수립이후 한국에서 중국인 

혹은 화교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란 애초부터 경합되거나 협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의 개발계획에는 에스닉 집단의 문화적 관념 

같은 것은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묘소는 

단지 일반인이 사는 집이나 토지처럼 같은 면적만큼 보상을 해주면 

그만이었던 것이 당시 정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화교들은 자신들의 

집단묘지가 단순히 ‘땅’이 아니며 거기에 묻힌 것도 단순한 ‘썩은 

뼉다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통하는 조상의 ‘혼’(魂)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정책을 피해 대만이나 미국 등지로 

재이주해 정착에 성공한 화교들은 조상의 묘를 다시 그들의 거주국에 

이장하기도 한다. 일부는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대륙의 적관에 

조상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굳힌 화교들의 경우는 결국 거주국인 한국사회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며 이곳에 묻힐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살겠다는 자신의 부모 때문에 유학이나 이민을 포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22) 노년층은 물론이지만 이제 40대 후반에서 60세 

사이의 중장년층 화교들의 관심사 중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장례를 누가 치러주며 사후에 

제사를 자녀 중 누가 지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III. 자녀교육과 제주(祭主) 선택의 전략   

한국에서 화교들은 2~3대 이상에 걸쳐 한국에 정착하거나 태어났어도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및 속인주의에 근거한 국적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화교들에게는 2002년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임시방문 혹은 단기체류가 목적인 다른 

22)  1970년을 전후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를 위주로 외
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일기 시작했을 때 젊은 한국 화교들이 일본에 관
광비자로 대거 진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수입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음식
점 등의 사업을 시작한 화교들도 있다. 이들은 부모가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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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거주자격’(F-2 

비자)이 부여되기는 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유지되려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던 1995년까지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했고,23) 일시적인 용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외국을 방문한 뒤 생활근거지가 있는 국내로 들어올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실정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계속적인 

국내 체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강제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 때문에 화교의 거주 자격은 

한국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이에 따라 화교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취업이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에서 제한받아왔다. 공직이나 공무원 임용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할 엄두도 내지 못하며 일반 

직장조차 어렵게 들어가도 승진이 되지 않았다.25)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화교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화교학교를 

졸업하면 자신들의 국적국인 대만의 대학에 진학시켰다. 자녀교육을 

위해 아예 전 가족이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대만에서 

23)  1995년 12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거주(F-2)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최장체류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
다(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참조).

24)   장수현,「한국화교의 현실과 도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p.263-264.

25)  공직과 관련된 화교의 취업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경찰공무원, 군인, 외무공
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등은 해당 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
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
항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나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보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식으로 기회가 제
한된다. 이에 비해 전문직종은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자영업 등은 자유
롭게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 박현옥·박정동,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
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3), p.78.



127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공부하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머무는 이른바 ‘기러기 부부’26)로 

살았던 화교들도 있다. 그러나 대만 역시 사람들이 한국에서 건너온 

화교들을 외성인(外省人) 혹은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27)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의 문제28)가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공부를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한국 화교 중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재이주를 결행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 

애초 제가 자라는 그 당시에는 대만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대만으로 유

학 가는 이유가 점수를 좀 대우해 주죠. 외국에서 보는 시험은 같은 시험지인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점수를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가기가 좀 수월

했습니다. 대만에서 학교를 나온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마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대만에서 정착을 했다는 거죠. 정착을 하는 이유가 

26)  자녀의 유학이나 자신들의 취업 상 거주지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
을 뜻하는 ‘기러기 부부’나 ‘기러기 가정’ 혹은 ‘기러기 아빠’와 같은 표현들은 
한국 미디어의 영향으로 화교들이 간간히 쓰는 표현일 뿐 중국어나 화교들의 
표현에는 적당한 단어가 없다. 간혹 자식의 대만 유학생활을 위해 아내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는 남자들에게 친구들이 농담 삼아 ‘광궐’(光棍儿)이라고 부
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로 홀아비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단션한
(單身漢), 왕라오우(王老五), 두션쯔(獨身仔)가 있으며 모두 ‘홀아비’에 해당
되는 표현이다. 의미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라 정말 친한 사이일 경우에만 
농담으로만 칭해진다.  

27)  본성인(本省人)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만 사회에서 화교들은 외성인(外省人)
으로 구분되었으며, 심지어는 외국에서 태어난 화교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김기호 2005: 49). 400여 년 전 대만에 이주해온 푸젠성
(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 출신을 합쳐서 본성인이라 하고 1945년 국민당 
정부와 함께 넘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구분 역시 선거 때마다 바뀐다고 한다. 선거가 많은 대만에서 선거 때마다 정
치인들의 편 가르기 때문에 대만에 이주한 화교들은 “여기서는(평상시에는) 
본토사람, 선거 때는 외성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도 선거 때의 
편 가르기가 익숙해져서 한국에서 대만에 정착한 화교들은 오히려 그렇게 나
눠져서 불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한다. 

28)  병역문제는 화교들이 제일 싫어하고 말하기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대만에서 살기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은 것이 화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
국 화교들의 경우 대만의 대학에 진학한 후 대학재학 시절 받는 6~7주의 군
사훈련은 거의 모두 받았지만 졸업 후 한국에 다시 갈지 대만에 정착할지 앞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만에 
정착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대개의 경우는 군대를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
이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에서 남자의 경우 만 16세 이상은 학생 신분
이 없으면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하는데 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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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맞고. 맞는 이유가 첫째 직장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직장을 못 찾아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죠. 

나머지 10%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식당 쪽으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지

금까지도 외국에서 저 같은 경우. 저는 자식이 없다보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

다. 자식이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느냐에 생각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문

제가 첫째거든요. 지금 애들한테는. 여기 와서 교육받는 면이 부족하다 보니

까 자식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들 하실 거예요(위

엔○○, 남, 47세, 인천 차이나타운 내 민예품점 운영). 
 

그러나 화교들 중 한국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서 가족 전체가 

대만이나 미국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자식들만 대만의 대학에 보내야 

할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의 경제적 기반 때문에 

자신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결국 한국에서 임종을 맞이할 텐데 

과연 누가 노인이 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장례를 치러주며, 사후에 

제사를 지내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많은 한국 화교들은 

자식들에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느 나라든)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적어도 한 명 정도의 아들, 특히 

장남(長男)은 한국에 남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가정 내의 갈등 요소들이 

있을 경우 2남이나 3남이 재산상속을 받고 제주(祭主)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부친 사후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할 경우 장남이 남아서 

한국에서의 재산과 묘소를 지키기도 한다. 만일 피치 못하게 장남도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면 묘소를 해외로 이장하기도 한다. 만일 

딸만 있다면 굳이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 중에 한 명이 남아 제사를 

지내주기를 원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에도 외동딸이 남아서 죽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 쳰마마(75세)로 불리는 

이 여성은 자신 역시 결혼 후 외동딸을 두었는데 이 딸에게 재산상속을 

하고 자신의 제사를 지내게 할 예정이다. 김광억은 제사를 받들 자손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상호 비교해놓았다.29) 즉 한국에서는 아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서 아들이 

없으면 딸을 젖혀두고 양자를 들이는 한국과는 달리 딸에게 가계를 

29)  김광억, 「祖上崇拜와 社會組織의 原理: 韓國과 中國의 比較」,『한국문화인
류학』, 18집(1986),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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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케(이 경우 데릴사위를 들인다) 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치찌(忌祭)나 니엔지에지(年節祭)는 반드시 장남이 제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윤번제(輪番制)로 지내기도 하며 분가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는 부모의 신주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모시고 빠이빠이(拜拜)를 행한다. 또한 중국에서의 제사는 재산상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재산상속을 받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기도 

한다. 

