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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주의 연구의 쟁점과 과제*

1)

강 진 웅 (경기대학교)

(jwkang@kyonggi.ac.kr)

국문요약

이 글은 식민경험으로부터 다문화 한국에 이르는 근대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식민경험,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분단체제

와 권위주의 통치, 탈냉전 민주화와 남북 화해협력, 세계화와 다문화주의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며 변화해 왔다. 이 글은 단일민족의 

신화와 현실,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민족사학과 근대주의, 민족 정체성과 탈민족

주의 및 다문화주의로 이어진 민족 담론의 계보를 분석하면서 21세기 한국 민족주의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성찰한다. 구체적으로 네이션/민족에 관한 동서양의 개념사

적 간극과 한국적 예외론, 단일민족론, 분단체제와 종족적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다문화 한국과 민족 정체성, 21세기 남북통일과 민족주의라는 논제를 

다루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여 향후 과제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과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온 한국의 민족주의를 성찰하고 21세기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민족주의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본다. 

주제어 : 근대성, 민족, 민족주의, 민족사학, 근대주의, 탈민족주의

* 이 글은 사회와 역사 117호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민족의 사회학: 네이션과 종족성의 관계에서”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 재구성했다.  



한국 민족주의 연구의 쟁점과 과제  | 5 | 

Ⅰ. 들어가며

2018년 역사적인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비핵화와 평화정착 무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긴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적대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을 주조한 분단체제에서 탈이념의 

평화 체제와 개방적인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현대 한국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는 식민경험,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분단체제와 권위주의 통치, 탈냉전 

민주화와 남북 화해협력, 세계화와 다문화주의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며 변화해 왔다.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 역시 분단체제론, 탈식민주의론, 식민지 

근대화론, 탈민족주의론, 다문화주의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과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불붙은 민족사학과 근대론 사이의 

논쟁은 물론 국사해체로 번진 탈민족주의 논쟁은 단일민족론과 함께 권위주의적 분단체제 

및 미시파시즘을 정당화했던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21세기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 역시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을 답습해 온 주류 한국사회

의 지배 담론을 성찰하고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는 19세기 말 국권의 위기로부터 20세기 식민화, 전쟁과 분단체제, 

탈냉전 민주화와 21세기 세계화, 이주 및 다문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단일민족의 신화와 현실,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민족사학과 근대주의, 

민족 정체성과 탈민족주의 및 다문화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민족 담론의 계보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큰 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식민경험과 분단체제, 탈냉전 평화무드 및 다문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 민족주의 연구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민족주의 연구에서 동서양의 개념사적 간극과 한국적 예외론, 단일민족론, 

분단체제와 종족적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다문화 한국과 민족 정체성, 21세기 

남북통일과 민족주의라는 논제에서 각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들을 제기한

다. 먼저 동서양의 네이션/민족 이해와 그 간극을 설명하고 단일민족의 혈통을 내세우는 

한국적 예외론의 맹점을 분석한 뒤 단일민족의 신화를 통해 정당화된 민족의 신화화와 

정치화를 비판한다. 다음으로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에서 분단체제에서 작동한 종족적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논쟁을 분석하고 21세기 다문화 한국과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남북통일의 과제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성찰해 본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과 성찰을 통해 한국 민족주의 연구가 21세기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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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Ⅱ. 개념사적 간극과 한국적 예외론

식민지 근대화론, 탈식민주의론, 탈민족주의론, 다문화주의 등의 논쟁을 거치며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에서는 민족의 개념사적 이해와 실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권보드래 2007; 박명규 2009a, 2009b; 박찬승 2010 등). 그러나 한국 

민족의 특수성에 대한 접근에서 동서양의 개념사적 간극과 한국적 예외론에 대한 면 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러한 쟁점을 재평가하여 민족주의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 개념은 흔히 ‘종족’과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네이버 국어사전

을 보면, ‘종족’은 “같은 종류의 생물 전체 혹은 조상이 같고 같은 계통의 언어·문화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으로 정의되는 반면,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 정의된다. 종족과 민족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우리의 민족 개념이 단순히 

종족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서양의 네이션(nation)과 우리의 

민족 개념의 간극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기도 한다. 종족은 혈통적, 문화적 차원에서 

설명되는 반면, 민족은 토성, 공동성, 역사성을 반 하는 실체로서 정치문화적 차원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민족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족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국가, 

국민 개념과 거의 동의어로 인식되는 네이션과도 구분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 네이션 

개념을 번역, 수용한 한국 민족의 개념사적 차이를 드러내 주며, 이와 함께 우리의 민족 

개념이 종족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담론화된 역사적 경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네이션 개념이 ‘국가를 형성하거나 형성할 잠재력을 갖는 집단’으로 

이해되어 현대사회에서 거의 국가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양의 네이션과 

우리의 민족 개념은 근대 이래로 그 간극을 크게 벌려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컴사전에서 

네이션이 “집합적 국민, 국가, 전세계 국민/전인류, 민족, 종족” 등으로 이해되는 것을 

보면 네이션 역시 우리의 민족 개념 못지않게 복합적인 근대성을 반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의 민족 개념이 주로 종족을 가리키면서도 단순한 생물학적 종족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서구의 네이션 역시 주로 국가나 국민을 지칭하면서도 민족, 종족, 인종 

등을 포괄하는 다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강진웅 2018b, 289-293). 따라서 개념사적 

간극과 개념적 다의성을 전제로 하여 동서양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민족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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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체를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20세기 초 조선에서는 독일학파의 네이션 개념이 일본으로부터 번역, 수용되어 

국민, 인종, 종족 등 다의적인 맥락과 의미로 사용되었다(박찬승 2008, 109). 이러한 

네이션은 대략 1905년 이전에는 ‘국민’의 개념으로 주로 활용되었다가 국권 상실이 두드러지

는 1905년 이후에는 ‘민족’의 개념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박병섭 2016, 73). 네이션 

개념의 수용 초기에도 네이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국민, 민족 등이 경합했던 것인데, 

이러한 네이션이 민족 개념으로 굳어진 과정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슈미드(Schmid 2002)에 따르면, 1905년 10월 31일 황성신문이 중국에서 발견된 광개토대

왕비의 사진을 공개한 뒤 조선에서 단군시조론이 대두되고 민족 담론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채호가 주도한 대한매일신보 역시 〈이날에 대한동포를 위하여 

한 번 경고함〉이란 논설에서 단군을 성조로 하여 동일한 혈통과 역사를 공유한 ‘신성한 

민족’ 개념을 주조해 냈다(대한매일신보 1909/08/14). 당시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현실적으

로 부재하는 국민을 민족으로 대체하여 담론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션/국

가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지향해 나갈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추동했던 것이다. 또한 

신채호(2007)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한 〈독사신론〉에서 국가를 ‘민족정신에서 

형성된 유기체’로 평가하며 국가는 육체를 잃을지라도 정신만 살아 있다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채호는 민족정신을 통해 잃어버린 국가를 되찾고자 

했고 이러한 목적론적 희원에서 민족의 속적 추상화와 이념적 절대화를 추구했다. 이로써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역사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단일민족으로 숭배되는 정치적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민족 개념의 신화화와 정치화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민족에 관한 

학문적 이해와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정치적 장에서는 권력의 수단으로, 학문적 

장에서는 신념의 수단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신화화, 정치화된 민족 개념에서 한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설파하는 ‘한국적 예외론’이 견고하게 다져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민족사학은 근원론적 관점에 입각해 ‘근대 이전의 민족’ 혹은 ‘근대 민족과 전근대 

민족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민족의 원초론적, 속론적 측면을 정당화해 왔다(전재호 2018). 

예를 들어, 신용하(2006)는 한민족이 오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실재의 공동체임을 주장하기

도 했다. 공자와 한문, 중국의 상고사 등이 모두 한민족의 역사로 포괄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논리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실재와 상상의 역이 

교차되는 민족에 대한 성찰에서 어느 한쪽만을 극단화시켜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강진웅 

2018b, 293-296). 실재를 개념화하는데서 오는 불가피한 이념형적 한계(Weber 1997, 

90)와 함께 현재를 과거로 소급해 가는 몰역사적인 정치화(임지현 1999)가 겹쳐 있는 

것이다. 민족의 ‘실체’가 아닌 ‘가치’를 통해 역사를 평가하는 주류 담론 역시 이러한 오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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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벗어날 수 없다. 신화화, 정치화된 믿음이 가로지르는 상상의 역을 경험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의 서술에서도 

극단적인 근원론이 성찰되었고(서중석 외 1992), 민족사학이 내세웠던 민족 개념과 실체가 

모두 근대 민족주의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hin et al. 1999a; 박동천 

2008).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는 먼저 근대론적인 관점에서 근원론적 민족 개념을 

성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족 개념의 신화화는 정치권력의 중요한 이념적 수단이 되었다. 분단 

반세기 동안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민족 개념의 정치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약한 사회를 편향적으로 통제, 동원했다. 민족 개념을 

통해 순수하고 단일한 종족/민족의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적 아젠다가 일제강점기의 반식민

주의에서 분단체제의 유기체적 국가주의로 이동했고, 냉전적 분단체제에서 단일민족, 

백의민족, 한겨레, 배달겨레 등으로 표현되는 종족성의 가치가 민족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으

로 급진화되어 분단국가의 이념적 브랜드가 되었던 것이다. 민족의 신화화와 정치화는 

분단체제의 이념적 수단으로 변화되었고 분단체제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민족주의는 폐쇄성

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는 담론에서 ‘한국적’이라는 예외론적 

수사가 횡횡했고 종족적 순수성과 단일민족론으로 표출된 한국의 민족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권력으로 관철되었던 것이다(임지현 1999). 

이러한 논의에서 쟁점은 민족의 두 얼굴 즉 실재와 상상의 측면을 이해하여 민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두 얼굴의 관계 즉 실재의 상상화, 상상의 

실재화의 관계에서 몰역사적 추론을 거부하며 민족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서양의 간극을 넘어 민족주의 연구에서 네이션/민족은 실재하면서도(real) 구성

되는(constructed) 실체이다(Hroch 1998). 이와 관련해 베버는 네이션을 “그 자신의 

국가 안에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는 감정 공동체이며 정상적으로는 자신의 국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공동체”(Weber 1958, 176)로 정의했는데, 네이션은 국가의 경계 안에 위치하는 

인간 공동체의 실재적 측면과 구성원의 감정적 정향이라는 상상적 측면이 결합된 실체라는 

지적이다. 여기서 주류 민족사학의 민족 개념에 관한 이해는 상상의 역에서 민족의 

실재를 초역사적으로 극단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맑스주의의 이해 역시 네이션/민족의 

실재를 부정하거나 실재를 상상의 역에서 정치화한 오류를 갖고 있다. 먼저 맑스(Marx 

et al. 1970)는 네이션을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허구’로 평가하며 그 실재를 부정했다. 

앤더슨(Anderson 1991)은 맑스와 달리 네이션을 민족주의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적 가공

물’(cultural artefacts)로 평가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네이션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네이션

이 근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상상에 의해 끊임없이 가공된 실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스탈린은 네이션을 “공통된 언어, 토, 경제생활, 공통된 문화에서 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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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구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공동체”(Stalin 1953, 307)로 정의하며 

네이션의 실재를 인정했지만, 이러한 네이션의 개념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무기로 한 소비에

트 사회주의의 이념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것은 네이션과 민족주의가 지배계급의 정치적 

도구가 된다는 맑스의 명제를 사회주의의 사례에서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에서 주된 과제는 민족 개념과 실체가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며 실재와 상상의 두 얼굴이 결합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다. 민족의 근대성이란 측면에서 민족사학 등이 내세우는 정치화된 인식을 경계해야 

하며 민족 역시 네이션과 유사하게 전근대에서 근대에 걸쳐 민족의식의 형성과 함께 

국가라는 제도적 실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근대적 민족 개념이 제시되면서 그 실체 또한 근대국가와 맞물려 형성되었고 근대국가의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는 민족주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가공되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는 ‘보편적 준거틀’과 ‘분석적 합리성’을 견지하면서 민족의 근대성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의 역사성과 국가 형성의 제도적 과정을 분석해 가야 할 것이다. 

Ⅲ.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

단일민족론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특수성에 관한 논의는 근원론과 근대론을 둘러싼 

기존 민족주의 논쟁에 잘 반 되어 있다. 주류 민족사학과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역사적 

비판이 드러내듯이, 네이션/민족의 형성에 관한 논쟁은 근원론적 관점(Armstrong 1982; 

Smith 1986)과 근대론적 관점(Anderson 1991; Gellner 1983; Hobsbawm et al. 1983) 

사이에서 다루어졌다. 먼저 근원론적 관점은 네이션/민족이 원시적, 친족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이루어졌거나 고대, 중세의 종족적 실체가 근대의 네이션/민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근원론적 사고에서 네이션은 친족 또는 원시적 종족의 인적, 토적 

연속성에서 이해되었고(Grosby 2005), 네이션을 인식하는 대중들의 정향(nationhood)이 

전근대로 확장되기도 했다(Armstrong 1982). 한국의 주류 사학계에서도 이러한 근원론은 

한민족이 전근대에 형성되었다는 주장과 전근대 민족과 근대 민족이 상호 연관되었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전재호 2018, 41). 반면, 근대론적 관점은 네이션/민족과 민족주의의 

근대성을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네이션/민족이 민족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Gellner 1983; Hobsbawm et al. 1983). 우리의 비판적 한국학 및 인문사회과학

계에서도 주로 근대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주류 사학계의 민족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Shin 

et al. 1999a; 강진웅 2018b; 임지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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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원론 대 근대론 사이의 논쟁을 넘어서는 길은 네이션/민족의 실체를 초역사화하

여 원초적 실체를 속화하려는 극단과 맑스와 같은 도구주의의 입장에서 민족의 실체를 

부정하려는 또 다른 극단을 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민족 개념을 이해할 때 

전통과 현대의 단속성(斷續性)을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강진웅 2018b, 

300, 304-305). 이 단속성의 흐름에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신화적 허구와 전통의 날조, 

사실의 신화화가 그 자체로 혹은 서로 뒤엉켜 있을 수 있다. 실재와 상상의 앙상블로서의 

네이션/민족을 뒤틀어 놓은 연구들은 모두 이 단속성의 역사적 맥락을 일면적으로 분석한 

오류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 예외론과 단군신화론에서 이러한 민족 개념의 신화화의 

정도와 방식을 검토하면서 그 실재에 다가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제지간이자 민족주의 연구의 대가인 겔너와 스미쓰(Gellner et al. 

1996)는 네이션의 실재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학문적 화두로 올렸다. ‘네이션의 

배꼽 논쟁’으로 불리는 이 논쟁에서 스승인 겔너는 네이션이 민족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하며 전근대에 만들어진 네이션의 배꼽은 단지 예외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미쓰는 기본적으로 네이션의 근대론적 함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네이션의 전근대-근대적 연계성에 주목하며 전근대적 배꼽을 강조했다. 기존 

논쟁을 답습한 이 논쟁에서 두 이론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은 근대성에 의해 만들어진 

배꼽이 일반적이라는 사실과 근대로 걸쳐 있는 전근대적 배꼽 역시 부분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함의를 고려하면 한국 민족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접근 역시 근대적 배꼽의 일반성을 고려하면서 전근대-근대의 연계성에서 민족의식 

등의 발전 정도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근원론적 예외론의 늪에서 벗어나 근원론과 근대론의 

사이에서 민족의 실재와 이 실재를 정치화한 상상의 역을 탐색하며 어떻게, 얼마나 

신화화, 정치화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한국 민족주의 연구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의 민족사학과 대중들의 민족 감성은 근원론적 사고와 접히 연관되어 

왔다. 한민족이 전근대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나 전근대 민족이 근대 민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모두 민족의 전근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두 한민족의 

기원과 속성을 추구하는 근원론적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신채호의 단일민족론, 해방 

이후 신민족주의 사관에 이은 민족사학의 민족에 관한 이해는 민족의 실재를 초역사화하고 

학문적으로 정치화한 것이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신화화의 정도와 전근대 민족체를 

구성한 민족의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신민족사학자 손진태는 해방정국의 한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조상들도 오랜 옛날부터 단군을 시조님이라 하고 ...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우월감과 자존심서 울어나온 민족 시조 전통이다. ... 이렇게 전통 위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단일 민족임을 부르짖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 던 것이며, 전통은 민족 감정의 가장 

강한 표현이다”(손진태 1950, 5-6)라며 단군시조론과 단일민족론을 설파한 바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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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서 베버가 말한 근대적 민족 감성의 응집력은 중세를 넘어 고대로까지 환원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초역사화된 민족의식은 혈족→씨족→부족국가(종족)→민족의 발전과정에

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암묵적으로, 반복적으로 전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한민족의 틀이 형성되고 단일민족 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을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2, 111). 2013년 

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역시 “신라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 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정선  외 2013, 

83)고 기술하며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비로소 한반도에 ‘민족의 원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손진태의 역사 교과서에서 현대의 역사 교과서로 넘어오면서 민족의식이 형성된 

시점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이동한 점은 민족의 신화화를 부분적으로 극복한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두 교과서 모두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종족에서 민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민족의식의 형성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종족과 다른 민족을 종족과 같은 것으로 전제, 이해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또한 손진태가 설파한 단군시조론은 실제로 고려 말, 조선 초에 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손진태가 그 이전으로 끌어올린 ‘단군민족의식’은 사실상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고려 말, 조선 초 이후의 인식 역시 경험적으로 상이한 

정도와 방식을 나타냈을 것이다(강진웅 2018b, 302). 이것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연속성에서 우리가 거의 확고한 진리로 믿고 있는 단일민족 개념이나 단군신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달랐음을 방증한다. 단일민족론 역시 해방 이후 손진태, 이병도 

등의 역사학자들이나 이승만 정권의 엘리트인 이범석, 안호상 등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정치화된 측면이 농후하다. 실제로 단군신화를 문자화한 것은 고려시대의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에서 고 설화 정도의 믿음이 국난 극복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며 복원, 강화된 

것이었다. 고려 후기 대몽항쟁 과정에서 동족의식을 고취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단군신화

가 호명, 복원되었고 여기서 민족체 의식이 강화된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정구복 1999, 

291). 이러한 단군신화는 17세기 이후 단군-기자 중심의 국조 인식으로 발전해 구한말 

민족주의자들에게 전승되었던 것이다(박찬승 2009, 345).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은 민족의 원초론적, 속론적 집착과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실재와 상상의 두 얼굴을 갖는 민족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을 지속해 가야 

한다. 민족의식의 과장과 신화의 정치화는 결국 민족의 실재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재를 상상의 역으로 극단화시켜 실재를 왜곡하거나 근대를 전근대로 극단화

하여 전근대를 신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족의 개념과 실체를 파악해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분단체제와 다문화 한국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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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과도 관련된다.  

Ⅳ. 분단체제와 종족적 민족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붕괴 이후 백낙청(1992)은 창작과 비평에서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체제론’을 제기한 바 있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넘어 ‘분단모순’이 

한반도의 통일과 민중들의 삶에 구속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관점에서 안병직(2006)은 분단모순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분단모순을 체제개혁과 사회운동

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모두 비판했다. 두 관점 모두 분단체제의 문제를 좌와 우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분단체제가 

가져다 준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인 정체성에 대한 구속력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념과 이론의 이념화를 낳았던 분단체제의 개념을 중립화하여 이것이 종족적 

민족주의의 틀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민족주의 연구의 주된 

과제 중의 하나는 분단체제의 개념을 민족주의가 작동하는 탈이념화된 분석적 대상에 

위치지우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을 낳은 종족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권력화되었는가를 사회과학적으로 해부하는 것이 된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스미쓰는 네이션/민족을 ‘정치성’과 ‘문화성’이 결합된 산물

로 평가한 바 있다. 네이션은 시민적, 토적 차원과 종족적, 계보학적 차원이 결합된 

것으로서 다양한 정도와 방식을 갖는 함수라는 것이다(Smith 1991: 13, 15). 여기서 

스미쓰(Smith 1986, 1991)는 종족적, 문화적 유산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민족주의를 ‘종족적 

민족주의’로 평가했다. 정치성/시민성과 문화성/종족성이 상호 결합된 함수에서 후자가 

두드러지는 경우를 종족적 민족주의라 부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물론 20세기 말 소비에트 사회주의 붕괴 이후 나타난 여러 민족주의 현상들은 

모두 종족적 민족주의가 발현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흔히 민족주의 연구에서 예외적 극단치로 나타나는 한국의 경우가 종족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신기욱(Shin 2006)은 이러한 종족적 민족주의의 기원을 

구한말, 일제강점기 신채호 등의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신채호, 

박은식 등의 민족주의자들은 ‘신성한 민족’, ‘단일민족’, ‘단군성조’, ‘민족혼’ 등을 내세우며 

신화화된 민족 개념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윤치호 등의 

범아시아주의자들은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인종·종교·문자의 동일성에 기초한 

감정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다. 일본·중국·한국은 극동(極東)을 황인종의 원한 보금자

리로 지키기 위해 공동의 목표와 정책과 이상을 가져야 한다”(윤치호 일기 1902/05/07)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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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종의 동양주의에 희망을 품고 일제의 근대화론을 수용하기도 했다. 일제에 대한 저항에

서 갈렸지만 두 관점 모두 인종적 종족을 중심으로 민족의 진로를 모색한 공통점이 있었다. 

저항적 민족주의와 친일적 범아시아주의의 대립을 거쳐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적 성격을 

강화하는 민족주의를 투쟁의 무기로 삼았고, 이렇게 성장한 종족적 민족주의는 해방과 

분단 이후 순수한 종족의 가치를 절대화하여 남과 북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닮은꼴의 

분단정치로 발전했던 것이다(Shin et al. 1999b). 이러한 민족주의와 근대성의 돌출에 

대해 채터지(Chatterjee 1993)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변화에서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누가 상상하는가에 따라 네이션/민족의 운명과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단일민족의 신화, 식민주의와 반식민투쟁, 한국전쟁과 분단체제, 국가주

의와 국민동원이라는 특수성에서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 종족성이 상부구조로 얹힌 역사적 

경로의 차별성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적 민족주의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민족주의의 근대성을 인정하면서 비서구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원초적, 속적 실체를 가정하는 근원론과 네이션/민족의 정치적 구성을 강조하는 

근대론 사이의 논쟁 그리고 네이션/민족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객관론적 네이션과 구성원

의 의지와 감성적 결합을 강조하는 주관론적 네이션의 논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서구와 비서구의 상이한 역사적 경로 다. 이러한 경로차에 대한 평가는 분석단위에 한정되

어야 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비주류의 사례들이 탈분석화되어 한국과 같은 사례는 분석적 

함수의 한 좌표가 아닌 돌출된 극단치나 분석의 잔여범주로 취급되었다. 이것은 또한 

이분법적 대립을 심화하는 개념과 이론의 과잉으로 이어져 서구와 동구, 서구와 비서구의 

민족주의를 합리적,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대 비합리적, 집단주의적 민족주의(Kohn 1944) 

혹은 시민적 민족주의 대 종족적 민족주의(Greenfeld 1992)라는 분석 체계로 몰아가기도 

했다. 문제는 분석적 합리성을 넘어 ‘좋은 민족주의’ 대 ‘나쁜 민족주의’라는 정치화된 

민족주의 연구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찰을 고려할 때 우리는 스미쓰가 정의한 

네이션의 정의를 받아들여 종족적 민족주의를 정치성과 문화성, 시민성과 종족성의 함수에

서 문화성과 종족성의 정도가 더 큰 하나의 좌표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나타난 ‘신민족주의’ 현상과 제3세계 국가들의 종족적 이합집산과 

국민 재구성은 물론 북한 사회주의의 민족주의화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종족적 민족주의가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례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는 구한말에 비롯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체제와 

탈냉전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단일민족론과 종족적 순수성을 정치화하여 권력의 수단으로 

공고화해 왔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종족적 순수성을 바탕으로 국권을 회복하고자 일제의 

식민주의에 대항했고 이러한 식민유산을 거쳐 민족의 가치를 절대화하며 남북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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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는 분단정치의 기제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선과 악’의 이분법과 ‘정의’의 

전쟁론, 이승만의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과 ‘자유’의 전쟁론이 닮은꼴의 분단정치를 보여준 

것 역시 이를 잘 반 해 준다(강진웅 2018a, 271). 여기서 종족성을 앞세우는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종족의 통합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종족적 갈등을 유발하는 

역설을 보여 주었다. 통합과 배제라는 민족주의의 본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 남북한의 

정권은 민족을 절대화하여 상대 인민을 같은 핏줄의 형제자매로 포용하면서도 상대 정권은 

민족의 반역자로 배제하는 정치적 동원을 구가했던 것이다(Shin et al. 1999b, 479). 

