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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Korean Diaspora and Oral History
사 회: 한승미(연세대 국제대학원 인류학)
Chair: Han Seung-Mi(Yonsei University)

1) Oral History Project on Unveiling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through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Christian Women Leaders in
North America
JungJa Joy Yu(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USA)

2) Ise – An Oral History Project on the Korean German Second Generation
Heike Berner(University of Cologne, Germany)

Oral History Project on Unveiling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Through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Christian Women Leaders in North America.
JungJa Joy Yu, Ph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CA
.
1. Intro: Where is Women’s Agency in the Growth of Korean Protestant History?
Is there any written history for a Korean woman? Can Korean Christian history find a
woman’s agency in its development? These questions have caused a deep dilemma among
Christian women historians. Korean Christian feminist scholars such as Mee Hyun Chung,
NamSoon Kang, Manja Choi, and others acknowledge that Korean women and women leader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ristianity in Korea.1 However, it is not common to
discover written or oral Korean Christian history that locates Christian women or women
leaders who are given the same weight as men or male leaders in the multi-layered growth and
Christian movements of Korean Church history, including the growth of extensive mega-Church
ministries, numerous mass revival meetings, evangelistic outreaches, and overseas mission
activities.
The denial to women of their history has reinforced their acceptance of the ideology of
patriarchy and has undermined the individual woman’s sense of self-worth. As a feminist
historian, Gerner Lerner argues, since women were told and believed they had no history,
women’s lack of knowledge of their own history of struggle and achievement has been one of
the major elements for the continued subordination and marginalization of women in
patriarchal society. Men’s version of history, legitimized as the ‘universal truth,’ has presented
women as marginal to civilization and as the victim of the historical process. This has intensified
the invisibility of women in the social-historical structure. A feminist Biblical scholar Elizabeth
Schussler Fiorenza argu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 new theological and historical
framework—based on women’s experiences different from men—that will make women “full
historical subjects” “to locate women’s strength, historical agency, pain and struggle within
their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1 Meehyun Chung, Liberation and Reconciliation: Feminist Theology’s Relevance for Korea

(Switzerland: World Council of Churches Publications, 2014), 77.

-3-

Especially, from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Korean Church experienced a rapid growth of Church members and buildings
in South Korea. This rapid growth of the Korean Church was breaking the record of Protestant
Church history. For example, the Hallelujah Church, founded by Rev. SangBok Kim (a currently
non-denominational affiliation) in Seoul, experienced exponential growth from six people when
it was created in 1980 to more than seven hundred within six months.2 In a similar way, as a
Korean religious phenomenon, many Churches in all major Korean denominations—
Presbyterian, Methodist, Baptist, Holiness, and Full Gospel Churches—grew exponentially
almost at the same time. In 2015,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KOSTAT), 44.9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affiliated with Protestant Christianity.3 Thus, the numerical
Church growth has been visibly observed especially at nighttime in South Korea, notably with
red neon crosses that dot the urban landscape. The visible night scenery of Churches helps us
to estimate current Christian population as well as the numerous visible Church buildings in
South Korea. In this way, it is hard to deny that the world was surprised by the remarkable
growth of Korean Christian populations, mega-Churches, middle- and small-sized Protestant
Churches, within 134 years of Korean Protestantism.
A woman’s agency is indispensable to the growth of Korean Christianity. Since women
constitute seventy percent of Church membership and attendance as well as being active
participants in official and unofficial ministries, the emphasis on women’s agency and the
visibility of their roles in Korean Protestant history should be reinforced. Therefore, the oral
history methodology is a great tool to claim women leaders’ agency in the growth of modernday Korean Christianity, through Korean women participants’ narratives.
2. Oral History Methodology to Claim/Reclaim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In my paper, by using oral history interview methods, I attempt to unfold the visibility of
Korean women’s agency for Korean Protestant movements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Especially, oral history methodology proves my
argument that the exponential growth of Korean Christianity is owed to Korean women’s active
2
3

Lee, Born Again, 85.
KOSTAT. Accessed Feb 11, 2018, http://kostat.go.kr/portal/eng/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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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through their prayer life styles, including tong-sung-ki-do (praying loudly), saebuk-ki-do (praying in the early morning service), san-ki-do (praying on the mountain), and
others. Therefore, for the first time, I have coined this term,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as one of the key spiritual-religious-socio-cultural factors of the exponential
growth of modern-day Christianity. No scholarly efforts have been made to identify Korean
women’s spiritual practices with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in Korean Christianity.
For this, ethnographic research has been designed to facilitate an oral history
methodology to survey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women leaders’ experiences of
prayer lifestyle. From October 2017 to May 2018, the oral history were conducted to interview
Korean eight women leaders living in Los Angeles. I limited my oral history interview group to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women leaders—pastors (mok-sa; ordained or jeondo-sa;
unordained) and pastor's wives (samo) —who are currently working at or attending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Los Angeles area. Since participants of my oral history were born in
the 1930s to the 1980s and immigrated to North America between the late 1960s to the 2010s,
they represent different stages of the socio-religious phenomena in South Korea, especially
from the period of the post-Korean war (1953) to the present. Their experiences differ sharply
from those of men or second- or third-generation Korean women as well as those of white
American women in North America. These women are either already ordained with a seminary
education or are pastors’ wives with/without a seminary education. The participants speak
Korean as their first language and some of them are fluent both in English and Korean.
Gathering data from interviews occurred predominantly in the Korean language and
occasionally in English. The oral historical narrative analyses reveal hidden layers of their lived
experiences. The synthesis of these analyses contributes to unveiling new women’s agency for
Korean Christian Prayer Movement.

3. Korean Women’s Prayer Lifestyles: Tong-Sung-Ki-Do, Sae-Buk-Ki-Do, San-Ki-Do, KumYeo-Chul-Ya-Ki-Do, and Others
In multiple Korean Protestant denominations, regardless of theological differences,
almost every Protestant Korean Church both in South Korea and in North America ha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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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of revival service to support believers’ personal faith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God’s
power, provision, healing, and guidance. The services include many prayer services including a
daily early morning prayer or dawn prayer service called as a sae-buk-ki-do, a dawn prayer
service held at 5 or 6 a.m., a Friday all-night service (kum-yeo-chaul-ya-ki-do-heo), a praise and
worship service, and a spiritual retreats through prayer on the mountains (san-ki-do) and
prayer retreat (suryeon-hyeo). These spiritual worship services became great tools for
evangelism because it allowed many believers to experience spiritual gifts and physical and
emotional healings.
Many Korean historians including Timothy Lee understand Korean believers’ fervency in
prayer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hurch life are very noteworthy in Korean’s religiosity and
spirituality.4 Many Korean believers are very fervent in prayers in their devotional lives. Some
passionate believers often visit mountains to pray loudly (tong-sung-ki-do), seeking God’s
dramatic intervention in their lives, in so-called supernatural ways. Tong-sung-ki-do is a general
form of prayer performance by which the persons shout out “their despair and demand that
God do something to alleviate their suffering.”5 This is a special form of prayer performance or
prayer tradition practiced in Korean Churches. The literal meaning of tong-sung-ki-do is to “pray
aloud.” It is practiced in individual, group, and congregational levels. In the prayer gathering as
a group, tong-sung-ki-do is understood as “prayer in unison” or “pray aloud together.” The
Korean Church motivated congregations to pray aloud together in their prayer time. Some
leaders and prayers acknowledge that they pray fervently as they pull the root of a pine tree
out of the ground. Some people cry with tears and sweat while they are doing tong-sung-ki-do
individually and communally, when they are filled with the Spirit. It is openly practiced in prayer
gatherings with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For more expressive prayer performance, through tong-sung-ki-do, Christian devotees
visit prayer mountains (san-ki-do) to pray outside or in prayer facilities (ki-do-won) located in
mountain areas such as Samkak San (Mt. Samkak), Hanul San (Mt. Hanul), O-san-ri Choi-Ja-Shil

4

Lee, Born Again, 116.
Su Yon Pak et al., Sing the Lord’s Song In a New Land: Korean American Practices of Fait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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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m-shik Ki-do-won, Carmel San, Chunbo San, and others.6 There is an expression, “While
praying, hold tightly to the pine tree! Pray fervently until you pull out the root of the tree!”
Especially, for women, who are being silenced and oppressed, tong-sung-ki-do has been a
prayer performance of Christian women, according to Su Yon Pak, Unzu Lee, at al, as “an act of
resistance, breaking the imposed silence.”7 They explain the importance of tong-sung- ki-do for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Tong-sung-ki-do was sometimes the only way to cry out about their agony and pain and
was an urgent demand for God to take their side. In this way, tong-sung-ki-do became a
psychological catharsis in which the people could freely express their agony before God,
and it provided a way of being released from the burden of their oppression. It has also
served them to gather up new strength to go on living with new hopes. 8
This shows how much Korean believers, both women and men, are diligent in their
quest for spiritual experiences, through a fervent prayer life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hurch.
In addition, Korean women, who have been silenced by social and religious structures, began to
find an outlet in their prayer performance through tong-sung-ki-do, in their Church gatherings
as well as their personal devotional life such as sae-buk-ki-do and san-ki-do. The intensity of the
spiritual quest and growth of my oral history participants in their childhood and/or adulthood
overlaps with the remarkable growing period of Korean Evangelicalism through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for the rise of Korean Christianity. Thus, this religious
phenomenon has shaped the mega-Church movement in Korea, along with the “Women’s
Prayer Movement” of Korean Christianity.
I argue that all my participants demonstrate their women’s agency in the rise of Korean
Christianity through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Some of my participants joined in
these Prayer Movements in their devotional lives. All participants have been involved as Church
members or/and as ministers (jeondo-sa or/and mok-sa) during the Korean Church expansion.
Most of them experienced the strong presence of God, by actively attending main Sunday
services and additional revival services (sae-buk-ki-do, san-ki-do, and kum-yeo-chul-ya-ki-do) or
6

These prayer mountains are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There are numerous prayer mountains and prayer
centers located in almost every province in South Korea.
7
Pak et al, Sing to the Lord’s Song, 40.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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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yeon-hye (retreat) operated by each Korean Church, as well as their personal dedicated
prayer lives on the prayer mountains. Therefore, in their narratives, it is not surprising to
discover that my research participants contributed to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with their spiritual and ministerial journey.
4. Narratives of Three Women Leaders’ Experiences on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Now, I seek to unpack narratives of three women’s experiences on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Among eight oral history participants, three women (OK, SK, and
DC) practiced in fervent prayer performances—through sae-buk-ki-do, san-ki-do, and/or kumyeo-chul-ya-ki-do when they lived in South Korea. Considering their migration period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these women leader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modern-day Korean
Christianity through their active participations as believers and leaders with their ministries and
fervent prayer lifestyles. From here on, I will unfold the narratives that tell how these women
became key agents in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through their prayer lifestyles and
performances.
SK, 68 years old, mok-sa, represents a woman’s agency as a participant and a woman
leader in this major stream of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and a Korean megaChurch movement. Her Christian life began with fervent prayer practices. Until she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he was not only a participant in diverse prayer services at the Church but
also a woman leader as a jeondo-sa (unordined pastor) for seven years in South Korea. Later
she was ordained in America. Since the beginning of her Christian life, she has loved to pray for
other people. She has a passion for evangelism after her conversion experience to Christianity
from being a former devotee of Buddhism.
When I was evangelizing people, I used to fast and to pray on the mountain for them. I
loved to share my testimony how I became a Christian. When I targeted a person whom
I sought to evangelize, I visited him/her until they would convert. I often went to
Hanulsan ki-do-won (a prayer center located in Mt. Sky) and fervently prayed as a way
to pull a Pine tree out of the root. I held the tree tightly while seriously praying. By
praying like that way, I had “unbelievable experiences” about God in numerous times.
(SK, Interviewed on Dec 27, 2017)

-8-

In her narrative, her fervent prayer lifestyle through san-ki-do was one of her major
spiritual practices. The fervency of her prayer lifestyle manifested in different ways, one of
which was to hold a tree tightly as she pulled out the root with tong-sung-ki-do. When Koreans
are praying fervently, they really pray aloud with tears and sweat, as they use the same effort
as when they use their hands to pull a pine tree out of the ground. Even when Korean believers
often or occasionally pray together at the Church, with tong-sung-ki-do, they fervently pray as
they pull the pine tree out the ground.
Eventually, SK’s prayer lifestyles have led her to have a passion for evangelism. SK was
called “a queen of evangelism,” by leaders in her Church because she evangelized many people
and brought them to become members of Kwangrim Methodist Church, when the Church was
rapidly growing. Her passionate prayer life allowed her to experience many miraculous things
including miraculous healings for other people and mysterious financial provision with
prophetic vision. While attending the seminary, she experienced harsh financial difficulties. She
could not pay her tuition each semester. She went to one of the popular prayer mountains, Mt.
Samkak, located in Segumjeong of Seoul, with other seminary students who were lacking
money.
We went to the top of the mountain and prayed for our issues together. One day, I saw
a vision that a check was falling onto me from the sky, while I was praying. I believed
that God would provide. The next day, in my prayer group (three men and three
women)—one pastor’s wife (samo), two un-ordained pastors (jeondo-sas), one
deacon(jeep-sa), and one elder (jang-ro). The jeep-sa was the owner of a factory. His
wife often invited to feed us. After that experience on the prayer mountain, she felt
something for me and decided to provide scholarship for my tuitions for four years until
I graduated. She also paid for my graduation fee. That’s how I could complete my
theological education in that school. (SK, Interviewed on Dec 27, 2017)
In this way, SK experienced many mystical things when for several years she dedicated
herself to prayer and evangelistic outreach in her early thirties right after her conversion. As a
part of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like other prayerful Korean Christians, she often
visited the popular prayer mountains such as Samkak San in the Seoul area. SK often
experienced mystical images, visions, and dreams from God in her pray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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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60 years old, samo and (former) jeondo-sa, experienced conversion and a strong
Holy Spirit presence in her teenage years while attending her Church and young adult retreats
held in prayer mountains, located near in PyongTaek, Kyunggi Province. In the Church, there
was an elder who was taking charge of the youth group. He was a prayerful man and guided the
youth group to the prayer center (ki-do-won) located in Mt. Sungyeo for a week during summer
and winter vacations. She describes how the retreat went:
20-30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ent to pray on the mountains by the
guidance of the elder. We were very passionate in prayers. We prayed together all-night
long on the mountain. This elder was full of the Holy Spirit. By the guidance of this elder,
we prayed; We did tong-sung-ki-do, speaking in tongue, singing and praising the Lord.
We were drunken in the Holy Spirit. Because he was such a prayerful man, we also
experience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DC, Interviewed on Jan. 26, 2018)
When she was in this youth group at the prayer mountain, she strongly experience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She also used the expression, “While praying, I held tightly to the pine
tree!” Her stories resonate how the “Prayer Movement” has been boundlessly working in all
walks of life —youth, adult, women, men, rich, and poor—as well as in different regions in
Korean peninsula—in the rise of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OK, 83 years old, retired mok-sa, fully dedicated her life to prayer through early morning
prayers (sae-buk-ki-do) and prayers on the mountain (san-ki-do). She found her strength and
life guidance through these dedicated prayers. She started her Christian life by attending saebuk-ki-do. Since she was desperate to experience God’s existence, she decided to attend saebuk-ki-do near her house. Eventually, sae-buk-ki-do became her life-long prayer devotion. She
also often did chul-ya-ki-do (praying all-night long). Since that time on, she has never stopped
sae-buk-ki-do up to now.
As Moses prayed in the mountain Sinai, I met Jesus on the mountain. So, I used to pray
on top of the Mountain Samkak alone, before I went to the seminary. While I lived in
Seoul, I went to san-ki-do in Mt. Samkak. So many people prayed at night on the
mountains. I went to the prayer place far away from the people so that I did not hear
people’s calling loudly to God, “Juyeo! (Lord!).” I went there and talked to God…By
talking to God all-night long, I came down from the mountain, filled with God’s grace. I
did my spiritual life in this way. In this way, my prayer life was so disciplined. I prayed
all-night long every Friday, around 10 p.m. or on Wednesday. For two hours,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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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 hymns. For two hours, I was singling the hymns and for two hours I read the
Bible. For three hours, I prayed. I stayed all-night long…Also, I went to sae-buk-ki-do
every day. Once in a month, having Moses as my spiritual model, I participated in san-kido on top of Samkak-san. Since this prayer life has been my spiritual habit, it is hard for
me if I don’t have it. (OK, Interviewed on Dec 22, 2017)
This narrative reflects on how OK could develop her prayer lifestyle as her life-long
dedication. she used to do san-ki-do before she came to the U.S.A. OK expresses how her
prayer lifestyle have been continued up to now as her main energy giving activity.
SK, DC, and OK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through their sae-buk-ki-do (early morning prayer) and san-ki-do (praying at night on the
mountain) lifestyle. As narratives of SK, DC, and OK describe, for Korean Christian women
leaders both sae-buk-ki-do and san-ki-do led them to major spiritual development. Many
dedicated Korean Christian women experienced mystical encounters of God including God’s
voice, vision, and guidance. Even though these prayer locations are not private places, Christian
women have been able to create their own private places to release their emotions, sufferings,
desires, and hopes as a form of tong-sung-ki-do. These prayer performances were very
powerful. Christian women have also experienced a sense of acceptance by God who knows
about, listens to, and acts on their oppressed conditions. Those Korean Christian women who
were not allowed to express their needs in public places were able to cry out safely and
desperately in those places. Individually or as a group, they experienced God’s comfort, courage,
provision, and miracles that helped to build their Christian faith.
5. Conclusion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 was not only for the “Women’s Movement.”
It was a “Prayer Movement for Korean Christianity” as a whole to bring growth to Christianity. It
has become a Korean-style of Christianity with fervent prayer lifestyle as a Korean religious and
spiritual phenomenon. As I have observed in my Christian journey, almost all Korean Churches
have provided these services and networks that have allowed their congregation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ir spiritual growth. Women were key components in this “Prayer Movement.”
Additionally, in the “Korean Women’s Prayer Movement”—even their choices of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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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Korean Christianity began to give birth to many mega-Churches, middle-sized
Churches, and small-sized Churches. Surely, it is hard to deny the contribution of women to the
growth of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including many Korean Protestant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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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 – An Oral History Project on the Korean German Second Generation
Heike Berner, University of Cologne, Germany

About the project
Oral history is especially suited to challenge and amend general historiography. In the
case of Germany, oral history can be used to add the histories of its immigrant communities
to its historiography in order to empower ethnic groups and claim a space within Germany
for them. For a long time, Germany has neglected its histories of immigration, and even now
a simplified concept of immigration and "becoming German" prevails that is largely based on
the idea that "integration" is the path to become "German." However, the path of
integration goes only in one direction, asking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o continuously
adapt to a "German-ness" that does not really take their histories and contributions into
account.
In the framework of a two-year project, I conducted oral history interviews with members
of the Korean German second generation. The narrators were born between 1969 and 1989.
Most of them are children of Korean nurses and/or coal miners who immigrated from Korea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The recordings and transcripts are being archived at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Tübingen and will be available as resources for my further work, as well as
other scholars' research on Koreans in Germany in general and the second gener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make the histories that were told to me available to a larger audience, I turned
the transcripts into individual narrations. They were published as a book last year (Ise.
Erzählungen von koreanischen Deutschen der zweiten Generation. München: Iudicium, 2018).
I am currently working on an analytical approach to the second generation in which I will
put the oral histories in an interpretative context.
How the project came into being
The starting point for the project was a very personal one: I wanted to know how it was
for other ise to grow up in Germany.
I needed a detour to get to this point: I was not interested in Korea or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until I reached my mid-20s, but as a graduate student in Americ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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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came then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By learning about
the Korean diaspora in the US, I started to get to know a lot, not only about the history of
Korean Americans, but also about modern Korean history. I also learned about how
migration and the history of migration can shape both, the sending and the receiving
country.
It was via this detour that I learned to deal with what was actually right in front of me: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Germany. I started to realize that – in contrast to the US –
not much research had been done on Koreans in Germany and that their history was largely
unwritten and started to do work o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Germany.
Together with Sun-ju Choi and the Korean Women's Group in Germany (재독한국여성모임),
I published the book "Zuhause" / "At home" with histories of and by women of the first
generation,* and with the ise-project, I ended up with a part of my own history. The detour
via the US seems absurd, but it was necessary for me. It helped me to understand the larger
context in which migration takes place, the role history and politics play, and what
immigration laws and politics determine. The detour is, as I learned through the interviews,
also quite typical for the way ise deal with their Korean background.

Why the second generation?
While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Korean German first generation, hardly an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econd generation. How do ise in Germany position
themselves? Do they think of themselves as Germans? Or Koreans? What roles do Germany
and Korea play in their lives? It is important to learn more about this facette of Korean and
German history, and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hear the voices of the second generation
and listen to how they express their experiences themselves.
To look at immigrant second generations in general is very important: their members
differ greatly from their (immigrant) parents in that they were born and raised in the country
their parents chose as a new home. They are not immigrants, they have perfect command of
the language their parents had to struggle with, they were educated and socialized within a
system that was foreign to their fathers and mothers. The way they perceive the country in
which they were born into can tell a lot about its society, history, and politics. The same is
*

Heike Berner, Sun-ju Choi &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eds.): Zuhause. Erzählungen von
deutschen Koreanerinnen. Berlin: Assoziation 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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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for the way they are perceived by society. Second-generation stories are a powerful
means to reflect on migration, globalization, and nationhood, and their social and personal
consequences.
My interviews document a coming of age as "other Germans"/"new Germans"/"people of
color," in a time in which Germany did not consider itself a country of immigration (19701990s). They also show the narrators' self-positioning in the Germany of today, which seems
to alternate between being an exception and being normal, between being "foreigners" and
Germans, and between Germany and Korea.†
The interviews are also an interesting testimony, as the Korean German second
generation is considered a "model minority," perfectly "integrated" into German society. The
question here is, do they indeed feel "perfectly integrated?" The question that is raised
today by many members of the immigrant German second generation is how long one needs
to "integrate" to be considered "German," and if the German-ness that comes with
integration is not a borrowed one that can be taken away if suddenly, for whatever reason,
one is not deemed worthy of it anymore.‡

Koreans in Germany
There are not many Korean Germans,§ but as Asians they belong to a "visible minority" in
Germany. However, their history that makes them a part of Germany is quite unknown.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y are either seen as "Asians" or "foreigners," or they vanish in
the German mainstream, considered "perfectly integrated." The complexity of the difference
between how one is perceived by others and how one perceives oneself is neglected.
Publishing the interviews as narrations is an effort to make the lives, experiences, and
opinions of some ise public, in an effort to change this.
The majority of ise share a similar history. There have always been students, scientists,
and business people who travelled from Korea to Germany, and sometimes they stayed for

†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in Germany has become more vocal recently with two interesting
publications: See e.g. Fatma Aydemir & Hengameh Yaghoobifarah (eds.): Eure Heimat ist unser Albtraum. Berlin:
Ullstein, 2019, or Ferda Ataman: Hört auf zu fragen. Ich bin von hier! Frankfurt: S. Fischer, 2019.
‡
See discussion on the former German national football player Mesut Özil.
§
Numbers are hard to find, because most surveys are based on nationality solely. A survey from the
Bundesamt für Statisik from 2013 counted ca. 40,000 Korean Germans in total with ca. 13,000 being born in
Germany (mostly second and some thir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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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However, until the mid 1960s, they were few in numbers.** The only major wave of
migration from South Korea to West Germany happened from the mid-1960s to the late
1970s when about 20,000 women and men came in the framework of recruitment
agreemen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work as "guest workers" in hospitals and coal
mines.†† Many remigrated to other countries or Korea after their contracts expired, but
about half of them stayed in Germany. After this wave, the number of students, researchers,
and business people continued to rise, but there never was another wave of labor
migration.‡‡
Since the wave happened only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because the immigrants
were all in a similar age group, most of the members of the second generation were born at
the end of the 1960s to the mid-1980s. And most of them have a mother who immigrated as
a nurse and/or a father who worked as a coal miner. This is a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German history of migration.
The narration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life histories, spanning from birth/childhood to the
present. I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how the narrators see their lives at this special
moment: All of them have reached adulthood, have professions, most of them have a family
of their own.
The narrators are from different regions in Germany, and they are from various
professional fields. The oldest was born in 1969, the youngest in 1989. I tried to have
narrators with different backgrounds in order to show the diversity within the second
generation and to create many points of reference for potential readers.
Due to the very different life stories, the narrations vary greatly in content. Subjects that
are touched upon in almost all interviews are family (parents and own children), education

**

On Koreans in Germany between the German Empire and the Third Reich, see e.g. Frank Hoffmann: Berlin
Koreans and Pictured Koreans. Wien: Praesens, 2015.
††
In my project, I concentrated on the children of the immigrants who came to West Germany in the 19601980s. It would be extremely interesting to also look at the children of earlier and later immigrants, as their
experiences certainly differ. Also, more research needs to be done on ise who grew up in East Germany.
‡‡
For more information on the history of migration from Korea to Germany, see e.g. Yong-Seun Chang-Gusko,
Nataly Jung-Hwa Han & Arnd Kolb (eds.): Unbekannte Vielfalt. Einblicke in die koreanische
Migrationsgeschichte in Deutschland. Köln: DOMiD, 2014 oder Sun-ju Choi & You Jae Lee: „Umgekehrte
Entwicklungshilfe. Die koreanische Arbeitsmigration in Deutschland.“ In: Kölnischer Kunstverein et al. (ed.):
Projekt Migration. Köln: DuMon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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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fession, experiences of racism, one's own relationship to Germany and Korea, and
language.
Listening to the narrators, it becomes quite clear that even though they all grew up in a
Korean-German context, their coming of age was influenced by many different aspects. Next
to their own personality, it e.g. it made a great difference whether they grew up during the
1970s and 1980s or in the 1990s and 2000s, since Germany changed considerable politically,
socially, and interculturally in these times. Geography and the presence of a Korean
community also made a difference – as growing up as the only Asian child in a Bavarian
village or within a larger Korean community in Berlin differs immensely. Other aspects such
as gender, social status, relationship to the parents/immigrant generation, experiences of
racism and cultural self-location also play important roles.
The narrators are dealing with their location within cultural contexts differently. Some of
them have thought extensively about their role and place while other – for different –
reasons hardly spent a thought on it.
All differences aside, the following observations can be made throughout all narrations:
1. While childhood and youth seemed to be very "German," most narrators started to be
interested in Korea as young adults. §§
2. Language is important, and almost all narrators at one or many points in their lives tried
to learn Korean or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But while a prevailing idea (by
German and Korean mainstream society) seems to be that an ise is fluent in both
languages, this is only the case with some ise. Command of Korean, however, is not
important when claiming an ise-identity.
3. Most narrators are what is considered well-integrated in German society (education,
language, profession, social status, etc.), but many find emotional integration difficult
because they see themselves perceived in German society.
4. The second generation acts transnationally, but in a very different way from the first.

§§

Corresponds with "...ethnic or pan-ethnic identity is often suppressed in early years but emerges in young
adulthood." (Pyong Gap Min & Rose Kim. "Formation of Ethnic and Racial Identities: Narratives by Asian
American Professionals." The Second Generation. Ethnic Identity Among Asian Americans. Ed. Pyong Gap Min.
Walnut Creek: Alta Mira P, 2002.)
- 17 -

Advantages of using oral history
I have chosen oral history interviews over empirical interviews because they capture
emotions and ideas better. Also, it is crucial to look at how certain ideas and perceptions
were formed and developed in the course of life.
Oral histories give narrators the chance to tell their version of events in their own voice.
They speak for themselves rather than be spoken for.
Limits of my project
Most of my narrators shared my interest in in the project, or they at least understood my
desire to capture their histories and publish them. Only very few ise declined my request for
interviews. Most of the narrators did not object to have their names published in the
narrations, as it is common with oral histories. A few of them asked me to take out their
names and other references that might help recognize them; three of them asked me not to
publish their texts after they read them because they were worried to be recognized
although all points of reference were taken out. Their concerns are not baseless, because
the small number of ise in Germany makes them easily recognizable even when the texts are
carefully redacted. This points to a weakness of my method (to publish the texts as
narrations that are very close to the original interviews): very personal, stigmatized, or
controversial experiences need another context or another form than the form I chose.
Subjects that are often considered taboos such as sexual orientation, psychic illnesses,
violence within the family, or disruptions in one's professional life, family, or social status are
hardly mentioned in the narrations. It does not mean that they don't play a role in the lives
of the Korean German second generation, but that they could not be addressed in this
context.
Of course, the narrations are snapshots, taken at a certain moment. Earlier or later in their
lives, the narrators would probably reflect differently on certain things. But as said before: It
was this moment I was interested in, when childhood and youth are still fresh in mind, but
the life outside the immigrant family has already been going on for a considerable time.
Emphasizing quality over quantity and not using standardized questionnaires means that
the narrations show tendencies and give opinions but are not representative for the second
generation in Germany. This was never the intention of my project, but it is important to

- 18 -

keep stressing it, especially since not many other narrations of/by second-generation Korean
Germans are around.

Example from one of the narrations
I would like to end by giving a small example from the narrations, an aspect that I call
"Claiming Germany." Claiming Germany is something that can be found in all secondgeneration narratives, albeit – of course – in very different versions. "Claiming Germany"
refers to strategies to claim a space in German society, to locate oneself. It is the act of
acquiring a "German-ness," in spite of this "German-ness" being challenged by the
mainstream society. *** It is an act to claim what should be theirs by birth.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German-ness was/is being contested. The most important
one is probably the concept of "guest workers" that was established in the 1950s. It implied
that all immigrants were guests who would eventually leave the country again and certainly
not become part of it.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political denial of being a country of
immigration until the late 1990s, heavily influenced by the 16-years-chancellorship Helmut
Kohl (1982-1998). Both led to a warped image of immigrants in Germany as perpetual
"guests" who are never really part of it, and this image is passed on even to the second, third,
and further generations, if they are of color. Additionally, like many other countries,
Germany is living through constant waves of xenophobia, fueled by economic or political
developments.
The narrator in my example was born in a small town in Southern Germany in 1969. Both
parents are Korean. She is a lawyer, quite successful in a field that is dominated by white
men with good connections to the establishment. There are very few people of color in her
particular field, and I think she probably is the only Asian woman in Germany practicing it.
I sent her an e-mail, explaining my project, not really expecting interest. However, after a
few days, her secretary called to make an appointment. I visited her office soon afterwards.
Even though we were complete strangers to each other – and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ed in all interviews, but in her case was probably the most astonishing – she told me
the story of her life. It was as if she was waiting for someone to listen/record her story. I
***

I borrowed the term from Maxime Hong Kingston who said about her characters in her book China Men
(1980) that they are “claiming America:” “In story after story Chinese-American people are claiming America,
which goes all the way from one character saying that a Chinese explorer found this place before Leif Ericsson
did to another one buying a house here.” Timothy Pfaff, “Talk with Mrs. Kingston,” New York Times Book
Review 15 June 1980: 1.
- 19 -

don't think she has told the story many times before, maybe parts of it, but not in its entirety.
And certainly not to a stranger. I was very surprised about the intimate events and feelings
she was telling me about. Like with all the other interviews, I transcribed it and turned it into
a narration and gave it to her for authorization.
When reading the narrations, most narrators are shocked about how much they have
talked about themselves and how many emotional details they have told me. I always offer
to take out things that they find problematic, but most of the time, after the initial surprise,
they want their narrations to remain as they are. With this particular narrator, it was
different. She at first was concerned about being recognized, which certainly would have
been the case without anonymization. Since she is not part of any Korean community, it was
not the fear of being recognized there, but maybe by clients or acquaintances. I then
changed the narration and took out all information that could hint towards her identity
(names of persons and places, professional specialization, information on the parents, etc.).
She agreed that she probably would not be recognized anymore, but still felt that the
narration was too personal to be published in a book. Of course, I accepted her decision. We
agreed that I may use passages from her narration, though, and I would like to give some
examples from it.
The narrator is what I call "early" second generation, born in the late 1960s. She describes
a scene that captures her situation as Asian at the time well: When she was a child, every
Sunday she and her mother on their way to church would pass the same gentlemen who was
talking a walk with his dog:
Weeks and months had passed, and then he finally managed to ask: ´You are Eskimos,
right?´ At that time, there weren't any "boat people"††† yet, and unlike in Frankfurt or
Düsseldorf where there were more Koreans or Japanese or other Asians, in Bavaria,
in Franconia, we very few in numbers. And hence the gentleman's conclusion: ´You
are Eskimos, right?´
A couple of years later, there was the large wave of Vietnamese (immigrating), and
then we were mistaken for Vietnamese, but I still remember the time before that,
these are some darker memories from my childhood, of a time before it was more
common that there were Asians.‡‡‡
She remembers being beaten up on her way home from elementary school and being
taunted for her looks ("Sching-Schang-Schong und Schlitzauge" - "Ching-chang-chong"

†††
‡‡‡

At the time a German expression for refugees from Vietnam.
All quotes are taken from the unpublished narration and roughly translated from German to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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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nty-eyed chink") and several other situations in which she felt ostracized and concludes
that she has no positive memories of her time at elementary school.
Her reaction to this time seems comic, desperate and clever, all at the same time:
I remember that when I went to high school, I chose not to a attend the school most
of my former classmates went to. During the summer vacation before high school
started, I told myself, 'OK, I will become popular.' Before that I was a complete
outsider. And then I told myself, 'Now I will be popular.' And I imitated how to do it: I
always laugh, I always smile, I have great jokes, and so on and so forth. And I did it. It
worked, in 5th grade. I approached people differently than before. But after, I think,
5th grade, I noticed that it is very exhausting to be popular, and I quit trying. But I
was no outsider anymore, and I thus found my own way.
She then describes that she loved Latin and ancient Greek at high school because she
thought that these subjects would teach her about Western Philosophy and help her
understand "German-ness" and "European-ness," things she felt her parents could not teach
her.
In high school, I took Latin and ancient Greek. Ancient Greek was my favorite subject.
And my Greek teachers spoke a lot about occidental philosophy, and I therefore
learned about the Occident, so to say. I think it was important to me to understand
this Occident, this German-ness, this European-ness because my parents could not
teach this to me.
At home, nothing was self-speaking. We had to learn everything. We learned how to
manage a household. We learned how often (you are supposed) to shower. We
learned how to celebrate Easter, Christmas, and other things. Nothing had a tradition,
nothing had always been that way - we really did learn these things. And this is why
ancient Greek was so interesting for me - I slowly understood, or thought I
understood, how things work and where they come from.
Later, she studied law for the same reasons: to understand how German society works,
how "the rules" are.
I knew for myself that I wanted to understand the rules, how this society works.
Because I felt like a stranger/foreigner. And this is why I studied law. There were
some other reasons, too, but that was the main motif. I had the idea that in law,
occidental philosophy is being turned into the rules after which society functions.
And that it would enable me to slowly understand why the person at the foreigners'
office is allowed to say this to my mother, and why I may cross the street now, and
why the person in the shop is not allowed to say that to me. It somehow was
important for me to understand: what are my rights, what are my duties. What can I
be told, and what not. And thus I studi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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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he graduated from law school, narrator A shied away from holding public offices
because she thought she might leave Germany at some point. She had felt "tolerated but
not being accepted" for a long time. In 1991/92 when Germany was facing growing
unemployment, the public debate in politics and the media on issues of asylum, labor
migration, and "foreigners" in general became ugly, resulting in wide-scale racist violence
against immigrants. She remembers: "And then the Republican Party (extreme right wing
German party) came and the houses of asylum seekers were burning."
To work for international law firms seemed safer to her, because it would allow her to
relocate if staying in Germany would become unbearable for her. Additionally, she could
"hide behind a name" - be more invisible.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she had overcome these ideas. Practicing under her own
name she has settled down and found a place she professionally and also as a person feels
comfortable at.
While she is at ease with her position in society right now, she acknowledges that a
struggle will remain for she will always have her Asian looks. Seeing her biracial daughter
growing up facing difficulties because of her Asian looks, too, she explains:
(Until kindergarten) My daughter had somehow never realized that she is Asian, halfAsian. And in kindergarten she said, like the other kids, 'These are the 'Germans,' and
those are the 'Turks.' But the 'Turks' were Lebanese, Iraqi, Pakistani - just everybody
(non-white). And she, of course, thought she was in the German group. I then tried to
explain to her that she tends to be more of a 'Turk.'
Even if her daughter claims a German identity for herself, she cautions her that others
might not see it that way.
Narrator A describes as the defining elements in her life “being different” and “sticking
out:”
It is hard for me to say whether I think of me as Korean or German. To a certain
extent German, but Korean is a little difficult. I think what defines me most is being
different. I think that my life is being defined by being different, seeming different,
sticking out, with all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Her narration could be read as a success story, as the story of someone who against odds
became a successful lawyer and member of German society. And this is certainly true to an
extent. The narrator has "claimed Germany" as much as she could. But there is also the
underlying insecurity, shown in her hesitation to claim a "German" identity (she says sh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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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ce in German society, but she does not claim a German identity) and her warnings to
her daughter – showing quite clearly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she might feel and
how others perceive her.
She is what in Germany would be considered a "model for perfect integration:" She is
well-educated, upper middle class, successful in her job, firmly rooted within German society,
and she even fulfills criteria that would make the most right-wing politician happy when
thinking about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he speaks German as a first language and has
never learned Korean, she is Catholic, she is no part of an ethnic community (no
"Parallelgesellschaft"), she does not even have contact with Koreans, has never been to
Korea, has a German first name and of course German nationality. What is disturbing is, that
in spite of all these things, she still feels German only "to a certain extent." In her experience,
the definition of what is "German" does not fully include people like herself.
This is only one narrator and only one aspect among many that are being touched upon in
the narrations, but I think it gives a good example on how the narrations of the second
generation can start a discussion on immigration, integration, and how German society
wants to be/should be to include the many ways to be German.
Summary
The ise-narrations give insights into the lives and thoughts of individuals who share a
Korean background and a German socialization. They question common perceptions of what
a "German" and what a "Korean" might be and show the diversity of the experiences within
the Korean German second generation. The narrators explain what it means to them to be
Korean, German, or both. They reflect on their continuous negotiation of given and selfdefined identities, and how they find themselves between exoticism and normality, between
being a "foreigner" and a "German," between Germany and Korea.
It is quite clear from the interviews that there is no typical ise even though there is a
shared history of migration. By claiming spaces for themselves, the narrators defy
perceptions of what a "German" or what a "Korean" is and define what it means to be ise.
Their stories are important to (re-)start a discussion on migration, nationhood, and the
diversity of a society and to claim a Korean German part in German society and history.

- 23 -

세션 2
구술과 기억, 구술과 기록
Oral Stories, Memories and Documentation
사 회: 김귀옥(한성대 기초교양교육과정)
Chair: KIM Gwi-ok(Hansung University)

1) ‘기지촌 여성’‘증언집’: 과학과 예술의 사이에서
Representation of Dialogue with ‘camptown women’: between science and
art
이경빈(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LEE Gyoungbeen(Seoul National University)

2) 가족의 편지로 건너는 시간과 공간: ‘비공식적’ 이산가족 만남 이야기와 기록물 간
의 물질적 매개성을 중심으로
On Material Mediation in Narrative Studies: a Case Study of Korean War
Evacuees’‘Unofficial’ Family Meeting Stories
김성인(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KIM Seonginn(Seoul National University)

‘기지촌 여성’ ‘증언집’ : 과학과 예술의 사이에서1)
이경빈(서울대 인류학과)
1. 기지촌 여성 증언집 만들기
기지촌 여성 증언집을 만들기로 하고 한 기지촌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
성은 함께 살던 미군과 민속촌에 갔던 경험을 세 번 이야기하면서 매번 조금씩 다르게 말한
다.
영미 : 나는 미군하고 민속촌에를 갔었거든, 갔었는데. 아이고. 나를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어.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데, 그러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아이고 양갈보. 이러는 거야-.
민주 : 나쁜 놈들이네.
영미 : 그래가지고 씨-발.
경빈 : (웃음)
영미 : 젊은 새끼야. 그래가지고 홱 돌아서 쫓아가니까 미군이 웨티투 웨티투[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하는 거야. 이 씨이발 놈 메가지를 잡아가지고 귀싸대기를 갈겨버렸더니,
내가.
경빈 : 오-, 대-박.
영미 : 그래!
경빈 : 대박! (웃음)
민주 : 무서워. (웃음)
은진 : (웃음)
영미 : 내가. 내가 너한테 밥을 달라가냐, 돈을 달라가냐.
민주 : 그니까.
영미 : 니가 뭔데 나한테 양갈보 소리, 개새꺄.
민주 : (웃음)
영미 : 그러니까 미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워티뚜워띠뚜.
경빈 : (웃음)
영미 : 한국말 모르먼 아가리 닥쳐 니도-!
경빈·은진 : (웃음)
영미 : 승질 나가지고.
민주 : 무서워-.
영미 : (드라마 <역적>이 나오고 있는 텔레비전을 가리키며)이거 홍길동!
민주 : 응 여기서 하네. 무서워, 이모.
영미 : 내가, 그 일 년채 잘해줬던 미군이, 민속촌에 놀러를 가자 갰어. 미군이 키가 적어도 뭐, 크잖
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그것들도 애인인가 봐. 한국여자하고 한국남자하고 가면서. 아이
고 저거. 버드나무 매미 붙었다 그러는 거야-! 그게 나는 뭔 소린가 했어, 근데 키가 그렇게,
미군이 크니까 나는 적고. 그런 소리를 했던 가봐. 그러게나 말거나. 가가지고 민속촌에서 그
렇게 놀고. 근데 열아홉이 됐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그 미군이, 학교
선생이었어. 대학교,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잘했어 하이튼. 그러다보니까 새귀다 보니까 정
이 들게 되가지고, 그 남자한테 첫 순정 바친 거야! 내가!
영미 : (웃으면서)그러고, 시장 같은 데 가면. 내 돈 안 써. (웃음) 내 돈 안 써. 니 페이[pay]! 그러고

1) 『IMO: 평택 기지촌 여성 재현』의 서문(이경빈, “이모의 의견”)을 보완한 원고입니다. 코멘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udqls260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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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같은 데 가끔 가지. 가끔 가면, 인제 그, 뭐 파는 거, 시장 안에 뭐 국수도 팔고 그러잖
아.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서 국수도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본다? 나, 민속촌에를 갔
는데
민주 : 응.
영미 : 미군이랑. 근데 아이 씨발, 뒤따라오면서 (높고 걸걸한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아—! 버드나무 매
미 붙었네, 버드나무 매미 붙었네. 그러는 거야! 이제, 조그마하니까 이제. 버드나무, 매-미
붙었다구. 그러는 거야. 씨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자하구 여자하구 둘이 오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인상 팍 쓰고 말아버렸지. 거기 민속촌에 가서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좌우지간에 와-. 진짜 동동주 독해!
경빈 : 머리 아파요.

영미는 그 날 지나가는 한국인 커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
떻게 반응했던 것일까? 영미에 대해 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속촌의 경험에 대해 재차
질문하고 그 때 영미가 답변한 것과 일치하는 구술만을 남긴 채 다른 두 가지 구술을 지우
면 되는 것일까?
이 고민에 대해 책『IMO: 평택 기지촌 여성 재현』(이하 『IMO』)에서 취한 방식은 세 가
지 구술 모두를 제시하는 것이다. 당연히 잘 정리된 생애사 연표는 제시될 수 없다. 대신,
기억이 어떻게 변주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또, 앞뒤의 맥락을 덧붙임으로써 어떤 서로 다
른 맥락에서 민속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명확한
‘증언’을 포기하는 대신에 기억의 변주와 기억이 일어나는 맥락까지가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책 『IMO』는 이삼십대 여성인 인류학 전공의 본 발표자, 젠더법학을 전공하는 이은진,
작가 전민주가 평택에 거주하는 세 명의 기지촌 여성 장영미, 지니, 최윤선과 대화하고 작
업한 책이다. 전민주는 2014년 가을부터, 본 발표자는 2015년 가을부터, 이은진은 2016년부
터 평택의 기지촌 여성 단체인 햇살사회복지회 회원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책은 2017년
에서 2018년에 걸쳐서 한 명당 4~5회 이루어진 면담을 바탕으로 했으며, 면담은 2시간 정도
로 주로 구술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책은 세 편의 영상과 세 편의 텍스트로 이루어져있다. 영상은 간지에 있는 QR코드를 통
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영상들은 구술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편집한 것이 아니라 별도
의 작업물이다.2) 텍스트는 면담자와 구술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대화를 드러낸다. 또
텍스트 배열의 특수한 형식을 통해서 화자를 표시하고, 대화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을
이미지로 드러낸다. 몇몇 페이지의 예시를 가져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2) 영미와의 대화 텍스트 앞에 위치한 영상 “울긴 왜 울어”는 영미의 욕하는 입모양, 자주 틀어져있
었던 종편 뉴스의 화면, 영미가 기르는 큰 개 누렁이의 꼬리를 클로즈업 한 영상들을 콜라주로 배
치하면서 구술 상황을 재해석해 보여준다. 지니의 텍스트 앞에 있는 영상 “데뷔”는 작가 전민주
의 조카가 지니의 연애 이야기, 또 지니의 구술을 듣기 위해 평택에 오가면서 저자(경빈·은진·민
주)가 했던 연애 이야기를 듣고나서 시나리오를 쓰고, 친구들과 연기한 영상이다. 우리가 ‘이모’
라고 부르는 지니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것처럼, 조카가 ‘이모’인 저자들의 사랑 이야
기, 그리고 저자들이 해석한 지니의 사랑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이다. 윤선과의 대화를 해석한 영상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데”에서는 민주와 윤선이 같은 극세사 잠옷을 입고,
윤선이 하루종일을 보내는 윤선의 방에서 누워 대화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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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술자인 지니와의 대화
텍스트가 시작되는 페이지.
간지의 QR코드로 영상을 볼
수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텍스트 형식에 대한 소개가 있
다. 각 단 별로 기호가 있는
데, 첫번째 기호는 상황설명,
두번째는 구술자, 세번째 기호
는 민주, 네번째는 은진을 의
미한다.

텍스트의 배열, 디자인으로 대
화의 분위기를 드러내고자 했
다. 이 페이지에서는 늘 켜져
있던 TV를 껐을 때 급격하게
바뀌었던 대화의 분위기를 배
경색의 변화로 표현했다.

영미는 낙검자 수용소에 갔던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하는데, 그 옆에 실제 소송에
서 쓰였던 증거 문서를 놓아
특정한 사건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교차시켰다. 과거 성병
관리소에서 인력 보충을 요청
하는

문서에는

성병관리소의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이는
곧 기지촌여성이 겪은 과정이
다.

서로 다른 말하기의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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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험은 다르게 드러난
다. 저자들과의 대화에서 지니
는 기지촌 생활을 어떻게 시작
했는지를 설명할 때 친구와 드
라마센터에 갔던 경험부터 이
야기하고 이는 곧 첫사랑에 대
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반면,
국가에 말하는 법정 진술서에
서는 폭력적 경험이 두드러진
다.

세 여성의 말하기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편집을 했다. 그
중에서 지니는 특정 부분이 다
른 부분의 이야기를 설명해줄
수 있는 식의 말하기가 많았기
때문에, 미주의 형식을 가져왔
다. 이는 보통의 구술에서 각
주가 공식적 역사를 가져와서
사적인 경험과 교차시키는 방
식과 다르다.

윤선은 토씨까지 비슷한 말을
자주 반복한다. 그 중 하나는
계모의 학대 이야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은 문을 잠그
고 집 안에만 있다면서, 밖에
나가는 예외적인 일정을 나열
하는 말이다. 서로 굉장히 달
라 보이는 맥락들에서 언제 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지 볼 수
있게 배치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한 형식과 내용 편집의 방향을 통해 책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
가? 이 발표문에서는 『IMO』에서 했던 여러 시도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 편집과 서술
의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논하고자 한다. 재현과 글쓰기의 문제, 서발턴 말하기를 위
치짓는 문제, 성찰적 글쓰기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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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지촌 여성’ ‘증언집’의 불가능성
이 책은 쉽게 기지촌 여성 증언집이라고 명명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 명의 구술자가
‘기지촌 여성’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데, 또 이 작업이 ‘증언집’이 될 수 없는
지점에 주목했다.
먼저, 영미, 지니, 윤선은 ‘기지촌 여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이야기’는 최근 일상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영미의
집을 방문해 문을 열면 세들어사는 방의 옆집 노인에 대한 욕, 못보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하소연이 쏟아진다. 저자들이 영미에게 기지촌 생활에 대해 질문하려고 할
때도 영미는 이내 다시 자신이 밥을 주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얼마 전에 담근
파김치를 꺼내 계속해서 권한다. 이는 때로 현재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두
고 영미와 세 저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 처럼 느껴진다. 오히려 ‘기지촌 여성’의
경험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들은 준비된 질문이 시작하기 전 혹은 끝난 순간에 찾아오
기도 한다. 구술 작업을 시작하면서 동의를 받는 그 순간에, 혹은 인터뷰 질문이 끝나고 TV
를 켠 순간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다.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굶주린 어린 아이의 이미지는
혼혈아에 대한 생각을 말하게 하는 질문이 된다.3) 또, 영미는 저자들의 연애에 관심이 많아
서 방문할 때마다 연애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이 때 지나간 미군들의 이야기는 연애상
담에 쓰이는 재료로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연구자가 역사적 존재로서 구술자를 찾아갈 때는 당연히 그의 삶과 사고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가장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기지촌 여성의 구술을 들으러 찾아가
는 연구자는 당연히 그가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가장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가
정할 것이다. 하지만 윤선은 어린 시절 계모에게 학대당한 경험에 가장 사로잡혀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기지촌 경험’에 대한 질문은 곧장 계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아가씨
생활’이라는 말에 때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윤선에게 미군 대상 성매매를 했을 때를 특정해
3)
영미
경빈
은진
영미
은진
영미
TV :

: 인제 티비 킨다?
: 네!
: 네. 키세요-.
: (앉으며)에이구. (텔레비전을 켠다)
: (누렁이가 달려들자)앙.
: (누렁이에게)야!
엘라는 여섯 살입니다. (아이의 비명소리)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폭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후 엘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엘라처럼 마음을 다친 아이가….
영미 : 나는 검은 애들 있잖아. 여기 티비. 여 못 먹고-, 저 씹-어간다고 그렇게, 애새끼들을 그렇게.
애새끼들은 왜 그렇게! 처낳고! 밥 처먹고 할 지랄 없으니, 먹을 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애새끼
를 그렇게 많이 나-!
TV : 아이들에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영미 : 그러고, 이, 이렇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애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텔레비전에 다른 광고가 이어진다. 아픈 한국 어린이의 모습과 아이 아버지의 인터뷰가 화면에 나타
난다)
영미 : (잠시 후에)나는, 나 같은 이세가 싫었던 거야.
민주 : 왤까? (잠시 침묵) 이모 애기 낳았음 진짜 이뻤을 텐데.
영미 : 에? (잠시 침묵) 나서…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살면서- 키우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애만 나놓
고 처기어 바르면 혼혈아 그거 뭐, 뭐에다 써먹어! 혼혈아 낳아가지고. 아이구-. 티비 보니까
동두천에. 세상에! 노가다 일해-. 어디,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써주지도 않았어, 혼혈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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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질문하고자 했을 때, “기지촌에 계셨을 때…”, “일하셨을 때…”라는 말은 넌센스가
되었다. 윤선은 지금도 기지촌에 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서빙 일을 했기 때문이다.
또, 이 책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증언집’이 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비교적 명
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재현의 불가능성 그 자체를 내용으로 드러내는 재현
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 법적 증언보다는 문학적 말하기에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낼 수
있는 효과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말에 담긴 내용, 몇월 며칠의 경험보다는 말 소리
자체, 불쑥 튀어나온 좋은 미국식 영어 발음 그 자체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또,
회피는 단순한 증언의 실패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말해준다. 윤선은 자신의 아
가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피한다. 어떤 상황에서 말을 돌리는지, 어떻게 말을 돌리는지,
회피한 다음에 급하게 덧붙이는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생생하게 발화된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 또 현실적인 증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증언의 조건들을
포기하면서 더 풍부한 것들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여자가 미군에게 맞아 죽었다는 집에
서 만났던 귀신 이야기는 제도나 기존의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며 볼 수 있는 증언은 아니지
만 많은 것을 말해준다.4)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영미, 지니, 윤선이다(책의 제목
『IMO』는 이모라는 관계적 지칭·호칭을 의미한다). 면담의 방법론에서는 최선의 인터뷰를
위해 면담자가 구술자에게 어떻게 상황과 어투, 질문의 용어를 맞추어 줄 것인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며, 구술자들도 면담자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말
을 맞추어준다. 또, 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구술자는 맥락과 때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와
의 대화 속에서는 폭력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니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정
의내릴 때쯤, 지니는 처음 눈물을 보이고 심리적 고통과 후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기지촌여성’의 ‘증언’은 충분하게, 투명하게 재현될 수 없으며 가능한 최선의 형식은
재현 불가능성 그 자체까지를 의미있게 드러내는 재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3. 재현의 역할분담
그렇다면 이 책은 ‘기지촌 여성’이라는 범주를 지우고 셋을 모두 다른 개인으로 돌려놓
고 싶었던 것인가? 하지만 역사적 존재를 모두 다른 개인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탈역사화된 존재로 돌려놓음으로써 망각하고자 하는 시도와도 맞물린다.5) 개별의 기지촌 여
4)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의 옮긴이의 말에서는 ‘현실’이 아닌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 없음”을 핵심어로 하는 버틀러와 스피박의 대화가 비교문학과에서 주최한 학회에서 진행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학이나 이론을 통한 학자들의 연구는 종종 “실제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느냐?”라는 비판에 부딪힌다. 나의 경우 사회학이라는 분과학문 안에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현장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현실’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이란 항상 살아남은 이들의 목소리에 기대고 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국경을 건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겨우 살아남기는 했지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더이상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현장 연구를 통해 만날 수는 없는 법이다. “국가 없음”에 대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을 이들의 이야기는 ‘현실’을 설명해내는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으며,
때때로 그림자처럼 그 정합성을 위협하곤 한다. 이런 그림자 안의 존재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철저한 과학적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처럼, 전설처럼, 기억의 한 토
막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이다.” (주해연 2008: 119)
5)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다음의 대담은 무조건적인 개인화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
이 지적한다.