한국 화교들은 꼭 장남만이 제주가 되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장남이 

제주를 맡기를 원하며 장남에게 재산상속을 하고 싶어 한다.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와 장남이 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른 상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을 만큼 장남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한 

화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장남 위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한국에 남아야 할 아들이 과연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화교들에게 이러한 자식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상황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늘어났던 한의대의 

신설 및 화교들에 대한 특례입학의 기회였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기업체나 공무원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화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영업밖에 없었으며 다른 직종을 선택하려면 대만이나 

미국으로 유학하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던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국 대학에서 화교 학생들의 한의대 특례 입학을 허용한 것은 

화교사회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화교 

부모들은 당시 자녀들을 한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대학과 

관련된 인맥과 연줄을 찾아다니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열성적인 부모들 덕에 당시 입학했던 화교 학생들은 졸업 

이후 실력과 재력을 겸비한 한의사가 되어 화교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30)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화교 한의원이 

한국 한의업계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1985년 대한한의사연합회의 

30)  그러나 입학 후 중도 탈락한 학생들도 꽤 많았다. 한자로 씌여진 원서들이 많
은 탓에 처음 입학 후에는 한자에 익숙한 화교학생들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
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학문의 난이도가 높아져 중도에 탈락하거나 
자진해서 그만 둔 학생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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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따라 ‘漢醫師’를 ‘韓醫師’로, ‘漢醫院’을 ‘韓醫院’으로 개칭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31) 또한 한의대의 특례 입학도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시작했다.   

왕: (저는) 화교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경주 동국대학교 한의대 나오고. 

우리 그때부터요 한의과대학이 갑자기 화교들의 인기종목이 되요. 

연구자: 그때부터라고 하면?

왕: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갑자기 다들 한의사에 갑자기 눈이 

돌아간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유망종목은 아니었어요, 한국사람한테는. 근데 

화교들은 그쪽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야오: 그때만 해도 한의대학에 교수가 없었어요. 누가 와서 교수하냐 하면 한

의사 와서 교수하고...

왕: 화교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요. 지금은 한방이 최고 인기 종목이에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학생들 한의대 하면 별로...“의대 

가지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특히 부각을 나타낸 건 뭐냐면 80년대 초중반

부터... 그때 우리 야오목사하고 한 클라스(class)에 화교가 37명. 한과에 148

명이었는데 화교만 1/3 차지했어요. 25% 차지했어요. 전무후무해요. 화교들

이 한 클라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이에요. 그 후

로도 없고 그 전으로도 없어요. 

야오: 다른 전망이 없으니까..

왕: 왜냐면 화교들은 기업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회사(를)

차린다는 것도 불가능 하고...능력이 없으니까..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회

사 차린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말하자면) 어려운 환경이죠. 안 해 봤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한

의사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중략)

왕: 한의사나 일부는 선택된 케이스죠. 부모들이 미리 생각해서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라 해서 길을 선택해줬는데 아직까지 80%는 짜장면집이에요.

    (왕○○: 남, 45세, 한의사/ 야오○○: 남, 49세, 목사, 과거 한의대 입학 

후 자퇴).  

그러나 왕 씨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한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 대학의 학과에 진학한 화교들은 졸업 후 취업이나 승진에 

가로막혀 집에서 부모의 음식점 일을 거들다가 결국 부모의 대를 

이어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화교들 역시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창이나 같은 연배들의 모임에서는 자식 자랑을 

31)  박현옥·박정동,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
구』(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3), pp.53-54.



131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는 한국에서 약사나 한의사 혹은 의사, 

둘째는 대만에서 교사, 딸들은 대만 혹은 미국에서 박사나 사업가와 

결혼해서 잘살고 있다”고 하면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는 

케이스이다. 즉, 자식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다른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성공한 경우가 전형적인 성공사례인 것이다. 

한 사례로 화교인 P씨(65세)는 6남매를 두었는데 가족 사항은 다음과 

같다. 

 

큰아들은 현재 인천 S동에서 한의원하고, 큰딸은 (대만에서 대학 졸업 후 미

국으로 취업해서)미국 뉴욕 맨하탄 은행에 근무하다가 남편(재미 중국인)을 

만났는데 남편은 향수병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 잘살어. 작은 딸은 태

국 화교와 결혼했는데 역시 부잣집이고, 셋째 딸은 대만에서 대학 나와 교사

하다가 박사(학위)가 3개인 사위와 결혼했고, 막내딸은 K음식점(예전 대형 중

국음식점) 하던 집 아들(화교)과 결혼했고, 막내아들은 H대 전자공학과(서울 

소재) 나와서 제주도에서 여행 가이드 하고 있어. 막내아들 여행사 하나 빨리 

차려 줘야 하는데...   

이 화교는 너무나 ‘자식농사’를 잘 지어서 다른 화교들이 시샘할까봐 

남들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32) 셋째 

딸의 혼사에는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딸이 한국 화교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대만에서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타이베이시(台北市) 

스린구(士林區) 치산로(至善路) 쪽의 국립고궁박물원 주변에 비싼 집을 

얻어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몇 년간 같이 살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P씨는 박사학위가 3개인 셋째 사위를 얻었다. 이 화교는 첫째 아들이 

한의대를 졸업하자 인천에 한의원을 차려주었다. 막내아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좋다고 했으나 막내아들이 한국에 남기를 

원해 앞으로 막내에게 한국에서 여행사를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뒷바라지라고 한다. 아들들에 비해 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결혼하도록 장려했다고 한다. 네 딸 중 

세 딸이 현재 미국, 태국, 대만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는 시간이 나면 

현지에 가서 딸들을 만나고 오기도 한다. 가면 딸의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오는 것이 일이지만 너무나 즐겁다고 한다. 