이처럼 종족의 순수성을 무기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본성인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극단화하며 지배의 정당성을 구축했다. 외부의 적에 

대항하면서 내부의 이단자를 탄압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양면성’(Nairn 1981)

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권위주의적 분단체제에서 종족적 민족주

의는 밖으로는 철옹성을 쌓으며 안으로는 견고하게 자신의 세포들을 응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이념화, 세계화, 다문화의 시대를 맞은 현대사회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는 여타 

정체성과 분화된 사회의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 이주에 따른 외래 종족들이 

스며들고 다문화 한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의 배타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관주도 다문화주의와 주류 한국인들의 국가주의

적 민족주의로 탈바꿈한 종족적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으며, 비핵화와 평화무드에 따른 

남북통일의 기대가 무르익으며 종족적 민족주의가 또 다른 방향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20세기 후반 민주화와 탈냉전의 무드에 이어 21세기 다문화와 남북평화 무드를 

거치며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Ⅴ.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냉전시대 권위주의적 분단체제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는 남북분단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했다. 단일민족의 신화와 함께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남과 

북, 좌와 우를 넘어서 확대되었다. 닮은꼴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활용하며 권위주의 

통치를 공고화한 것은 남과 북이 공히 유사했고(강진웅 2018a, 267-273), 남한의 좌우 

정치권은 물론 진보진 조차도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을 옹호하기도 했다(강진웅 2013, 

212-213). 2000년대 초반 학계에서 유행했던 민족주의와 ‘미시파시즘’의 동학은 분단체제에

서 확장된 한국 민족주의의 억압성, 장기지속성 및 견고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 것이었다(임지

현 외 2000). 이러한 미시파시즘의 민족주의는 21세기 다문화주의의 얼굴로 변모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는 권위주의적 분단체제를 정당화하고 미시파시즘으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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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면서도 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을 받았다. 20세기 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21세기 

초 다문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한국 민족주의의 폐쇄성은 안팎에서 공격을 받으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탈식민주의, 식민지근대화 논쟁에 

이어 탈민족주의 논쟁이 가열되어 국사해체론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민족주의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족사학에 대한 근대론적 비판의 

입장이었다(Shin et al. 1999a; 임지현 1999).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작업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민족주의의 권력적 속성을 비판하며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성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이태진 외 1997), (탈)근대론을 수용하여 민족주의

를 해체하는 탈민족주의의 흐름이 조성되었다(안병직 2002; 임지현 외 2000). 특히 탈민족

주의의 시각에서 민족사학의 관점은 ‘헤겔주의의 망령’(Eckert 1999) 또는 ‘한국사를 왜곡하

는 관념론적 역사관’(안병직 2002)으로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일본 역사학자들과 

함께 임지현, 이 훈 등이 2000년 결성한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은 

한민족의 근원론적 인식과 권력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탈근대적, 탈민족주의

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국사해체 등을 주장하며 민족사학의 민족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

다. 근대론/탈근대론적 민족 이해와 식민지근대화론이 미묘하게 결합한 측면도 다분한 

이 포럼은 기존의 근원론 대 근대론의 논쟁을 넘어서 탈근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민족에 관한 근대론적 함의를 넘어서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권력 담론으로서의 

국사는 민족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제이자(송기호 2007), 민족주의를 생산, 

유통, 소비하게 하는 근원으로 평가되기도 했다(임지현 외 2004). 이에 대해 민족사학을 

옹호하는 입장은 주류 사학의 민족주의가 폐쇄적인 경향으로 흐른 것을 성찰하면서도 

여전히 역사 인식과 서술에서 민족의 가치를 옹호하고자 했다(강종훈 2008; 나종석 2009). 

이러한 논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탈민족주의론의 비판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것이었다. 

즉, 탈민족주의론이 민족주의의 권력과 억압성을 비판한 것에서 긍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국사해체와 같은 탈민족주의 자체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었다(서중석 

외 2007). 탈민족주의론은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 민족주의 

자체를 해체하려 했다는 것이다(홍석률 2006). 따라서 탈근대론에 입각한 탈민족주의론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민족주의를 비판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와 근대성의 양면성

을 보지 못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국사 해체를 주장하는 탈민족주의는 식민지근대화론이

나 뉴라이트의 우경화된 역사 해석 등에서 또 다른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려는 다문화주의가 혈통적 국가주의로 재활용되고 

있듯이, 아시아적 가치나 동아시아공동체론 등의 형태로 탈민족주의론이 또 다른 얼굴로서 

국가주의를 고취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용욱 2004). 그러나 민족의 가치와 민족사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가치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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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방식에서 권력화된 학문을 조장하는 탈민족주의론을 

비판하는 것이 민족주의 자체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다시 가치평가의 민족주의로 환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의 ‘가치’가 아닌 ‘실체’로서의 민족에 다가서야 하며 이러한 준거틀에서 민족주의

를 연구해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포스트민족사학과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문제이다. 

Ⅵ. 다문화 한국과 민족 정체성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 일부 신하들이 왜인과 아족(我族)이 다르다며 왜인을 

서울, 경상, 전라에 머물지 못하도록 간언한 예가 있다(세종실록 1419/07/06). ‘아족’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전근대 사회에서도 우리의 민족체는 하나의 종족 집단으로 인식되었

던 것이다. 하나의 토와 국가에서 아족이 단일종족으로 인식되면서 단일민족 국가의 

이미지는 근대를 거쳐 굳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분단체제와 탈냉전을 거쳐 21세기 다문화사

회에 들어 이러한 상황은 급변했다. 2010년 동아일보의 한 연재기획 칼럼은 “한국은 

이제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 다문화사회다”라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감성적으로 믿어 

온 단일민족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동아일보 2010/10/16). 이 칼럼은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대중의 인식 역시 바뀌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거의 600년이 지나서야 우리의 단일종족/단일민족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직전 세계사적으로 20세기 말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

다. 다분히 민족주의의 모습을 한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민족주의 

국가들이 출현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사회주의 붕괴와 종족갈등 

및 토분쟁 등에 따른 이주에 의해 종족적 이합집산이 빈번해졌다. 20세기 후반 한국사회 

역시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21세기에 들어 다문화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평화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조선족과 탈북자들의 급격한 

유입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진입은 단일민족으로 상상된 한국의 민족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21세기 다문화국가의 위상 속에서 적어도 외형적으로

는 한국사회에서 단일민족을 운운하는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논쟁과 함께 신자유주의

와 민족주의,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한민족주의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등의 논쟁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여러 논쟁의 흐름 속에서도 현대사회에서 네이션/민족의 정체성

은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며 개인을 네이션/민족으로 통합하는 힘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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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houn 1997, 43). 그러나 동시에 현대사회의 분화 속에서 네이션/민족 정체성은 끊임없

이 변화하고 있다. 통섭적 연구(intersectionality)는 본질주의적 네이션/민족 및 주체 

개념을 부정하고 다양한 정체성이 얽힌 가운데 개인의 정체성이 재구성되어 가는 다면적인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Cho et al. 2013).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결합에서 주체의 

복합적인 정체성이 해명될 수 있듯이(Bourdieu 1977), 현대 한국의 민족 정체성 역시 

기존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재구성되면서 다양한 정체성과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탈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의 결합과 혼종은 민족 정체성을 더욱 복합적인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과거의 한민족 

정체성이 약화되고 국가적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민족 정체성이 국민 정체성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때때로 계급 정체성이 국민/민족 정체성을 압도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정치 엘리트들은 위안부, 독도, 주한미군, 광우병, 자유무역협정(FTA), 월드컵 

등에서 국민적, 민족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민적, 민족적 단결의 

수사는 수많은 국가 정책 속에서 경제적 이해와 계급적 정체성으로 분해되는 것이 부지기수

다. 조선족의 배제와 탈북자의 소수집단화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민족 정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그 빈자리를 계급적 정체성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기존의 종족적 민족주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된 조선족은 이제 민족 동질성의 의식에서도 멀어지고 있으며 탈북자 

집단 역시 계급적 차이와 종족화된 차별에서 다른 국민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계층화된 국민성’(hierarchical nationhood)으로 분해되고 있는 것이다(Seol 

et al. 2009). 더욱이 한민족의 정체성은 다문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내부로부터 분해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결혼이민자의 급증에 따라 한국사회는 다문화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종족/국민을 포용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귀화자, 결혼이민자를 합한 다문화가

족의 수는 30만 명을, 혼혈 다문화아동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http://www.mogef.go.kr 

2018/10/20 검색). 이색 종족의 한국인화에 의해 명실공이 단일민족의 신화가 도전받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와 이주의 과정에서 네이션/민족의 정체성은 이질적, 혼성적인 시공간

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Bhabha 1990).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한국의 초중고 교육은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지양하며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교육인적자원부 2007, 

1)를 주요한 교육 목표로 내세웠다.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적 흐름에 부응하여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지양하고 이주 종족과 소수집단을 포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단일민족의 신화가 분해되고 혈통 중심적 네이션/민족 담론이 

도전받고 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계질서가 창출되어 종족적 민족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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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반 해 주고 있다. 복수 응답한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으로 89.4%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꼽은 반면 84.1%가 ‘한국인의 혈통’을 꼽았던 

것이다(강원택 외 2011, 13). 이는 국가적/국민적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을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화된 혈통적 민족 정체성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한민족 정체성이 약화되고 국가 정체성이 

강화되었지만 민족 정체성이 이러한 국가 정체성에 숨어들어 재구성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애국주의적 축제에 가까웠던 2002년 월드컵 현상 역시 한민족이라기보다는 대한민

국의 국가적 단결성을 드러내 준 역사적 이벤트 다. 이른바 ‘대한민국 민족주의’(강원택 

외 2011)의 출현은 주류 한국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단일민족론을 수정하며 ‘국가화된 

민족’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강진웅 2018b, 313). 따라서 21세기 다문화 한국에서 

민족 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은 혈통적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가운데 같은 종족 집단의 

위계화와 타종족 집단의 주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냉전적 분단체제에서 탈냉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21세기 다문화 한국사회에

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는 기존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다문화주의와 함께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것이 세계화와 자유주의의 물결에서 계급 등의 정체성과 맞물려 변화되

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계급은 물론 젠더, 종족, 인종 등으로 연계, 확대되는 통섭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가적/집단

적 차원을 넘어 개인적/미시적 차원에서 그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탐색해야 한다.  

Ⅶ. 21세기 남북통일과 민족주의

반세기를 훌쩍 넘긴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냉전시대 분단체제는 남과 북의 상호 닮은꼴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화했고 종족적 순수성과 통합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는 남북간 통합과 협력이 아닌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다. 이러한 갈등적 분단체제에서 민족 개념은 종족주의적인 통합 논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남북의 통일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주의적 통제를 

강화하여 외부의 적을 공격하고 내부의 이단자들을 탄압했다. 이러한 분단체제에서 민족 

개념은 국가적인 것, 종족적인 것, 남북공동체 지향적인 것의 의미망들이 얽히게 된 것이다

(박명규 2009a). 

이러한 복합적 의미망에서 민족 정체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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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탈이념의 흐름과 21세기 평화무드와 다문화의 흐름에서 우리는 폐쇄적인 민족 

정체성을 주조했던 종족적 민족주의가 약화되는 반면 다문화적 포용력을 활용하며 ‘대한민

국 민족주의’가 강화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것이 반드시 종족적 민족주의가 파열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 

민족주의에 기승, 은폐되어 재구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기존의 

민족주의를 호명할 수 있는 21세기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의 과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국가적 지배 담론에서 

열린 민족주의의 싹이 트고 있지만 종족적 통일의 과정에서 국가적 정체성에 숨어 있던 

종족적 민족주의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냉전적 분단체제에서 외부의 

적에 대항하며 내부의 이단자를 억압하는 민족주의의 양면성은 탈냉전 분단체제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진보의 얼굴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부활하는 퇴행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백낙청(1992)이 말했던 분단모순의 극복이 과연 개인적 삶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가 답해야 할 때이다. 한 국가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수많은 정체성의 범주와 얽혀 있다. 국민, 민족, 계급, 젠더, 

종족, 인종 등에서 얽힌 개인의 정체성에서 분단모순의 극복만으로 개인의 삶과 진보를 

논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처럼 21세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는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성찰하

면서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학문적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분단체제와 종족적 민족주의

가 사회와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 과정을 구명해야 한다. 이것은 ‘인민’과 ‘국민’ 만들기라는 

상호 대립된 분단국가 형성에서 민족주의의 ‘기억과 망각’의 정치가 남북의 국민성을 

창조하며 벌인 국가적 범죄와 관련된다(Grinker 1998, 128).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남북한은 상호간 적성국의 주민들을 학살하는 국가적 범죄를 공유했고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신의 편에서 철저히 기억되고 망각되었다(박명림 2002). 20세기 말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명명된 북한의 민족주의 역시 이러한 기억과 망각의 정치가 극단화된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실제로는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에서 겪은 민생단 사건과 

공산당 내 종족적, 인종적 갈등에 연원했던 바가 컸다(Han 1999). 민생단 사건에서 시작한 

북한식 기억의 정치는 신천학살을 통해 반미주의를 고착화하고 반강대국 노선을 지향하며 

폐쇄적인 주체 민족주의를 노골화했다. 20세기를 넘어선 북한의 민족주의에서 남은 것은 

일제강점기 ‘상처받은 민족주의’와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호명하며 강성대국을 염원하는 약자의 슬픔이었다. 

이러한 기억과 망각의 상호 상승된 남북간 정치적 대립은 분단 반세기를 돌아 이제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있다. 북한은 자신이 증오, 저주했던 미제국주의 승냥이들과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0년 6·15 선언에 이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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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의 성과는 한층 통일의 전망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는 21세기 탈분단체제를 예비하며 기억과 망각의 정치를 통해 조작, 왜곡, 

축소, 은폐되었던 민족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분석, 고발해야 한다. 미래의 통일로 가는 

길도 험난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고 아픔을 치유하는 것 역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가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의 통일로 가는 길이 이민족과 소수자를 

배제,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다문화 한국과 통일 한국이 만나는 교차점이 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학살과 인권 

탄압에서 희생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21세기 다문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진보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가 

열린 평화의 길로 가야 하듯이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 역시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Ⅷ. 나오며

이 글은 네이션/민족에 관한 개념사적 간극과 한국적 예외론, 단일민족의 신화, 분단체제

와 종족적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다문화 한국과 민족 정체성 및 21세기 남북통일

과 민족주의를 주제로 민족주의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동서양의 역사적 경로와 

근대성은 물론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민족의 실체와 민족주의에 관한 관심은 정치사

회적 쟁점이자 학문적 탐구의 주요 대상이었다. 난해하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제한적인 

토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필자는 세 가지 차원의 과제를 정리하며 글을 맺고 싶다. 

먼저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는 이념적 정향과 분석적 대상을 분리시켜 민족과 민족주의를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분석과 측정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민족=종족’이

라는 원초적, 속적 믿음과 단일민족의 신화 및 이에 기반을 둔 종족적 민족주의의 활보는 

우리의 역사에서 민족의 실체를 이념화, 신비화하며 그 실체를 탈분석화한 정치적, 학문적 

오류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적 오류는 근원론적 민족 개념과 실체에 대한 가치 평가를 

고수하게 했고 이러한 믿음은 분단체제 권위주의 통치에서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고 탈민족

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이념적 수단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정치와 학문을 

구분하는 것에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의 첫 번째 과제가 놓여 있으며 민족의 실재를 

탐색하는 작업 역시 이러한 분석틀에서 가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작동에 좀 더 천착해야 

할 것이다. 근대성의 기제로 민족 개념과 실체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작동해 온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민족의 실체와 (재)창조 및 민족주의의 작동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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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하는 것임은 물론 이러한 민족주의가 창조, 날조, 은폐, 왜곡한 역사와 현실을 국가 

권력과 민중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작업이 된다. 민족의 실체를 해부하고 민족주의를 평가하

는 것은 분석적 귀납을 통해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는 작업이자 이러한 성찰을 통해 왜곡된 

역사와 굴절된 현실을 비판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분단과 전쟁, 폭력과 학살에 이어 권위주의 

통치와 민중 억압에 복무한 남과 북의 민족주의를 성찰하는 작업은 억압적 권력을 비판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소명은 다문화 한국의 사회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 갈등을 해소하고 주류사회에서 배제, 소외된 소수자 집단을 보듬어 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한국에서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탈바꿈한 종족적 민족주의는 민중, 

개인, 소수자를 억압한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야누스’를 

통찰했던 네언(Nairn, 1981)의 주장을 곱씹게 한다. 그러나 국사해체와 탈민족주의 담론의 

비판에 대한 민족사학의 변명과 방어는 여전히 궁색해 보인다. 21세기의 개방적 민족주의라

는 청사진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단지 민족주의가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는 방어적 논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아메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 

권력이었다는 것과 따라서 민족주의의 반역성 역시 작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의 성과와 폐해를 성찰하는 작업에서 이러한 민족주의의 야누스를 인정하

고 때로는 비판, 제어, 해체하고 때로는 긍정의 가치로 전화시켜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탈민족주의의 원심력을 가중시키는 다문화 한국의 현실과 민족주의의 구심력

을 복원하는 남북통일의 과제는 이러한 딜레마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주의의 권력과 가치를 분석의 범주에서 성찰하면서 사회 비판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 가치를 조심스럽게 모색해 가야 하는 시대적,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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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s and Tasks in the Studies of Korean 

Nationalism 

Kang Jinwoong (Kyonggi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issues and tasks in the studies of Korean nationalism 

through introspecting Korean modernity from colonial Korea to multicultural Korea. 

Korean nationalism has revealed its various faces with the historical changes of 

Japanses colonialism, the Korean War and state building, divided system and 

authoritarian rule, post-cold war democracy and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go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is article explores the 

genealogy of the discourse of nation/minjok regarding the myth and reality of 

a single-race nation,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nationalist historiography 

and modernism, national identity, post-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East-West conceptual gap of nation and minjok and 

Korean exceptionalism, theory of single-race nation, divided system and ethnic 

nationalism, nationalism and post-nationalism, multicultural Korea and national 

identity, and  the 21st inter-Korean national reunification. By doing so, it introspects 

Korean nationalism and offers a new perspective of the studies of the 21st Korean 

nationalism    

<Key words>  Modernity, Nation, Nationalism, Nationalist Historiography, 

Modernism, Post-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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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주목받으면서, 한반도 통일의 개념 정의가 본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에 찬성 41.1%, 

반대 23.5%로, 이들을 세대별로 분류하면, 20대 49.7%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젊을수록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 담론에 부정적 태도를 보 고, ‘평화로운 공존 형태의 통일’에 

20대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 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 개념은,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했다면, 현재의 2030세대는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를 더욱 설득력있는 합리적인 통일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EU의 우호적인 공존 및 다른 국가들 간의 동질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통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통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한반도 통일, 통일개념의 변화, 점진적 통합, EU 공동체, 평화적 공존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국통일연구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  | 27 | 

Ⅰ. 서론 

2018년 02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긍

정적인 입장과 함께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함께 부각

되었다. 

<표 1>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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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평화연구원(2017)

<표 1>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1%, 반대는 23.5% 다. 이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즉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하는 응답자를 세대별로 분류해보면, 20대는 49.7%, 30대 43.8%, 40대 43.8%, 

50대 37.2%, 60대 이상 34%로 젊을수록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의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실시.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79459 (검색일 : 2019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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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반대한다’ 응답자의 세대별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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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평화연구원(2017)

<표 2> 이와 함께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남한과 북한의 

단일 된 통일의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개념에 대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본 질문에 대해서는 20대의 62.3%가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동의를 보 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더욱 강조돼 왔다면, 현재의 2030세대

는 이 개념 자체에서 변화하여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에 대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통일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돼 가는 통일의 개념으로 인하여 2018년 이루어진 

남북 단일팀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요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을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 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과거의 통일 개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존하며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방법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 여기는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이처럼,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국가통합, 즉 

‘Full Integration’3)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확대된 개념인 국가협력, ‘Sustainable 

2)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의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실시.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79459 (검색일 : 2019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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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4)도 지금의 우리에게 적절한 통일 모델로 볼 수 있다는 인식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일의 개념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통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온 통일연구 현황 및 큰 흐름을 정리해 본 후 새로운 통일연구

의 방향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점진적 통합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국가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통합’의 과정을 거친 유럽연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점진적인 통일 개념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통일 연구의 큰 맥락과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달라지는 통일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통일 연구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최근의 통일이론 현황 

및 국민의식 변화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향후 통일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 제Ⅳ장에서는 하나의 국가를 희망하는 국가통합(Full Integration)이라는 형태의 

통일 모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화(Communization) 형태인, 국가협력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시켜 놓은 EU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U를 연구사례 및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EU가 두 국가 간의 

통일이나 통합을 논의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유럽연합으로의 통합된 

형태로 제도화시키는 모델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새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국가협력과 같이, EU도 국가통합을 강조했던 

기존 여론과는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 시키고자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음에서 알 수 있듯이, 갈수록 국가협력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EU도 국가통합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보다 더 폭 넓은 협력 

상태를 안정화 시켜 놓은 국가협력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Sustainable Cooperation’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모델을 지향하고 이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으로의 통일 개념이 기존의 

국가통합이론과는 다른, 국가협력의 형태로 통일연구에 대한 방향을 변화시켜야 함을 

제시하고자한다.

3) 국가통합(Full Integration)이란 국가의 존립조건인 국민, 토, 주권이 하나로 통합된 국가를 
나타낸다. 전적으로 산업,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 과정 등. 일체를 포함한다.  

4)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이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및 안보 동맹과 더불어 평화, 안정, 
개발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포괄적인 신 개념의 통일협력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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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통일 연구의 흐름

우리나라는 분단 70년 동안 통일 관련 연구가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총 3,000여 건이 

진행되었고, 이 중 약 93% 이상의 연구가 탈냉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후 통일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역별･시기별･분석수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연구 경향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역별로는 정치･법제도, 경제, 사회문

화, 외교안보 분야 중에서, 정치･법제도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시기별로는 

통일 이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통일 과정이나 통일 통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또한, 분석수준별로는 남북관계 차원의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국내적 차원의 연구가 뒤를 이었으며, 국제적 차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졌다.

통일 관련 연구 주제는 시대적･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연구의 중점과 내용이 향을 

받는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1990년대는 탈냉전과 독일통일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향을 받았고, 북핵문제의 대두와 햇볕정책 실시 등에 

따라 쟁점과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하 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교류협력

이 활발해지고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이 시행되면서 비정치적분야의 연구가 점차 

증가하 다. 다만, 2000년대 후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연구주제는 또 다시 변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 맞춰 통일의 필요성 및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와 역을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 통일 연구의 큰 맥락 및 흐름을 살펴 본 후, 달라지는 통일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통일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기존의 통일 연구는 국가통합, 즉 ‘Full Integration’ 이론을 전제로 해 왔다. 따라서 국가통합

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주된 흐름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1.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가치관 분석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은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5)으로 통일에 

5)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은 2014년 1월~ 5월까지 중국 단둥, 옌지 등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남(對南) 인식, 북핵 및 주변국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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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북핵 및 주변국에 대한 인식,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미디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심층 인터뷰한 자료에서 95명은 통일을 원하며, 97명은 통일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6) 

            

<그림 1>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 (단위: 명)

[출처]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2014년 1월~ 5월)

<그림 1>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나 중국 등에 머물고 있는 100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심층 대면 인터뷰로는 처음이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조사임은 틀림없다.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95명은 ‘통일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미디어 이용 실태 등을 심층 인터뷰함. 출처: 뉴스zum.  