“순결한 소녀로 고착화된 위안부상을 각각의 개인으로 돌려놓아야겠다는 문제의식은 명제만 놓고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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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구조적 피해자로서 ‘기지촌 여성’으로 묶일 때에만 가시적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기지촌 여성’(언젠가의 양공주, 혹은 피해자다움이나 운동가다움)에 가
두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 과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는가?
그 가능성은 ‘기지촌 여성’의 범주를 해체하는 재현만이 유일한 재현이 아니라는 데 있
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성격을 가진 재현들 간에 일종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재현은 대상을 피해자로, 운동가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대상을 사회적으로 출현시킨
다. 이때 대상(개별 ‘나’들)은 이러한 출현의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잘려나가지만, 이것은 도덕과 정치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다.6) 주로 법적·사회적 운동이
이런 재현의 역할을 한다. 이 때,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는 법적 재현이 단단하게 밝혀낸
구조적 위치를 바탕으로, 좀 더 섬세한 재현을 시작할 수 있다.7)
재현의 역할분담 구도를 과학적 재현과 예술적 재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회 구조
에서 대상의 위치에 주목하는 법적 재현은 과학적 재현이다. 생애사 연구 역시 법적 재현에
비해 보다 섬세한 재현이면서도 작은 ‘역사’를 쓴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재현이다. 반대
로, 예술적 재현은 대상을 명확한 범주에 포착되지 않게 함으로써 범주가 제한하는 주체성
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8)
어떠한 재현도 그 하나만으로 온전한, ‘더 진짜의’ 재현을 할 수는 없다. 현재 담론 장
을 판단하고 말하기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하는 실천, 담론 장 안에서의 ‘역할놀이’와 같
은 말하기가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기지촌 여성의 구조적 피해에 주목하고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로 재현한 많은 법적 재현들을 염두에 두면서 쓰였다.
반드시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큰 역사와 객관적 이론에 대항한 시도들이 남긴 수많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에서 볼수록 더 옳다는 식의 윤리는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그러한 윤리는 모든 사회적 논
쟁을 실증주의적인 팩트체크로 만들고, 논의지형을 경험의 무게를 다투는 것으로 한정시킨
다. 내가 더 가까이서, 내가 더 친밀한 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더 옳다는 식의 대결이 되
때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겠죠. 책을 통해
유추하건대, 저자는 위안부가 민족에서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의 파급효과는 거의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구성원의 정체성 속에서 ‘민족’과 ‘개인’이 완전히 구별될 수 있다는 무심한 사고방
식도 그렇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말그대로 ‘개인’이었을 때는 망각된 존재였다는 역사적 감수성의 부
재도 그렇고요. 현실 세계에서 할머니들을 무턱대로 개인으로 호명했을 때 부각될 수 있는 폭력들은 어
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역사가 ‘복수화(複數化)’된다는 것은 일견 좋은 일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의식이기도 하죠.”(김헌주 외 2015: 556-557)
6) ““나”는 자신의 출현의 사회적 조건들에 항상 어느 정도는 탈취 당한다. 그러나 이런 탈취는 우리가 윤
리를 위한 주관적인 토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탈취는 당연히 도덕적 탐
구의 조건, 도덕 자체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다.”(버틀러 2013: 19)
7) 물론 모든 재현은 항상 자신이 유일하게 옳다고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분담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재현들이 다른 재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의식적으로 역할분담을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결과적 역할분담은 가능하다. 또, 서로 다른 성
격의 장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재현을 지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장 내에서 서로 다른 재현들은 존
중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장은 덜 가시적이라는 장의 성격 때문에) 용이하다.
8) 인류학의 글쓰기 문제에서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위치설정은 중요한 문제였다. 기어츠는 인류학적 글
쓰기가 문학과 과학 사이의 노새와 같다고 하면서 인류학자의 저자성을 강조했다(기어츠 2014), 요
하네스 파비안은 인류학의 동시성(coevalness) 부정과 대상화의 문제가 필드워크 상황에서부터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이 과학의 지위를 얻기 위해 그에 맞는 이론과 민족지를 구성하는 상황
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완전한 과학성을 포기 혹은 부정하는 것을 통해 해
결될 수 있다(Fabia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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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각각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진실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맞
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대화를 기록한 이 작업은 구조적 피해에 대한 설문 조사나 제도연구
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동시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현의 역할분담에서 정치적 겨룸은 ‘어떤 재현이 더 절대적으로 옳은가’를 기
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과 맥락에서 어떤 거리의 진실에 주목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재현이 힘을 갖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층위의
판단으로 다른 층위의 재현들을 없애려는 것은 잘못이다. 가까운 거리의 참여관찰에서 들은
미군을 사랑한 경험을 가져와, 거리를 가지고 역사와 제도를 관찰할 때 보이는 구조적 불평
등을 없애려는 시도가 그렇다. 반대로, 모든 개별 재현에 대해 ‘자발성’을 지우고 구조적
피해에 주목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재현에 대한 이상한 도덕주의를 가져온다.
영역 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오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법적 재현이 다 이
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보다 섬세한 재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성을 충
분하게 인정받기 전에 다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성을 지울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대상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
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약자에 대한 학문적·예술적 재현이 언제나 소개에 머무르게 만들고,
소수자를 더욱 소수자로 만든다. 또, 서로 다른 재현들 간의 보충적 관계를 시간적 선후를
통해 이룰 수는 없다. 어떤 재현의 과정은 그 대상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발견해 드러내야 하는 대상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지속적인 과정에 있다. 잘려나간 부분을 이후에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법적 재현이 더욱 섬세한 학문적 재현, 예술적 재현의 사회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이 논리적 선후 관계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시간적 선후 관계로는 역할
분담을 이룰 수 없다. 삐져나감이 그곳에 있었음을 증언하는 재현은 지금부터 필요한 것이
다.9) 한쪽에서 사회적 출현과 명명의 경계가 생기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
경계의 한 부분을 이미 허물어야한다. 사회는 생각 보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적
협업을 꿈꿀 수 있다.
4. 기지촌 여성의 의견

지니 : 그래도 또 뭐 딴 언니들은 뭐 우리가 뭐뭐뭐 외화에, 뭐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우리는
뭐 애국, (퉁명스러운 말투로)애국자는 무슨 애국자여.
경빈, 민주, 은진 : (웃음)
지니 : 무슨 말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애국자는 무슨 애국자야-? 말 되는 소리
를 해야지, 솔직히 말해. 지 좋아서 지가 나와서 다 그렇게 된 거. 안 그래?
경빈 : (어색한 웃음)
지니 : 일본 위안부, 위안부들 하고 우리하고는 (크게)천!지 차이여. 하늘과 땅이지-. 그 사람들은
끌려간 거구-.
민주 : 응응.

9) 물론 이 논리적 선후관계라는 것은 법적 재현이 밝혀낸 구조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의)
재현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시간적 선후를 전제한다. 하지만 담론장 안에서 주도권을
갖는 시점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과 재현과정의 시간적 선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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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우리는, 자발적으로, 누가 뭐 너보고 이거 해라면 하겄냐? 내 좋아서 하는 거지, 이거는?
민주 : 빨리 은진 씨 소개, 얘기 해줘. 왜 우리가 위안부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지,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은진 : (웃음)
경빈 : 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웃음)
은진 : (웃음) 그게
지니 : 아! 똑같진 않지! 안 똑같지!
은진 : 당연히 뭐, 뭐든지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니 : 그래도 인제 뭐, 인제 뭐 그때 시대에 뭐뭐뭐 딸-라 벌어들였다는 거, 우리나라 못 살 때
-. 그거 한 가지, 다, 딱 한 가지 잘핸 거는 모르겠다-. 나는. 나는 잘 모르갔어. 그거지
뭐-.
은진 :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 마음껏 그만두기 어렵게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기 어렵
게 만든 것도, 이제 다, 이건 법적으로도 강제라고 하니까요-. 국제법도 그렇고 그래서….
지니 : 그래, 막 도망은 못 가게 했어. 지키고 그랬어-. 그런 그랬는데. 아무리 지키고 그런데도
지가 빠져나올라면, 그 때는 뭐 어리석고 또 요런 약에 취했으니까-, 정신이 흐리멍덩—
하잖아. 이게 뭐 꽃이 먼전지, 이파리가 먼저 올라오는지도 몰랐어, 진짜로.
은진 : 음.
지니 : 그런 세월을, 나는 진짜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내서….
경빈 : 그래서, 그럼,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생각하시는 거? 지, 지금 생각,
지니 : (말 끊으며)생각이 없지! 그 때는!
민주, 은진 : (웃음)
(텔레비전에 슬픈 음악이 깔린 세월호의 영상이 나온다)
영미 : 하이고- 천안함. 이거, 하여튼, 어휴.
민주 : 세월호.
영미 : 어, 세월호. 저거 꼴!도 보기 싫어 그냥. 하도 보여줘갖고. 아니, 그렇게 지 자식들 죽어갖
고 그러케 돈 어마어마하거 받었잖아.
민주 : 안 받았어 이모.
영미 : 받었어!
은진 : 안 받았어요. (잠시 침묵) 안 받았다던데요.
영미 : 돈 받았어, 다, 나라에서. 다 해줬어.
민주 : 아냐, 하는 말이지, 다. 안 받았어.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돈 받고 퉁 치겠어 이모.
영미 : 해줬어-!
민주 : 안 해줬대.
(중략)
영미 : 그 애들도 팔자야. 하물며 꼭 왜 이 배를 타가지고. 또, 그 당시에 또… 그, 수학여행을, 갔
나고-. 그렇, 그렇게 죽으란 팔자야. 그 동물 빼[뼈]는, 뭔- 놈의 동물 빼가 그러케 많
대?
민주 : 그러게.
영미 : 돼지를 몇 마리를 싣고 쳐 잡아서, 쳐 먹을라고, 그렇게 돼지를. 동물 빼가 그렇게 많아.

TV : 참사 3주기를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목포신항을 찾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외부 세척작업과 내부방역이 실시됐습니다. 동시에 작업자들이 세월호 우현으로 진입
하는 데 필요한 26m 높이의 계단이….
영미 : 그니까-, 짐!을 많이 실은 거야. 차! 차-를 어마어마하게 실었더만-.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니까- 짐이 많으니까, 쏠리니까 엎어지는 수밖에 더 있어?

TV : …두 번째로 선체 위해도 안전도 검사를 통해 선체 안에 유해가스 존재 여부나 공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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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합니다. 이미 내부 상태를 살피기 위한 내시경 촬영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수습
본부는 이르면 오는 18일쯤 구체적인 선내 수습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영미 : 저거 들어올릴 때, 그 안에 고기도 많이 있었을 거야. 고기. 고기들이, 응, 저거, 저기가 있
으먼, 거기 들어가 있쟤나. 그러니까 배 올릴 때, 고기가 (웃으며)그 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
고.
민주 : 음. 많았겠지.
영미 : 누가 그 고기를 먹겠어? (잠시 침묵) 사람이 바다에서 죽으먼, 고기가 제일 먼저 주서먹어.
은진 : 미군은 안 무서워요?
영미 : 미군은 안 무서워! 미군은, 내가 미군을 잘 알잖아. (재떨이 냄비의 뚜껑을 닫으며)미군은
안 무서워.
경빈 : 근데 막, 주변에, 나쁜 미군들은 막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 때리고.
영미 :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히)검은, 검은 새끼들이 그래-. 검은 새끼들이.
은진 : 클럽에서요? 아니면 따른 살림?
영미 : (말이 끝나기 전에)지네 집에서. 검은 새끼들이 그렇게 때리구 그러지, 백인들은 아유, 오
히려 맞고 살어-.
경빈 : 여자한테요?
영미 : 어-. 맞고 살어.

이번엔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해보자. 지니는 자발성을 선언하고, 영미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을 쏟아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관계를 뒤집어 말한다. 이
런 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잘못된 말이고, 오해의 위험이 있
기 때문에 책에 싣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고민은 당사자의 말에 절대적인 무게를 주었기 때문에 생긴다. 당사자의 말
에 너무 절대적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지 않은 당사자의 말을 숨겨야 할지 고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당사자의 말은 들리지 않는 중얼거림으로 남
아있거나 쉽게 명령, 법칙이 된다. 스피박이 지적했듯이 서발턴의 목소리는 사회에 들리지
않았고 언어 바깥에 있었으며, 이런 목소리는 혼자의 것이며 들리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다
는 점에서 중얼거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존
의 담론 속에서 들리지 않았거나 왜곡되어서야만 들렸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나서왔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당사자의 관점에 서야 한다는 것은 하
나의 원칙이 되었다. 이제 ○○에 대한 연구·운동에서 ○○의 말에 대한 직접 인용이나,
“○○은 항상 ~~라고 말씀하십니다”라는 연구자·운동가의 말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유명한 질문은 무수하게 인용되었고, 이제 담론구조에
대한 비유적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말하기와 목소리 듣기를 촉구하는 경구처럼 자주 쓰인
다.10) 당사자주의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윤리가 당사자주의라는 도덕 원칙이 되고 나면,
말 그대로의 목소리를 실제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는 것이 곧바로 당사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생기기도 한다. 당사자의 가슴 아픈 피해의 문장, 혹은 감

10) 서발터니티는 위치이다. 담론장 안에서 들리지 않는 어떤 위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
발턴 말하기는 찰나에 삐져나오는 예외적인 새어나옴 같은 것이지, ‘말하는 서발턴’은 안전한 상
태가 될 수 없다. 담론장 안에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이미 서발턴이 아닐 것이다.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 … 지식인으로서 여성 지식인은 어떤 제한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결코
한 번의 화려한 몸짓으로써 부인해서는 안되는 과제 말이다.” (강조는 발표자)(스피박 2013: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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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연대와 생존의 문장은 명령이 되어 널리 공유되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당사자를 바
라보거나 당사자에게서 올바른 말을 ‘폭력적이지 않게’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심하는 것이
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세밀한 경험부터 구조적 지적, 실천에 대한 규범적 판단까지를 올
바르게 말 해내야 할 책임이 없다.
게다가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앞의 경우처럼 순수한 피해자의
말도 주체적 운동가의 말도 아닌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을 많이 만나기 마련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들,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임을 부인하는 말들,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 발
언들.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잘못임을 가르칠 것인가? 계몽은 낡은 도덕이
고, 당사자주의가 새로운 이 시대의 도덕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은 더 커진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단순한 허위의식이나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명령으로서
당사자의 말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숨겨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누군가는 문학으로 읽어야
할 말이고, 사회과학자에게는 그 자체로 분석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사실들을 담고 있는 말
이다. 비판되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말에서 곧바로 구조를 들으려는 나이브한 태도, 혹은
당사자의 말 몇 가지를 빌려 구조적 피해를 무화하려는 시도(어떤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니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명령으로 가져와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당사자가 피해를 주
장하는 목소리를 명령으로 들은 적이 없다)이지, 오해의 두려움으로 중요한 말들을 없앨 수
는 없다.
기지촌 여성 스스로 자신은 일본군 ‘위안부’와 다르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
를 소중하게 들으면서도, 구조적 층위에서 연결성을 발견한다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기
지촌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온전한 자발성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피해자화에 대한 채찍
질로 받아들이면서도, 구조적 질문을 놓치지 않고 국가의 개입을 밝혀내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틀린 말로 없애버리거나 구조를 무화하기 위한 무기로 삼
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층위의 진실을 담은 말로서 들으면서, 그 말에 담긴 역사와
담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당사자의 말하기를 무조건적인 법칙과 규범적 명령의 자리로 올려두는 것이 ‘당사자를
위해’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을 명령과 법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끌어내림의 실천이 절대적인 타자의
말, 모호한 말, 운동가나 이론가의 번역이 필수적인 중얼거림의 위치까지 이루어지는 것 또
한 문제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말하기를 중얼거림과 명령 사이의 폭력적인 진
자운동에 가두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1)
그래서 선택한 것은 중간에 위치한 의견이었다(책의 제목 『IMO』의 두번째 뜻은 In My
Opinion이다). 물론 ‘의견’이라는 말은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던 구조적 위치의 차이가
없다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평평한 세계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시민이라는 인상을 준
다는 점에서 기만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말하기를 명령과 중얼거림 사이
의 중간, 의견 즈음의 위치에 두는 것이며 어쩌면 그 정도의 기만은 중요한 담론적 실천이
11) 스피박은 두 담론 장(사티에 대한 논쟁에서 영국 남성의 담론장과 인도 남성의 담론장) 사이의 폭
력적 왕복 운동에서 여성의 사라짐을 이야기한다. 이런 운동이 수평적 진자운동이라면, 서발턴 말
하기가 명령과 중얼거림의 사이에서 처하는 상황은 높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 사이의 수직적 진
자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와 제국주의 사이에서, 주체-구성과 대상-형성 사이에서 여성의 형상은 본래의 무가 아니라
폭력적인 왕복 운동 속으로 전통과 근대화, 문화주의와 발전 사이에 사로잡힌 ‘제3세계 여성’의 전위된
형상화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스피박 2013: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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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 즉, 서발턴과 지식인이 만나는 예외적 순간에 서발턴을 서발턴이 아닌 자리,
담론장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의 자리에 두는 것이다. 영
미가 자신의 대북관과 정치관을 펼치는 것처럼, 그가 가르치는 말하기를 하고 싶어한다면
그대로 들으면서 세상을 평가하는 시선의 위치에 놓아둬 보는 것이 중요하다.
5. 저자의 의견
그렇다면 구술자의 의견이 필연적으로 경유하게 되는 연구자의 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성찰적 인류학 연구의 흐름에서는 연구자의 정체성과 지위가 연구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인류학 연구가 상황적이고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면서, 객관
적 지식의 표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족지의 재현에서 연구자가 지녔던 절대적 지위를
내려놓고, 텍스트-작가-독자의 상호작용과 독자의 환기(evocation)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클리포드·마커스 2000; 마커스·마이클 2005),
하지만 김미덕(2013)은 성찰적 연구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면서도, 일련의 성찰적 글쓰기 방
식이 일으키는 효과를 비판적으로 본다. 연구노트를 제시하거나 자기 고백의 글을 쓰면서
연구과정에서 권력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많은 시도들에서 이론적 설명은 밀려난다. 뿐만 아
니라, 윤리적 강박에서 비롯된 지나친 나르시시즘적 자기 고백은 오히려 대상화를 공고히
하고 타자를 통해 구현되는 자기 낭만화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성찰은 연구자의 자아
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과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매릴린 스트래선이 보기에 성찰적 연구는 기존에 단독의 저자로 표상된 인류학자를
성찰주의자로 대체했지만, 이 역시 타자들과의 만남을 경유하여 자신의 상식적 세계로 회귀
하는 여행자, 관광객에 머무를 뿐이다. 타자와의 만남에서도 중요한 것은 탐구자의 내적 변
환일 뿐이며, 진정한 다수성이 아니라 탐구자 내부에서의 차이의 소비에 집중한다는 것이
다. 스트래선은 자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데서 그치는 포스트모던 민족지에서 나아가 타자
와 부분적으로 연결을 만드는 진정한 다수성을 고민한다(Strathern 1991).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IMO』에서는 구술을 편집하고 해석하여 재현하는 자의
존재를 충분히 드러내면서도 관계성 속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하나의 총체로서 구술자를 상
정하고, 이를 재현할 때 굴절을 일으킬 수 있는(혹은 한 단면만을 드러나게 하는) 연구자의
특수한 위치성(계급, 성별, 나이, 당시의 옷차림 등)을 세세히 드러내는 방식은 불완전하다.
연구자가 재현해야 하는 것은 연구자와 만남 이전에 존재하는 고정된 총체로서 구술자가 아
니다. 또, 어떤 조건들이 어떤 반응을 만들어내는지 연구자는 알 수 없으며 구술자의 판단
에 대한 예상할 뿐이다. 따라서 책에서는 연구노트나 연구자의 정체성에 대한 긴 기술 없
이, 주고받는 대화를 살리면서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판단이 어느정도 드러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굴절없이 잘 드러낸 것일까 전전긍긍하는 연구자에
주목하는 대신에, 기지촌 여성과 연구자의 만남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 쓰고 보여주고자 했
다. 이런 식의 대화와 재현은 양자의 만남이 촉발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술의 재현에서 연구자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서발턴 말하
기의 재현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말(가짜 목소리)과, 회복된 목소리(진짜 서발턴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판단은 궁극적으로 지식인이 하게 된다. 기지촌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표상하는 재현은 폭력이라고 비판받지만, 기지촌 여성을 운동가로 이끌어내는 재현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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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변화의 ‘정도’만이 폭력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
정한 규범의 ‘방향’이 폭력성을 판단하는 데 들어있다. 연구자가 어떤 방향에 대해 ‘그
들을 위한 것’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바른 재현을 위한다면서 연구자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성찰하는 것은 이상하다. 저자는
의견을 말하고 있는 자로서 분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발턴에 대한 재현은 더욱 과거의 고정된 실체에 대한 재현이 될 수 없다. 좁은
의미에서 ‘재현’이 과거에 특정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선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현이 성찰과 결백의
윤리에 남아있자면 재현이 ‘재현’만이 아니라 ‘선언’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
다.12) 재현은 과거를 재료로 하면서 혹은 과거가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있는 동시에, 어떤 방
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미래를 향한 선언을 품고 있다.
서발턴 구술을 재현한 텍스트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앞에서 역할분담을
이야기하면서 ‘기지촌 여성’을 돌려놓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자들이 이 세 명의
여성을 찾아간 것은 이들이 ‘기지촌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기지촌 여성’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지촌 여성을 찾아가야 한다. 즉, 먼저 ‘기지
촌 여성’에 갇혀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IMO』에서 주장하고자 한 내용은 ‘기지촌 여
성으로서의 증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선행할 때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다. 담론장에서 ‘기지촌 여성’ 범주가 출현시키는 내용(동시에 개인을 가두는 내용)이 존
재할 때 그 기대를 배반하는 낙차가 의미를 갖는다.
목소리가 없었던 타자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과정 역시, 담론 장의 안의 과정이다. 들리
지 않았던 타자라는 주목이 선행하고, 그 후에 그가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담론 장 내에
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 현실의 삶에서 기지촌 여성은 그곳에서 말하며 살고 있었으며, 말
할 수 없음은 담론장에서의 위치에 대한 비유였다. 이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이다.
어쩌면 기지촌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기지촌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이다.13)
‘기지촌 여성’으로 묶는 것과 기지촌 여성을 개인으로 돌려놓는 것의 이중과제 안에서,
명령과 중얼거림의 사이에서, 특수한 저자와 특수한 구술자 사이의 예상할 수 없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재현’과 ‘선언’의 사이에서 타자화하지 않는 재현의 방식을 일반적으로
정의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개별의 재현하는 사람, 재현의 대상, 그 관계, 시간과 공
간의 맥락에 따른 모든 특수한 한계 내에서 ‘잘’ 해내야 한다는 답만이 남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예술과 기술의 영역이다. 즉, 다른 것에 일률적으로 적용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형태성과 맥락 자체, 현재의 담론지형 자체가 내용이 되기 때문에)

12) 재현에서 과거의 반영인 ‘재현’을 부정하고 미래에 대한 선언만을 인정한다면 재현은 가지고
있던 사회적 힘을 잃는다. 이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구술을 예술적
재현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이 문학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이 가능한데 그 큰 차이는 실제로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이 내뱉았던 말이라는 믿음, 그것이 갖는 힘에 있다. 극 영화와 달리 다큐멘
터리 영화에서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어떻게 지내나요?”라는 텍스트 바깥에 대한 질문이 나
온다.
13) 학문의 장에서 재현의 대상이었던 기지촌 여성이 항상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
자의 만남은 연구 참여자에게도 특정한 열림을 만들어낸다(스트래선은 서구의 연구자가 비서구를
대상으로 행하는 민족지 연구는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의 사고를 파생-성장 시키고 앎을 생성시키
는 과정이었다고 본다(Strathern 1991)). 이 반대편의 열림 역시 이 학문 장에서 쓰이는 언어로, 같
은 수준에서, 연구자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자기를 재구성하는 데만 주목하는
태도에서 비롯한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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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말하고자 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책 『IMO』는 우선
‘과학’이 되기를 포기한 채 하나의 재현이 되고자 했었다. 그렇다면 이제 과학이 필요한
곳14)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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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트래선은 포스트모던의 성찰적 연구가 대상에 대한 재현을 포기하고 민족지에 대한 독자의 반
응에 집중하는 미학적, 문학적 형식이 되면서 비교분석의 기반을 제거하고 과학적 탐구라는 비전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을 구상한다(Strathern 1991).

- 40 -

가족의 편지로 건너는 시간과 공간:
‘비공식적’ 이산가족 만남 이야기와 기록물 간의 물질적 매개성을
중심으로
김성인(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1. 물질적 매개를 통한 이야기의 촉발: 이야기하기를 연행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의 이야기는 연구의 주된 소재이다. 주류 역사학에서 포착되지 못
했던/않았던 ‘작은’ 개인들의 ‘산’ 경험은 이야기하기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
리고 구술사 연구는 창발된 이야기의 채록과 분석, 그리고 그것의 재배치를 통해 기존의 역
사학이 이룬 담론들에 대한 반격과 전복을 꿈꾼다. 그렇기에 구술사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
자들의 작고 좁은 이야기를 통해 주류 역사학을 뒤집을 수 있는 무게중심점을 탐지하길 소
원하며 이야기를 간청하고, 기록하며, 분석한다.
이상은 철저히 연구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야기 구술의 한 측면이다. 연구 참여자(이하
참여자)의 입장에서 상상해보자.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구술사 연구의 참여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하나의 개인적 경험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개인적·공동체적 의미는 절대 약소
하지 않다: 다수의 경우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발화될 공간이나 의의를 적절히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narrative competence)조차 의심받았다(스
피박 2013).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구술사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의 경우, 구술자들이 주관하
는 이야기의 자기중심적 개진1)과 별개로, 그들의 과거 행위는 살기위해 숨어야 했고 또 살
기위해 죽여야 했던 가해성과 피해자성을 교차하였기에 구술자들은 여전히 역사 안에서 포
획당하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한다.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외부의 이데올로기적 압력에 의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당성 그리고 그에 관한 현재의 해석적 당위성이 매우 복
잡하게 얽혀있다(박찬승 2010 참조). 본인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과거의 폭력적인 경험을
상기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고통으로 여겨진다.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위해 기억하고 입을 떼
는 일 자체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후 이야기하기가 불러올 파
급 효과 역시 그들을 두렵게 만든다. 자신의 이야기가 공적 장소에 진출하게 되며 불가피하
게 맞닥뜨리는 다른 이들의 반응, 자신의 이야기가 현재의 자신과 가족에 끼칠 여러 가지
영향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기를 주저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동체와
연결하는 일의 선순환적 효과를 믿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불안과 두
려움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홀로 간직하게 만든다.2) 그렇다면 왜 구술자들은 이야
기하기가 불러올 어마어마한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공유
하는가. 구술자들은 이야기하기 이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
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끌어올 수 있는가. 간추리자면, 나의 질문은 매우 단순하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을 왜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서 다시 타인(연구

1) 연구자는 사건의 사실 여부(factual truth)를 떠나 구술자가 보여주는 주관적 경험의 의미화(윤택림
2011: 399–400 참조)가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지 구술 내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을
중심으로 탐구할 것을 밝힌다(김성인 2019: 35 인용 및 참조).
2) 이는 구술사 연구가 마주하는 난관을 짐작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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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가?
이러한 의문은 나의 개인적인 연구경험에서 비롯되었다. 2013년 나는 대표적인 피난민 정
착촌으로 꼽히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서 세대별 언어 변이와 언어이데올로기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며 마을에서 두 계절을 보냈다(김성인 2015 참조). 휴전선 개통 이후 수복된 속
초에 정착한 함경도 출신의 피난민들이라지만 이북 혹은 이북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내부
자들 사이에서도 핀잔을 받을 정도로 ‘피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색이 바래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 참여자 1세대들은 고향을 생생히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헤어진 이
북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몇몇의 구술자들을 통해 그들의 ‘비공
식적’ 이산가족 상봉 경험을 들으며 이를 알게 되었다. 심층면담 진행시, 그들은 연구자인
내가 청하기도 전에 자신이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이북의 가족을 만났음을 알렸다. 참여자
들은 피난과 예기치 않은 이산, 이남에서의 고생담, 긴 세월이 지난 후 이북의 가족과 제3
국에서 이루어진 짧은 만남의 성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의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누
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주었다(김성인 2019 참조).3)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구술
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통해 어떻게 가까스로 안정시킨 트라우마의 습격을 감수하는지, 애써
봉합해놓았던 상처를 풀러 다른 이(연구자)에게 내보이게 되는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
다. 자신의 이야기가 가지는 사회적·정치적 함의에 대한 인식을 통한 공익적 성취를 위하
여? 연구자와의 관계성 그리고 상호적 교류를 통한 내밀한 이야기로의 접근가능성 증폭? 이
야기하기의 반성성(reflexivity)(김성인 2019: 8 참조)을 통한 자아정체성의 구성? 무엇이 구술
자들의 이야기가 창발 되도록 만드는가. 무엇이 구술자들에게 공동체와 그들을 연결하는 대
화성(dialogicality)(Bakhtin 1981, Tedlock and Mannheim 1995)을 신뢰하게 만드는가.
연행(performance) 개념은 이야기하기의 발생에 관하여 유용한 주안점을 제시할 수 있다.
연행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 표현을 미학적으로 사용하며 문화적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Korom 2013: 1 참조)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연행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 일과 놀이 등 생애 전반에 등장하며, 모든 유형의 문화적 공연은 인간의 삶 그 자체
에 대한 설명이자 해석이다(터너 2014[1982]). 연행은 인간이 자신의 일상성과 일상적 역할
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한정적인 처소를 제공한다(Foley 1985). 보
통의 일상을 연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람들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모이거나, 특별한
옷을 입거나, 주문을 외우며 새로움을 삶으로 불러들인다. 어떤 연행은 고도로 형식화 ·
신성화되어 특정한 연행자의 진행을 요구하는 반면(Bloch 1974) 어떤 연행은 아주 일상적이
며 유희성이 허락하는 한에서 한없이 자유롭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이렇듯 연행을 통해
인간은 일상의 연속 안에서 일상과 한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또한 인간 경험에 대하여
타자(청자)에게 전달하는 이야기하기는 연행의 기본적 구성(연행자-청중)과 일치하기도 한다.
3)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산가족 만남은 통일부와 적십자사를 통해 주관되는 정부주도의 이산가족
상봉회담이다. 한국정부,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주도를 독려하기
도 했다(최대석 1999 참조). 그러므로 이산가족 상봉의 형식은 정부 주도의 공식적 만남 혹은 개인
의뢰를 통한 ‘비공식적’ 만남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본 연구는 후자를 다룸을 밝힌다. 본 연
구가 집중하는 이산가족의 만남 형태는 한국정부에 의해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인정되기에 사전적
의미의 비공식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분야에서 실현되는 이산가족 만남의 경험이 공
식적인 토의의 장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중개인을 통한 만남의 의뢰절차 및 경험담 공유는 통일부
주도에 의한 교류에 비하여 매우 비가시화되어 있다. 민간 교류를 통해 이북의 가족을 만난 당사자
들도 자신의 가족 만남 경험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연구자는 휴전선을 관통하지 않고 그 둘
레에서 성사되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정부 주도 외 이산가
족 상봉을 ‘비공식적’ 이산가족 상봉으로 정한다(김성인 2019: 13-15 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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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받으며 혹은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구술자는 이야기 세계를
개시하게 된다. 이야기 세계 안에서 구술자는 이야기의 진행을 주도하고 이야기의 합리성,
정당성, 필연성을 구성해내며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데 어
떤 이야기하기에서, 특히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구술과 같은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하기에
서, 구술자는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촉매를 통해 서사적 정체성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필
요로 하기도 한다. 이야기하는 나, 이야기 속의 나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시작에서
흔히 나타나는,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게 들어봐.”라는 진의를 내포한 “있잖아. 내가 말
이야...” 식의 개시(initiation)와 같은 발화 이상의 ‘물리적 단초’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물리적 단초’를 무엇으로 비유해야 할까. 배우가 올라설 수 있는 무대? 배우가 수행해
야 할 대략적인 각본? 혹은 다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면이나 코스튬? 무엇이
되었든, 이 외부의 물질은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나, 이야기 속의 나로 변모할 수 있게 만들
며, 이야기의 발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물증자료가 이야기가 가능하게 하는
서사적 정체성으로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며 이야기 세계(the story world)
와 이야기되는 사건(the narrated event)가 위치한 실재 세계를 잇는 물리적 통로로 여겨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소개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자료는 2013년 8월에서 11월까지 속초시 청호동에서 피난1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중 이루어진 심층면담에서 수집되었다. ‘비공식
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구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고백을 통해 알게 되며 구술
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통해 이루어졌다(참여자1, 2). 첫 만남에서 연구자에게 자신의 상봉
경험을 밝히며 구술의 필요성을 먼저 피력한 연구 참여자(참여자 3)도 있었다. 이하는 구술
자 3분에 대한 소개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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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
1) 기록을 꺼내며 시작되는 이야기
이야기하기를 연행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내가 본 구술 현장을 돌아보게 하였다.
아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구술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록한 자료들을 꺼내오며 본격
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였다. 찬장이나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있던 편지,
그림, 수기 등 자신만의 기록물을 꺼내오는 참여자들의 모습은 구술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의 중요성을 다시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춰두었던 기록물을 꺼내오며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들의 행위 그 자체가 자신의 경험이 일상에서 매우 유리되어 있음을 보이며, 여
러 가지 가늠할 수도 없는, 의도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이유로 자신의 기억 저편에 묻어버린
당시의 경험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몸짓이라고 파악되었다. 구
술자가 스스로 편집한 당시의 사실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야기하는 나, 즉 서사적 정체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소에 말할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해 기억하고, 나와
나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일은 기록물이라는 물질을 드러냄으로써 가능하다. 기록물은 구
술자들이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연행의 탈을 착용할 수 있게 만든다.
<사례 1>
상황: 이북말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던 연구자가 가족 상봉에 대해 질문한다.
연구자: 할아버지 그럼 괜찮으시면 동생 만났던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참여자3: 아~~하고 말고 하지 어떤 어떤 어떤 거연구자: -어떻게
참여자3: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나라에 이천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됐죠 그 당시에 그 양반이가 하...

아이 참 나보고 그걸 또 참... 내가 (책장을 열고 상자를 꺼낸다) 내가 고향에서 동생 만난 거 기록을
해둔 게 있어 내가 내가 자꾸 들여다보면 그저께 생각이 나서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그런 거
보면 참 꼼꼼한 놈이야 그거 하느라고 내가 (상자를 들고 와서 연다) 그거 보면은 참 내가 사투리가
많이 나왔어. 아들[애들] 편지 온 것도 있잖아 내가 편지도 있다고 그거 아낀다고 내가 딱 해놨는데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 나온 사진이야 하이튼 이북 그거에 대한 책은 내가 다 구입 했어
<사례 2>
상황: 마을 내 말 사용에 대해 심층면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연구자가 참여자의 가족에 대해 물
어보았다. (이때까지 연구자는 참여자가 중개인을 통해 가족을 만난 사실을 몰랐다.)
연구자: 할아버님 고향이 신포라고 하셨죠? 이북에서 계실 때 형제관계랑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참여자1: 나는 사남매고 내 항렬이 사남매라고 누님 하나있고 내 제일 큰형은 여기 나와 돌아가시고
둘째가 누님이고 셋째가 내고 넷째가 이북에 있는데 이북에 우리 피난 나올 적에 인민군대에
잡혀나갔기 때문에 피난 못 나왔어 동생은 죽었어 이북에서 병들어 죽었다고
연구자: 아 그건 어떻게 아세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참여자1: 그게 언제... 확실하게 확실하게...(장농을 열고 문서철을 하나 꺼내 와서 사진들을 앞에
펼친다) 이게 내 동생이야
연구자: 아아
참여자1: 내가 이 가족들을 만날라고 중국을 네 번 갔다 왔어 그래서 이 사람 만나진 못하고 중간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진하고 이 이북에서 가지고 나온 사진이야 이 이북에서 동생 가족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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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야 사진하고 이 편지 가져왔어 이 동생 동생 야가 언제냐 작년 10월 23일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천구백 언제 됐나 한 십 년 되어가 편지 받은 지 음 내가 ○○○할 적에
하기 직후에 중국에 내 가서 사람 놔아가지고 소식 들은거야 그 편지가 야가 쓴거야

2) 가족의 편지로 건너는 시간과 공간
<사례 3>
상황: <사례 1>과 이어진다.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 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기록을 꺼내와 내보인 후 구술자는 기록을 통해 기억과 공간을 상기한다. 구술자의 이야
기는 피난과 ‘비공식적’ 가족 상봉의 과정과 만남, 만남 이후의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고통스러운 적응과 감정적 고백을 넘나든다. 이야기를 통해 한데 엮이는 과거의 시간과 공
간은 그 특수한 지점들을 교차함으로써 구술자를 그곳으로 데려간다(transport). 이는 실제적
역사적 사건 속의 자기화(바흐친 2006: 306)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수한 감각을 강조하는
바흐친의 크로노토프(chronotope)와 연결된다(바흐친 2006 참조).
<사례 4>
상황: 참여자는 기록물을 꺼내온 후 하나씩 늘어놓으며 피난, 가족 상봉 의뢰 경험등을 연구자에게
들려주었다. 참여자는 편지 하나를 골라 낭독을 시작한다.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 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개진하던 구술자는 동생이 자신에게 부친 편지를 읽는다. 이북의 남동생이 브로
커를 통해 만남 요청을 전해듣고 그에 대한 응답을 편지로 구술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편지
는 몇 십년 만에 소식을 들은 형(구술자)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동시에
남동생은 국가에 의해 반역으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고 구술자를 만나러 갈 의지를 보여준
다.

“나중에 편지 걸리면 자기도 영창 들어가야” 하기에 가족의 편지는 “아주 아리송”

하다. “다른 사람이 못 알아먹는”, 에둘러 쓰인 편지의 내용은 구술자만의 독해를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으며, 구술자를 통해서만 읽혀질 수 있다. 편지의 낭독은 구술자의 해
설을 동반한다.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구술자는 자신의 해설을 첨언한다. 구술자
는 편지의 낭독과 해설을 통해 가족 상봉에 대한 동생의 반응을 읽어낸다. (형님이 인편에
정확하고 진실한 길이라면 떠나 형님한테 상봉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길이 정확하다면-자기
가 만나겠다 그 뜻이야)
편지라는 기록은 당시 구술자의 기억과 감정을 소환한다. 상봉 전 동생이 전한 편지 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낭독하며 구술자는 동생과 직접 만났을 때 들은 어머니의 소식으로
이야기를 전환한다. 구술자는 동생과의 상봉 시 피치 못한 이산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고를 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자신 스스로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구술자는 그때 느꼈던 고통과 괴로움을 상기한다. (함
경도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사람이 속이 타면 속이 타면 타면 죽는다고 했어 간장이 애가
끓으면 죽는다고 애간장이 사람이 그래 애간장이 타면 죽는다고 했어 제일 위험한 거야 그
게 내가 엄마가 돌아갔다 했더니 애간장이 탔어 그때). 기록(편지)에 대한 충실한 해설자로
서 기억을 해석해내며 조리있게 이야기를 구축해나가던 구술자는 자신의 감정적인 고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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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하기 시작한다. 편지라는 물질을 통한 이야기의 연행과 그에 한정된 서사적 정체성의
경계는 흐려지며 구술자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다. (내가 그 생각을... 자주 쓰는 거야 또 들
어갈 지 몰라 또 볼지 몰라 이러케 다 놔아놨어 다 나와 여기 거짓말을 못해)
4. 발굴이 아닌 발견으로: 이야기와 물질적 매개성을 통한 구술사 연구의 도약을 위하여
<사례

5>

상황: 참여자는 ‘비공식적’ 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후 계속 말을 이어 나간다. 연구자는
가족들에게 이북 이야기를 자주 하냐고 물어보았고, 참여자는 아이들은 이북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고
답했다.
참여자 2: 직장생활도 했지 여기 와서 고등학교 ○○학교 ○○과도 나왔고 ((침묵)) 그니까 옛날
요즘에는 콤퓨타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컴퓨터로 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직장생활 할 적에는
말이지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이거 봐 한문으로 적는다고 이거 봐 이거보라고 전부 이렇게
써가지고
(자녀들 이름, 신상명세, 혈액형까지 한문으로 적은 종이를 연구자 앞에 놓고 보여주었다)
(중간 생략, 참여자는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에 대해 말해주었다)
참여자 2: (중간 생략) 이 고향에.. 함경남도 ○○군 ○○면 ○○리 이 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살던 데야 이 집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 죽은 다음에 애들이라도 찾아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직접 그린 지도를 보여준다. 그 위는 작은 집 모양이 표시되어 있었다.)
연구자: 네에 잘 하셨어요
(침묵이 이어졌다. 참여자는 기록물을 다시 원래 자리에 보관하며 구술을 마무리하였다.)

이야기의 시작이 기록을 통해 가능했다면, 이야기의 종결 역시 기록물을 원래의 장소로
보관하며 발생한다. 어떤 의사소통이든 매끄러운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자
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된 구술자들은 주섬주섬 기록물들을 집어 다시 정리하고, 공책
을 닫고, 원래 그것이 있던 장소에 넣는다. 그들의 모습은 분장을 지우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배우를 연상케 한다.
본 연구는 구술자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그리고 구
술자들이 봉인되어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현재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연행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보관하며 간간히 다시 꺼
내보는 기록들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 대해 한 발 떨어져 말할 수 있는 서사
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자신의 기억과 경험이 재생될 수 있는 연행의 영역을 만든다. 이야기
하기는 구술자들이 이미 지난 시간과 갈 수 없는 공간으로의 회귀를 가능하게 하며, 당시의
감정을 다시 만나고 그것을 현재의 삶과 연결하게 한다. 이야기하기에서 기록과 서사적 정
체성은 거울처럼 상호반영한다: 서사적 정체성은 기록물이 있기에 피어날 수 있었으며, 기
록물은 서사적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기록물을 통해 나타난 서사적 정체성은 이야기
의 개진 내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나와 만난다. 이처럼 기록물은 연행적 이야기하기와
일상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우리는 존재가 뼈만 남은 것처럼 위축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찌우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프만 2018: 347).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기록을 통해 자신의 삶
을 다시 그린다. 일기를 예로 들어보자. 일기를 책상에 펼쳐두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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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항상 일기와 동반하여 생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기를 어딘가 홀로 아는 곳에 꽂아두고 낮을 살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날 때, 우리의 존재가 차오를 때는 일기를 쓸 때, 일기와
만날 때 일지도 모른다. 이는 왜 구술사 연구가 개인의 기록을 보아야 하는지 단언적으로
밝힌다.
본 연구는 개인이 어떤 형태의 기록물을 만들어 내는지 그 사회·문화적 작동을 다루지
못 했다. 또한 개인의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과의 배치 하에서
비교하고, 저장물의 축적을 통한 구술사의 보고를 세우고 그를 구술사 연구의 세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학술적 노력의 중요성(함한희 2009, 2010 참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활용 방법을 실용적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
구가 연구의 1차 자료를 만나는 그 순간을 주로 다루기에 발생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 파급
이 크든 작든, 지속되든 혹은 단절되든, 이야기하기를 통해,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참여자
의 경험은 그의 내면에서 외부로 나온다. 동떨어져 있는 섬이 아닌 대화적 존재(Bakhtin
1981 참조)로 마침내 변모하며 참여자는, 그리고 참여자의 경험은 사회와, 세계와 연계된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가면들의 창고를 세우는 것도 의미 깊지만, 이야기가 나타나는 현장에
서 동반되는 정체성(들)의 연행을 더 잘 들여다보자고 강조하고 싶다.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
에서 구술사 연구자들은 자료를 발굴하지 않고 발견해야 한다. 그를 통해 구술자들의 단발
적 이야기하기는 독백이 아닌 사회적 대화로 확장될 수 있다. 자료의 발굴이 아닌 발견을
통해 우리는 구술사 너머의 구술사 연구인 치유적 구술사 연구(김귀옥 2013 참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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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 대한 남한 청년들의 차별감정
신매인1)

1. 머리말
2. 접촉 초기 차별감정
3. 지속적 만남 속 차별감정
4. 맺음말

1. 머리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은 항상 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유
지했다. 청년들은 청년 시기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경험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2) 이는 남북관계가 청년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현재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탈북민에 대한 태도에
도 반영될 것으로 보였다. 현재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탈북민과 접촉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탈북민과 접촉 빈도의 증가는 청년들의 탈북민에 대한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탈북민과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에 대한 남한 청
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탈북민과 만난 적
이 있거나 지속해서 교류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 갈 세대로 청년세대가 주목을 받지만 정작 남한 청년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기존에는 탈북민과 만나는 특정한 남한 주민4)
을 대상으로 한 남한 주민의 인식을 연구했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는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탈북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인식을 분석했다.5) 탈북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감정에 관
1) 건국대 통일인문학 석사과정.
2) 정동준 외 8인,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2, 2019.
3) 남희은 외 2인,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태도 및 통일인식 영
향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호, 2014. 105쪽.
4) 보호경찰관, 자원봉사자, 직장관리자 등등.
5) 전우택 외4인,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통일연구 제5권 제1호, 2001.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
로｣,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2000, 김중태,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과 적응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남한출신관리자와 북한출신 근로자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유해숙, 이현숙,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학연
구 20호, 2014, 윤인진·송영호,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재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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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시도로 마음연구가 등장했다.6) 이러한 연구를 통해 탈북민과 접촉하는 남한 주민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위계 구조에서 형성된 인식에 관한 연구로 탈북민과 비교적 동등한 관계를 맺는 청년
의 감정 들여다보기 어렵다.
접촉 경험은 탈북민에 대한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접촉 빈도의 증가는 오히려
청년들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을 증대시킨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탈북민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청년들도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발생한다. 불편한 감정은 해소되지 않은 채 청년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탈북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미묘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필자는 차별감정7)이라고 부르겠다.
청년들에게 존재하는 차별감정은 탈북민과 만나는 것만으로는 사회문화적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이 청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
하지 않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탈북민과 만남 속에서 남한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감정을 구술을 통해 깊이 있게 분
석하고자 한다. 접촉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일회적인 만남을
가진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차별감정과 지속해서 교류를 갖는 청년들의 감정을 살펴보겠다.
이 연구는 차별감정을 갖는 남한 청년들을 비난하거나 사회문제로 부각하기 위함이 아니다.
불편한 감정, 차별감정, 그 감정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직시하며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다양
한 감정들을 단속하는 태도에서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8) 이런 감
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규명할 때 진정한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차별감정에 관
한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과 만남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관한 문제를 고민
해볼 수 있다.

<표1-1> 남한 출신 연구참여자 정보9)
연구참여자
가
나
다

6)
7)

8)
9)

성별
여
여
남

출생년도
1988
1993
1982

접촉경로
교회
교회
교회

인연구, 제 30호, 2013,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북한학연구 제5권 제2호,
2009.
이우영·구갑우·양문수·윤철기·이수정, 분단된 마음잇기, 2016.
사회 전체 영역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이런 존재들은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며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에 놓인다. 탈북민은 남한 사
회에서 소수자에 해당한다.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고 있다. 특정 집단
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은밀한 차별은 심각한 문제이다. 제도적인
차별이 사라진 이후 차별문제는 제도 밖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의 형태는‘마음속 차별’ 혹은
‘차별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다. 제도적 차별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음속 차별은
주목받는 차별 형태이다. 탈북민이 대한 남한 청년들의 불편한 감정은 차별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의 일종이다.
나카지마 요시미치, 김희은 옮김, 차별 감정의 철학, 2015, 13~14쪽.
연구참여자들은 20대 초 ~30대 초에 탈북민과 처음 만나보았다. 그 이후에도 대부분 탈북민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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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
바
사
아

여
여
여
여
남

1982
1985
1985
1993
1982

직장(대안학교)
해외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교회/시민단체
시민단체

자

남

1991

학교/시민단체

차

여

1989

학교

타

여

1992

학교

2. 접촉 초기 차별감정
탈북민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한 청년들의 차별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탈북민
과 접촉 경험이 없는 남한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대상자인 60명은
대학에서 통일·북한 관련 수업10)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대학수업에서 통일·북한 관련 수업
을 수강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보다 비교적 통일에 관심이 있는 편이며 북한에 관심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비교적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청년들의 탈북민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다. 수업과정에 탈북민과 만나는 시간이 포함되어있
었다. 탈북민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조사할 수 있었다. 필자도 수
업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민과 만나기 전 탈북민에게 궁금한 점을 주관식으로 조사했다. 탈북
민에 느끼는 감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학생들의 의
견을 알아보았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탈북민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반응, 조별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민과 같은 조를 할 것인지와 그 이유를 조사했다. 주관식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민과 접촉 경험이 없는 남한 청년들이 같은 또래의 탈북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아보았다.
학생들은 탈북의 이유와 과정을 가장 궁금해했다. 학생들은 남한에서 사회적응 문제나 북한
에서 어려웠던 경험을 탈북민을 통해 듣기 원했다. 탈북민과 처음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
냐는 질문에는 많은 학생이 신기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다음으로 학생들은 탈북민이 북에
서 힘들게 살다 왔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탈북민이 신기한 존재로 느껴지는 학생들의 인식
에는 탈북민이 비정상국가인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으니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밑바
탕에 깔린 것이다. ‘신기하다, 힘들게 살다 왔을 것 같다’라는 인식은 학생들이 탈북이유가
탈북민이 가난과 국가의 탄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은 탈북민이 탈북 사실을 숨기는 이유로 탈북민을 바라보는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꼽았다. 학생들은 남한 사회에는 탈북민에 대한 고정관념
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10) 이 강의 제목은 ‘북한의 생활문화와 사람의 통일’이며 건국대학교 2018년 2학기 교양수업이다.
(2018년 8월~12월). 본 연구자는 수업 조교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 탈북민과 만나는 시
간에 연구자도 참여하여 탈북민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관찰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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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문항이 포함되어있었다. 수업
에서 탈북민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 같은 조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학생들은 당연히
탈북민과 과제를 함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은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탈북민을 차별하
거나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탈북민과 만남 이후 학생들은 탈북민에 대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수업시간에 만난
탈북민들은 학생들이 생각했던 모습의 탈북민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만난 탈북민의 북한에서의
삶이 남한 학생들이 기대했던 수준 만큼 힘들거나 가난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 탈북민들이
가난하거나 어렵게 산 분들이 아닌 것 같다. 힘들었던 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거나‘기독교
탄압이나 인권 탄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므로 다른 탈북민들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년들에게 탈북민과의 일회성 만남은 탈북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접
촉 경험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11) 학생들에
게 탈북민은 여전히 가난한 존재이며 비정상국가에서 이탈해 온 불쌍한 존재 여야만 했다. 학
생들이 갖고 있던 탈북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다른 탈북민은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청년
들은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고정관념의 자동처리 과정을 겪는 것이다. 청
년들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다른 사실은 특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인식했다. 사람들은 타인을 지각할 때 흔히 타인이 속한 범주를 지각한다. 이러한 범주들을 기
준으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타인을 판단한다. 범주화된 대상은 그 범주에 대한 사람
들의 선행 지식(고정관념)에 의하여 왜곡되게 기억되고 판단되기도 한다.

12)

청년들의 호기심은 탈북민에 대한 인식, 거리감에 작용한다. 그러나 호기심은 탈북 동기와
과정으로만 표현된다. 청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한 청년에
게는 하면 무례한 질문도 탈북민에게는 하는 것이다. 탈북 동기가 ‘북한에서 너무 살기 어렵
고 먹을 게 없어서’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남한 사회가 탈북민을 지원하는 이유는‘북
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식량난 발생 이후 북에 대한 우월감, 갈 곳 없는 불쌍한 존재인 탈북민 받아준다는 흡수통
일론적 발상과 시혜주의적 입장이 청년들에게 투영되어있다. 탈북민에게 이것을 벗어날 자유가
없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객관적으로 북한 현실을 말할 때 남한 청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
유는 내가 알고 있던 탈북민 현실과 내가 만난 탈북민의 삶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탈북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탈북민 만났을 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모가 불러서 그
냥 따라갔대요. 중국 국경 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고. 그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됬는데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탈북민들에 대해 선입견이 없을 순
없겠지만 거기가 ‘다 힘들어서 왔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는데 ‘거기가 살만한 사람도 있구
나’라고 처음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타)

11)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7권, 2004., 195쪽.
12) 김혜숙,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3권 1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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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 만남 속 차별감정
청년들은 탈북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동화 과정을 겪는다. 편견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고정관념과 차별감정을 통제하려는 의식을 갖는다.
개인적으로 탈북민과 계속 교류를 하는 청년들은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는 않았
다. 탈북민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정서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다른 남한 청년들보다 탈북민과
북한, 통일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청년들은 탈북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고정관념과
다른 탈북민을 많이 접한다. 만남 속에서 남한 청년들 가운에 차별감정이 발생한다.

1) 배려의 문제
해외 봉사활동의 경우 탈북민과 남한 청년은 활동의 주체로 동등한 위치로 관계를 맺는다.
마)는 탈북민들을 만나서 남한 청년들과 똑같이 대하려고 했다.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
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외 현지에 도착해서 함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지점
이 발생했다. 탈북민을 어느 지점은 배려를 해주어야 하며 어느 지점은 자기들과 똑같이 대해
야 하냐는 부분이었다.