32)  화교들에 대한 현지조사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기
본적인 신상조차 비밀로 한다는 것이다. 화교사회가 좁아 자식들에 대한 얘기
를 할 경우 금세 소문이 나며 소문도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어 “누구 자식은 
어떻고...”하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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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명절인 춘제(春節)는 해외의 손자손녀들이 한국에 모두 
모이는 때이기도 하다. 그는 손자손녀들이 모여 같이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놓고 흐뭇해한다. 이 사진 옆에는 이 

화교 부부와 아들 딸 6남매가 같이 모여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그러나 P씨의 경우는 ‘행운’에 속하는 것일 만큼 드문 사례이다. 

대다수의 경우 첫째 아들이 한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의 취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놀면서 부모의 음식점 일을 돕고 있으면 부모가 

음식점을 물려주거나 중국식 계(契)인 후이(會)를 통해 새로 음식점을 

차려주는 경우가 많다.33)

한국사회의 신분상의 불안과 사회의 차별에 대한 화교들의 반응 중 

하나는 위의 사례들과 같이 교육을 통한 자녀의 신분상승이었다. 이는 

자식들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삶의 고난을 이겨내려는 대리만족의 

방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묻힐 이 땅에서 후손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조상숭배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IV. 한국사회의 세계화 정책과 화교의 대응

1992년 한중수교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화교들에 

대한 정책은 상당부분 완화되기 시작했다.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34)이라는 점에서도 

법제도의 개편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33)  필자가 조사한 화교 가정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 국내 대학의 
미술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교사임용이 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의 음식점 일
을 돕다가 아예 배달통을 들고 음식 배달을 나가기 시작한 자녀도 있었고, 대
학의 관광학과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집안일을 돕고 있는 자녀들도 
있었다. 

34)  김준우·안영진은 송도경제자유지구 개발의 배경과 동인에 대해 외국자본으
로 대표되는 시장에 의해 세계화가 자동적으로 실현되었다기보다는 ‘세계화
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준
우·안영진,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동인」, 『한국도시지리학회
지』, 9(3)집(2006),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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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1> 화교와 관련된 개정 법률 및 시행령, 규칙

연  도 법률 및 시행령 명 내             용 

 995.12.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법무부령 417호.

거주(F-2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최장체류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1998.5.25. 

법률 제5544호로 
전문개정

‘외국인토지법’ 
제정(‘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 

종전 개인의 경우 660㎡이하의 주거용지와 165㎡ 
이하의 상업용지 취득에 대한 제한과, 법인의 경우 
사무용 토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 국내거주여부, 사무용 여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1999.3.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교육부령 741호) 

제12조 (외국인학교)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은 이를 각종학교로 보아 
설립인가 할 수 있다(종전의 ‘조약·협약·협정이나 
외교관례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가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로 변경됨. 이에 따라 
종전 외국인단체로 되어있던 화교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됨).

2002.4.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17579호)

1. F-2(거주) 장기거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만 5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해당자의 20세미만의 자녀,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F5 
영주권을 부여한다. 
2. F5 영주권소유자에 13단위의 숫자를 외국인 
등록증번호로서 부여하고, 전의 등록증 및 번호는 
실효 된다. 

2005.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 7681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화교 4세대에 있어서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의 앞길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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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동·선린동 일대 차이나타운에서 대규모의 중국음식점과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으며 큰아들을 한의대에 보내려고 재수까지 시킨 판○○ 
씨는 2005년 지방의 한의대 특례입학전형에 아들을 지원시키면서 

시험과 면접에 같이 따라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학부형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자식들 시험 때 다 따라다니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특례입학에 지원한 조선족, 탈북자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멀리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도 한국교포들이 대거 특례입학에 지원하고 있었다. 

저희들이 대학교 문젠데...제 아들이 1년 전에 졸업했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작년 한의대 지망했거든요. 이번에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갈 예정인데. 화교

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특례로 들어갑니다.(중략) 화교들이 지금의 교육 받

고 재미교포나 재일 교포나(따라 잡을 수 없어요)...제가 따라 가봤는데 파키

스탄교포, 일본교포, 미국교포, 영국교포 많이 모여요. 한국 대학교 지망할려

고... 우리 화교의 실력 갖고는 앞으로 한국의 대학교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느

냐. 예전 같으면 저희들 세대에서는 한의대 들어가기가 아주 쉬웠어요. 한국

대학에서는 제발 좀 들어오시라고.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지금 실정에서는 문

호를 개방한 이후부터 한국의 경기가 사니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

재 화교들이 그 실력 갖고는 대학교가 진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나 대만 그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받고 싶어도 조건이 되면서

도 안돼요(판○○[47]). 

결국 판 씨의 아들은 재수까지 했지만 한의대 입시에서 낙방하고 경희대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했다. 판 씨는 현재 아들보다 공부를 잘해온 딸을 

연세대 치의대에 입학시키려고 분투 중이다. 심지어 연구자에게까지 

딸의 입학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례입학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 딸의 특례입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 

특례입학은 더 이상 화교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화교들이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한국의 유명 대학이 

아니면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점차 

세계화 되면서 화교들의 대학입학 역시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한국 내 이주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 있어 이주민 사이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경쟁은 단지 자녀의 교육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억압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차별로 가득 차 있던 한국사회를 등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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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10년 이상을 돌아다녔던 판씨 역시 법과 

제도의 변화를 기점으로 인천 북성동·선린동 일대 차이나타운에 

정착하면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뿌리 내리기로 마음먹었지만 신도시 

차이나타운 개발계획의 잇단 발표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통적인 

차이나타운의 경제적 번영이 계속 유지될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현재 

차이나타운에서도 지방정부와의 의견 조정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에 

혈안이 된 한국인 지역주민들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도 필요하며 

1992년 이후 중국대륙에서 건너오기 시작한 신화교(新華僑)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했듯 한국화교들 역시 

완화된 법과 제도에 안도할 새도 없이 변화된 한국사회에의 적응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가야 하는 시점에 놓인 것이다.            

V. 결론 

거주국인 한국사회의 그동안의 차별과 배제정책으로 인해 한국 화교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보다는 '공간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후이(會)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실천 속에서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조상숭배관념과 제사 등은 거주사회를 ‘장소’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한다. 즉, 이미 한국화교들은 한국사회를 일종의 경험과 

정체성이 없는 비장소(non-place)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실제적 장소로서 인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주민인 

화교의 거주국에서의 독특한 지연(地緣) 및 혈연(血緣)의 개념이며, 

여기에 전통적인 조상숭배관념이 합쳐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감각은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있어 현실로 

나타나고 전략화 된다. 자녀라고 할 수 있다.35) 이제 세계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속인주의, 시민권의 개념, 이주의 개념들이 

화교사회의 문화와 전략을 통해 새롭게 재고(再考)되고 있는 것이다. 