6)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본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 100명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고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임. 2012년 입국한 주민이 
4명, 2013년 53명, 2014년 43명 등으로, 최근 북한 상황과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상세히 증언함.
[참고] 인터뷰 대상자 성별은 남자가 48명, 여자가 52명. 연령별로는 50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2명, 30대가 10명, 70대가 4명, 10대와 20대가 각각 2명임(조선일보 
2014/07/07).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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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한주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출처]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2014년 1월~ 5월)

<그림 2>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8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같은 민족끼리 재결합해야 하니까’라는 응답이 24명

(25%)이었고, ‘남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16명(17%),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6명(7%) 등이 뒤를 이었다. 그들 중 97명은 ‘통일은 내게도 매우 또는 다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림 3> 북한주민 통일 이후 체제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출처]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2014년 1월~ 5월)

<그림 3> 통일 한반도의 체제에 대해서는 ‘남한 체제(자본주의)로 단일화해야 한다’

는 응답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북한 체제를 절충해야 한다(중국식 시장사회주의)’

는 응답이 26명,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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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이번 심층 인터뷰 결과, 그들은 대부분 생활고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으며, 남한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통일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7)

2. 남북관계와 주변국 영향 및 여론 분석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남북통일관련 주변국 및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 다.8)

                   

<그림 4> 안보 및 경제측면 주요 국가 인식조사

        [출처] “통일한국 포럼”의뢰로 2018년 3.13~14일 (주)여론조사공정 실시

         [자료] 가중치부여:2018.02.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림가중(Rim Weight). 오차범위:95% 신뢰수준±3.0%. 응답률:8.4%. 

<그림 4>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인식과 관련, 안보·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으로 ‘미국’(63.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없다(12.6%), 중국(8.6%), 북한(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는 

남성(70.2%), 60세 이상(75.8%), 대구/경북(82.1%) 응답자에서 미국을 안보·경제 측면

에서 중요한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성(57.1%), 

40대(50.3%), 광주/전라(50.1%) 응답자의 경우는 전체 평균(6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7) 강동완, 동아대 교수(통일문화연구원 연구기획실장), 2014.07.07.

8) <그림 3, 그림 4> 여론조사는 “통일한국 포럼”의 의뢰로 2018년 3.13~14일 일반국민 1,059명을 
대상으로 (주)여론조사공정에서 실시함. [자료] 가중치부여:2018.02.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림가중(Rim Weight). 오차범위:95% 신뢰수준±3.0%. 응답률: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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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보 및 국방측면 위협국가 인식조사

[출처] “통일한국 포럼”의뢰로 2018년 3.13~14일 (주)여론조사공정 실시

[자료] 가중치부여:2018.02.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림가중(Rim Weight). 오차범위:95% 신뢰수준±3.0%. 응답률:8.4%. 

<그림 5> 반면,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국’이라

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으나, 북한22.7%, 미국22.2%, 일본21.1%이라는 응답도 

20% 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경우, 안보·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반대로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으로 3번째 높은 응답 비율을 보 다. 

이는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의 북한 선제 타격론9), 핵버튼 발언10), 코피작

전11) 등과 같은 한반도 전쟁관련 발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 연령별 분석 결과, 

남성(28.0%)과 50대 이상(50대:26.1%, 60세 이상: 24.5%), 대구/경북(40.2%) 응답자는 

‘북한’이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27.9%), 

20대(31.8%), 30대(26.7%), 40대(28.5%) 응답자는 ‘중국’이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서울

(28.5%), 부산/울산/경남(34.7%), 강원/제주(34.5%) 지역 응답자는 ‘중국’, 대구/경북은

‘북한’(40.2%), 경기/인천은 ‘일본’(27.2%),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라는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해 차이를 보 다.

9) 북한 선제 타격론(preemptive strike)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 
미사일 등 위험 요소를 먼저 타격해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임. 

10)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 단추’ 
발언에 대해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을 갖고 있다”고 응수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말(중앙일보 
2018/01/02).

11)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대북타격 방안으로 북한의 상징적 
시설 한·두 곳을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으로, 이 타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보다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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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인식변화 및 여론 분석

<그림 6> 연도별 북한에 대한 관심도 추이12)   

[출처]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Sep. 2014), 아산정책연구원.

<그림 6> 본 조사에 따르면, “북한주민에 관심 있다”(56.0%)는 응답보다“북한에 관심 

없다” (67.0%)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20대와 30대, 이념성향별로 진보와 중도 성향에서 관심도 하락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1996년 57.2% → 2006년 55.0% 

→ 2016년 40.7%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률은 1996년 14.9% → 2006년 6.1% → 2016년 3.2%로, 20년 전에 비해 10%p 

이상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가지는 통일과 관련하여 태도와 가치관 

또한 함께 변화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통일 연구의 큰 맥락과 흐름을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통일 연구는 북한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통일 연구의 

주를 이루어 오고 있었으며, 남북관계와 주변국의 향 및 여론들을 분석하는 연구, 통일에 

있어서 남남 갈등 문제로써의 북한문제와 통일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국가통합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써, 변화해가고 있는 

12) <그림 6> 아산정책연구원의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2014년 9월 1일~9월 17일 실시)에 
대한 본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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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통일 개념의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 본고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신 

개념의 통일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개념의 통일 접근법을 담아내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최근의 통일이론 

현황 및 국민의식 변화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향후 통일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 새로운 통일연구의 방향

한반도 통일관련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일을 한 국가로 

만드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남과 북이 friendly한, 다시 말해 우호적인 

두 국가가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라는 개념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 연구보다 한층 더 발전된 ‘Friendly Unification’이라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 변화를 알 수 있다. 점진적 통일을 희망하는 새로운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통일이 아닌, 우호적 관계의 평화-공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 모델로 보는 것이다. 이로써 젊은 층들이 희망하는 통일의 모습은 기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통일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함께 존재하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통일 모델로서 ‘Community’로 정의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새롭게 변화된 통일 형태로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국인의 

통일의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인의 통일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한국인이 가지는 통일과 관련하여 태도와 가치관 또한 함께 변화해 오고 있다. 한국인의 

통일 의식·가치관 조사13)를 기존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통일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 추세를 나타낸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20대 및 30대 젊은 층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1.8%, 38.3%로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13) <그림 7, 그림 8>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통일 의식·가치관 조사’를 실시함. 본 여론조사는 지난 
1996년 이래 2001년, 2006년, 2008년, 2013년에 이어 6번째로 월드리서치와 아젠더센터에 의뢰해 
진행된 조사임.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의 변화 추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증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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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인의 통일 의식·가치관 조사

[출처] 문체부(2016), ‘20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그림 7> 본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이 

32.3%에 달했다. ‘가급적 빨리’라고 답한 비율은 16.9% 으며 50.8%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했다. ‘통일에 대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06년 16.8%, 2008년 25.1%, 

2013년 25.6%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라고 답한 비율은 2006년 28.0%, 

2008년 25.1%, 2013년 19.0%로 계속 줄어들었다.  

<그림 8> 대북 현안⋅대북지원에 대해 완강한 반대기류

[출처] 문체부(2016), ‘20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 평균값(단위 : 점) : 왼쪽 ①에서 오른쪽 ⑩까지의 10점 척도 평균, 중간은 5.5점

<그림 8>를 통해 북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의 실질적 접점이 줄어들면서, 

대북지원 ‘반대’ 입장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북지원 확대와 이와 반대되는 

대북지원 반대에 대한 기류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써, ‘대북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60대 이상(6.38점), 보수성향(6.35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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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방식 선호도 및 세대별 격차 

<표 3> 통일방식 선호도14)

(단위 : %)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한식 통일 35.3 41.0 55.4 59.2 48.1 47.7

  체제 공존(연방제) 52.9 46.6 29.8 32.8 33.5 39.1

  제3의 체제 8.3 10.0 13.7 5.6 13.6 10.0

  기타 3.5 2.4 1.0 2.4 4.8 3.2

<표 3> 2016년 실시된 ‘통일방식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식 체제 

통일(47.7%) > 체제 공존 방식(39.1%) > 제3의 체제(10.0%)로 나타나며, 기존 연구결과15) 

역시 ‘한국식 체제 통일’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과반수 가까이

(47.7%)가 ‘한국식 체제 통일’(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

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연방제)’에 대한 선호도는 39.1%이다. 

 이러한 변화를 세대를 구분하여 아래의 <표 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 내 분화16)

세대 명칭 청소년기 통일･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

통일준비세대(19-34세)
남북정상회담, 남남갈등, 북한 핵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냉전통일세대(35-44세)
구소련 붕괴, 독일통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일성 
사망, 북한이탈주민, 금강산 관광

민주화통일세대(45-54세) 산업화, 민주화, 서울올림픽, 북한 바로알기

체제경쟁세대(55-74세)
반공국시, 무장공비, 1.21사태, 7.4남북공동성명, 유신체제, 
베트남 패망

[출처]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 2015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2015년 9월 11일) 발표자료   

14)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2016년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15) 기존 연구결과 중 동아시아연구원(EAI. 2015년) 연구결과에서도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체제 공존 방식’(연방제)’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 추세이다.

16)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5년 9월 11일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의식조사’에 
대한 발표 자료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대비 4.8% 감소한 수치임. 특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20대와 30대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12.4%포인트, 14.1%포인트가 감소함. 본 의식조사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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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별 시각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청소년기 통일･ 
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을 기준으로 통일준비세대(19~34세), 탈냉전통일세대(35~44세), 

민주화통일세대(45~54세), 체제경쟁세대(55~74세)등 4가지 세대로 구분하 다. 

이 표에서 구분된 4가지 세대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1) 통일준비세대(19~34세)의 경우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고, 경계 및 적대적 대상으

로 보는 시각이 높았으며, 한국식 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진다.

2) 반면 체제경쟁세대(55~74세)의 경우, 통일준비세대와 정확히 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3) 탈냉전통일세대(35-44세)와 민주화통일세대(45-54세)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연방제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의 개념이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통합’의 앞선 사례로서 EU의 통합이론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Ⅳ. EU의‘다중속도’접근법

민주주의 국가와 선진국을 뒷받침하는 근본 원칙 중 일부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럽 통합을 광범위한 의미의 새로운 통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U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하나의 국가를 희망하는 국가통합(Full Integration)이

라는 형태의 통일 모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Community) 형태인, 국가협력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특히 우리의 새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임과 같이, EU도 국가통합을 강조했던 

기존 여론과는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협력,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 

시키고자 하는 여론이 더욱더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국가협력의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  

본고에서 EU를 연구사례 및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EU가 두 국가 간의 

통일이나 통합을 논의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유럽연합으로의 

통합된 형태로 제도화시키는 모델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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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장에서는 유럽 통일연구에 대한 주된 흐름과 이론 분석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광범위한 의미의 새로운 통일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지역 통합을 위한 모델로서의 유럽 연합(EU)17)  

EU의 광범위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또는 경제 협력체의 구성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1952년 Schuman Declaration18)으로 알려진 석탄과 강철을 통합하는 

기구인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19)가 발족되고, 1957년에는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위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EEC)20), 즉 유럽 공동 시장이 창설되었으며, 이후, 

EEC는 유럽 공동체(EC)21)로 발전하 고, 1991년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22)이 합의되어 

17)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28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국가 연합.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이다. 총 인구는 
약 5억 명이 넘으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23% 정도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24개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러시아어, 아랍어도 일부 사용된다. 201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 다. 2016년, 

국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퇴 신청을 하 다. 

18) 슈만선언(Schuman Declaration)은 프랑스 외무장관 로버트 슈만 (프랑스어: Robert Schuman)이 
1950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석탄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 
가구 하에 통합할 것을 제창. 또한 그는 “그와 같은 계획의 채택이 유럽 연방(European Federation)
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전쟁물자의 생산에 맡겨져 왔던 지역들의 운명을 변경시키게 
될 것”이라고 선언. 즉, 1951년 4월 18일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설립조약이 
파리에서 서명되어 그 이듬해 1952년 7월 25일에 발효. 서명국은 베네룩스 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 출처: EUROPA–Declaration of 9 May 1950.

19)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51-2002)는 냉전 기간 
동안 서유럽을 통합하고 유럽연합의 현대적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국제조직으로, 
‘Schuman Declaration’에서 유래.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파리협정 체결로 공식 출범함. 

20)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1958–1993, 나중에 유럽 공동체(EC)
로 개편됨)는 1957년 3월 25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당시에는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국에서는 공동 시장
(Common Market)으로 더 잘 알려짐. 

21)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는 1992년에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하에서 도입된 
유럽 연합(EU) 3개의 기둥 가운데 제1의 기둥을 구성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던 국가 간의 공동체이다. EC는 초국가주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어서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기원이 되고 있다. 2009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3개의 기둥 
구조는 폐지되었고, 유럽 공동체와 나머지의 2개의 기둥은 통합되어 소멸됨. 

22) 마스트리히트 조약 (Treaty of Maastricht)은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 제공.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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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단일화, 공동 방위 및 공동 외교 정책 추구 등 보다 더 긴 한 경제적·정치적 

연합체인 유럽 연합(EU)로 발전하 다. 

EU는 1950년대 초반부터 지역 통합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EU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 프랑스)과 콘라드 아데나워 (Konrad Adenauer. 

독일)23) 같은 미래의 정치인들은 전통적 균형 조정 모델이 아닌 초국가적 “공동체 

방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고안했다. 

2) 프랑스-독일 (파리-베를린) 축에 의해 생성된 리더십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의 원동력이 되었다.

3) 주권을 공유하고 통합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강력하고 합법적인 공동 기관을 

설립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었다.

4) 연대와 관용으로 결합된 합의적인 유럽   연합의 접근법은 주요 문제 및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그 회원국들이 준비될 때까지 정책적 전진을 위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이동시켰다.

EU 협력 프로젝트의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EU를 

잘 이끌어 왔다. 한편, 최근의 EU는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여러 단계의 통합이 

가능한 ‘다중 속도 유럽(multi-speed Europe)’이 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원국이 유로존 

또는 Schengen passport-free zone24)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협정은 국과 같은 일부 

유럽 회의론적 국가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핵심 원칙은 강력한 공동 기구를 통해 주권을 공유하고 운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어떤 지역 기구도 통합뿐만이 아닌, 정치나 경제 협력 측면에서 EU의 통합의 

형태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간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됨.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함. 

23) 콘라드 아데나워 (Konrad Adenauer. 1876.01.05.~1967.04.19)는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의 
초대 연방총리. 그는 먼저 대사를 교환한 후 외교 관계를 다시 열고 의안을 해결하는 이른바 
‘아데나워 방식’이란 특수한 외교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EEC(유럽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여 그 실현에 노력하 다. 

24) Schengen passport-free zone은 유럽 공식적 여권을 폐지한 상태와 다른 모든 유형의 테두리 
제 어 상호 경계에서. 주로 공통의 비자 정책을 통해 국제 여행 목적을 위한 단일 관할 구역으로 
기능을 함. 이 지역은 1985년 Schengen 협정에 따라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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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지역과 국가 간의 협력 

공통 유럽 공간의 건설과 유럽 통합 초석의 핵심인 EU의 국가협력모델은 국가 간의 

경계가 장벽이 아닌 것을 명확히 보장하고, 유럽인을 더 가깝게 하며, 공통적인 문제를 

협력으로 해결하고, 아이디어와 자산을 공유하며, 공통 목표를 향한 전략적 업무를 장려하도

록 돕고 있다. EU 회원국 간의 국가협력을 위한 통합 기능으로는 다음의 <그림 7>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9> EU의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에 관한 통합 기능25)

EU의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에 관한 통합 기능으로는,

1) 특정 분야에서의 동맹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동맹국만이 법적 구속력 있는 

행위를 채택할 수 있다.

2) 조약이 회원국과 특정 역에서 공유하는 권한을 동맹국에 부여하는 경우 동맹국과 

25) European Commission, “EU의 지역 및 국가 간의 협력(Cooperation between regions and 
countries, 2019.01.24).”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은 연합의 기능을 조직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역 및 범위 설정, 그리고 약정을 결정함. 유럽 연합 조약과 동일한 법적 가치를 
지닌 이 조약은 “the Treaties”라고 칭함. 
출처: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ko/policy/cooperation/



한국통일연구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  | 43 | 

회원국은 그 역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위를 입법하고 채택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결정된 약정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 및 고용 정책을 

조정하며 동맹국은 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4) 동맹국은 유럽 방위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동 방위 정책의 진보적 틀을 포함하여 

공통된 외교 안보 정책을 정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조약에 명시된 특정 지역 및 조건 하에서 EU는 회원국의 행동을 지원, 조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6) 동맹국의 역량을 행사하는 범위와 약정은 각 분야와 관련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EU의 국가협력에 관한 통합 기능은 통합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럽 통합으로 

인해 국가가 구식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EU 회원국의 국가 정부는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들이었고, 그들의 주권의 일부가 EU에 위임되면서 그것에 의해 

약해지는 대신, 오히려 그 과정에 의해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일부 정책 역에서는 주권을 

공동 출자하는 것이 회원국의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의 급진적 변화 시기는 

회원국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시기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선호가 갈라지고 동의할 수 없을 때처럼 느린 통합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국가 정부의 역할과 그들 사이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3. 유럽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다음에서 제시되는 EU 주요 국가들의 연구사례 및 여론조사를 통해 유럽 통합은 하나의 

국가를 희망하는 국가통합 형태의 통일 모델보다는, 지역 공동체 형태인, ‘Sustainable 

Cooperation’을 더욱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유럽 통일에 대한 국가별 지지도는 통일 유럽을 위한 최초의 프로젝트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지도의 척도를 

정리한 표이다. 즉, 국 응답자의 78%가 그러했듯이 독일의 82%가 그 생각을 받아들 다.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이 다소 덜 열광적인 나라들에서도 63% 찬성했다. 분명히, 

통합된 유럽에 대한 생각은 주요 유럽 국가들에 걸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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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질문 내용

1. 통일 1952 1995
일반적으로 당신은 유럽을 통합하려는 노력에 1.찬성, 

2.아니면 반대하는가?

2. 혜택 1983 2011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EU 공동체의 회원국이 됨으로

서 당신의 나라에게 1.득이 되는지, 2.혹은 안 되는지 

말할 수 있는가?

3. 이미지 2000 2017
일반적으로, EU는 당신에게 1.긍정적인, 2.혹은 부정적

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가?

4. EU회원국 1957 2011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 1.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

각하는가?

<그림 10> 유럽 통일에 대한 국가별 지지도26)

Attitudes Toward European Unification (October 1954 Survey) 참조. 저자 재구성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시행된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통일 유럽에 대한 

다양한 지원 측면을 측정하는 역사적 의견 데이터임과 동시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국에서 실시된 수백 건의 국가 설문조사로부터 수집된 결과27)이다. 

<표 6> 조사항목 및 적용연도 <통일 유럽에 대한 지원측면 측정질문>

26) 1954년 10월 서독의 점령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유럽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임.

27) <그림 10> 1952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 통합 기간 전반에 걸쳐 약 45만 명의 개별 응답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시된 수백 건의 국가 설문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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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질문 내용

5. EU낙관론 2007 2017
당신은 EU의 미래에 대해 1.낙천적, 2.혹은 비관적. 어

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6. 통일속도 1973 2013
유럽연합과 유럽통일은 요즘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

는가?(1.정지 상태, 2.가능한 한 빨리 실행)

7. 통일폐지 1970 ㅜ2004
만약 내일 유럽공동체인 EU가 폐지된다는 말을 듣는다

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1.유감, 2.아니면 안도하겠는가?

<표 6> 조사항목 및 적용 연도 <통일 유럽에 대한 지원 측면 측정 질문>에는 

유럽 통합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기 제시된 질문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지원과 통합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 통합을 위한 지원, 예를 들어 EU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등 차별 없는 지원 조치와 더불어 유럽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된다.

              

<표 7> 유럽 통합 지원의 치수성 (1952-2017)28)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적용 기간
항목

  1        2
항목

  1        2
항목

  1        2
항목

  1        2

1952-2017
 2.84    0.73

 (66.0)    (16.9)
 3.03    0.53

 (70.6)    (12.4)
 3.21    0.69

 (74.6)    (16.0)
 2.54    0.78

 (60.7)    (18.6)

1973-2017
 4.06    1.01

 (67.9)    (17.0)
 4.17    0.58

 (69.9)    (9.81)
 4.34    1.05

 (72.5)    (17.5)
 3.64    0.85

 (61.9)    (14.5)

[참조] 항목은 고유 값 추정치. 볼드체는 고유 값 > 1./괄호 안의 숫자는 각 치수에 의해 설명. 백분율, 

%의 분산을 나타냄. 두 기간(1952-2017 및 1973-2017) 동안 모든 조사 항목을 동일한 수로 사용 

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표 7> 본 여론조사의 결과로는 4개국 모두에서 항목.1이 항목.2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973-2017 기간 동안의 고유 값은 4.06(프랑스), 4.17(독일), 4.34(이탈리아), 

28) 유럽 통합 지원의 치수성(1952-2017)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다음의 두 가지 기간을 분석함.
첫째, 1952년에서 2017년 사이의 유럽 통합 이력을 위해 <표 7>에서 수집한 모든 설문 조사로 
구성됨. 둘째, 1973년 이후 유로바미터(Eurobarometer)에 의해 수행된 모든 조사를 포함하는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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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64( 국)로 1952-2017 기간의 2.84(프랑스), 3.03(독일), 3.21(이탈리아), 그리고 

2.54( 국)보다 항상 항목.1에서 치수 1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각 항목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양에 반 된다. 결과에 따르면 1952-2017년 기간 동안 약 66%(프랑스)

에서 70.6%(독일), 74.6%(이탈리아), 그리고 60.7%( 국)을 차지한다. 이와 유사하게, 

1973년 이후 4년 이상 동안 67.7%(프랑스)에서 69.9%(독일), 72.5%(이탈리아), 그리고 

61.9%( 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항목은 기본 구성의 3분의 2와 

4분의 3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는 여론 조사에서 다른 수치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호의적인 결과이다.29) 

이에 항목.1과 2를 함께 분석해보면, 고유 값과 분산의 패턴이 다음과 같은 

기준선 추론을 이끌어낸다. 우선, 우리가 전체 기간을 사용하든 아니면 유로바미터

(Eurobarometer)30)가 시작된 이후만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유럽에 대한 대중의 지지

는 본질적으로 일차원적이다. 게다가, 국가 간 고유 가치의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유럽에 대한 선호도가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에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다.

<그림 11> 유럽통일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 조사 (1973-2017)

  

          

29) 각 수치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에 항목.2가 있으며, 이 수치는 여론 분산의 작은 부분을 
차지함. 항목.2에서 설명하는 분산의 범위는 9.81%(독일, 1973-2017)에서 18.6%( 국, 
1952-2017)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결과의 패턴이 네 나라 전체에 걸쳐 균일하며, 
기본적인 여론들 중에서 한 가지 지배적인 항목 1이 가장 크게 차지함. 

30)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는 1973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 조사의 시리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된 
다양한 국소 문제를 해결함. McLaren, 2006, Chapter 2 에서 Mannheim 누적 Eurobarometer 
추세 파일을 사용하여 유럽 통일과 EU 가입에 대한 지지도가 모든 면에서 매우 관련 있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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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For Europe Factor Loadings(1973-2017)’참조. 저자 재구성

<그림 11> 유럽 통일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 조사 (1973-2017)에서 국가별로 그 결과가 

유사한가? 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개 조사 항목 중 약 4개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그중 일부는 0.90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집합적으로 핵심 지원 치수를 잘 포착하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 3-1,항목4>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 1.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프랑스(0.969), 

독일(0.964), 이탈리아(0.96), 국(0.982)로 4개 국가 모두 0.9를 초과하여 공통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3-1,항목5> “당신은 EU의 미래에 대해 1. 낙천적, 2. 

혹은 비관적.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독일(0.948)과 이탈리아(0.914)

에서만 0.9를 초과하 고, 국(0.364)로 프랑스(0.791)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마지막으

로, <표 3-1,항목6> “유럽 연합과 유럽 통일은 요즘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가? 