이제 그 친구(탈북청년)가 뭐 때문에 피곤했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에 대한 배려
가 부족하다.’ 그랬대. 그때 함께 있던 언니가 ‘ 다 같이 왔는데 우리가 꼭 저 친구가 탈북청년
이라고 해서 우리가 쟤를 그렇게 배려해야 해?’라는 상황이 있었어. ‘우리가 그런 거까지 배려
해야 해?’ 이런 이야기가 오갔지. 본인도 차별받지 않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모순되게 다른 어
떤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 나를 좀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하는 게, 평소에는 차별받지 않
고 동등한 문화에서 자란 것처럼 대하길 바라면서 조금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나는 같은 문화권
이 아니었으니까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하는 그런 걸 좀 느꼈지. (연구참여자 마)

해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탈북민과 함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들은 도대체 어느 지점까지 탈북민을 이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같이 일하려면 서로가 성인으로서 탈북민이든 어디서 왔던 외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맞춰야 하
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저 사람이 탈북민이라고 해서 너무 넘어선 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
해해줘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차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 본인이 배려받는 데 익숙
하다는 느낌을 줬어요. (연구참여자 타)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남한 청년의 경우 컴퓨터를 못 할까 봐 걱정은 없는데 탈북청년의 경
우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내가 다 해줘야하는?’ 이런게 고민
이 됐어. 내가 이 사람한테 애기 가르치듯이 가르쳐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하고
자 다음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탈북청년보다) 내가 빨리 알려줘야 하고 실수가 최소가 되야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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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안된다 싶을 때는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
운 게 자기가 하던 몫을 ‘아 너 안 되겠다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겠다.’ 나중에 사과하더라도.
서로 힘든 거지. 이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 나도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한테 맞춰
서 해줘야 하는데 해야 할 건 해야 하고. 사실 나도 벅찰 때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한두 번이면 돼. (남한 청년의 경우) 한두 번 실수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이해가 빠른데. 오래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계속 똑같은 부
분에서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근데 다른 분(탈북민)도 똑같애. 이게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다루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연구참여자 차)

연구참여자 자)와 탈북민이 학교 과제를 위해 약속을 정할 때마다 항상 탈북민 청년이 시간
을 지키지 않았다. 자)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정도도 남한 청년보다 탈북청년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다. 탈북민이 아직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는 탈북민에게
자꾸 늦는 점에 관해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동기나 후배가 탈북민처럼 약속을 어기는 경
우 어떻게 하냐고 필자가 묻자 자)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것이라
고 대답했다.
남한 청년들은 탈북민이 다른 문화권에서 왔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
문에 배려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려의 정도의 부분에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갈등
이 발생하며 탈북민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배려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 마음은 남한 청년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지점으로 탈북민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한 지점을 탈북민에게 직접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탈북민에 대해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남한 청
년들도 자기 자신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 탈북민
을 배려해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2) 탈북민 지원에 대한 양가적 태도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지원의 대상이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
라도 청년들은 탈북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 목격한다. 청년들은 탈북민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며 자신보다
탈북민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고 느낀다. 남한 청년들의 차별감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특히 장학제도와 대학입시 제도이다. 이런 감정은 남한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발전한다.
탄탄하게 가고 있는 거는 걔 한 사람에 대한 건 아니고. 걔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오래 살아
서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 적응 못 해서 고등학교 때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 어떻게 유학을 갔을까? 저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나?’ 이런 거. ‘유학 갈 자금이 있
는 게 아닐 텐데’ 이런 궁금증?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남북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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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하면 그 프로그램 마치고 장학금 수여식? 이런 거 하는 걸 종종 봤거든요. ‘여기저기서
참 도와주는 손이 많구나. 그래 도와줘야지 생각을 하지만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사)

청년들은 탈북민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정서를 갖는다. 청년들은 탈북민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경험을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탈북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한다. 감정적으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불만과 부정적 감정이 ‘ 탈북민도 힘들지만 나도 힘
든데?!’로 표출된다.
일단 탈북한 사람들은 약간 대학을 가는 거 자체는 엘리트인 거 같고. 대학을 접근하는 루트가
좀 다른 거 같더라고. 우리는 무조건 대학 좋은데 이런데 개네는 취업을 위한 대학 이런 델 많이
가더라고. 들어가는 과부터가 간호사나 전문직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 근데
탈북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본 애들은 극히 일부잖아. 그런데 여기오는 애들 자체가. 아
무래도 엘리트 집단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서울대 다니고 연대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영국
유학 가 있고.(연구참여자 바)

탈북민이 받는 혜택이 가장 가시화되는 부분은 교회에서의 지원이다. 어느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면 소정의 금액을 탈북민에게 지급한다.13)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참가비도 남한
청년과 탈북민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어느 교회에서 남한 청년보다 2배 이상 탈북민은 참가
비의 지원을 받는다.14) 참가비 지원의 차등은 청년들의 불편한 감정을 더욱 자극한다.
연구참여자 자)는 교회에서 탈북민 지원을 많이 보았고 지원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했다.
자)는 지원이 지속될수록 탈북민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동등한 개인으로 탈북민
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남측은 (지원이) 따로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탈북자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교회 내에서
출석률에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걸 하다보니 이 친구들은 교회 나오긴 하지만, 그
게 자발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는 마음들이 있는거죠. 그런
게 있다보니까 남한 친구들이 그 자체가 선의적으로는 좋은거고,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도
와줘야지 하지만 점차적으로 수혜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탈북민들을 볼 때마다 뭐가 자꾸 도와줘
야 되는 존재로 보게 되지,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동등한 존재로 보기가 힘든거에요. (연구참여자
다)

탈북민이 받는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탈북민이 받는 지원을 보며 청년들
내면에서 열패감이 발현된다. 탈북민이 장학금을 받거나 남한 청년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남한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들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적게 해
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3) 정병호, ｢환상과 부적응｣,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2006, 30쪽.
14) 2019년
교회에서 남한 청년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은 30% 탈북청년의 참가비 지원은 70%로
공식적으로 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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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한 청년들은 현재 탈북민 지원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결국 취업의 문턱에서 자
신들의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탈북민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남한 사회에서 사회
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남한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다.

3) 구별짓기
청년들의 구술 속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탈북민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청년들은 탈북민이 너무 남한사람 같아도 너무 북한에서 온 것 같아도 불편한 감정을 표현
한다. 남한 청년이었다면 크게 의식하지 않았을 점들이 탈북민들이 하면 괜히 의식되고 신경이
쓰인다. 남한 청년들은 탈북민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한에 적응하면서 너무 남한
사람 같아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 남한 청년들이 했다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행동들
이 탈북민이 하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처음 학교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북에서 왔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됬었죠. 그 형 보면서 느낀 생각은 남쪽 사람보다 더 남쪽 사람 같다는 느낌? 그
형이랑 이런 이야기를 대화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지만, 저
혼자 생각해왔던 건 조금 이 남쪽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남쪽 사람들의 업무 방식이라든지 체
계라든지 빨리 습득한 건 아닌가, 일 같은 거 같이 하다보면 이런 건 누구랑 이야기하고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도 되고 이런 판단 결정들이 그냥 되게 체계가 확실히 잡혀있구나. 그 형이 더 신
경쓴 건 아닌가 했던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형이 북에서 왔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 든거 같은데. 특별히 이상한거는 아니었거든요. 국적이니 출신이니 이런거 다 떠나서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자)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작게는 패션까지. 갑자기 되게 막 강남 언니
들만 입을 것 같은 옷이나, 염색을 하고 온다거나 뭐 하면 ‘눈썹뭐하냐 화장 뭐썼냐’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타)

청년들이 탈북민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탈북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탈북민의 슬
픈 개인사를 통해 탈북민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남한 청년들 사이에서 친해지는 방식과 탈
북민과 남한 청년 사이 친해지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자기를 오픈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왔나봐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를
한국 애들이랑 다니는 곳을 다녀서 하나도 사투리도 없고 외형적으로 봐도 ‘아 북한 상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얘가 대체 탈북민일까 한국인일까?’ 생각 드는 친구
도 있었는데. 얘가 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온 친구였던 거에요. 그 친구랑 지
금도 만나는데 항상 보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 보통사람은 질문받으면 그냥 답만 하는데 삶
전체를 나누는 정도가 다른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나)

탈북민이 ‘오픈’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탈북 동기나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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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힘든 삶, 가족사 등 탈북민의 개인사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공개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탈북한 지 오래된 분들은 자신의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
럽게 잘 해주는데 탈북한 지 탈북하고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은 개인사에 관한 이
야기를 자신에게 터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탈북민이라고 해서 탈북 동기와 과정, 가족사
를 타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 청년들은 탈북민이면 자신의 개인사를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긴다. 탈북민이 꼭 자신의 삶을 공개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보통 남한 청년들 사이에서 개인사나 가족사는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남한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차별감정은 청년세대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현재 청년들은 사회
적으로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띤다.
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16)

15)

가치성향이 탈북민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에 미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 순으로 탈북자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끼친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일수록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지닐수록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17)
청년들의 타인보다 우월함을 지향하는 수직적 개인주의의 가치는 청년들이 타인 앞에서 자
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개성을 가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갖
는 긍정적인 감정도 차별감정의 원인을 형성한다. 단순히 타인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다. 차별감정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고, 우월감
을 느끼고 싶고, 더 좋은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즉 더욱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단단하게 결합되어있다.

18)

청년들이 느끼기에 탈북민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지 않다면 배려와 지원의 대상인
탈북민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탈북민이 청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힘든 삶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남한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아 지나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차별감정
이 작동한다. 청년들은 계속해서 탈북민과 남한 청년들 구별하고 탈북민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음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에는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의 지적· 육체적 능력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각 개인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19) 청년들은 자신들
이 탈북민을 차별하거나 편견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탈북민들이 너
15) 트리안디스에 따르면 수평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자율적인 개인으로 여기며, 타
인과 동등한 관계에서의 활동을 선호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남보다 탁월한 존재로 여기거나
높은 지위를 지향하지 않는다.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을 자율적 개인으로 여기
며, 자신의 독특함과 개성을 강조한다.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경쟁적으로 여기며 사회적인 지위에 관심이 크다. 수평적 집단
주의는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들 간의 지위 격차나 위계성, 사
회적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을 중시하고 공동의
목표나 일체감을 강조한다. 이들은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하며 서로 간의 위계질서 확
고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16) 남희은 외 2인, 위의 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
었다. 12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와 학년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598명의 응답을 얻었다.
17) 남희은 외 2인, 앞의 글, 104~105쪽.
18) 나카지마 요시미치, 위의 책, 105쪽.
19) 나카지마 요시미치, 앞의 책,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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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여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청년들의 개인주의적 가치에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결합하여 탈북민에 대한 차별감정이 형성된다. 청년들은 분단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른바
‘분단세대’이다. 한국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무수히 많은 뉴스와 영화를 통해 북한을 접했다.
사회화과정을 통해 청년들에게도 반북의식이 자리를 잡았다.

20)

청년들은 북한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종북’이니 ‘좌빨’이라는 용어의 홍수 속에 노
출되고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더라도 단어가 주는 부정적 감정에 전이 된다.21)
청년들은 자기 자신 안에 형성된 반북의식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청년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성
된 부정적인 감정을 탈북민에게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다.
탈북청년에 대한 감정은 ‘그냥 싫다.’ ‘ 별로다’ ‘ 그냥 우리와 달라’로 표현되며 그
이유를 물어보면 고민 후에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탈북주민도 공산주의 국가의 사
람이기에 싫다고 말한다. 실제로 공산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도 부정적 감정을 보이
거나 싫음의 원인에 대해 본인들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태어나면서부터 체화된 부정적인 감정이 혼합되어 탈북민에
대한 은밀한 차별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4. 맺음말
탈북민과 만남을 통해 남한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감정을 살펴보았다. 탈
북민과 접촉 경험이 없던 청년들의 경우 탈북민과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탈북민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탈북민을 예외로 인지하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탈북민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감정은 발생한다. 탈북민을 향한
배려와 지원의 문제에 관해 남한 청년들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한다. 불편한 마음을 갖는 자신
을 인지할 때 불편한 마음은 더욱 커진다. 자신이 만난 탈북민이 너무 남한사람 같아도 북한
사람 같아도 청년들에게 불편한 감정이 발생한다. 청년들에게 탈북민은 계속 탈북민으로 인지
되고 구분된다.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차별감정은 그들의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과 분단국가에서
태어나 체화된 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결합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차별감정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정적인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탈북민과 접촉하
는 청년들에게 차별감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일에 관해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탈북민과 접촉이 없던 2000년대 이전의 청년들이 상상했던 ‘만나기만 하면 이루
어지는 핑크빛 통일’은 낭만적인 이상이었다. 만남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갈등은 통일 독일 사
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은밀하게 작동하는 차별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마주할
때 차별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 이병수,｢분단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52, 2011, 55쪽.
21) 박영균,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통일의 과제｣, 철학연구, 제143권, 2017,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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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소통 과정 탐구
유진아
1. 들어가며
지구화된 세계는 낯선 존재들과의 소통을 요구한다. 특히 한반도는 분단 현실로 남북출신주
민 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남북출신주민의 통합이나 통일을 미래적 과제라고 미뤄두거나 혹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할지라도, 한국에 이주한 북한출신주민과의 소통은 현실적인 요청이다.
더욱이 통일 과정에서 일상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1) 그런데 우리 사회
에서 통일이나 소통을 논할 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
는 인지적 해결방법이 중시된 반면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다.2) 그러나 남북
이 상대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서가 무의식화 된 결과 가치의 차이를 발견하기 이전에
북한 문제가 불거지면 정서적 불편감과 억압감, 혐오감 등을 느끼는 경험이 일상화되었다.3) 이
글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정서’의 문제에 주목한 소통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참여자는 남북출신청년이다.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삶
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를 만난다.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북한출신 2~30대는 남북출신주민
간 소통 과정을 연구하기에 중요한 대상이다. 이들은 앞으로의 생의 대부분을 한국사회에서 보
내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회연결망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한편 N포
세대, 88만원 세대 등으로 불리는 남한출신청년은 치열한 경쟁과 생존주의에 시달리는 이들이
다. 통일이나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렇기에 남북출신청년들의 만남은 다른 세대
와는 다른 상호작용을 보인다. 반면 청년기가 가치관 형성기이기 때문에 접촉 이후 유동적으로
상대 집단에 대한 가치관과 정서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남한 내의 북한출신주민은 ‘소수자’로 존재한다. 소수자는 차이를 인정받기보다는 동화를
강요당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북한출신주민에게 그것이 필수적이라면, 남한출신주민
에게는 선택 사항이다. 남북출신주민의 소통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염두해 두어야 한
다. 북한출신에게 관심이 적은 남한출신청년들이기에 남북출신청년의 만남은 일반적이지 않았
다. 거기에는 우연적 요소가 컸다. 그러나 이후 본인의 선택 내지 특수 목적으로 인해 만남을
지속했다. 특히 통일 관련이나 남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
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접촉의 조건으로 상대 집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
았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갈등이나 극복의 모습들이 담겨있다. 이 글은 서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해가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청년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소통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1) 전영선, ｢남북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전통의 변주와 연대 : 분단 코리언의 생활세계, 한국
문화사, 2016, 246쪽.
2) 김희정·김선, ｢세대별 통일교육의 정서적 접근 방식 : 정서조절 방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76, 2018, 249쪽.
3)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52,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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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남북출신청년의 소통이라는 주제에 따라, 상대 집단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남북출
신청년을 탐색하였다. 참여자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상대 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인물과 교류한 경험이 있을 것.
둘째, 만남의 장소가 사회적 공간일 것.
셋째,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것.
연구 문제가 시작된 것은 2014년 11월 경, 이듬해 1월에 떠날 인도 평화캠프의 사전모임에서
였다. 모임에는 2~30대의 남한출신청년과 대안학교 북한출신청년 두 명이 참가했다. ㄱ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연구자는 사전에 여행기획자에게 그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그럴까 궁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첫인상은 ‘건강하다’였다. 북한출신주민과의 오랜
만남이 오히려 편견을 심어줬던 탓인지 연구자에게는 그 사실이 매우 새롭고 이유가 궁금했다.
C씨는 석사 논문 작성 중에 만난 친구였다. 그도 같은 시기에 논문을 쓰고 있었고, 일과 학
습을 병행하며 논문을 쓰는 비슷한 처지 때문인지 쉽게 대화가 통했다. 지친 어느 날 ‘배틀을
붙듯’ 서로 자신의 고된 인생사를 털어놓았다.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러한 이야기 경
험은 이후 연구 대화에서 내면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그는 대학
원에서 북한출신청년을 만났고,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ㄷ씨는 연구자가 수학한 박사 과정의 대학원에 만났다. 연구자보다는 후배 기수였다. ㄷ씨와
의 관계는 연구자의 전 직장이었던 학교 경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 교회 부설로 설립된 그
룹홈과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부 대신 신앙 활동만 강조해 연구자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한 일
이었다. 이것이 ㄷ씨에겐 무척 인상적이었다. ㄷ씨는 유사한 경험이 있었고, 그로인해 연구자에
게 친밀감을 느꼈다. 연구자의 논문 주제를 들은 ㄷ씨는 본인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며 자
신의 가족, 친구들도 연결해 주겠다고 나섰다. ㄴ씨는 ㄷ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덕에 연
결된 연구참여자였다. ㄷ씨의 여자친구인 ㄴ씨는 ㄷ씨를 아주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
에 ㄷ씨가 연주 주제를 긍정적으로 소개한 것이 연구 참여 동기였다.
A씨는 연구자처럼 여행을 통해 북한출신청년을 만났고, 북한출신주민과의 만남을 계기로 대
학원에 진학했다는 경험의 유사성으로 인해 가까워졌다. 이후 연구 대화를 이어가면서 확인된
공통점은 더 많았다. 종교관이라든가 가정배경 등이었다. 유사한 환경에서 비롯된 특정의 성향
과 관심사는 대화의 흐름을 풍성하게 이끌었다. A씨 역시 남북출신청년 동반 여행 경험이 있
어 평소 대화가 연구 대화로 이어졌다.
B씨는 북한·통일관련 대학원생 워크숍에서 만났다. 이미 연구자는 다른 연구참여자를 관찰
해왔고 연구참여자로 초청하여 연구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였다. B씨는 이제 막 석사과정을
시작하긴 했지만 다양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북한출신청년을 만나온 경력이 있었다. 워크숍 이
후 안부 차 연락 온 B씨에게 연구자의 학교로 놀러오라 청했고 B씨가 응했다. 막 대학원 생활
을 시작한 B씨의 진로 상담이 연구자의 연구 주제 소개와 연구참여자의 초청으로 이어졌다.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 특성 상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개인 정보와 결합
해 대상을 인지하기 쉽다. 연구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들의 이름은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남북출신청년의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 정보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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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신

성별

ㄱ
ㄴ
ㄷ
A
B
C

북(평북)
북(함북)
북(함북)
남(경기)
남(서울)
남(경기)

남
여
남
여
남
여

한국 거주기간 /

(만)

북출신주민 교제기간
5년
4년
9년
3년
7년
11년

나이
23세
25세
31세
29세
30세
36세

전공(최종 학력 기준)

직업

경영 계열
경영 계열
북한·통일 계열
북한·통일 계열
북한·통일 계열
북한·통일 계열

대학생
휴학생, 자영업자
자영업자
대학원생
대학원생, 통일 관련 강사
(남북교류) 단체 직원

3. 남북출신청년의 소통 과정과 의미
3.1. 만남 이전의 풍경
남북출신청년의 만남은 무(無)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이전의 기억과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
만남 이전 남한출신청년들은 북한과 북한주민에게 관심이나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였다.
“아예 관심도 없고 할 땐 아무 생각 없었어, 깡패들? 무서운 놈들, 전쟁. 라면파동 겪어서 김일성 때
사재기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 기억 초등학교 때 공포스러운 기억이 있어.”(C씨, 2018년 1월 12일)

그냥 관심이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었다. A씨는 ‘저어어어어어어언혀’라고, C씨는 ‘아예’
‘1도’ 없었다 하며 그 정도를 강조했다. 이 관심 없음은 무관한 나라나 국민에 대한 무관심
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소식은 TV뉴스나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반면 북
한에 기억이나 관심은 없어도 정서는 복합적으로 존재했다. 두려움 혹은 불편함, 안타까움, 적
대 감정 등. 이것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상호 적대적이었던 역사로 인해 상대에게 거부감이
나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감염된 것이다.4)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접한 뉴스는 김일성‧김정일
사망, 고난의 행군, 핵개발, 인권 유린,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연관 검색어처럼 전쟁, 분단, 공포, 위험함 등이 떠올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남
한출신주민에게는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조차 불순한 태도로 인식되었다.
“많은 서적들을 집에 빌려 가잖아요. 그러면 제 발제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책을 이만큼씩 빌려 가
면 이런저런 거 보면서 동생이 사진 찍어가지고, 장난이긴 하지만 사상이 의심스럽다. 야, 얘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길 해요. (중략) 제가 책만 빌려 가면 단톡방에 올리고 어떡하냐, 이런 반응. 진심으로 걱
정하고 걸리는 거 아냐 하는 건 아니지만, 장난 농담으로 남아 있는 거 같아요.”(A씨, 2018년 8월 20일)

무관심의 이유는 먼저 국가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관심을 갖는 일 자체가 차단되었던
역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관련된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기보다 ‘관심을 가졌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과 고통’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억압, 즉 강요된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5) 그러나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만은 아니었다.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이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 (중략) 공부하면서는 통일해야하는 동포이자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운명, 숙제 같은
느낌이야. 지금은 일을 떠나 제3의 시선으로 보면 골칫덩어리지.”(C씨, 2018년 1월 12일)

4) 라카프라는 이를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다른 모든 사람들-가해자, 부역자, 방관자, 저항자 그
리고 후세의 사람들”이 겪는 역사적 트라우마라 정의한다. 도미니크 라카프라, 육영수 옮김, 치
유의 역사학으로, 푸른역사, 2008, 66쪽(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학, 알렙, 2015,
173쪽에서 재인용).
5) 박영균, ｢분단의 사회적 신체와 심리 분석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쟁점들｣, 시대와 철학 23(1),
2012,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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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사유하던 청년들은 통일의 과정이나 절차, 과제를 학
습하게 되면 그 꼬인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이 무관심은 일상에서 노숙자를 못 본 체하는
것과 유사하다.6) 북한출신주민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도와야할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하기 싫은 마음, 하지 못하는 현실과 부딪혀 불편한 감정이 들어 모른척하고 싶어진다.
반면 북한출신청년이 남한과 남한출신주민들을 만나기 전 가지고 있던 정서는 대체로 긍정
적이다. 공식적 정보가 차단된 현실, 국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남한출신주민에게 호기
심을 가졌다. 금지된 대상에 호기심은 그것이 지닌 매력적인 요소가 때문이다. 북한출신주민에
게 남한은 잘살고 자유로운 나라여서 닿고 싶은 나라였다.
“그냥 가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하니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동경정도는 있었죠. (중
략) 소득도 괜찮다고 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일 적당히 하면 꽤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열심
히 노력하면 능력만큼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던 거 같고.”(ㄱ씨, 2018년 2월 6일)
“남한에 대해 너무 궁금한 게 많았고, 볼 수 있는 게 드라마나 노래 방송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환
상이란게 다 있죠. 남한이라고 하면 과연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고 살까 과연 같을까 (중략) 환상도 좀
있고 남한 사람 진짜로 봤음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ㄴ씨, 2018년 1월 6일)

이처럼 남북출신청년들은 만나기 이전부터 상반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남북출신청년의 만남
은 처음부터 그 어긋난 기대와 지위로 인한 갈등의 요소를 가진 채 마주쳤다.
만남 초기 남북출신청년은 편견이나 거부감이 없더라도 잘 소통하지 못했다. 공유 기억과 삶
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다른 만화영화를 보고 다른 노래를 부르며 자랐으며, 다른 학창
시절을 보냈다. 고립된 사회에서 자란 북한출신청년들은 남한출신청년과 공유할만한 대화거리
가 없었다. 북한출신청년들은 남한출신청년들이 겪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경험한 바가 없고,
남한출신청년들에게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문화는 과거의 일상이었다.
유사한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여 한국서 처음 만
난 북한출신청년은 쉽게 가까워졌다. ㄷ씨는 처음에는 같은 북한출신청년들과 잘 교류하지 않
다가 몇 번의 차별을 받으면서 북한출신청년들을 찾게 되었다. 북한 병사의 처참한 모습이 방
송에 소개됐을 때는 수치심을 함께 느끼기도 했다. 그러한 공감대는 그들을 연대하게는 했지만
한편으로 남한출신청년과 거리를 갖게 했다.
“(북한출신주민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삶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편견이죠. 한국 사람들은 사랑받고 자라고, 초중고 다 나오고, 대학도 나오
고, 영어도 하고 학원도 가고,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B씨, 2018년 1월 11일)

남한출신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출신청년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출신청년
의 고통은 집단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여서 그들끼리 나누기도 쉽고, 사회적 공간에서 자주 화
제 거리가 된다. 반면 남한출신청년의 고통은 사적인 경험으로 취급된다. 남한출신 연구참여자
들은 성장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부모님의 이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었다. 남한출신청년의 고통은 대다수가 갖고 있는 문제일지라도 공
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으며 북한출신청년들로서는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걸어온 남북출신청년은 공유된 추억이나 고통이 없었으므로, 학교와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 함께 삶을 통해 기억을 만들어 가야 했다. 남북출신청년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북한출신청년에게는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할
6) 대니얼 웨그너, 커트 그레이(최호영 역),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추수밭, 2017,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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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추가로 필요한 요소였다. 타고난 것으로 보이는 ㄱ씨의 뛰어난 지적 능력(특히 작문 실
력), ㄴ씨가 북한에서 대학교육과 가업에서 배운 장사실력, ㄷ씨의 중국어 실력 등은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진입하고 머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반면 남한출신청년에게 북한출신청년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작엔 우연성이 컸다. 이들이 북한
출신주민을 처음부터 본인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었다. A씨는 북한출신청년이 있는지 모르고
출석한 교회에서 북한출신청년을 처음 만났고, B씨는 학과 수업 내에 개설된 통일 관련 강의를
들은 일을 계기로 이후 북한출신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C씨는 통일 관련 대학원을 자신이 선택
하긴 했지만 그 이유가 되었던 남북 교류 관련 직장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들어간 것이었다.
3.2 첫 만남에서의 충돌
남한출신주민들에겐‘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과의 만
남은 특별하고 신기하게 인식된다. 그래서 남한출신청년들은 북한출신청년에게 무척 흥미를 갖
는다. 이때 호기심은 동등한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관계를 발전하고자 하는 궁금함이 아니다.
‘탈북’이라는 희한한 경험을 한 그들이 특이하고 낯설어 보여 구경거리, 볼거리로 삼는 것이
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질문을 쏟아낸다.
“탈북 청년인 걸 대놓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말투도 확실히 다르고 근데 어떻게 (왔는지) 너무 궁금
한 데 ○○ 선생님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지 말고 가족 관계 물어보지 말고
뭐 이렇게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길 해주셨었거든요. (중략). 근데 또 친구들이 궁금하잖아요. 너무 어떻게
왔는지도 궁금하고 뭐 이런. 주변에서 또 다 물어보는 거예요.”(A씨, 2017년 11월 29일)

남북출신청년들이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북한출신청년들은 ‘북한’이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닌다. 친해서 한다고 하는 농담에서도 북한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은연중에 만나는 중에, 사투리 쓰는 거 재밌다 신기하다 따라하는 데 기분 나쁘고 불쾌했어요. 비웃
는 거 같고. 빨리 한국말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때부터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못하고 친구들과도 큰소리
못하고 당당함이 없어지는 느낌 받았어요.”(ㄷ씨, 2017년 12월 14일)

문제는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어도 남한출신청년들은 북한출신청년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
실을 드러내며 그를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ㄷ씨는 남한출신 대학원생이 친한 표현을 한다
고 ‘동무’라고 부른다거나 북한 사투리를 흉내 내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내가 북에서 오
지 않았으면 저런 소릴 하지 않을 텐데’하고 생각했다.
남한출신청년들은 북한출신청년을 만나 그의 출신을 알게 되면, 성별, 연령, 소속, 신분(직
업), 역할 등 다른 정체성은 잊고 ‘북한 출신’이라는 특징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냥 사람이고 친구고 처음 만난 사람이면 뭐 인사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울 텐데 탈북민이라는 얘
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뭔 얘기를 해
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마음.”(A씨, 2017년 11월 29일)

또한 기존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되게 연예인 필 나는 이쁜 애들 두 명. 연예인 지망생 같은. 쟤네가 설마 탈북자? 하는 생각 있었
어.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는 남한 애들 빰 치게 딱 말을
하는거 보니 당당하게 잘산다 생각했는데. 발표할 때는.”(C씨, 2018년 1월 12일)

B씨의 북한출신청년 첫 인상은 ‘특이하다’였다. ‘특이하다’의 예로 ‘남녀 간에 서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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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빨래를 다 버리고 간다, 규칙을 잘 안 지킨다’를 들었다. 더구나
조금 더 대화가 진행되면서부터는 B씨가 북한출신청년을 묘사하면서 ‘방탕’, ‘음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B씨는 신학대학교 소속이었고 기독교 가치관이 확고하여 성적인 부분과 과도
한 음주량에 민감했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첫인상은 그를 멀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데, 오히려 ‘한국 기독교 안에 할 일이 많구나’라고 여기며 더욱 북한출신주민들에게 다가갔
다. 선교적 사명과 의협심이 섞인 마음이었다.
남북출신청년들의 첫 만남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한 만남이기 때문에 초기 만남 안에서
도 태도와 마음이 변화한다.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 혹은 그들 간의 차이
였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북한출신청년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공
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가’였다. 답으로 처음 떠올렸던 것은 신앙의 영향이다. 연구
자가 연구참여자를 교회 내에서 섭외한 경우는 아무도 없었는데 남북출신청년 모두 교인인 경
우가 많았다. 교회 내에서 북한이나 북한출신주민관련 언급이나 사역을 많이 하여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A씨는 삶이 흔들리는 계기로 신앙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고, 그러면
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졌다. B씨는 신앙적 열심이 북한출신청년들에게 계속 다가가는 요
인이었다. 두번째는 직장 생활 영향이었다. C씨는 몇 년간의 직장생활로 조직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 개인이 조직과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적응’이었다. 연구자가 다른 일로 어떤 기관의 부당함을 토로할 때 ‘그게 현실’이
라며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고통의 영향이다.‘나도 힘들다’는 마
음이 거리를 주기도 했다. B, C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개인의 고통은 남북출신주민이 서로 공감과 연대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
지 못하기 하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남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기도 하다.
한편 일종의 환상을 품고 남한에 도착한 북한출신청년들은 곧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
았다. 편안한 삶을 기대했던 ㄱ씨는 남한이 치열한 경쟁사회라는 것과 노력한대로 능력만큼 올
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았다. ㄴ씨는 실망도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밝히긴 했
지만, ‘원래 도시가 그렇다(정이 없다), 잘사는 사람일수록 야박하다’며 부정적인 인상을 묘
사했다. 환대해줄 것을 기대했던 ㄷ씨는 미지근한 반응에 기대심부터 깨어졌다.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보며 솔직히 실망했어요. (그런 생각이) 잘하거나 응당한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ㄷ씨, 2017년 12월 14일)

북한출신주민들이 남한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교회를 포함한 지
원 단체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는 행위는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복지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관계 때문에 위계가 생기고 만다. 더하여 교회에서의 나눔은 궁극적으로 포교와 기독교식 양육
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출신청년들에게 반발심을 갖게 했다. 북한출신청년이 막 남한
살이를 시작했을 때엔 다양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선택을
해야 했다. 부끄러움을 모른 척하고 계속 받기를 당연히 여기든가, 의존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
며 독립하든가. ㄷ씨는 많은 북한출신청년들이 전자의 경우라며 안타까워했다. C씨가 가장 오
래 만났던 북한출신청년 역시 전자에 속했다. 지도교수와 여러 인맥을 통해 장학금, 기숙사, 생
활비 등이 지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도 밥 한 번, 차 한 번 사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이 익숙해져 받기만을 바라면 소통의 방해가 되었다. 피해의식이란 언제나 받기만을, 배려
받기를 원하는 태도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불가능하다. 사회에는 상대를 배려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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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론 실제로 상처를 주는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상처받지 않기를 선택하는 마음도 필요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연구자들이다. 북한출신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생활하면서부터 북한
관련 연구에 필요한 설문과 면담에 동원되고 퇴소 후에도 각종 연구기관과 대학원생들의 주목
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출신주민에게 ‘라포 형성’을 위해 친근하게 다가왔다가 몇 주 후에는
홀연히 사라지기 일쑤였다. 상황이 반복되니 북한출신주민에게는 안 그래도 정 없게 느껴지는
남한출신주민들에게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다.
“북한학 박사요 하는데 북한을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 생각해서가 나아지길 바래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있긴 하겠지만 자기 밥줄, 북한이란 그것 자체를 여러모로 남한에서 많이 활용하죠.”(ㄴ
씨, 2018년 1월 6일)

ㄴ씨는 한국에 오기 전 가장 많은 정보를 접했고, 많은 자원과 당당한 태도로 한국 생활을
원활히 시작했다. 방송과 강연 등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런 ㄴ씨는 연구자와의 연구대화에서 분
명하고 조리 있게 풍성하게 답을 했지만, 가끔 질문이 빤하다는 태도가 엿보였다. 어떤 질문에
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죠.’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출신주민이 소비되는
현실은 불통의 주요 원인이다. 남북출신주민이 사람 대 사람이 아닌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나
게 하기 때문이다. C씨가 얻어먹기만을 바란다던 북한출신청년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비하는 것이 학습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북한에서 온’‘꽃제비 생활을 한’ 경험을 관
계에 적극 활용했다. 자신의 경험은 값이 되는 일이었기에 받는 것이 익숙해져버렸다.
3.3 소통의 과정
남한출신청년의 소통역량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반성하는 과정에서 발전됐다. 자신의 생
각이 옳은 지에 대한 반성, 즉 ‘자기-의심’은 편견을 극복하는 큰 조건이었다.7) A씨는 북한
출신청년에 인식을, B는 북한출신청년이 좌절하게 되는 현실을 성찰하였다.
“근데 또 한편으론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싶기도 했어요.”(A씨, 2018년 8월 20일)
“근데 요즘 사회가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쉼도 모르고. 너무 끈기만 강조하다보니, 그게 삶이 되다보
니 다른 사람과 비교, 일 중독자로 살아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하냐, 쉬고 있냐 하는 게 세상을 각박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B씨, 2018년 1월 11일)

북한출신청년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숨기다 보니 깊이 없고, 친하지 못하고 겉돌고, 한국에서 오래 살아야겠는데 진
정한 친구나 사람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 정정당당하게 숨기지 말고 살자 했어요. 그중에서 나를 반갑게
맞고, 혹은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 그래서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ㄷ씨, 2017년 12월 14일)

남북출신청년들은 학업과 사회활동, 일상에서 서로와의 관계를 지속했다. 남한출신청년들은
우연히 시작된 인연을 대학원 진로와 관련 단체의 활동을 선택하면서 계속 이어갔다. 선택의
배경엔 지적 호기심이나 경력에의 필요 등이 섞여있었다. A씨와 B씨는 대학원 외에도 교회나
단체 등을 통해 사적인 만남이나 모임 등을 만들어 갔다. C씨는 졸업생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
석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이들이 만남 지속의 선택을 한 데에는 인맥이랄지 학업, 취업, 업무
와의 연결이라는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롯이 목적성을 띄었다고도 보기 어렵
7) 이유선, 리처드 로티, 우연성‧아이러니‧연대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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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교적 열정이나 인맥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는 B씨, 부정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평가하기도
했던 C씨는 일부러 모임 전 북한출신청년의 연락을 하여 안부를 묻고, 염려를 해주었다. 반면
A씨는 우정으로 시작한 관계가 연구라는 목적을 띄어가는 것이 아닌가 혼란스러워했다.
북한출신청년은 남한출신청년과의 교류, 특히 통일 분야에서의 만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
구축하고 자존감을 향상한다. 북한출신청년들이 통일 관련 단체나 대학원을 찾는 이유는 다른
목적의 단체보다 이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며, 남북을 모두 경험했다는 장점이 자산으로 활용
되기 때문이다. 북한출신청년들이 남한사회에서 통일의 매개체로 자신을 인식하면서 정체성
을 찾아가는 사례는 다른 질적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초반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 많은 것을 쌓고, 더 준비되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이런 사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중략) 남과 북의 그 갭(gap)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여야 하는 그런 사명이 생긴 거예요,”(김은나)8)

북한출신청년은 남북출신주민 간 통합이라는 주제에 헌신, 동화하는 과정에서 우월, 비판
등의 감정을 가지면서 역동적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이들에게 통일은 미래의 사건이 아
니라 현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소수자에서 벗어나 주체로 서는 인정투쟁의 동력이었다.9)
남북출신청년들의 관계 지속을 우정이 아닌 특정한 목적지향의 행동으로 보아 순수하지 않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순수한 우정이란 존재하는가. 김현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
한다. 우정이 주고받음에 의지하면서도, 그러한 주고받음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에 대해
생각하려 들지 않는 것은 도리어 우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순수한 관계를 지향할수록 우정은
쉽게 좌초한다는 것이다.10) 남북출신청년들은 성년이 되어 만났다. 즉 우정의 다른 조건이 될
수 있는 ‘시간(특히 어린 시절)의 공유’, ‘함께하는 기억’이 부재했다. 앞서 북한출신청년
들이 수혜자로만 존재할 때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
는 일종의 선물의 주고받음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
인가. 북한출신청년들이 주는 것의 가치는 통일이라는 특정 분야의 영역에서라야 의미가 컸다.
한편 ㄱ씨는 배정받은 자신의 임대아파트에 남한출신청년을 들이면서 깊이 있는 만남을 시
작했다. B씨 역시 인천 남동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출신청년과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집을 내
어준 북한출신청년들은 다른 이를 초대할 때 세를 따로 받지 않았고, 별다른 조건도 붙이지 않
았다. 집이라는 공간은 일상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도 일어나기
쉽다. B씨는 상한 음식을 버리거나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없기를 원했다. 그에게 중요한 가
치는 위생과 건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산 북한출신청년은 절약이 더 중요한 가
치였기에 물건이나 음식을 쉽게 버릴 수 없었다. 집에 대해서도 남한출신청년은 개인의 공간이
라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출신청년은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었다. B씨는 한 북한출신 아주머
니가 북한출신청년과 함께 살던 집에 기척도 없이 불쑥 들어오기도 하여 당황하기도 했다.
그러나‘함께 삶’이라는 전제된 목표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함께 살려면 조정하거나 받아들
일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 생활이 익숙한 북한출신청년에게는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
에 함께 사는 사람이 필요했다. 반면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남한출신청년은 어찌됐든 맞춰가
며 살 이유가 있었다. 집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북한출신청년의 집이라는데 있다. 집의
소유권은 북한출신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대등하거나 북한출신청년이 우위에 위치
8) 이은혜, ｢대안학교 출신 탈북 대학생의 커뮤니티 경험과 문화적응｣, 질적탐구 2(2), 2016, 281쪽.
9) 이병수‧전영선,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148쪽.
1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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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통했다. 위치 바꿈은 상호작용의 방식과 형태를 변화함으로써 소통의 면적을 넓혔다.
남북출신청년들이 관계를 시작하며 가진 나름의 열정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였다.
“그 당시 청년들을 만나면 다 아이폰, 아애패드. 맥북 애플로 도배한 거예요. 남한 청년들도 로망이
있잖아요. 그때 만난 청년이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모르는데 어? 그럼. 가난해서 왔을 거
같은데 3박자 다 갖춘 거 보니 이질감이 들었죠.”(A씨, 2017년 12월 11일)

남한출신청년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북한출신청년들의 지원 혜택이나 화려한 모습을 알
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 특히 자신의 처지가 고단할수록 그것이 부럽거나 부당하게
느껴졌다. C씨처럼 무임승차라고 여기며 세금이 지출되는 것을 불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
혜택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조별, 팀플하잖아요. 팀플 하는데 여자애는 당당히 밝힌 상태였는데 여자애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와서
팀플 할 때 애들이 다 너랑 안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대요. (중략)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나중에 동생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얘길 했어요. 야, 이랬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
하지 않냐, 그랬는데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게 나쁜 일이고 옳지 않은 행동인 건 아는데, 자기는 그 남한
애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것 같다. 왜냐면 자기 점수가 안 나오는데 걔랑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그런 마
이너스적인 요소를 안고 한다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고.”(A씨, 2017년 11월 29일)

지원의 차이보다 남북출신청년들이 일상에서 크게 부딪힌 문제는 실력의 차이였다. 청년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으로서 같은 처지로서 힘든 점을 공유할 때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친밀해진다. 그러나 자신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피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상대를 경쟁상대로 여길 경우 그러한 감정은 더욱 심화됐다.
“개인적으로 제가 학업욕이 있고 해서 그런(또래) 청년들에 대해 유달리 그런 감정이 있어요. 윗세대
보다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인생의 주기가 비슷한 사람들한테 오는 거 같아요.
50대 탈북민이 자수성가 했다 잘 산다 그럼, 우와 대단하다, 탈북 군인이다 그럼, 도와줘야지 하지만. 같
은 세대 또래 나와 또래 같은 시기 친구들이 사업도 하고 집도 지원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같
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거나 좀 밑에 후배에 대해서는 불편한 거 같아요.”(A씨, 2018년 8월 20일)

실력의 차이는 함께 성과를 내야하는 공간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강
한 남한출신청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대학원 생활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거의 필수적으
로 입학하는 대학교에서의 생활과는 다르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기대
되는 나이에 공부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학비를 위해 여러 연구단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일이 잦다. 그런데 이런 연구에의 참여는 성과를 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유
사하다. 성과중심이며, 기한을 맞춰야 하고, 분업화가 되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
ㄷ씨는 남한출신청년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았다. 대학원의 프로젝트는 대개 글쓰기와 관련된다. 많은 경우 북한출신청년의 문서작성능
력은 남한출신청년보다 부족하다. 북한출신청년은 어려운 단어를 차용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맥락에 맞지 않는 사용은 남한출신청년에게 더욱 어색하게 느껴졌다.
“남한사회니까 학문적 글쓰기가 어려운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의 글은 지나치게 현학적
이고 딱딱하고. 글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잘 전하지 못한다는 생각?
말은 잘 전달이 되는데.”(A씨, 2017년 12월 11일)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ㄷ씨는 학습 공백이 컸다.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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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받기를 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실력 차이로 배려받기를 원하는 심리로 기울었다. 남한출
신청년은 그처럼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남한출신청년 입장에서
는 일터에서 성과로 지적받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더라도 이겨내면서 자신의 몫을 해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치열하게 노력하여 자신의 업무를 해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에게 피해
를 주는 행위로 인식했다. 성과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은 차별이라고 인식되
지 않는다. 능력에 따른 차등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출발점이 다른 이들에
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제한다면 차별이 될 수 있다. ㄷ씨는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모
임에서 결국 이탈했다. 그 과정에서 남한출신청년이 먼저 팀에서 빠져나간 다른 북한출신청년
을 언급하며 ‘○○꼴 난다’라 표현한 말을 ㄷ씨는 분하게 여겼다.
대학원생 중엔 ㄷ씨가 학과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 이도 있었다. ㄷ씨가
지도교수에게 아버지와 같은 애정을 기대했고 이것의 좌절이 되자 떠났다는 것이다. ㄷ씨가 성
장과정에서 애정이 충족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애정이 결핍되고 상처가 많은 이들은 타인
에게 정을 주기 시작하면 관계의 거리 조절에 실패한다. 지도교수에게 부정을 기대한 것일 수
있었다. ㄷ씨는 마음이 맞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 화끈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지만, 상처
도 크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북한출신주민의 트라우마나 정서적 어려움 혹은 학습공백이나 실
력차이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일상에서 그 양상을 마주하면 뒷걸음
질치게 된다. 문제는 남한 사회가 누군가를 품을 여유나 쉼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성과의 공간, 경쟁의 공간에서 지치고 상처를 받거나 자신 안의 차별 감정을 발견한 남북출
신청년은 쉼의 자리로 이동하며 관계의 변화를 모색했다. 연구 말미에 ㄷ씨가 페이스북에 “우
리 모입시다. 그리고 사사키 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ㄷ씨의 글을 시작으로 댓글에서 참여
할 인원들이 모였고, 장소와 모여서 할 놀이들과 메뉴 등이 거론되었다. 댓글 중엔 ‘인민’이
라 ㄷ을 지칭하는 남한출신청년이 있었다. 이때의 ‘인민’이라는 단어는 연구 초반 남한출신
대학원생이 했던 ‘동무’라는 말과 달리 ㄷ을 언짢게 하지 않았다. 유희의 공간이었고 ㄷ씨가
주도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출신주민들의 집은 이처럼 공유 가능한 공간이자, 북한출
신주민이 생활 문화나 놀이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했다. 그런데 집은
모일 수 있는 대상에 한계가 있었기에 A씨나 ㄷ씨는 남북출신청년이 함께하는 공부모임, 독서
모임 등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참여했다.
여가의 자리가 소통 과정이 되는 데는 그 안에 충분한 시간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북출신청년들이 만남 내러티브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이야
기’였다. 소통과 통합에 있어 대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말하기보다는 듣기, 경청을 통해 상대
의 사연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
“저랑 성향이 180도 다르고 이야기할 때마다 머리 깨지지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ㄱ씨, 2018
년 2월 6일)
“방송이나 신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남, 접촉을 통해 아는 거니까. (중략)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확실히 거리감이 줄어들었어요.”(A씨, 2017년 12월 11일)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고. 제주도 가면 배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멀미를 많이 해서 돕는 과
정에서 친해졌고, 숙박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B씨, 2018년 1월 11일)

연구참여자들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물었고 듣기를 선택했다. 이러한 의지와 선택으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남북출신청년들은 집, 여가 공간 등 자신들이 만나는 공간
을 갈등이 표출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로 만들어 갔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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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기도 했다. 구조화된 상담 장면은 아니지만 북한출신청년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제공받으면서 상담과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 이는 연구 대화도 마찬가지
였다. ㄷ씨는 내러티브를 마칠 때 이런 말을 남기곤 했다.
“오랜만에 힐링 시간이었네요.”(ㄷ씨, 2018년 8월 21일)

연구자가 한 일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 질문한 것뿐이었지만, 그
과정-대화, 공감, 시간의 공유-에서 소통이 일어났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특
정한 형태의 고통과 굴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서술들이 필요하다. 자세한
서술, 즉 이야기가 존재할 때 그런 고통과 굴욕에 맞서는 사람들의 연대가 가능해 진다. 타자
의 고통과 굴욕에 대한 재서술들이 다양할수록 연대의 가능성은 커졌다.11)

11) 이유선, 위의 책,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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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Bojagi: Unwrapping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Elaine Cho, PhD, Eastfield College, USA
Abstract
Oral histories of Korean Americans depict cross-cultural and transnational
experiences. The oral interviews of first-generation, 1.5, and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add to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such oral histories in order to
document and share them with the public. Most Korean Americans have a close
connection to South Korea. Their Korean heritage is stressed in their challenges and
successes of living and/or growing up in America. Korean Americans have
contributed to education, workforce, economy, medicine, religion, politics, and the
arts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ir efforts, information about their contributions
is not shared nationwide. Hence, there should be a website that provides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bout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a digital humanities website that is comprised of oral interviews,
images, descriptions, narratives, maps, timeline, and crowdsourcing is in progress.
As a Digital Humanities scholar, I emphasize the mentioned elements by creating a
user-friendly website for public access while preserving and documenting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ccording to the
editors of Oral History and Digital Humanities: Voice, Access, and Engagement, “we
now have incredible technologies that can disseminate oral history to a global
audience almost instantaneously” (Boyd and Larson 2014). This results in a perfect
combination of oral history and digital humanities. Tracing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from the 1960s to present on a digital platform provides insight
into the different lives of Korean Americans and their ties to Korea while
highlighting their cross-cultural and transnational experiences in oral interviews.
Introduction
The history of Asian Americans is marginalized in the master narrative of
American history. Similar to the minimal recognition and exposure in Ho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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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other areas, Asian Americans are given a small space for their voices to
be heard in U.S. history. This separation seems as though it is keeping the Asian
Americans at bay while giving them a small space to satisfy both sides. Being of
Asian descent and born in America does not constitute a person’s American-ness
because the difference in race and culture automatically targets the person as
different or an outsider. On the other hand, the history of Asian Americans is being
gradually taught in special courses at certa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cross the U.S.
Also, it is taught in several K-12 schools. For example, after more than seven
decades, the history of Japanese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is becoming more
apparent to K-12 students in public schools. Asian Americans are diverse (over 50
different groups), and to include their histories in the American History textbooks
might be more work; but it is a step forward to acknowledging the ‘other’ and
accepting them as part of American history. To reach this goal, oral histories have
progressively paved the way for advocating a more inclusive American history that
includes minorities and their stories.
Starting with Oral History
Instead of the usual presentation of history in a textbook or book, oral
histories provide a personal touch along with different perspectives of history. They
invite the audience to listen and/or read first-hand experiences of people that place
them in history. Oral history is living history. It is a humanistic approach to sharing
history with the audience. It takes history to the next level of audience engagement
and learning by focusing on themes such as immigration, racism, transcultural
identities, gender, politics, religion, education, etc. According to Dutt-Doner, Allen,
and Companaro (2016), “Oral histories can impact the understanding of history
simply by documenting many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people during
historical time periods or events” (258). Hence, the audience is presented with an
engaging narrative from different people and thei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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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orean American History?
Prior to working on my project, I designed a website that connected Japanese
American history to literature written by Japanese American authors for my
students in Asian American Literature. During my research, I found out that there
was minimal information available about Korean American history online. There
are academic articles and library databases with oral history interviews, but what is
missing is the general public’s access to the information in a user-friendly digital
platform. Combining oral history with digital humanities makes it more accessible
to a wider audience. For example, Cohen and Rosenzweig (2006) convey that “For
the most part, these first four qualities of digital media provide what we might call
quantitative advantages—we can do more, reach more people, store more data, give
readers more varied sources; we can get more historical materials into classrooms,
give more students access to formerly cloistered documents, hear from more
perspectives” (6).

Having a Digital Public Humanities website available for

everyone to learn about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would be a good start.
There are digital public humanities sites that reference a specific Asian American
group such as Densho: The Japanese American Legacy Project, Texas Tech Oral
History Project of the Vietnam Archive, Oakland Chinatown Oral History Project, etc.
On the other hand, such sites do not exist for Korean Americans. Instead, there are
organization sites that reference Korean American history with a timeline, oral
interviews, and/or historical information but not to the extent as the
aforementioned websites.
Furthermore, the site will help students, especially Korean American
students, become less passive and more inquisitive about their position in U.S.
History. In the article, “Kore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Perspectives on U.S.
History,” Sohyun An (2012) “examines how Korean American youth make sense of
U.S. history and how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s affect their historical
perspectives as well as their ideas and experiences of learning history” (12). An
questions, “How do they position their racial/ethnic group in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ow do they see themselves in it?” (12). An’s
researched findings revealed that most Korean American students did not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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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osition in American history; instead, they accepted the dominant narrative of
American history. This study concerns me because I know too well as a former high
school student who sat in Honors and Advanced Placement (AP) history classes and
recited the information that was given to me. At one point, I did question why the
textbooks briefly mentioned the Chinese Exclusion Act,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camps in the U.S., and the Korean War. Unfortunately, my teachers did
not acknowledge my curiosity.

In retrospect, I wish I had pressed for more

information.
Oral History Meets Digital Humanities
Too often, the oral histories of Asian Americans are hidden or waiting to be
discovered and shared with a broad audience. “Whether small or large, oral history
projects in the rapidly unfolding future are going to be centered not in the archival
collection or in end-product dissemination and sharing, important as these are—but
in the wide-open digital kitchen, place-based and/or cyberspace-based…” (Frisch
2016, 107). Presenting the oral histories on a digital platform would require the
skills and tools to design a user-friendly site. Similar to the Korean bojagi, the oral
interviews are pieces of cloth, each with its own story, that come together to be
wrapped and presented to a recipient or audience. The oral histories are woven
together with description, images, metadata, maps, timeline, and/or hyperlinks to
other sites.

In this digital humanities project, the oral histories from Korean

Americans are unwrapped and presented to an audience in a digital space. Each oral
interview is a different story from the next. The thread that binds them together as
a digital bojagi is their connection to South Korea. Their transnational and
transcultural identities are multi-layered in complex and fascinating ways. While the
participants have some commonalities, each participant has his or her own unique
American experience and connection to Korea.
Methods
Before I began the project, I studied Digital Humanities to learn how to create
a website that shares such information with a broad audience. After lea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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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acquiring research methods, and completing a yearlong internship with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 continued working on my project by changing the digital
platform. Since I have worked with Omeka, an open-source publishing platform for
digital collections, I used it to build a collection of images, descriptions, and audio
recordings with metadata. From one of my course projects, Koreatowns in North
Texas, I developed more ideas to include oral interviews to connect with the images,
descriptions, and map. Currently, I am using WordPress to design my project’s
website for a broad audience.
The interviews take place in Texas, Virginia, and Maryland. The participants
or interviewees range from first generation to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For Texas, I began the project with a few interviews. Then, I branched out and
contacted more people during my temporary stay in Virginia. After scheduling an
interview by phone and/or email, each interview was conducted during the day at
either the participant’s workplace or a public place. Besides one interview that was
recorded via Skype, the rest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an iPhone. From
an entrepreneur to an artist, I met interesting Korean Americans who had a story to
tell. Their stories are the oral histories that are part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project.
Interviews
Participants are carefully selected for the project. Three of them are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hree of them ar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Most of the participants speak English and Korean fluently. A few of
them do not speak Korean fluently. All of the participants are involved in projects or
events that highlight community engagement. They continue to contribute their
talents and skills that represent the diverse identities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Dr. Jay Zo, a former professor at University of Texas in Dallas, is the founder
of Korean Cultural Foundation of Dallas. He brings Korean culture to various
cultural events, schools, and colleges. Dr. Zo immigrated to the U.S. in the 1970s
after studying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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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Hwa Ja Bang teaches Korean language at Brookhaven College in Farmers
Branch, Texas. She is the first professor to teach the Korean language for the Dallas
County Community College District. Prior to teaching at Brookhaven College, she
taugh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adult learners for many years at Richland
College 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Richardson, Texas. In her classes, she
introduces students to Korean culture such as Korean holidays, food, music, dance,
etc. She is an active member of her church and community. Dr. Bang immigrated to
the U.S. in the 1980s.
Mr. Mark Shim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Korean
Community Center (KCC) in Houston, Texas. He is an advocate for community
engagement and empowering young Korean Americans in the Houston area. Mr.
Shim is also the Chairman of Korean American Society of Houston (KASH), which
hosts the popular Korean Festival in Houston each year. Prior to immigrating to the
U.S., Mr. Shim lived and worked in Argentina.
Mr. Syng Man (Steve) Rhee is the founder of Rhee Brothers. He immigrated
to the U.S. as a college student in the late 1960s. In 1976, Rhee Brothers was
established by Mr. Rhee and his brothers in Maryland. They worked very hard to
build their business. After more than 40 years later, Mr. Rhee and his sons continue
to run a successful business. Currently, Rhee Bros is the leader in Pan-Asian Food
Imports and Distribution.
Mr. Robin Rhee is the second son of Mr. Syng Man Rhee. He was born in
Maryland, and he has a strong appreciation for his family’s business. Robin Rhee
took over Rhee Bros in Maryland after his father transitioned into retirement.
Mrs. Grace Han Wolf Cunningham is a former councilmember for the Town of
Herndon in Northern Virginia. She is the first Korean American to be appointed to
the city council. Mrs. Cunningham is a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She was
born in New York and grew up in North Carolina.
Ms. Julia Kwon is an artist in Virginia. She is a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who is fluent in Korean and English. She was born in the U.S. and
returned to South Korea for most of her primary and part of her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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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Her current art exhibit features her fascinating work with bojagi that
represents distinctive Korean and American characteristics.
While the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project is in its beginning
stage, it is uncovering information about people, events, and places of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from Texas, Virginia, Maryland, and Washington, D.C.
The oral interviews are pieces of living history. Each person has a story. Each
person is connected to South Korea and America. Each person is part of the oral
history. For many decades, Korean Americans have been hidden or partially hidden
behind a wall of a dominant or master narrative of American history.