35)  화교의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노인들의 경우 더 이상 불이익 조치나 불
편함을 느끼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각종 세금을 다 내면
서 오랫동안 살아온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한국 친구’들처럼 공짜 지하철 표
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인식해왔다. 이밖에도 교육세를 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해 학비 부담이 가중되었
던 화교자녀의 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연합뉴스, 「<’복수국적 
허용’ 진단>: ③당사자들의 입장(完)」[200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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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ce Recognition and Migrationism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 Focusing on Ancestor Worship and Child Education
 

Chang-Ho Lee

 In Korea most of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were 

disintegrated and many overseas Chinese turned to low end 

restaurant business for survival in face of the anti-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and urban planning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ing dispersed to different cities they can only 

affirm their cultural identity through social and family events like 

hui, wedding, funeral, and other annual events. They became more 

and more a spatial community instead of a territorial community. 

 But owing to the conceptions of ancestor worship and 

memorial service for one's ancestors host society is recognized 

as 'places' by overseas Chinese in Korea. In other words, although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recognize host society as a non-

place, lacking experience and identity, they also consider Korea 

as the actual place where they will be buried.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overseas Chinese's special 

ideas of diyuan (地緣) and xueyuan (血緣) which are combined 

with their concept of traditional ancestor worship. Such a sense 

of place is actualized in their strategies for child's education and 

career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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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verseas Chinese, Space Recognition, Migrationism, 

Ancestor Worship, Child Education 



이민인종연구회 137http://www.homomigrans.com

다민족∙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 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박용희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09년

윤 용 선(한성대학교)

시의적절한 책이 한 권 출판되었다. 진화를 거듭해 온 시장경제는 

마침내 지구화의 시대를 열었고, 지구화의 바람은 매우 거세 

국가의 경계를 고집하는 것이 머지않아 당랑거철(螳螂拒轍)이 

될 성 싶다. 오늘날 인류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을 사용하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만들어낸 

IT 기준과 규범 속에 살아가는 단일한 소비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적어도 소비에서 만큼은 이질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상품만큼이나 사람의 이주도 전례 없이 

크게 증가해 세계 시장경제에 동참한 나라의 도시 거리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방인'들을 볼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존속되었고 

지금도 건재한 국민국가 경계의 의미와 위상이 변화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경계가 허물어질 것 같은 마당에 경계를 전제한 담론을 되짚어 

보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민국가를 서술과 사유의 기본 단위로 

하는 것에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역사학의 경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돼 여러 국가들의 민족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를 

하고 있다. 전 세계 7개국의 민족사 현황, 배경, 쟁점, 변화 등이 

다루어진다. 다민족 국가 5개국(미국, 남아공, 러시아, 멕시코, 

스페인)과 저간의 민족사 서술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전제해온 

2개국(프랑스와 독일)을 또 다른 범주로 구분한 것이 이채롭다. 

e-Journal Homo Migrans Vol.2 (June 2010): 137-141

  
     서평  



Homo Migrans Vol. 2(June 2010)

138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7개 

국가에서 민족사가 생성 및 발전해온 과정을 스케치해보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필자가 이 책을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

각국의 민족사 서술에 관해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  남아공,  멕시코 등에서는 민족사를 

통해 권력집단의 작위적 정체성을 주조하고 이에 근거해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며 소수민족이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와 반대로 스페인의 경우는 국가통일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상실한 지역이 중앙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자 일종의 

완충장치로 중심부와 구분되는 지역 정체성을 민족사를 통해 

추구한다. 러시아에서는 문화학과 역사학이 급속한 영토팽창이 

이루어진 19세기에 접어들어 뜬금없이 '러시아 정체성' 찾기에 

매진함으로써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아니지만, 때가 때인 만큼 우리의 

시선을 잡아끈다.

이 책이 말하는 또 다른 내용은 역사 방법론으로서 민족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란 과학적 문제의식이나 사유와 동떨어진 

채 현실 정치적 색깔을 진하게 띤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사는 

역사도 그리 길지 않다. 단순히 연대기적으로만 보면 민족사의 

등장을 유럽에서 국민국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5세기로 

볼 수 있지만, 민족사가 구체적으로 정립되는 것은 정치적 혼란과 

민족주의/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19세기였다. 지배 권력과 

집단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민족사를 활용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시기였다. 그밖에 권력과 헤게모니를 장악한 

집단이나 민족은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따라 자신만의 자의적인 

역사를 가공해내다보니 비주류 집단이나 민족은 역사가 결핍된 

존재로서 주류 집단의 지배를 수긍하게 된다. 이 책은 민족사의 

이러한 한계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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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면, 민족사가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였다. 민족사에 대한 비판과 거부는 각 

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다민족 국가의 경우 민주화를 

통해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회적 소수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자, 기억의 억압을 강요당했던 소수자가 마침내 

자기 역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민권운동이나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같은 사회∙정치적 운동은 흑인이나 인디오의 억압된 

자의식을 소생시킴으로써 '공식 역사'란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된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우는데 

기여했다. 

정치권력 관계의 변화가 배재된 역사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남아공에서는 현실 정치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종말을 고한 후 

다양한 민족의 역사가 비로소 운위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소연방 해체 이후 그동안 통제되었던 각 지역과 민족의 

역사서술이 자유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민족사 

서술이 현실정치나 지배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특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 역시 민족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과거 민족적 동질성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이주자의 대량 유입으로 이미 오래 

전에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학문적 

논의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세대를 거듭하며 엄연한 

사회구성원이 돼버린 이주자를 유령 취급하는 역사서술과 

교육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주자의 현존재를 

무시함으로써 이따금씩 폭력적인 사회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주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주류집단의 민족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표현이 

아니며 자칫 분열과 비효율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프랑스와 독일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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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족사의 변화란 해체인가 재구성인가? 프랑스에서는 

해체가 아닌 재구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민족과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는 해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책은 

말한다. 총 7권 6,000여 쪽에 달하며 130여 명의 역사가들이 

동원된 『기억의 장소』는 2천년에 걸친 프랑스 역사의 편린들을 

특정 가치나 기준에 의거해 손질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개방적 민족사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는 파국과 고립을 초래한 민족 대신 평화와 

통합을 가능하게 해준 민주주의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작위적 경계에 기초한 민족사의 안티테제로 

탈경계 역사학이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읽을거리가 풍성한 책이다. 물론 모든 책을 

펼칠 때마다 기대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도깨비방망이를 이 책에서도 역시 찾기 어렵다. 성미 급한 

독자는 민족사의 대안은 대체 어디 있냐고 핏대를 올릴 법도 

하다. 하지만 이 책은 해결책이라고 무얼 쑥 들이미는 대신 함께 

골머리를 앓자고 잡아끈다. 이 책은 다민족ㆍ다문화 시대에 

갈수록 거추장스러워지고 자가당착적인 민족사라는 골동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기는 최소한 유발한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초라한 성과는 결코 아니다. 