(1.정지 상태, 2.가능한 한 빨리 실행)”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0.545(독일) 〉-0.242(프랑

스) 〉0.078( 국) 〉0.165(이탈리아) 순으로 4개국 모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해 

줄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많은 공통 핵심 항목이 유럽 선호도의 기초를 형성하며, 우리의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선호가 단순히 유럽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질문들의 혼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3-1>의 여론 조사에서 실시된 모든 질문들이 통일 

유럽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에 강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통합 속도에 대한 

만족은 유럽에 대한 선호에 바탕을 둔 지배적인 차원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의 새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국가협력임과 같이, EU도 국가통합

을 강조했던 기존 여론과는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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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도 보다 더 폭넓은 

협력 상태를 안정화 시켜 놓은 국가협력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Sustainable Cooperation’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모델을 지향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Ⅴ. 결론

2018년 02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함께 부각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개념 또한 어떻게 정의되어져야 하는지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회적

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1%, 반대는 23.5%가 

나오는 만큼, 기존의 통일 연구와 개념들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설문결과 다. 

이러한 응답에 동의한다고 답한, 즉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세대별로 분류해보면, 20대가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뒤를 이어, 30대 43.8%, 40대 43.8%, 50대 37.2%, 60대 

이상 34%로 젊을수록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남한과 북한의 단일 된 통일의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개념에 대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본 질문에 대해서는 20대의 62.3%가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동의를 보 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더욱 강조되어져 왔다면, 현재의 2030세대는 이 개념자체에서 

변화하여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에 대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통일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통일의 개념으로 인하여 2018년 

이루어진 남북 단일팀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요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을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 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함께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과거의 통일 개념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존하며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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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방법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 여기는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통일의 개념이 변화해감에 따라, 통일 관련 연구의 방법과 형태 또한 함께 

변해가야하는 필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를 지난 

60여년 간 이어온 세계적인 EU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하는 통일의 개념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다.

EU는 우호적인 공존을 위한 커뮤니티의 형태를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들이 모 지만, 

서로의 국가들의 동질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들과 평화적인 공동체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연구하 다. 그 결과, 지난 60여 년 동안 평화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단순한 통일의 개념을 ‘하나’로만 

여기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각도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통일의 

개념으로 접근해 나아갈 때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국가의 형태만 강조하기보다,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로써 통일의 개념이 변화해 가고, 공동체로써의 

통일을 생각해 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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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 

Unification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Choi Inyou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ung Dagam (Dong-A University)

In February 2018, at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the essential question 

of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unification in Korea has also begun to emerge 

socially because of a single team for women's ice hockey. 41.1% of the respondents 

said “South and North Korea do not necessarily have to form a single nation”. 

That is, they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unify because they are Koreans. 

And 47.8% of the respondents agreed “if the two Koreas can co-exist peacefully 

without war, unification is not necessary”. This can be interpreted the concept 

of “peaceful co-existence” is more importantly accepted by the younger generation 

and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persuasive as the concept of unification. Although 

the EU has gathered different countries, it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maintain 

a peaceful community for the past 60 years. It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concept of unification that Korea has to go through in the case of the  

EU, which has been in the form of ‘peaceful co-existence’. Therefore, it is time 

to approach the concept of new unification, which can co-exist peacefully in 

various fields, rather than merely regarding the concept of unification as ‘the 

one’. 

<Key word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nge of concept of 

unification, Gradual integration, EU,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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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와 적응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두련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사회와 ‘불교의 부재’ 최대희

미주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 장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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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력에 대하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8년 

11월 26일부터 2주일간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

며, 38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뢰도, 기술통계 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정과 매개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적용하 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종교에서 유의하

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양성과 보편성 변인에서 

여학생의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에서는 관계성과 보편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정보원과의 차이분석에서는 인쇄매체와 멘토링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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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계성에서 ‘인터넷 매체와 접촉빈도 ’, ‘자원봉사 ‘, ‘외국인 

친구가 있다’ 등의 변인과 ‘해외여행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관점수용과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모두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

동 변인만 다문화수용성의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변인에 

대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다문화수용성, 어머니 양육행동, 공감능력, 매개효과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1990년 이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4.4%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2002년 이후부터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8.09).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는 

우리나라 총인구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비중은 점차 더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이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오면서 점차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및 배타적인 태도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주희 외 2008; 장임숙 외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선주민 가정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차별과 편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2005; 전경숙 외 2007, 권재환 외 2015).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그들의 자신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설은정 외 2012; 오성배 2007; 홍정미 2009).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해서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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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주류사회에서도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문화적응이라는 상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Berry 2005; 남희은 외 2014). 

그 동안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실태 또는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선주민의 가정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류집단의 

수용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설은정 외 2012; 남희은 외 2014). 

대학에서도 국제화의 향으로 인해 활발해진 국제교류를 통하여 유학생, 연수생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외국인 친구들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점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는 다문화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학생을 유치하 으며, 어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유학생의 

인종과 언어에 따라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학생들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도 거의 없으며, 다문화 인식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정미경 2008; 박혜숙 외 2010). 그러나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하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고, 다문화수용성 향상방안을 모색 것은 교육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공존

(companionship)이라고 할 수 있다(박혜숙 외 2010; Gils & Sherman 1982).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권 사람들과의 공존가능성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되는 

인간 존중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과도 관련된다(박혜숙 외 2010).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서적·사회적 발달의 일차적인 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는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을 확립하게 되며, 부모로부터 형성된 

인식과 편견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Nesdale 1999; 고아라 2005). 부모의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타성, 사회성,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등을 증진시키며(김학령 외 2011; 이민  

외 2011), 반면에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편견적 태도에 향을 주는 연구결과

도 찾아볼 수 있다(양계민 2009).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우호적인 행동 등 사회성 발달과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자녀의 공감능력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순자 외 2004; 한용재 외 2015). 또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를 전달하려는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고 희 2011). 더 나아가 사회적 친 감은 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적 공감 등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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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은정 외 2012; 정석원 외 2012; 최지  외 2015).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수용성 관련연구는 주로 그들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요인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다문화교육경험, 외국인접촉빈

도, 부모양육태도 등이 있다(박혜숙 외 2010; 장임숙 외 2011; 정석원 외 2012; 홍유진 

2014).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요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두 변인 간에 있어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

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향상방안을 모색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실천적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며, 이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Hart 외 1992).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부모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치, 신념, 믿음, 행동의 목적과 평가 등이 반 되어 있으며, 

가족구성, 가정 분위기,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양문현 

1984).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부모-자녀의 정서적인 관계는 이후의 

발달에까지도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chaffer & Kipp 2007).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

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육행동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요인들과 자녀발달의 관련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차원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의 환경, 분위기 등에 

대한 분석은 유형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박 애 1995). 본 연구는 양육행동과 자녀의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모양육행동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차원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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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들에 의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Schaefer(1959)는 애정-적대, 자율-통제라는 개념모형을 

제시하 다. 심리학자인 Becker(1964)는 부모양육행동 내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온정 대 적대, 감정개입 대 냉정한 초연함, 제한성 대 허용성 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 으

며, Roe와 Siegelman(1963)도 애정 대 거부, 비요구적 태도 대 요구적 태도, 뚜렷한 

관심표현 등 3가지 요인으로 분석하 다. 

Salter와 Power(1987)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3가지 차원으로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

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차원으로서 온정과 지원은 애정적 행동, 비제한적 태도, 지원, 

도움 등을 포함하고, 두 번째 차원으로 훈육과 통제는 성숙요구, 통제, 요구, 훈육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 차원은 허용방임으로서 여기에는 일관성과 조직성, 

가정조직의 구조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 등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으며(차재호 외 197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발

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이원 (1983)은 애정적-증오적, 거부적-수용적, 외향

적-내향적, 의존성 조장-독립성 조장, 통제적-자율적, 긍정적-거부적, 어머니의 의존성-어머

니의 독립성 등 모두 일곱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적용하 다. 박 애(1995)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온정-수용, 거부-제

재, 허용-방임 등 세 요인을 추출하 으며, 김문정(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등 세 요인으로 차원을 구분하 다. 유고은(2010)은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행동을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행동이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나타내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육행동의 복잡성과 심리적인 측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박 애(1995)의 척도에 따라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양육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부모가 스스로 인식하는 양육행동과 둘째,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실제적 양육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은 자녀가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조한숙 2010),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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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공감능력

공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는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어학사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 또는 기분에 동일시하거나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공감은 자신보다는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일치된 감정이 포함되는 관계 성향이므로(Hoffman 1982) 심리학 등 인간관계를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오랜 관심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Rogers(1975)는 공감이란 

인지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그것이 마치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지소라 2009; 고 희 2011). 이러한 공감능력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타인들의 상이한 관점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희 2011). 한편, Freud(1949)는 우리의 자아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삶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감이라 

하 으며, 이는 공감의 정서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희 2011). 또한 

공감은 내담자의 현재 감정에 대하여 그에 맞추어진 언어로 이해한 바를 소통하는 

언어적 능력으로 정의하 으며, 이를 공감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성희 

200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감이란 타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처럼 경험한 후에, 그 이해한 내용을 말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혜원 2002; 정미선 외 2017). 공감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가 

동시에 관련된 내적 과정이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공감능력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지소라 2009).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위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인지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전달하는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감은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인간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인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다문화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종, 사고, 언어, 문화 등의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다(박혜숙 

외 2010; 남희은 외 2014).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다문화수용성 간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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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관점수용과 역할수용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지소라 2009). 이는 타인의 역할과 

대인적 조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관점수용’ 이라고 한다. 

공감능력의 정서적 요소란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감정 상태로 마치 상대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정서적 반응을 하는 것

(Eisenberg et al. 1987),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박성희 2004)라고 한다. 정서적 공감을 나타내는 주요 개념으로

는 타인의 주된 정서와 비슷하게 전염되어 느끼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감염을 

비롯하여 공유된 정서, 공감적 관심 등이 있다(우 혜 2007). 이들 의미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공감자의 내면에 각성된 정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공감적 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지소라 2009).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에 있어서 인지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 또는 관점을 취해보는 경향, 즉 관점수용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정서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하여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경향, 즉 

공감적 각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연구자들 간의 개념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수용성 외에 다문화 인식, 문화 간 감수성, 문화 간 유능성, 

문화 간 민감성, 다문화 유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홍유진 2014). 다문화수용성

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Chen(199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란 문화간 

감수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문화들을 제대로 이해하며 다문화 간 소통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 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위 역으로는 인지적 측면에서 문화 간 인식, 

정서적 측면에서 문화 간 민감성, 행동적 측면에서 문화 간 기민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 다(홍유진 2014). 국내연구자에 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김미진 2010), 하위

역으로는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개장성, 다문화적 공감, 관계형성에서의 유능성 

등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을 시도한 연구(민무숙 

외 2010)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다양한 인종들과의 공존을 위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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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민무숙 

등(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성과 관계성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에는 인종이나 민족, 경제수준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세계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의 주요내용을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의 관점에서 개방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강조하는 

정의도 찾아볼 수 있다(김미진 2010). 윤인진 등(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려

는 다문화지향적 태도와 다문화 구성원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강모 등(2015)은 다문화수용성이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인식하고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의 공존 및 수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안상수 외(2012) 연구를 참고로 하여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이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의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대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적 사고에 입각하여(보편성) 타문화에 

대하여 편견 없이 동등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며(다양성), 조화로운 다문화사회(관계성)를 

이룩하기 위한 태도와 행동경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성 차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 3개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개방성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정주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정체성이란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정관념·차별이란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식과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계성 

차원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등 3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적 동화기대란 이주민들이 우리문화에 대하여 동화 및 순응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며, 거부·회피 정서란 이주민과의 접촉상황에서 가까이 하기 싫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등의 비합리적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상호교류행동의지란 이주민과 가까이 

하며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등의 2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이중적 평가란 경제 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두고 개발도상국 출신과 선진국 출신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시민행동의지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에 대한 실천의지 

여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적으로 받아들

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대학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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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준비를 위하여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예비조사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하여 

각 문항을 수정보완 한 후에, 본 조사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

다.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설문조

사를 하 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38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구하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으며,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후 

사후검정으로 등분산 가정여부에 따라 Seffee와 Dunnett T₃를 적용하 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 대한 공감능

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력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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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과 공감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주요변수들

의 측정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 애(1995)와 김문정(2003)의 

척도를 참고로 사용하 다. 양육행동은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등의 3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하 으며,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는 

.899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선희(1997), 지소라(2009)가 번안하고 수정·보

완한 공감능력 검사 도구를 활용하 다. 이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Davis(1980)의 IRI(관점수용 검사)와 정서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검사 도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것이다. 공감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하위요인으

로는 관점수용 5문항과 공감적 각성 15문항으로 각각 구성하 다. 응답결과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는 .827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상수 외(2012), 홍유진(2014)의 척도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국민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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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 다. 본 척도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3개의 차원과 총 8개의 하위요소(총 35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롬바흐 알파

(Cronbach's α)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명 측정내용 문항수 신뢰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온정수용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수용, 존중, 긍정적 평가, 
관심, 대화, 신뢰, 지도의 합리성,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

10 .890

.899거부제재
자녀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무시와 비하, 
비난, 불신, 침해적 개입 등 

10 .780

허용방임
자녀의 요구를 과하게 수용해 주는 것, 무관심형 
방임, 굴복형 허용, 무책임 등

10 .788

공감
능력

관점수용
일상생활에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
람의 입장 또는 관점을 취해보는 경향

5 .768

.827

공감적 각성
다른 사람의 정서에 의한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

15 .737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문화
개방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정주 인정 4 .793

.924

국민
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 4 .860

고정관념
차별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식과 태도 7 .892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우리문화에 대하여 동화 및 순응하도록 기대 4 .753

거부
회피

이주민과 가까이 하기 싫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

3 .887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주민과 가까이 하며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4 .831

보편성

이중적 
평가

경제 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두고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 

4 .849

세계시민
행동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 경우

5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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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178명

(45.56%)으로 남학생에 비해 약간 적었다.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50대 238명(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에서 대학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이 219명(56.4%)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 고, 본인의 종교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한 응답자가 245명(63.0%)으

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소득에서는 400만원∼500만원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가 79명

(2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소득구간에서는 약 15-20%정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다.

대학 재학 중에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외국인,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근

로자 등의 내용에 관하여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관한 다문화교육 정보원과 접촉빈도

에 관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없거나 1-3회 정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5%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한 경험의 경우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수업 또는 특강을 통해서도 응답자의 44.5%가 1∼3회 정도 접해본 것으로 

응답하 다.

다문화가정 자녀 등과의 접촉한 경험정도에 관한 문항에서 살펴보면, 외국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자원봉사와 멘토링 경험이 ‘그렇지 않다’거나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4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친구가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약 20%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해외여행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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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6)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210(54.5)

어머니 
연령

40대 143(36.4)

여 178(45.5) 50대 238(60.6)

종교

종교 없음 245(63.0) 60대 12(3.1)

불교 43(11.1)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12(3.2)

개신교 64(16.5) 200만원∼300만원 미만 27(7.2)

천주교 30(7.7) 300만원∼400만원 미만 61(16.2)

기타 7(1.8) 400만원∼500만원 미만 79(21.0)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2.3) 500만원∼600만원 미만 74(19.6)

고졸 160(41.2) 600만원∼700만원 미만 49(13.0)

대졸이상 219(56.4) 700만 원 이상 75(19.9)

다문화교육 관련 정보원 및 접촉빈도

인쇄매체(책/
신문/잡지)

없다 146(37.8)

영화 등

없다 157(41.2)

1∼3회 152(39.4) 1∼3회 128(33.6)

4∼6회 59(15.3) 4∼6회 54(14.2)

7∼9회 14(3.6) 7∼9회 28(7.3)

10회 이상 15(3.9) 10회 이상 14(3.7)

TV/라디오

없다 105(27.1)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경험

없다 154(39.8)

1∼3회 160(41.3) 1∼3회 125(32.3)

4∼6회 81(20.9) 4∼6회 77(19.9)

7∼9회 14(3.6) 7∼9회 18(4.7)

10회 이상 27(7.0) 10회 이상 13(3.4)

인터넷 
매체(인터넷, 

SNS 등)

없다 86(22.3)

학교수업 
또는 

특강경험

없다 92(23.7)

1∼3회 147(38.1) 1∼3회 173(44.5)

4∼6회 72(18.7) 4∼6회 82(21.1)

7∼9회 41(10.6) 7∼9회 26(6.7)

10회 이상 40(10.4) 10회 이상 16(4.1)

경험정도

자원봉사
(다문화가정 

자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170(43.5)

외국인 
친구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8(37.9)

그렇지 않다 75(19.2) 그렇지 않다 75(19.2)

보통이다 95(24.3) 보통이다 90(23.0)

그렇다 34(8.7) 그렇다 53(13.6)

매우 그렇다 17(4.3) 매우 그렇다 25(6.4)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199(50.9)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13.6)

그렇지 않다 81(20.7) 그렇지 않다 35(9.0)

보통이다 67(17.1) 보통이다 103(26.3)

그렇다 30(7.7) 그렇다 98(25.1)

매우 그렇다 14(3.6) 매우 그렇다 1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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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양육행동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M±S.D M±S.D M±S.D

성별

남학생 213 3.86±0.71 2.3±0.87 1.8±0.88

여학생 178 3.73±0.65 2.23±0.77 1.77±0.78

         t값 1.988* 0.860 0.341

종교

종교 없음 245 3.84±0.68 2.22±0.75 1.72±0.81

불교 43 3.86±0.65 2.42±0.91 1.88±0.92

개신교 64 3.71±0.73 2.19±0.85 1.80±0.80

천주교 30 3.57±0.59 2.44±0.84 1.88±0.81

기타(이슬람교, 원불교 등) 7 3.64±0.97 3.01±0.69 3.69±1.07

        F값 1.552(.187) 2.683(.031)* 2.664(.032)*

Ⅳ. 분석결과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소 각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전반적으로 성별, 종교, 어머니의 학력,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온정수용 하위요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M=3.86)이 여학생(M=3.73)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의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집단(전문대 포함)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M=3.89)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그러나 사후검정에서 유의성은 없었다. 월평균소득에 따라

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지각한 온정·수용의 양육행동에 대한 점수도 높았으

며, 사후검정에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요인의 경우,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사후검정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 사후검정에서 700만 원 

이상(M=2.94) 집단에서 500만원∼600만원미만 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허용방임 요인의 경우,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p<.01),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700만 원 이상(M=1.97) 집단에서 500만원∼600만원미만 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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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양육행동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M±S.D M±S.D M±S.D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 3.19±1.02 2.63±0.77 2.23±0.98

고졸 160 3.72±0.73 2.30±0.77 1.80±0.80

대졸이상 210 3.89±0.60 2.22±0.82 1.74±0.85

기타 9 3.66±0.53 2.80±0.84 2.19±0.92

        F값 3.489** 1.680 1.738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12 3.55±0.76 2.08±0.71 1.64±0.57

200만원∼300만원미만 27 3.59±0.73 2.37±0.79 2.10±0.89

300만원∼400만원미만 61 3.77±0.76 2.42±0.78 1.99±0.84

400만원∼500만원미만 79 3.72±0.70 2.12±0.80 1.59±0.68

500만원∼600만원미만 74 3.76±0.54 e 2.05±0.62 e 1.51±0.60

600만원∼700만원미만 49 3.83±0.66 2.30±0.85 1.82±0.91

700만 원 이상 75 4.04±0.70 g 2.54±0.93 g 1.97±1.05

         F값 2.394* 3.366**

e<g1)
4.112**

e<g1)

 
* p <.05, ** p <.01, M = 5.0 만점
1) 사후검정: Dunnett T3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분석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 각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성별과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다양성 하위요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학생

(M=2.96)이 남학생(M=2.87)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관계성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월평균 소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p<.01), 사후검정 

결과 300만원∼400만원미만 집단((M=3.59)이 500만원∼600만원미만 집단(M=3.18)

보다 보편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편성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여학생(M=3.37)

이 남학생(M=3.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에서는 사후검정 결과 300만원∼

400만원미만 집단((M=3.49)이 400만원∼500만원미만 집단(M=3.09)보다 보편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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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분석(I)

변인 구분 N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M ± SD M ± SD M ± SD

성별

남학생 213 2.87±0.45 3.26±0.72 3.16±0.63

여학생 178 2.96±0.42 3.38±0.68 3.37±0.55

t값 -2.057* -1.656 -3.884***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12 3.01±0.47 3.65±0.78 3.56±0.53

200만원∼300만원미만 27 3.00±0.47 3.48±0.59 3.53±0.51

300만원∼400만원미만 61 3.01±0.49 c 3.59±0.74 c 3.49±0.6

400만원∼500만원미만 79 2.86±0.39 3.24±0.66 d 3.09±0.62

500만원∼600만원미만 74 2.84±0.42 e 3.18±0.68 3.17±0.62

600만원∼700만원미만 49 2.95±0.40 3.18±0.66 3.23±0.46

700만 원 이상 75 2.94±0.41 3.32±0.70 3.25±0.66

F값 1.491
3.256**

c>e1)
4.345***

c>d2)

 * p <.05, ** p <.01, *** p <.001,  M=5.0 만점
 1)사후검정: Dunnett T₃
 2)사후검정: Scheffe test 

다문화교육 관련 정보원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과 접촉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다양성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는 

책,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멘토링 활동 변인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에 인쇄매체와 접한 경험 변인에서는 사후검정 결과 4-6회라고 응답한 집단

(M=2.98)이 7-9회 접했다고 응답한 집단(M=2.57)보다 다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멘토링 

활동 변인에서도 사후검정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M=3.1)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양성 수준이 더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하위요인에서는 ‘인터넷 매체’, ‘외국인과의 접촉빈도,’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등 변인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에서 인터넷 

매체 변인의 경우에는 많이 접했다고 한 집단일수록 관계성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M=3.61)의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는 변인과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는 변인에서는 각각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각각 M=3.68, M=3.49로 관계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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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M ± SD M ± SD M ± SD

인쇄매체
(책, 신문, 

잡지)

없다 146 2.93±0.41 3.25±0.73 3.23±0.55

1회~3회 152 2.92±0.44 3.31±0.66 3.34±0.53

4회~6회 59 c 2.98±0.41 3.45±0.55 3.24±0.53

7회~9회 14 d 2.57±0.49 3.29±0.52 2.95±0.50

10회 이상 15 2.75±0.35 3.44±0.87 3.47±0.81

F값
3.163*

 c>d1) 1.048 2.566*

인테넷 
매체(인터넷,

SNS 등)

없다 86 2.89±0.43 3.20±0.76 3.21±0.47

1회~3회 147 2.94±0.42 3.22±0.62 3.22±0.48

4회~6회 72 2.89±0.49 3.44±0.65 3.33±0.53

7회~9회 41 2.83±0.40 3.39±0.62 3.22±0.57

10회 이상 40 3.00±0.41 3.55±0.79 3.53±0.87

F값 1.085 3.312* 3.222*

자원봉사 

전혀 그렇지 않다. 170 3.93±0.40 3.30±0.74 3.28±0.56

 그렇지 않다. 75 2.85±0.41 b 3.18±0.56 3.11±0.43

보통이다. 95 2.92±0.48 3.32±0.67 3.23±0.56

그렇다. 34 3.03±0.34 d 3.61±0.64 3.64±0.55

매우 그렇다. 17 2.81±0.66 3.57±0.85 3.54±0.70

F값 1.316
2.906*

b〈d2)
6.934***

d〉a, b, c1)

보편성 하위요인에서는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자원봉사’,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모두에서 유의하 다. 사후검정에서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에서는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관계성 점수가 높았으며, ‘자원봉사’ 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M=3.64)의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점수가 각각 M=3.66. M=3.47로 

가장 높았다.