With

advanced technology and digital humanities, I have learned the tools and research
methods to uncover Kore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in a digital space that
reflects the voices of diversity. So, Korean American history can have a place in
American history.
Goals of the Digital Public Humanities Website
The website will meet several goals. First, it will leave a legacy of living
history about Korean Americans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Second, it will
encourage a broad audience to learn about the diversity of Korean Americans and to
dispel the stereotypes. Third, it will presen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mericans. Fourth, it will showcase
the stories from Korean Americans and their ties to their Korean heritage.
Moving forward
For future research, more interviews and video clips will be added to build
an engaging collection that will eventually include crowdsourcing.

The oral

interviews will be transcribed in English and Korean with segmented clips and
subtitles. Also, I plan to teach students how to document oral history for an
upcoming, collaborative digital project. Furthermore, I will be collaborating with
others to do more research on specific communities such as the health, religious,
and art communities of Korean Americans. Over the years, I have met several great
people who have stories to tell. Some of them belong to a generation that a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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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tired. I plan to capture more of their stories to share their legacy with the
public. I hope one day our Korean American history will be included in the master
narrative of American history. Instead of waiting for that moment to arrive, I have
decided to start the journey. I am sure there are others out there who might be
doing something similar. Therefore, I hope my digital public humanities website will
reach out to them, so we can work together to build a collaborative site to share
with a global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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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al history has a long tradition in human societies, capturing the stories of people, places and
times, using the recollections and experience of witnesses. As an academic discipline, it has been
fruitful in capturing the details of those important stories for analysis, feeding into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esearch. Yet some academic researchers continue to regard oral history as not always
factually accurate thus down playing its evidentiary value.
Our experience departs from this view. Oral history brings its own truth to our understanding of
how a culture has been made. It brings the kind of texture that raw facts cannot supply. And it
brings an emotional dimension only possible when someone speaks in their own voice of their own
experience. This leads simply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important oral histories should be
published and enjoyed by the wider community and not just languish out of view.
Cultural Conversations is a collaboration involving artists, critics, authors, cinematographers,
translators and IT experts, in building an online living archive of the stories of eminent Australian
and South Korean visual artists.
The online archive is freely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via bespok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Australia Centre for Oral History.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search leading up to the bespoke technology behind the Cultural
Conversations collaboration, showing its support for multiple parallel synchronised channels of
communication delivered through a standard web browser, delivering synchronised video, audio,
images and text in a way that allows the user to select the channels most applicable to them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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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usage statistics, nearly 120,000 international visitors between April 2018 and March 2019, is
indicative of the efficacy of our approach. In addition, the archive has been accessioned by the
Pandora/Trove facility at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s a significant Australian cultural web
site.
Background
Cultural Conversations has developed technology for publishing an online archive of interviews
with eminent Australian and South Korean creative individuals in the visual art. It is seen as a
contemporary method for the production of primary historical sources of information as well as
allowing the archiving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eminent artists, those that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In this way, we support the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and between generations. It represents a significant mechanism for
future art historians to understand how and why these eminent creative individuals developed their
art and the contributions they believe they have made to their culture, in their own words.
We utilise an oral history approach augmented by synchronising video, audio, images and text. The
usefulness of this approach is affected by a number of factors:
• Oral history is often downplayed as a worthy method, yet "It brings the kind of texture that raw
facts cannot supply.” (McGillick, 2016)
• The efficacy of communication increases with the utilisation of multiple channels, such as
sound, body movements, smell, etc.
• The removal of one of more channels puts more onus on the remaining channels to make up for
the missing interaction and support the missing cues, cues that users require to remain engaged.
• Issues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are exacerbated by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various actors. (Macdonald, 1989)
The major concern with an oral history methodology is that each subject gives their own
perspective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thus there could be considerable conflict between
subject experts either as a result of missing knowledge or conflicting opinions. See Compton &
Jansen (1990) for a discussion of this in knowledge acquisition processes.
This was identified due to the lack of completeness in captured knowledge and was seen as the
source of the brittleness associated with Knowledge Based Systems, their inability to explain their
reasoning: they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knowledge to provide understandable explanations to
users. It became very clear that alternative source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were required and
these were identified to include paper based material, video material and audio material. The
problem then enlarges to selecting the most suitable format to respond to the user’s needs. (Jansen
& Robertson, 1989; Jansen & Ferrer, 1997)
This experience was applied to the Cultural Conversations project developments.
Of all these formats, video and audio represent the most user friendly. All human societies have an
oral tradition for inter- and intra-generation communication. We are well versed in communicating
using these media and have built up a rich communication channel that supports the communication
of vast and complex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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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tradition, also called orality, the first and still most widespread mode of human
communication. Far more than “just talking,” oral tradition refers to a dynamic and highly diverse
oral-aural medium for evolving, storing, and transmitting knowledge, art, and ideas. It is typically
contrasted with literacy, with which it can and does interact in myriad ways, and also with literature,
which it dwarfs in size, diversity, and social function.” (Foley, 2013)
Oral history is often critiqued as providing a perspective that can not be verified and hence can not
be relied upon.
“Oral history may not always be factually accurate, but it brings its own truth to our understanding
of how a culture has been made. It brings the kind of texture that raw facts cannot supply. And it
brings an emotional dimension only possible when someone speaks in their own voice of their own
experience.” (McGillick, 2016)
Yet it is a technique used in many academic and history disciplines (eg. VoCA, 2018;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Oral History Collection https://www.nla.gov.au/what-we-collect/oral-historyand-folklore). Such collections are deemed primary source material for historic research (https://
library.ithaca.edu/sp/subjects/primary).
Discussion
The project has researched into oral history publishing from several aspects, as described below.
* The end user requirements of a published story
We spent much time discussing what the requirements were of a published oral history, given the
recent advances in technology.
Dorner (1993) has an interesting discussion on this topic in relation to early writing. In early
writing, the author went out of their way to engage the reader with salutations as was the case in
verbal discussion.
“…poets, novelists and essayists addressed us all cozily as “Dear Reader” or “Gentle
Reader”. We felt valued as the author’s friend. We were engaged jointly, in an act of
complicity…
Writers have always acknowledge that the “Dear Reader” was someone to woo. …Novelists
or essayists alike thought carefully about the level at which to address the reader.” (Dorner,
1993, pp6)
Manguel (1996) offers a fascinating insight into the history of reading. He discusses many
aspects of reading that are applicable to the reading of digital content and his analysis offered
much guiding to our research.
One of the main ideas coming from both of these sources is that of user engagement. Dorner
describes that in this new mode of communication, great pains were made to engage the reader as
if the author was still talking to them. Manguel similarly espouses engagement as a primary and
necessary attribute for the reader to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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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spect of engagement relates to user control. Users today increasingly demand to be in
control of an interaction with an information service. So, we designed several mechanisms to
facilitate user control, including different layouts or skins to present information in different
ways, the use of a table of contents to allow the user to drive the interaction to where that want it
to go at any time, an almost verbatim transcript that also indicates what is being said at any time
and allows the user to drive the story to any place they want and accompanying images
illustrating the story as appropriate.
* The architecture of the story
Once we had the background as to user requirements, we developed a simple file architecture and
an XML schema, able to be used by any oral history developer to publish their oral history using
our bespoke technology. This part of the research also settled on the notion that each story had to
be free standing, no external dependencies, and thus able to be moved between collections as
needed without requiring additional technical work.
We took this requirement further so that the technology implementation has no dependencies on
third party technology, like JQUERY, etc. This ensures that our technology stands on its own and
changes in such facilities do not impact on us. In fact this has meant that we have had almost no
technology maintenance after the initial settling-in period. Our focus on standards-based
technology is also predicted to assist in facilitating access well into the future and with digital
archiving.
What was observed through the IntelliText (Jansen & Ferrer, 1997) and Dark Fibre Risk (Jansen
& Robertson, 1989) projects was the requirement to utilise multiple channels to maximise the
efficacy of the communication. Cultural Conversations embarked on developing an online
environment which could provide flexible access to oral history material, coupled with
appropriate alternative media such as images and text. The architecture was designed as multiple
parallel synchronised channels of information.

The reliance on multiple channels brings its own issues. The channels must remain synchronised,
they must not interfere with each other, they must have coherence. Most importantly, given our
research, is that the user must be able to choose those channels that suit them at the tim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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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 to be in charge of the interaction, they do not want to be forced into a mode mandated by
the author or publisher.
Channel choice brings another issue, the removal of one of more channels puts more onus on the
remaining channels to make up for the missing interaction and support the missing cues. The ‘lost
in hyperspace’ phenomenon seen in the early days of hypermedia is a direct result of this (Otter &
Johnson, 2000).
* The development of an Authoring Toolkit or Workbench
The authoring toolkit, TLSTranscription, supports the whole authoring process, starting with the
edited video of the interview, through to transcribing, marking up the content elements, adding
images and a table of contents, to finally identifying the topics being discussed and creating the
topic map of the interview and merging this topic map into the topic map of the collection.
TLSTranscription has a number of separate areas, defined by the various TABS in the interface,
for providing the various content elements. The user can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at any
time. Once all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the user can use the Generate tab to automatically
generate the various files required by the browser in their correct place. This way, the user does
not require any knowledge of the underlying technology, for example, HTML5, CSS nor
Javascript, to create publishable interviews. This has proved very beneficial with projects utilising
students and non-technical staff to publish recorded interviews with little requirements for
training.
TLSTranscription is controlled via an XML schema that defines the structure and layout of a
transcription including the links facilitating the synchronisation between content elements. This
schema ensures that all interviews follow the desired architecture.
There are two versions of TLSTranscription available, one for Windows and the second for
Macintosh OSX.

TLSTranscription, the authoring toolkit.
This image shows the main work area,
allowing the transcription of the video/
audio, synchronisation between the
transcript and video/audio, and markup
to insert image tags and table of contents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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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of the browser seamlessly working across the various web browsers
The browser, Testimony Software, provides the user interface to the interviews and the collection.
It is a collection of standards-based technologies, HTML5 files, CSS files and JavaScript, to
present the oral history through a conventional web browser. The browser ensures that once an
interview is started, the content streams to the browser and remains synchronised throughout the
interaction. Target browsers must be HTML5 compliant, thus ensuring correct operation across
the widest number of operating systems, including Windows and Macintosh OS versions, as well
as tablets and mobile phones. Our workflow produces the various compressed formats of video
and audio files required for across platform delivery, including M4V, MP4, OGV, WEBM, MP3
and OGG.
The default format of an interview uses a four quadrant orientation: top left, the video and audio
of the interview; top right, images highlighting topics of conversation; bottom left, the transcript,
almost verbatim; and bottom right, the table of contents of the interview.
There are a number of skins available to allow the user to tailor the interface to their
requirements.
• Normal, high engagement, the four quadrant interface depicted below.
• Audio only, similar to the normal interface but no video. This caters for lower connection
speeds.
• Text only, transcript, images and table of contents only. This is a style often used by
researchers who can search the text, can quickly enter and leave, etc.
• Kiosk, a skin allowing the playing of the interview in an endless loop. This has been
successfully used in exhibition settings. This mode requires no input devices, once the
interview starts to play, it just continues to play in an endless loop until turned off.
• Image gallery, the list of images used in the interview. Clicking on a thumbnail shows that
image and caption in a larger format
The following images show how an interview is seen through the browser interface, using the
interview with South Korean artist, Lee Kun Yong. In this case, the interview is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default interface publishes the video and audio of the interview, a full
almost verbatim interview, a table of contents and images that illustrate topics being discussed,
using the four quadrant layout as described above. These channels of information remain
synchronised throughout the engagement. Users can drive the interview by clicking on any of the
blue underlined hyperlinks. Doing so will position the interview to that time and also synchronise
each quadrant to show the content it has been programmed to show. Clicking on any of the green
buttons will either show a different skin, take the user to an alternate language layout, take to user
back to the collection list of available interviews or show the interviews topic map.
We have explored the use of a serendipitous interface element: allowing access to any part of the
interview for no particular reason. This is analogous to letting a book fall open to where it may. In
the current version, this interface method can be replicated by sliding the movie/audio controller
to any desir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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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content synchronisation occurs at the paragraph level not the
word or utterance level as is the case in other systems. This means that the other content elements
appear out of sync until a new paragraph point is encountered. Paragraph points are numerous
and thus such out of sync phases are usually short.

The interview in English

The interview in Korean

The image gallery

Our reasoning behind this is that users require a second or so to adapt to the new position.
Immediately starting the playback at a word within a sentence maximises the chance that the
reader will get 'lost' requiring a finite amount of time to re-orient themselves with where they are
by which time the interview playback has already moved on. They usually remain in 'catch up'
mode and evidence shows they quickly click away. Our mechanism allows them time to sync
their thought processes. Our audience demand figure, see below, indicate the efficacy of our
approach.
The usefulness of a serendipitous interface is questionable when compared to the table of
contents or the hyperlinks available in the transcript at the start of every paragraph. These
interface elements provide access by context and are considered more useful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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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cater for multiple languages with minimal to no reworking of the content
With our work involving South Korean subjects, it became obvious that a multi-language facility
was required, enabling us to publish an oral history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subject as well
as English or, in fact, any other language. English remains the lingua franca today and thus
allows for the greatest readership of such published material. However, for cultural reasons, we
believe that publishing in the interview native language is also required. Our audience demand
figures, see below, are evidence of the efficacy of this approach. From a publishing perspective,
the only additional cost and work is that of translating into the desired target language(s). For an
example, see the images above.
* The Topic Map facility
In addition to and to assist in inter and intra story navigation, we provide a Topic Map listing the
names of all people, places, organisations and exhibitions mentioned in a recording. This topic
map allows the user to see the things being talked about and to navigate to that part of the
recording directly, thus putting them in control of the engagement. The topic maps of individual
recordings are also merged into a topic map covering the whole collection thus providing access
to other recordings discussing similar topics.

An interview’s topic map

* Audience demand
The question of the efficacy of the interfaces and demand for our archive is often raised. Recent
maintenance of the web site provided site usage statistics, nearly 120,000 unique visits to the
collection between April 2018 and March 2019, from all around the world. This is indicative of
the demand for our content and, to some extent, the acceptance of the interface. In addition, the
web site has been accessio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s Pandora project, a project
collecting significant cultural web sites (http://pandora.nla.gov.au/tep/152670). Verbal feedback
(personal communication) indicates appreciation of the interface elements and the quality of th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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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demand figures for Cultural Conversations
web site, April 2018 to March 2019

Other Approaches
Other approaches to publishing cultural content online do exist, including the Voices in
Contemporary art (VoCa) project from New York, the Asia Art Archive in Hong Kong, the Asia
Culture Centre in South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s Oral History Branch and its
Pandora/Trove project and Design and Arts Australia Online (DAAO). There are also many private
or commercial projects run mainly by commercial galleries but these would appear to be mainly
focussed on selling works from their artist stable.
Design and Art Australia Online (DAAAO, https://www.daao.org.au) is an online listing of the
details of Australian artists. It aims to be a database and e-research tool for art and design
researchers. It has grown out of an earlier project, The Dictionary of Australian Artists Online. The
database lists artists, their CV’s and exhibition details where available. The completeness and
veracity of the entry is questionable. The information is static unless someone has inserted links to
alternate content. The content is textual based with some images for works. Cultural Conversations
has an agreement to support links between us, linking our interviews to appropriate entries in the
DAAO and vice versa. Our approach differs in that we choose only artists deemed as ‘eminent’ and
publish interviews where they discuss their lives and works. A select committee, consisting of
artists and non artists, makes the final selection based on recommendations.
Asia Art Archive (https://aaa.org.hk/en) is a project from Hong Kong, publishing an archive of
Asian art content. They focus on Asian artists and publish videos, bibliographies, papers and
presentations and datasets of selected artists. They have a collection program and also commission
specific elements, such as DVD’s and/or CD’s of appropriate content. Cultural Conversations
maintains links between interviewed artists and content available in this archive, through their
search API. The collection strategy of this archive seems to be to collect as much as possible and
then make it available as required through the web interface. Our approach differs in that we utilise
different media and synchronise them to create a more engaging picture of the subject and our
reliance on eminence as the main selection criterium.
Asia Culture Centre (https://www.acc.go.kr/en) in South Korea serves a similar purpose as the Asia
Art Archive coupled with 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on. They too focus on Asian Art and the
two collections overlap to a large degree. The collection is mainly paper based but they do support
some digital content, mainly through videos related to specific artists in their collection. They
provided a three month residency in 2017 to the author which resulted in the recording and
publishing of an interview with Korean artist, Kang Un. The centre organises man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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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ng local people to the center. They also have a busy residency program for both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We also link an interview to their content through the search API.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as an extensive oral history collection spanning many areas in
Australian society, including arts and culture (https://www.nla.gov.au/what-we-collect/oral-historyand-folklore). They have a very active collection program recording oral histories, making
extensive transcriptions linked to the audio recordings at the ‘word’ level. These recordings, privacy
permitted,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NLA’s online activities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Trove project. The organisation also accessions culturally significant Australian web sites as part of
its collection activities. The Cultural Conversations archive was selected for accessioning by the
NLA and made available through the Trove facility (http://pandora.nla.gov.au/tep/152670).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NLA’s approach and ours is the resolution on synchronisation, ours at
the paragraph level, the NLA at the word level, and our synchronisation with a table of contents and
inclusion of relevant images that highlight topics of conversation. Cultural Conversation considers
synchronisation at the word level too fine, our experience is that users prefer to hear the context the
word is spoken in and paragraph level synchronisation provides such a facility. The activity does
not support a topic map feature providing a thematic element.
Voices of Contemporary Art (VOCA, http://www.voca.network/voca-resources/) publishes a list of
interview resources, including video and audio interviews, books and publications. The main scope
of this activity is to provide URL’s to other resources, such as Cultural Conversations, listing
twenty-eight activities in this area, mainly in the US (http://www.voca.network/voca-resources/
audio-video/). They also have an active conference program regularly organising meetings to
discuss important topics in the digital cultural area, such as archiving and preservation of time based
media. They list Cultural Conversations amongst their known resources.
Conclusion
In this paper we have discussed the research behind the successful Cultural Conversations project,
publishing an archive of interviews with eminent Australian and South Korean visual artists. We
demonstrated the demand for this type of facility through the site usage statistics, nearly 120,000
visits between April 2018 and March 2019.
We discussed the architecture of the Cultural Conversations archive: multiple synchronised
channels of information and putting the user in control of the interaction.
Although not explored in great details, the topic map facility is seen as a facility that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increasing its richness through supporting more topics and improving
relationship typing between topic entries.
This project owes much to its collaborators who mostly gave their time and energy pro bono:
Yvonne Boag, a founding director and member of the Australian and South Korean selection
committees; Dr. Paul McGillick, a founding director, member of the Australian selection committee
and chief interviewer; Cameron Glendinning, our director of photography in Sydney; Francois
Saikaly, our director of photography in South Korea; Anders Wotzke, our director of photography in
Adelaide; Adele Boag, our project manager and interviewer in Adelaide, Dr. Yoon Jin Sup;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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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orean selection committee and chief interviewer in South Korea; Dr. Peter Pinson (recently
deceased), who was of immense support to the project, was a member of the Australian selection
committee and undertook several of the Sydney interviews and Kim So Young (Stacey), our Korean
transcriber/translator; and all the artists who have given their time and access to their life and world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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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근대도시와 구술사
Oral History and Modern Cities
사 회: 송도영(한양대 ERICA 문화인류학과)
Chair: SONG Doyoung(Hanyang University ERICA)
1) 근대 도시는 유학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How Did Modern City Influence Confucian Intellectuals?
함한희·이창환(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HAHM Hanhee, Lee Chang-hwan(Chonbuk National University)

2) 거꾸로 읽은 근대도시 군산의 자화상
Looking at the Self-portrait of Modern City Gunsan Upside Down
오세미나(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OH Semina(Chonbuk National University)

근대 도시는 유교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함한희·이창환
(전북대학교)
1.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한말 일제 시기 도시의 유교지식인들의 삶을 통해서 도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8·9세기부터 시작된 서세동점(西勢東占)의 시대는 마침내 조
선을 멸망시키고, 일본의 식민 세력의 지배 아래 들게 했다.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조선 말 개화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일제의 식민정권 아래서
근대사조가 물밀 듯이 들어 닥치게 되었다. 근대 도시가 생겨나고, 과거 조선의 전통적인
도시도 탈바꿈이 시작되었다.1) 사회의 총체적인 변혁은 각별히 도시인의 삶을 크게 바꾸었
다. 도시 경관에 나타난 변화가 눈에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 살던 도시인들의
삶은 소리없는 아우성 속에서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근대 도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진 방법은 외형적인 구조물이나 공간을 대
상으로 해서 도시의 역사를 서술·분석해 왔다. 연구자료로서 눈에 보이는 확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식민정부는 근대적인 개념의 도시계획을 실행하면서 과거의 도시를
변용했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서구적 외형의 관공서, 상공업용
건물이 세워지고, 주거지가 구획되었으며 도로가 정비되었다. 기존의 도시연구가 이러한 도
시 건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김백영 2003; 김영근 2000; 이기석 2001; 이혜
은 1992). 또한 도시에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구조에 대
해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석규 2004; 김주관 2006;변화영 2004;염복규 2004).
이 근대 도시에서는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과 일본 거류민촌이 확연하게 구분되었으며
이같은 공간의 이중성이 민족적·계급적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근대 도시 연구가 경관에 치우쳐 있던 점, 근대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식민주의나 민족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도시의 지식인들 사유와 활동
에 다가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실천 방향을 짚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박지현
2014, 2017). 한말 일제 강점기 유교 지식인들이 펼쳤던 독립운동, 민족자강운동 등이 사회
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보수, 저항과 타협의 이분법적 논의에 갇히
는 것은 변혁의 중요한 시기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닐까한다. 당시 유교 지식
인들이 가졌던 지적 곤경이나 욕망의 문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측면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2)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그들이 남긴 정제된 기록을 통해서 사유
1)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양이 경성이 되면서부터 근대 도시화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개항장
이었던 인천, 부산, 군산, 목포에서도 근대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2) 최근 한말 일제 강점기 유교지식인이었던 김광진의 사유세계를 분석한 논문이 나와서 매우 신선한

- 101 -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유교 지식인들의 저작활동을 심층
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남긴 글이나 문집 등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

서 우리는 역사학자들의 작업을 흠모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자료의 한계만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기록을 남기지 않은, 또는 못한 더 많은 유교 지식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
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구술과 기억 그리고 다양한 생활
사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간과된 근대도
시 유교 지식인들의 생활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근대 도시로 부상한 전주에는 토박이들 보다는 이주해온 이들이 더 많았다. 우리는 근대
시기 도시 이주민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노동인구의 증가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상업인구의 증가, 지식인층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 계층의 활동이
근대 도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3) 한편, 근대 도시사는 도
시 안에서만 일어난 일로 보기 힘들고, 도시와 농촌을 넘나들고, 여전히 농촌과의 질긴 끈
을 가지고 도시의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을 통해서 도시의 삶을 역동적으로 그
려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의 외형에서 경험의 내면으로, 도시인의 삶을 순환적이며 포괄적
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경
관, 기록 자료뿐만 아니라 구술사 방법론을 접목시켰다. 특정한 도시 속 인물들의 삶을 구
술사 방법론에 의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 것이
다.
본 연구는 근대 도시로 변모해 가는 전주로 이주해서 살게 된 유교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십여 년 전 본 연구자들은 전주의 유학자를 조사했던 일이 있었다. 그 당시 향촌에
거주하던 유학자들이 일제시기가 되면서 전주로 옮겨 살게 된 점을 알았고, 우리는 그 사실
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왜 그들은 도시로 나오게 된 것일까? 향촌에서 유학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던 이들이 근대 도시로 변해가는 전주로 삶의 터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도시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온 것일
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삶을 벗어 던지고 온 것일까?
도시의 어떤 기능이 이들을 유인하게 된 것일까 등등의 궁금증이 많았다. 이러한 의문에 대
한 답을 조심스럽게 구해보려고 이 발표문을 쓰게 되었다. 과거와는 다른 정치·경제·사회
생활이 전개되면서, 전통시대에 살던 유교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세계관, 생활관 등
이 뿌리 채 뽑히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더구나 도시를 택해서 옮겨온 유교지식인들은 스스
로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술사 방법론을 택했다. 기록 자료의 부족을 극
복하기 위해서 구술사가 유용하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극을 받았다(박지현, 2014, 2017).
3) 1929년 말 총 호수가 5,611호로 집계되었고, 1930년대 말에는 7,644호로 증가되었다. 또 다른 통계
에서는 1930년대 (1929년과 1930년 말 그 사이에 측정된 통계인 듯) 전주읍의 총 호수가 7,001호인
데 그 가운데 공업종사자가 567호, 상업 및 교통업 종사자가 1,831호로 집계되었다(양미경 201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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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기록이나 서류로 남아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고, 생생하지도 않아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반면에 구술은 생생하며, 촘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유교 지식인들은 생존해 있지 않다는 것은 구
술사의 경우 큰 난관이 아닐 수 없다. 후손들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남긴 흔적을 찾을 수 있
었다. 선친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손들의 기억을 풍성하게 하는 생활사 자료
들-사진, 문집, 일기, 기타 기록물-을 활용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주체가 되
어 일군 삶의 족적이

근대 도시의 역사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은 것이다.

2. 근대도시 전주와 유교지식인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한말 일제시기이며 연구지는 전주와 인근 농촌지역이다. 전주는
오랫동안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하고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신문화 수
용도 빨랐다. 일본이 도시를 점령하면서부터 새로운 문화의 이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
도한 시대의 변화가 유교 지식인들에게 무관한 것일 수 없었다. 신문화의 거부, 저항, 타협,
수용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한 개인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이 벌어졌다. 본
발표에서는 세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고민과 선택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든 지도 어느 덧 십 여년이 지났을 때의 일을 기록해 둔

유재 송

기면의 문집을 펼쳐본다. 간재 전우가 전라북도 부안의 계화도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의 이
야기이다.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간재 밑에서 공부를 하고자 모여들었다. 이 당시 호남에
는 간재의 문하생이 된 유학자들이 많았다.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1882∼1956)도 뒤늦게
계화도로 가서 간재로부터 글을 배웠다. 그는 김제 백산면 출신으로 29세까지 석정(石亭) 이
정직(李定稷, 1841-1910)으로부터 학문을 익혔다.4) 다시 간재를 찾아서 공부를 했다. 공부
일정을 끝내고 송기면과 다른 유생들이 계화도를 떠날 무렵의 일이었다. 세 친구가 부안 백
산의 화호 삼거리에 이르렀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한 친구가 물으니 다른 한 친구가 대
답했다. “바야흐로 신문명이 도래하는 시기다. 나는 전주로 가서 외국어학당에 들겠다.”
또 곁의 친구도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도 자네와 뜻을 같이하겠네. 하지만 유재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친구는 젊은 유재한테 물었다. 젊은 유재는 곰곰이 생각에 잠
겼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나는 다시 고향 김제로 돌아가겠네.” “왜?” “그것이 선생님
의 가르침이었으니까.”5)
현재는 정읍시로 편입된 화호 삼거리는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던 유학자들의 고민과 갈
4) 석정 이정직의 고향은 김제 백산면 상정리 요교마을이다. 그의 학문적 관심사는 실용(實用)․실사적
(實事的)인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학적 경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28세 때인 고종 5년
(1868) 연행사(燕行使)인 어영대장 이봉구(李鳳九)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들어가 1년 동안 체류하
기도 했다. 이 때 접한 서양의 철학자 칸트를 국내에 소개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
술은 많았으나, 1894년 동학의 소란 중에 집이 전소되는 사고를 당했다. 실의에 빠져 다시 고향 김
제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 이 화재로 인하여 그동안 그가 써 둔 많은 글들이 소실되어 그가 남긴
기록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호남의 유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5) 박권상,「강암의 인간과 서예」『강암송성용의 삶과 서 예술』, 도서출판 不二, 1996, 32쪽.

- 103 -

등을 표현한 은유적 상징어이다. 송기면은 간재로부터 배운 학문을 실천하고자 김제로 돌아
와서 요교정사를 짓고, 향촌의 선비로 여생을 살았다. 그러나 유재와 함께 있던 두 유생들
은 다른 길로 갔다. 유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이들이 본 발표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유교지식인들이다.

1) 효산(曉山) 이광렬(李光烈)(1885-1966)
효산(曉山) 또는 수명루인(水明樓人)이라는 호를 사용한 이광렬은 1885년 (고종 2년) 우성
(友松) 이동식(李東植)의 외아들로 전주부 교동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에는 사숙에서 한문을
읽고 글씨를 연마했지만, 일찍이 신교육을 받았다. 전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군
서기로 근무하기도 했다. 1910년 함육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그 학교가 폐교되자 1913년
전주 제2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919년 학무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효산 이광렬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유학자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은 그를 평가하기를, ‘안빈낙도를 신
조로 생활하는 선생의 기문(記文)에서 처진불염(處塵不染)이요, 화광불혼(和光不混)이라 하였
으니 비록 먼지처럼 혼탁한 사회에 살지만 온화한 빛은 더러움이 섞이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의 식민지 시기 한 유교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효산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유
교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군서기 등 말단 공
무원으로 취업하는 일이 많았다. 또는 교육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기회는 많지 않
았고, 임시 단기직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효산 이광렬은 어릴 때부터 익힌 서예를 지속적으
로 연마하면서 일가를 이루었다. 벽하 조주승에게 사사를 했고, 1927년과 1928년 연이어서
조선미술전람회 사군자부에서 입선하였다. 1928년 일본서도전람회, 1930년 일본경도문예전
에서도 입선하는 등 서예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1935년에는 전주의 대표적인 서예가들의 모
임인 한묵회를 창설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한묵회를 통해서 많은 서화인을 길러냈다. 타 지
역에서 전주로 이주해 온 묵로 이용우, 죽사 이응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한묵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응원해 준 이가 바로 이광렬이다.
이광렬은 신학문을 익히고,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는 한편, 예술을 통해서 전주 지식인들
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가 전주의 주요한 단체의 장을 역임한 이력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주향교 전교와 전주기령당장을 역임하였고, 전주 천양정 사장으로
8년 동안 중임하였다. 천양정 사정기(射亭記)를 엮으면서 일제가 사정(射亭)소유인 다가산과
그 주변 일대의 토지를 소위 신사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였던 점,
이후 4년 동안 힘겨운 재판을 하였으나 마침내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어 그 토지들을 빼앗기
고 말았던 점, 그러나 해방 후 귀속재산소청(歸屬財産所請)을 해서 재산을 회수했던 사실을
적고 있다.
그는 유교 지식인으로 신학문과 근대적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한편, 전통적인 문화예
술 속에서 유교 지식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했다. 효산의 인식에서는 신학
문, 신문화의 수용과 전통 예술의 계승이 결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조선과 일본이 주최하는 전람회에도 적극 관여했다는 것은 예술이나 지식을 매개로해
서 일본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지지했고, 또 실천했다. 저항인가 아니면 수용인가라는 두 가
지 명제가 대립하거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효산은 저항을 통해서 지켜야

- 104 -

할 때와 수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 때를 구별했던 것이다. 이 둘을 분명하게 그리고 조
화롭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당대 유교 지식인들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사진 1 효산 이광렬 사은기념식 (학인당 소장본)
그림 1 효산 이광렬의
글씨 (학인당 소장본)

2) 만곡 이규석(晩谷, 李圭錫 1877~1942)
만곡 이규석(晩谷, 李圭錫 1877~1942)는 익산 용안(용동면) 출신이다. 이규석의 집안이 재산을 축적
하게 된 것은 19 초·중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축재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증
손인 이서우는 증조부 이재영(1856~1925)대에 이르러서 용안의 대지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만 전한다.
이재영의 아들 이규석 대에는 천석지기로 재력을 늘려서 대지주 집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규석은 또 한학을 공부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향촌의 선비이자 지주로 살았다. 그는 오복선
(1878-1955)과의 사이에 아들 셋, 딸 둘을 두었다. 막내아들은 일찍 세상을 뜨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을 도시로 이거 시키기로 결심했다. 큰 아들은 서울 명륜동에 집을 지어서 이주시켰고, 둘째 아들은
1928년 전주 교동(141번지)에 토지를 매입한 후 집을 지어 주었다. 이규석이 아들들의 이주 장소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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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동과 교동으로 정한 이유는 성균관과 향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두 아들이 공부에 더 정진
할 수 있도록 학구적인 분위기를 갖춘 동네를 선택했다. 장남은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계속했고, 차
남 이종림(梧山, 李鍾林 1901~1981)은 전주로 와서 한학공부를 더 했다. 그리고 이규석도 용안에서 나
와 차남의 집에서 기거했다. 이규석은 자식들이 향촌의 사숙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시를 선택한 것이다. 도시가 유학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이 간다. 이 당시 전주 교동은 유생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되었다. 이
규석과 가깝게 왕래한 유학자들 가운데는 금재 최병심, 석전 황욱, 고재 이병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규석의 차남인 이종림은 전주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전라북도 바둑계의 대부를 자처했
다. 그의 교동집 사랑채에는 바둑의 고수들이 모여들었다. 바둑 두기를 특별히 좋아했던 이
종림은 취미생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둑 명인을 길러내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이강일,
김수영은 이종림으로부터 바둑을 배웠고, 조남철, 징동식, 진홍명도 그의 사랑채를 왕래하는
고수들이었다.
일제가 서양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입학을 권고하자, 이종림
을 마지막 보루로 이 집안에서도 유학의 길은 끊어지게 되었다. 이종림의 자녀들은 자연스
럽게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나아갔다. 1930년대 후반 찍은 이규석의 가족
사진에도 그 변화의 조짐이 잘 드러나 있다.

사진 3 이규석의 부인 오복선의 환갑날, 1938년. 전주 집 앞마당에서.
3) 김O생 (1882?~1956?)6)

김O생의 부친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 출신이다. 그는 약 500석 규모의 상속받은 후, 다
시 토지를 크게 불려서 3,500석을 하는 지주가 되었다.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는 전주 다가
동과 완산동에 집을 사서 이주하였다. 그의 부친은 늦은 나이에 아들 셋을 얻게 되었는데,
김O생이 장남이다. 장남은 완산동에, 차남은 다가동에 자리를 잡도록 했다. 노부를 모셔야
했던 그는 장남으로서 어깨가 무거웠던 탓에 재산을 늘리는 데 힘을 다했다. 그가 혼인을
6) 김O생은 익명으로 한다. 존몰 연대 역시도 가족의 요청을 존중해서 대략의 연대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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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자는 김동철(가명)이고 차자는 김동식(가명)이다. 두 아들은 아
버지의 재력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식교육과 도시의 신문물을 접하는 것에 익숙했다.
김동철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학교였던 완산 제2보통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에는 농고로 진
학했다. 김O생 자신은 유학을 공부했지만, 아들들에게는 신교육을 시켰다.
당시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자식 교육문제로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했다. 본인들처
럼 유학공부를 계속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근대적인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설립된 새
로운 교육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내 자식들에게 어떤 교
육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어떤 것일까? 외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다는데 어떤 지식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유교 지식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신지식을 공부하기도 했다. 그래도 여전
히 자식의 교육은 문제였다. 김O생은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나갈 두 자식들
에게 신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구이에서 전주로 와서 큰 집을
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전주로 나온 김O생도 재력을 바탕으로 유교 지식인들과 친교를 해 나갔다. 스스로 시서화
를 즐겼고, 유학 뿐 아니라 틈틈이 신지식을 습득하기도 했다. 유교 지식인들의 모임에서는
신사상과 신문화에도 개방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이러한 방식의 모임은 일제시기 내내 지속
되었다. 장소는 주로 완산동에 위치한 김O생의 사랑채였다. 때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
들도 많았다. 그들은 김O생의 집에 찾아 들어서 잠을 청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들에게 식
사를 대접하는 일은 당연지사였고, 때로는 글로, 서화로 보답을 하는 이도 있었다. 당시 유
교 지식인들이 모이면 유학 강연회가 열리고, 시서화를 즐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김O생은 당시 완산동 대저택 사랑채를 당시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들의
금란지교는 주위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 멤버 가운데는 효산도 끼어 있었다.
김O생은 부유한 지주이자, 유교 지식인으로 스스로를 가꾸어 갔다. 유학을 공부하고, 옛날
양반들처럼 청학루에서 소리를 즐기고, 천향정에서 활을 쏘며 전통 시대 고급 문화의 상징
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아들 형제는 신교육을 받고, 서양 음악과 스포츠를 즐
겼다. 두 형제는 유독 아코디언, 기타 등을 치는 것을 좋아했다. 또 스포츠 선수를 자처해서
권투와 육상 경기에 나갈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면서도 부자지간의
라이프스타일에는 차이가 컸다. 그래도 김O생은 신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된 서양악기와 서
양식 운동에 열심인 두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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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김O갑생, 이광렬 등이 포함된 당대 유교 지식인들의 모임에서 찍
은 사진

김O생은 두 아들은 유독 예술과 운동을 좋아해서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많았다.
큰 아들은 서양음악을 즐겨 해서 클라리넷, 오르간, 기타를 잘 쳤다. 육상에서도 신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술이나 운동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
기에는 어려운 시대였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군청의 말단 서기로 들어갔다. 김O생의
두 아들 모두 징병의 대상인 나이가 되었다. 조부는 아들을 징용으로 보낼 수 없었기에 돈
으로 정부의 훈장을 사서 당국의 환심을 샀다. 그 전까지는 증조부와 조부는 개명도 거부한
채 ‘김’씨를 유지하면서 불이익을 감당하며 살았다. 그러나 두 아들이 모두 징병 대상이
되자, 조부의 마음은 달라졌다. 두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김O생의 의식은 사회인으로서는 민족주의 노선을 걸었고 유학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
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가족의 존립과 자녀의 입신
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한 개인이 가진 중층적인 인식과 실천성이 도시의 근대사를
엮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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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930년대 아코디언과 기타를 즐
긴 김O생의 두 아들

3. 맺는말

위의 세 인물들은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유학을 공부하며 성장했고, 신문화을 받아들이면
서 진취적인 사유와 실천을 보여주었다. 근대 도시 전주에서 유교지식인으로서 일정한 역할
을 수행하다가 20세기 중반에 생을 마감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격동의 시대를 경험
하며 이들은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모두 재력
가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청장년기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젊은 시절 근대 도시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었고, 유교적 지식과 신문화 사이
를 오가며 자신들의 수용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이나 후학의 미
래를 위해서 신교육과 신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근대 도시는 그러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었고 또 그들의 활동이 도시의 근대성을 엮어가는 날줄이고 씨줄이었다.
간재선생을 떠나 정읍 화호 삼거리에서 이별을 나눈 세 유생의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었
다. 이들 가운데 향촌에 남아 조선의 마지막 선비가 되기를 자처했던 유재 집안도 근대 도
시의 유혹과 신교육의 부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유재 스스로는 유생으로 남았지
만, 후손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 유교 지식인으로 신문화를 받아들여서 조
화롭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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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히로세 츠루코는 현재 일제강점기 과자점 이즈모야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자이다. 이즈모야는 1900년대 초반 군산으로 이주한 그의 할아버지가 창업한 과자점1)이다.
이즈모야는 2대에 이르러 군산에서는 제법 규모가 큰 과자점으로 성장하였다. 히로세가(家)
의 막내딸 츠루코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이즈모야와 함께 성장하였다. 그리고 패망 후 본국
으로 건너가 사가현[佐賀県] 이마리시[伊万里]에서 이즈모야를 다시 열었다.2) 츠루코는 이즈
모야에 대해 기억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와 사진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2011년부터 여러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문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츠루코의 구술은 히로세가의 과자점 운영과 사업 활동
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그의 기억과 구술을 토대로 일제시기 군산지역에서 과자가 수
용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최근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히로세의 구술, 문서자
료를 다시 분석하였고, 일제시기 세워진 군산과자조합에 대한 실상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군산과자조합은 군산에서 과자점을 운영하는 일본인이 주축이 되어 조합을 결성한 것이다.
조합은 친목 도모를 넘어 영리를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주목할 점은 군산
과자조합이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일부를 생산하고 보급한 곳이었

1) 본고에서는 일제시기 과자와 빵을 만들어 판매했던 곳을 과자점이라고 하였다. 과자점은 현대의 과
자점과 비슷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전병, 화과자, 건과자와 같은 과자를 판매하다가 1930년대 일본
으로부터 빵, 케이크와 같은 양과자제조기술을 받아들여 양과자를 생산하였다(오세미나 2018).
2) 연구자는 이성당의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제시기 군산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즈모야를 알게
되었다. 선행된 연구에서 과자점 이즈모야를 소개하였고, 지역 사회에 빵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근대 제과점 이즈모야의 특징을 공간, 유통구조, 기술과 기구, 경영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
어 설명하였다. 특히 당시 빵과 관련된 문화를 소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조선인들은 극소수
에 해당하며, 조선인들은 종업원으로 또는 행인이나 관객으로 이즈모야를 통해 근대적인 빵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음을 논의하였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이 빵과 빵문화를 소비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경험은 근대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토양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밝혔다(오세미나 2012a,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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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라는 식민지의 역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서 또한 한일관계사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역사
의 한 부분이다.
최근 군산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외형만 남은 근대역사 소비가 무분별
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군산과자조합의 역사도 그 중 하나이다. 일제시기를 미화하는 듯
한 일본식 건물이 줄지어 세워졌고, 일본 전통 복식을 입은 사람이 길거리에 등장하기도 했
다.3)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발표자는 군산의 근대를 다루는 연구자로서 ‘근대도시
군산’에 대한 역사와 문화적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도시 군산’
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일제강점기
성립된 근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재생사업이나 활용사업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최근 시행 중인 군산도시재생사업의 개요를 알아보고,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주로 군산과자조합의 사례에 주목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근대도시 군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모
색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 근대도시의 연구 사례
본고에서는 현재 군산의 근대문화유산4)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도시재생사업
으로 재현된 ‘근대도시 군산’을 성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근대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전
및 활용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지역의 역사문
화자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유산에 지역적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무형문화연구원 2017). 이를 증명하듯 국내외에서 근대문화유산 활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각각 근대 유산 정책인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NRHP)’,‘Blue Plaque’,‘근대화 산업 유산군’,‘20세기유산인
증제도(Le label Patrimoine du XXe si cle)’를 내세우며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 및 관주도에서부터 민간중심의 자체적 보존운동까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국내 사례는 근대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군산,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익산, 인천, 창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대문화유산의 개념을 확
장하여 근현대 시기를 아우르고, 근·현대생활유산에 주목한 미래유산제도가 서울, 전주 등
에서 등장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례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등 문화산업의 핵심자원으로서 문화유산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은 근대문화유산의 담론에 대한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예은(2011)은 근대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담론을 민족주의론, 역사주의론, 문화소비
론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재점숙(2015:73)은 문예은의 근대문화유산 담론 구분을 기반으

3) 2016년 군산 거리에 등장한 기모노 입은 사람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4) 문화재청(2004)은 근대문화유산의 범주를 전통적 의장⋅기술⋅공법을 전수한 건축물, 근대사회의
여러 단층과 추억을 전해주는 건조물, 기념물, 미술, 역사자료, 생활민속자료, 경관, 공원, 정원, 도
시계획 등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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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를 연속하여 세 가지로 재정리하였다. 그의 정리에 의하면, 첫째, 일제 잔재로써 청
산해야 될 굴욕의 유산, 즉 저항과 독립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대를 잇는 가교로
써 한국의 근대를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
는 말 그대로 근대라는 시기의 유산을 의미한다. 셋째, 관광, 건축학(예술성), 지역 활성화
등 현재의 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문화소비론적 차원에서의 근대유산이라 할 수
있다.
군산도시재생사업은 문화소비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근대문화유산이 건축학적 측면에서
의 예술성과 관광자원으로써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
는 것이다. 여러 논의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재점숙 2015, 김선희 2013, 홍석준 2008, 윤선자 2011, 이후석 2011). 이들
은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지역의 자산임을 동의한다.
그러나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에 있어서 그 안의 들어 있는 역사, 문화, 주민의 삶 등 정신
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후석(2011)
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인식하고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선희
(2013)도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서 일본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당시
삶을 향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논해져야 함을 강조한다. 재점숙(2015)은 근대문화
유산 활용에서 있어 역사인식 문제를 논의하는데, 오늘날의 근대문화유산에는 우리가 기억
하고 싶은 근대 역사만 되새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다양한 근대 역사 인식의 행방은
묘연한 채 ‘근대문화유산’으로써 재탄생”되고 있으며, “일본이라는 타자 부재의 근대,
자국사에 입각한 근대문화유산이 또 다시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근대문화유산의 관광화에 중점을 둔 나머지, 실제 놓
치고 있던 주민들의 삶과 역사 인식의 문제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근대도시 군산’이
재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3. 군산도시재생사업과 ‘근대도시 군산’의 재현
군산은 일제강점기 근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해방 후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일제시기 일
본인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형성된 소비시장은 해방 후 일본인이 돌아가면서 축소되었
고, 군산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후 국가의 지역편중적인 산업육성정책은 군
산의 지역 정체를 더욱 심화시켰다(김영정 외 1995).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군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서해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군장국가공단, 새만금지역간척공사,
용담댐건설, 군산외항건설 등이

발표되었다. 군산이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영정 외(1995:96)는 “6공의 허국적인 정치적 선전물이었음”을 지적한다. 80년대 중
반 이후부터 1993년에 이르는 불과 7-8년의 기간 동안 군산을 비롯한 이리, 전주 등 3개 도
시에 수립된 발전 계획은 30여 개를 넘어서 투자예산규모도 4조 원에 이르렀지만, 본래 투
자계획예산의 20% 미만에 그쳤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연구를 토대로 당시 군산의 모습을
추측하면, 1990년대 초반까지도 군산은 산업적 측면에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도시정책이 산업시설에서 문화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군산은 다시 부
흥하기 시작했다.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군산시 경관 조례가 발표되면서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업기간은 2009-201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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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의 아픈 기억을 되
살리기보다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반성하고,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되풀이 되
지 않기 위해 근대문화유산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부터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
벨트화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2003년 원도심에 위치해 있었던 시청이 이전하면서
그 일대 지역이 침체되었던 것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군산시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지역 사람들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근대문화유산, 특히 근대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사업으로 내항과 부잔교 주변에 남아 있는 구 조선은행, 나
가사키18은행, 양곡창고 등 건물을 복원하여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내항의 진포해양
공원,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된 ‘근대문화벨트지구’를 구축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의 ‘군산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이 진행되어 원도심지역의 경관을 정비하였다. 원도심지역
의 근대 건축물을 살려 관광객들이 근대 경관을 접할 수 있도록 근대역사경관을 회복하였다
(김민영 2016:10 ; 김선희 2013:9). 군산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근대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서 추진되었다.
2018년 기준 군산도시재생사업은 총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근대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로 활용한 것은 근대건축물리모델링사업, 근대건축자산 DB구축 및 콘텐츠개
발연구용역, 동국사 주변 문화체험거점시설, 테마가로 디자인 및 공간조성용역, 조형물 설치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근대경관을 유지하고, 근대의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외
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군산도시재생사업은 근대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근대
경관을 유지 또는 재생하기 위해 근대건축물과 도로를 중점으로 재정비하였다. 근대건축물
은 일제강점기부터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까지 등기부에 등록된 건축물, 이러한 규정에 의
해 원도심 일대 170여 채 정도 되는 건축물을 활용하여 군산의 근대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2015년부터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일반건축
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건축물도 근대역사경관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위의 사업이 추진되는 동시에 군산의 도시 경관 조성에 즈음하여 매스컴에는 일본가옥이
있는 이국적인 곳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군산을 여행한 관
광객은 이곳에서 경험한 문화와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
통은 서울-군산 간 거리를 단축시켜 근대문화를 경험하고자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수를 증
가시켰다. 이때 군산을 찾는 관광객은 눈으로 근대문화를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
화를 직접 경험하고자 했다. 이는 군산의 근대도시 만들기를 더욱 부추겼다.
4. 현대에 등장한 군산과자조합
최근 한 사업가가 군산에서 건물을 매입하였다. 콘크리트로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물을 해체했고, 그 과정 중 건물 내부에서 일본목조건축물 형태를 발견하였다. 그가 매입
한 건물이 근대건축물이었던 것이다. 사업가는 이 건물에 대해 알기 위해 구등기부등본을
열람했고, 군산에서 근대 기록물을 수집하는 전문가를 통해 그곳이 군산과자조합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 사업주는 남아 있는 근대건축의 구조를 최대한 살려서 일본건축물로 재건축하
였다. 그리고 ‘근대도시 군산’을 경험할 수 있는 상업적 장소로 재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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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소장 사진 2018년, 현대에 등장한 군산과자상조합의 모습이다.

사업주는 이곳이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적산가옥 뼈대와 지붕’을 그대로 살린 곳이며,
‘1939년 9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군산과자조합’ 자리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사업장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1939년 당시 군산과자조합은 빵과 디저트를 만들던 공장’이었으
며, ‘제과제빵점’이었다고 소개한다.5) 그렇게 이곳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근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 군산에서 현대에 등장한 군산과자조
합은 일제시기 사람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산과자조합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성찰 없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다수의 군산지역민, 그리고 한국인은 일제 침략과 지배
로 얼룩진 역사적 상흔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보다 면밀하게 이곳의 역사가 검
토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논의된 후 관광 문화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
음 장에서 이 건물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기관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 군산과자조합의 역사: 군산과자상조합(群山菓子商組合)에서 군산과자조합(群山菓子組合)으로
군산에서 과자점을 운영하는 일본 과자업자들
은 군산과자상조합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익집단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처음에는 고국을
떠나 외로웠던 이들이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어
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그러다가 차츰 과자점
운영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이익단체를 결
성해서 상업적으로도 서로 돕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오세미나 2012a:42; 오세미나 2016:56).
히로세 츠루코 소장 문서 1920년대, 군산과자상조

이들은 과자점 운영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으

합의 모습이다.

며,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등 공동

5)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적산가옥 뼈대와 지붕’, ‘1939년 9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군산과자조
합’, ‘1939년 당시 군산과자조합은 빵과 디저트를 만들던 공장’, ‘제과제빵점’ 등은 사업주가
가게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 체험단을 모집하는 글에서 가져왔다.
(http://ringble.co.kr/detail.php?number=3374&category=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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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 일례로 과자업자들은 기본적인 기구도 조선에서 구할
때는 제약이 있어서 식재료와 과자용 조리기구 등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 조선에는 과자
기구를 취급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자업자들은 단체 주문을 하는 것과 같이 힘을 모
아서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9년 군산과자상조합은 주식회사로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제국의 건설을 목표로 공업화·산업화에 주력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산업 진흥책 중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하여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방면에 전문가들은 명명
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와 같은 서구 기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
을 설명하면서 자본을 모아서 기업을 하는 방식의 장점을 역설했다(法律讀書人 1909; 김동
노 2010:25에서 재인용).
이러한 유형 가운데 특히 주식회사에 주목하였는데,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조직이었고,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주식회사를 통해
자본가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이들이 국민으로 있는 국가는 이들의 생존권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주식회사가 소수 중역의 이기주의, 사회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 추구, 노동자의
임금 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전
반적인 분위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
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당시 농업, 물, 철도, 전기, 방직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각종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法律讀書人 1909; 김동노 2010:25에서 재인용).
군산에서도 여러 주식회사가 등장하였고, 이 중 하나가 군산과자공업조합이었다. 토리겐
지[鳥井源次]는 1939년 토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1940년(소화15년) 11월 18일 ‘군산과자
공업조합’의 증서를 발부하였다. 실제 건물이 들어선 것은 1941년 5월 1일로, 이 건물은
‘토리겐지[鳥井源次] 외 8명 공유’의 토지 위에 설립되었다. 구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제법
큰 규모의 토지에 들어선 건물로 추측된다. 이들이 군산과자공업조합을 설립한 동기를 직접
기록해 둔 것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와 구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과자를 동인으로 하여 대량 생산하고 공급하려는 목적으
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곳은 군산의 과자점들이 자본을 모아서 과자를 상품화하고 대
량으로 생산하여 사업적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즈모야의 사업주 히로세 켄이치도 군산과자공업조합의 주주로 활동하였다. 이는 이즈모
야 과자점 사업의 확장이었으므로, 그는 개인이 운영하는 과자점의 수익과 함께 주식회사
주주로서 얻는 수익 모두 양쪽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 자료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이 히로세 켄이치는 출자금 오천원을 출자하면서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즈모야
를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군산과자공업조합에서의 생산된 과자를 이즈모야에서 취급하였다.
상품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는 수혜자가 되었는데 과자점을 운영하는 데 안정적으로 과
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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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세 츠루코 소장 문서 1940년대, 출자 문서의 앞 히로세 츠루코 소장 문서 1940년대, 출자 문서의 뒷
면이다. 히로세 켄이치는 군산과자공업조합의 임원으 면이다.
로 일했다. 당시 오천원을 출자하고 조합의 규정을
준시한다. 조합에 가입함을 이 증권을 교부함으로 증
명한다.