*

일곱 명 저자의 대화에 한 마디 끼어들자면, 과거의 민족사 

서술에 당시의 권력관계가 뚜렷하게 투영되고 있듯이 민족사의 

미래 역시 특정 국가나 사회에 현존하는 권력관계의 틀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바꿔 말해서 민족사의 

운명은 담론이나 사유가 아니라, 객관성이나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의 윤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이나 사회집단 간의 충돌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사가 절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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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란 분명 '상상의 공동체'이지만 권력이나 헤게모니를 

장악한 집단에게는 지배 권력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실의 공동체이기도하다. 실체가 없는 것은 찰나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민족이나 민족사가 바로 

그런 경우이며, 이는 불편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민족사는 거세지는 저항으로 점차 상승하는 유지비용이 

얻는 이익보다 커질 때 비로소 자기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제국주의 시대에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였던 민족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율성을 갖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민족사의 해체를 위한 담론의 도출과 공론화와 더불어 

소수집단의 부단한 저항이 더욱 필요해진다. 여기서 핵심은 

현실 정치에서 실재로 압력으로 작용하는 소수집단의 저항이며, 

담론은 기존의 민족사를 단칼에 해체시키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변화를 강요하는 보조 수단에 가깝다. 담론은 대중의 

지지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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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승 은(한성대학교)

전쟁과 그 휴유증
: 보스니아 영화 <그르바비짜 Grbavica>를 보고1)

‘전쟁은 마지막 총성이 멎은 후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다. 평범하다 
못해 진부하게  느껴지는 일상이지만,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그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쟁의 결과가 파괴적임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2006년 개봉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화 
<그르바비짜>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결코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보스니아 사람들의 지난한 삶에 관한 영화이다. 보스니아 출신의 
신예 여성 감독 즈바니치(Jasmila Zbanić)가 만든 이 영화는 전쟁 
동안 강간을 당하고 낳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싱글맘 에스마의 삶을 
조명한다. 강간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피해로 인해, 마음대로 피해자임을 
말하지도 못하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강간 피해 
여성들의 아픔과 깨어진 삶을 묵묵히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의 제목 <그르바비짜>는 의미심장하다. 
‘그르바비짜’, 즉 대문자 Grbabica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 
외곽에 위치한 곳의 지명이다. 사라예보 국제공항이 위치한 이곳은 
보스니아 전쟁기간 동안 세르비아군이 공항과 제공권 장악을 위해 전쟁 
초부터 장악했던 곳으로 그만큼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됐던 곳이다. 
유고슬라비아 해체전쟁(1991~1995)이 보스니아에서도 치러지는 
동안(1992~1995)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약 2만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세르비아 군인들에 의해 강간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전쟁에서나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이 자행되기는 하지만, 보스니아 

1) 한국에서 개봉당시 Grbavica를 ‘그르바비차’로 음역하였지만, 보스니아어의 
정확한 음역은 ‘그르바비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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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여성들의 강간은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하고 모욕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무슬림들 사이에서 ‘세르비아인들의 씨를 뿌리기 위해’ 세르비아 
군인들은 무슬림 여성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여 강간하여 임신시키고 
낙태하지 못하도록 임신 말기까지 감금하였다. 그러나 집단 강간은 
보스니아 전역에서 자행되었으며, 이곳에서만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르바비짜를 영화의 주 무대로 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 때문일 것이다. 소문자 grbavica는 
보스니아어(남슬라브어)로 ‘등에 혹이 달린 여자’, ‘여자 곱추’를 뜻하는 
말이다. 등에 난 혹처럼 어쩔 수 없이 낳아야 했던 가해자의 아이를 평생 
키워야 하는 피해자들의 짐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에스마(미랴나 카라노비치 분)는 12살 난 딸아이 사라(루나 
미요비치 분)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조용한 그리고 우울해 보이는 
싱글 맘이다. 특정한 직업은 없고 손재주가 있어 재봉 일을 하며 근근이 
먹고 산다.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잡지책에 나오는 드레스를 똑 같이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이름은 알 수 없는 여성 단체에 나가기도 하며, 
거기서 받는 80유로(약 12만원)가 주요 수입원으로 보인다. 그 돈을 
받는 날이면 시장에 나가 사라가 좋아하는 송어를 사다가 요리를 
한다. 생선 요리는 딸만 먹이고 정작 자기는 빵만 먹지만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평범한 엄마이다.

영화의 본격적 이야기는 딸 사라가 학교 수학여행을 신청하면서 
벌어진다. 보스니아에서 수학여행은 사라와 같은 초등학교 학생에겐 
중요한 행사이다. 가뜩이나 사춘기 말괄량이인 사라는 들떠 있다. 
더군다나 선생님이 전쟁 중 사망한 순직 군인들의 자녀들은 무료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에 사라는 더욱 신나한다. 사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 중 사망한 군인으로 알고 있다. 시체가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전사했다는 증명서만 제시해도 수학여행비 200유로(약 
30만원)는 무료라는 말에,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만 엄마는 
왠지 시큰둥 하고, 차일피일 증명서 떼어오는 일을 미루기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의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는 것은 엄마가 
둘러댄 거짓말이고, 사실은 에스마가 전쟁 중 강간당해 낳은 딸이 
사라이기 때문이다. 사라에게 아버지가 누군 인지는 말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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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마는 그때부터 딸의 수학여행비 200유로를 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 
사라예보 여기저기를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허사이다. 결국 술집에 
웨이트레스로 취직한다.

영화 내내 전쟁은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에스마가 강간당했다는 
사실도 몇 몇 장면에서 보이는 에스마의 반응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에스마를 깨워 엄마와 베게 던지기 놀이를 
하며 집안을 뛰어다닌다. 놀이 도중 사라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오자 
에스마는 갑자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사라에게 ‘그만둬’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에서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 붐비는 
버스에 앉아 있는 에스마에게 어떤 남자 승객이 지나가는 승객에 밀려 
자신의 몸을 밀착하게 되자, 놀란 에스마는 그대로 버스에서 내려 추운 
겨울 거리를 걸어간다. 또 술집에 취직한 에스마가 동료 웨이트레스 
우크마가 남자 손님과 애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기를 일으키며 
화장실로 도망가 무슨 약인가를 먹는 모습에서 상처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사라예보 겨울 3개월은 진흙과 눈과 안개로 덮여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화의 계절적 배경이 된 황량한 겨울은 전쟁으로 파괴된 보스니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동시에 그 쓸쓸한 환경 속에서도 
더 차갑게 냉대 받는 에스마와 같은 강간 희생자들의 삶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르바비짜>가 개봉되기 전까지 이들 강간 희생자의 
삶은 전후 보스니아 사회에서 타부로 여겨졌었다. 이들은 보스니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영화가 2006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성공을 거두자 비로소 여성 단체 주선 하에 
5만 명의 청원서를 받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이 
종전 된지 1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회적 침묵을 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르바비짜>는 에스마와 같은 강간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보스니아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파괴해버렸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우연히 쇼핑센터에서 만난 친척 아주머니에게 
에스마는 궁한 처지를 털어놓으며 돈을 꾸려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줄 
수 있는 것은 가방에서 꺼내주는 사탕 한 봉지가 전부였다. 연금제도가 
붕괴돼 그 아주머니도 살기 힘들며 미국에 있는 딸이 보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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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간의 돈이 아니면 벌써 굶어죽었을 것이라는 얘기 속에서 사회주의 
시절의 복지제도가 붕괴된 전후 보스니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연금 
수령자들의 힘겨운 상황을 엿보게 한다. ‘동창회에 가지 않겠다’는 
에스마에게 ‘동창 41명중 다 떠나고 이제 11명밖에 안남았다’는 절친 
사비나(야스나 오르넬라 베리 분)의 넋두리는 많은 사람들이 떠난 버린 
보스니아의 현실을 짐작케 한다.