<표 5>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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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M ± SD M ± SD M ± SD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

전혀 그렇지 않다. 199 2.94±0.40 3.30±0.73 3.27±0.59

그렇지 않다. 81 2.91±0.48 3.33±0.67 3.24±0.53

보통이다. 67 c 2.79±0.42 3.23±0.53 3.21±0.45

그렇다. 30 d 3.1-±0.32 3.47±0.78 3.45±0.55

매우 그렇다. 14 2.81±0.65 3.58±0.85 3.56±0.71

F값
3.244*
c<d1) 1.113 1.967

외국인 
친구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8 2.94±0.39 3.34±0.70 3.27±0.58

그렇지 않다. 75 2.92±0.46 3.25±0.73 3.21±0.54

보통이다. 90 2.86±0.43 3.12±0.51 3.15±0.40

그렇다. 53 2.96±0.45 3.55±0.71 3.43±0.59

매우 그렇다. 25 2.93±0.55 3.68±0.88 3.66±0.70

F값 0.641
5.390***

c<d, c<e2)
5.548***

c<d, c<e2)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 2.93±0.40 3.36±0.77 3.30±0.56

그렇지 않다. 35 2.85±0.32 b 3.11±0.55 3.05±0.43

보통이다. 103 2.84±0.43 c 3.21±0.64 3.16±0.45

그렇다. 98 2.95±0.45 3.32±0.64 3.27±0.47

매우 그렇다. 102 2.99±0.45 e 3.49±0.77 3.47±0.71

F값 1.938
3.032*

b,c<e2)
5.992***

b,c<e2)

* p <.05, ** p <.01, *** p <.001,  M=5.0 만점

1)사후검정: Scheffe test, 2)사후검정: Dunnett T₃

3.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그들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산팽창요인(VIF)과 분산팽창요인의 역수(1 / VIF)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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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한계를 구하 다. 공차한계의 값은 모두 0.1이상이었고, VIF 값은 10.0미만으로 나타났

으며, 따라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공감능력은 관점수용과 공감적 각성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종속변인으로서 다문화

수용성은 8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으며,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본 매개회귀분석에서 지각된 양육행동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관점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에서 온정수용은 관점수용 

변인에 정(+)의 향력이 있다(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

수록, 관점수용(β = .235) 능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7.5%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p < .001) 양육행동은 문화개방성(β = .262)에 정(+)

의 향력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 일수록, 문화개방성 측면에서 대학생들

의 인식은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7.4%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관점수용은 문화개방성(β =

.278)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으며, 3단계 조건을 충족하 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

용적 양육행동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으며, 2단계(β =

.262, p < .001)에 비해 3단계(β = .196, p < .001)에서 그 향력이 감소하 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 으며(p < .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14.3%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관점수용

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관점수용 능력을 통해 문화개방성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65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3.853이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문화개방성에 직접적으로 정(+)의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점수용을 매개로하여 문화개방성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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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관점수용 종속 : 문화개방성 종속 : 문화개방성

B(β) t B(β) t B(β) t

(Constant) 13.592 14.262 *** 6.863 7.836 *** 3.398 3.268 **

양육행동 

온정수용 .100(.235) 4.543 *** .102(.262) 5.056 *** .077( .196) 3.845 ***

거부제재 .035(.098) 1.601 .012(.037) .598 .003( .009) .160

허용방임 -.043(-.122) -1.940 .050(.157) 2.500 * .061( .191) 3.143 **

관점수용 .255(.278) 5.688 ***

R² .083 .081 .152

Adjusted R² .075 .074 .143

F값 11.662*** 11.451*** 17.368***

 * p <.05, ** p <.01, *** p <.001

<표 6> 양육행동과 문화개방성에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다음의 <표 7>은 지각된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관점수용

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은 상호교류행동의지(β = .177)에 정(+)의 향력(p

< .001) 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상호교류행동의지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은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5.3%이고,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관점수용은 상호교류행동의지(β

= .279)에 유의한 정(+)의 향력이 있으며(p < .001), 3단계 조건을 충족하 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으며, 2단계(β = .177, 

p < .01)에 비해 3단계(β = .111, p < .01)에서 그 향력이 감소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p < .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12.3%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관점수용은 

어머니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관점수용 능력을 통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65로 나타났

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3.872이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의 향을 미치며, 관점수용 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



| 74 | 민족연구 73호 특집 Ⅱ_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와 적응

가 없었다.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관점수용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B(β) t B(β) t B(β) t

(Constant) 13.592 14.262 *** 6.228 5.154 *** 1.470 1.025

양육행동

온정수용 .100(.235) 4.543 *** .094(.177) 3.382 ** .059(.111) 2.155 **

거부제재 .035(.098) 1.601 .058(.127) 2.061 * .045(.100) 1.677

허용방임 -.043(-.122) -1.940 .036(.082) 1.281 .051(.116) 1.878

관점수용 .350(.279) 5.658 ***

R² .083 .061 .132

Adjusted R² .075 .053 .123

F값 11.662*** 9.379*** 14.789***

* p <.05, ** p <.01, *** p <.001

<표 7>  양육행동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다음의 <표 8>은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이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관점수

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변인은 이중적 평가(β = -.152)에 음(-)의 향(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이중적 

평가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은 감소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5.9%,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관점수용은 이중적 평가(β = .125)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으며, 3단계 조건을 충족하 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적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으며, 2단계(β =-.152, p < .01)에 

비해 3단계(β =-.182, p < .01)에서 그 향력이 감소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

< .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12.3%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

서 유의하 다. 따라서 대학생의 관점수용은 어머니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관점수용 능력을 통해 이중적 평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39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233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이중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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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관점수용 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관점수용 종속 : 이중적 평가 종속 : 이중적 평가

B(β) t B(β) t B(β) t

(Constant) 13.592 14.262 *** 17.699 14.644 *** 15.576 10.510 ***

양육행동  

온정수용 .100(.235) 4.543 *** -.081(-.152) -2.901 ** -.096(-.182) -3.394 **

거부제재 .035(.098) 1.601 -.050(-.111) -1.791 -.056(-.123) -1.995 **

허용방임 -.043(-.122) -1.940 -.047(-.109) -1.703 -.041(-.094) -1.467

관점수용 .156(.125) 2.445 **

R² .083 .054 .069

Adjusted R² .075 .059 .123

F값 11.662*** 7.440*** 7.146***

* p <.05, ** p <.01, *** p <.001

<표 8>  양육행동과 이중적 평가에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2)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본 매개회귀분석에서 지각된 양육행동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p < .05)은 공감적 각성 변인에 정(+)의 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공감적 각성(β = .114)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2%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 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p < .001)은 문화개방성(β = .262)에 정(+)의 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 일수록, 문화개방성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은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7.4%,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적 각성은 문화개방성(β =

.241)에 유의한 정(+)의 향력이 있으며, 3단계 조건을 충족하 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

적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으며, 2단계(β = .262, p < .001)에 

비해 3단계(β = .234, p < .001)에서 그 향력이 감소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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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12.9%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감적 각성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공감적 각성을 통해 문화개방성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27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363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문화개방성에 직접적으로 정(+)의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공감적 각성 종속 : 문화개방성 종속 : 문화개방성

B(β) t B(β) t B(β) t

(Constant) 44.755 17.667 *** 6.863 .876 *** 3.014 2.643 **

양육행동 

온정수용 .125(.114) 2.139 * .102(.262) 5.056 *** .091(.234) 4.637 ***

거부제재 .083(.089) 1.410 .012(.037) .598 .005(.015) .255

허용방임 -.056(-.063) -.964 .050(.157) 2.500 ** .055(.173) 2.821 **

공감적 각성 .086(.241) 5.060 ***

R² .023 .081 .138

Adjusted R² .015 .074 .129

F값 3.051* 11.451*** 15.531***

* p <.05, ** p <.01, *** p <.001

<표 9> 양육행동과 문화개방성에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다음의 <표 10>은 지각된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종속변수인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향력은 <표 7>과 같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적 

각성은 상호교류행동의지(β = .178)에 유의한 정(+)의 향력이 있으며, 설명력은 8.2%이

고(p < .001), 3단계 조건을 충족하 다. 독립변수 중에서 온정수용적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으며, 2단계(β = .177, p < .01)에 비해 3단계(β = .157, 

p < .01)에서 그 향력이 감소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 < .001). 따라서 대학생의 

공감적 각성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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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지각된 온정수용 변인이 공감적 

각성을 통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20으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168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의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감적 각성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대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공감적 각성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B(β) t B(β) t B(β) t

(Constant) 44.755 17.667 *** 6.228 5.154 *** 2.362 1.478

양육행동 

온정수용 .125(.114) 2.139 * .094(.177) 3.382 ** .083(.157) 3.024 **

거부제재 .083(.089) 1.410 .058(.127) 2.061 * .051(.111) 1.829

허용방임 -.056(-.063) -.964 .036(.082) 1.281 .041(.093) 1.476

공감적 각성 .086(.178) 3.627 ***

R² .023 .061 .092

Adjusted R² .015 .053 .082

F값 3.051* 9.379*** 9.770***

* p <.05, ** p <.01, *** p <.001

<표 10> 양육행동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다음의 <표 11>은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이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9>와 

같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종속변수인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향력은 <표 8>과 같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적 각성은 이중적 평가(β

= .200)에 유의한 정(+)의 향이 있으며, 3단계 조건을 충족하 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

용적 양육행동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으며, 2단계(β =-.152, 

p < .01)에 비해 3단계(β =-.175, p < .01)에서 그 향력이 감소하 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 다(p < .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8.4%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감적 각성은 어머니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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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관점수

용 능력을 통해 이중적 평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23으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208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이중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부(-)

의 향을 미치고, 공감적 각성은 이중적 평가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공감적 각성 종속 : 이중적 평가 종속 : 이중적 평가

B(β) t B(β) t B(β) t

(Constant) 44.755 17.667 *** 17.699 14.644 *** 13.361 8.399 ***

양육행동 

온정수용 .125(.114) 2.139 * -.081(-.152) -2.901 ** -.093(-.175) -3.382 **

거부제재 .083(.089) 1.410 -.050(-.111) -1.791 -.058(-.129) -2.114 *

허용방임 -.056(-.063) -.964 -.047(-.109) -1.703 -.042(-.096) -1.536

공감적 각성 .097(.200) 4.087 ***

R² .023 .054 .093

Adjusted R² .015 .059 n.084

F값 3.051* 7.440*** 9.981***

* p <.05, ** p <.01, *** p <.001

<표 11> 양육행동과 이중적 평가에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력

에 대하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정보원들과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교육, 학교에서 교육 등 모든 경우에 2/3 이상이 

없거나, 1회∼3회 등으로 매우 낮았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자원봉사, 멘토링 

등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낮았다. 해외여행 경험은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을 위하여 더 많은 다문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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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둥 교육기관인 

대학교 내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둘째, 일반적 사항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대한 점수가 더 높았다. 종교가 있다고 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의 경우에 점수가 가장 높았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양성

과 보편성 변인에 있어서 여학생의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동체적

인 사고 또는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300만원∼400만원미만 집단에게 있어서 관계성과 보편성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600만원미만 집단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200만원 

미만 집단의 관계성과 보편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반 하는 것이다.

다문화 관련 정보원과의 접촉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분석 결과에서 먼저, 다양성

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쇄매체의 경우에 4회∼6회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관련 책 등의 인쇄매체를 접함에 있어서 양적으로 많이 

접하 다고 하여 다문화에 대하여 편견 없이 동등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내용을 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멘토링에서도 

매우 많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보다는 ‘그렇다’고 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다양성 점수가 

더 높으며, 이러한 결과도 경험의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살펴보면, ‘인터넷 매체와 접촉빈도’, ‘자원봉사‘, ‘외국인 

친구가 있다’ 등의 변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계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접촉 정보의 내용적인 면에서의 차이와 자원봉사의 내용면에서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여행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많을수록 관계성의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지를 의미하는 보편성에 대한 차이분석

에서도 인쇄매체, 인터넷매체, 자원봉사 변인에서 관계성에서와 같이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에서는 경험이 많을수록 관계성 점수가 더 높았다. 

이상의 차이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정보제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과 

아울러 내용적인 면에서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 80 | 민족연구 73호 특집 Ⅱ_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와 적응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력 분석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먼저,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변인만 다문화수용성의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대하여 정

(+)적인 향이 있었으며,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대학생들이 이주민들에게 가지는 이중적 

평가에 대하여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이중적 평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도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분석에서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변인만 다문화수용성의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대하여 정(+)적인 향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온정수용적 양육행

동은 대학생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이중적 평가, 즉 편견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각성, 즉 타인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감정 상태로 상대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정서적 공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학령 

외 2011; 이민  외 2011)에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행동이 자녀들의 이타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순자 외(2004) 연구와 한용재 외(2015)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하여 수용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감능력에도 유의한 정적인 향력이 

있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만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Hart 

외 1992),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으며(고 희 2011), 이러한 

사회적 친 감이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향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감능력, 즉,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자녀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부모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애정표현, 수용, 존중, 

신뢰, 합리성 자율성 및 독립성 등과 같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결과를 반 할 수 있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편의표집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자녀의 지각된 양육행동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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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Mothers'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You Dooryo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on 

the influence of mother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in Daegu-Kyungbuk area and 

386 copies were used as final analysis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program and reliability, independent t-test, ANOVA, post-hoc.,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test were applied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tudents in college,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the 

mass media.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find effective 

program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econd, In th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viewpoint acceptance, there was partial mediation effect on 

cultural openness and mutual willingnes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ly for 

mother's compassionate-receptive parenting behavior. There was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dual evaluation. In the analysis of mediated effects of empathic 

arousal,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as in mediating effects of viewpoint 

acceptance.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nce, Mother's parenting behavior, Empathy,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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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사회와 

‘불교의 부재’*
1)

최 대 희 (대구가톨릭대학교) 

(ppiraten@naver.com)

국문요약

초기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관찰된 ‘불교의 부재’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기독교는 모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한인들에게 ‘한국인’임을 

느끼게 한 민족주의적 종교 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불교는 일본인의 민족종교로 

인식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인의 기독교 수용은 새로운 이민지에서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수용하고 미국인들의 우호적인 관심을 끄는데 일조했다.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은 농촌 출신의 일본 이민자들과는 달리 대체로 도시에서 삶을 위하던 

젊은 피난민들로 정착민으로서 의식이 강하게 작동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미국은 

앞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대대가 살아가야 할 생활 근거지 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화’는 ‘기독교화’로 읽혀졌다. 본 연구는 하와이 한인 이민사회에서 ‘불교의 부재’

는 그들이 낯선 하와이 땅에서 반일 민족주의자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고 아울러 미국에 정주하려는 정착민으로서의 의식이 낳은 결과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가 주목한 도진호는 불교 포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음에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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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포교사로서의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에 

팽배해 있던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 민족주의에서 그의 개종이 진행된 근본적 배경을 

찾았다.

 

주제어 : 하와이 한인이민사회, 불교, 종교적 민족주의, 미국화, 기독교화

Ⅰ. 들어가며

이민용은 내티어(Jan Nattier)에 기대어 미국 불교를 다음 3가지 유형, 첫째 수입불교

(Import Buddhist), 둘째 수출불교(Export Buddhist), 셋째 수하물불교(Baggage 

Buddhist)로 구분했다(이민용 2002, 130-134). ‘수입불교’는 일종의 ‘엘리트’ 불교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의 중상류층 지식인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imported) 

불교라는 특징을 띤다. 이들 지식인 불교인은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선 센터를 

설립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스승을 직접 초빙해 오기도 한다. 이에 반해 

‘수출불교’는 불교 교단의 포교 운동에 의해 전수되는 불교로서 일종의 복음주의적 불교로 

분류된다. 불교 교단이 포교를 위한 실제적인 물질적 보조를 제공(export)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다. 일본의 창가학회는 동양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히스패닉 등에게 불교 전파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수출불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 불교는 이미 자국민의 이민 초기 단계부터 승려를 파견함으로써 

자국민의 ‘수하물불교’를 발전시키고자 애썼다. 이민자들이 이민을 올 때, 모국에서 자신들

의 생활과 관습 그리고 종교적 믿음을 자신들이 가져오는 보따리(baggage)에 담아오는데, 

이러한 불교를 ‘수하물불교’라 일컫는다. 일본 불교의 여러 교단들은 적극적인 승려 파견을 

통해 자국민이 낯선 종교와 가치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혼란을 

잠재우고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고자 하 다(카시와하라 2008, 96-99). 일본 불교는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수하물불교에 접목되어 이민1세를 비롯한 초기 세대들에게 큰 

향을 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하와이에서 불교가 일본의 민족종교

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사회는 일본 이민사회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

었다. 초기 한인 이민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은 하와이 초기 한인과 기독교의 매우 접한 

관계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일본인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특징이라고 입을 모은다(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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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2002, 165). 같은 동양계인 일본인은 모국에서 ‘이민 보따리’ 속에 담아온 불교를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종교로 유지한 반면, 1903년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이민자의 

보따리 속에는 마치 불교는 아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목도되는 ‘불교의 부재’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의 부재’는 당시 초기 한인 이민자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제 당시를 

관찰한 기록에 따르면 초기 한인 이민자들 모두가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고, 불교 신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신자들이 섞여 있었다. 심지어 1903년부터 1905년 사이 하와이로 

입국한 초기 한인이민자들 중에는 몇몇 불교 승려가 섞여 있었다는 관찰도 제시된 바 

있다(Kim 1937. 86). 그럼에도 초기 한인사회에 대한 기록들에서 불교 신자의 종교적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서술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몇몇의 승려 또는 다수의 불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의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하와이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취는 이내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제외한 무종교인들과 불교신도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보따리 속에 담겨져 함께 유입된 전통 종교 또는 불교는 왜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 

본 연구는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불교 부재’의 원인에 대한 탐색을 

초기 하와이 한인 사회의 특성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한인 불교 신자 또는 승려들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이민보따리 

속에 담아온 불교가 꽃 피우지 못한 원인 또는 그들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킨 

배경을 유추해보는 유일한 방식은 그들이 생활했던 한인 초기 이민사회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때 본 연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은 1920년대 

일제 강점 하 조선에서 청년불교개혁운동가로 알려진 승려 출신 민족운동가 도진호이다. 

쌍계사 출신인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미학을 전공하 고, 귀국 후 김태흡 등과 함께 불교사 

기자로 일하 다(김종진 2016, 44). 1930년 하와이에서 일본 불교가 주최한 범태평양불교

대회에 참석한 것을 인연으로 1년 뒤 하와이로 포교를 목적으로 입국한 최초의 한국 

승려이다.1) 입국할 당시 그의 신분은 승려 으나, 그는 결국 개종하고 기독교 선교사인 

현순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 다. 1940년대의 그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닌 민족주의자로

서의 정체성만을 보여주었고, 해방 직후 재미한족연합위원회대표로서 다시 현대사 앞에 

1) 도진호의 간단한 이력, 범태평양불교대회에서의 활약 그리고 하와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원 
스님의 “미주 한국불교의 역사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이라는 방대한 논문에서 특히 3장과 5장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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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불교의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젊은 승려 던 도진호는 포교를 

목적으로 하와이로 이민했지만2),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애초의 목표를 포기하고 기독교

로 개종하게 되었고 기독교인 아내를 맞이하 다. 본 연구는 그의 개종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작용한 당시 하와이 한인 사회의 친기독교적 또는 반불교적 분위기에 주목함으로써, 당시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관찰된 ‘불교 부재’ 현상의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3)

Ⅱ. 한인의 기독교로의 개종과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의 

특성

1. 하와이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한인의 기독교 개종

1903년에 시작된 하와이로의 1차 한인이민은 1905년 말에 이르면 일단 종결된다. 

이들 한인은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대략 400여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발간된 한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 1903년부터 1918년 사이 기독교로 개종한 한인이 

2800명으로 추정된다(Yu 2011, 9). 1920년 하와이 거주 한인 인구가 대략 5천명으로 

조사(Lind 1980, 34 표3)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한인 인구가 2800명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을 연구한 다수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인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압도적인 우세를 지적한다. 김원용은 초기 한인 이민자의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한인들 중 불교신자의 수는 무시할 만 했다고 평가한다(김원용 2004, 

29). 데이비드 유 역시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하와이 거주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기독교인”

이었다고 평가한다(Yoo 2006, 107). 초기 한인 이민자를 연구한 웨인 페터슨 역시 제2차세

계대전 전 당시 하와이에 살고 있던 한인들의 압도적인 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2) 도진호가 포교를 목적으로 도미하 다는 것은 그가 당시 청년불교인들의 잡지로 인식되던 금강저와 
서신 교환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도진호 師는 去8월21일 경성발 미국 布哇[하와이 – 필자]로 
갓다는데 師는 彼地에 朝鮮文庫를 세우고 불교포교사업을 일으키겟다고” (금강저 19, 1931. 11).

3) 물론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주목하지 않지만, 하와이 초기 한인사회에서 승려로 알려진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채용하(Chai Yong Ha)가 존재한다. 채용하는 1940년대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한국 전통 무용가로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Van Zile. 2002). 그러나 그가 1940년대 승무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 무용을 전수하기 전까지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가 불교 
포교를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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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는 약 천명의 감리교인, 약 천명의 기독교인들(감리교의 일파로 이승만과 연계

된), 그리고 약 200명의 성공회 신자들, 약 200명의 제칠일 안식교인들 그리고 100-300

명에 달하는 천주교인들이 존재했다. 오직 30명 정도만의 불교신자들이 알려져 있었으며 

약 20명은 동학이나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패터슨 2003, 121).

하와이 초기 한인사회의 이와 같은 식의 종교 분포는 한인보다 앞서 하와이로 이주한 

중국인 또는 일본인과는 다르게 한인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1931년 8월 하와이에 당도한 도진호는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기독교로 

치우친 한인사회를 마주했을 것이며 이것은 당시 한인들 대상 불교 포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1907년 감리교 감리사 워드만은 다른 민족사회들

과 달리 초기 한인사회의 친기독교적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하와이로 온 모든 이민들 가운데 한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민족이다. 다른 동양인들

은 그들의 재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며, 따라서 그들의 사제들이 뒤를 따라 입국

하여 불당이나 신사들을 세운다.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이 무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 이민들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재래 종교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유동식 2006, 38-39).

그렇다면 워드만이 관찰한 바와 같이 다수의 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무엇보다 이민과정과 이민정착 과정에서 선교사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을 싣고 하와이로 오는 이민선 내에서 이미 개종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인천을 출발하여 하와이에 도착한 첫 이민선에 몸을 실은 한인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는 

기독교인이었다.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1차 이민단 102명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1명은 

인천 내리 교회 출신 감리교 신도 고, 20여 명의 노동자도 내리교회의 향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것은 이 첫 이민자들이 내리교회 목사 존스의 설득으로 이민을 감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첫 한인이민자들을 인솔한 자들 역시 이 교회 소속이었다. 그런데 

이 첫 이민자들은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감리교인의 수는 58명으로 늘어 있었다(Yu 

2011, 3). 그것은 이민자들을 태우고 하와이로 향하고 있던 배에서 이미 선교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첫 이민선을 타고 온 한 한인의 증언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들은 

갤릭호의 어두컴컴한 3등 선실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지의 낯선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했다. 이때 선실 한 구석에서 열렬한 

종교적 예배가 거행되었다. 그러자 한인 이민자는 모두 기독교인이 되어 예배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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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Choy 1979, 97). 이러한 의례의 끝에 이민자 중 몇몇이 선상에서 개종을 했다. 

이 개종자들은 아마도 앞에 언급된 20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나왔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내리교회와 선교사들과 연계를 맺고 있던 자들이었다. 당시 한국의 교회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러한 교회 시설에 머물면서 

하와이 이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이들이 이민선에 올랐던 것이다. 

물론 이민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민선을 타는 교회신자의 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정착 과정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행한 역할을 보면, 초기 한인이민자들의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민선에 통역사로 고용되었던 한국인 

선교사들은 그들이 태평양을 건널 때 그리고 하와이 이주 초기 정착 과정에서 그들의 

곁에 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한인들은 선교사들을 통하지 않고는 백인과 접촉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만이 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었다. 

한인 증언자에 따르면, “한인들을 하와이로 실어 나르는 이민자 배에는 적어도 한 명의 

목사가 타고 있어 자포자기한 이민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민자들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을 때, 어김없이 선교사들이 마중을 나왔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하와이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한국선교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하와이 선교사들은 

한인들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때, 항구에서 직접 환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하와이 

정착을 도왔다(Yu 2011, 7). 

하와이 이민 초기 한인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한 데에는 당시 한인교회가 수행한 

특별한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한인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한인 대상 교육 및 문화운동 그리고 민족운동의 중심지 다. 교회는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외부와 단절된 한인들이 인간적인 교류를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또한 교회는 한인들의 교육 및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다. 