군산과자공업조합은 ‘군산과자상조합’처럼 친목 도모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합과는 성
격이 달랐다. 이곳에서는 대규모로 과자를 생산해서 각 과자점에 과자를 공급하는 산업체였
다. 군산에서 과자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출자를 해서 재료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상품을 대
량생산체제 아래서 제조하여 본인들의 과자점을 포함해서 여러 과자점에다가 파는 방식이었
다. 군산과자공업조합의 사업 이윤을 히로세 켄이치와 같은 조합원인 과자업자들과 나눈다
는 점에서 또 다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업 확충의 한 수단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운영은 군산의 과자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건과
자산업은 과자 중에서도 보존성이 강한 사탕, 과자나 비스킷 같은 건과자가 중심이었다(조
승환 2003). 하지만 당시 과자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기에(오세미나
2012), 대량 생산된 과자가 주로 소비된 곳이 어디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는 전시 상황과 군
산의 당시 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연구자는 히로세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와 구술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식재
료를 통제하였다. 과자점에서는 그 전처럼 과자의 수요에 따라 매일 양과자를 만들 수 없었
다. 과자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식민정부에서는 군산과자공업조합을 앞
세워서 통제하였다. 군산과자공업조합은 일본 정부로부터 배급 받은 재료의 한도 내에서 제
품을 만들 수 있었다. 군산과자공업조합은 과자점에서 개별적으로 과자를 만드는 것을 제한
하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과자를 만들어 이를 각 과자점에 일정한 방식으로 할당하여 납

품하였다.
과자점 이즈모야도 공급받은 양만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히로세 켄이치는 군산
과자공업조합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다른 과자점 보다는 할당받은 과자의 양이 많았다.
그래서 전쟁 기간에도 다른 과자점과는 달리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반면 다른 과
자점은 공급받은 양은 많지 않아서 손님들은 과자를 사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했
다. 과자의 수요가 많다고 하여 그에 따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처럼
일본이 군산과자조합을 통해 재료를 통제한 결과 과자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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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히로세 츠루코는 군인식당을 운영했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그는 군인과 관련
된 일화를 소개했는데, 군산에 다찌아라이[太刀洗], 즉 육군비행학교 분교가 생겨 일본에서
군인이 오게 된 내용이었다. 그는 1940년대 이즈모야가 군인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군인전용
식당으로 지정되었고, 이즈모야의 공간을 나누어 군인 식당을 운영했다고 한다. 히로세가는
고국을 떠나온 군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군인은 이를 고마워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군인은 전장으로 떠나는 날 히로세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히로세 츠루코는
군인의 특별한 인사를 구술했다. 그의 구술에 따르면 ‘아카톰보가 오키나와를 향해서 갈
때 이성당 위를 한 번, 두 번 정도 선회를 해서 출발했다’고 한다.

히로세 츠루코 소장 사진 1940년대, 당시 군산과자

히로세 츠루코 소장 사진 1940년대, 이즈모야는 군

공업조합의 모습이다. 군산과자공업조합은 일본

인전용 식당을 운영하였다. 당시 이즈모야를 찾던

정부로부터 받은 재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고, 이를 각 과자점에 일정한 방식으로 나누어 팔
도록 했다.

본 장은 태평양전쟁과 군산과자조합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군산과자조합
과 관련된 당시의 다양한 상황을 히로세 츠루코의 구술과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그
리고 일제시기 일본인 개인과 가족사 속의 활동은 한일관계사 속에서 신중하게 읽고 해석해
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왜냐하면 군산과자조합과 같은 근대건축물은 현대에서 근대를 경험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
대문화유산을 활용하기에 앞서 그 공간의 역사가 설령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이를 마주하는
용기가 군산을 진정한 근대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군산과자조합의 사례를 통해 군산도시재생사업을 성찰해 보다
현재 군산 장미동, 월명동, 영화동, 중앙동, 신창동 일대는 일본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
으킨다. 이 지역은 일제시기 일본인들이 주로 생활했던 곳으로, 근대건축물이 현재까지 남
아있어 이를 활용한 근대도시가 재현되고 있다. 이는 군산지역사람의 삶과 문화, 역사를 군
산의 소외시킬 수 있다. 근대도시는 일제시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은 부정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역사 안에 군산지역민을 수동적인 주체로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근대도시를 역사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근대건축물 외형만
을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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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도시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매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일제 침
략과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일문제가 남아있어 이는 이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다. 군산은 지역민에게 근대도시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생활터전이었고, 근대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일제 지배 아래 투쟁하며 처절하게 삶을 살았던 장소였으며, 지금은
근대건축물이 즐비해 외형만 남은 이곳에서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일상이다. 그러나 군산지
역민의 다양한 삶과 문화, 역사는 가려진 채 근대도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는 일제시
기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이 이루어지며 이를 단순히 흥미 위주로 상품화한 결과이
며, 일본인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는 장소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도 과열된 상업화로 외형만 있는 일본식 건축물과 마주하며 씁쓸한 발걸
음을 돌리고 있다.
본고는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이 활성화된데 주요 배경인 군산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고, 현
재 군산에서 일제시기 운영되었던 주식회사 형태의 군산과자조합이 상업적 공간으로 바뀐
사례를 통해 ‘근대도시 군산’을 성찰해보았다. 최근 군산은 근대도시를 재현하는데 박차
를 가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근대건축물로 외형을 바꾸어 가고 있다.
업체들은 상업화 과열에 합류하며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성찰 없이 무분
별하게 역사 소비를 내세웠고, 결국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활성화에만 방점을 두고 그 안에 역사와 문화, 사람의
삶이 누락된다면 어느 곳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근대도시 군산이 지니는 가
치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향후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근대도시 군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
이다. 실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은 인문학적 접근보다는 건축물과 경관을 조성하는 기
술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할 때 유형과 무형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
각한다면, 지금까지 유형의 것 즉 근대 경관 조성, 리모델링을 통한 근대건축물 재현에 중
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무형의 가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군산지
역민의 삶의 흔적을 찾는 것이며,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를 위해 구술
사를 통한 지역민의 흔적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자료의 부족과 자료
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사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민의 구술을 통해 지역의 역사 ․ 문화 ․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건축물은 지역민이 참여를 바탕으로 공간이 지닌
의미를 이끌어내고, 이를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연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근대도시이기에 근대라는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이를 극복해 가는 군산의
이야기가 있어야 진정한 ‘근대도시 군산’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근대문화유산 활용으
로 재현된 ‘근대도시 군산’에는 군산 지역민의 이야기가 배제되어 있고, 설령 있더라도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근대도시가 한국전쟁, 산업화,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근현대 소용
돌이 속에서 군산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주목해야 한다.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은 군산지
역민이 식민지를 어떻게 극복하여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만 한다.
예컨대, 일제시기 가옥과 건축물은 해방 후 한국인이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거주하게 되
면서 그 내력을 이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근대도시에 지체된 근대유산의 활용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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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 일제 침략과 지배에 아프고, 감추고 싶은 역사라고
부정하지 말고, 이를 당당히 마주하여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극복해나간 이야기를 담아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근대도시 군산’이 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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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국사편찬위원회)
LEE Sang-rok(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 자료의 현주소
선 영 란(목포대 문화인류학과)
1. 시작하는 글
본 발표는 2018년 한국구술사연구소가 국사편찬위원회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전국 각 기
관ㆍ공공단체 등의 구술 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 기초조사’1)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 구술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생산
된 다양한 구술 자료의 현황과 그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날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구술 채록과 구술 간행물이
출간되고 있으나 구술 아카이브 구축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구술 간행물을 원자
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간행물의 토대가 된 구술 원자료의 보존과 관리는 중요한 사안이
다. 그럼에도 많은 기관에서 간행물 발간을 목적으로 구술 자료 수집이 추진되고 있고 원자
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보존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근현대 역사적
사건의 규명을 위한 ‘구술증언’수집을 담당했던 공공기관과 단체의 구술 자료 관리와 보
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구술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본다. 이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구술 자료에 대한 수집에서부
터 보존, 관리, 서비스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임을 말하고자 한다.
2.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 자료의 현황
오늘날 한국 구술사는 단연 다양한 국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중심의 구술채록이 압도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구술 증언 수집을 통하여 대대적으
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쟁점이 되어온 좌우익 학살에 대해서 많
은 부분이 규명되고 보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채록을 해오고 있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한 구술채록을 해왔다. 5.18기념재단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5.18관련
구술 채록을 정리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련 인사들의 구술 채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사
편찬위원회는 다양한 현대사 관련 주제에 대한 구술 채록 연구를 지원해오고 있고, 한국문
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은 예술사의 기록수집을 위하여 원로예술인의 구술 채록을 진행하
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기관중심의 엘리트 구술채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학중
앙연구원이 단계적으로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외교부 외교사연구소가 역대
외교관의 구술채록을 시작했으며, 대통령기록관에서 역대 전직 대통령 관련 인사 구술채록
사업을 하고 있다.
1)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윤택림(한국구술사연구소장), 공동연구원 선영란(목포대), 연구보조원 한효주(한양대)가
참여하였다. 2019년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 학회ㆍ연구소ㆍ민간기관ㆍ출판사ㆍ개인 등의 구술 자료 수집
및 출간, 구술콘텐츠 구축 현황 기초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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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별로 그 현
황을 정리한 표이다.
〈중앙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구술 자료 현황〉(26개소)
기관명

구 술 주 제

생산년도

기본
목록

간행물

역대 국회의장단,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국회 관련 주요 인사

2012~

O

4권

구술

서비스
방식
온라인(

비고

15분),
열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가 구술

2002,
2015
2012~
2013

O

4권

×

출판용

O

4권

×

출판용

O

24권

열람

지역사와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를 비롯한

2004~

다양한 주제 구술
기초학

기초학문육성지원사
한국연구재단

업, 토대연구

2002~

×

?

?

사업관련 구술

문자료
센터D
B

독립운동 증언,
격동기 지식인,
해방과 분단, 민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독재, 건국과 갈등,

1986~

×

7권

×

2008~

O

×

온라인

역대 외교관의 구술

2011~

O

15권

열람

한국전쟁과 베트남

2001~

전쟁 참전자 구술
민간 구술
역대 대통령 관련

2003
2007~

×

4권

×

O

×

비공개

구술, 통일ㆍ외교

2008~

×

×

비공개

한국전쟁과

2004

박정희정부 관련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안전부
련업무지원단

인사 구술
정당정치, 한국군,
경제외교, 민주화와
종교 관련 인사 구술

관계 인사 구술
과거사관

위안부, 강제동원,
친일반민족, 동학 등
위원회 사업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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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2001~
2013

×

16권

×

록원으
로
이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국어원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2002~

구술

2005~

지역어 구술 자료

2014
2011~

원로 국악인의 삶과

국립국악원

예술세계 구술

국립남도국악원

2016
2004~

남도 국악인 구술

2008
2009~

영남권 국악인의

국립부산국악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술
미국평화봉사단,

2016

6.29선언 관련

2012~

구술채록
국가무형문화재

국립무형유산원

록집)

전승자 구술

예술자료원

O

21권

O

4권

×

O

5권

×

3분)
열람(녹
취문)

O

1권

2017~

O

×

2017~

O

20권

구술)
온라인(
전체)
온라인(

한국 근현대 예술사

2003~

O

자료집

증언집
한국영화사 구술채록

2004~

O

4,
자료집
74)

체육박물관추진단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2009~

구술증언
스포츠발전에 공헌한

2012
2016~

원로 구술
위안부 피해자

1992~

구술증언
이주여성, 다양한

2017
?

직종 종사 여성 구술

15분)
열람,
온라인(
녹취문

5,

78권(

국민체육진흥공단

출판용

기증자

20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열람
온라인(

9권

총서

구술채록

한국영상자료원

5분),

O

210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온라인(

주요인사 구술 등
한글문화인물

국립한글박물관

O

4권(목

○,
영상ㆍ
음성×)
열람(녹
취문
○,
영상ㆍ
음성
×)

O

4권

온라인

O

2권

온라인

O

11권

비공개

O

×

비공개

위안부
특별전

〈지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구술 자료 현황〉(21개소)
기관명
서울역사박물관

구술주제
서울생활문화자

생산년

기본

도
2007~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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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9권

서비스
방식
×

비고
출판용

료조사 과정에서
주민 구술 수집
서울시의
변화상과
서울개발정책,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정과

2009~

O

8권

열람

O

2권

O

2권

열람

×

4권

×

출판용

×

100권

×

출판용

O

4권

비공개

공무원, 방적업과
노동자 등의
구술
지역 주민

2010~

생활사 구술
부마민중항쟁

2018
2006~2

관련인사 구술
대구 여성

017
2014~2

생애구술
대구 지역

017
2013~2

생문화재단

주민의 생애사
인천 시민의

017

인천연구원

구술생애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

지명유래담 수집

2012~2
017

O
(피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2006~2

해자

구술 자료

015

구술
제외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수원박물관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

소
삼척시립박물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여성재단
전주문화재단

울산의 근로자,
염부, 해녀 등

2013~2
017

구술
경기도민의

2015~2

삶이야기
수원 근현대

016
2001~2

지역사 증언
용인사람,

017
2011~2

용인이야기

017

시리즈
삼척의

2016~2

구술현대사
청주지역 주민

018
2013~2

구술
충북지역

014
2016~2

여성생애 구술

017

전주지역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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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녹
취문)

17권(
증언집
16,

비공개

목록집
1)

O

4권

×

출판용

O

3권

온라인

×

11권

×

출판용

×

5권

×

출판용

O

2권

×

출판용

×

2권

×

출판용

O

2권

비공개

출판용

O

23권

비공개

출판용

마을조사 과정
중 주민 구술
전북 전통 예인

전라북도립국악원

구술
구술생애사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7~2
017

여성의 삶
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

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해녀박물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

센터(제주학아카이브)
제주4.3평화재단,

제주

2011~2
017

통해 본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

018

제주여성,
여성무형문화재,
해녀 등 구술

2004~2
014

O

24권

×

×

5권

?

×

4권

?

×

×

?

출판용

해녀
전시

제주해녀
음식문화 등

?

구술
제주4.3관련

1989~2

×
20권
비공개
4.3연구소
증언채록
015
※ 본 표에서 ‘기본목록’은 각 기관에서 수집한 구술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
리한 자료철을 말한다. 대체로 구술주제, 구술자, 면담자, 생산년도, 구술시간, 공개여부 등
이 담겨있는 자료이다. 기관의 기본목록이 있는 경우 ○, 없으면 × 로 표시하였다. 간행물
은 자료집이나 증언록, 회고록, 구술총서, 생애사 열전의 형태로 발간된 책을 말한다.
1)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구술채록사업을 시작하였다. 2004년 이후 구
술사업을 발주한 이후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구술사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연구
그룹을 지원해왔다. 2017년 현재 총 320주제, 구술자 1,935명, 구술시간 6천여 시간의 구술
이 수집되었다. 국편의 수집된 구술자료는 일제강점, 정치, 경제, 사회ㆍ운동, 사회ㆍ일반,
교육문화예술, 지역, 북한ㆍ재외동포로 대분류되고 있다. 지역사와 재외동포사 비중이 크고
노동자, 농민, 기타 사회ㆍ운동부분, 그리고 여성, 보건의료, 특수계층 등의 비중도 적지 않
다. 국편의 수집된 구술 자료는 온라인 전자사료관을 통해 구술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술자별 자료는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국편 열람실
에 가야 열람이 가능하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2009년 4월 시작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 ‘현대한
국구술사연구 사업’의 추진기구이다. 이 사업은 정당정치, 한국군, 경제외교, 민주화와 종
교에 관련된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4개 연구단과 구술 자료 아카이브와 온라인 서비스를 담
당하는 1개 연구단, 총 5개 연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 현재 355명의 구술이 수집되었
다.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이 수집한 구술은 정당정치, 정치외교, 민주화와 종교, 한국군, 건국60
년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서비스가 되고 있다. 각 구술자별로 면담 회차에 따라 작성된 상세
목록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구동되는데, 구술 녹취문을 자막파일로 제작하여 영상과 연동시
켜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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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참여 과
정과 활동 등에 관한 증언을 채록하여 문헌사료로는 드러나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모
습을 복원하고자 하고 있다. 2001년 출범 초기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혹은 민주화운동
영역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2명 1,984시
간의 구술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자체적으로 구술 자료 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구술
자료 공개 방식은 오프라인 열람과 온라인 서비스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열람은 이
용자가 사업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뒤, 열람용 컴퓨터를 이
용하여 구술녹취록만 열람 가능하다. 구술녹취록의 출력과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나 필기는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사이트의 오픈아카이브→구술아카이브로 들
어가면 대분류와 중분류의 디렉토리 구조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구술자별 영상은 전
체가 아닌 5분 전후의 발췌한 동영상만이 제공되고 전체 영상의 열람은 불가능하다.
4)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2005~2014년까지 지역어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토
박이 주민의 구술을 수집하고 이를 채록하여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다. 국
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지역어 구술자료’로 접속해 들어가면, 3분 가량의 음성 자료와
녹취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예술자료원은 2003년부터 ‘한국 근ㆍ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
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5명, 2,270시간의 구술이 수집되었다.
예술자료원의 구술자료는 온라인과 방문열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
스는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술채록’에서 전용뷰어를 통해 구술채록문 전문을 볼 수 있
으나, 동영상이나 음성은 제공되지 않는다. 구술채록문도 회원가입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고 출력이 불가능하다. 방문열람은 구술영상(2011~ )과 구술자료집을 별도 확인과 가입
절차 없이 예술자료원 내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구술자료집은 복사도 가능하다. 예술자료원은
구술채록 자료집 205권, 구술총서 5권을 간행하였다.
6)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부터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아 있는 필름과 문헌자료가 부족하고 한국영화사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미진한
상태에서 원로 영화인들의 구술채록을 통해 비어있는 한국영화사를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창
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총 139명의 구술 자료가 수집되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집한 구술 자료는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한국영화를 말한다』(4
책)와 자료집 74권으로 간행되었다. 자료집은 ISBN을 받지 않아 영상자료원 내 영상도서관
외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방문하더라도 영상이나 음성자료는 제공받을 수 없다.
7) 대구 중구 도시재생문화재단
도시재생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된 대구 중구청의 출연 기관이다. 이 재단은 개인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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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대구 중구의 역사와 생활상, 풍속이 기록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는 취지로 2012년부터 지역 주민의 생애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물이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대구 중구 생애사 열전’시리즈 100권이다. 이 열전 시리즈는 구
술생애사와 자술생애사로 구분되어 간행되었다. 재단관계자에 따르면, 구술생애사는 재단이
외부에 용역을 주고 결과물로 원고만 받아 출판했고, 자술생애사는 재단이 직접 자술을 정
리하여 출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술생애사이건 자술생애사이건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구
술 원자료와 기본목록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간행물 발간에 사업목표를 두고 수행된 사업
이었다.
8)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구술 수집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주도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맨처음 구술 자료를 수집한 기관은 민간단체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1990년 500명의 구술채록을 하고 그 결과물을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년,
1,652쪽)으로 간행한 바 있다. 그후 전남대5.18연구소가 1998년 56명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
고 4권의 증언자료집을 간행하였고, 5.18기념재단은 2006년부터 구술 자료 수집에 참여하고
있다. 피해자 구술을 제외한 총410여명의 구술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구술 자료는 『5.18의
기억과 역사』(총16책)로 간행되었을 뿐, 원자료는 일반에 비공개 상태이다.
9) 제주 관내 주요기관의 구술 자료 수집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술자료 수집과 관련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해녀
박물관, 제주학연구센터 등 여러 기관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는 ‘제주여성사 자료총서’를 시리즈로 간행하였는데, 그
중 제주여성 근ㆍ현대사 구술자료 세 권이 들어있다.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
고 역사』(2004),『살암시난 살앗주 : 제주여성의 생애』(2006), 『제주 맥 향 : 제주여성무형
문화재의 생애』(2007)가 그것이다.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
위원회가 수집했던 제주여성의 다양한 활동 모습이 음향과 영상으로 전시되고 있음이 확인
된다.
제주전통문화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숨비질 베왕 남주지 아녀 : 제주
해녀 생애사 조사보고서』(2014)를 발간한 바 있는데,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구술자료 수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녀박물관 역시 제주 해녀 생애사를
용역으로 발주해 102명의 해녀의 생애를 조사했다. 그러나 해녀박물관의 용역은 보고서 발
간이 주목적이었고, 해녀들의 영상, 음성, 녹취본을 납본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해녀박
물관에 가면 ‘해녀의 생애’로 13명 해녀의 영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최근 ‘제주해녀 음식문화’와 관련하여 구술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제주도 관내에서 수집된 구술 자료와 그 결과물이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아카이
브’에 집대성되고 있다. 2014년 4월 문을 연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는 제주 관
련 문헌, 사진, 동영상, 구술(음성) 등 많은 디지털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
재, 동영상이 1,287건, 구술(음성)이 820건이 등재되어 있다. 구술과 동영상은 제주도의 구비
전승ㆍ제주어ㆍ무속ㆍ신화ㆍ전설ㆍ민요ㆍ해녀ㆍ생애사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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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 자료의 수집과정에 대한 기본정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온라인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과 구술(음성) 자료는 제주학연구센터를 필두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소
리연구소, 제주도교육청,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구연민
요연구회, 한라예술단, 민요패소리왓, KCTV, 제주문화방송, 김윤수 외 개인 등이 수집한 것
이라는 정보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10)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은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확정된 이후 2008년 설립된 특
수법인 형태의 재단이다. 평화재단은 4.3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간행
물을 발간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직접 구술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구술 자료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주4.3아카이브’로
접속하면 미디어자료로 증언영상 574건이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증언자들의 동영상
이 탑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증언영상은 초창기 제주특별자치청에서 운영하던 4.3사업소가
동의를 받은 증언을 넘겨받아 4.3아카이브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일단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
개하고 있지만, 저작권이 제주4.3평화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4.3연구소 관계자는 이
에 대해 제주4.3기념관 전시기획을 하면서 MBC가 찍은 동영상을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있
다고 말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1989년 5월 개소한 민간 연구단체로 그간 생존자의 생생
한 증언을 채록하고, 온갖 자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4·3진상규명에 노력해왔다. 연구소
는 설립 이래로 2015년까지 증언자료집, 구술자료 총서, 증언총서를 발간해왔다. 처음 간행
한 증언자료집이 『이제사 말햄수다』(1ㆍ2. 1989)이다. 연구소는 2008년 제주4.3평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결과 1,035명의 증언
이 채록되었고 구술자의 음성과 녹취록이 4.3연구소에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수집된
구술자료의 상당수가 비공개였다. 이중 공개가 가능한 구술자들의 증언을 뽑아 구술자료 총
서 8권과 증언총서 8권이 간행되었다. 연구소는 금번 현황조사에 구술기본목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구술자료의 상당량이 비공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4.3연구소는 구
술 자료를 간행물로 발간하는 것 외에 비공개로 보존하고 있다.
3.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 자료의 현주소
한국에서 구술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문헌 기록
의 부재 속에서 구술 증언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구술사 연구는 지방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
었다. 지방민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경험을 드러
내는데 구술사 방법이 기여한 바가 컸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구술 기록이 중요한 사료라는 사회적 인식은 학자들 사이에 인정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도 구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술 채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에서 구술 증언의 수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구술 기록 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의 구술증언을 수집하는 기관에서 드러난 양상을 주목하고,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하 강제동원과 대일배상, 위안부 문제, 광복 후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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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민간인학살, 제주4.3, 부마민중항쟁, 광주5.18 등의 구술증언 작업과
정에서 생산되었던 구술 자료들이 간행물 외에 원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누구의
구술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구술자의 상당수가 사
망한 상황에서 당시 그들이 남겼던 구술은 앞으로 한국역사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구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보존ㆍ관리ㆍ활용되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고자 수집된 구술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연구나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
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상태로 수집기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정리되지 못한 채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근현대사 관련 구술 자료 수집을 하는 기관이 자료에
대한 公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수집한
구술 자료가 기관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중복 수집과 자료의 방치, 정보
의 차단 등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점이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한편, 기관과 단체들의 구술 자료 수집이 간행물 발간에 그 목적이 있고, 원자료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 된다는 점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는 ‘오럴
히스토리 총서’ 발간에, 대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생애사 열전 100선’을 발간하고
그 간행물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많은 기관들이 간행
물이라는 성과물을 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구술 자료의 가장 일반적인 활용의 예가 간행물이다. 이들 간행물은 증언록이나 회고록이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연구서나 자료집도 볼 수 있다. 구술 자료는 간행물로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녹취과정을 거치면서 구술은
수정이 가해진다. 이 점에서 원자료의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도, 많은 기관들이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원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공
개’상태로 보존, 관리만 하는 기관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편찬되고 있는 지방지 작업에 구술사 방법론이 널리 활
용되었다. 그러나 지방지 편찬사업이 끝난 뒤 원자료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확인되
지 않았다. 최근 지방지를 발간한 바 있는 경기도 광주시사편찬위원회, 하남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편찬위원회 등
이 그러하였다. 그럼, 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구술 자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명쾌한 답을
준 지방정부가 없었다. 이처럼 많은 기관에서 간행물 발간을 목적으로 구술 자료가 수집되
고, 그후 원자료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존ㆍ활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을 지적한다.
구술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도 막중하다. 간행물 발
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술 자료에 대한 수집에서부터 보존, 관리, 서비스 등 일련의 과정
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과 단체들
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술채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홍보용으로 구술 자료를 이
용한 간행물 발간에서 나아가서 미래의 세대에게 중요한 사료를 전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4. 나가는 글
이들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구술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지 이제 20여년이 되어간다. 그
런데 열람이 가능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구술 자료의 서비스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국사편찬
위원회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하여 구술채록사업을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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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서비스가 되지 않고 방문하여 열람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즉 구술채록의 양적인 성장
에 비하여 구술 자료의 활용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도 매우 빈약하다. 이는 그동안 기관들이
수집에만 급급하고 자료의 정리와 활용에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구술 자료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는 영구보존을 위한 노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집된
구술 자료에 대한 기본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기본목록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검색이
불가능함은 물론, 중복수집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기관마다 수집된 구술 자료에 대한 기
본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류기준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분류체계는 구술아
카이브의 특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주제로 구술 채록을 하다보면 겹
치는 구술자도 많고, 그러다보면 구술아카이브의 특성이 약화될 수 있다. 각 기관구술채록
은 대주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콜렉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막대한 양이 수집된 구술 자료의 활용이 활발해져야 한다. 아카이브는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기관에서 자료집 형태의 간행물이 아니라, 전시,
공연 등 문화컨텐츠화를 시도하고 아카이브 자체를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구술 채록
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수집된 구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연구논저를 집필할 수 있도록 집필비
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윤택림, 2019 : 73~74).
구술 자료의 수집열에 비해서 그것의 정리와 관리에는 소홀하거나 기관별로 구술 자료와
작업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술 자료 수집사업이 수집 자체
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술 자료의 활용에 있는 것이라면 수집한 자료
를 연구자나 일반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리ㆍ보존ㆍ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제 기관구술채록사업은 수집과 더불어 정리, 분류, 활용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 기관과 단체는 저마다의 목적과 방법론으로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 단계
발전된 구술사와 한국근현대사의 심층 연구를 위해 수집된 구술 자료의 기본목록을 공유하
는 것을 넘어, 구술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서식을 공유하고 표준화하는 것에서부터 수
집ㆍ관리ㆍ활용을 함께 고민하는 등 기관 간 네트워크의 강화와 실질적인 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외에도 ‘학회ㆍ대학 내 연구소ㆍ민간기관ㆍ출판사ㆍ개
인 등의 구술 자료 현황조사’를 추진 중이다. 한국연구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을 받아 수
행된 구술 자료(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이화
여자대학교 여성연구,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제주대 국어
문화원 등)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등 대학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구술 자료 현황조사도 필요하다. 이외에
도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증언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현대사기록연구원, 형제복지원 구술
사프로젝트, 4.16구술증언사업 등의 구술 자료 현황조사도 추가되어야 한다. 또 국가 기관이
나 대학 연구기관 못지않게 개별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 자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조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술 자료의 현황 조사가 실시된 후에는 한국구술사자료통합시스템(윤택림,
2015:28) 구축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수집된 구술 자료는 생산기관
별로 정리도 필요하지만, 위안부, 여순사건, 제주4.3, 광주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
주요사건 중심의 컬렉션별 정리도 가능하다고 본다(박병섭, 2019). 구술 자료는 시의를 놓치
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는 생물학적, 시간적 한계가 분명하므로 구술 자료의 아카이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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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결국 국가의 몫이다(김귀옥, 2016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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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술사네트워크, 2013, 『한국구술사네트워크 구술 자료 공동 목록집』.
한국구술사네트워크, 2017, 『구술 자료의 공개와 활용』(2017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워크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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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구술을 통해 역사가 되다: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10년(2010-2019)의 성과와 과제
이 상 록
(국사편찬위원회)
억압받고 왜곡되는 사회에서는 침묵이 강요받기 마련이다 그런 침묵 속에서도 어
떤 기억은 잊히지 않은 채 줄기차게 기억 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진다 한국 현대
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침묵이 강요되었던 전쟁의 기억 학살의 기억 성폭력의 기
억 노동의 기억 소외의 기억 차별의 기억들이 피해자들의 기억하기 운동과 연구
자들과 만나는 가운데 두 가지 다른 기억은 합류하여
년대 구술사의 시대를 열
기 시작했다
년의 짧은 구술사연구의 시간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년 한국구술사학
회 초대회장 함한희 교수 의 창립을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귀옥
구술사 연구의 탑을 쌓으며
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10년의 의미
올해는 한국구술사학회가 창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구술사학회의 창립과 학회
지인 『구술사연구』의 발간은 한국의 학술장에서 ‘구술사 연구’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
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지난 10년 사이의 변화를 역사학계로 제한해서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구술사 연구’가 역사연구의 유효한 방법론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역사학계 내에서 구술사 연구는 ‘역사연구방법론’으로 정당하
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실증이 가능한 문헌자료와 달리 ‘구술’은 기억의 불완전
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과거’를 실증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입장이 학계에 팽배해있었
다. 물론 질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문화연구를 수행해온 인류학자, 사회학자, 여성학자 등은
오래전부터 ‘문헌’ 역시 객관적이지 않으며, 기억의 주관성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더 유용할뿐만 아니라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주관성이 ‘객관’이라는 이
름에 의해 가려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기억의 주관성에 의존하는 연구방법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구술’보다는 ‘문헌’이 과거의 사실에 다가가는데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료라고 생각했
다. 문제는 구술사를 통해 억눌린 이들의 기억을 역사화시키고자 하는 소장학자들의 시도가
기성의 학문적 권위에 의해 억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소장학자들의 구술사
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시도가 역사학계의 문헌고증학적 분위기로 인해 억압받는 현실에 대
해 일찍이 구술사학회 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윤택림은 위트넘치면서도 지혜로운 해결
책을 제시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
로 역사학계 교수들이 다 은퇴를 하시게 되요. 하하하.”2)
그렇다. 구술사 연구를 역사연구방법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은퇴한 것
1) 김귀옥,「구술사 연구의 탑을 쌓으며」,『구술사연구』제2권 2호, 2011, 7~8쪽.
2) 윤택림의 발언,「[녹취문] 2011년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제5세션 라운드테이블: 기획 구술의
아카이브화와 구술사 연구의 관계 설정」,『구술사연구』제4권 1호, 2013,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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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변화의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 라운드테이블에서 “집단기억이나 집단의
식이라는 게 전승”되듯이 “세대가 바뀌어도 많은 것들이 전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말했던 허영란의 지적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제도와 관행에 의해 문헌고증학적
풍토와 의식은 전승되어왔다.3) 세대교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지난 1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10년 사이에 가장 크게 바뀐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구술 자료 수집을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기관과 구술자료 수집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팀의 활발한 활동으로 대량의 구술 자료가 공식적으로 생산·관리된 점이
다. 연구기관·박물관·대학·기록관 등에서 구술 자료 수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구술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구술사학회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서 ‘구술사 연구’가 학계 내에서 일정한 시민
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술사연구』는 2015년에 등재후보학술지가 되었고,
2017년부터는 등재학술지가 되었다. 2016년부터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한국구술사학회가 패
널을 조직해서 역사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해왔다. ‘구술사 연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근현대사 전공 역사학자 중 “문헌도 아닌 구술 자료로 어떻게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용자(勇者)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
김귀옥이 지적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구술사 연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학문적 수입이 중요했지만, 연구 확산을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는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억눌
리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기억하기 운동이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라는 맥락 위에서 전개되며 연구자들과 접속했던 것이었다.4) 구술사 연구는 특정 분
과학문에 귀속되지 않고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정치학, 문학, 지역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넘나들며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국제정치나 외교와 같은 거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일상생활이나 개인의 내면세계와 같은 미시적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이
주를 포함하여 초국가적(trans-national) 행위와 관계에 대한 연구에도 유용하다.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이듬해인 201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구술사연구』는 한국구술사
학회의 학술활동을 드러내는 매체인 동시에 다양한 분과에서 구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자들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드러내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이 발표는 한국구술사학회의 학술
지『구술사연구』를 통해 지난 10년간 구술사 연구의 추이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구
술사 연구가 나갈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구술사연구』
간행 10년의 성과를 <기억, 구술을 통해 역사가 되다>라는 메타포로 표현하였는데, 사실 이
는 오해의 소지를 담은 제목이기도 하다. 즉,‘기억’은 아직‘역사’가 되지 못한 비공식
적이고 사적(私的)인 것인 반면‘역사’는 공식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구술사가‘낮은 수
준의 기억’을‘높은 수준의 역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우선
기억은 단순히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역사는 기억과 기억 간의
투쟁의 산물이다. 역사는 집단기억 가운데 특정한 기억만을 세대 전승을 위한 공유기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구성된 일종의 지식-담론-권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구술사 연구는
기억투쟁의 장에서 특정 기억에 대해 지식-권력의 힘을 불어넣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필자는 구술사 연구의 중요성이 기억 투쟁에서 갖는 고유의 파괴력과 전복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구술사 연구는 비유하자면 전쟁에서 학살된 시신들의 틈새에서 구사일생으로 살
아남은 자의 기억에 의해 승자(학살자)의 기억(역사)을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3) 허영란(사회자)의 발언, 위의 녹취문, 186쪽.
4) 김귀옥,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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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구술사 연구는 대문자 역사 아래 짓눌린 기억을 통해 대문자 역사의 권력수행성
을 응시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대문자 역사 자체를 상대화하거나 해체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구술사연구』간행 10년의 여정을 <기억, 구술을 통해 역사가 되다>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도가 있다. 하나는 구술사 연구가 기억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구술사 연구가 학회를 통해 공식화·제도화된 사이에 기존의
‘역사’를 상대화하거나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기존‘역사’의 보완사로 기능해
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담은 것이다. 이 의구심에 대해서는 발표 말미
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구술사연구』에 수록된 연구 현황을 개괄한 후에 주제별
로 연구성과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표 1은 『구술사연구』제1권 1호(2010년)부터 제10권 1호(2019년)까지 수록된 85편의
논문(서평과 학술회의 토론 녹취문 제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주제 분류의 의도는 구
술사 연구 주제의 추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제 구분은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
했다. 주제 구분표는 중복주제를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데, 예를 들어
제7권 2호에 수록된 「여성 패럴림피언들의 삶과 스포츠」라는 논문은‘여성가족, 장애인,
예술체육’세 가지 주제로 중복되나 이 표에서는‘장애인’으로만 주제 분류를 하였다. 이
처럼 중복주제 처리상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주제 추이를 보면, 구술사연구방법론에 대한 연
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에 대한 연구가 11건, 전쟁경험 연구가 10건, 해외한
인 및 이주 연구가 10건으로 나타났다.
표 1: 구술사연구(2010~2019) 주제 분류
연도

구술사
연구
방법론

독립
운동
식민
경험

전쟁

2010

3

1

1

2011

여성
가족

예술
체육

해외
한인
및
이주

4

4

1

2

2

1

1

1

1

2

3

2013

1

2014

2

3

2015

3

1

2016

3

2017

1

2018

3

2

새마을
운동

장애인

빈민

1

합계

2

3

11

1

8
1

1

1

11
1

2

1

6

7

9

1

6

3

8

5
10

9

1

1

8

11

1

2

1

10

1

1

2

2

민주화
과거
청산

11

1
19

노동
기술

1

2

2019
합계

사건
사고

5

2012

1

지역
도시
시민

5

2

2

2

1

7

1

85

『구술사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18책이 발행되었다. 그 중 특집을
구성한 것은 11책이었다. 특집의 주제는 한국전쟁, 예술, 엘리트 구술, 사회적 소수자, 지방
지와 구술사, 세월호 사건 등으로 다양했다. 특집은 주로 한국구술사학회의 학술대회와 전
국역사학대회 패널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2에 나타난 특집 주제를 통해 구술사 연
구의 흐름과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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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술사연구 특집 주제
권호
제2권 1호
제4권 2호
제5권 1호
제5권 2호
제6권 1호
제6권 2호
제7권 1호
제7권 2호
제8권 1호
제8권 2호
제10권 1호

특집 주제명
한국전쟁과 구술사
구술사와 예술
엘리트들로부터 구술 듣기
구술사와 사회적 소수자
구술아카이브를 통한 새로운 역사쓰기
동아시아 구술사
한국전쟁과 구술사
구술사와 역사학
지방지와 구술사
기억과 역사
세월호, 구술증언 그리고 기억

이하에서는 『구술사연구』에 수록된 논문 중 구술사 연구방법론, 전쟁 경험, 해외한인과
이주, 여성․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 지역․사건과 기억을 다룬 연구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대신해 『구술사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상의 논점과 향후 구술사 연구의 방향에 대
해 조심스럽게 모색해보고자 한다.5)
2. 구술사 연구방법론
1) 연구조사 방법론과 저작권․연구윤리
『구술사연구』제1권 1호에서 함한희는 구술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① 디지털혁명의
영향, ②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해, ③ 경험의 유동성에 대한 이해를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패러다임은 구술자, 면담자, 그리고 제3의 제보자들 사이에 소통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사건
등에 대한 인식의 상호주관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인간의 기억이나 지식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성찰을 할 수
있게 되며, 구술사 연구자가 구술자의 새로운 경험세계의 유동성과 유연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때 과거의 사건이나 인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6)
이호신은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채록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저작물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 상의 쟁점들을 정리하였다.7) 김귀옥은 구술사연구조사
착수에서부터 구술사 쓰기의 전개과정을 7단계로 나누고 자신의 구술사연구조사 사례를 토
대로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매뉴얼에 가까운 연구방법을 제시했다.8)
한국구술사학회는 2009년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구술 채록작업과 구술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대해서도 윤리 원칙을 규정했다. 구술사 연구는 구술자와 면담자 간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연장선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헌 연구에
비해 연구윤리가 더 강력하고 첨예하다. 한국구술사학회는 2016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IRB
5)
6)
7)
8)

발표자의 협소한 시야와 게으름으로 인해 일부 연구만을 소개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함한희,「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구술사연구』제1권 1호, 2010.
이호신,「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구술사연구』제1권 1호, 2010.
김귀옥,「구술사 쓰기의 방법과 절차: 사례에 기초한 이론화의 시도」,『구술사연구』제1권 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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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와 연구윤리에 대한 패널을 조직하여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문제를 이슈화하였다. Christian Joon Park은 미국 IRB와 구술사학회 간의
논쟁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술사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IRB라는 관료적인 연
구윤리기구의 사전 심의가 비판적인 학문으로서의 인문사회과학의 철학적이며 윤리적인 차
원과 정면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9)
2) 지역사․기록학과 구술사
주혁은 지역자료 조사․수집의 맥락에서 구술자료 수집방법을 정리하였는데,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구술자료의 의미를 찾아야한다는 점과 문헌자료 수집과 구술자료 수집의 병
행하는 전략 속에서 양자의 의미를 발굴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0)
최정은은 기록학계에서의 구술사 연구 현황에 대해 정리하는 연구를 제출하였는데, 구술
사가 기록학계의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록의 개념이 확장되었고, 아키비스트
가 기억 의미화를 위한 사회활동가로서 재인식되면서 기록관리에서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
는 맥락을 소개하였다.11)
이호신은 구술사 연구와 녹취문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녹음 및 녹화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구술사 연구에서 ‘녹취문’이 중시되는 관행이 지
속되어 원인을 역사학계와 아카이브즈를 지배하던 랑케의 실증주의의 영향과 문서우월주의
에 대한 구술사연구자들의 타협의 산물로 설명했다. 그는 녹취문은 소리를 문자로 복제하고
변형시킨 2차적 저작물에 불과하고, 소리 속에 담긴 의미를 녹취문 작성자가 해석하고 구성
한 결과물이라며, 구술기록에 담긴 풍부한 디테일과 다양한 맥락들이 텍스트화 과정에서 사
라지거나 파괴되는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상기록이나
음성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 서비스하는 아카이브즈의 약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12)
3) 역사학과 구술사
김귀옥은 한국 현대사 연구와 구술사 연구의 만남이 1980년대 비학술적 맥락에서부터 비
롯되었다고 하면서 식민과 독재, 분단과 반공 아래에서 억압․은폐․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잊
지 않기 위해 관련자들의 기억을 담아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구술사 연구는
문서 기록에 기반한 연구에 비해 민주적이고, 방법론적 한계나 기억의 오류를 좁히기 위해
성찰적인 태도가 수반된다고 하면서 여러 단점에서 불구하고 구술사는 문헌기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사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다.13)
윤택림은 역사학계에서의 구술사 연구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역사학과 구술사의 ‘어
색한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1) 역사학자들은 구술을 문헌과 같은 사
료로서 다루는데, 구술증언은 사료의 조각들로 이용만 되고 그 조각들을 제공해준 구술자의

9) Christian Joon Park,「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
로」,『구술사연구』제8권 2호, 2017.
10) 주 혁,「근현대 지역자료(문헌과 구술자료)를 보는 시각과 현장조사 방법론: 무슨 자료를 왜, 누구
로부터,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구술사연구』제3권 1호, 2012.
11) 최정은,「기록학계의 구술사 연구에 관한 몇 가지 단상」,『구술사연구』제3권 1호, 2012.
12) 이호신,「구술사 연구와 기록관리, 녹취문을 넘어서」,『구술사연구』제8권 2호, 2017.
13) 김귀옥,「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구술사연구』제7권 2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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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사적 맥락은 배제된다. 또한 역사학자들은 사건과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구술을 활용할
때 구술자료의 구술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2) 역사학자들은 종종 개인적 삶은 사적이고 주
관적이며, 시대적 상황 내지 사건은 객관적이라는 이분법에 빠진다. 그런데 구술자료는 기
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인데, 역사학자들은 구술의 주관성을 좀처럼 분석하려 하지 않는다. 3)
역사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되고 실제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필요가 있
다. 윤택림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구술사가 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안적 역사쓰기
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14)
4) 구술사와 연극의 만남
김영미는 K대학교에서 진행한 구술사와 연극의 융합수업의 사례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염천교 지역의 수제화 장인들의 구술 생애사를 채록하는 작업을 토
대로 장인들을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생애사 연극 공연을 실시한 것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독립운동가 김규식․윤봉길․이회영․정정화․조소앙의 후손 구술을 채록하여 이를 연극으로 만드
는 수업이었다. 김영미는 구술사와 연극 융합수업을 통해 구술을 문자가 아니라 구술로 전
달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 구술자의 소외 문제를 극복하고 구
술자의 삶을 함께 기리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점 등에
서 성공적인 융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15)
이양구는 기지촌 여성들의 생애사 구술 자료를 활용해 만든 연극 <일곱집매>의 사례를 소
개하였다. 이 연극은 기지촌 여성들의 자기 서사와 기지촌 외부의 남성 서사를 통해 기지촌
의 안과 밖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기지촌의 안과 밖의 사람들이 고통을 나누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기지촌 여성들이 주체성을 회복하고 심리
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하는 시도였다.16)
3. 전쟁 경험
1) 피난․가난․이데올로기
『구술사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연구가 두 차례의 특집(제2권 1호, 제7권 1호)으로 다루어
졌고, 일반 논문으로도 여러 편이 수록되었다.
윤택림은 서울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서울에서의 한국전쟁을 재구성
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기존의 한국전쟁 연구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황을 서술하였으나,
정작 서울주민들의 전쟁 경험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강을 건
너지 못했던 서울주민들의 전쟁 경험을 통해 서울이라는 지방의 전쟁 경험이 갖는 특수성을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냈다.17)
오유석은 1930년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어느 새마을지도
자의 가난과 전쟁에 대한 구술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자기정체성이 가난과 전쟁을 극복해
14) 윤택림,「구술사와 역사학의 어색한 관계: 그 성과와 전망」,『구술사연구』제7권 2호, 2016.
15) 김영미,「구술사와 연극,‘마을’에서 만나다 - K대학에서 진행한 역사(구술사)ㆍ연극 융합수업의
경험 분석」,『구술사연구』제9권 1호, 2018; 김영미,「독립운동가의 가족 이야기와 트라우마의 재
현: K대학교에서 진행한 구술사·연극 융합수업의 경험 분석(Ⅱ)」,『구술사연구』제9권 2호, 2018.
16) 이양구,「연극 <일곱집매>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생애사(生涯史) 구술 자료의 활용」,『구술사연
구』제4권 2호, 2013.
17) 윤택림,「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구술사연구』제2권 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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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경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분석했다. 이 새마을지도자에게 전쟁은 조국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모든 것을 떠나 ‘내’가 살아남으려는 생존투쟁 자체였고, 그에게 전쟁
과 가난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 정신은 박정희에 의
해 주입된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농민들이 경험 속에서 이미 체득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18)
이용기는 경기도 이천에서‘빨갱이 마을’로 불렸던 마을에서 만난 한 인물을 통해 빈농
의 전쟁 경험과‘빨갱이’라는 낙인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역사화시키고자 했다. 이천의
이 빈농은 지역 내 유력 사회주의자의 영향 아래‘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면서 전쟁
당시 인민군의 토지개혁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는 이념 무장을 한 사회주의자도
아니었고, 사회주의자로서의 행동을 한 것도 거의 없었으나, 전쟁기에 부역자로 몰려‘빨갱
이’로 낙인찍히고 평생 폭력과 핍박 속에 시달려 지내야 했다. 이용기는‘빨갱이’이라는
규정 자체가 반공국가가 생산한 폭력 담론이라며, 이같은 과거를 성찰적으로 대면할 것을
촉구했다.19)
2) 민간인 학살
박찬승은 전남 해남에서 인근의 강진이나 완도에 비해 학살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더
많이 발생한 점에 의문을 품고, 해남 지역 민간인 학살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였다. 그는
1930년대 전남운동협의회의 산하 농민조합 조직이 해남과 완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연장 선
상에서 해방 이후 해남군의 좌익세력이 강했으며, 1946년 11월 봉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
했고, 많은 이들이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쟁 발발 직후
갈매기섬으로 끌려가 처형되면서 이후 전황에 따라 보복 학살이 진행되었다고 했다.20)
배해수는 한국전쟁 시기 임실지역 민간인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만난 김용만이라는 인물,
즉, 학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의 기억으로 임실지역의 전쟁경험과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
었다. 김용만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는데,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빨치산에 의해 반동으로 몰려 끌려갔다가 학살현장에서 등에 총알을 맞고 죽창에 찔렸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배해수는 학살에 대한 그의 기억, 가해자에 대한 사면과 망각의 전
략 등을 통해 인간존엄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었다.21)
3) 중국인민지원군 포로, 빨치산
정근식․김란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두 명의 중국인민지원군 출신 포로들의 구술생애사
연구를 발표했다. 한명은 친공포로로 수용소에서의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포
로수용소 생활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유엔군의 선별조치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
술했다. 다른 한명은 반공포로로 그는 포로가 되자마자 인민지원군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
고 대만으로 가고자 했으며, 그는 포로수용소 생활을 갈등없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했
고, 포로선별 과정도 공정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전쟁포로의 구술사에서 사후 정당화의
효과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했다.22)
18)
19)
20)
21)

오유석,「가난과 전쟁이 만든 새마을지도자」,『구술사연구』제2권 1호, 2011.
이용기,「어느 빈농의 전쟁 경험과‘빨갱이’라는 천형」,『구술사연구』제2권 1호, 2011.
박찬승,「한국전쟁 전후 해남군에서의 민간인 학살」,『구술사연구』제3권 1호, 2012.
배해수,「생사의 경계를 넘은 삶: 한국전쟁 시기 학살현장에서 살아나온 김용만의 생애사」,『구술
사연구』제4권 2호, 2013.
22) 정근식․김란,「두 갈래길, 중국지원군 포로의 생애서사: 장저쓰(張澤石)와 류춴지엔(劉純儉)의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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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은 한국전쟁 중 남부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김태규라는 인물의 생애사를 연구
했다. 그의 구술은‘일개 부대원의 관점’에서 남부군 활동의 특징을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
로운데, 노용석은 그가 남부군을 회상할 때 당 중심성을 일관되게 강조했으며, 중앙당과의
교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남부군 내부에는 혼선과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했다. 빨치산 내 연
애문제에 대한 회고에서 남성 빨치산의 봉건적인 여성 인식도 분석되었다.23)
4. 해외한인과 이주
1) 해외한인
해외한인 구술사 연구는 주로 해외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혼종적 정체성의 문제, 해외한인
의 차별 경험과 그 의미 등이 다루어졌다.
한봉석은 미국 워싱턴DC 지역 한인 1.5세들의 독도수호운동을 통해 한인민족주의를 강화
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들은‘시민권’의 행사를 통해‘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받고자 했으며, 독도와 동해 문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강화하는 이중성이 작동했음을 드러
냈다. 또한‘독도 수호’등 전통적인 민족주의 동원 매개가 힘을 상실하고 보편 담론으로서
의‘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지원 문제가 제기되는 변화의 지점을
분석했다.24)
이상록은 사할린 강제 이주 한인 구술자료를 통해 경계인으로서의 재외한인의 정체성 문
제를 환기시키는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사할린 강제 이주 한인들이 해방 직후 한국으로의
귀환을 강렬히 원했으나 귀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무국적자로 살면서 여러 차별을 당
했고, 이후 소련 국적을 취득했으나 소련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아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경계인으로서의 삶과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재외한
인에 대한 담론과 정책은 ‘모국’으로 회수될 수 없는 경계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5)
문현아․Christian Joon Park은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이 무국적에서 북조선 혹은 러시아
국적 취득에 이어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는 국적의 취득/변경을 경험하였고, 그에 따른
이름과 언어의 변환과 맞물려 초국적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형성했음을 주목하는 연구를 제
출했다. 이같은 초국적 디아스포라인의 경험은 단 하나의 국적으로 단일 영토에 뿌리내린
한국인 정체성과는 상당히 다른 과정일 수밖에 없음을 이들은 강조하였다.26)
정계향은 일본 다카라즈카 지역의 재일조선인 2세들의 구술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을 분석
했다. 재일조선인 2세들은 일본학교에 진학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일본사회의 여러 민
족적 차별을 경험하고 이방인 대우를 받으면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자각했다.
이들은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키웠고 공동체 및 전통문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에 기초하여」,『구술사연구』제7권 1호, 2016.
23) 노용석,「사장님이 되었던 빨치산: 어느 남부군 대원의 생애와 빨치산 활동의 회고」,『구술사연
구』제7권 1호, 2016.
24) 한봉석,「Korean American 1.5세의 독도수호운동과 한인민족주의의 변화: 워싱턴 디씨 지역을 중
심으로」,『구술사연구』제2권 2호, 2011.
25) 이상록,「‘디아스포라(Diaspora)’를‘민족국가’로 회수하지 않기: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할린
한인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구술사연구』제6권 2호, 2015.
26) 문현아․Christian Joon Park,「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 분석」,『구술사연
구』제7권 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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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재일조선인 2세들은 경계인의 삶을 살면
서 조국과 일본이라는 2개의 국가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의‘재일조선인’정체성을 형성해
갔다는 것이다.27) 또한 정계향은 이들이 해방 후 다카라즈카에 정주하고 생활하면서 지역내
일본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도 발표했다.28)
김여경은 식민지시대에 도일하여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귀국사업으로 북한에 귀환했던
재일조선인 및 그 가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하여 일본에 정주한‘재일탈북자’의 구
술을 통해 이들의 초국적 경험을 분석했다. 그는 재일탈북자들이 한국과 북한, 일본 사회에
서 모두 편견과 차별, 부조리를 경험했음을 확인하면서 그 어느 곳도 이들에게‘조국’과
같은 장소가 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김여경은‘재일탈북자’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소비
되거나 망각되는 사회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식민주의와 냉전체제 아래 형성된 사회시스템의
폭력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29)
2) 국내외 이주
박우는 한국체류 조선족 구술녹취를 통해 조선족의 한국 이주 요인으로 기존에는 경제적
동기가 강조되었으나, 이와 다른 문화적․경험적 요소들도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체류 조선족의 구술을 통해 가족유대는 약화되거나 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30)
정계향은 대곡댐 수몰지구 이주민들에 대한 구술인터뷰를 통해 이주가 각 개인에게 어떠
한 경험이었고, 기존의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주민들은 농지의
상실에 따른 생활기반의 파괴와 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사회적․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했다. 이
들은 이주 후에도 기존의 계모임이나 향우회 활동을 지속했고, 소규모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써 고향을 잃은 상실감을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31)
윤택림은 미수복경기도 실향민들이 지방지 발간이라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를 통
해 자신들의 집합기억을 전승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역사만들기’의 의미를 분석
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개풍군민들의 집합기억은 미수복경기도민회의 성립으로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개성시민회․개풍군민회와 장단군민회는 자신들의 자원으로 기
억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배적 기억에 한편으로는 포섭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실향민의 집합기억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택림은 미수복경기도민의 지방지
인 『개풍군지』를 통해 집단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의미에 대해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분석했다.32)
5. 여성․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
27) 정계향,「경계인(境界人)의 뿌리 찾기: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 2세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
로」,『구술사연구』제7권 1호, 2016.
28) 정계향,「재일조선인, 일본의 지역사회를 살다 – 해방 후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의 정주와
생활을 중심으로」,『구술사연구』제8권 2호, 2017.
29) 김여경,「조국이란 무엇인가: 귀국1.5세 재일탈북자의 구술사를 중심으로」,『구술사연구』제8권 1
호, 2017.
30) 박우,「이주민 구술현장 스케치: 한국체류 조선족을 중심으로」,『구술사연구』제2권 2호, 2011.
31) 정계향,「수몰이주민의‘이주’경험과 그 대응: 대곡댐 수몰지구를 중심으로」,『구술사연구』제4
권 1호, 2013.
32) 윤택림,「미수복경기도 실향민들의 역사만들기:『개풍군지』분석을 통한 기억 연구 논의」,『구술
사연구』제5권 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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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
초기 『구술사연구』에는 한국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제출되었다.
조은은 월북가족 여성 4명의 생애사 구술 자료를 통해 가족 안에서의 전쟁과 분단의 일상
화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월북가족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는 공공영역에
서 공식적인 통제를 덜 받는 반면, 오히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더 극심하게 고통받는
다면서 이 속에서 이들은‘혈육의 정’과 이념을 분리시키는 생존 전략을 구사했다고 분석
했다.33)
김현선은 한국전쟁 당시 남편과 사별한 세 명의 여성과의 구술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결혼
과 이혼 과정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20세 전후의 미혼
여성들은 군인들의 성범죄 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짧은 신혼
생활후 남편이 징집되어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서 여성은 곧장 과부가 되어 출산과 양육 그
리고 가족 부양 등을 홀로 책임졌다. 이는 전쟁이 여성 개인의 삶을 강제하고 파괴했던 역
사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김현선은 분석했다.34)
김귀옥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 문제와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구성과를
제출했다. 그는 한국군 위안부로 추정되는 노인 몇 분을 만났지만, 이들이 구술을 거부하는
벽에 부딪쳤지만, 육군본부의 『후방전사(後方戰史)』와 군인들의 증언 및 회고록 등을 토대
로 군위안소와 한국군 위안부가 실존했음을 밝혔다.35) 김귀옥은 17인의 구술자들의 구술 증
언을 토대로 국가 또는 군에 의한 전시 성폭력을 강간, 모성성·여성성에 대한 폭력, 강제
결혼 및 납치, 성고문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전시 성폭력 행위가 자행된 것이 적으
로 간주되는 여성이나 타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여성과 민중에게 깊은 상
처를 남겼다고 하였다.36)
오유석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여성 새마을지도자 6명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여
성 새마을지도자의 입장에서 새마을운동을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된 남녀동수의 사회참여가 새마을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불러일으켰고 남녀 역할과 지위
의 제한적 내용범위에서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녀들의 자부심과 성취감이 여성주의
로 나아가도록 하거나 가부장적 질서 혹은 성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까지 발전하지는 못했
다고 분석했다.37)
이임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원로 산파 구술 자료를 활용해 여성의 출산에 관여
했던 조산사의 직업적 성장과 쇠퇴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출했다. 한때 여성 출산의 대부분
을 도맡아시피 했던 조산사들은 1990년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는데 구술자들은 이 원인을
국민건강보험의 도입에서 구했다. 조산사 쇠퇴의 또다른 원인은 의료기술과 지식의 통제였
는데, 의료법은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정상분만인지 이상분만인지를 구분해 전자에 한해 실
행하도록 규정한 것 등이 그것이었다. 이임하는 출산의 의료화가 전면화 되면서 여성전문직
종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조산사가 급속히 쇠퇴했고, 여성들은 출산과정에서 소외
가 증가되었다고 분석했다.38)
33)
34)
35)
36)
37)