에스마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남자 펠다가 ‘누나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게 됐다’는 통보를 통해 단순한 전쟁 중의 피난만이 
아니라 전후에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또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보스니아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읽어낼 수 있다. 펠다(레온 
루체브 분)는 에스마와 같은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로 뭔가 상처가 
있어 보이는 에스마에게 다가오려 한다. 그러나 강간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에스마에게 펠다와 같은 남자는 경계의 대상이다. 에스마는 
펠다와 자신이 각기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 같은 장소에 갔었음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다. 에스마는 원래 
의대생이었지만, 전후 결국 술집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고 있고, 펠다는 
경제학도로 비즈니스맨을 꿈꿨지만 결국 암흑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두 
사람의 비슷한 처지도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끈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 전쟁 기간 동안 ‘감자 1Kg을 15만원에 팔아먹던 모리배들이 전후 
세상을 지배하는’ 보스니아, 차라리 전쟁에서 싸울 때가 더 나았다는 
펠다의 불평을 통해 전후 복구가 녹녹치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끝난다. 수학여행비 
200유로를 구하지 못해 낙심한 에스마는 친구 사비나가 일하는 
구두공장으로 그녀를 찾아간다. 에스마는 사정 얘기를 하며 울음을 
터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사비나는 그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돈을 구하기 시작한다. 모두가 
궁핍하지만 서로의 주머닛돈을 털어 200유로를 마련해 에스마에게 
전해준다. 에스마는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벅차게 느꼈을 
것이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고, 에스마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사라를 버스까지 배웅한다. 
아버지의 전사 증명서가 아닌 200유로를 구하려는 에스마에게 대들며 
따지다 결국 자신이 강간당해 낳은 아이임을 사라는 알게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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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으로 삭발까지 했었다. 그러나 밝은 얼굴로 수학여행을 가는 사라의 
얼굴 속에서 관객들은 12살짜리 여자 아이 사라가 아픔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사라가 같은 반 아이들과 부르는 노래 
‘보스니아 나의 꿈의 땅’은 이들의 보스니아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르바비짜>는 개봉 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주인공 
에스마를 맡은 미랴나 카라노비치(Mirjana Karanović)는 세르비아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왜 세르비아인에 강간당한 무슬림 여성의 역할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느냐는 비판이 민족주의 성향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됐었다.2) 그러나 이는 세르비아인이냐 무슬림이냐의 민족적 구분을 
넘어 여성 강간 피해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즈바니치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편협한 민족주의적 편 가르기에 지나지 않다. 
에스마를 강간한 익명의 가해자들은 영화에서 ‘세르비아인’이 아니라 
‘체트닉’으로 불린다. 체트닉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과 
티토가 이끄는 빨치산에 대항해 전쟁을 벌인 세르비아 군대를 지칭하는 
말이나, 전쟁기간 동안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 군대를 비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세르비아인’ 대신 ‘체트닉’이라는 좀 더 한정된 
용어를 씀으로써, 세르비아 민족 전체에게 ‘집단 유죄’ 의식을 부과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즈바니치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의도는 잘 
드러난다. 집단 강간은 세르비아 군인뿐만 아니라 보스니아 무슬림 
군인들과 크로아티아군인 등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의 모든 당사자에 
의해 ‘전쟁의 무기’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무슬림 
여성이 입었다. 즈바니치 감독은 그 가장 큰 피해자의 얘기, 더군다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조차 냉대 받고 무시당하는 피해 여성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보스니아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 Mehrudin Murtic, ‘Towards a humanitarian cosmoplitanism’, Online 
Proceedings of ‘Sustaining Culture’(2008), Annual Conference of the 
Cultural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CSAA), UniSA, Adelaide De-
cember 6-8, 2007. http://unisa.edu.au/com/csaa/onlineproceedings.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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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
:  역사의 왜곡, 인종주의의 정수

황 혜 성(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그리피스(D.  W.  Gr i f f i th )  감독의 <국가의 탄생(The B i r th 

of  a  Nat ion )>은 1915년에 제작된 무성영화이다. 이 영화가 

로스엔젤레스에서 개봉되었을 때 영화 평론가들은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이 영화는 당시까지 상연된 영화로서 처음 만들어진 

스팩터클 영화였으며, 독창적인 카메라 기법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도 

단연 가장 앞선 영화였다. 그리피스 감독은 최첨단 영화기술을 

채택하여 전 세계 영화제작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영화는 

활동사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흥행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백악관에서 상영된 첫 번째 영화이기도 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앞선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은 내용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역사를 왜곡하고 인종분리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면서 흑인에 

대한 백인의 테러리즘을 정당화한 영화이다. <국가의 탄생>은 남북전쟁 

전과 전쟁기간, 그리고 재건시기(Reconstruction)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1) 특히 이 영화는 링컨 암살이후 대통령이 된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행정부 시기에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기위해 

노력한 급진적인 공화당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 같은 시각으로 인해 <국가의 탄생>은 역사왜곡의 대표적인 영화로 

꼽힌다.

1)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1861-1864)이 끝난 후부터 1877년까지의 시기를 
재건시기(Reconstruction)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북부는 남부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부의 연방 복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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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기간과 남북전쟁 후 재건시기를 배경으로 한 <국가의 탄생>은  

토마스 딕슨(Thomas Dixon Jr.)이 쓴 소설과 희곡 『클란맨(The 

Clansman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딕슨은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침례교 목사로 대중적 인기가 있었다. 인종주의자인 딕슨은 흑인의 

위험성을 미국 국민에게 일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노예제도와 남부 재건의 실상을 알리는 글을 쓰고자 

마음먹었고, 1902년 『레오파드의 점무늬(The Leopard's Spots)』를 

출판하여 인종분리와 흑인 억압의 필요성을 극화하였다. 그리고 3년 

후인 1905년에 <국가의 탄생>의 모태가 된 『클란맨』을 출판하여 

흑인의 위협에 대한 그의 우려를 묘사했다. 따라서 <국가의 탄생>이 

초연되었을 때에는 제목이 <클란맨>이었으나 딕슨이 더 강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제목으로 바꾸기를 그리피스 감독에게 제안함으로써 <국가의 

탄생>으로 바꿨다. 