교회는 한글을 가르치는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한글과 우리문화를 가르쳤다(유동식 

2006, 40). 그런데 한인교회가 수행한 이러한 역할은 다른 민족의 이민사에서도 나타나

는, 종교가 이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이민사회와 일본 이민사회를 구별 짓는 뚜렷한 특징이 대두된다.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 이민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통 종교인 불교가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매개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한국 이민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는 점이다. 

그렇다면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불교가 아닌 기독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가? 그것은 무엇보다 하와이의 기독교회가 한인의 민족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하와이 한인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민족운동이 한인교회

와 긴 한 연계 하에 조직 및 운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30년대 



| 92 | 민족연구 73호 특집 Ⅱ_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와 적응

하와이 한인사회를 관찰한 버니스 김(Bernice Kim)에 따르면, 미주 초기 한인사회는 

크게 보아 감리교회 신자로 구성된 다수파와 다른 교회 또는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소수파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버니스 김은 연이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관찰을 제시한다. “독립의 문제가 한인들의 가슴에 너무나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여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다수의 한인들조차 감리교회 또는 한인기독교회에 가입하 다

(Kim 1937, 146).” 우리는 이 인용문을 통해 한인들이 신앙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하더라도, 민족 차원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미주 한인의 종교적 민족주의의 일단을 드러낸다. 한인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을 위한 민족종교로 탈바꿈되었던 것이다. 물론 한국 내에서

도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항거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 다

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하와이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민족종교로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각인된 

데에는 하와이 농장주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일조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1903년에 

시작된 한인 이민은 1905년이 끝날 때 쯤 7천여 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일본인은 

한인 이민자 수의 2배 이상인 18,027명이 여전히 하와이로 이민해 왔다(Kim 1937, 

85). 당시 일본노동자는 하와이 전체 노동자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시 하와이 농장주들과 주정부가 새로운 이민자로서 

한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더 이상 일본 노동자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 

한인 또는 그 밖의 다른 민족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와이에서 일본인들이 점하고 

있던 우세한 지위와 그들 사이의 연대를 분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하와이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이주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행사한 이들은 하와이 농장주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패

터슨 2003, 102-111). 일본 이민자의 경우, 일본 불교가 파견한 불교 포교사들이 자국민들

에게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정착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적 재원을 제공해주었

을 뿐만 아니라, 이주과정에서 오는 여러 정신적 문화적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한인 이민자의 경우 조선에서 파견된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들 농장주들은 의식적으로 한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불교적인 

일본 이민자사회와 친기독교적 한인사회라는 식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으며 

한인과 일본인 사이의 대립관계를 토대로 수월한 농장경 을 도모했다. 하와이 농장주의 

노력은 한인들의 반일적 민족의식과 결합하여 하와이 이민 초기 한인사회에서 기독교가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과 한국민족을 구원하는 한인의 민족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비례하여 하와이 한인들 사이에서 불교는 기독교와는 대조적으

로 일본인의 종교로 인식되게 되었고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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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뿌리 뽑힌 피난민’으로서 초기 하와이 한인이민자

하와이 이주 초기 한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 무엇보다 초기 한인들의 다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농부가 아니라 농촌으로부터 

뿌리가 뽑혀 도시로 려난 일종의 피난민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초기 한인사회를 

연구한 버니스 김에 따르면, 농촌에 위치한 동향 출신으로 구성된 중국인 또는 일본인과 

달리 농부는 전체 한인 이민자의 1/7이 안 되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집단은 항구나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던 노동자와 날품팔이(쿨

리)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직 군인과 하급 정부 관료, 수공업자, 정치적 망명자와 학생, 

경찰관, 광부, 벌목공, 하인 그리고 몇 명의 불교 승려가 있었다. 거의 모두가 도시 거주자

였다(Kim 1937, 86).

패터슨 역시 한인이민자의 이러한 특성을 지적한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초기 한인이민자

들은 “동학혁명, 중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1894년에서 1905년 한국의 

대 격변의 시기에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세금 징수,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한 도적질과 

질병의 횡행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상당수의 농민들이 수백 년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직업도 없이 도시로 몰려”든, 그리하여 이들은 “이미 고국에서도 뿌리가 뽑힌 피난민”이었다

(패터슨 2002, 163). 이러한 특성을 가진 초기 한인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자마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다 근대화된 젊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서양식으로 ‘상투’를 잘랐다. 그리고 몇몇은 한국

식 복장을 버리고 외국식 의상을 입었다. 다른 몇 명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상투를 자르

고 그곳의 이민당국으로부터 미국식 의상을 한 벌씩 얻어 입었다. 비록 상당한 수의 한인

들이 토착 의상을 입은 채 하와이에 도착했을지라도 백 명 중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긴 머리카락을 자른 상태였다(Kim 1937, 86). 

초기 한인이민자들의 특성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리하여 모험심과 

진취성이 강한 특성을 드러냈다. 이들이 한국 농촌사회에서 전통 종교로 여겨지던 불교로부

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민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이다. 

하와이로 향한 한인이민자들 역시 그러한 동경을 품었다. 구한말 농촌에서 뿌리 뽑혀 

도시 빈민 생활을 하던 한인이민자들의 눈에 비친 선교사들의 생활방식은 그들이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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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제공했다. 선교사들의 풍요로운 삶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한 자들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이 수반하는 실용적인 가치 다. 그들은 기독교로

의 개종에 기반하여 낯선 땅에서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꿈꾸었다. 요컨대 그들이 가슴에 

품은 서구적 삶에 대한 동경은 그들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게끔 추동한 

원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한 이유가 되었다. 한 

한인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개종의 전형적인 이유를 보여준다.

(...) 많은 한국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희망이고 삶이었다. (...) 어떤 것은 선교사

들이 말해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발전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곧 미국은 

한국의 희망이 되었다. (...) 마음 약하고 핍박받아온 한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평화와 풍요

의 안식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패터슨 

2002, 170)?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도시에서 생활하던 20대-30대의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

어 있었다(조은정 2011, 98 표30 참조). 농촌으로부터 뿌리 뽑힌 채 도시에서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생활하던 20-30대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들에게 미국으로의 이민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조금은 험난한 도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로서 기독교를 받아들 던 것이다. 게다가 하와이 한인들은 임시체류자가 

아닌 정착민 의식을 가졌다. 그것은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의 수가 일본인과 중국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인은 반 수 이상이 귀국했으며 (4만 

6천명 가운데 2만 3천 명이 귀국), 반수 이상의 일본인들이 귀국(18만 명 중 9만 8천명)했다. 

한인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민자의 20%만이 귀국했다(이 호 2004, 15).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되돌아갈 고국이 존재했다면, 한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 1905년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고 1910년에는 강제 병합되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에게는 귀국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하와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신의 미래가 출생지 고국에 

있다는 일시 체류자들과 달리 한인들은 정착민으로서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미래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정착민이었던 것이다.

정착민으로서 한인 이민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사회에 적합한 삶의 방법을 터득하

는 것은 절실한 문제 다. 이선주는 하와이 초기 한인들에 대한 구술 연구를 토대로 

당시 한인들에게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의존감’이 남달리 부각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하와이 한인은 완전히 낯선 땅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 채 사탕수수 농장에 갇혀 살게 된 한인들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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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 다는 것을 뜻한다. 초기 한인이민자들은 어로 의사소통조차 

힘들었고 매우 취약한 법적 신분에 놓여 있었다. 일본인과 달리 보다 강한 정착민 의식을 

가졌던 이들 초기 한인들에게 한인교회는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공동체(A 

Knowable Community)’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의존감을 해소하고 낯선 정착지에서의 삶의 방식을 익히고 사탕수수 농장 밖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농장을 벗어나 도시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연을 만들었다(이선

주 2013, 52-55). 이민자에게 정착민 의식이 전면에 대두되면, 고국의 가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종교는 빛을 바래기 마련이다.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유교와 도교에, 일본인이 

불교와 신도에 매달렸던 거와 달리, 한인들은 하와이에서의 정착 생활을 통해 기독교 

신자가 되어갔다. 이미 1905년 하와이에 도착한 존스 목사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남겼다. 

한인들은 잘 살고 있다. 한인들은 양복을 입고 있고, 양식을 먹으며 서양 사람같이 행동하

고 있다(패터슨 2003, 64).

패터슨은 하와이 초기 한인을 연구한 자신의 저서에서 존슨 목사 외에도 한인이 하와이 

문화에 일찍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하와이 

한인의 어 실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인 이민 1세와 2세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비해 높은 평등사상과 자유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대부분 같은 지역의 농촌 출신으로 구성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이민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드러냈다. 일본 이민사회에서는 언젠가 일본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과 더불어 일본 문화와 종교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발산하고 있었다면, 

이제 되돌아갈 고국이 사라진 한인들에게 서양의 문화와 종교는 새로운 정착지의 삶의 

조건이었다. 한인들은 보다 평등한 세상을 약속하는 기독교를 수용함으로써 유교를 거부하

고 한국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믿었다. 뿌리 뽑힌 이민자로서 초기 한인 이민자들에게 

‘기독교화’는 곧바로 ‘미국화’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 고 기독

교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었다.

1931년 8월 미국에 도착한 도진호가 마주한 한인들은 바로 이러한 동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감행한 사람들이었다. 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국으로 귀환한 자들은 아마도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미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30대에 하와이로 이민을 감행한 매우 모험적이었던 한인들 중 귀국하지 않았던 

이들은 도진호가 하와이에 도착한 1931년에는 나이가 50세에서 60세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들 부모세대들은 10대에서 20대에 이른 자식세대들과 함께 바로 1930년대 하와이 

한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세대들 못지않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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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활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무엇보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미국주의

(Americanism)’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한인2세의 등장이 뚜렷한 현상으로 관찰되었다. 이들

은 강인한 개척정신과 민족의식을 가진 초기 이민자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이 이민2세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부모들의 그것과 사뭇 달라 부모세대와 많은 갈등을 보 다. 한인1세대는 한국식 생활방식과 

한국어를 강요했지만, 젊은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부모님들의 가부장적인 

훈계적인 교육방식과 생활방식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형국이었다. 이들은 부모의 권유로 

한글을 가르치는 민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떠나자마자 그들은 한글 교육을 

받으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글을 배워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같은 또래의 

중국인과 일본인은 자국의 언어를 배우는데 경제적 동인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집단 사이에서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었다. 민족집단의 규모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한인들은 그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의 소수자 집단이었고 민족집단 안에서의 

경제적 활동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인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성공하면 모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인에게는 그러한 기회조

차 막혀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로 귀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낯선 미국 땅에서 정착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1920년대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자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한인 사회가 처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젊은 세대는 이른바 ‘미국주의’에 경도되었다. 

어린 시절 학습한 한국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망각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오로지 어 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를 관찰한 기록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1931년 하와이에는 10개의 국어를 가르치는 민족학교가 존재했다. 그러나 

민족학교는 한국어를 보존하려는 부모의 열망에 의해 유지되었다. 학교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정도를 가르치는데 국한했고, 학생들은 마지못해 참석했다. 따라서 민족학교가 젊은 

한인의 미국주의 경도를 저지할 만큼 위협적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미국 공립학교에

서 교육받는 미국적 이념과 이상이 민족학교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수되는 낡은 한국적 

이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향력을 행사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무렵 미국주의는 

완벽하게 대세를 장악했다(Kim 1937, 196-197).

도진호가 1931년 하와이에 도착한 후 교사로서 일했던 학교가 바로 기독교계열의 민족학

교 다. 그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던 한인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미국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한인2세들이었다. 한글조차도 경시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신세대들에게 불교를 전파한

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때, 불교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었는데, 그러한 교육 행위로 인해 불교를 전파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의 교육적 활동의 폭은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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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들 중 극히 일부가 불교를 신봉하는 자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들 자식세대들은 

미국이라는 기독교사회에서 기독교적 문화에 흡입되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부모들 

세대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가 우세했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 음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인들에게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때 다수의 한인 후세들은 한인이 운 하는 기독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지속적인 개종 노력이 전개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하와이 초기 한인이민자의 기독교와 ‘불교의 부재’
1. ‘기독교화=미국화’ 논리와 ‘불교의 부재’
하와이 초기 한인의 불교 활동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한인의 

민족종교가 기독교로 인식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초기 한인사회와 불교의 관계를 거꾸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다수의 무종교파 또는 불교 신도들은 

이민 과정에서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기독교 신도로 개종했다. 그들의 개종에는 기독교회와 

선교사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나아가 한인이민자의 특성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손쉽게 

했다. 이민자는 주로 모험심 많은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뿌리가 뽑혀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이들이 전통과 연관된 불교와 결별하고 근대화와 

연관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 

및 중국 이민자들은 대게 같은 농촌의 동향 출신으로 대부분 농부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귀국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들이 하와이에서 같은 지역에 일종의 섬을 형성하면

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한인들의 삶의 조건은 

이와는 아주 달랐다. 한인들은 도시 지역으로 나와 하와이의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다. 따라서 한인들의 삶의 지향과 일본인의 

삶의 지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여기에 일본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개교사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 불교의 하와이 포교는 1887년에 시작되었다. 카가히 소루는 교단이 파견한 

승려가 아니었지만, 그는 개인 자격으로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포교활동을 개시했다. 정토진

종 본원사파가 정식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7년, 미야모토 에쥰을 특파원으로 

파견하면서 다. 정토진종 대곡파는 1899년 개교사 사자나미 시즈카를 파견하여 카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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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포교소를 설치하 다(카시와하라 2008, 96-99).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도 사이의 

시기는 중국인의 미국 이민이 막히기 시작한 시점으로 일본인의 미국 이주가 크게 증가하던 

때 다. 이에 일본 불교는 미국 이민자를 위해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느꼈다. 교단 차원의 포교의 목적은 무엇보다 자국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다시 말해 일본 불교 교단은 미국으로 이주한 자국민에게 기독교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민과 정착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교활동

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들어서서도 일본의 다양한 불교 교단에 의해 자국민을 

위한 포교 활동이 이어졌다(윤기엽 2009, 419-423).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하와이에서 

불교 신도들을 불교조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조직적인 포교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한국 불교 종파의 노력은 전무 했다. 도진호가 1931년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와이로 

입국했지만, 그의 입국은 개인적 결단의 결과 다.

이만열은 미국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논하면서, 해방 전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 

중 87.6%를 차지한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는 다분히 백인우월주의를 기독교 문화전

파와 결합시키고 거기에다 아메리카주의에 의한 대외확장(침략)정책을 ‘기독교화=미국화’
라고 논리화시키면서 출발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만열 1988, 166). 한국 

개신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정치적 문화적 영향 하에서 미국적 가치체계나 

문화를 수용하고 모방함으로써 ‘기독교화=미국화’라는 정식을 실제로 관철시켰다(이진구 

2007, 5). 하와이 초기 한인이민자들이 미국 선교사 및 그들의 영향 하에 있던 한국 선교사

의 도움을 받아 수용한 기독교 역시 ‘미국화’의 다른 이름이었다. ‘기독교화=미국화’ 논리

는 한인 이민자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향하게 하는 추동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 

현지에서 적응과정을 추동한 동력이었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

과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미국의 가치관과 문물 그리고 풍습을 수용하고, 정착지로

서 미국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미국 현지인들 역시 한인들의 

기독교화를 그렇게 바라봤다. 그들은 자금과 지원정책을 통해 한인선교사의 활동을 지원

했으며, 한인들의 기독교화를 미국을 수용하는 바로미터로 해석했다. 

친기독교적인 한인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인은 비난되었다. 미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태도

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불관용적이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비록 하와이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인들은 미국에서 ‘작은 일본’을 만들어 자신들이 고향으로

부터 가져온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캘리포니아 플레이서 카운티(Placer County)에서 일본인들은 해변가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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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일본’을 구축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곳에서 일본인은 그곳의 땅을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고 모국의 이념, 관습, 종교 및 그들의 애국심을 그대로 보존하고 살았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일본인의 민족주의를 경계하면서 이에 대해 불관용의 태도를 보 다

(Cox 2011, 178). 하와이에서 전개된 ‘미국화’ 캠페인은 타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미국의 

불관용 태도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무엇보다 일본 이민자들을 겨냥했다. 이 캠페인은 

동양인의 이민자 문화의 흔적, 특히 불교를 뿌리 뽑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Choi 2004, 143). 무엇보다 하와이에서 주류사회의 기독교인에 의해 ‘타자’

의 종교로 간주된 것은 불교 기 때문이다. 불교 신자들은 미국인에 의해 ‘동화될 수 

없는 자’로 여겨졌다. 그 결과 하와이의 일본 불교는 살아남기 위해 기독교회의 관행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기독교를 모델로 한 일종의 동화 과정이었다. 일본에서 

불교 사원은 승려가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사원은 기독교의 

장로 제도와 흡사한 조직 형식을 취했다. 전형적인 일본 불교 사원의 외관을 피하기 

위해 사원의 외관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다. 내부 시설 역시 변형되었는데, 불공을 드리는 

공간에 마치 기독교의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의자와 강연대가 놓여졌다. 주말 불공의 

순서와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하와이 불교 사원에서 행해진 전형적인 불공 형식은 

먼저 명상을 하고, 불경을 낭송하고 그 뒤에 설법을 듣고, 찬불가를 부르고, 향을 피우는 

것이었다(Ama 2007, 24).

2)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의 구심 역할과 ‘불교의 부재’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말 조선에서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로 인식되었다. 기독교가 

신분과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유교에 기반 한 낡은 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자들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나아가 

1910년대 일본의 조선 강점 이후 기독교는 반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조선의 민족운동의 

산실이자 본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널리 인정된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민족문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호응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는 조선에서와는 달리 민족운동과 

기독교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교회는 한인공동체의 중심지 으며, 한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 다(박규환 2013, 251-252).

하와이 한인들에게 민족의 독립은 지상과제로서 자신과 고국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의제 다. 또한 민족 독립이라는 과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미국 토 속 하와이에서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었다. 20세기 초반 한국에서 기독교의 성장은 매우 눈에 띠는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안과 관련이 있다. 첫째, 구한말 일본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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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일반인의 눈에 비춰진 불교는 유교와 더불어 보수적 삶의 태도와 연관되었다면, 

기독교는 근대와 등치되었다. 둘째, 기독교는 기성체제의 등에 업혀 존재하는 불교와 

달리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운동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졌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는 일본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으로 비춰졌다(백낙준 1995, 430-432). 이러한 의식은 하와이 이민자들

에게도 그대로 유지 및 전수되었다. 그런데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기독교 측과는 달리 

민족 독립을 위한 불교 측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904년 신조신문의 창간을 통해 불교 쪽의 민족운동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존재했다는 사실 뿐이다. 김원용에 따르면, 신조신문은 하와이 이민 초기 최초의 정치적 

조직인 신민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조직의 결성 직후 창간되었다고 한다. 그때 불교신자들을 

위시한 일부 구성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감리교회의 독단적인 운 에 불만을 

품고 조직으로부터 독립해 나가 창간한 신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이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런데 현재 신문이 남아 있지 않아4) 불교신도들의 활동상황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만약 이 신문과 연계된 조직이 계속 살아남아 있었다면 도진호가 

1931년 도미했을 당시 불교 진 의 민족운동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하와이 한인사회는 ‘망명자 공동체’이자 ‘이민자 공동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었다. 망명자 공동체로서 한인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적 독립 운동의 통합적 

구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민자 공동체로서 한인사회는 다른 한편으로 정착민로서의 의식을 

장려했다. 한인은 정착민으로서 기독교를 통해 미국을 수용했다. 미국은 자신의 꿈을 

실천하고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희망의 터전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인의 의식을 깊숙이 

각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제국주의에 협조적인 일본인들과

의 대립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한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극도의 반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하와이에서 한인들의 반일감점은 시시때때로 분출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직후인 1912년 10월 5일 일본계 신문인 하와이 타임즈지(Hawaii Times)에 일본 사가 

한인 구제금조로 750불을 감리교 감리사인 워드만에게 주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러자 

한인사회가 술렁이었고, 격렬한 항의가 전개되었다. 워드만은 이 돈이 구제금이 아니라 

한인 기숙학교의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한인들은 일본 사의 돈을 

받아가며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며 학생들을 동맹퇴학 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유동식 

2006, 106).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과거에도 발생했었다. 1911년 9월 하와이섬 힐로에서 

4) 김원용에 따르면, 하와이 한인 신문 제1호인 신조신문은 1904년 3월 27일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호놀룰루 거주 최윤백의 등사기로 찍어내다가 이듬해 4월 폐간되었다. 이덕희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신조신문은 없다(이덕희 2003, 196-197). 사장은 최윤백, 주필은 김익성, 번역은 최 만이 
담당했다. 국문으로 발행되었다(車培根 1980,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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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당을 지을 때, 일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받은 일로 홍한식, 박세환 목사가 국민회로부

터 공권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호눌룰루 YWCA에서 일하는 어느 한인 여성 사회사업가

는 인종간 친교정책에 따라 일본인들이나 다른 소수민족들의 행사에 규칙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유독 일본인 행사만은 한인 여성들의 압력으로 참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인들은 일본인들을 고의적으로 피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내보 다. 한인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 다. 1936년 여러 기독교 종파가 모인 회의에서 

어느 한인 목사가 일어나 일본인들을 공격하자 일본인 목사들이 회의장에서 철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패터슨 2003, 192-194).

한인들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고국의 

독립에서 찾았다. 망명자공동체이자 이민자공동체로서 한인사회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민족주의를 실천했다(Yoo 2006, 2-5). 그들에게 기독교를 통해 표현된 종교적 

민족주의는 불교에 기초한 일본공동체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기독교는 하와이 

한인들에게는 민족종교 다.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의 종교가 아니라,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과 한국민족을 구원하는 한인의 민족적 종교 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불교는 

하와이에서 일본인들의 종교로 받아들여졌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당시 이미 

종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미 하와이에 거주하던 수만 명의 중국인과 일본인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부터,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가령 1930년에 행해진 미국 인구조사는 1910년

과 1920년대와는 달리 미국의 ‘한인’을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Dolan 

and Christensen 2011, 82).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인과 일본인이 동일시됨으로써 

자라나는 젊은 한인 이민세대가 직업선택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은 일본의 토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일본인과 동일시된 한인의 충성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 다. 그러자 한인1.5세는 

미국시민권을 확보하기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이를테면 미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없었다(Choi 2004, 145). 이러한 현실은 한인의 대일본 감정을 

더욱 자극했고, 일본인과의 혼동을 극도로 싫어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인과 

한인의 대립의 연장선에서 볼 때, 한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 포교 활동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

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1931년 8월 하와이에 당도한 도진호는 

5개월이 지난 시점인 1932년 1월 한인 800여명에 둘러싸여 자신이 일본 스파이가 아님을 

주장해야만 했던 일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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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혁적 불교 승려에서 민족주의자로: 도진호 개종의 

의미

도진호는 한국 불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서방으로 이주한 최초의 승려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31년 8월 불교를 전파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가 

이주지로 하와이를 선택한 것은 1930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불교대회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물론 도진호 이전에 서방으로 나간 한국 

승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백승욱과 김법린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를 한 

뒤 귀국하여 한국 불교 발전에 이바지했다(성원 2016). 백성욱과 김법린이 유학생 자격으로 

유럽에 머물렀다면, 도진호는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나갔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승려는 모두 1920년대 민족주의적 의식을 갖고 한국 불교청년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래에는 다소 길지만 1978년 7월 5일 하와이 대학 

최 호 교수가 도진호와 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그가 하와이에 도착한 것은 1931년이었다. 불교 포교라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 공동체의 정치적 상황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는 (...) 여러 사람

들로부터 반복적인 제안을 받고 태평양주보의 편집인 직을 수락했다. 그는 내용과 편집 

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였다. 반대파 기관의 신랄한 공격에 실망한 

끝에, 그는 주보의 사설과 뉴스의 논조를 약화시키고자 했다. 구독료와 광고료만으로 주보

의 출판비용을 감당하기는 힘들었다. 그리하여 동지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

가 이 신문을 위해 일을 했지만 그는 보수를 받지는 않았다. 그가 불교 포교사로 왔기 때문

에 그는 소득을 받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시내에서 집을 

세놓고 있던 김상호와 같은 몇몇 지인들의 호의적인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32년 1월 그는 김진호와 현순에 의해 한인을 정탐할 목적으로 일본 총독부가 보낸 스파

이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리하여 도씨의 신원을 논의할 목적으로 대략 800명의 사람들이 

중국집에 모였다. 이러한 고발 사실을 접한 미국 이민귀화국이 그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거기서 이민귀화국이 만족할 때까지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였다(Samu Sunim 2001, 

228). 