조은,「한국전쟁의 긴 그림자:‘월북 가족’여성들의 생애이야기」,『구술사연구』제2권 1호, 2011.
김현선,「전쟁미망인의 빼앗긴 남편과 사랑, 결혼 이야기」,『구술사연구』제2권 1호, 2011.
김귀옥,「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문제를 돌아본다」,『구술사연구』제2권 1호, 2011.
김귀옥,「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구술사연구』제3권 2호, 2012.
오유석,「여성 새마을지도자의 눈으로 남녀 동수의 새마을운동 경험 읽기」,『구술사연구』제5권
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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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의 초국적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등에서 정대
협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여성인권 운동의 차원에서 제기해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나영은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위안부’운동이 국제 여성인권
체계와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하면서 국제 여성인권규범을 새롭게 써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39)
2) 장애인
주윤정은 소수자 집단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시각장애인의 역사전승을 통해 시도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시
각장애인들의 권리 유지에는 시각장애인의 강력한 집단정체성이 기여를 했으며, 전통시대
왕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보호해주었다는 서사와 불의한 경우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집단저항을 했다는 서사가 집합기억 형성의 핵심기제였다고 주장했다.40)
이인경은 「한국 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 집필에 참여하면서 여성 장애인스포츠인들
의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 여성 패럴림피언의 삶 속에서 한국 장애인스포츠의 역사와 여성
체육인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홍영숙, 이화숙, 김인연은 고난과 역경을 딛
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분투했으며, 그 결과 각자의 경기 분야에서 좋은 성적
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서 수직적인 자기 성장을 추구할 때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의 유리천정에 부딪치곤 했다. 이인경은 이 거대한 유리장벽을 거둬내는 데에
는 여성장애인체육인 개인의 실존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적․행정적․교육적 제도를
검토하여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41)
3) 빈민
정수남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빈민들의 탈빈곤을 위한 실
천들이 자립이나 탈빈곤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을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고착되는
역설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를 제출했다. 그는 빈민의 하비투스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이들의
실천 논리에 내재한 감정동학을 파악하고자 했다. 빈민들의 불안, 구성원 간의 신뢰감 부족,
자립능력에 대한 자기불신 등은 자활사업에 대한 체념으로 이어졌고, 이들 빈민들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나태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가난을 활용하곤 했다.
정수남은 자활사업을 빈곤통치 테크놀로지로 보고, 이 빈곤통치는 자활의지를 활용하여 노
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빈곤상황을 스스로
관리하고 감내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분석했다.42)
6. 지역, 사건, 그리고 기억

38) 이임하,「출산에서의 여성전문직 조산사의 기능과 쇠퇴에 관한 연구」,『구술사연구』제6권 1호,
2015.
39) 이나영,「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
로」, 『구술사연구』제9권 2호, 2018.
40) 주윤정,「시각장애인의 구술전통과 역사전하기」,『구술사연구』제5권 2호, 2014.
41) 이인경,「여성 패럴림피언들의 삶과 스포츠: 홀로서기와 유리벽」,『구술사연구』 제7권 2호, 2016.
42) 정수남,「탈빈곤 실천의 체계적 모순과 빈민의 하비투스: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심
으로」, 『구술사연구』제10권 1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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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과 사건
김원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있었던 일가족 살인사건이 가족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완도의 좌우대립을 포함하여 지역정치와 가족 간의 갈등이 맞
물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김태암 시인의 의문 제기에서 실마리를 얻어 이 사건을 추적하고
그 과정을 연구로 남겼다. 그는 5․18광주민주항쟁 연구자인 김정한과 함께 완도를 현지조사
하며 최득춘과 최철 부자에 대한 구술증언을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한국전쟁 당시 완도의
상황과 5.18, 그리고 일가족 살인사건까지를 연결시켜보려 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완도와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기억, 그리고 침묵과
엇갈림 속에서 기억하는 것을 주저하는 지점까지를 포괄하여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기억정
치의 의미를 드러내 보려 했다.43)
또, 김원은 1975년에 있었던 베트남공관원 억류사건을 다룬 연구성과를 제출했다. 그는
1975년 4월~5월 베트남 공산화 시점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철수에 실패해 억류됐던 주월한국
대사관 공관원 및 교민들이 한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억류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
떤 감정을 구술자료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논문에서 다루었다. 그는 억류 공관원들이
‘적화된 장소’에서 북한인과 마주하는 과정과 언제 자신들을 밀고할지 모르는 교민들에게
서 집단적인 공포를 체험했다고 했다. 또한 공관원들의 억류와 탈출을 둘러싼 현재적 기억
은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좌절과 실패, 망각하고 싶은 악몽,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주지 않
는 한국정부에 대한 섭섭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김원은 이들의 억류 체험 속에서의
감정동학을‘적과 아’,‘죽음과 생존’으로 구성된 냉전의 윤리학이 언어와 신체에 각인된
것으로 해석했다.44)
오제연은 전라도 지역에서 1960년대 전후‘이동영사’활동을 했던 이들의 구술자료를 토
대로 이동영사 활동에 대한 주도권이 미공보원에서 지역 문화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문화정치를 분석한 연구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동영사 활동을 선거운동
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기도 했으나, 계몽과 선전이라는 생산자나 전달자의 의도와는 어
긋나게, 수용자들에게는 복수적이고 다층적인 실천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그는 밝혔다.45)
김세림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있었던 광산노동자들의 항쟁이었던 사북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술인터뷰를 토대로 사북사건에 대한 기억의 의미를 파헤치는 연구를 진
행했다. 그는 사북사건에 대한 다층적 기억을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단일하게 만든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억의 다층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했다. 또
한 광산노동자들의 폭력행위를 그들의 일상문화와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했고, 사북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이들의 이후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고찰을 시도하기도 했다.46)
2) 세월호 사건과 구술사
2018년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한국구술사학회는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43) 김원,「1950년 완도와 1980년 광주: 죽음과 기억을 둘러싼 현지조사」,『구술사연구』제3권 2호,
2012.
44) 김원,「1975년 베트남 공관원 억류 사건을 둘러싼 기억들의 재구성」,『구술사연구』제6권 1호,
2015.
45) 오제연,「1960년대 전후 이동영사 활동을 통한 권력의 계몽과 선전: 주도권 변화와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구술사연구』제6권 1호, 2015.
46) 김세림,「사북의 기억: 구술이 역사학에 주는 가능성」,『구술사연구』제8권 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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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구술연구>라는 주제의 패널을 구성했고, 그 성과를 『구술사연구』제10권 1호 특집으
로 수록하였다.
먼저 이현정은‘4.16구술증언사업’의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초기 기록화 운동이
전개된 과정을 밝히고,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회차별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구
술채록 과정에서 구술자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유가족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중시했던 점
등 이 작업이 갖는 특성과 작업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 문제점도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그
는‘4.16구술증언사업’을 공식적인 애도를 억압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참사 피해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표현이자 공동체적 애도를 실천하는 행위였다고 의미부여했
다.47)
김향수는 4.16구술증언 채록 과정에서 구술자들이 갖고 있는 심연의 고통을 말하고 면담
자가 듣는 과정에서 발생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성찰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면담자들이
작업과정에서 구술자들의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문제를 겪으면서 면담자들 간에 내부 토론을
했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구술자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질문하고,
구술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청중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8)
강재성은‘4.16구술증언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는 『4.16구술증언록』에 나타나는 다양한 비언어
적 행위들을 1) 비언어적 발화 행위 2) 비언어적 음성 3) 신체적 행위 4) 침묵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분석하였다.49)
김아람은 안산 단원고 희생자의 부모 6명의 구술을 토대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
들이‘세월호 유가족’이 되었던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는 연구를 제출했다. 그는 유가족이
정부를 직접 접촉하면서 느낀 저항감과 분노, 불신과 체념에 대해 밝혔고, 또 유가족은 서
명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연대감과 애도 표현에 힘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면전에서 비난
을 듣기도 했던 점 등을 유가족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김아람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해
지는‘피해자다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립되지 않
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환기시켰다.50)
이예성은 4.16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경험한 상실의 의미를 단지 개인적 차원의 자녀 상실
에 머물지 않고 복합적인 상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을 했
다. 그는 단원고 희생자 부모들은 1)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참사의 상황 때문에 자녀의 죽음
을 받아들이고 다룰 온전한 기회를 상실했고, 2)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가까운 관계를 상식
했으며, 3) 국가 및 사회의 존재와 의미 상실을 경험했다고 하였다.51)
이처럼 세월호 사건 유가족에 대한 구술작업 경험과 연구를 통한 공유는 기억과 애도, 시
민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실천 등과 구술사 연구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47) 이현정,「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4.16구술증언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 함의」,『구술사연
구』제10권 1호, 2019.
48) 김향수,「4.16구술증언 채록 과정 속의 윤리적 난제들」,『구술사연구』제10권 1호, 2019.
49) 강재성,「구술 기록에서 비언어적 행위 재현의 문제:『4.16구술증언록』의 사례」,『구술사연구』
제10권 1호, 2019.
50) 김아람,「‘세월호 유가족’이 된 희생자 부모의 활동과 그 의미」,『구술사연구』제10권 1호,
2019.
51) 이예성,「4.16참사 유가족이 경험한 상실의 복합적 의미: 부모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구술사
연구』제10권 1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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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술사 연구에 대한 제언
지난 10년간 한국구술사학회의 『구술사연구』에는 다양한 주제의 구술사 연구가 수록되
었다. 한국구술사학회는 구술사 연구방법 매뉴얼 성격의 연구 제공, 연구윤리의 제정, 구술
아카이브즈 구축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해외 학계의 구술사 연구 동향 소개,
구술사 연구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구
술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들 간의 학제적 소통을 주도했다.
구술사 연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기억과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 구술자와의
면담과 연구 과정에서의 성찰적 태도 유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원적 자세 등 많
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장점을 더 밀고 갈 수 있도록 한국구술사학회는 더욱 활발한 학
술활동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고, 『구술사연구』는 그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들 간의 소
통을 강화하는 매체로 더욱 풍성해져야 할 것이다.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특정한 사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는 전승행위를 통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천과 맞닿아 있다. 구술사 또한 대문자 역사에 대한 대안
기억 또는 대항기억이든,‘역사’에 대한 보완적 기억이든 이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
다.‘빨갱이’라는 낙인으로 고통받아온 구술자 개인의 평생 원한을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연구는 이미 구술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냉전․분단․전쟁 속에서
구성된 반공주의의 극복과 탈냉전 시대의 주체성이라는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
다. 어느 종가 며느리의 한풀이 사연에 기반한 생애사 연구도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새로운 여성 정체성’의 모색을 시도하려는 논의
와 관련될 것이다.
구술사 연구는 누구의 무슨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따라 민족주의를 포함하여 역
사학이 수행해온 정체성 만들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이를 거스르며 특
정방식의 정체성 만들기에 내재된 기억정치를 비판하고 보다 복합적이며 다원적인 주체성과
관계망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구술사 조사 연구는 구술자
와 면담자 차이의 협업 과정인 동시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민주적 수행성을 갖는다. 그러나 구술사 방법론 자체가 민주적 정체성의 강화나 확
산에 기여하는 연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역도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
서 누구의 무슨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구술사 연구의 출발점인 동시에
연구의 의의와 연결되는 귀결점이기도 하다.
구술사 연구의 양적 축적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사회, 주체와 정체성, 개인기억과 집단기
억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 수 있게 하는 도전적인 연구의 강화도 중요하다. 역
사학자의 입장에서는 윤택림이 제기한 것처럼 구술사를 통해 대안적 역사쓰기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인류학자나 문화연구자 등은 기억과 구술을 비판이나 검증없
이 곧장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갖는 역사학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귀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술사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간단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인데, 구술자료의 생산 및 수집과 구술사 연구 사
이의 불균형에 대한 점이다. 기관 또는 연구집단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구술자료 조사․수집
이 구술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구술자료 수집 사업 주관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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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술사학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술자료의 조사․수집에 대한 기획 단계
에서부터 연구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는 풍토가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구술사 연구의 모델
도 특히 형식면에서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
찰을 담은 구술사 에세이도 훌륭한 연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구술사연구』에 좋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수록되었으나, 논문쓰기가 갖는 지면상
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술자의 자기생애 등에 대한 서사의 내용과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이 다소 아쉬웠다. 이는 연구자의 구술자료에 대한 편집상의 문제와도 연관
되고, 연구 논문 글쓰기 방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구술자의 구술성과 서사성을
살리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체 역사의 도입을 통한 서사적 글쓰기 위에서 연구자의
해석과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는 디지털시대 구술사 연구의 나갈 방향 중 하나는 구술영상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포
함한 음성 또는 영상 포맷의 구술사 연구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자 기반의 구술사 연구
가 아닌 다른 재현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구술자의 동의와 저작
권․전송권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맞물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구술이라는 음성 언어를 녹
취문 등으로 문자화하는 재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성 또는 영상 기반 재현
을 연구의 범주 안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어쩌면 전문
연구자들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사이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아마추어 역사가들이 이 영
역을 선점하게 될지도 아니 이미 선점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추어 역사가
들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재현 과정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구술자를
대상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서 구술사 연구자들이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나 연극제작자 등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감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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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7
트랜스내셔널 주체, 젠더화된 기억
Transnational Subjectivity and Gendered Memories
사 회: 허영란(울산대 역사문화학과)
Chair: Hur Youngran(University of Ulsan)

1) A사인바 전 호스티스의 경험을 듣다: 미군 통치하 오키나와(코자시)를 중심으로 한
여성 생애사와 연구방법
Listening to the Experience of Former Hostess of A Sign Bar: Women’s Oral
History and Research Methodology Focusing on Okinawa(Koza City) during
the US Military Rule
ONOZAWA Akane(Rikkyo University, Japan)

2) 피해증언과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 구술사를 미래로 내주기 위해
Victims’ Testimonies and Feminism of Historical Revisionism: To Send Oral
History into the Future
KIM Puja(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3) 민족과 젠더, 초국적 만남: 일본여성들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의 경험을 중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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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A 사인바 호스티스의 경험을 듣다
미군통치 하 코자시(오키나와)에서의 구술생애사 방법
오노자와 아카네(릿쿄대학)
1. 시작하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선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진전한 결과, 일본군’위
안부’피해자, 미군기지촌 여성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피해의 경험으로
받아들여 증언하고, 구술생애사를 남기는 눈부신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도 성매매
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듣고, 기록으로 남긴 우수한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한다 1 . 하
지만 일본에서 당사자들의 성산업 2 경험을 듣기란 한국 이상으로 어렵다. 일본인’위안부’
도,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성산업에 종사했던 여성들도,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는 당사
자들도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
워하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의 역사연구에선 성산업경험과 관련된
구술, 특히 방법과 관련해선 얼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 단,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
ん)’의 저자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는 인터뷰 방법으로서 ‘나는 마음을 없애고 상대의
생각의 핵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택했다.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다 생각하
는 것을, 이 촉감을 감지하는 것, 결코 이쪽의 예정의 테마를 가지지 않는 것 등이 기본적
인 자세였다’라 말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4 . 후술하겠지만 발표자가 지향하는 방법은 모
리사키가 말한 자세와 비슷하다.
나는 성산업에 종사한 여성들 본인만 갖는 경험이나 감각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군 통치하 오키나와(1945-1972)에서 미군 상대의 성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구(旧)코자시(현재 오키나와시)를 1990 년대 말부터 돌아다녔다. 당시 나는
성산업 연구에서 중요하면서도, 구술사로만 알 수 있는 다음 두 가지 지점을 유의하였다.
우선 ①성산업 호스티스의 ‘노동’ 의식에 대해, 한편으론 그녀들이 자신의 성산업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지 ②성산업 호스티스의 점주와의 관계,

1

이 구술작업은 크게 2 개의 장르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성매매에서 상처입은 여성들의 상담에 응
한 경우 두 번째는 1970 년대 민중여성사연구와 이 계보를 잇는 논픽션 작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전
자에 대해 대표작으로 ‘
兼松左知子『닫힌 이력서- 신주쿠・성을 파는 여성들의 30 년』아사히신문,
1987 년, 타카자토 스즈요『오키나와의 여성들- 여성의 인권과 기지・부대』아카시서점, 1996 년, 미
야모토 세츠코 『AV 출연을 강요된 그들』지쿠마 책방, 2016 년,니토우 유메노『여고생의 뒷 세계』
광문사, 2014 년 등 후자의 대표작으로는 모리사키 가즈에『가라유키상』아사히신문사, 1976 년, 야마
자키 토모코『산다칸 팔번 유곽』문예춘추, 1975, 카와다 후미코『빨간 기와집』, 지쿠마책방, 1987
년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록의 역사에 대해 최근 역사학자가 쓴 大門正克『말하는 역사,
듣는 역사- 구술사의 현장에서』이와나미, 2017 이 있다.
2
이번 발표에선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성산업이라 명한다.
3
오노자와 아카네「성매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국가・사회」역사학연구회편『제 4 차 현대역사학
의 성과와 과제 2 세계사상의 재구성』積文堂書店、2017 年。
4
모리사키 가즈에「기록의 기억 가운데서 흘러나온 것」『사상 과학』제 159 호, 1992 년 12 월, 오오
카도 마사카츠『말하는 역사, 듣는 역사』이와나미서점,2017 년,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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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족, ‘애인’, 동료, 친구와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성을 중시하며 인터뷰했다.
본 보고에선 우선 호스티스였던 여성들을 만나기까지의 시행착오를 다룬 뒤 ①에 대해
2000 년에 만난 이후 구술작업을 지속, 2010 년에 사망하고 이후 가족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H, ②에 대해선 2003 년에 만나 2005 년에 치매가 발병하기 전까지 구술작업을 지속,
이 이후 가족, 친구로부터 구술 한 F 의 구술을 예로 들고자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구술사 연구는 말하기와 듣기를 하는 장소와 이 장소를 둘러싼 사회
적 통념, 면접자가 누구인지, 구술자와 면접자 간의 관계나 관계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아
무것도 말할 수 없다. 본 보고에서 다룬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장소는 구술자의 업소나
자택, 술집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호스티스 경험자를 둘러싼 지역사회는 호스티
스를 가엾은 사람으로 인식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일로, 그리고 성적으로도 금전적으
로도 나태한 사람들이라는 차별적 시선을 가졌다. 그리고 십 수년에 걸친 긴 기간의 인터
뷰 기간 동안 구술자와 나와의 관계 또한 변화했다. 구술자의 시선에서 본 면접자로서의
나는, 처음 만났을 땐 그들 사회에 난데없이 나타난 ‘내지’ 출신의 어리고 진지한 대학원
생이었을 것이다(사실은 비정규직 강사였다). 나는 얼마 안 있어 오키나와에 살기 시작하
여(2000 년 10 월~2006 년 3 월까지 류큐대학에서 근무), 도쿄로 돌아가서도 년 3~4 회 코자
에 있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되었다.
2. A 사인바 경영자, 관계자와의 인터뷰
1990 년대 말, 나는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구 코자시,구미나토마을) 관공서에 소속한 오
키나와시 역사편집담당자들의 협력으로 1950~70 년대 당시, A 사인바5(미군대상바)를 경영
했던 사람들과 점점 접속해서, 개업 경험이나 임금지불 방법, 빚, 종업원의 주거형태(고용
주 집에서 사는지 혹은 통근하는지) 등의 질문을 반복하는 인터뷰를 시작했다. 또 A 사인
바 경영자만이 아니라 당시 시내의 다양한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인터
뷰했다. 해당 직종에는 A 사인바 매니져, 오키나와 상대 성산업경영자, 미용실, 양재점, 호
텔, 레스토랑, 자수점, 전당포, 얼음집, 세탁소, 이외 각종 소매점, 군고용인, 부인회장이나
청년단장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前) 호스티스여성을 소개해달라 요청했으나, H 만 겨
우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특정 질문에선 표정을 굳히고, 과묵해졌다. 성매매
와 관련된 호스티스의 빚, 인신구속, 도망방지, 성병검진, 그리고 호스티스에 대한 폭력 등
에 관한 질문이었다6.

5

A 사인바는 미군 군속의 출입허가능을 말한다. A 사인바는 미군인군속의 출입이 가능한 술집이다.
이 때 A 사인바 경영자로부터 인터뷰를 사료로서 주요하게 쓴 졸고로「미군통치하 A 사인바의 변천
에 대한 고찰」『일본동양문화논집 류큐대학법문학부기요』제 11 호, 2005 년이 있다.
6

- 156 -

3. ‘묻기’로부터 ‘듣기로/’세상 살이(잡담)’에서 역사학으로
나는 이윽고 ‘말하고 싶지 않은 화제를 질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
한 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알고 싶었던 것을 묻는 것은 그만 두
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게 하자고 생각했다. 나는
2000 년 10 월부터 오키나와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코자시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기 시
작했고, 그들과 자주 술이나 차를 마시면서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잡담)를 하는게 가능
해졌다. 이러한 공간에서 나는 가능한 한 질문하지 않고, 그 장소의 단순 일원으로 잡담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고 정신없는 이야기 속에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화자에 따
라 결정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추억 속에서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인
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러한 이야기들
은 본래 내가 원래 듣고 싶었던 사항이 아닌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다시 반추
해보면 이 사람들은 성매매에 관련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이를 말하는 화자 자신은 어떻
게 생각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웅변과 같은 어조임에도 불구하고 한편 전
혀 이야기할 수 없는 화제가 있는 경우, 본인 인생의 아픔이나 중압감을 간접적으로 보인
다는 점도 알았다. 더욱이 어떠한 인생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말하
고 싶어 한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말하지만, 말하고 싶은 추억을 말하면서
본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도 단편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깨달았다.
성매매라는 '일'은 특유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전후 오키나와에선 냉전 하 미군
기지가 거대하게 건설되고, 많은 미군들이 (오키나와에) 주둔했다. 그리고 오키나와인들의
빈곤은 이런 '일'의 막대한 수요와 공급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모자세대의
빈곤, 딸을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부모, '애인'을 성산업에 팔고 도망간 남성(히
모), 농촌에서 느끼는 도시의 반짝거리는 매력, 그리고 여성들의 성매매를 구입하는 사람
들 등의 존재는 이런 '일'이 지속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일'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 여성들의 가족, 친족, 애인관계, 점주, 동료와의 관계를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 구술생
애사를 상세하게 밝히는게 중요하다7.
4. H 와의 구술사 - '노동'기억과 자기표현
(1) 만남과 '자랑'
H 는 내가 가장 처음으로 만난 호스티스 경험 여성이었다. 전 A 사인바 경영자로부터 '착
실한 사람이었다'라 소개를 받고, 2000 년 3 월 어느날 밤 그녀의 업장의 가구점의 앞에서
오키나와시 역사편찬담당 멤버와 함께 처음으로 만났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풍채가
좋고 시원스런 여성이란 인상을 받았다. 그날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역자: 인터뷰를

7

이상의 인터뷰 방법에 대해, 오노자와 아카네「
『잡담』에서 역사학으로」릿쿄대학역사학회『사원』
제 68 권 1 호,.200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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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녀는 녹음하기를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열심히 설명해주었다8.
출생은 1940 년 10 월 10 일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원래 북부에 살고 있었으
나, 고에쿠무라(이후 코자시)에서 살고 있던 어머니를 쫓아 초등학교 4 학년 쯤 이곳으로
왔다. 어머니는 외국인을 상대로 일했다. H 는 1959 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의 사립대
학 영문학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했다. H 는 학생일 때 결혼하고, 1962 년 장녀를 출산했다.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나 생계가 어려워 신문출장소에서 일하곤 했다. 하지만
1966 년 남편과 헤어져 오키나와로 돌아왔다. 1967 년부터 코자시에서 부티크샵을 영업, 가
게는 성황이었으나 밤에는 어머니가 와이키키거리에서 하던 바에서 일을 했다. 어머니는
센터길(センター通り)

9

에도 가게를 열었다. 그쯤 센터길에서 A 사인바를 운영하던 S 가

어머니의 가게에 와서 H 에게 호스티스가 되길 권유, 1968 년부터 S 의 가게에서 호스티스
로 일하기 시작했다. 호스티스로서 일은 오후 5 시에서 12 시까지였다. 시급은 85 센트에서
1 달러였으나 다른 가게의 경우 시급이 50~60 센트로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손님용 위스
키는 한 잔에 50 센트이지만, 손님이 호스티스의 술 값을 내는 경우 5~20 달러 정도 받았다.
호스티스는 음료 비용의 10 퍼센트를 급여로 받았으나, 12 시 이후 (판매분에 대해선 술값
을) 점주와 호스티스가 반으로 나누어 가졌다. 티켓은 반달에 500 장 팔아야 했고, 수입은
반달에 300 달러, 한 달에 1000 달러씩 벌 때도 있었다. H 는 주간에는 바텐더를 하고 밤에
는 호스티스를 했다. 72 년쯤에는 센터길의 다른 가게에서도 일하기 시작했다. 그 점주가
열었던 다른 가게에선 손님의 반이 몸을 강제적으로 끌어당기곤 해서 매우 불쾌했다. S 가
경영하고 있던 또 다른 가게에서도 '몸'을 팔기도 했다. (‘몸’을 파는 경우) 손님은 가게에
시간 당 20 달러를 냈다. 오키나와 반환 후 H 는 具志川市平良川 등의 술집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거나 가게를 경영하다가 괌 출신의 미군과 재혼했다. 차녀 1 명을 낳았으나 이 미
군은 고국에 돌아가버렸다.
H 를 두 번째 만난 것은 2002 년 여름이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일하고 있던 가구점
은 그만두고, 중부지역에 있는 프리마켓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 프리마켓은 빈 땅에
지붕만 있는 텐트를 세운 것으로, 그녀의 텐트 외에도 몇 개의 가게가 있었다. 그녀는 비
누, 껌, 초콜렛, 헌 옷 등을 팔았는데, 이는 명백히 미군에게 받은 물건이었다. H 와 재회했
을 때 H 는 나와 이야기하기가 내키지 않아했다. 나는 불연히 찾아가 상품을 사고, 가능할
때는 그와 잡담하기를 반복했다. 2005 년이 들어서면서 H 와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5 년 1 월 9 일 그를 방문했을 때 H 는 나를 상냥하게 맞아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녀들의 자서전을 쓰라는 권유에 필명으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자서전을)
쓰려 생각했으나, '당신(발표자)이 써'달라는 제안이었다. 이로서 2005 년 전반 회당 3 시간
정도 총 5 회 인터뷰(세상 이야기)를 했다.
8

H 의 구술사는 오노자와 아카네「전후오키나와에서의 A 사인바・호스티스 구술생애사」『일본동양문
화론집 류큐대학법문학부기요』제 12 화, 2006 년과 오노자와 아카네「여성들에 있어서의 성산업」
『오
키나와현사각론편 8 여성사』오키나와현교육위원회, 2016 를 따름.
9
A 사인바가 모여있던 유명한 거리. 가데나 기지와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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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는 재참 활기를 띄고 A 사인바에서 자신의 활약을 몸짓 손짓으로 전하면서 다음과 같
이 수다스럽게 자랑했다. H 는 영어를 할 수 있었기에 외국인 손님에게 인기가 많았다. 동
료 호스티스들은 저축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저금
했다. 마약중독의 미군을 꼬드겨서 돈을 번 경우도 있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으로 가게가
매출이 오르던 때, 미군 손님에게 100~150 잔의 음료를 팔기도 했다. 자신에게 호감이 있
는 미군을 꼬셔서 점주나 다른 동료 호스티스의 음료를 사게 하고 가게 매상을 올렸다. 음
료 가격도 3 달러, 5 달러로 올리고 한 잔에 20 달러씩이나 지불하게 했던 때도 있다. H 는 자
랑했다. "내가 가게를 쉬어도 제 손님들은 오겠지요. (다른 호스티스들이) 사방팔방에서 (그
손님)에게 기대서 돈을 얻으려(뜯어내려)하겠지만, 돈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테크닉
이 있으니까. 날 절대 따라 하진 못할거야."
한편 H 는 빚 때문에 계속 성매매를 했던 호스티스들이 '불쌍했다'고 어두운 얼굴로 말
하면서도, 그녀들은 교양이 없고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무시했다. 빚을 지면 성매매를 해
야 하기 때문에 H 는 빚을 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성매매전문의 '쇼트타임하우스'에
미군 손님을 안내하고, 외국인 손님이 '너가 좋다'고 유혹해도 '저는 쇼트타임(2 차)은 안 해
요, 미안'이라 거절했다. 어떤 택시운전사가 3000 달러를 주면서 교제를 하자 한 적도 있다.
하지만 H 는 이 남성에게 구속될까 염려되어 그 돈을 저금하여 (구속당하는 것에) 대비했
다.
(2) 이야기의 변화
① 어머니의 '유객행위'
2006 년 7 월 28 일 인터뷰 때부터, 이런 자랑 이야기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발
표자는 이전까지 인터뷰를 학술지에 게재, H 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야기에 변화가 생겼
다 보인다. 나는 H 와 잡담을 나누며, 논문을 읽은 사람들 중에 'H 의 이야기는 너무 밝다,
미군통치 하 오키나와 성매매 여성의 실상은 더욱 고통에 차있었다'라던지, 'H 의 어머니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달했다. 그는 내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신
의 이야기가 의심받았던게 어처구니없다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어두운
표정과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저의 어머니와 어머니 시대의 호스티스들은 대부분 '유객행위'(성매매)를 했습니다.’ 어
머니는 '유객행위'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자식인 H 를 위해 사용
하지 않았다. 대신 항상 도박을 해버려 '유객행위'를 그만둘 수 없었다. 나는 이게 창피했
다. 어머니 대신 H 와 여동생을 봐주었던 사촌언니의 T 또한 코자나 헤노코에서 '유객행위'
를 했다. T 의 아버지는 짐승같은 남자로, T 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T 가 더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 생각해 가출을 감행, H 어머니의 권유로 코자시에서 '유객
행위'를 시작하였다. T 는 이윽고 어린 미군과 결혼했으나, (H 의 해석 상) 가정폭력의 영향
으로 여러 병에 걸려 40 대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H 는 친부의 폭력에 대한 천벌로 T 집
안의 대가 끊겼다고 했다. T 가 죽어가던 때 H 의 어머니는 T 의 남편과 H 를 결혼시키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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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T 가 '호객행위'로 번 돈을 T 의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H 는 이 남성
과 사귀었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다.
② 긍지와 모멸감
H 가 '내 이야기는 호스티스가 읽은거야? '라 묻자, '다른 호스티스는 나처럼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질투심에 나를 욕하는 거다'라 화냈다. 내가 호스티스가 아닌 사람들이 읽는다
말하자 호스티스도 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얼 알길래!'라 말했다. 그리고 H 는 자신
또한 손님(미군)과 '만나기도 하고, 호텔에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가 이용했
기 때문에 내가 육체관계를 해도 (발표자: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주부도 아니니까 괜찮
다고 생각했었고'라 강조했다. 이후 H 의 구술생애사를 칭찬한 사람들도 있다 말하자 '나는
천한 건 하지 않았으니까', '호스티스가 뭐가 나빠'라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H 는 '좋아하는
사람과 호텔에 갔으나', '장난을 하는 손님에겐 항의했다'고 주장하고, '유객행위'하는 호스
티스와 똑같아 보이기는 싫어했다.
하지만 '유객행위' 호스티스와 자신을 분리하려 할수록, 자신과 다른 점을 보이기 위해 '
유객행위' 호스티스의 실상을 (점점)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 결과 사실은 H 자신이 '유객행
위' 일을 했던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그들의 속사정을 잘 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반환 뒤 H 는 어떤 남자에게 속아 ‘요시와라’에 팔릴 뻔한 여성을 자신이
경영하던 바에 고용한 경우이다. 그를 팔아버리려 했던 남자는 H 의 친구의 아들로, H 딸
의 동급생이기도 했다. 그는 아마미오섬에 살고 있던 그녀와 '연인'관계가 되어, 아마미오
섬에서 꾀어내서 '요시와라 10 '에 팔아버리려 한 것이다. 팔리기 전 날 남자가 외출한 사이,
우연히 친구 집을 찾았던 H 가 그를 도망치게 해서 자신의 가게에 고용시켰다. 내가 ‘그는
왜 요시와라에 가기 싫다 거부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H 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거
부하면 맞아 죽잖아11’라 답했다.
5. F 의 구술사-관계성 안에 구술생애사
(1) 술자리에서
F 는 시행착오 끝에 겨우 만난 A 사인바 호스티스 경험자이다. A 사인바가 모여있는 곳으
로 유명한 센터길의 연배 있는 남성들이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술자리가 있었다. 내가 오키
나와에서 살면서 이 술자리에 참가하고 질문하지 않고 단지 세상살이에 대한 즐거운 이야
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거기서 단지 앉아있기 보다, 술자리 참
가자들은 내가 미군통치시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찌되었던 옛 추
억에 대해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번영했을 때에 대한 그리움, A 사인바 경영자를 시
10

요시하라라는 지명은 최고로 유명한 유곽이 있어, 일반적으로 요시하라유곽을 가르킨다. 하지만 여
기서 요시하라는 코자시내의 지명을 의미한다. 코자시내의 요시하라는 오키나와인 상대의 성매매 지
역으로, 폭력단이 관여했었다.
11
오키나와에는 ‘
죽인다’
는 말이 정말로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종종 ‘
괴롭힌다’
는 정도의 의미로
‘
죽인다’
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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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거리의 사람들의 인품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아무것도 모르
는(것처럼 보이는) '내지(일본 본토)'의 진중한 젊은 여성에게 파란만장했던 미군통치기를
가르쳐주려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러한 화제 속에 멤버 중 한 명(이 사람은 A 사인바 경영
자는 아니었다)이 전 A 사인바 호스티스인 F 를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게 생각났
다며 내게 가르쳐주었다. F 는 아마미오섬 출신자였다12. F 와 같은 아마미오섬 출신자이자
전 A 사인바 경영자, 그리고 F 의 생활보호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수급을 위해 서류를 써
주었던 S 의 소개로 F 를 2003 년 8 월 3 일 처음 만났다. F 는 소극적이고 말이 적은 사람이
었다.
(2) 교류
F 에 따르면 F 는 1934 년 아마미오섬 우켄마을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에는 다른 아이들
을 돌보면서 지냈다. 전전 우켄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여성방적공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
으나, 전후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와 분리되면서 본토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본토 대신 오키나와로 취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F 는 1952 년 친구와 함께 오키
나와에 일을 구하러 갔다. 특별한 연줄은 없었지만, 뭐든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갔다. 처음
에는 가데나 기지(嘉手納基地) 바로 옆의 아마미오섬 출신 사람이 운영하는 바에 고용되
었다. 이후 A 사인바의 G 에서 10 년 이상, 오키나와를 반환 전후까지 일 했다. G 의 점주의
아내 K 는 F 에게 정말 상냥했다. K 도 아마미오섬 출신이었다13.
2003~2004 년 사이 나는 F 를 4 번 정도 만나 그의 집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는 했다.
F 는 독신으로 방이 두 개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의 방에선 제임스 딘과 이시하라 유
지로의 포스터, 그리고 아기 사진이 눈에 띈다.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기는 친언니
의 아들(조카)였다. F 는 종종 작은 목소리로 A 사인바 당시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2004 년
6 월에는 A 사인바에서 근무하던 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미인인데다가 상냥해보이는 점
주의 부인 K, 동료들과의 비치파티, 동료의 결혼식의 사진, 미국식 복장, 흥에 취해 잔뜩
흩날리는 머리, 40 년째 미용실을 하고 있는 친구, 동료이면서 친한 M 과 미군과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F 와 젊은 남성 둘이 찍은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F 는 웃는 얼굴로 약
간 자랑하는 듯 그 남성이 '남자친구'라 하였다. 그는 코자서의 경찰관이었다14.
(3) N 과의 만남. 그리고 미용사 C, 친구 M, M'과 언니 Y
① 조카딸 N
하지만 2005 년 1 월 상황이 전환되었다. F 가 치매로 입원 해버린 것이다. 나는 병문안을

12

아마미오섬을 포함한 아마미제도는 현재 큐슈, 카고시마현에 소속해 있지만, 원래는 류큐왕국의 지
배 하에 있었다.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 본토에서 떨어져, 미군지배하에 놓여 가난해진 사람들이 오키
나와 본섬으로 돈을 벌러 나갔다. 코자시내의 A 사인바 경영자나 호스티스 중 아마미제도 출신자가
많다.
13
F 와의 인터뷰 중（2003 년 8 월 3 일）.
14
F 와의 인터뷰 중（2004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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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F 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가 베고 있던 베개에 과자상자와
명함을 놓고 왔다. 하지만 며칠 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F 의
조카딸 N 이었다. 병실에서 내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건 것이다. N 은 중년에 일을 잘 할 것
같은 인상으로, 내 목적을 알고 선 N 이 알고 있는 선에서 F 의 생애를 들려주었다. N 자신
은 1955 년 4 살 때 아마미오섬에서부터 가족과 함께 오키나와 본토로 이주해, 나하에서 살
았으나 초등학생 쯤 코자에 사는 F 의 방에 곧잘 놀러갔다. 당시 코자는 어린이에게 굉장
히 화려했다. F 는 제 2 의 어머니라 생각했다. F 가 몇 번 N 의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것도 기억한다. N 은 (발표자를) F 의 친구들, 자신의 어머니 Y 과 만나게 해주었고, 나중엔
F 의 유년기를 아는 아마미오섬의 옛친척에게도 데려다주었다. N 은 창가학회의 독실한 신
자였다. A 사인바 관계자 중 창가학회 신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N 은 열렬한 신자였고,
나는 그 이후 몇 번이나 입회 권유를 받았다.
② 미용사 C
N 은 F 가 호스티스였던 때부터 갔었던 미용실의 미용사 C 를 우선 소개시켜주었다. 미군
통치시대의 C 의 가게 손님은 대부분 호스티스였기 때문에 C 는 호스티스의 삶이나 A 사인
바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지금도 C 의 가게에는 나이 든 전 호스티스여성이 찾아
와 ‘세상 이야기’를 한다. 나는 오키나와에 가면 꼭 C 의 가게에 들려 ‘세상 이야기’하기를
반복했다.
C 는 G 의 점주 부인이었던 K 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호스티스들이 모두들 따랐다. 그는
항상 두 명 정도의 호스티스를 데리고 다녔다. 하지만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G 의 점주는 K 가 죽기 전부터 바텐더 여자아이와 애인 사이였기에 F 를 비롯 K 를
그리워하던 호스티스들은 이 사실에 분개하였다.
오키나와 반환 뒤 F 는 오랫동안 일해온 G 를 그만두고, 오키나와인을 상대로 하는 가게
의 호스티스가 되었다. 이 후 스낵을 개업했으나 2 년 만에 ‘망해버려’15, 이 뒤에는 미군대
상의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를 했다. 하지만 자궁암으로 방사선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움직
일 수 없어 생활보호를 받았다. 생활을 위해 C 가 소개시켜준 노인과 결혼했으나 얼마 안
돼 이혼했다16.
③ 전호스티스였던 친구 M 와 M’
N 은 F 의 친구이자 전 호스티스였던 두 명을 소개시켜 주었다. 두 명 모두 F 의 고향 아
마미오섬 출신이다. M 는 코자시내에서 살고 있었기에 N 과 함께 만나러 갔는데, 처음에는
A 사인바시대에 자신이 굉장히 잘 팔리던 사람이었다고, 미군들이 방탄의 부적으로 자신
의 귀걸이로 받으려 했던 일화를 한창 자랑했다. 하지만 내가 A 사인바에 대해 연구하고

15

‘
달아 두기(つけ)’
란 식사 후 바로 돈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월말에 한 번에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돈을 내지 않는 손님이 많아 가게가 망해버리는 것을 ‘
달아주다 쓰러져(つけ倒れ)’
라 말한다.
16
C 와의 인터뷰 중(2005 년 3 월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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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알자 이야기가 뚝 끊겼다17. N 이 소개해준 다른 한 사람 M’는 미군과 결혼해
서 미국재류중이었다. N 과 함께 전화로 F 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친절했으나, 나 자신이
왜 F 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지 정직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 뒤 다시 전화를 하니, 이번
에는 내가 깜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정도의 강한 어조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라
단언했다.
④ 편지와 사진
N 은 F 가 소유하던 다수의 사진과 편지 또한 내게 보여주었다 18 . 이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것은 F 의 25 살 생일잔치 사진으로, G 의 점주부인, 고용자만 아니라 F 의
언니부부와 어린 시절의 N 또한, 고향 아마미오섬의 친척들까지 동석했던 사진이었다. 이
사진에서 이 가게가 아마미오섬 출신자들의 강한 연결고리였다는 점을 보인다.
또한 편지 중 도쿄대학에 진학한 G 의 점주의 딸이 F 에게 보낸 편지도 몇 통 남아있었
다. 이 편지 내용으로부터 느껴지는 친근감에서 F 와 점주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보였다.
또한 편지 안에서 한 통의 차용증이 있었다. N 의 아버지가 F 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
으로, N 의 본가가 F 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이런 사진이나 편지에서 엿보이는 고향사람들이나 점주가족, 동료와의 친밀한 관계를
흐뭇한 눈으로 보고 넘겨선 안된다. 왜냐하면 근대일본의 성매매에서 성매매당사자여성이
점주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 가족과 비슷한 온정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이것이
그에게 거처와 비슷한 감각을 주어, 점주가 여성의 ‘노동’을 통해 그의 가족, 친족을 지원
해, 성매매당사자 여성이 도망이나 폐업을 고민할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19.
⑤ 언니 Y
N 은 F 의 언니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Y 도 만나게 해주었다. Y 는 F 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었다. F 는 Y 와 아버지가 다른 자매였다. Y 의 친아버지는 어부였으나 가족들을 두
고 다른 섬의 애인에게 떠나버렸다. 남은 Y 의 어머니가 생계로 곤란을 겪던 중, 근처의 남
성 사이에서 F 가 태어난 것이다. 당시 Y 형제자매들은 내지에 돈을 벌러 갔지만, 어렸던 F
와 그의 어머니는 극도로 빈곤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집의 곳간에서 살았고, F 가 조금 자
라자 근방의 부잣집의 식모(고용살이)로 지냈다. F 는 임신한 적이 있지만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 Y 가 40 살에 아기를 가졌을 때 F 에게 양자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출산비용을 F 에게 전
부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주지 않았다. Y 는 동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은 눈치였다. 이에 대해 N 은 눈물을 보이면서 분개했다. N 자신은 본가가 어려울 때 도와
주었던 F 를 마지막까지 돌볼 거라 말하고 F 의 이름으로 창가학회에 1 만엔을 기부했다. 다

17

M 와의 인터뷰 중(2005 년 5 월 14 일).
2005 년 7 월 30 일.
19
川島武宜「人身売買の歴史的性格――潜在的奴隷制について」『東洋文化』1 号、1950 년（『川島武宜著
作集』第 1 巻、岩波書店、1982 년に所収）、増田小夜『芸者』平凡社、1957 년 등 참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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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생에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20.
(4) 아마미오섬에 대해
N 은 나를 아마미오섬의 친척(F 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와 조카들)에게도 데려갔다. F
는 오키나와에 온 이후 고향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 U 에
대한 애착이 강해, 어머니의 공양을 위해 큰 유골함을 보내, 지금도 이 유골함은 묘지에
놓여있다. F 의 큰언니의 딸은 어렸을 때 코자의 F 에게 놀러가기도 했다. 그때 F 는 백인 남
성과 살고 있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모아 F 와 어머니 U 에 대해 ‘정말로 불쌍했다’고
표현했다. U 는 남편에게 버려진 뒤 빈곤으로 인근 유력자의 집의 부지 내에 있는 작은 방
에서 살다가, 이 유력자의 아이를 낳은 것이다. 이것이 F 였다. 하지만 이 유력자는 U 모녀
를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섬을 떠나버렸다. 거기서 U 와 F 는 한층 더 곤궁해졌다. 어
렸을 때 F 는 항상 배가 고팠고, 어머니는 밭일을 나가 항상 혼자였다. 조금 자랐을 때 근
방의 부잣집 하녀로 고용살이가 되어, 초등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그래서 F 는 글을 잘 쓸
수 없었다. U 가 죽자 이 유력자의 언니가 찾아와 F 를 나제(아마미오섬의 제일 큰 도시)에
데리고 갔다. F 는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어느 날 F 가 안보이게 되었다.
누군가가 오키나와에 끌고 갔기 때문이다. F 자신도,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랐을 지
도 모른다. 누가 데려갔는지는 유력자의 딸도 몰랐던 모양이다21.
6. 끝으로
H 의 자랑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미군통치를 긍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왜 쓰
는가’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위처럼 베트남 전쟁 당시 자기 자랑을 통해 역설적으로 다
수의 호스티스가 빚에 얽혀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상황, 또한 이번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
았지만 베트남 호경기가 끝난 뒤 H 의 삶이 가난하기만 했다. 그렇기에 폭력으로 가득차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당시 A 사인바의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번 보
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문헌자료나 다른 인터뷰로부터 1960 년대 중반 이후 오키나
와에서 미군의 능란한 정책으로 규모가 큰 A 사인바에는 성매매 이외의 수입 방식이 조금
씩 등장했다는 점이다22. H, 그리고 F 는 운 좋게 그런 가게의 호스티스였다. 성산업경험의
인터뷰는 성산업 다양성과 중층적 구조를 포함하여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이야기로부터
한층 더 의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닐까?

20

2007 년 3 월 14 일.
이상 N 의 아마미섬 거주는 친척으로부터 들었다. 2013 년 9 월 3-5 일.
22
이 점에 대해선 오노자와 아카네「미군통치하 오키나와의 성산업과 여성들 0 1960~70 년대
코자시」『연보 일본현대사』제 18 호, 2013 년을 참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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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증언과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
―구술사를 미래로 전하기 위하여―

김부자(도쿄외국어대)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1990 년대를 "증언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김학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이
다.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에서 피해자의 증언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그런데 일

본 정부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합의"(2015 년 12 월) 이후, '위안부'문제는 끝났다
며, '위안부' 피해의 증언과 사실, 기억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도 피해증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왔다고 말하기 어렵
다. 물론 일본에 온 한국과 아시아 각지의 ‘위안부’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듣거나 증
언집을 읽고 해결을 위해 나선 시민단체도 많다. 하지만 피해 증언에 귀를 기울이기
는 커녕, 증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다.
이 공격은 1990 년대 이후 주로 일본인 남성 역사수정주의자로부터 가해졌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점은, 일본의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가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 남성 역사수정주의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했다는 점이
다. 우에노 치즈코의 『내셔널리즘과 젠더』(1998 년)이 이에 해당된다. 우에노는 조
선인'위안부'를 머리 속에서 ‘순결’ ‘무구’한 ‘피해자 모델’상이 만들어 내는데(이하,
‘피해자 모델’론), “문제는 말하는 자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듣는
자의 측"(우에노 1998,125)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은
"듣는 자"와 그의 인터뷰 방법으로, 그것을 문제시하면서 피해증언을 의심했다.
이 ‘피해자 모델’론은 2010 년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한국어판 2013 년, 일
본어판 2014 년)가 만들어지는 길을 열게 되었다(김부자 2017). 알다시피 『제국의 위
안부』는 자기 주장에 유리하게 한국『증언집』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잘라내 역사
수정주의와 다름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저작이었지만, 우에노 등은 이 책을 ‘다양한
위안부’상을 그렸다고 극찬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에 가담하는 페
미니즘을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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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에서는, 일본사회에서 ‘ '위안부'피해 증언을 듣는 것’에 관해서, 우에노 치
즈코의 ‘피해자 모델’론을 사례로, 일본 일부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피해 증언을 ‘듣
고', 어떻게 역사 수정주의적 페미니즘에 결합했는지를 검증하고 싶다 1 . 이를 위해,
한국의 증언집이나 피해증언의 성립과 이것들이 일본에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피해
자 모델론’과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의 관계, ‘위안부’ 피해 등 성폭력 피해에 관
한 오럴 히스토리(이하, 구술사)를 미래로 전하기 위해서(계승하기 위해) 증언을 듣
는 일본 사회에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보인다.

1. 한국의 증언집·피해증언과 일본에의 소개
한국에서는 1990 년대에 학계에 구술사 이론이 소개되기 시작해서, 2000 년대에 활
발해지고, 사회에도 파급됐다. 그러나 ‘위안부’피해자의 구술사는 이러한 이론화·
사회화가 시작되기 전에 운동 상 필요에 따라, 1990 년대 초부터 조금씩 시작됐다. 젊
은 여성사 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정신대연구회’(현재: 한국정신대연구소, 1990 년 7 월
결성)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동년 11 월 결성) 등이 편집·간행한 『증언:강제
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전 6 권, 이하 『증언집』, 1993〜2004) , 및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전 2 권, 이하 『중국 편』, 1995,2003) 이 그 결실이다.
8 권에 수록된 증언자 수는 『증언집』 1 권 19 명, 제 2 권 15 명, 제 3 권 14 명, 제 4
권 9 명, 제 5 권 9 명, 제 6 권 12 명(총 78 명), 『중국 편』 1 권 10 명, 제 2 권 14 명(총 24
명), 총계 102 명이다. 이 이외의 증언집을 포함하면 (증언자는) 120 명 안팎에 이른
다. 등록된 피해 여성이 239 명(2018 년)이므로 절반의 구술사가 수록된 것이다. 100 명
이상의 성폭력 피해, 그 전사와 전후의 실상을 듣고, 문헌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구
체적이고 다양한 성피해를 밝혔던 역사적 의의는 헤아릴 수 없다 2 .
각 증언집의 편집 의도, 방법론은 일관되지 않았다. 예로 『증언집』6 권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1 권),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제 2 집)이라는 기도에 따라 , 3
권까지는 조사자가 인터뷰를 제 3 자의 시점에서 시계열로 재구성했지만, 3 권은‘보다
구술사적’이었다. 4 권에선 전환점을 맞았다. 4 권은 구술사전문연구자와 함께 구술사
방법론 훈련을 받은 다양하고 젊은 연구자가 증언 팀을 만들고 ‘묻기에서 듣기’로

1

오노자와 아카네(2017)는 우에노 치즈코 이외의 사례를 채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해자들, 일본에 거주했던 배봉기, 송신도를 추가하면
피해자 증언은 더 늘어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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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방침이 바뀌었다. 5 권은 ‘할머니(=피해자)의 연행 때의 공포와 불안’ 등의 ‘마
음에 주목’, 6 권에선 ‘위안부’의 “경험”에 주목하며 침묵도 ‘자기 표현의 방법’의 하
나로 인식하였다. 이런 『증언집』의 편집 방침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구술사의 발
전 과정이나 다름없다 (김부자 2010).