영화의 원작가인 딕슨에게 흑인은 국가적인 문제 거리였다. 흑인의 

존재는 미국 문명과 백인 여성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 위험은 

재건시기에도 그랬듯이 1900년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떠오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영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자신이 

소설을 쓴 목적은 “북부 사람들에게 ... 재건기간동안 백인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을 알려주는 것이며 ... 세계에 백인이 우월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의 

탄생>은 그의 의도대로 ‘인간 이하인 흑인 남자’의 원초적인 본능과 

앵글로 색슨 종족의 생존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국가의 탄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어 

상영시간이 3시간 10분에 달하는 긴 영화로, 등장하는 두 집안의 

관계와 삶을 통해서 재건시기에 남부가 겪은 ‘비극’을 그리고 있다. 즉 

북부 펜실베니아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오스틴 

스톤맨(Austin Stoneman) 집안과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형적인 

농장주인 스퍼티스우드 카메론(Spottiswood Cameron) 집안과의 

관계를 통해 재건시기에 남부가 겪은 고통과 비애를 묘사하고자 했다. 

재건시기의 남부에서는 극단적인 흑인선동가와 ‘쓰레기 같은’백인과 

이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이제 막 해방된 무식한 흑인들의 한 표를 

이용하여 남부에 흑인 독재국가를 세우려하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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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영화가 시작되면 서막에 “활동사진을 위한 탄원”이라는 글과 

함께 끔찍한 전쟁에 대한 경고가 먼저 언급된다. 그리고 “17세기 

노예제도의 도입은 미래의 불화와 무질서의 씨앗을 심었다”는 자막과 

함께 미국에 끌려와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아프리카 흑인의 이미지가 

뒤따라 나오면서 영화 전반부가 시작된다. 그리고 남북전쟁 전의 

평화로운 남부의 정경이 펼쳐지고, 북부 스톤맨 집안의 두 아들, 

필(Phil)과 토드(Tod)가 기숙사 친구인 케메론가의 아들들을 만나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카메론가 저택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필이 마가렛 카메론(Magaret Cameron)과 사랑에 빠지고, 

카메론가의 아들 벤(Ben Cameron)은 필의 여동생인 엘지(Elsie 

Stonman)의 사진을 보고 한 눈에 반하는 사건으로 전개된다. 

한편 흑인노예들은 그들 숙소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고, 노예 주인들은 흑인노예와 하인들의 춤과 재롱을 보며 마냥 

즐거워한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온다. 새로운 행정부로 인해 남부가 

위협 받는다”는 자막과 함께 카메론 박사가 “만약 북부가 선거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남부는 연방에서 탈퇴할 것이다.”라는 신문 머리기사를 

읽어준다. 전쟁의 전조가 보이자 필은 마가렛에게 “다시 만날 때 까지 

자신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토드와 함께 북부로 

돌아간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모든 청년들은 입대하고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은 

두 집안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남부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한다. 전쟁 중 

북부 흑인병들은 카메론 저택을 약탈, 방화한다. 카메론 집안 여자들은 

남부 연합군이 흑인들을 쫒아내서 겨우 구출된다. 그러나 전쟁에서 

스톤맨 가의 막내 아들 토드와 카메론 가의 아들들이 전사한다. 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작은 단장(the Little Colonel)’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만 부상당하고 북부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는 그곳에서 

간호사로 자원하여 일하고 있는 엘지를 만난다.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오스틴 스톤맨과 다른 급진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남부가 전쟁 전 

연방에서 분리해 나간데 대해 급진적인 재건정책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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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그리피스가 전형화한 ‘재건시기’가 묘사된다.

따라서 영화의 후반부는 재건시기를 다루고 있다. 재건시기를 폭력과 

약탈의 시기로 묘사하는 후반부에서도 스톤맨가와 카메론가는 남부와 

북부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북부와 남부의 화합과 결속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나무 숲에서 벤은 엘지에게 키스하고 사랑의 징표로 

하얀 비둘기를 선사한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엘지는 결국 벤의 키스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패배한 남부는 쉽게 “쓰디 쓴 기억들을” 잊을 수 

없음을 다음의 장면으로 시사한다. 필이 정원에서 그녀의 애인이었던 

마가렛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 볼 

뿐 말을 하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벤으로부터 멀어져 정원 저 

편으로 걸어간다. 이때 그녀는 전쟁터에서 죽은 동생을 떠 올린다.

한편 스톤맨과 그의 흑백혼혈 부하인 시라스 린치(Silas Lynch)는 

투표권을 받은 흑인들의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향한다.  남부 거리에서 흑인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선거일에 투표장에 온 백인들은 되돌려 보내지는 반면, 

흑인들은 투표장으로 들어간다. 선거결과 다수의 흑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시라스 린치는 부지사로 당선된다. 새로 선출된 흑인 

국회의원들은 백인 시민들에게 흑인 관리들에게 경례할 것을 요구하고, 

인종간의 결혼을 허가하는 법령들을 통과시킨다. 

반면 “그는 남부 백인의 파멸과 하락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자막과 

함께 벤이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남부의 운명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백인 어린이들이 귀신처럼 하얀 천을 두르고 흑인 

아이들을 겁주어서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본 벤은 여기서 “영감을 얻어,” 

KKK를 결성한다. KKK는 “흑인 지배의 무정부 상태로부터 남부를 

구하는 조직”으로, 흑인을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남부백인의 

남부 통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엘지는 벤의 KKK 참여에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결국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어 또 다른 등장인물인 카메론가의 둘째 딸 플로라(F lo r a 

Cameron)가 숲속 샘에서 물을 바켓스에 담고 있다. 이때 그녀 집안의 

흑인 노예였던 거스(Gus)가 그녀를 발견한다. 거스는 노예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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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았고, 군대에서 인정받은 흑인이다. 그는 플로라 뒤를 

쫒아가 그녀에게 “(군복 모자를 만지며) 봐, 이제 나는 장교야. 나랑 

결혼해줘”라고 말하며 청혼한다. 거스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플로라는 그의 뺨을 때리고는 숲으로 도망간다. 그녀는 뒤를 쫒는 

거스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다. 낭떠러지에 선 그녀는 거스가 

뒤 따라 오자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릴거야”라고 소리 

지른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그녀는 아래로 떨어진다. 이 장면은 해방된 

흑인들이 백인여성을 강간하려 했다는 뉴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던 벤은 절벽아래에서 죽어가는 플로라를 발견한다. 