도진호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도미 전부터 열렬한 반일 

민족주의자로서 개혁적 승려 다. 1931년 8월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에 가입하 고 동지회와 연계된 ‘태평양주보’지에서 편집을 담당하

다. 그가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일한 민족학교도 기독교 교회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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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학교 다. 그의 민족주의자로서의 활동은 모두 하와이 기독교 또는 기독교 세력과 

연관되어 있었다. 물론 그는 ‘고려선사’라는 절을 창건하여 자신의 하와이 입국 목적인 

불교 포교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진다.5) 그러나 성원 스님(성원 2016)의 조사에 

따르면, 그의 그러한 포교를 증언해줄 기록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언제 그가 

그 절을 세웠는지, 신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 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주불교의 시발점을 둘러싼 불교계의 논의와 상관없이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와이에서 불교포교사로서의 도진호의 활동은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한인 이민사회는 불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한국역사를 설명하는 

중에 불교에 대해 언급했을 때, 주위의 한인들이 그가 불교를 포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 다. 물론 위 인터뷰는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진행된 

만큼, 그 당시 도진호가 어떤 식의 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도진호는 불교 포교사로 도미했지만, 포교사로서 독자적인 생계조차 꾸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가 호의적인 한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입국 당시 그의 신분이 승려 고 그가 불교 포교를 위해 하와이로 

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교가 곧바로 일본의 민족종교로 인식되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분위기에서 불교를 포교하겠다는 목적으로 입국한 도진호는 

일본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한 한인사회의 분위기에서 그의 

개인적 삶은 상당히 고립되었을 것이고 생계 역시 막막했을 것이다. 그가 수행한 기독교 

관련 민족학교와 민족운동 조직에서의 활동은 무보수 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 

선교사인 현순의 소개로 이화여고를 졸업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기독교로의 그의 개종이 

언제 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1943년 동지회 명부가 그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그에 따르면, 그는 당시 동지회 이사 고, 문과 한자명은 

Dough C.H., 都鎭鎬 다. 그는 1898년 12월 12일생으로 출생지는 전남이었다. 당시 

나이는 37세 다. 직업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생계를 위한 이렇다 

할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슬하에 2남 1여를 두었다.6)

도진호는 호놀룰루에서 생활했다. 1930년대 후반에서부터 194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와이 동지회의 열성적인 회원으로서 해외한인독립 운동에 간여했다. 그는 1931년 

5) 도진호는 금강저라는 불교잡지의 편집인와의 서신을 통해 도미한 직후인 1932년 고려선사 창건 
사실을 알렸다. “도진호 사가 포왜[하와이 – 필자]에서 포교사업의 첫솜씨로 高麗禪社를 창설하엿다
고(금강저 20, 64).”

6) 이덕희의 저서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의 부록에 “하와이 대한인동지회 회원명단
(1930-38?)”이 실려 있다(이덕희 2008,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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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태평양주보의 편집 직책을 맡았다. 태평양주보는 이승만이 이끌던 

동지회의 기관지 다. 1913년 9월부터 월간으로 발행되어 오던 태평양잡지가 1930년 

12월 13일자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7) 그는 하와이로 이민 오기 전 1920년대 이미 불교 

승려 신분으로 민족운동에 깊이 간여한 바 있다. 그는 도미 전 이미 승려이자 민족운동가, 

다시 말해 불교개혁가이자 민족운동가 던 것이다. 민족주의자로서 도진호의 한국과 미국

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가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한인 이민사회의 반불교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한인사회의 반불교적 정서가 그로 하여금 

개혁적 불교 승려로서의 정체성보다 미국으로 망명한 민족운동가로서의 정체성에 더욱 

기울도록 한 것이 아닐까? 도진호가 실제로 고려선사를 창건하여 포교 활동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도진호는 

이후 자신의 정체성과 활동의 중점을 승려로서 불교 포교에 두기보다는 미국으로 망명한 

민족주의자로서의 활동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당초 도진호는 왜 도미하기로 결심하 던 것일까? 그가 도미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창립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있다. 그는 백성욱과 김법린과 

더불어 조선불교청년회의 적극적인 활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조선불교청년회는 

종단과 일제 통치기관에 맞서 조선불교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조선불교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 노력한 단체로 평가된다. 이 조직은 1931년 3월 조선불교청년총동맹으로 개편되어 

조선불교의 혁신운동을 주도했다(신치호 2010, 239, 244).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는 김광식

은 불교의 자주적인 발전과 민족운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비록 미약하지만 “일제의 사찰정책

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 혁신활동을 강력히 전개”했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의의를 찾았다. 

실제로 일제는 조선의 여러 종교들 중에서 포섭이 가능한 종교로 불교를 점찍고,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탄압을 가했지만 불교에 대해서 다소 너그러운 

태도를 보 다. 조선불교청년회는 바로 이런 한국의 기성 불교와 일본 제국주의와의 연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불교 내 개혁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광식 

1996, 192-193, 204-207). 

일본 경찰이 이러한 조선불교청년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1930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대회에 참석한 도진호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하고 있었다. 1931년 3월 22일 있은 불교청년회 주최의 조선불교청년대회

에 대한 일제 경찰보고는 도진호가 이 대회에 참석했음을 적시하면서, 이 대회가 “불온 

7) 도진호는 1943년 12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외교노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이승만과 결별을 
선언하고, 동지회를 탈퇴했다. 이후 그는 하와이 국민회에 가입했다(홍선표 2009, 4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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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언동”이 난무하는 대회가 되었다며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기록은 도진호는 

일제 경찰의 감시망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당시 친일적인 논조를 강화해 가고 있던 

이른바 민족언론들 역시 불교청년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3월 24일자 ‘횡설수설’이란 칼럼난을 통해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창립을 신랄하게 

비꼬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에 도진호의 발의로 불교청년회는 동아일보에 항의단을 파견하

다. 이러한 항의 끝에 동아일보는 결국 이 기사의 전문을 취소하고 사죄하 다(신치호 

2010, 247-248).

이 사건을 겪은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1931년 8월 도진호는 결국 하와이로 이주한다. 

그의 하와이 이주 결정에는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가 조선불교청년동맹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점 더 세를 강화해 

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힘 앞에 민족운동 세력들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활동 근거지를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미국으로 옮기려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제 강점기 개혁적인 젊은 승려들이 외국으로 ‘망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도진호는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이미 어려워진 개혁적이

고 민족주의적 불교의 가능성을 그곳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천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는 

결국 자신이 편집인으로 활동하던 ‘불교’지에 ‘새 무대로’라는 시를 한편 남기고 하와이로의 

출국의 변을 대신하 다(도진호 1931, 불교 79, 139).

그러나 민족주의적 불교를 포교하겠다고 떠난 그의 망명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크게 

환 받지 못했다. 불교 승려로서의 그의 신분 그리고 불교 포교라는 그의 입국 목적 

자체는 애당초 그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하와이 한인사회는 한인들 틈에 끼어 있는 그를 매우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가 1930년 7월 일본 불교가 주최한 불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에 입국한 적이 있다는 점 역시 그를 일본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는데 좋은 토양을 제공했을 것이다. 또한 종교적 차원에서 도진호의 잠재적 동지로 

분류될 수 있는 하와이 섬에 있는 불교신자는 거의가 일본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제국주의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묵인했다. 그것은 그의 ‘망명’의 동기로 작동한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도진호가 걸어간 길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하와이 한인사회의 기독교와 협력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의 끝에는 

기독교로의 개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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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며

하와이에서 애당초 불교와 기독교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로서 대척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은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다. 초기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관찰된 

‘불교의 부재’는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기독교는 고국이 식민지 상황에 

빠졌을 때, 한인들에게 ‘한국인’임을 느끼게 한 민족주의적 종교 다는 점이 주요하다. 

20세기 전후부터 한국이 외세에 의해 침략당할 때, 기독교는 한국 내에서는 물론 이민지 

하와이에서도 반일 독립운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었다. 모국의 기독교가 일본제국주의와 

타협적인 자세를 보일 때에도 낯선 이국땅에서 망명자로서의 한인은 보다 적극적인 반일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인적 지원을 통해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마저 부정당한 ‘한국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하와이에서 불교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일본인8)의 민족종교로 인식되고 있었던 만큼, 기독교를 민족종교

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인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한인의 강력한 열망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기독교는 새로운 생활지인 미국에서 서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로 이해되었다. 한인의 기독교 수용은 새로운 이민지에서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수용하

고 미국인들의 우호적인 관심을 끄는데 일조했다. 기독교는 현대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게다가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은 일본의 이민자들과는 

달리 대체로 농촌에서 뿌리가 뽑힌, 그리하여 도시에서 삶은 위하던 20-30대가 주축이 

된 일종의 피난민이었다. 이들의 의식은 농민과는 달리 매우 진취적이며 모험심이 강했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일본인과 달리 되돌아갈 고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정착민으로서 의식이 강하게 작동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미국은 앞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대대가 살아가야 할 생활 근거지 던 것이다. 그들은 불교와 유교라는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합리성과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의 근거지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한인은 하와이로 이주한 그 

어느 소수 민족 집단보다 어를 잘하고자 노력했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그러한 것이 한인들로 하여금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귀화를 많이 한 민족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기독교화’로 읽혀진 ‘미국화’는 하와이 전체 인구에서 아주 작은 

8) 1930년 통계에 따르면, 한인은 6461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본인은 139631명으로 집계되었다. 
한인은 전체 하와이 인구의 1.8%, 일본인은 37.9%를 차지했다. Lind, Andrew W. 1980. Hawaii’s 
People.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34 표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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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불과했던 그리하여 민족경제를 일구어내기 힘들었던 한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일종의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미국은 뿌리 뽑힌 한인들에게 

‘희망’의 나라 고 기독교는 그런 희망을 실현시켜줄 일종의 메시지 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회에서 ‘불교의 부재’ 현상은 그들이 하와이 땅에서 반일 민족주의자로

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고 아울러 미국 땅에 정주하려는 정착민으로서의 

의식이 낳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도진호는 불교 포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음에도 불교포교사로서의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말았다. 본 연구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에 팽배해 있던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 

민족주의에서 그의 개종이 진행된 근본적 배경을 찾았다. 불교는 하와이 한인의 눈에는 

일본인의 민족종교로서 비춰졌고, 그런 만큼 유재근의 표현을 빌리면, 불교는 한인들에게는 

‘불일치와 비동화’(Yu, Chae-Kun 1977, 173)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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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and “Absence 

of Buddhism”

Choi Daeh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researches the reason why Buddhism did not prosper in the early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The “absence of Buddhism” observed in 

the early Hawaiian Korean society can be accounted for the following two elements: 

First of all, Christianity was a nationalist religion for Korean immigrants that made 

them recognize as “Koreans.” Secondly, converting of Koreans to Christianity 

contributed to adopting the life style and culture of Americans. The majority of 

Korean migrants to Hawaii were urban young refugees who had strong 

consciousness as settlers. They read the “Americanizing” as “Christianizing.”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absence of Buddhism” in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is a result of the identity of “Koreans” as the anti-Japanese nationalist 

and the consciousness of settlers in USA. The study gives special attention to 

Do, Jinho, who had arrived in Hawaii with clear goal of Buddhist missionary 

work, but failed to do anything. The fundamental background for his converting 

to Christianity is to be found in the religious nationalism led by Christianity prevailing 

the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Key words> Early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Buddhism, Nationalist 

religion, Americanizing, Christia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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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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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미 야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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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주 한인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고통과

의 관계를 알아보고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에 종교의 역할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Los Angeles county에 거주하는 한인노인들이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240명으로 정해졌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6년 11월부터 2017

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미주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을 살펴본 결과 약 13%가 

심리적 고통이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이원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고통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나이, 교육정도, 혼인여부, 건강관련 요소, 

한 달 수입,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태, 수입출처, 미국에 거주한 기간, 그리고 

종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그 외의 성별과, 어의 숙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열악한 인구사회학적인 

요소는 심리적 고통과 정적 상관 관계로 나타났으나, 종교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

켜 주는 역할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교가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변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주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다. 

주제어 : 한인노인 이민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고통, 종교, 삶의 질  

*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268)

** This article is part of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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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눈부신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기인하여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고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인구

감소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미국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2018)에 의하면 2016

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4,92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2%를 차지했고 2035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21.4%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여 미국 사회는 초고령

(super-aged society)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미국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2018)이 발표한 노인 인구는 과거보다 학력이 

높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준으로는 대학졸업 

이상의 비율이 2014년에 25% 급증으로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비율이 1960년대 30%에

서2014년 10%대로 하락했다고 발표된 바 있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에 따라 

개인의 은퇴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노인의 빈곤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2017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하 고 2026년에는 21%

로 추정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7). 이러한 인구변

화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를 보낼 시간이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신건강은 

성공적인 노화과정에 중요한 요소로서 노인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보건학, 의학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몰고 올 사회적 변화는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다. 노년

기에 건강 악화 및 경제력 저하로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다는 것이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노인 정신건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애, 사망률, 그리고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잠재

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보편적인 정신질환이며 유병율은 4.5 %에서 37.4 %로 매우 

다양하다(Luppa 외 2010b, 212-221; Luppa 외 2007, 29-43; Preville 외 2005, 

91-105).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악 향을 주는 요인들인 만성질환, 스트레스, 

경제력 상실, 소외감, 고독감 등에 주목하여왔다(Blazer 2003, 249-250 ; Papadopoulos 

외 2005, 350-357; Tsai 외 2005, 1097-1102; Djernes 2006, 372-387).이러한 요인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제시되었다. 

미국내 소수민족 집단(ethnic minority group)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들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빈번하게 간과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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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인구통계국은 최소한 24개의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으로 분류하 다. 2000년에 

11.9 million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4.2%를 나타

냈다. 2050년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8%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10). 각기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노인이민자의 계속된 유입은 아시아

계 미국인 집단들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다양성은 독특한 문화, 언어, 

각 소수집단의 역사, 그들의 이민배경, 종교적 연대,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응도 

수준, 어능숙도, 건강신념, 미국에서 삶의 경험이 그들의 웰빙에 향을 미친다(Min 

외 2005, 211-220). 급속한 인구성장에 비해 아시안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적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국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15%-20%가 우울증상을

(depressive symptoms or syndromes)겪고 있다(Mui 외 2006, 244; Stokes 외 2002, 

28). 특히, 아시아계 미국노인은 12%-40%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Ina 

외 2011, 8-12; Kuo 외 2008, 633-635; Lai 2004, 677-683; Min 외 2005, 215-219; 

Mui 외 2006, 244). 이에 반해 한국은 약 30% 정도의 노인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an 외 2007, 326). 아시아계 이민자가 비이민자보다 우울증의 비율

이 높다. 예를 들어, Min 외 (2005)는 확률 표본(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여 

LA 한인노인의 우울증을 살펴본 결과 약13%가 우울증을 겪는데 이는 non-Hispanic 

White의 약8%에 비해 높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41%가 우울증이 있다

고 보고 되었다(Mui 외 2006, 244).

선행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교육정도, 수입정도, 결혼상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 

종교, 그리고 사회적 지지나 가족의 지지가 노인 정신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노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이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따른 노년의 삶의 질의 문제와 건강 및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미주 한인노인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리하여 미주 한인노인의 정신건강에 

종교가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미주 한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종교의 역할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 종교가 심리적 고통을 완화

(buffering effect)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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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건강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내에서 가장 급속하게 또는 가장 다양하게 증가하는 소수 인종집

단이다. 미국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 가장 큰 하위범주는 중국계, 

필리핀계, 아시아 인디언, 한국계, 베트남계, 그리고 일본계이다(US Census 2010). 이들 

각 나라는 독특한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개개인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향을 

준다.

심리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에 의해 나타나는 감정적 고통의 상태로 

정의된다(Kessler 외 2002, 959). 미국 인구의 5%에서 27%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Chittleborough 외 2011, 73-74). 심리적 고통의 유병률에 대한 

국가적 통계를 없지만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에서 한인노인 이민자가 다른 이민자보다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외 2016, 85; Lee 외 2005, 4-5; Min 

외 2005, 215-219). 상대적으로, 최근 이민역사를 가진 한국계는 사회와 문화적인 자원의 

부족으로 정신건강에 있어서 일본계나 중국계보다 더 위협받는것으로 나타났다(Chang 

외 2016, 85) 인구사회학적인 요소 및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형태로부터 

발생하여 오랫동안 심리적 웰빙에 향을 미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즉, 인구사회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교육, 결혼상태, 경제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를 확인하 다. 대체적으로 아시아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ang 외 2011, 105; Ahn 외 2015, 1643-1653; Cho 

외 2013, 2372-2378). 특히, 아시안 가족의 특별한 요소들은 정신건강문제에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다른 특성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들(gender roles)은 미국사회에서 다르며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수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남성은 전형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경험하는데 

반해 여성은 공동 부양자가 되거나 혼자 가족을 책임지게 된다(Espiritu 외 2001, 

1098-1103). 허약한 건강상태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노인 이민자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과도 관련이 있다 (Kraaij 외 2002, 87-97). 노인에게 

있어서 허약한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인지기능 저하(cognitive limitation),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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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limitation)는 우울 증상과 상관관계가 높다(Chou 외 2005, 2372-2378; Jang 

외 2011, 105; Kraaij 외 2002, 91; Lee 외 2005, 4-5).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노인의 

심리적 고통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별한 노인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노인보다 

더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hn 외 2015, 1643-1653; Jang 외 2011, 

105;Jang 외 2009, 1608). 교육수준이 꾸준히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Chang 외 2016, 85; Lai 2004(a), 820-827; Lee 외 2005, 4-5; Leung 외 2010, 526-542).예

를 들어 Chang 외 (2016)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은 한인노인 이민자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Lai (2004)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자원의 결여는 노인 이민자에 주목받는 스트레스로 여겨진다(Chang 외 

2016, 85-88; Lai 2004, 677-683; Lee 외 2005, 4-5; Kuo 외 2006, 637). 예를 들어, 

Kuo 과 Guan(2006)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고통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uo 외 2006, 373-392). 한인이민자의 경제적 불안정은 높은 

빈곤율(23%)을 나타냈으며 이는 미국 백인(7%)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다

(Rhee 외 2013, 473). 그 이유는 직업을 갖는데 겪는 어려움, 가족을 돌볼 경제적 자원의 

결여에 기인한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대한 ‘모범 소수민족(model minority)’ 이라는 고정관념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근면함, 개인의 높은 성취의식, 그리고 적은 정신질환이 ‘American Dream’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서비스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로스엔젤스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용이 적었다고 보고되었다(Spencer 외 2004, 809-813; Gee 외 2007, 

1984-1985).

2. 종교활동과 정신건강

종교가 개인들에 종교적 죄의식과 종교적 지나친 몰입, 종교적 맹신 등으로 종교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조사 연구가 많이 있다(Jang 

외 2006, 91-102; Lee 2007, 77-100; Koenig 외 2012, 1-2). 종교활동은 특히 인간의 

힘으로 제한 또는 통제를 벗어나는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극복하게 한다(Reich 외 2010, 

193). 삶에 있어서 목적과 의미, 종교적 관련(개입), 종교적 대처, 회중적 지원, 적(정신적) 

수행은 노년기의 삶의 웰빙 예측변수로 잘 알려져 있다(Ryu 외 2016, 921; Idler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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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27).

노년기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개인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종교는 특히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은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here 외 

2013, 187-194). 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부정적인 삶의 환경, 문제가 있는 상황,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Lee 2007, 77-100). 종교는 또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이 인간에게 죽음의 의미를 재평가

하게 하고 스트레스적인 삶의 상황을 ‘신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아픔 또는 장애를 줄이게 

했다. 

더 나아가, 종교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는 낮추는데 기여(Koenig 2007, 

282-291; Koenig 외 2012, 1-2; Schieman 외 2006, 529)하고 빈곤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막는 완충재(buffering) 역할을 한다(Diener 외 2011, 1278-1280). 예를 들어 

Koenig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종단적 연구 모두에서 종교가 우울증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 다. 종교활동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의미감이나 목적감을 증진시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하고, 높은 안정적인 복지감을 갖게 하고 또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그물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역시 복지감이 증진되고 

우울증이 감소하게 되었다(Koenig 외 2012,1-2 ). 종교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가치 증진에 

기여, 자살 의도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태도나 행위를 갖게 하고 인생에서 의미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해주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확률이 높다. 또한 종교적인 

참여가 노인들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향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Tepper 외 2001, 660-662). 예를 들어, Tepper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응답자 406명 중에서 86%가 종교적인 활동(기도, 명상, 의례)이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향력이 

있음을 의미했다. 

많은 이민자는 미국에서 자신들이 소수민족임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나 

사원의 종교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인 되는 것(become American)으로 

여긴다(Hirschman 2004, 1207). 이민자 그룹 중에 매우 높은 수준의 종교 참여로 한인 

기독교 공동체가 널리 인용되었다. 한국에서 인구의 반 이상(53%)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Kim 외 2009, 789-790) 그 중에 기독교인은 36.8% 불과하지만, 이민 후 한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Los Angeles에 거주하는 

한인노인 이민자들의 2/3 이상이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냈다(Lee 2007, 77-100; 

Lee 외 2005, 19-20). 대략, 한인노인 이민자의 80% 이상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다(Lee 

2007, 77-100; Lee 외 2005, 19-20; Moon 외 2012, 190-191). 이러한 현상은 이민으로 

인한 문화적응도를 높이고 노년기의 퇴직으로 인한 역할상실을 종교활동을 통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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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교육수준과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는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을것이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한인노인 

이민자는 심리적 고통이 높을 것이다. 둘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심리적 고통이 높을 

것이다. 셋째,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나쁠수록 심리적 고통은 높을 것이다. 

넷째, 종교가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열악한 사람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노인들의 심리적 고통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학적인 요소들과 종교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서 자기평가기입(self- 

administrated) 질문지를 이용하여 횡단연구(cross-sectional survey)가 이루어졌다. 무엇

보다 편의표본추출(convenient sampling)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할당표본추출

(quota sampling)을 사용하여 성별과 나이의 분포를 일정하게 할당하 다. 연구대상자 

자격기준은 연구 참여 당시 60세에서 79세 사이이며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으로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County에 거주하는 한인노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았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UCLA, IRB, 2016)을 받아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질문 응답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Los Angeles county에 

있는 8개 건강서비스 플랜구역(Health Service Planning Areas: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consists of eight service planning areas, including the Antelope Valley, 

San Fernando Valley, San Gabriel Valley, Downtown Los Angeles, West Los Angeles, 

South Los Angeles, East Los Angeles, and South Bay/Harbor)에 거주하는 한인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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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을 참여를 위해서 한인 단체들과 다양한 비즈니스업체들 (churches, temples, 

affiliated religious organizations, markets, barbershops, coffee shops, shopping 

malls, senior organization and senior housing, and Korean Adult Day Health Care 

centers)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방문 약속날짜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 다.

질문지는 어로 만들어졌고 조사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 후 2명의 이중언어 구사자(

어, 한국어)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학생들로부터 재번역(back-translation method) 과정

을 거쳐서 번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 다. 조사 기간은 3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본 연구자 외에 2명의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담당하 다. 여러 한인단체

들의 실무진들에게 연락했으나 각 단체에서 실행되고 있던 정규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 일정 때문에 5개 단체에서 소규모 집단(3-5명)으로,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질문지 응답이 진행되었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240명으로 정해졌다. 

질문지 응답시간은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이루어졌고 참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5를 지불하 다. 