그러면, 이것들은 일본에서 어떻게 소개되었을까. 『증언집』 제 1 권이 1993 년에
한국에서 출판되자, 일본에서는 그 해에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가 번역,
출판했다 (발표자 또한 번역에 참여했다) . 『중국편』 1 권(1995 년)은 1996 년에 야마구
치 아키코(山口明子)가 번역 출판했다. 또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김부자 편집
으로 『미래의 증언: 남·북·재일코리아편』 (상 2006 년, 하 2010 년)이 번역, 간행되었
다. 이 두 권에는 『증언집』 제 1·2·3·6 권, 『중국편』제 1, 2 권의 다양한 피해 증언
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증언집』 제 4 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과 일본 내 피해자의 증언이 담긴 것도 특징이다.
다음으로 개인별 피해증언에 대해 알아보자.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가 선구적으
로 배봉기의 증언을 듣고 출판했다(1987)는 것은 특필할 일이었다 . 카와다는 1990 년
대에 송신도의 증언을 출판(1993)했다. 이 후 양징자가 송신도(1995)를, 모리카와 마
치코(森川万智子)가 문옥주(1996)를, 2000 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김부자가 하상숙
을, 김 영이 박영심(2000)을, 니시노 루미코가 박영심(2003)을 ‘재일위안부재판을지
지하는모임’이 송신도(1995)를, 다카야나기 미치코가 이용수(2009)를, 도이 토시쿠니
(土井敏邦)가 강덕경(2009)의 증언을 듣고, 출판했다. 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는 박순희, 이수산, 황선순, 안점순, 김복동, 이옥선의 증언을 듣고, 공개한 것도 빼
놓을 수 없다(2010~2017).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 조선,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
티모르 등 각국의 피해자들이 귀를 기울이고(일본정부 상대의 재판, 또 여성국제전
범법정이 있었던 것이 크다), 전쟁터에서 '위안부'를 직접 견문한 일본군 병사들에
대한 청취 등도 이루어져 각각 공간되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피해자 증
언집회의 책자, 증언을 수록한 TV 프로그램, 신문 기사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
이다 3 .
이처럼 1990 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상당수의 조선인’위안부’를 포함한 '위안부', 전
3

일본에서 출간된 ‘
증언집, 테레비/라디오 방송, 영상기록 일람’
은 나카노
토시오(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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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이 출판되고 소개되었다.

2. '피해자 모델’론과 한국여성운동 비판
앞서 언급했듯, 역사수정주의자, 그리고 우에노는 "증언집" 제 1 권(1993 년)을 사용
했다. ‘위안부’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주목되기 시작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증
언집이 번역, 출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언집 1 권은 우에노(1998 년)가 참고문
헌이나 본문에서도 유일하게 언급한 증언집이었다.
우선 우에노는 '피해자 모델' 상을 ‘연행할 때 처녀이고, 완전히 속았거나 폭력으
로 납치되어 도망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저지당했다’라고 설명한다(밑줄 인용자,
이하 동일). 이는 ①「순수한 피해자」상을 만들어, ‘여성의 순결을 요구하는 가부장
제 패러다임’의 공범자가 될 수 있고 ② 여기에서 일탈한 「불순한 피해자」 구체적
으로는 ‘연행 당시 매춘 경험이 있거나 빈곤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위안부’가 되고,
어렴풋이 알면서 이야기를 타거나 군표를 따로 모으거나 ’한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
워진다고 비판했다(우에노 1998,125 쪽). 즉, ①’피해자 모델’로서 「순수한 피해자」
상은 연행 때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②「불순한 피해자」상=연행때 임의任任
의 피해자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에노는 ‘피해자 모델’론으로 연
행 당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위안부'의 임의성과 자발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에노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밖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듣는 자의 측’(125 쪽)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모델’상을 만들어 낸 것은 "듣
는 자"의 듣기 방식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듣는 자"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
지만, 다음에 정대협(126 쪽, 128 쪽)임을 가리킨다. '피해자 모델'론 비판은 정대협 비
판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치닫는다.
우에노는 한국여성운동으로 ‘위안부’ 언설을 ‘민족주의적인 담론’(민족 담론)이라
며 다음의 세 가지 지점을 비판했다. '피해자 모델'론의 근본과 관련된 부분이다.

⑴ "강제와 임의의 구별에 근거한 창부 차별이다. 피해자 모델의 예에서 보듯이 강제성을 강조하
면 결과적으로 한국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일본판, p.129; 한국판, p.122.).
⑵ 일본인’위안부’와의 “국적에 따른 분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 “군대 성 노예 패러다임은
한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민족주의 담론 역시 가부장제 패러다임의 변종”
(일본판, pp.130~131; 한국판, pp.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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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민족 담론"의 배후에 "대일협력"이 잠재해 있음"을, 한국 내 민족주의가 현재로서는 그것을
표면화시키는 일을 억제하고 있지만……여전히 남아 있다(일본판, p.132;한국판, p.124).”

즉, 우에노는 한국여성운동(정대협)를 염두에 두고 ⑴ ’피해자 모델’상에 근거하여
조선인’위안부’ 연행 시 강제성을 강조하는데, ⑵ 그렇지 않은 일본인’위안부’와의
갈등(분리)을 만드는 "창녀 차별"이다. 그리고 "민족 담론"=가부장제 강화(정조의 강
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에도 동원된다고 주장했다. 즉, 성노예
를 주장하는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을 동원하기 위해 ‘피해자 모델’상을 따르듯,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밖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러
‘반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지점에서 우에노의 내셔널리즘이 나타난다.
특히 이상한 것은 ⑶ "(‘위안부’가) ‘대일협력자’로 간주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었다. 1990 년대 후반 인신 매매와 위안소 경영에 관여한 조선인을 ‘대일 협력자’
로 보기는 해도 ‘위안부’ 여성을 ‘대일 협력자’로 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당
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안부'의 '대일 협력'을 시사한 의도는 무엇인가. 대
일 협력의 강조는 ‘위안부’도 일본측에 협력한 가해자였다는 측면을 이끌어내기 위
함으로 보인다(나중에 박유하가 조선인 위안부의 대일협력을 강조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런 한국여성운동을 상정한 ‘피해자 모델’론은 "창녀 차별"·가부장제에 민감한
일본과 한국의 많은 페미니스트 등에 일정한 공감을 부르며, 한국의 "반일 내셔널리
즘"비판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페미니스트나 지식인 등의 동원에도 영향을 줬다(이
와사키·오사 2015 등).

3. ’피해자 모델’론과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
그러나 『증언집』 1 권(1993 년)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우에노의 ‘피해자 모델’론
은 다음과 같이 요점이 빗나갔다.
첫째, 우에노 ’피해자 모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행 당시 처녀로 완전히
속거나 폭력으로 납치돼 도망갔으나 저지당했다’고 추상적으로 말할 뿐, 누구의 어
떤 증언을 가리키는지, ‘듣는 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예시가 없고, 근거 또한 제
시되지 않았다.
본래라면 '피해자 모델'론의 비판대상은 정대협이므로 '듣는 자'=정대협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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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비판하기 위해선 정대협이 관여했던 『증언집』1 권을 비판해야 하는데, 실
제로는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우에노가 『증언집』 1 권을 읽은 것은 5 장
“‘매춘’

패러다임”에서

‘19

명의

‘증언’에

의하면

금전을

얻은

세

명[정대

협,1993,p.116)’ 등의 기술에서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에노는 정대협이 ‘듣는 자’가 되
어 ‘피해자 모델’론을 만들어낸 것처럼 시사한다.
둘째, 그러나 『증언집』 제 1 권 ‘듣는 자’는 정대협이 아니라, 젊은 연구자 모임
인 ‘정신대 연구회’였다 4 . 우에노는 또 정대협의 성명서를 '민족 언설'의 근거로 삼았
으나, 성명서와 『증언집』제 1 권은 별개이다.
셋째, 이 제 1 권은 우에노가 말하는 「불순한 피해자」를 ‘배제’ 하지 않고, 숨
기지도 않는다. 제 1 권은 19 명의 피해자 증언을 수록하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인 문
옥주는 위안소에 2 번을 갔다. 그는 2 번째 갈 때 "이미 버린 몸이니까(だめにされた
身体だから)"라고 간접적인 동의를 하고(=우에노는 ”어렴풋이 알면서도 교섭에 응했
다”라 표현), 미얀마의 위안소로 가서, 우에노가 말하는 “군표를 그렇게 모았다”는
‘불순한 피해자’의 사례이다. 우에노는, "5. 매춘 패러다임" 장에서 문옥주의 증언을
논하면서도(117 쪽), 어째서 ‘피해자 모델’론에선 문옥주의 증언을 무시하는가. 마찬
가지로 김학순의 증언에서도 ‘위안부’가 되기 전에 2 년 간 평양기생학교에 있었지만,
이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5 .
또 우에노는 ‘피해자 모델’이 아닌 피해자를 “가난과 부모에 의한 계약, 지방 깡
패의 강요, 인신매매업자의 유혹이나 사기 같은 행각”(176 쪽)이라 설명한다. 흥미롭
게도 1 권 피해증언은 "인신매매업자의 유혹이나 사기 같은 행각"(김덕진(가명), 이영
숙, 하순녀, 오오묵, 문필기, 이용수, 이옥분, 이순옥(가명), 이득남(가명), 이용녀, 김
태선(가명)), “지방 깡패의 강제”(황금주, 최명순(가명))뿐이고, 그 배경에는 "빈곤"이
4

증언집 1 권(번역판)에서 윤정옥이 발행사에서 ‘
정신대연구회 회원들의 반복된 질문’
등의 문구가 있고, 안병직이 ‘
조사에 참가하며’
, 고혜정(정신대연구회편집장)은
‘
일본어판의 발간에 대해’혹은 정리자의 이력, 후기를 보면 정신대연구회가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윤정옥(당시 이화여대 교수)는 정대협 공동대표였으나
정대협 결성(1990 년 11 월) 이전 1990 년 7 월에 젊은 대학원생과 함께
정신대연구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했다. 이후 1991 년 8 월부터 김학순 등의 당사자가
커밍아웃하고 1992 년 6 월부터 안병직(당시 서울대교수)이 함께 하여 증언집 활동을
주도했다. 인터뷰 서술 방법과 관련하여 윤정옥과 안병직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
‘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는 안병직의 방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야마시타(2018)을 참고
5
단 당시 김학순이 기생학교에 다녔던 것은 역사수정주의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
매춘’
과는 다르므로 기생학교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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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거론된다. 즉, 『증언집』 1 권은 ‘피해자 모델’상에서 벗
어난 피해자만 있다.
이것은 『증언집』 1 권 번역 “후기”에도 “19 개의 사례를 보면 누구나 강제 연행
이라 인정하는 경우는 아마 5,6 건에 그칠 것이다. 기타 다수는 ‘취업 사기’에 의한
연행이다(341 쪽)”라고 쓰여져 있다.
게다가, 우에노 자신이 "5. 매춘 패러다임" 장에서 ‘한국의 증언자 19 명 중 ‘취업
사기’는 12 건(정대협 1993, p.116)라고 쓰는 것이다. 『증언집』 1 권에는 ‘피해자 모
델’이 거의 없다, 즉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없었기에 우에노는 그 근거를 제
시하지 않는다. 아니 제시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와 같이, "듣는 자"를 잘 못 제시하
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피해자 모델’론은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에노

는 종래의 역사수정주의자와는 다른 방법, 즉 페미니즘(가부장제 비판)을 사용해 역
사수정주의를 실천하였다.
하기야, 우에노의 비판과는 다른 의미로, 『증언집』제 1 권의 인터뷰 방법, 한국
사회의 ‘위안부’상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 권은 "진상 규명"(안병직)을 목적
으로, 듣는 자가 피해여성에게 ‘위안부’가 된 경위와 위안소에서의 피해에 따른 질
문 방식으로 이뤄져 연구자가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드시 피해여성의 심정과 인생
속의 피해의 의미를 밝혔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해의 실태는, 강제만이 아닌
다양성이 있었던 것이며, 그 후 『증언집』의 청취 방법을 자기 검증하면서 발전시
켜 간 것은 주지한 대로다. 단, 『증언집』8 권에는 다양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겼
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위안부' 표상 6 그것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우에노는,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2014 년)에서 그려진

'위안부' 상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즉 자발적인 '위안부'를 발견했다. 우에노가 한국 여성운
동 측에 소거되었다고 주장하는 「불순한 피해자」상을 전면적으로 제시한 것이
『제국의 위안부』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증언집』 1〜5 권의 증언을 자기 맘대로
문맥을 무시하게 잘라내 ⑴ 조선인’위안부’은 "매춘"와 같은 구조에 있는 자발성을
가진 존재라고 강조하고 ⑵ 징집 당시 10 대 소녀가 많았다는 조선인’위안부’의 특징
을 부정, 한국여성운동의 창작물이라 하면서, 동시에 일본인’위안부’는 성인인 경우
가 많고, "애국심"을 가졌다는 특징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특징들을 무시하고 한없이
6

조선인’
위안부'를 그린 「귀향」(2016 년), 「눈길」(2017 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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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시키고(역자: 비슷하다 여기고) 그리고, ⑶ 조선인’위안부’의 대일협력, 병사들
과의 ‘동지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⑷’위안부’의 실태를 "성노예"라는 기존 연구를
부정, 새로운 조선인’위안부’상을 만들어 냈다. 우에노가 말한 '위안부'에서의 '대일 협
력' 언설, 박유하가 말하는 ‘동지적 관계’는 성폭력 피해에서의 '합의' 언설이라 할 수 있
다. 둘은 다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푸는 언설이다.

우에노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 미디어는 『제국의 위안부』가 제시한 위의 특징
을 가진, 즉, ‘성노예’가 아닌 조선인’위안부’상을 모두 "다양성"으로 찬양했다. 그
러나 치명적인 것은 이 책은 역사수정주의자 정도로 허술하게 쓰여져 신뢰성이
떨어진다(김부자, 이타가키 류타 2018; 정영환, 2016 등).
이처럼 우에노의 ‘피해자 모델’론은 근거 없이 조선인’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고 한국의 여성운동을 ‘반일 내셔널리즘’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일본군-일본정
부에 의해 식민지지배나 침략전쟁, 민족차별-여성차별, ‘위안부’제도가 입안〜실행된
것보다, 한국의 여성운동이나 여론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한다는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의 가면을 쓴 역사수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나가며 ~ 성폭력피해의 구술사를 미래로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증언집』은 일부이긴 하지만 번역돼 일본 독자에게 전달되었다. 일본 시
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기는 했지만, 역사수정주의
자들의 심한 공격을 받았다. 더욱이 일부 페미니스트는 한국『증언집』을 읽었는데
이것을 근거하지 않고, 허구로 ‘피해자 모델’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수정주의에 가담
했다. 한국의『증언집』은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로 가득찼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국의 위안부』와 같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선 칭찬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 사회는, 조선인‘위안부’ 생존자의 피해증언을 "듣는다"
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인'위안부'란 식민지주의, 가
부장제, 계급 등 복합적인 산물이지만, 일본사회에서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
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일원주의로는 모자라며 식민지주의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
등 사회적 역사적 문맥) 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시각이 필수적이다. 우에노 등 일부

페미니스트에겐 후자가 누락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인 피해자 중 왜 성 경험이 없
는 10 대 소녀가 많았는지는 당시 식민지 지배나 일본군의 성병 대책에 대한 이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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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파악할 수 없는데, 이를 현재 한국여성운동의 "순결주의"에 만 원인이 있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김부자 2017). 일본의 일부 페미니스트는 내셔널리
즘에 묶여서 포스트 콜로니얼도 트랜스내셔널도 아닌 것이다. 증언을 듣는 일본 사
회가 문제시되는 것은 인권 의식과 함께 식민지 지배 〜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
이다.
우리는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을 극복하고 '위안부'생존자가 말하려 했던 이야
기, 그 삶과 사람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회적 역사적 문맥을 밝히면서 그들
을 역사에 남긴 채 미래로 보내고자 한다. 그래서 작년, '묻기에서 듣기'로 방법론을
전환한 『증언집』 4 권을 편집한 양현아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고, 이 책을
번역 출판 하는 방향이다. 또 한 〜 일 연구자· 활동가에 의해서 ’위안부’문제, 기지
촌 문제, 성인비디오(AV) 출연 강요, 10 대 여성의 성폭력 성매매 문제에서 ‘듣기’
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성폭력피해를 듣는다--위안부’ 증언에서 오럴 히스토리에 』
(가제)의 출판 준비를 하고 있다.
'위안부' 증언이 한국· 일본에서 어떻게 들으며 쓰였는지,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듣고' 받아가는지를 다시 검증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운동뿐 아니라 구술사연구의
진전, 일본 사회의 '위안부' 문제 이해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번역: 김부자, 번역점검: 백시진）
*번역점검을 해준 백시진씨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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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どう向き合うか」中野敏男ほか編（2017）
金 富子（2010）「韓国併合」100 年と韓国の女性史・ジェンダー史の新潮流」『ジェンダー史学』
第６号.
―― （2017）「上野流フェミニズム社会学の落とし穴――上野―吉見論争とその後を振り返る
――」『商学論叢』第 58 巻 5・6 号.
金富子・板垣竜太責任編集(増補版 2018) 『Q&A 朝鮮人「慰安婦」と植民地支配責任』御茶の水書
房.
鄭栄桓 (2016) 『忘却のための「和解」——『帝国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世織書房.
中野敏男ほか編（2017）『「慰安婦」問題と未来への責任』大月書店.
朴裕河 (2014) 『帝国の慰安婦』朝日新聞出版.
山下英愛 （2018）「韓国の「慰安婦」証言聞き取り作業の歴史――記憶と再現をめぐる取り組み」
上野千鶴子ほか『戦争と性暴力の比較史に向けて』岩波書店.
◆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한국의 증언집（以下のリストは、中野敏男ほか編（2017）より）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証言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従軍慰
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明石書店、1993 年.
・ 同上『中国に連行された朝鮮人慰安婦』三一書房、1996 年.
・ アクティヴ・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編 西野瑠美子・金富子責任編集『未
来への記憶
0 年.

アジア「慰安婦」証言集Ⅰ・Ⅱ

南・北・在日コリア編上・下』明石書店、Ⅰ2006 年、Ⅱ201

◆조선인 피해자 개인마다의 증언 청취 기록 등 (일본어로 읽을 수있다)
・川田文子『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筑摩書房、1987 年＊裵奉奇の聞き取り.
・川田文子『皇軍慰安所の女たち』筑摩書房、1993 年＊宋神道の聞き取り.
・梁澄子「在日韓国人元「従軍慰安婦」宋神道さんの 70 年」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
ーク企画、金富子・梁澄子ほか著『もっと知りたい「慰安婦」問題』明石書店、1995 年.
・文玉珠(語り)、森川万智子(構成と解説)『ビルマ戦線楯師団の「慰安婦」だった私』梨の木舎、
初版 1996 年、新装増補版 2015 年.
・VAWW-NET Japan 編、金富子・宋連玉責任編集『慰安婦・戦時性暴力の実態Ⅰ』緑風出版、2
000 年 河床淑（金富子）、朴永心（金栄）の聞き取り調査含む.
・西野瑠美子『戦場の「慰安婦」拉孟全滅戦を生き延びた朴永心の軌跡』明石書店、2003 年.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編)『オレの心は負けてない 在日朝鮮人「慰安婦」宋神道のたた
かい』樹花舎、2007 年.
・李容洙・高柳美智子『わたしは日本軍「慰安婦」だった』新日本出版社、2009 年.
・土井敏邦『”記憶”と生きる: 元「慰安婦」姜徳景の生涯』大月書店、2015 年.
◆요시미 요시아키 씨가 청취 한 증언 시리즈
・吉見義明「ある日本軍「慰安婦」の回想：朴順姫さんからの聞き取り」『中央大学論集』31号、2010年.
・同「ある日本軍「慰安婦」の回想（2）：李秀〔守〕山さんからの聞き取り」同前32号、2011年.
・同「ある元日本軍「慰安婦」の回想（3）：黄善順さんからの聞き取り」同前34号、2013年.
・同「ある元日本軍「慰安婦」の回想（4）：安点順さんからの聞き取り」同前35号、2014年.
・同「ある元日本軍「慰安婦」の回想（5）：安点順さんからの聞き取り②」同前36号、2015年.
・同「ある元日本軍「慰安婦」の回想（6）：金福童さんからの聞き取り」同前37号、2016年.
・同「ある元日本軍「慰安婦」の回想（7）：李玉善さんからの聞き取り」38号、20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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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8
이주와 지역공동체
Migration and Local Community
사 회: 유철인(제주대 철학과)
Chair: YOO Chul-in(Jeju National University)
1) 산업단지 주변지역 이주민과 지역공동체
Migrants and Local Communities around Industrial Complex Areas
신난희(대구가톨릭대 다문화학과)
Shin Nanhee(Daegu Catholic University)
2) 초국적 이주,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내적 갈등: 한국 이주노동자의 구술생
애사 연구를 통하여
Transnational Migration, Encounters, and Internal Tensions between Migrant
Workers and Local Residents: A Oral History of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박선영(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PARK Sun-young(Chung-Ang University)
3) 파키스탄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문화적 경계 넘기: A씨의 지역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Crossing Cultural Boundaries by Korean Women Married to Pakistani
Muslims: Focusing on Community Activities of Ms. A
이승연(화성시사편찬위원회)
LEE Seung-yeon(Hwaseong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산업단지 주변지역

이주민과 지역공동체
2019년 06월 01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신난희

문제제기
• 일상세계에서 이주민의 실제적인 지역 기여와 주민화 진행 중
•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한 도구적 관계성 강함
• 전통 지역공동체와 이주민은 어떻게 상호 적응과 변화의 역동을 형성하는가
• 산업단지 주변지역 조건에서
행위 주체의 이해와 욕망은 어떤 생존 전략과 실천을 생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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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 산업단지 주변 지역공동체 양상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통적 지역공동체(북부정류장)
산업지형이 변화하며 위축되기 시작한 지역공동체(구미산업단지)
산업구조와 지역 조건이 변화하며 활성화 되는 지역공동체
(천안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 이주민의 사회적 존재 양상
학생에서 노동자로, 노동자에서 학생으로, 주부에서 노동자로, 합법에서 미
등록으로,

*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관계 양상
경쟁 관계(예: 건설영역, 서비스영역), 협력 관계(농어촌영역, 3D제조업영
역, 소비영역), 선택적 보완관계(결혼이주가족영역)

연구과정
•

2019년 2월 ~ 5월 경기도와 대구경북지역 신업단지 주변지역 현장 답사

•

2019년 2월 화성 산업단지 주변지역 선주민 사전 인터뷰 – 진행 안됨

•

2019년 4월 경북 구미 산업단지 주변지역 현장 답사

•

2019년 5월 천안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리디아 만남, 인터뷰 2회 진행

•

2019년 5월 진량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권은희 만남, 인터뷰 2회 진행

•

2019년 5월 대구경북지역 건설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선주민 만남, 인터뷰 진행

•

2019년 5월 건설인력팀 운영 레오 스토리 이해 위해 달성산업단지 주변지역(논공읍) 현장 답사

•

2019년 5월 대구지역 이주민지원센터 실무자 2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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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산업단지

https://youtu.be/bvPpmZR3KzQ?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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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 농경단지

논공읍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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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레오
•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배움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옴
• 달성산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시작함
•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건설인력팀 구성
•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임금의 1/4을 수수료로 받음
• 팀 임금을 일괄하여 수령, 본국에 송금 업무를 총괄함
• 독실한 무슬림, 한국에서 본국 출신 여성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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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원주민 강유철과 김진성
강유철 :
건설업 인력관리 반장
대학생 자녀
주 52시간 근무제 수입 피해
이주노동자 입국 반대
김진성 :
학원 운영
초등생 자녀
생태생명운동
이주노동자 영주권 허용

카르키즈스탄 이주노동자 리디아

•

키르키즈스탄에서 한국어학과를 나옴

•

세종학당에서 교사로 활동

•

동생들 공부시키고 가정 경제를 돕기 위하여 해외이주 결심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식품공장에서 일함

•

문 만드는 공장으로 직장 옮김

•

한국사람과 거의 교류할 시간 없음, 모국에서 돌봐주던 선교사와 교회 사람들과 만남

•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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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업단지 지역주민 김은경
• 결혼 이후 구미산업단지로 이주
• 의류 매장 수십 년 운영
• 주력 기업의 공장 이전으로
산업단지 위축 경험
• 업종 전환 고민하는 중
• 해외생활 경험에 비추어
이주민 이해 깊음
• 이주노동자 영주권 허용 주장

진량산업단지 이주민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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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출신 이주노동자 권은희
아는 언니 주선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
남편의 이상 심리문제로 두 아이를 낳고 이혼을 결심
생계 문제로 일자리를 찾음
임금이 너무 적고 일이 많지 않아, 혹은 고용보험 문제로 전업
현재 일자리로 정착
사춘기 자녀 걱정이 가장 큰 고민
한국사람과 거의 교류할 시간이 없음,
시댁 식구와 가끔 만남
학교 선생님도 만난 적 없음

이주민지원센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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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지원센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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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주변지역은
혐오와 호의,
거부와 인정이
상호 충돌하며
새롭게
성장해 가는
융합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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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이주,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내적 갈등: 한국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박선영(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
1. 들어가며
1970년대 자본주의 경제침체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
의 이동, 즉 초국적 이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국 역시 1990년대부터 국내로 이
동한 초국적 이주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2006년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2%를 차지하는 소위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 3월 현재 법무부에 따르
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2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약 4%에 해당되는 인구다.
초국적 이주는 자본·상품·서비스의 이동과 달리 계급, 젠더, 인종, 문화, 종교, 언어 등
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본국과 이주국에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야기
하며,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파장을 형성한다. 또한, 그
에 수반한 여러 사회현상들로 인해 사회공간적 변화가 발생하고, 한국의 경우 해외 순인구
유출국, 단일문화·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의 틀이 깨지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초국적 이주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변화들을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통
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주노동자의 생애를 통해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연
구자의 편견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과 조우했을 때 직면한 문제를 드러내
고자 한다. 즉, 초국적 이주라는 구조적 상황속의 행위자인 이주자와 그(녀)가 이주해온 사
회와의 조우와 충돌의 내용을 이주자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동시대성을 가지고 살
아가는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국적 이주가 일상화된 시대에 한국사회가 맞부딪힌
현실을 미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회학자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층위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고찰하고 이해하고자 했지만, 이주노동
자를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 흔히 갖는 편견과 국민국가적 정체성의 한계
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인터뷰 내내 이주노동자의 삶을 “이해하고자” 주의를 기울였지만,
연구자의 내면과 충돌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주노동자는 “나와 다르
지 않은 존재”, 동등한 주체라고 연구자 스스로가 “다짐”했던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으며 여전히 남아있는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얼마나 더 만나야할지 모른다
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 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구술생애사 연구방법과 구
술자를 소개하고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 분석 시 전제로 삼고 있는 연구의 시각을 밝힌
다. 3장에서는 구술자가 초국적 이주를 감행한 배경과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송출국의 사회
적·경제적 상황과 국가 간 임금 차이,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초국
적 이주의 구체적 일반성의 맥락을 확인한다. 4,5,6장은 본 글의 본론으로서 구술자가 이주
후 겪은 선주민들과의 갈등과 정착과정에서의 전략 및 정체성의 내용, 그리고 초국적 이주
의 삶의 지향을 분석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의 내용들
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초국적 이주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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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라는 맥락 하에

구술생애사 분석을 정리한다.

2. 구술생애사 연구방법과 연구의 전제
1) 연구 방법 및 구술자 소개
특정 시대의 특정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그 사회 그 시대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경제
질서, 정치 질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치와 제도를 수용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개인
은 생애시간 동안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
에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이력, 즉 생애사를 만들어 간다. 이 전개 과정에서 특정한 역
사적 유산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생애사적인 선(先)규범들은 개인의 경험과 행위의 ‘발현
적 산물’(emergentes Produkt)로서 생애사의 내용이 된다(Fischer & Kohil, 1987: 27, 이희영
(2005) 129쪽 재인용). 따라서 사회변동을 경험한 사회구성원의 생애체험은 사회변동의 동인
과 전개과정 그리고 개인의 행위지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생애
사는 개인의 삶의 이력·흔적으로써, 특정 사회의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사회가 상
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구성물이다. 개인은 사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바로 역사가
되며 역사와 동시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물이 생애사인 것이다. 또한, 생애
사는 특정 시대의 특정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만들어 낸, 개인이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녹아 있는 체계인데, 우리는 생애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
험과 경험에 의미부여하는 질서들,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동시에 주체적인 의미부여로
구성된 경험조직과 행위지향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사회의 개인과 그 사회의 질
서가 만들어낸 창발적인 구성물인 생애사는 개인과 사회 혹은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는 매개
물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의 동력과 변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구술생애사는 남성, 엘리트, 지배집단, 중앙중심의 연구가 아닌, 여성, 민중, 소수자,
지역중심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Popular Memory Group에 의하면, 구술사는 공식적인 역
사와 비공식적인 역사사이의 긴장상태에서 평범한 사람들, 피지배층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세계를 복원한다. 구술생애사는 문헌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즉 피지배
자, 여성, 소수민족 등의 삶의 이야기를 그것도 다수의 목소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다수의 목소리들은 지배적·사회적 담론 속에 의해 침묵되어진 삶의 현실이고, 또한 간과되
어질 수 없는 인간의 삶의 부분들이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라는 구조적 상황속의 행위자인
이주자와 그(녀)가 이주해온 사회와의 조우와 충돌의 내용을 이주자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
조화하고, 동시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국적 이주가 일상화
된 시대에 한국사회가 맞부딪힌 현실을 미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구술생애사
방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구술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구술자(연구참여자)가 밀접하
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과 자아에 대한 성찰은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글렌슨, 2008; 크레스웰, 2017; Gilbert, 2001). 따라서 연구자가 구술자와
의 인터뷰 등 상호작용 통해 알게 된 그들의 생애 분석 시 연구자가 그들의 생애에 갖는 해
석, 평가, 감정에 대해 분석하고 그러한 연구자의 해석들과 반응 등이 왜 발현되는지를 분
석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 과정은 연구자의 감정, 편견, 고정관념, 기존에 축적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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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체험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연구자가 가진 주관성 및 사
회적 정체성을 상대화해내고 구술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이 글의 주제인 초국적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인종, 종족성(ethnicity), 종
교 등 사회적 정체성이 연구 과정에서 관여하며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윤택림, 2004;
Denzin and Lincoln, 2014) 또한, 그 연구현장 자체가 ‘접경지대’(contact zones)로서 국적,
인종, 종족성, 종교, 생활양식, 세계에 대한 인식 등 연구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어떤 질적 연구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 있다. 이 접경지대에서 연구자는 특정한 입
장과 관점을 가진 “입장지어진 주체(positioned subject)”(로살도, 2000: 37)이며 구술자 역
시 분석하는 주체로서 연구자의 해석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상관된 지식”(로살도,
2000: 320-1)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이 접경지대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상호작용하며 상관
된 지식을 생산하는 현장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견고한 경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형성해 온 사람들에게 “접경지대 히스테리”(로살도, 2000: 68)를 불러일으키는 현장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초국적 이주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이 전개되면서 나타나
는 이러한 접경지대 히스테리의 내용을 분석하고, 왜 연구자에게 그런 히스테리가 일어나는
지, 그 내용은 무엇이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만난 이주노동자 쿠마일(가명) 씨는 파키스탄 남성이며, 그는 고용허가제1)
를 통해 2012년 7월 25일 한국으로 왔다. 그를 소개 받은 건 ‘인천 서구 민중의 집’ 회원
을 통해서였으며, 섭외 기준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이주노동자였다. 질적 연구에서 구술자를 선정할 때 대표성과 인터뷰 인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론적 설명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해석에 의해 실재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구술생애사 연구는 특정 시대, 특정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그 사회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진 구체적 생애를 통해 그
사회변동의 동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개인의 행위지향의 변화를 분석하고 하나의 사례를 유
형화함으로써 학문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구술생애사 연구는 사례의 일반성 내지는 대표
성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하고 있다. ‘구체적 일반성’이란, 구체적 개인의 생애사가 개인
의 생애사인 동시에 그 사회를 드러내는 잠재테라는 것을 강조하고, 한 개인의 구술생애사
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의 구술생애사는 구체
적 일반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현상과 그 변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을 선정
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 수에 있어서도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없다.
쿠마일 씨와의 인터뷰는 2018년 7월(2회)과 8월, 2019년 5월에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2003년 8월 국회 통
과되어 2004년 8월 17일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렸던 산업연수생제(1993년 11월
도입)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9년 현재 동남·서남아시아 16개 국가와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이주노동자들을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
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제한, 업종 이동제한, 고용주에 귀속된 재고용 권
한, 최장 4년 10개월(취업기간 3년과 재고용기간 1년 10개월)의 단기 체류 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노동에
가깝다. 4년 10개월이라는 체류 기간은 외국인들의 국내 연속 5년 체류 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정해진 최장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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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터뷰는 2시간동안 이뤄졌다. 첫 번째 인터뷰는 인천 서구 민중의 집에서 진행했으며,
당시 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여서 큰 딸과 함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인
터뷰는 그가 거주하는 인근 시장인 인천 거북시장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구술자와 연구
자 단 둘이였다.
2) 연구의 전제: 시공간적 거리두기 인식론 비판
쿠마일 씨는 1987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고향 라호르를 이야기
할 때 파키스탄의 두, 세 번째로 큰 도시2)라고 소개하면서 핸드폰을 열심히 검색하여 사진
을 보여줬다. 사진 속의 라호르는 방송매체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출
신국가 풍경들과 달랐다. 미디어에서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로 소개되어왔던 “가난하고 발
전이 덜 된 미개한 사회” 즉, 세계체제 내에서 ‘주변부’ 국가가 가진 특성들이 부각되
고, 그 곳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의 빈곤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존재로 간주되곤 한다
(김초희·김도연, 2018; 홍지아·김훈순, 2010; 김원, 2005). 필자는 쿠마일 씨가 자신의 고향
을 보여주겠다며 사진을 꽤 오랜 시간 공들여 찾는 동안 무엇을 그리 보여주고 싶어 찾는지
의아했다. 사진을 보기 전까지 필자가 생각한 그의 고향은 농촌이나 낙후된 전근대적 공간
이었다. 그러나 쿠마일 씨가 보여준 그의 고향은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고, 메트로폴리탄
시티의 밤거리와 흡사한 멋진 도시풍경들이었다. 물론 그가 현대적 건물과 잘 계획된 도시
경관만을 골라 필자에게 보여준 것일 수 있지만, 그동안 ‘상상된 관념’으로 자리 잡힌 전
근대적인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자들의 나라와는 사뭇 달랐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국경을
넘어 온 인천과 라호르는 비슷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서구가 오리엔탈리즘으로 표현
되는 이념적 시각에서 아시아를 재현한 것처럼 국내의 대중매체 역시 이질적인 타국—특히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식민화”해왔고(심훈, 2012: 189), 그 관념은 필자에게도 각인되어 있
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설사 쿠마일 씨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서구적 근대화가 되지 않은 농촌의 모습을 뛴 곳
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주자들에 대한 동시대
적 감각을 잃은 채 다른 나라 문화를 한국의 옛날 모습 또는 1970년대 모습과 같다고 말하
면서, 마치 그 나라의 문화를 '낙후되거나' 발전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처럼 취급하는 ‘시
공간적 거리두기 인식론(allochronic distancing)’에 빠지곤 한다. 시공간적 거리두기 인식론
이란 다른 나라 문화권의 사람을 자신과는 다른 시간·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매울 수 없는 문명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믿는 인식론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다른 나라 사람
을 무시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거리두기는 두 집단 사
이의 평등한 교류와 문화 간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무엇보
다 타문화권 사람들이 자신과 21세기를 살아가는 동시대적인 존재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이
다(김현미 2015: 75-6).
이러한 인식론 하에서 이주 연구와 사회적 담론들은 이주민의 적응 혹은 차별의 양상을
다루거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동화되어 가는지에 초점을 두며, 종종 적응·
2)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세 번째로 건설된 도시이다. “옛 무굴제국의 수도였고, 파키스
탄의 중심지인 펀자브 주의 주도이다.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상징적인 수도라면 라호르는 경제, 문화, 교
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인도 대륙을 통일했던 무국제국이 번창했을 때는 라호르가 유럽의 유명한 도시
보다 더 발전하고 화려했다. 그래서 ‘라호르보다 아름다운 도시는 라호르밖에 없다’, ‘라호르를 보지 않으
면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진우석, 2010: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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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실패의 전형으로 ‘이방인’들의 범죄를 도시의 병리적 측면으로 다루어 왔다. 즉, 이
주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간주하거나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곤 한다. 이러한 이주
자들을 둘러싼 인식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수직적 공간 사고에 대
한 거부와 ‘내부’ 혹은 ‘외부’라는 동심원적 관점의 개념적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요구
된다. 또한, 각국의 다양한 문화, 가치, 생활양식, 종교, 사고방식, 제도를 포함한 여러 층위
와 과정들이 동시적으로 상호 얽혀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이주국의 현재는 이주자 본국의
미래’라는 근대화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국제질서에 대한 관계론적 사고를 전제해야 한
다.
3. 초국적 이주, 국가 간 임금 차이로 인한 이주노동 감행과 직업 지위의 불일치
쿠마일 씨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20여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려줬다. 그는 5남 2녀 중 첫째 아들로 그의 원가족은 누나 2명과 남동생 4명,
부모님으로 9식구였다.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부모가 공
부 못해가지고 애들을 꼭 공부시키고 싶다 해서 부모가 너무 노력 많이” 해서 누나들 모두
대학을 나오고, 작은 누나는 “의사선생”이 되었다. 본인 역시 회계 대학을 졸업하고 MBA
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식구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는 공부 못 시킨다”는 아버
지의 말씀에 회계사로 취직을 했다. 취직 당시 실질적 가장3)이었기 때문에 퇴근 후 회계학
원과 학생 과외 등 부업으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며 당시(2008년~2011년) 원화로
30만원 가량 벌었다. 그의 월 수입은 파키스탄에서 9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돈은 아니었으나 돈을 모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가 한국으로의 이주노동 정보를 알게
된 것은 2011년 당시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의 형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후배
역시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부터였
다. 그는 후배를 통해 한국에 가면 한달에 15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돈은 파키스탄에서 9식구가 5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 “너무 많이 버
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게 되었고, 한국으로의 이주노동
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어렵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긴 했지
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내러티브가 쿠마일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다. 그의 내러티브는 초국
적 이주를 촉발시킨 파키스탄의 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준다. 그는 가난한 집의 장
남으로 태어나 9식구를 먹여 살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을 감행한다. 전
문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졸업 한 누나들이 있었지만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파키스탄의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9식구 중 돈을 벌었던 것은 그 혼자였다. 그리고 파
키스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월수입의 5배나 되는 한국의 경제수준 및 임금체계
3) 쿠마일 씨의 누나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더욱이
파키스탄은 남성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무조건 살림”을 한다. 공부를 잘해도 “그냥 집에
만” 있는데, “만약 살 수가 없으면 그 때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이 돈 버니깐 보통 여자들이 집에
만 있고 밖에 못 나간다고 한다. 파키스탄의 무슬림 연구(김준환, 2009)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사
회에서 “여성들의 선천적 성향은 남편,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과 딸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여 남성들의 선천적 성향은 아내, 어머니, 형제, 또는 아들과 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의미한
다”(크르데미리, 2005: 77).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알라(Allāh, 유일신 하나님)가 부여하신 선천적인 성향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피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가정
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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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에게 국경을 넘어 이주를 감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이동
은 국가 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글
로벌 자본주의는 국가 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본을 쫓아 노동(자)이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쿠마일 씨의 경우 고용기회보다는 임금 차이에 의한 이동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쿠마일 씨는 출신국에서 했던 일의 경력과 무관한,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진 일을
해야만 이주가 가능했다. 초국적 이주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국가 간 위계 속에서 불평등한
관계로 조직된 국가들 사이의 거대한 구조적 연계성이 만들어 낸 송출국과 유입국의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촉발된다. 따라서 송출국 파키스탄과 유입국 한국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이 내보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양국의 위계적 경제관계로 인해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과 파키스탄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 송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06년에
체결했다.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파키스탄 노동부 산하의 OEC(해외고용법
인)를 송출기관으로 명시하고,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18~40세),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앞서 고용허가제를 서술하
면서 문제로 지적한 노동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노동자의 자진 귀국 담보 보장 등 파
키스탄 정부의 기본적인 노동자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4).
이러한 양해각서에 따라 쿠마일 씨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기 위해 치러야 할 첫
번째 관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이었다. 2011년 파키스탄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파키스탄인 오천 명을 접수받기로 했다. 시험 합격은 나중 문
제이고, 응시 접수를 못하면 이제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그는 당시 접수자가 만 삼
천 명이 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쿠마일 씨는 다행히 시험 접수에 성공해서 오천 명의
대열에 낄 수 있었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자격을 한 번에 획득했다. 그가 시험을 준비한
지 21일 만에 시험날짜가 잡혔으나 200점 만점에 180점을 받아서 시험을 치른 반에서 일등
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합격했음에도 기초적인 인사말조
차 할 수 없었으며 한국말은 한국 이주 후 여성들과 채팅을 통해 배웠다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검사 결과 이후 추려진 구직자 명부가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된다. 이런 정보에 근거하여 한국의 기업주는 고용할 사람을 구직자
명부에서 선택한다. 이후 근로계약서가 송부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에 올 수 있다.
“다행히” 쿠마일 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계사 일을 그만둔 지 7개
월 이후의 일이었다.
쿠마일 씨처럼 한국인 고용주가 선택한 사람은 운이 좋아 한국에 가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자체를 접수를 못하거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
준비자들이 엄청나다. 쿠마일 씨와 함께 준비했던 회사의 후배는 아직까지도 한국에 들어오
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는 “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초국적 이주노동
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기간이 길다보니 불평등한 고
용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
4) 「파키스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파키스탄 노동자 고용허가제 따라 합법적 취업 가능”, 『매일노동뉴
스』, 200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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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시아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
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에 고용이 허가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
아 일하게 된다.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한해서
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육체노동이라는 업종 특성상 이전 경력은
중요치 않게 여겨진다. 한국에 오기 전에 회계사였던 쿠마일 씨 역시 회계 경력과 무관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면접자: 처음으로 공장에 가서 일해보신거죠?) 네, 회계소에서만 회계사 일했었으니까.
제 사무실에 컴퓨터 있고 전화기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4명 있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 공장에서 일하게 됐죠.
제가 어떤 회사에서 회계사 일하고 있었는데 제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명이었어
요. ... 일은 그대로. 하던 대로. 일은 뭐 쉬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지금 여기
까지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요. 일은 원래 힘들어요.
저는 5년 정도 회계사였어요. 회계사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자에만 앉
아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앞에 컴퓨터 있는데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는 기계 돌리는 일인데 더 힘들죠.
쿠마일 씨는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기 위해 하던 일들을 그만두면서 의도치 않게 7개월
이라는 긴 시간동안 쉬었지만, 일을 다시 구하고자 했을 때 일주일만에 취직이 되었다. 그
는 본국에서 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경쟁력과 9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을 감행함에 따라 사
무노동자에서 공장노동자로, 지시자(혹은 관리자)에서 육체노동자로 직업지위가 하락했다.
쿠마일 씨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자본을 쫓아 초국적 이주를 감행했지만, 본국에서
점했던 직업지위와의 불일치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받는 월급이 본국과 5배 이상 차
이가 나는 것으로 상쇄되어졌다. 쿠마일 씨의 이주 생애를 통해 송출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국가 간 임금 차이,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초국적 이주의 구
체적 일반성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4. 내적 접경공간(inner contact zones) 히스테리
이주노동자와 선주민들이 조우하는 공간은 내적 접경공간라고 할 수 있다. 메리 루이스
프랫의 접경지대론5)에 비추어 볼 때 내적 접경공간은 ‘한 국가 내에 존재한 다양한 민족
과 문화, 가치들이 조우하고 충돌하며 융합되어가는 장(場)’으로써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간의 교차지대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초국적 이주자
들과 선주민들이 마주치는 공간은 현대적 의미에서 내적 접경공간의 구체적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자와 선주민의 조우는 평화롭지 않으며, 서로 다른 생활문화와 정체성들,

5) 메리 루이스 프랫에 의해 주창된 접경지대는 “여러 문화들이 조우하고 충돌하여 서로 갈등을 빚는 사회적 공
간”으로 그녀는 접경지대 이론과 연구를 통해 문화, 민족, 인종적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이 국제화
된 도시, 무역항, 변경 지역 등의 접경지대에서 어떻게 교류와 소통으로 융화되어 가는지 그 양상에 주목했다
(반기현, 2017: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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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한다. 이를 레나토 로살도는
‘접경지대 히스테리(borderlands hysteria)’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문화간의 경계와 사회계
층간의 경계를 건너뛴 만남에서 불러일으켜진 히스테리로 개념화된다(레나토 로살도, 2000:
68)6). 인종, 젠더, 나이, 국적, 생활양식, 지위 등이 다른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와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인 접경지대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사람들에게는 신경증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공간이다. 즉, 의심, 공포, 두려움, 불편함의 감정
으로 타자의 문화에 접촉한다. 이런 감정은 때로는 무시, 인종 차별적 언어 또는 육체적 폭
력으로 나타난다(김현미, 2014: 33-4).
(처음 공장이: 인용자) 자동차 제품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 거기서 9개월 정도 다니다가
거기 과장님하고 싸우다가 그만두었어요. (왜 싸우셨어요?) 본능. 본능, 인간 차별 그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능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사람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편이 되어야 하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많이 당해왔어요. 인간차별은 거의 매일이에요.
위 구술에서 확인되듯이 쿠마일 씨와 그를 마주한 한국인7)들도 접경지대 히스테리를 경
험하는데, 쿠마일 씨는 이를 “인간차별”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외국인에 대한 인간차별
은 “한국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편”이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그
가 이를 히스테리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으며, 각자
가 처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충동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나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 둘러싼 한국인들은 이질적 인
종과 문화를 가진 쿠마일 씨에게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며, 이는 아래 구술에서 알 수 있듯
이 그를 무시하거나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등 인종 차별로 이어졌다.
우리 회사의 한국 사람들이 보통 외국사람 부를 때 ‘야, 인마, 새끼야’라고 해요. 한국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욕해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참고 다닌거예요. 그것 좀. 인간차별? 그런 거 있어요.
쿠마일 씨가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그 역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신경증적 반응을 보였다. 아래 구술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갖는 무시와 편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며, 술과 돼지고
기 등 한국인들의 식문화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6) 초국적 이주민들이 정착한 공간을 기존의 접경지대 (혹은 경계, borderlands)가 아닌 내적 접경공간(inner
contact zones)로 개념화하게 되면, 이주자들 개개인 혹은 집단 이주에 대한 유입(流入)적 사고를 지양하고 다
른 정치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 혹은 집단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한, 이는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민 혹은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바꿔낼 수 있으며, 이주자들
에게는 동등한 위치에서 “선주민”과의 관계를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 도래 할 탈근
대, 즉 혼종과 잡거의 시대에 필수적인 세계시민적 윤리, 혹은 연대의식으로의 확장에 출발점이 될 것이다.
7) 이 글에서 한국인이란 한국국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
한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의 역사와 언어, 전통과 문화에 귀속되어 사회화되고 동일한 인종의 현지인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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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볼 때, 마음속에는 다른 좋아하는 그런 게 아
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잘 안 좋아해요.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음속
은 다른 거 같아요. 매일 느끼죠.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죠. ... 저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일 못해도 제가 그 사람보다 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돌린 기계 못 만져요.
제가 기술이 있어서. ... 기술 좀 있어서 프로그램 짜서 세팅하고 기계 고장나면 고치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못해요. (그런데: 인용자) 잔소리를 해요. ... 외국 사람들
이 하는 행위 등을 보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유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뒤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왜 술 안 먹냐, 술 맛있어, 사
줄게”하면서 “돼지고기 맛있어”하면서. 우리가 안 먹는데 왜 맛있다고 하는지. 그리
고 암튼, 그런 게 좀 있어요.
한국 사회의 배제와 혐오는 성, 인종, 경제,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의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차별에 바탕을 둔 배제와 혐오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차이
들이 얽혀 더 크게 드러난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쿠마일 씨가 경험한 차별은 인종과 경제, 종교적 차
별이 더해진 중층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색 피부의 무슬
림 노동자’에 가해진 차별로 검은 피부색을 차별하는 인종차별과 아시아인 노동자를 향한
경제적 차별,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차별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사람에 대한 무시와 피부색으로는 우리보다 더 검은 유색인종에 대한 무시,
그리고 종교적으로 낯선 이슬람에 대한 단편적인 거부감과 혐오가 뒤엉켜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쿠마일 씨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한국인을 이해하다가도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둘러싼 식생활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화가 나곤 했던 것이다.
5. 전략적 국적 선택과 종족/종교 정체성 지키기 : 한국 국적의 이슬람 정체성
쿠마일 씨의 한국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이주 후 2년만인 2014년에 베트남계 한
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 2019년 인터뷰 당시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7년에 한국 국적을 신청하여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후 두 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아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쿠마일 씨는 자녀들이 이슬람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아니
“무조건”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도 귀화신청으로 곧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슬람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
(면접자: 첫째 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요. (면접자: 파키스탄 사람 아니
고?) 네. (면접자: 아니, 국적 말고) 한국사람이요. (면접자: 그럼 사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
이에요?) 한국사람. (면접자: 근데 저한테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처음에 소개하셨을 때 그
러셨어요.) 아 그때, 태어난, 근데 이제는 한국사람, 저도 한국사람 될 거에요. (면접자:
제가 처음에 부인이 한국 사람이세요, 뭐 파키스탄 뭐 여쭤보니깐, 베트남 사람이라고)
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 따니깐. 한국 사람이죠. 히나도(딸:
인용자)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사람 되고 싶죠. 한국에 계속 살고 싶으니깐, 한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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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따야죠. (면접자: 그런데 이슬람 교인으로서는 평생을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 히나
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거잖아요?) 아뇨,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그가 한국 국적을 신청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비자일 경우 한국
으로 귀화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화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국적의 경우 파키스탄 국적보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대출의 용이함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었다. 그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생긴 빚과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며 한국
에서 장기간 일할 것을 결심했으며, 이주 후 7년이 지난 2019년 인터뷰 당시 파키스탄의 경
제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
류하기 위해 비자를 변경하고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을 인하대에서 이수하는 등의 노력
도 기우렸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국적의 여성을 만나 결혼하면서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고, 귀화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한국인으
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국적 선택과 한국에서 장기간 가족을 구성하며
사는 삶과는 달리 그는 충실한 무슬림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에서는 한두 달 정
도 기르고 잘랐던 수염을 이제는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를 생각이다. 쿠마일 씨는 종교에 대
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싶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는 등 이슬람 인으로서 삶을
다잡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인터뷰 당시 쿠마일 씨의 전략적 국적 선택과

이슬람 교인으로서의 삶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꼈다. 가족 구성원 모두 국적을 전략적으로
한국으로 선택하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은 “무조건” 이슬람인 이여야 한다는 그의 생각
이 한국의 국민국가정체성을 가진 연구자의 사고와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무슬림과 한국인이 가진 종교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각각의 국가가
기반을 둔 국민국가정체성에 종교정체성이 차지하는 영향력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꼬집기라도 하듯이 쿠마일 씨는 이슬람 종교의 특징들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종
교가 뭔지 아시죠? 아세요?”라고 연구자에게 반문하곤 했다.
한국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종교
를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일 뿐 꼭 전수해야 하는 집안의 내력이나 고수해야 할 가문의 전통
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슬림은 집안의 내력, 가문의 전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혈
통에 의해 무슬림이 된다. 혈통과 상관없이 무슬림이 되려면 이슬람 신앙을 고백해야만 가
능하다. 그러나 무슬림 가족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그들은 날
때부터 이미, 저절로 무슬림이 되며, 개인적인 확신, 신념, 고백과 상관이 없다. 이들은 법적
으로도 무슬림이며, 자신의 무슬림 정체성은 개인에 의해 규정되기보다 공동체, 사회, 집단
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무슬림 정체성은 한국인들의 기독교인 혹은 불교인이
라는 신앙고백과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를 담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
라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가문의 정체성으로서의 토대를 지닌 가문의 구성원이라는 표지로
주어진다(김동문, 2017). 쿠마일 씨가 연구자에게 되물은 “종교를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
요?” 라는 질문은 이런 맥락 해석되어야 한다. 그는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와 그가 생각하
는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이다. 또한, 그의 부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무조건 이슬람 교인이여야 한다는 생각 역시 무슬림과 결혼한 사람과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가문의 전통이자 표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쿠마일 씨는 명목상 무슬림의 차원을 뛰어넘어 종교와 종교를 믿는 사람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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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정도의 차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들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이슬람 교는 명목상의 종
교가 아닌 삶을 이롭게 하는 교리이자 삶의 지혜이며, 따라서 그는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종교 혹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다음에 서술할 세계시민으로서 갖는 인류애와
도 연결된다.
6. 글로벌 가족 구성, 세계시민으로 살기
쿠마일 씨의 가족 구성은 세계화로 촉발된 글로벌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엔은 출신
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이주자(migrant)로 구분한다. 2017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본국을 떠나 이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2억 5800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지난 2000년 이후 49%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2017년 현재 이주
자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3.4%에 불과하지만 초국적 이주는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자와 단기 체류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주는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며 21세기는 가히 ‘이주의 시대’라 할만하다. ‘이주
의 시대’에 쿠마일 씨 가족의 경우 세계화된 가족 구성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쿠
마일 씨는 베트남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으로의 귀화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두 명의
자녀를 이슬람계 한국인으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남동생 역시
2015년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왔고, 인터뷰 당시 캐나다 여인과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를
준비 중이었다.
쿠마일 씨는 무슬림이 아닌 여성과의 결혼을 위해 부모님을 2년 반 동안 설득시켰고, 그
의 결혼은 남동생의 결혼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종교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구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필자가 이슬람 종교의 특색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이슬람 종교의
특징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것은 일종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지녀야 할
세계에 대한 태도와 원칙임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필자가 그를 무슬림으로 묶어내려고 시도
할 때마다 그의 구술은 일관되게 사람들의 삶은 각기 다르며,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
며, 어떤 종교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무슬림 내부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한다. 이슬
람교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사람들을 이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교리로서 사람들을 위해 존
재하는 것이며 무슬림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은 이슬람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의 규칙을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덧붙여 운
전을 배우지 않은 파키스탄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파키스탄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배우지 못한 그 개인의 문제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필자는 종교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자가 가진 비사회과학적 사고(환경을 공격
하는 오류)를 발견했다. 이슬람 교인으로서 무슬림들은 “어떠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선입
견이 필자에게 각인되어 있었고, 이에 필자는 한국인과는 다른 무슬림들의 공동된 특성과
생활양식에 대해 원하는 답을 듣고자 잘못된 질문들을 던졌던 것이다. 아래 구술들에서 알
수 있듯이 쿠마일 씨는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하듯이 굉장히 일관되고 정돈된 어조로 종교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타국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좋은 일만 시키는 종교
에요. 아무 종교가, 뭐,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나 사람 때리거나 욕하거나 뭐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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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 우리도 이슬람 교칙에 못 되게 있어
요. ... 종교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칙 다 있잖아요, 뭐
사람 죽, 때리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거짓말 하면, 도둑질 뭐, (물을: 인용자) 쓸 만
한 거만 쓰고, 계속 열어 놔두면 안 된다. ... 근데 이슬람인가, 기독교인가(이슬람이든 기
독교든: 인용자) 100%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종교와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랑 관계가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거짓말해도 된다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나쁜 것
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다고 해요. 사람만 나쁜 거지,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 나쁘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슬람에 우리 물. 목욕할 때 적당히
쓰라고 그것까지 규칙에 나와 있어요. 물도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
요. 물도 아껴쓰는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 아프게, 피해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가 다 배워야 아는거고, 저 같은 사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종교의 규칙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
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하구나”라고 생
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공부도 안하는데. 이슬람에 대해
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제
가 운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사고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운전을 못한다’라고. ...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종교도 안 배웠는
데 근데 사고 나면 종교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또한, 무슬림임에도8) 그는 종교에 대한 그리고 다른 입장에 대한 사고가 열려있었으며,
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예멘 난민 수용의 문제에 대해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살고자 이주해
오는 것이며 종교분쟁과 관련이 없는 문제로 인류애(humanity)의 관점에서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전쟁으로 이주해온 난민 700만 명을 수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함께 살고 있고, 난민들은 잘못이 없는 아이들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잔업, 특근” 등 일을 열
심히 하듯이 종교와 무관하게 가족을 생각하듯 인류애를 발휘하여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힘들게 사는 한국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한
국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포용력을 보였다.
7. 나가며
쿠마일 씨의 구술생애를 통해 그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면, 그는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9식구를 먹여 살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을 감행
했다. 전문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졸업 한 누나들이 있었지만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파키스탄의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9식구 중 돈을 벌었던 것은 그 혼자였고,
파키스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월수입의 5배나 되는 한국의 경제수준 및 임금체
계는 그에게 국경을 넘어 이주를 감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이
동은 국가 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8) “무슬림임에도”라는 표현은 필자가 무슬림에게 가진 또 다른 편견일 수도 있다. 무슬림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혹은 더 강한) 종교적 강박을 가지며 종교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할 것이며, 타 종교에 대한 인정의 정도
가 낮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10 -