결국 플로라는 벤의 팔에 안긴 채 죽는다. 벤의 얼굴에 복수의 그림자가 

스친다. 벤은 KKK를 이끌고 거스를 잡아서 죽이고, 그의 시체를 

부지사인 시라스 린치 집 앞에 놓아둔다. 이에 대해 시라스 린치는 

흑인 민병대에게 KKK를 박멸할 것을 명령한다. 이에 카메론가는  퇴역 

북부군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피신한다.   

한편 오스틴 스톤맨이 북부로 돌아 간 후 부지사 린치는 오스틴 

스톤맨의 딸 엘지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흑인 제국을 세우겠소. 당신은 내 아내로 내 옆에서 제국을 통치 

할 거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한 KKK가 전력을 보강하고, 그녀를 

구하고, 반란중인 니그로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달려간다. 동시에 

린치가 이끈 흑인 민병대는 카메론가 사람들이 숨어 있는 오두막집을 

포위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때 마침 벤이 이끌고 온 KKK가 그들을 

구한다. 그리고 승리한 KKK들이 거리에서 승리를 자축한다. 그리고 

KKK단원들이 흑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데 성공하고 흑인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필과 마가렛, 그리고 벤과 엘지 두 쌍이 함께 

결혼한다. 그리고 전쟁의 신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의 

이미지 아래 평화를 되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으로 “Dare we dream 
of a golden day when the bestial War shall rule no more? But instead-
the gentle Prince in the Hall of Brotherly Love in the City of Peace."가 

나오며 영화가 끝난다.  

<국가의 탄생>에서 재건정책은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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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내해야 할 고뇌”였다. 그리고 이 “고뇌”는 흑인 남자들의 다양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했다. 흑인들은 노예해방과 투표권 부여로 오만 

방자하고, 약한 백인을 테러하고, 백인여자에게 추파를 던진다. 심지어 

흑인들은 “동등한 권리, 동등한 결혼, 동등한 정치”를 주장한다. 사악한 

흑인들은 감히 백인 여성들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이렇게 <국가의 

탄생>은 백인들에게 노예제도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흑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즉 수동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삼보(Sambo) 

타입의 전통적인 흑인 상을 포함해서 혁명적인 외양을 띤 시라스 린치, 

강간범인 거스의 이미지와 같이 사악하고 위험한 흑인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모든 흑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전의 영화에서 흑인은 광대나 익살꾼으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국가의 탄생>에서 흑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었다. 즉 

그들의 웃는 얼굴과 아첨하는 태도는 사악한 본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악당은 혼혈인 사일러스 린치로 

그는 성욕과 야만적인 흑인의 욕망을 백인 피에서 영향 받은 지적이고 

조직적인 행동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영화에서 KKK는 ‘검둥이 무정부주의’로부터 남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백인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재건기’의 종식만이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 영화의 암시는 

명백하다. 포위된 카메론가 사람들이 두 명의 퇴역한 북군 소유의 

한 통나무집에서 피난처를 마련하고 흑인 군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은 이 영화의 기본 정신을 전달한다. 즉 “이전의 

적이었던 북부와 남부가 백인의 공통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제 

다시 힘을 합친다“는 것이 이 영화가 내포한 주제이다. 재건을 주장했던 

스톤맨집안 사람들도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론이다. 딕슨과 그리피스에 따르면 이러한 구원을 통해 미국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종에 기반하여 백인들이 절대 권력을 다시 

되찾은 후에야 비로소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KKK가 전후 남부를 구원한 것으로 묘사한 <국가의 탄생>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가의 탄생>은 

재건시기를 재앙으로 그린다. 즉 노예폐지론자들, 해방된 흑인들, 

북부에서 온 쓰레기 같은(carpetbagging)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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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조하는 형편없는 일부 남부백인들에 의해 남부는 이시기에 

재앙을 맞았다. 둘째로 야수 같은 본성을 지닌 흑인은 절대로 백인과 

동등할 수 없고, 백인사회로 그들이 통합될 수 없다. 그리고 KKK의 

폭력적인 행동은 남부에 합당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지닌 <국가의 탄생>은 그야말로 역사를 왜곡한 

영화로 인종주의의 정수라 하겠다. 특히 재건시기를 불행한 재앙의 

시기로 그린 이 영화는 역사적인 해석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역사해석은 당시 남부출신 역사가들이 주축이었던 더닝(Dunning) 

학파2)의 재건해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더닝학파 역사가들은 

재건시기는 선과 악의 투쟁시기로, 악한 사람들(북부인과 흑인)이 선한 

사람들(남부)을 권력에서 쫓아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수립하여 

남부인들은 “그야말로 고통에 신음했던”시기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오늘날 더닝 학파는 반흑인 인종주의의 산물로 비판받고 있다.   

영화 역사상 이렇게 인종주의적이고 역사를 왜곡한 영화는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편파적인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인종주의적인 내용에 관객들이 열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시대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흑인 역사상 1880년대 이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까지의 시기는 소위 ‘짐 크로우 시기’로 

불리운다. 이 시기는 흑인 차별과 분리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고, 

인종주의가 극심했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백인 우월주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흑인들은 재건시기에 주어졌던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분리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백인의 착취와 

이용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리고 흑인들의 야수적인 본능을 내세우며 

“짐승은 때려야 배운다”는 정당화와 함께 흑인의 재산을 불태우고, 

흑인을 폭행하고 살해했다. 1890년대 10년 동안 14개 주 남부 주에서 

발생한 린치는 매년 평균 138건에 달했다. 특히 1892년에는 156건으로 

가장 많은 흑인린치가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거의 없었고, 백인은 흑인 살해 폭행 혐의로 구속되어도 대부분 

2) 더닝 학파는 1890년~1930년 사이에 주를 이룬 학파로서 콜롬비아 대학교 윌
리엄 A. 더닝(William A. Dunning) 교수가 중심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
서 더닝학파라고 불린 일군의 역사가들은 재건기를 비극과 비애의 시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재건기를 남부 발전에 일조한 시기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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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벌을 받거나 방면되었다. 여기에 백인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흑인의 열등함을 증명하려 했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자 했다. 

이것이 딕슨의 <클란맨>과 <국가의 탄생>이 쓰여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시대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의 탄생>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흑인을 ‘그들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완벽한 흑백분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백인들의 

저의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그리고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한 

영화이기도 하다. <국가의 탄생>은 분명 허상과 오류투성이이고, 잘못 

된 흑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가 전달하는 생생한 이미지로 

인해 이 영화는 “야수적인 인간 이하의 검둥이”라는 흑인의 인종적 

전형(stereotype)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최고의 공훈(?)을 남겼다. 

2002년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 )>에 따르면 

<국가의 탄생>은 1920년대 KKK의 재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에도 KKK는 단원모집의 한 방법으로 <국가의 탄생>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흑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잔혹한 영화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