글로벌 자본주의는 국가 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본을 쫓아 노동(자)이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쿠마일 씨의 경우 고용기회보다는 임금 차이에 의한 이동이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쿠마일 씨의 내러티브는 초국적 이주를 촉발시킨 파키스탄과 한국의
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준다. 또한, 쿠마일 씨의 이주 생애를 통해 송출국의 사회
적·경제적 상황과 국가 간 임금 차이,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초국
적 이주의 구체적 일반성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쿠마일 씨의 생애를 유형화하면,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초국적 이주노동을 감행하여 국제결혼을 하고, 전략적 국적 선택을 함과 동시에 무슬림으로
서의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인류애 즉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초국적 이주노동자의
생애이다. 쿠마일 씨는 여기에 더해 선주민인 한국인을 이해해보려는 자세까지 지녔다. 이
주노동자 쿠마일 씨와의 조우는 편협한 국민국가적 경험과 관점에 속박된 한국인 필자의 시
공간적 후진성을 들춰낸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필자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편견의
내용은 시공간적 거리두기 인식론과 근대화론의 함정에 빠져 이주노동자와 그의 출신국에
대한 ‘무시’였으며, 이질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종교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무지에
서 발생한 차별적 시선이었다. 그러나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남성노동자의 생애사는 그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략적 이주와 국적 선택, 세계화된 가족 구성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살
아가는 성실한 무슬림의 삶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필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주노동자에 대
한 편견이 깨지고, 단일민족에 기반을 둔 단일한 국민국가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
다. 그는 이주노동자로서 출신국을 벗어나 있지만,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맹목적
이지 않은 종교관을 지니며, 세계사회에 대한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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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문화적 경계 넘기
: A씨의 지역사회 활동을 중심으로1)
이승연(화성시사편찬위원회)
1.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이주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2) 2018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국내 행정기
관에 신고한 국제결혼은 22,698건으로 전체 혼인 중 8.8％에 달한다.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데 비하여 외국인과의 혼인은 8.9％(1,863건) 증가했으며, 국제결혼은 2005년 이
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3)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73.2％에 달한다. ‘러브인아시아(KBS)’, ‘다문화고부열전(EBS)’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
해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합이라는 보편적 인식이 자리 잡혔지만, 한국 여
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도 증가 추세이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2000년 4,660건
에서 2017년 5,966건으로, 국제결혼 중 비율은 3.5%에서 7.8%로 늘어났다. 외국인 아내 국적
은 베트남(36.1%), 중국(26.1%), 태국(6.8%) 순이며,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25.5%), 미국
(23.3%), 베트남(9.8%) 순이다.4)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 남성들과
한국 여성의 결혼 사례도 존재한다. 2018년 12월말 기준 법무부 통계자료의 배우자 현황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파키스탄인은 총 950명으로 남성 799명, 여성 151명이며, 방글라데
시는 총 361명으로 남성 288명, 여성 73명이다.
<표 1> 국민의 배우자 국적별 지역별 현황 (2018.12.31.현재)
성별

총계

총계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인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미국

파키
스탄

방글라
데시
288

남

26,676

2,171

5,162

7,522

1,228

410

216

96

2,676

799

여

130,742

39,517

31,482

14,347

12,485

11,037

4,201

4,276

971

151

73

계

157,418

41,688

36,644

21,869

13,713

11,447

4,417

4,372

3,647

950

361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이주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남성의 이주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 남성들은 같은 무슬림 여성과의 접촉이 제한적이기에 그 대안
으로서 친분이 쌓인 한국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일부 파키스탄 혹은 방글라데시 남성들
은 중개인을 통해 서류상 위장결혼을 하거나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악용하여 사기 결혼을
하기도 했다5).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다처제, 여성의 낮은 지위 등이 알려지면서 한국 여성
과 무슬림 남성의 결혼에 대한 우려가 인터넷 공간에서 만연한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
국가들은 무장단체, 테러, 폭력 등의 이미지가 계속 더해졌다. 국제결혼 전체에서 미미한 비
율을 차지하지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인 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피해사례는 언론과
1) 이 글은 미완성 자료로서 향후 논문으로 정리·발표할 예정이니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
포 등)은 1,861,084명으로 총인구(51,422,250명)의 3.6%를 차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합치면
2,282,395명으로 전체인구의 4.4%가 외국계다.
「인구동향조사」, 통계청(kostat.go.kr/).
「다문화사회 진입 초읽기… 시흥에 11번째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세계일보』, 2019년 4월 24
일.
3)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통계청(kostat.go.kr/).
4) 「인구동태통계연보(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통계청(kostat.go.kr/).
5) 김준환,「한국내 이주무슬림의 종교와 문화번역–파키스탄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서강대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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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를 통해 많이 알려진 편이다. 본국에 아내가 있지만 허위로 독신증명서를 제출하고
결혼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여성과 결혼하고 싶어한다, 결혼 후 남편
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하여 귀국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알
려져 있다.6) 심지어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에 의한 한국 여성들의 인권 유린 행위가 심
각하다며 이들 국가를 인력 송출국가에서 제외해 달라는 성명도 발표되었다.7) 이에 무슬림
남성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속아서 악용되는 억
울한 피해자, 무지한 이들로 인식되곤 한다. 한국여성이 이들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면 생소
한 국가와 문화가 주는 낯섦과 호기심 외에 문화적· 종교적 편견, 인종적 차별 등이 배가
된다. 무슬림 가정은 문화적 타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우세한 편이다.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 무슬림 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반면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 남성과 결합한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
심을 가졌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무슬림 남성과 결혼 후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을 오가며 결혼생활을
해온 한국여성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결혼 이후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지역활동을 하면
서 문화적 경계선을 넘는 방식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 글은 국제결혼한 여성의 연애와
결혼과정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서 무슬림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핀다. 이
를 통해 부부가 각자의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결혼으로 인해 달라진 새로운 위상에서 본
인이처한 지리적·환경적 조건을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며 자신을
재위치시키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문화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간 경계를 넘어 공존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필자가 지역사료를 조사수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과 2019년 면담을 통해 수집한 A여성의 구술생애사 자료를 이용했다.
2.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무슬림 가정 만들기
이 글은 파키스탄 출신 이주남성과 결혼하여 무슬림 가정을 꾸린 A씨와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터뷰에 적합한 장소에서 2시간씩 2회에 걸쳐 구술면담을
진행했으며, 향후 추가 인터뷰가 예정된 상태이다.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구술인터뷰 내용
을 녹음하였으며 이를 녹취문으로 옮겨 자료로 사용하였다.
A씨는 1975년생으로 경남 마산 출신이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프랜차이즈 영
어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32세 되던 200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서 영어 통역봉사를 하던 중 파키스탄 라호르 출신의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
다. 당시 B씨는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된 시기로, 엑스포 행사장 내 전통문화부스 민속관
에서 전시·판매 업무를 하고 있었다. B씨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두 사람은 영
어로 소통하며 4~5개월간 교제하였다. B씨의 큰 형이 파키스탄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며 한
국 약품을 수입하는 일을 하였는데, B씨는 이 일을 수년간 돕다가 독립한 상태였다. 그는
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A씨는 결혼하게 된
계기를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해주는 것 같으니까 자연스러운 연애 감정 속에
서 갑작스럽게 추진하였다”고 회고하였다. A씨의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 중에서는 국제결
혼이나 이민이 없었을 뿐더러 6세 연하의 파키스탄 남성이 결혼상대라는 것에 대해 가족의
충격과 반대가 심했다. A씨는 남편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로 “이슬람이라는 종
교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남녀간 내외를 엄격하게 지키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여성과 어울리고 연애하는 것이 큰 정서적 충격이었고, 좋아하는 감정
6) 「한국 여성과 무슬림 남성의 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크리스턴 투데이』, 2017년 2월 14일.
7) 「한국 여성 인권 위해 인력 송출국가 제외해야 된다」, 『선교신문』, 2016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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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니 당연히 결혼해야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슬람쪽 남자, 여자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내외를 하면서 지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다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지내고 사회에서도 굳이 이렇게 여자들과 어
울리면서 지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저랑 조금 가깝게 지내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큰 의
미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자기가 종교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랑 결혼
하는 거를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본인이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고, 부모만 가끔씩 절에 다니는 가정에서 성장한 A
씨는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슬람 종교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듯” 종교 역시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여겼다. 이슬람 율법에 무슬림 남자와의 결혼을 원
하는 여성은 반드시 이슬람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두 사람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했다. 평범한 한국인들이 하는 일반 예식도 별도로 간단히 올
렸다.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종교·문화적 차이에 부딪치며 대립
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다.
보통 무슬림들하고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처음에 과정이, 니까(Nikka)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슬람사원이 전국에 몇 개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교회 목사같은 분이 이슬람에선 이맘
(Imam)이라고 하거든요? 그 분 앞에서 이슬람식으로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말을 하고 결혼
을 허락을 받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과정이 또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제가 무슬
림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무슬림을 하겠다라고는 했
는데 초기에는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워낙
에 모르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밥을 먹다가 뭐 빵 한번 먹어보지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는데, 살면서, 알아가면서, 사실 힘든 것도 있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가 시작되면서 A씨의 일상은 급변하였다. 남편 B씨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을 정도로 사업에 실패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단순 직
공으로 일도 했고 몇 차례 직업을 변경하였다. A씨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엘리트 직업여성에
서 전업주부로 바뀌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남편을 둔 경제적 빈곤층
이 되었다. 결혼 초창기에는 친정 부모와 거주하던 마산에서 생활했지만 남편의 일자리 떄
문에 연고가 없는 인천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부부는 낯선 환경과 바뀐 처지에 적응해야 했
다.
결혼 초창기 그의 가정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식, 의복, 생활습관을 지키며 엄격하게
생활했다. 10여 년 간 남편이 구입한 식재료(할랄푸드)만으로 식사했으며, 유치원과 학원을
다니는 자녀에게는 따로 도시락을 싸서 들려 보냈다. 남편은 매일 5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
졌다. 결혼 전 밤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와 잦은 회식, 남녀가 쉽게 어울리는 문화, 과도한
음주와 노출 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던 A씨는 무슬림으로서의 생활이 크게 구속으로 느
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혼 후 10여 년간 스카프로 머리와 목을 가리고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다녔다. 처음 히잡을 착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려하여
꽤 고민하였지만 막상 착용한 후로는 그리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실크 스카프로 머리
와 목을 가리는 형태였기에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자주 마주치는 이웃들, 시장
상인들은 생경한 모습에 “머리를 다쳤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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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처음은 이거를 하고 나갈 때, 아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혼자만의 고민의 시간이 굉
장히 많고, 나가기가 선뜻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고 다니는 동안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
요.
A씨는 평생 살아온 한국 땅에서 한국어를 쓰며 생활하는데도 가정을 꾸리기가 힘든데,
자신의 남편은 언어,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이 다른 이국땅에서 어떻게 별다른 내색 없이 견
뎌내는지가 궁금해졌다. 본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본
인과 남편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남편이 가진 종교적 신념에서
찾았다. A씨는 남편과 생활하며 식사, 의복 등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습은 무슬림으로서 생활
하였지만 이슬람교를 신앙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다. 남편과 어린 아
들은 간혹 이슬람 사원에 나갔지만, A씨와 딸들은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이슬람 경
전인 코란(koran)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무슬림 지인들과도 만났다.
이 사람도 분명히 힘든 게 있을 텐데 나보다는 잘 견디는 것 같다, 뭐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인 사
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견디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 나한테
없는 거는 종교가 있네? 이 사람은 종교 때문에 그런가? 종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
로 강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떤 건지 한 번 알아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무슬림 친구들도 만
나고 코란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따라가 보려고 그 당시에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
니까, 그 할랄음식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A씨는 13년간의 결혼 생활 중 9년 반은 한국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3년 반은 파키스탄에
들어가 시댁에서 생활했다. 2010년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4세, 14개월, 1개월인
자녀 3명을 데리고 전 가족이 입국하여 7개월간 체류한 것이 파키스탄 첫 번째 방문이었다.
2번째 방문은 큰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자녀교육 등을 고려하여 남편은 한국에 있으며 A씨
와 자녀들만 들어갔다.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들은 본인은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자녀를 파키
스탄에서 무슬림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한국 노년층이 성인이 되면 바로 독
립하여 부모와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사는 미국의 가족문화를 다소 불안하게 받아들이듯 파키
스탄 남성도 비슷한 심정이다. A씨의 남편 역시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와 멀어지고, 서
로 연락도 잘 안하여 노인들이 쓸쓸하게 지내는 요즘 세태에 내심 불만이다. 결혼 후에도 자
녀가 부모와 가까이 거주하고 형제들끼리 늘 교류하는 파키스탄의 대가족제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 부인의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인 남편이 한국에서 번 수입을 송금해줄
경우, “아빠가 미국인도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이니까” 자녀들이 한국에서 받는 인종적·
종교적 차별을 덜 느끼며 파키스탄 국제학교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여긴다. 파키스탄의 공식적인 국어는 ‘우두르어’이지만 과거 인도의 일부로 영국 식민지였
기에 공공기관 문서, 사업 협상 등 많은 부분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티스쿨에 입학하
면 케임브리지에서 제작한 영어교과서로 공부하고 영국 유학도 수월해진다.
남자들은 여기 혼자서 돈 벌고 가족만 자기 아내랑 아이들만 시댁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배경에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자기나라 문화도 배워야겠고, 이
슬람도 배워야겠고. … 아이가 그 당시는 얘기를 안 하던데 크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인천에서 유치
원을 다닐 때 큰 애가 자기는 외모가 한국인처럼 안 생겼다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왕따를 당
했었대요. …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면 차별도 받을 거고, 아빠가 미국인도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
이니까 더 심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얘가 불편할 거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나라에 가서 영어
공부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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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가족들은 낯선 나라에서 온 며느리에게 이슬람 문화와 언어를 주입하며 단
기간에 현지화시키려는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외국인로서 이슬람을 알아가고 따라가려는
노력에 대해 늘 고마움을 표시해줬기에 A씨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회고한다.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 이슬람을 조금씩 알아가고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내가 모른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상하게 느끼거나 조금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런 건 있어요. 자기의 문화, 이슬람 문화기도 하니까 그런 거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죠. 한국에는 이주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단기간에 한국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굉장히 푸시(push)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고 보니
편했네, 진짜.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하하하(웃음).
자녀들은 대가족제도에서 사촌들과 어울리며 금방 적응했고, 파키스탄어와 영어를 빨리
습득했다. 그런데 한국 유치원에서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중국 아이”라고 놀림을 당했다. 파키스탄인 사촌들이 놀리는 아이를 대신 때려주기도 했
다. A씨와 자녀들은 한국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경계에 있는 소수자임을 체감하였다. 파키
스탄의 시댁으로 편입된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대가족 생활에 대한 불편함
으로 후회하고 귀국한다. A씨가 있던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지만 한국
의 읍단위보다 낙후된 곳이었다. 시어머니와 시숙 가족 등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내 것 네 것 구분 없이 시댁 가족이 본인의 물건이나 음식을 사용하
는 습관, 개인 공간과 시간이 부족한 것, 중요한 일은 시어머니와 시숙의 허락을 받아야 되
는 가부장적인 관습 등은 주체적이고 현대적인 삶을 살던 A씨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남편과 떨어져 자녀만 데리고 간 A씨가 분가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세 자녀를 혼자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그래서 가족을 계속 파키스탄에 남겨두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투쟁하여” 한국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들어간 김에 파키스탄 사는 게 어떤지 한 번 알아보라고, 그냥 죽 늘어뜨려 가지고,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눌러 붙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것도 굉장히 투쟁을 해서 들어왔어요. 음,
거기서 따로 살았으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시댁이랑 같이 살다보니까 내 생활에 자유가 없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 하나 다 간섭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의 공간도 없고.
A씨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파키스탄의 문화를 수용하며 무슬림 가정의 주부 역할을
한 만큼 남편 B씨 역시 큰 변화를 보였다. 그는 사업 실패 후 부천의 한 학원에서 2년간 영
어강사로 근무하기도 했고, 몇 차례 직업을 바꾸었다가 중고차 수출업무를 시작했다. 인천
에 사무실을 두고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해서 화성 및 인근지역의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
핀, 칠레, 중동 등지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2014년
을 전후하여 남편은 이슬람교에 대해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 및
기독교인들과 도 대화하면서 개방적으로 변했다. 그는 “진실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종
교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종교가 지배하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라마단(Ramadan) 시기 동안 금식하는 행위, 이로 인해 사업과 일상에 지장을 주
는 것도 중단하였었다. 한국의 장점과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남편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결혼 초창기)는 자기도 한국에 온 지 이제 뭐 1년
조금 지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완전 뭐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그냥 파키스탄 사람이었
는데 지금은 비교를 하면, 지금은 한국의 좋은 점을 자기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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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그, 무슬림적이지 않아요. 흔히 생각했을 때 무슬림들이 굉장히 뭐랄까, 종교적이면서 일
상생활의 모든 게 종교가 지배를 하는 느낌? 또 약간 사회생활이랑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기가 한국에 지내면서 많이 떨쳐냈어요. … 한국 사회에 살면서, 자기가 진실
하게 올바르게 똑바로 시킨 만큼 종교 생활하지 않으면서 굶는 거만 잘한다고 정말로 무슬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의미 안 둔다고.
A씨는 파키스탄에서 귀국한 2017년부터 초부터 남편과 상의하여 히잡을 벗고 일반적인
옷을 입기 시작했다. 술과 돼지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을 가족 모두 자유롭게 먹고 있
다.8)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 명의를 본인 명의에서 부인인 A씨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아
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외국인인 본인의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였
다. B씨는 “한국화 돼서” 부인의 맞벌이도 권장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A씨의 친정
에서도 딸의 결혼과 가정을 차츰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화 돼서 그런 것도 있을거에요. 한국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혼자만 벌어 가지고는 아이
들, 커서 대학이나 미래나 노후나 생각을 하기가 너무 벅찬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한국에서 보
니 한국 여자들 다 일하고, 맞벌이하네? 너도 해야지, 이런 분위기. …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
반에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제 이름으로 바꾼 게, 자기가 아직 국적도 없고 한데, 혹시나
뭔가 조금만 잘못돼도 자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이름이 있다 보니까 뭐 추방을 당한다거나 이렇
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난대요. 애들도 있다 보니까.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는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남편을 둔 소수자로, 파키스
탄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이면서 외국인이라는 이방인 신분으로 살았다. 그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무슬림 문화와 종교를 수용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생활편의와 정착을 위해 의
료기관, 공기관 등을 방문하는 대외적 업무를 맡고, 남편 대신 사업체 명의도 갖고 있다. 남
편 B씨는 부인과 자녀를 파키스탄 본가에 보내어 대가족체제에서 무슬림으로 교육시킬 정도
로 충실한 무슬림이지만, 사고방식이 한국화, 유연화되어 부인의 맞벌이를 찬성하고 일상생
활 속의 종교적 형식을 상당 부분 없앴다. 이들 부부는 두 문화와 집단의 경계선 상에 있는
존재인 한편,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3. 지역활동과 사회참여 : 다문화 사회의 매개자로서 정체성의 재구성
A씨의 남편은 2014년부터, A씨와 자녀들은 2017년 3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이 먼저 집을 구하였고, A씨와 자녀들은 파키스탄에서 3년 가량 머물다가 늦게 합
류했다. A씨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과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 영어교육을 고려하여
파키스탄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대가족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 등으로 귀국했
다. A씨 가정이 거주하는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기도 하다.
2019년 4월 현재 화성시 인구는 총 781,507명(남성 404,675명, 여성 376,832)인데 외국인이
39,677명(남성 28,777명, 여성 10,900명)이다.9) 화성에는 삼성반도체,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있지만 20인 이하 소규모 업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영세 업체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생산현장의 인구를 이주노동
자로 채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0)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는 화성시에 5만 명이 넘는 외
국인 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11) A씨 가족이 거주하는 ○○면은 2019년 4월 기준 인
8) 이슬람에서는 신이 허용한 것은 할랄(Halal), 금지한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단칼에 정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축된 소·양·닭고기만 할랄식품으로 인정된다.
9) 화성시청 통계정보(http://www.hscity.go.kr/).
10) 『화성시사』 제8권, 화성시청, 2018년, 8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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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10,017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로 공단과 농촌이 혼재되어 있고, 1인 가구, 독거노인, 고
령화 가구 비중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2개와 직업학교 1개가 있다.12) A씨의 옆집에
는 남편의 친구이자 같은 무슬림인 시리아 가족이 살고 있다. A씨는 자녀들과 한국에 귀국할
때, 초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해야 하는 첫째 아이의 학교선정을 크게 고려하였다. A씨 주소
지로 입학가능한 학교는 ○○면 소재의 □□초등학교 분교이다. 이 학교는 공립초등학교로
본교와 분교로 구성되는데, 본교는 1~6학년까지 총 학생수 107명이지만, 분교는 한 학급에
5~7명으로 전교생이 36명이다. 시리아 이주민 자녀들인 무슬림 학생 3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
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던 상태로 입국하였지만 교사들의 배려로 잘 적응한 상태였
다. A씨는 외국인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학교이니, 자녀들도 무리 없이 다닐 거라고 판단했
다. 무슬림 가정의 자녀가 5명 이상이라 급식 메뉴에도 돼지고기 반찬을 최소화하는 등 학교
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느라 한국어를 유창히 하지 못하
던 A씨 자녀들도 또래집단에서 배제와 차별을 겪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시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학급 임원을 도맡았았으며, 시 주최 예능 경연
대회에도 참여하였다. A씨는 현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던 시절 첫째 아이가 남들과 다른 외모로 놀림받고 상처 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는 다
문화가정의 구성원이자 학부모로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출신 국제 결혼자는 총 20명이며 남
성 7명, 여성 3명이다. 안산시의 경우 파키스탄, 무슬림 여성들의 모임과 활동이 있지만13) 화
성은 A씨를 제외하고는 드러나는 사람도, 교류 모임도 없다. 화성에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외국인노동자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등 외국인 이주민
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있다. A씨는 부부갈등과 자녀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를 상담하기 위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했다가 본인의 과거 이력을 설명하면서
영어 강사 활동 경험과 영어에 능통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센터에서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채용하는 통역직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했다. A씨는 통역직에 합격하여 만 2년 동안 이주노동
자, 외국인 과 경찰관 사이에서 통번역을 맡고 있다. 다문화신문을 통해 아시아문화연구원(수
원 소재)에서 어린이 대상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녀를 데리고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실무자에게 다문화이해 강사 활동을 권유받으면서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강의를 시작했다. 화성에 거주하며 A씨처럼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중국, 일본, 인도
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여성들이다. A씨는 유치원과 학원에서 강사 경험이 있
기에 학교측과 연락하고, 전반적인 수업 준비 등을 담당한다. 학교와 이주민 여성 사이에서
A씨는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모두 이해하기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예쁜 개량한
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파키스탄어로 인사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그 다문화 이해라는 거 자체가 다양한 문화를 아이들이 접해보고 느껴보고 아는 것 자체가 다문화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접해보라는
거를,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내가 누구누구고, 왜 왔고, 한국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 시작할 때 인사말을 파키스탄말로 짧게, 나
는 누구고 왜 왔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파키스탄말로. … 아무래도 이게 제가 다문화가정
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거를 그냥 편견 없이 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11)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법체류자··“그들 없인 농사 불가”」, 『중앙일보』, 2019년 2월
19일.
12) 화성시청 행정복지센터(http://www.hscity.go.kr/).
13) 정혜실은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여성으로 안산시를 중심으로 이주민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에 대한 저술, 강의를 통해 이주 남성과 결혼한 한국
인 여성의 목소리와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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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게 그 자체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흘러흘러 지나가는 것보다 딱히 지금 현재
효과가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들었던 게 언젠가는
조금 마음에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바로 모든 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지금 서서히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는 부천에 거주할 때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들이 만든 미인가유치원에서 잠시 강
사로 일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자녀 3명의 출산과 양육, 파키스탄 거주 등으로 사회활동이
중단되었다. 결혼 전부터 강의 경력이 있던 A씨는 두각을 드러내어,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인
권 강의를 맡는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확장되고 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 오산,
평택 등 경기서남부에서 다문화· 인권 강의, 통역일을 맡아 분주하게 보낸다. 지난 2년간
그는 지역의 다문화 사회에서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10여 년간 중단했던 사회활동
을 시작하고 본인의 능력이 지역사회에서 활용한다는 점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또 다양한
외국인들과 접촉하면서 본인의 가정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도 삼고
있다. A씨는 현재 화성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많이 체
류하고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지원이 많다는 점, 소규모 학교라
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관심과 배려가 크다는 점은 A씨 가족의 지역 정착에 유리하
게 작용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착하였다. 그는 현재의 자신에 상황에 대해 “10년 만에 제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며 고무되어 있다.
A씨가 하고 있는 통역과 강의는 업무시간과 출퇴근이 불규칙하며, 수입이 고정되어 있
지 않다. 준비할 것들도 많고 화성시 인근 도시까지 오고 가려면 통행에도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A씨와 남편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노후를 고려하면 고정적인 보수가 있는 풀타임 직
장을 구하는게 낫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의 활동과 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다. 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서 그동안 느낀 사회적 인식, 차별과 깊은 관계가 있다. A씨
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존심이 낮고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는 존재” “힘들게 살고 불쌍
하고 가난하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고 말한다. 다문화가정이 언어 장벽, 경제적 빈곤,
문화 차이, 자녀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가정마다 경제적, 사회
적으로 층위를 달리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기 보다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
는 것이 전체 다문화가정을 “빈곤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백번 하는 것보다는 가족 캠프 등으로 한국인 가정과 다
문화가정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화성 및 인접지
역의 다문화지원과 교육은 주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바리스타교육, 취업
교육 등이 중심이기에 외국인과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노
동자로 이주한 외국 남성은 한국어교육 외에는 한국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접근
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14) 그래서 본인의 활동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다문화가정
의 사례를 폭넓게 보여주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문화가정들, 이주여성들 원래 조금 자존감도 낮고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너희들 도와줘야 되는 존재야 라는 식의 느낌을 받게 몇 번 하셔서 … 다문화하면은
굉장히 의식 자체도 안 좋고, 결혼이민자들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불쌍하고 가난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 일반 한국가정이랑 다문화가정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끼리 많이 해요 …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혜택

14)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평일 낮시간 결혼이주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교육받는 과정을 편성할 경우, 한국인 남편의 우려와
항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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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보다 정말 일반 한국인들처럼 소득에 따라서 뭐 지원을 할거면 하던지, 차라리
그런 게 낫겠다고. 그래야지 다문화가정 통틀어서 뭐 빈곤자 이런 식의 낙인이 안 찍히지
않겠냐?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도 동질집단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분화되어 있다. 여성의 사
회적 신분은 남편 출신국의 경제력, 문화, 종교 등에 따라 재구성된다. 한국보다 경제적 수
준이 낮은 파키스탄 출신의 남편을 두었기에 A씨는 불행하고 이질적인 여성으로 취급받는
다고 말한다. A씨가 국제결혼을 한 것은 외국인 남성과 “어떻게 하다 보니 인연이 닿은”
것이고, 상대의 국적이 파키스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학력 자본, 문화 자본을 갖추었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 등으로 사회활동에 적합한 많은 자산을 가진 인물이지만 결혼 이후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남자 때문에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이 된” 느낌을 받으며 자존감이
추락했다. 현재 화성시의 여러 신도시, 택지지구의 보습학원 강사자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남편에 대한 주변인들의 언급, 이에 대한 설명과 방어가 고통스럽
기 때문이다. 남편 B씨 역시 여러 직업과 사업을 전전하고 공기관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을 겪는다. 동남아나 제3세계 출신 외국인이 어렵게 살 때는 연민을 발휘하여
우호적으로 대하지만, 사업적으로 성공하여 일반 한국인 못지않게 생활하면 견제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했다. A씨와 남편은 수 년 전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원으로부터 “너”라는 지칭과 반말을 당했다. 부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기에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A씨는 이렇듯 남성 중심적이고 순혈주의가 우세한 한국 주류사회에서는 결핍된 존재,
정상이 아닌 존재가 되었지만 다문화·다인종 집단에서 활동하면서 비로소 자존감을 회복하
였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과 무슬림은 소수에 불과하다. 자녀 3명을 데리고 남편
의 나라에 들어가 대가족 체제 속에서 생활한 한국여성도 흔치 않은 사례이다. 다문화집단
내에서도 소수자이자 흔치 않은 경험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결
혼이민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높은 학력, 뛰어난 언변
과 강의기술, 유창한 영어는 학교, 센터, 공공기관 등이 교육교재를 준비하고 정책을 구상하
는데 도움이 된다. 본인이 다문화집단에서 활동하면서 파키스탄인 남편을 둔 것이 플러스가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 뭔가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거 자체를 그냥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일본 사람을 선택을 했던, 미국 사람을 선택을 했던, 어떻게 하다보
니, 그쪽에 인연이 닿아서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 내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좀 낮아졌던 자존
감? 파키스탄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그 이유?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고, 활용할 거
리가 되니까, 스스로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이 이용이 되니까, 가치가 더 있게 느껴
지는 거. 학원을 간다고 해도, 일반 학원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어, 저는 그, 남편이 외국인데요.”
이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그러다가 “파키스탄 사람인데요.” 이러면은, “네?” 분명히 이럴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별로 겪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웃음). 결혼 초반에는 파키스탄 남자랑 결혼했
다는 그 이름,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남자, 이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시선까지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는 데. 지금은 오히려 파키스탄이라는 이름
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경찰서에서 외국인 통역을 맡아 선진국 출신 남성들의 각종 실수와 범죄 행위를 목격하
면서 국적, 종교보다는 개개인의 도덕성과 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A씨는 이로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커졌다고 한다. 그녀는 무슬림이 테러, 무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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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음을 인정하면서도 SNS를 통해 당당히 종교를 밝히
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응원한다. A씨는 화성의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의 매개자이자 갈등
의 중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맺음말: A씨의 문화적 경계 넘기
A씨는 자녀의 진학, 본인의 직업활동에서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다문화구성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는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후,
혼란과 함께 차별을 경험한 경계인이다. 개인적으로는 엘리트 여성이라는 높은 사회적 위상
을 갖추었지만 파키스탄 무슬림 남성과 가정을 꾸리며 연민과 이질감의 대상이 되며 낮은
지위의 경계인으로 살았다. 파키스탄 사회에서는 일상의 사소한 문제도 시댁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여성이라는 의존적인 존재였으며 결혼이민자라는 주변인이자 경계인으
로서 생활했다.
한민족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A씨는 소수자이자 이방인이다. 그러나 다문화 사
회, 확장된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그녀는 한국인과 이주민 양쪽 모두의 입장을 경험하고, 두
문화를 이해하여 가교가 되는 유능한 존재가 된다. A씨가 자신을 사회의 하층민으로 느끼며
자존감을 상실하였다가 지역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변화하는 동안 남편은 양국을
오가면서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 A씨는 다문화가정마
다 층위가 다양하기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지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
들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한다고 생각한다. 또 백번의 다문화 이론 교육보다 한번 직접 어
울려 보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앞당긴다고 말한다. 그는 국적과 종교에 따른 편견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선입견을 해체하는데 기여했다.
국제이주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 각국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되어 가고
있다.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강한 한국도 결혼 풍습의 변화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과 국제결혼에 관하여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무슬림 혹은 이주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에 더욱 많은 인물
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결혼과정, 결혼생활, 직업, 지역활동에서 어떻게 새로운 디아
스포라적 정체성을 갖는지, 문화적 경계를 넘은 경계인의 경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 사회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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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사를 접목한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1)
김송희(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

1. 들어가며
오늘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더는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가 아니라 잠재력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독일학
자 Petzold는 노인의 계속적인 발달을 지지하는 노인교육인 Geragogy를 제시하고, 노인이
노동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삶을 창의적으로 창출하고 스스로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
어야 한다고 했다(박성희, 2010, p. 56-57 재인용). 따라서 노인이 은퇴 이후 자신을 성찰하
고 정체성을 재확립하여 삶의 지향을 새롭게 설정하도록 이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
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으로서 노인교육은 생애사를 접목한 미술교육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로, Marotzki(1990)와 Kade(1989)에 의하면 노인은 생애사적 재구성 과정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하여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도야과정
(Bildungsprozess)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박응희, 이병준, 2009, p. 30 재인용). 따라서 생애사
작업은 노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관한 외적 상황과 내적 감정을 종합해 자신만의 고유
한 삶의 시각을 발전시켜 삶을 계획하도록 촉진하여(박성희, 2016),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아
통합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로, 미적 체험·감상·표현·제작 능력의 습득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삶과 생활의 미적 차원으로 확대한 예술교육은 노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환경, 과거,
현재, 미래를 더 잘 지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이병준, 2006). 나아가 미술교육은 McClusky
가 제안한 노인의 다섯 가지 교육적 요구(환경적응의 요구, 표현적 요구, 공헌적 요구, 영향
력 요구, 초월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생애사를 접목한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고찰해보았다.
2. 생애사를 접목한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생애사를 접목한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인 ‘도란도란 인생그리기’는 서울 소재의 J 종
합사회복지관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7명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9차시에 걸쳐 수업이 진행됐으며, 수업 결과물을 인생그림책으로 발간하여 전시회를 개최하
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참여 학습자들과 복지관이 협력하여 자발적
으로 2018년 10월부터 월 1회씩 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도란도란 인생그리기’ 수업은 자기소개를 주제로 한 1차시와 유년기(고향, 원 가족과
1) 본 발제문은 김송희(2019). 생애사를 접목한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
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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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청소년기(꿈), 성년기(사랑), 중년기(형성 가족과 직장, 위로), 노년기(일상, 계획)의 5가
지 생애주기를 8가지 주제로 나눈 8차시로 총 9차시로 구성됐다. 이렇게 생애주기에 따른
주제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 공통적인 경험이기에 학습자 간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
을 통해 공감을 끌어낼 수 있으며, 이후 세대에게 인생에 관한 간접적인 경험과 조언을 줄
수 있다(한정란, 2011).
프로그램의 매 차시 수업은 앞서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진행
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도란도란 인생그리기’ 수업 진행 과정
단계
도입
전개
정리

내용
스트레칭 및 몸짓놀이
주제와 관련된 시 낭독 (회고)
생애사 구술하기 (구성)
우연적 표현기법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표현)
작품 소개 및 소감 나누기

도입단계에서는 음악을 동반한 스트레칭과 몸짓놀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신체적·정서적
이완을 돕는다. 또한 수업에 대한 집중을 유도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
다. 몸짓놀이는 일상 사물을 이용한 간단한 몸짓으로 학습자 간의 비언어적이고 신체적인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짓놀이에 사용된 일상 사물 중 몇몇을 우
연적 기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여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전개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시 낭독(회고) → 생애사 구술하기(구성) → 우연적 표현기
법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표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
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학작품에서 언어가 가지는 함축성은 회상을 촉진하며, 그 작
품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게 돕는다(한정란 외, 2004). 그
중에서 시는 그 자체로서 정서를 다루고 있기에 다른 문학작품보다 독자의 정서를 끌어내기
쉽다(왕성화, 2017). 따라서 학습자들은 차시별 주제와 관련된 시를 다 같이 낭독하고 감상
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전적 기억을 구술하게 된다.
이후 학습자들은 구술된 생애사를 우연적 표현기법을 통한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진
행한다. 성인학습자는 ‘잘 그려야 한다.’라는 사실적 표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많
이 가진다(정희경,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노인 학습자가 우연적 표현기법을 이용해
종이에 밑 배경을 그린 후 구술한 생애사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술 교육적 측면에서 우연적 표현기법은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동기유발로 사용되며, 우
연에서 이어진 연상은 개인의 감정이나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월수,
1996).
마지막으로 정리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서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각자의 생애에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
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자는 ‘도란도란 인생그리기’의 강사와 ‘작가와의 만남’의 관객으로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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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참여관찰과 면담, 수업 결과물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노인은 생애사를 접목한 미술교육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정서적 교류를 통해
자기소외에서 벗어나고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애사를 주제로 다룬 미술교육
은 노인이 미술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생애사를
구술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감상평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노인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둘째, 노인은 생애사를 접목한 미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시각에서 삶을 성찰하고 창조적으
로 내면을 표현할 수 있었다. 각 차시별 생애주기에 맞는 시를 읽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애사를 나누고, 우연적 표현기법을 통해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 수업은 회고 → 구성 →
표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노인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자신을 성찰하
고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셋째, 노인은 생애사를 접목한 미술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었다. 노인은 그림을 그리면서 억눌렀던 고통과 슬픔 등의 정서를 표출하고 이
를 통해 감정의 환기를 경험했다. 또한 노인은 미술작품을 통해 표현된 타인의 감정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자신 내면의 감정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생애사를 접목한 미술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세대공동체를 형성하여 세대 간의 갈등
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인생그림책을 통해 노인을 주체로 지역사회의 세대공동
체가 활성화됐으며,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배우는 세대공동체 교육
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노인이 자신의 인생그림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진다
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공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인은 생애사를 접목한 미술교육을 통해 수업과 전시, 작가와의 만남의 전 과정
에서 자기성찰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노년기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여가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4. 마치며
본 연구는 생애사를 접목한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이 미술을 통해 스스로 교육과 삶의 주체가 되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상과 같이 생애사를 접목한 노인 미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그 필요
성과 가치를 탐구한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확장되고 자료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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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로서 극장 문화의 구술 자료 활용 모색

위경혜(순천향대학교)
1969년 처음으로 한국의 영화사를 기술한 책이 발간되었다. 영화평론가 이영일이 대표 집
필자로 참여한 『한국영화전사』가 그것인데, 이는 현장 영화인의 전언(傳言)과 구술을 바탕
으로 한반도에 영화가 등장한 이래 1960년대까지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여 역사를 기술한 것은 필름과 사료(史料)의 소실과 훼손에서 기인하였다.
『한국영화전사』는 영화인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설정한 점에서 주목되지만,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영화사를 구성하면서 특정의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한국
영화의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부터 고군분투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부각시킨 것이다. 따라서 『한국영화전사』는 영화 작품의 제작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
면서 출발부터 제국의 영화 시장에 종속된 극장 나아가 영화 수용의 문화를 배제하였다.
영화학에서 극장과 극장을 둘러싼 관객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0년
대의 일이었다. 극장은 영화 상영 공간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장소성(place-ness)과 더
불어 특정한 공간과 장소의 성격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역성(locality) 문제와 연
관된다.1) 영화학 분야에서 한국전쟁 이후 극장 연구는 산업과 문화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
상 지역은 서울에 한정되었으며 통계 자료와 신문 기사와 같은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취
하였다. 서울의 극장에 관한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광주의 극장 문화사』를 시작으로
‘지방’으로 통칭되는 비(非) 서울과 비도시 지역에 관한 연구 결과가 연이어 제출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영화 상영 현장 종사자 - 극장 관주(館主)/운영자, 영사기사, 필름 배급업
자를 포함한 순회 흥행사와 지역 문화원(Culture Center) 등 –의 구술 증언에 의거하여 이뤄
졌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을 구성하기 위하여 구술 증언에 기댄 것은 문헌 기록의 절대
적인 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사 영역으로서 극장의 의미와 영화 수용
그리고 ‘극장가기(cinema-going)’ 경험의 주체로서 관객/지역민을 역사 서술의 중심으로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단관 극장(single-screen cinemas)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 실천은 냉전체
제의 형성과 산업화 그리고 반공 이념에 따른 도시의 성격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극장 문화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즉,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상설시장과 같은 사회적 기반 시설 그리고 군부대와 미군기지의 존재 여
부에 따라서 극장의 장소적 성격과 관객성(audience-ship)을 달리 나타냈다. 비서울 지역의
1) 극장은 집적된 대중문화를 전시하고 전파하는 곳이자 그곳을 둘러싸고 일상을 영위하는 관객의 생
활세계 경험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공간은 그곳을 점유하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상징에
의해 규정되면서 유무형의 실체를 갖는 장소로 변한다. 장소는 물리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수행하
는 인간 활동의 구체적인 경험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생성되는 개념이다. 이는 특정의 장소
에 고유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성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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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설립을 포함한 영화 상영은 행정과 경찰 그리고 지역 문화 엘리트(local culture elites)
사이 인적인 연결망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비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었다. 비도시 지역은 1960년대까지 가설극장을 통한 순회 영화 상영이 지배적이었으
며, 흥행사와 문화원의 영화 상영 목적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상영 현장의 전유
(專有) 방식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근대 이전부터 지역마다 달리 계승된 문화적
전통은 영화 수용의 방식에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의 발굴은 연구방법론으로서 구술
사의 독자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를 구성하기 위한 구술 증언
은 보편적 모델로서 서울을 설정한 기존의 대중문화사 서술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한편으로
영화를 포함한 연예(演藝) 문화 경험이 개인과 지역에 따라서 다층적으로 전개된 것임을 확
인시켰다. 그와 같은 사례는 1950년대 후반 서커스와 악극과 같은 공연예술의 쇠락과 영화
산업의 부흥이라는 사회사의 궤적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충남 부여시 극장 운영자의 생애
를 통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극장 문화 연구는 도시화 정도와 대중매체 노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 지역 대중 문
화사를 포함한 도시사와 건축사 나아가 지역민의 일상사를 파악하는 일이다.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는 아카이빙
(archiving)을 통한 체계적인 분류와 보존 그리고 사회적 자산화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구술 증언의 채록 과정에서 지역민이 취미 또는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서 영화와 극장 관련
자료를 수집 또는 소장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자료의 대부분이 학술적 가치가 높
다는 점에서, 교육과 연구 영역의 확장과 지역민의 문화적 정체성 제고 그리고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서 대
학을 포함한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curriculum)의 탄력적 구성과 지역 문화 기관과 공조를
위한 제도화 작업이 요청된다. 구술사는 지난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통해 개인
사에서 사회사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분과 학문이 수행하는 구술 증언 채록 작업과 마찬가지로, 극장 문화 관련 구술
사 연구 역시 발화된 증언 이외에 비언어적 요소들의 무한한 해석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언어적 행위는 형언(形言)의 불가능성과 흥행 종사자의 위계 및 흥행업의 투기성 그
리고 영화 관람 행위를 둘러싼 젠더에 따른 차별적 의미의 부여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술 자료를 문자 텍스트에 한정하여 역사를 구성하는 작업은 구술 증언 주체의
상호 모순적이고 역동적이며 풍요로운 삶의 결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 항상적으로 제기되
는 ‘약탈적인’ 구술 증언 채록 방법이 구술자를 역사적 주체 설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 생산과 향유 주체로서
관객/지역민을 전면에 내세우는 역사 기술은 분과 학문의 차원을 넘어서 전개되어야 한다.
극장 문화는 도시사와 지역사 그리고 일상사 연구의 경첩이라는 점에서, 분과 학문 활동의
지양 및 학문 간 횡단과 융합을 위한 담론 장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에 관한 연구 결과물 또는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구술 자료를 관
객/지역민에게 환원하는 방법 가운데 현실적인 제안은 디지털 매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 234 -

하는 것이다. 최근 개인과 일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 영화(local film)’의
제작 현상이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지역민이 직접 출연하여 자신이 속한 도
시와 지역을 소재로 제작한 마을 영화는 디지털 매체 환경의 지배와 독립 영화와 같은 다양
한 영화 형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시기 극장 문
화 관련 구술 자료는 적극적인 참고 대상으로 다가온다. 또한 멀티플렉스를 넘어 ‘스트리
밍 플랫폼(streaming platform)’의 시대, 지역 단관 극장이 다시 주목되는 사실 역시 재고되
어야 한다. 단관 극장은 근대화 전개와 더불어 행정과 경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에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도시 중심축 이동과 구역 확장으로 핵심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들 극장은 폐
관 또는 소멸되었다. 극장이 자리한 공간은 ‘원도심’으로 분류되었고 도시 균형 발전을
앞세운 도시 ‘재생’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공간을 균질적인 성격으로 구획하고
무한 생산하는 자본의 시도에 대항한 단관 극장을 둘러싼 복수(複數)의 목소리는 커다란 울
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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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쓰기 수업의 실제와 가능성
정진아(건국대)
1. 수업을 시작한 이유
“나만의 자서전 쓰기-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수업을 시작한 것은 우
연한 계기였다. 서울시에서 시민대학을 확장하면서 각 대학과 연계를 시도했고, 내가 소속
한 연구소가 서울시와 연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강의 개발을 하게 되었다. 어떤 수업을 특성
화 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현대사 전공자로서 나는 늘 역사의 큰 사건과 줄기들 속에 은폐된 보통사람들의 구체
적이고 생생한 삶의 이야기에 목말랐다. 분단 70년을 살아온 필부필부의 인생은 거시사의
영역을 가로지는 것일 테고, 거시사와 미시사가 어떻게 씨줄 날줄로 만나서 교직하는지 궁
금했다. 수업방법은 역사학자로서 내가 공부한 방법을 그대로 차용했다. 한국현대사 개관을
통해 수강자들이 시대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연결시키도록 한 다음, 내가 경험한 사건들을
구술하도록 했고, 그것을 글로 엮어내는 작업을 통해 자서전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아마 나는 현대사 수업과 내가 경험한 구술체험담을 결합한 구성을 상상했던 것 같다. 그
러나 실제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나의 앙상한 문제의식은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풍성한 삶
만큼이나 다채로운 내용과 형식을 갖기 시작했다.
2. 프로그램의 변화과정
2015~2017년 상반기까지의 수업은 내가 처음 구상한 그대로를 재현하는 방식, 즉 현대사
강의-구술-자서전쓰기라는 도식적인 전개과정을 밟았다.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샘플이
될 만한 작품의 스토리와 전개방식을 소개한 후, 참여자들이 개인의 삶을 반추하는 방식이
었다. 나는 그것을 글로 엮으면 자서전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자서전은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욕구가 낳은
결과물이었다.
2017년 하반기 수업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왜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지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한편, 수업의 반 이상을 자서전의 유형과 형식, 자서전 글쓰기의 규칙,
자서전 설계 등 워밍업을 하는 시간에 투여했다. 그간의 자서전쓰기 수업 경험을 통해 참여
자들 다수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잘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자서전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자서전쓰기 수업의 핵심은 감정을 토로하고 글을 쓰는 주체로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작
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사와 감정의 중심을 나로 가져오는 작업, 비루하다고 생각되는 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먹는데 수업시간의 절반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 참여자들은 서서히 자신의 서사 주체로 등장한다.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자기 역사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경험
을 하게 된다.
수업의 주체도 점차 수강자들로 바뀌었다. 나는 관찰자이자 보조자의 역할만을 할 뿐이었
지만, 구술경험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의 장점인 귀 기울여 듣기, 역사적 맥락 해석하기는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자기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수강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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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쓰기 수업은 역사학자의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게 한 계기였다.
3.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1) IMF
2015년 서울시민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IMF였다. 현대건설에서 임원
까지 하다가 퇴직한 A,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은행에서 해고, 감원을 반대하며 삭발단
식을 감행한 B, 인사담당 공무원으로서 ‘해고자 감별과 통보’이라는 악역을 담당해야 했
던 C 등이 수강자였다. 이들은 IMF시대 한국사회가 맞은 융단폭격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C는 인사담당 공무원이었다. IMF가 터지자 직장에서는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자르라고 명령했다. 그는 국가가 망하는 판에 공무원의 감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
다. 서류를 뒤져 근거를 찾아냈다. 예전엔 작은 실수로 넘기던 일이 해고사유가 되었다. 그
러던 어느 날 집 앞에 해고된 동료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줄줄이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너도 죽고 나도 죽자.” 동료의 절규가 그의 죄의식을 일깨웠다. 해고당
한 자도, 해고하는 자도 가장이었다. 이후 그가 받은 폭력과 상처는 모두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
A, B, C 중에 C만이 자서전을 완성했다. 그는 동료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
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IMF로 파괴된 일상을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돌아
가고 싶다고 했다.
2) 전쟁
2016년 수강자 중에는 6.25전쟁기 학살을 경험한 사람이 많았다. 이들에게는 부모님과 형
제를 잃은 경험도 고통스러웠지만, 더욱 힘겨웠던 것은 생존이었다. 아버지와 형, 오빠를 잃
은 사람들. 그 시절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는 그악스러워져야만 했고, 이들은 어릴 적부터 눈치 빠르고, 알아서 제 일 잘하는 아이들
이 되어갔다. 이들은 감정을 숨기고, 태연한 척 일상을 사는데 익숙했다.
D의 자서전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은 사라호 태풍 이야기였다. 그는 어릴 적 경험했던
사라호 태풍이 어떻게 마을을 덮쳤는지 눈에 그린 듯이 재현해냈다. 태풍으로 쑥대밭이 된
마을, 물에 잠긴 집들, 사람들이 느낀 공포. 나는 왜 그가 그렇게 태풍에 집착하는지에 주목
했다. 그에게 전쟁과 태풍은 모두 ‘태풍’이었다. 그는 좌익가족이었기 때문에 전쟁기 학
살에 대해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전쟁 때 느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모
두 ‘사라호 태풍’을 통해 쏟아내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학살을 경험한 D와 F 모두 교사였다. 그들은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안정적으
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겼다. 생존도, 자아실현도 모
두 교직 안에서 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교직은 전쟁도, 학살도 없는 안정적인 소우주였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그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
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이야기에는 생존을 위해 ‘과도한 적응’을 해온 사람들의 흔
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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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난
2017년 하반기 수업의 수강자였던 G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이었다. 화려한 글
솜씨는 없었지만, 그의 글에는 삶을 대하는 진솔함이 있었다. 다음은 그가 학교를 떠나게
된 과정을 서술한 대목이다.
책상에 앉아 있으니 선생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한다. 선생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 "야,
너 학교에 오지 마라 했잖아" 하면서 이마를 슬쩍 건드린다. 역시막대기로, 난 아무 말 안했다. 선생
내 가방을 들고서 복도에 던진다. 나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선생, 나에 손을 잡고 끌어내 복도 쪽으로
밀어낸다. 그러면서 문을 닫는다. 지금도 문 닫히는 소리 드르륵 잊어지지 않는다. 복도에 서 있으니
교실 문 여는 소리 드르륵 신발주머니가 던져 나온다. 아무생각 없이 공부 한 시간 끝날 때까지 서있
었다. 내가 왜 서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선생 보더니 큰소리로 "집으로 가라 말이야." 하며 나를
끌어내 운동장까지 끌려왔다. 지나가던 아이들 쳐다본다. 난 포기하고 걸어서 나올 수밖에 어떤 방법
이 없었다. 운동장을 나온 그때 눈물이 쏟아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그 선생 내 머리에
서 사라지지 않는 선생 60년이 지난 일인데 생생하게 떠오른 것은 그 후 삶의 일생에 고난의 길이 시
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자서전 제목을 ‘운명의 갈림길’ 이라 정했다.

그는 월사금을 내지 못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쫒겨났다. 그는 무학을 평생 부끄
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자서전을 완성한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 따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자서전을 쓰면서 학교를 못 다닌 것은 가난한 우리집이 아니라 비교육적인 교육
현실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평생 살면서 책 한권 내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나는 내 책을 완성했다는 자부심이 무학의 콤플렉스를 날려버린 것 같다.
4. 수업의 확장 가능성
최근 자서전 쓰기 강좌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심리학자, 철학자, 소설가, 글쓰기
전문강사 등 자전 쓰기 강좌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자서전 쓰기 수업에
서 수강자들은 역사학자의 자서전 코칭이 이색적이면서도 수강자들이 인생의 흐름을 잡아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그것은 역사학자가 공부하면서 습득해온 경
험들 덕분이다. 수강자들의 이야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 사건과 인물
을 맥락적으로 연결시키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자질, 수강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하
도록 안내하는 역할까지.
자서전쓰기 수업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수업 요청을 받았다. 수업요청을 한 곳은 계기
도 방향도 다양했다. 첫 번째는 마을공동체의 써클 모임이었다. 이들은 친분 있는 사람들
끼리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구술을 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에게 반찬나눔을 하는 단체였다. 단체에서는 독거노인
들이 반찬을 배달받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반찬배달을 하는 청소
년들의 참여를 적극화할 수 있는 기회로 수업을 받고 싶어 했다. 만약 수업이 시작된다면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의 구술채록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노숙자쉼
터였다. 상근활동가는 자서전을 통해 노숙자들이 자신의 찢어진 삶을 통합하고 자존감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자서전쓰기 수업은 역사학자의 경험을 사회
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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