3. 측정도구 

질문지는 첫째, 종속변수로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지는 Kessler의 Psychological 

Distress Scale를 사용하 다(Kessler 외 2002, 959-976). 이 측정도구는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측도이며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다. 질문지는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아무 이유 

없이 피곤, 절망적,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5 Likert-Type Scale로 1점은 

‘전혀 그런 적 없다(none of the time)’에서 5점은 ‘항상 그렇다(all of the time)’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0-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severe)’ 심리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측정결과에 따라 절단점수가 10-24점까지 ‘낮음’(mild), 

25-29점까지 ‘보통’(moderate), 30점-50점까지 ‘심각함’(severe)으로 분류하 다.전체 문

항의 크롬바하 알파(Cronbach’s alpha coefficients) 값은 0.92이다. 

둘째, 독립변수로서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 교육정도, 건강상태, 한 달 수입,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상황, 수입출처, 혼인상태, 종교, 이민기간, 그리고 어 능숙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교육정도는 ‘고졸 미만’, ‘고졸’, ‘대졸’ 그리고 

‘대학원 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달 수입은 ‘$1,000 미만’, ’$1,001-1,999’, ’$2,000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 에서’ 매우 나쁘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moderating variabl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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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유무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 분석 

한인노인의 정신건강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tata 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심리적 고통을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 그리고 χ2 

(Chie-squire) 검증을 시행하 다. 또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을 하 으며 노인들의 심리적 고통에 어떤한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al 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자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69.8세이며 참여자 중에 22.1% 가 독거노인(living alone) 이며 74.5%는 부부(living 

with spouse only)만으로 이루어진 주거 양태를 나타냈다. 참여자의 1/3 이 한 달 수입이 

$1,000 미만으로 남녀가 비슷한 수입을 나타냈다. 특히 주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45.8%) 참여자가 ‘보통’, 40%가 ‘나쁘다,’ 5.8%가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했다. 수입근원으로 참여자의 60%가 공적부조(social security implementation)을 

받고 있었고 32.5% 가 ‘고용’상태이고, 특히 4.2%의 참여자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략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대졸’ 또는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34.6%의 응답자가 ‘고졸’의 학력을, 그리고 나머지 27%가 ‘고졸 미만’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37%의 응답자가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했고, 결혼상태로는 73%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1/4 정도가 ‘헤어졌거나 

이혼’ 또는 ‘사별’하 다고 응답하 다. 종교의 유무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약 77%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개신교의 비율은 58.3%, 천주교는 14% 정도, 불교는 1.3%, 

그리고 기타 종교는 3.3% 다. 참여자의 23.3%가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하 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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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US (N) (n=240) % Male (n) Female (n)
Gender
   Male 120 50.0
   Female 120 50.0
Age
   60-69 120 50.0 60 60
   70-79 120 50.0 60 60
Education
   Less High 65 27.1 31 34
   High school 83 34.6 37 46
   College 76 31.7 43 33
   Graduate 16 6.7 9 7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5 2.1 2 3
   Married 174 72.5 85 89
   Separated or Divorced 28 11.7 17 11
   Widowed 33 13.8 16 17
Health Status 
   Very poor 14 5.4 12 2
   Poor 76 31.7 25 51
   Fair 102 42.5 55 47
   Good or Very good 48 19.0 28 20
Income
    Under $1,000 156 65.0 78 78
    $1,001-$1,999 46 19.2 25 21
    $2,000 or Over 38 15.8 17 21
Financial Status

심리적 고통에 대한 도움요청 행위(help-seeking behavior)에 대한 질문에는 단지1/4 

(23.8%)의 응답자가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및 목회자 등에 도움을 요청하 다. 다음으로, 

‘미국에 거주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은1/3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2/3 이상이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의 의사소통 및 능숙도는18.3%의 

응답자가 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not at all)’로 나타났고, 59.2%가 ‘잘하지 못한다

(not well)’로, 22.5%가 ‘잘한다 또는 매우 잘한다(well or very well)’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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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US (N) (n=240) % Male (n) Female (n)
     Very bad 14 5.8 7 7
     Bad 96 40.0 49 47
     Fair 110 45.8 52 58
     Good or Very good 20 8.3 12 8
Income Sources
     Public assistance 144 60.0 72 72
     Employment 78 32.5 39 39
     Assistance from child 11 4.2 4 7
     Saving or Asset 7 3.3 5 2
Living Arrangement
    Alone (yes) 53 22.1 28 25
    With spouse only (yes) 179 74.6 92 87
Religion
    No religion 56 23.3 39 17
    Protestant 140 58.3 71 69
    Catholic 33 13.8 6 27
    Buddhist 3 1.3 2 1
    Others 8 3.3 2 6
Cognitive limitation
    Yes 30 12.5 14 16
    No 210 86.5 106 104
Physical limitation
    Yes 38 12.5 20 18
    No 202 84.2 100 102
Hel-seeking
    Yes 57 23.8 18 39
    No 183 76.3 102 81
Length in the US
   1-10 years 0 0.0 41 39
   11-20 years 80 33.3 57 52
   21 or Over 160 66.7 22 29
English proficiency
   Not at all 44 18.3 13 31
   Not well 142 59.2 82 60
   Well or Very well 54 22.5 2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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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ariables
Mild(%)

(score: 10-24)
n=173 (72.1%)

Moderate(%)
(score: 25-29)
n=37(15.4%)

Severe(%)
(score: 30-50)
n=30(12.5%)

Gender
  Male 74.2 11.7 14.2
  Female 70.0 19.2 10.8
Age ***
  60-69 82.2 11.7 4.2
  70-79 60.0 19.2 20.8
Education **
  Less High school 63.1 18.5 18.5
  High 63.9 19.3 16.9
  College 82.9 11.8 5.3

2.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고통의 정도 

미주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의 정도를 알기 위해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심리적 고통이 

‘낮음,’ ‘보통,’ 그리고 ‘심각함’으로 분류하 다(Table 2). 연구대상자의 72.1%가 심리적 

고통이 ‘낮음’으로 응답했고 15.4%가 ‘보통’으로, 그리고 12.5%가 ‘심각함’으로 응답하 다. 

특히 남녀 모두 ‘낮음’에 비슷한(각각 74% vs 70%) 분포를 보 다. 심리적 고통이 ‘보통’ 

정도에 대해서는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각각 19.2% vs 11.7%). 

그러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함’에 대해서는 남성이 14.2%인데 반해 여성은 10.8%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고통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나이, 교육정도, 혼인 

여부, 건강관련 요소, 한 달 수입,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 수입 출처, 미국에 거주한 

기간, 종교, 그리고 도움요청 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그 외의 성별과 어의 

숙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교육정도에서는 ‘고졸 미만’의 18.5%, ‘고졸’의 

16.9%, 그리고 ‘대졸’의 5.3%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냈다. ‘고졸 이하’와 

‘고졸’은 비슷하게 심리적 고통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하 다(각각 18.5% vs 19.3%). 

특히 연령대가 70-79세는 20.8%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 상태인데 반해 60-69세는 

단지 4.2%만이 ‘심각함’ 상태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 고통은 ‘심각함’ 

상태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Table 2. Contingency table of independent variable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US:N=240) (coded into 3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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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ariables
Mild(%)

(score: 10-24)
n=173 (72.1%)

Moderate(%)
(score: 25-29)
n=37(15.4%)

Severe(%)
(score: 30-50)
n=30(12.5%)

  Graduate 100.0 0.0 0.0
Marital Status **
   Never married 80.0 0.0 20.0
   Married 79.9 12.6 7.5
   Sep/ divorced 50.0 25.0 25.0
   Widowed 48.5 24.2 27.3
Health Status ***
   Very poor 0.0 28.6 71.4
   Poor 46.1 35.5 18.4
   Fair 89.2 4.9 5.9
   Good or Very good 97.9 2.1 0.0
Income**
   Under $1,000 62.8 20.5 16.7
   $1,001-1,999 91.3 4.4 4.4
   $2,000 or Over 88.2 7.9 4.0
Perceived finance***
   Very bad 7.1 35.7 57.1
   Bad 57.3 26.0 16.7
   Fair 88.1 6.4 5.5
   Good or Very good 100 0.0 0.0
Income source*
   Public assistance 63.1 19.4 7.4
   Employment 84.6 9.0 6.4
   Assist from child 81.8 18.2 0.0
   Saving or Asset 100 0.0 0.0
Religion*
    Yes 75.5 13.0 11.4
    No 60.7 23.2 16.1
Cognitive limit***
    Yes 46.7 20.0 33.3
    No 75.7 14.8 9.5
Physical limit***
    Yes 31.6 31.6 36.8
    No 79.7 12.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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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ariables
Mild(%)

(score: 10-24)
n=173 (72.1%)

Moderate(%)
(score: 25-29)
n=37(15.4%)

Severe(%)
(score: 30-50)
n=30(12.5%)

Health seeking ***
     Yes 47.4 33.3 19.3
     No 79.8 9.8 10.4
Length in the US***
    1-10 year 88.8 5.0 6.3
    11-20 year 75.2 12.8 11.9
    21 or Over 39.2 37.3 23.5
English proficiency
    Not at all 65.9 11.4 22.7
    Not well 69.7 19.7 10.6
    Well or Very well 83.0 7.5 9.3
Living arrangement
    Alone(yes)*** 49.1 24,5 26.4
    Spouse(yes)*** 80.5 12.3 7.3

*** p<.001, **p<.01, *p<.05   

건강관련 요인 중에서 ‘주관적인 건강인식 상태가 나쁠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할수록’ 심리적 고통은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인 건강인식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응답자의 71.4%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냈고 ‘나쁘다’

는 응답자의 18.4%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냈다. ‘인지기능이 떨어진다’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자의 1/3 정도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냈고 이에 불편함이 없는 

노인들의 10% 미만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한 달 수입이 ‘$1,000 미만’인 사람의 16.7%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1,001-1999’는 4.4%만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냈다. ‘$2,000 

또는 이상인 사람’의 10% 미만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냈다. 특히,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매우 나쁜’ 경제상황에 있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7.1%)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냈고, ‘나쁜’ 경제상황에 있는 응답자의 16.7%가 심리적 고통을 ‘보통’으로 

응답했다. 그 중에서 수입출처가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SSI)나 ‘고용’으로부터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6-7%만이 심리적 고통이 ‘심각함’으로 응답했다. 

결혼여부나 주거양태는 서로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계에 있는 응답자

의 7.5%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낸 데 비해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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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s B SE B SE B SE
Gender (female)
   Male -0.43 0.58 0.10 0.53 -0.11 0.54
Education
   Above High -3.41*** 0.63 -1.58* 0.62 -1.59* 0.64
Marital Status(never)
   Married -1.23 0.73 -0.75 0.67 -0.75 0.67
Perceived finance(bad)
   Fair or better -3.19*** 0.66 -1.62* 0.63 -1.61* 0.64
Health (very poor)
   Fair or good -3.70*** 0.73 -3.68*** 0.75
Cognitive limit
   Yes 1.03 0.95 1.03 0.95
Physical limit
   Yes 2.61** 0.93 2.61** 0.93
Religion
   Yes -0.05 0.67
R-square 0.2966 0.4464 0.4464
Adjusted-R2 0.2846 0.4297 0.4272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는 20% 이상이 ‘심각함’을 나타냈다. 독거노인(living alone)은 

26.4%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을 배우자와 사는 사람(living with spouse only)는 

단지 7.3%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냈다. 이민기간에 대해서는 ‘1년에서 

10년 사이’ 거주한 응답자는 6.3%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냈다. 이민기간이 

‘11년부터 20년 사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11.9% 가 ‘심각함’을 나타낸 데 비해, ‘20년 

또는 그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무려 23.5%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냈다. 

3.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인구사회학적인 요소, 건강 관련 

요인들, 종교의 유무가 심리적 고통에 어떤 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

을 사용하 다(Table 3). 

Table 3. Hierarchal regression on psychological distress (US: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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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s B SE B SE B SE
R-square change 0.1498 0.0000
F 24.77*** 26.73*** 23.29***
df 4,235 7,232 8,231

*** p<.001, **p<.01, *p<.05
Model 1= socio-demographic factors; Model 2=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relations’ 
factors; Model 3=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relations’ factors, and moderator factor

분석 결과, 모델1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은 심리적 고통을 28.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R2=0.2846), 모델 적합도가 유의미하며 성별, 교육정도, 결혼여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황이 심리적 고통을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교육정도와 주관적으로 인식하

는 경제상황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심리적 고통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관련 변인을 추가한 모델2의 경우 심리적 고통을 43%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적합도도 유의미하 다(F=26.73, p<.001). 모델2에서 개별 변인의 

상대적 향력을 살펴보면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인 경제상황이 좋을수록(b=-3.70, 

p<.001), ‘거동이 불편할수록’ (b=2.61, p<.001) 심리적 고통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변인은 심리적 고통에 대하여15%의 부가적인 설명력을 나타냈

고 이 변화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R2 change=0.1498, p<.001). 또한 교육정도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황은 모델2에서도 여전히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 완화(buffering) 요인으로 종교 변인을 투입한 모델3에서 심리적 고통 변량은 

43% (R2=0.4272)를 설명하 으며 유의미한 모델이었다(F=23.29, p<.001). 인구사회학

적 변인, 건강관련 변인을 통제한 모델3에서 종교의 유무가 심리적 고통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b=-.005, p<0.944). 즉, 종교는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의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심리적 고통에 ‘완화’하는 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발견들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고통에 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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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고통이 적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Chang 

외 2016, 85; Lee 외 2005, 4-5; Leung 외 2010, 526-542).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교육수준은 

그 자체로서 자원이며 높은 교육수준은 직업, 수입, 일하는데 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이 긴장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의 안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자원을 

만들어내게 한다. 경제 상황과 관련된 변수는 월평균 소득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적다는 

것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심리적 고통은 적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심리적 고통의 정도는 

낮았다. 건강과 심리적 고통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으며 

허약한 건강상태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Kraaij 외 2002, 87-94; 

Lee 외 2005, 4-5).

이원분석에서 종교의 유무는 심리적 고통에 유의미한 변수이며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심한’ 심리적 고통이 높게 나타났고 ‘보통’의 심리적 고통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종교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미주 한인노인들이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문화적응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민자로서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랑한 사람들을 두고 온 잠재된 죄책감에 

따른 우울증, 불안, 언어적인 문제, 새로운 사회시스템 적응,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이런 것들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한인교회는 이민초기에는 

친목 및 이민사회의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이후 종교인으로서 거듭나게 하고 

있다. 종교가 종교적 신념을 통해 불안감이나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노인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문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모범 소수민족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의사소

통,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있다(Abe-Kim 외2007, 92; Sue 외 2009, 523).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가의 

동양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제한된 이해는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아시아 

노인들은 방치 될수 있고, 제공된 정신건강 서비스의 효능(efficacy)을 줄이고 있다(Yeung 

외 2010, 2397). 특히, 노년기에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은 나이탓으로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치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노년기가 되면 배우자 및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사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이 결혼하여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부모에게 

관심이 줄어들고, 은퇴를 통해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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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될 수 있다.

정신건강분야에서 한인노인 이민자와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연구자 그리고 정책분석

가는 미주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이 심하는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종, 민족집단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속에서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심리적 고통을 신체증상화(somatization)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남에게 알리기에 수치스럽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때로는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 환자가 벌을 받는 미신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문화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Seo 2007,64-91). 이런 이유로  초기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심하게 

악화된 상태가 되어서야 정신치료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서비스 전문가는 

미주 한인노인의 신체질병을 돌볼 때 정신건강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자가보고(self-reporting)는 

한인노인 이민자에게 문화적 편견에 지배를 받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신질환자들은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 또는 공격적이며 위험하다고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적으로 민감한 질문일 수 있으니 일부 응답자는 자신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문화는 아시안 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 노인이민자는 자신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드러내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심리적 고통은 개인적 나약함, 창피, 그리고 

수치심 대한 징후로 여겨진다. 둘째, 연구조사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연구대상에 

대해 일회적으로 시행되는 단면적 연구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문제에 제한점이 

있다. 분석 결과의 역 인과성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심리적 고통이 

적은지, 심리적 고통이 적은 사람이 종교를 가졌는지에 대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결론적으

로, 이 연구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심리적 고통이 적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종교가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 추후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하나의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총체적 맥락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자료의 한계로 종교의 

유무로 완화기능을 하는지 살펴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종교는 있지만, 실제 종교활동의 

참여에 관한 문항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음 연구에서는 종교의 역할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로써 종교활동 참석빈도의 이용도 필요하다. 더 많은 자료에서 종교 여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성 관련 질문이 포함된다면, 종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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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ligious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Chang Miya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effect of religion o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s based 

on primary data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ed surveys taken by 240 older Koreans 

(60 years to 79 years)in the United States.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16 to January 2017.  About 13% of older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reported ‘severe’ psychological distress. Marital status and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status, overall financial status, and relig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while gender and English proficiency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hierarchal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indicated (1) experi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gativ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2) religious involvement did 

not buffered on psychological distress. Finally, the study results highlight several 

policies to reduce the risk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Key words> O lder Korean immigran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distress, Religio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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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아베 정권하에서 나타난 일본 방위정책관련 규범의 변화, 구체적

으로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행이 어떤 의도로 시작되

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행은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와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 다.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는 일본 

방위산업체의 해외진출과 공동연구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특정비 보호법

의 공포·시행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을 방위관련 연구를 유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방위장비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국방관련 연구 또한 금지되어 있었다. 이의 결과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기술적 토대는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무기수출3원칙 폐지와 특정비 보호

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의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방산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행

이라는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는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기술적 토대 강화로 

나타나 일본의 군사역량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일본의 방위산업, 방위산업의 산업적·기술적 토대, 무기수출3원칙, 

특정비 보호법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7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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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아베 정권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방위정책관련 규범의 대폭적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군사적 역량(capability)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큰 변화를 보 다. 2013년 12월 17일 각의결정

되었던 세건의 방위정책문서, 즉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

획(2014-1018년도 무기조달계획)은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었다. 첫 번째 문건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전수방위를 

벗어나겠다는 선언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 신방위계획에서는 센가쿠(댜오위다오)가 위치한 

동중국해 도서지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통합기동방위력’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육상총대, 수륙기동단과 같은 공격적

인 부대와 신형장비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내걸었다. 

이 문건들을 전후하여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그동안 견지해왔던 원칙이나 제도들을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형해화시켜 버렸다. 우선 2014년 4월 무기수출3원칙이 철폐되었다. 

7월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침이 각의결정되었다. 2015년 9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방침이 포함된 안보관련법을 성립시켰다. 이 법은 10개 법안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제와 국제평화지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월에는 무기수출과 국제공동개발, 

군사기술의 연구개발 창구역을 담당하는 방위장비청이 새롭게 방위성 외국으로 발족되었

다. 이 외에도 특정비 보호법이 공포(2013년)되어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공모죄의 

취지를 포함한 조직범죄처벌법(2017년)이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아베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법적, 제도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

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전후의 일본이 안보 정책적 측면에서 견지해왔던 

전수방위의 틀을 벗어나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많은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1) 그러나 전쟁이란 행위가 벌어졌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정책보다는 전쟁할 

수 있는 역량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흔히 의도와 역량,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역량이다. 왜냐하면 의도는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역량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도는 지도자의 언설이나 방위백서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1) 국내 언론의 대부분이 이러한 입장에서 방위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분석에 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김두승(2013), 김준섭(2013), 김진기(2013; 2014), 문은석(2014), 박 준(2012;  2013; 
2014), 최운도(2013)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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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나타나지만 군사적 역량의 경우 평가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접근의 어려움도 

있다. 

군사적 역량 차원에서 일본의 방위력 또는 방위정책에 접근하는 연구로는 김진기((2013; 

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주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군사적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일본 방위산업계의 역량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아베 정권에서 나타난 방위역량강화 움직임이 방위장비청의 

설립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는 무기의 해외수출과 해외 

방산업계와의 협력 등 방위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 재계의 꾸준한 압력이 작용한 

것이었으며, 방위장비청의 설립 또한 일본 방위산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2) 그의 연구는 아베 정권에서 나타난 방위정책 변화를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 

기술적 토대 등과 연결시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시기에 나타난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가 

어떤 의도에서 나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군사적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양적 

측면의 평가와 질적 측면의 평가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양적 측면의 평가란 병력수, 

장비의 수 등과 같은 수량적 측면에서 비교한 군사력 평가로서 주로 재래식 전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이에 반해 질적 측면의 평가란 방위장비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다. 방위장비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197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 기술이 방위장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도입됨으로써 한층 중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술이 방위장비에 적용되어 군수와 민수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어짐으로

써 범용기술(dual use technology)이 매우 중요해졌다. 즉 기술발달과 함께 군수기술과 

민수기술의 엄격한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군수기술과 민수기술 간의 

상호적용, 기술적 파급효과(spin-off, spin-on)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의 

결과 과거와는 다르게 군수에 특화된 기술이 아닌 민수 부문에서의 기술에도 각국은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베 정권하에서 진행 중인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가 전수방위라는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이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2)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김진기는 또한 아베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자들의 군사적 
연구 참여유도에 대한 일본학계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기
(2015)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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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특히 기술적 측면의 역량강화를 겨냥한 것이라 주장한다. 즉 아베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적 역량 

가운데서도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 측면에서 일본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아베 정권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 이후 방위기술 향상에 일본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필자가 주목하는 군사관련 규범은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와 

시행이다. 이 규범들의 포기 또는 시행은 일본의 방위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방위산업은 산업의 한 부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안보적 측면과 산업적, 기술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우선 방위산업이 무기와 같은 

전쟁용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안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방위산업이 가진 산업적 성격은 국가정책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 경제성을 무시하고서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진기 2012, 15) 그러나 최근 들어서 방위산업이 

가진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현대의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결정체로 간주된다. IT관련부품,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등 민생분야와 겹치는 범용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이 활성화되면 그 성과를 민생부문으로 전용(spin off)하여 일반경제에도 부수적인 파급효

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하청기업에서도 선진적인 특수기능을 가진 폭넓은 

기업군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수기능공의 고용, 특수기술과 기능의 훈련과 

계승, 생산시설의 건설과 자재조달 등에도 폭넓은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기부양효과 또한 크다. 즉 기술발전과 함께 방위기술과 민수기술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민수와 군수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범용기술의 우열에 

의해 한 국가의 안보역량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필자는 아베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관련 규범, 특히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행이 일본의 무기생산능력 향상과 선진방위기술의 확보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무기생산능력의 향상과 

선진방위기술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아베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무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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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칙이 나타나게 되었던 시대적 환경과 이후 이것이 폐지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 이후 일본의 방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러한 지향점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의 방위관련 연구에

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과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후 군사목적을 

위한 과학연구를 터부시해왔던 일본의 학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들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무기수출 3원칙의 폐기 : 전후의 흐름과 배경

1. 무기수출 3원칙의 전후 흐름

전후 일본이 무기수출을 삼가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1967년 사토 총리의 중의원 

답변에서 다.(第55回衆議院決算委員会 第5号 1967/4/21) 그리고 이를 더욱 엄격히 적용

하여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3원칙’을 표명한 것은 미키 총리의 

국회답변(1976년)에서 다.(第77回衆議院予算委員会 第18号 1976/2/27) 이후 일본 방위

산업계의 시장은 국내로 제한되었다. 국내수요, 즉 자위대만을 대상으로 한 자국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일본의 방위산업은 방위부문에 특화된 기업이나 군수매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3)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기수출3원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일본에서 무기의 수출이 금지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에 한국전쟁이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중심에 방위산업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전으로 인한 특수가 당시 일본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야나가(Yanaga 1968))와 러탄(Ruttan 2001)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야나가의 조사에 의하면 1951년 1월의 시점에서 일본의 생산능력 가운데 72%가 

‘방위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무기제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일본 수출의 

70%가 미국의 군수조달과 관련되어 있었고, 일본산업의 3/4이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수조달이 사실상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에 결정적으

3)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도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군수비중이 10%를 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기(2012, 151-168)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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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여했다고 할 수있다. 사뮤엘스(Samuels 1994) 또한 미군조달이 전후 일본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그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후 폐허상황이었던 일본의 방위산업이 회생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의 특수로 재개된 일본의 방위산업은 

한국전 휴전과 함께 전쟁 특수가 축소되자 무기수출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무기수출은 

주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국으로도 수출시장이 확대되었다.(桜
川明巧 1995, 84-85)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연합회 또한 이들 산업계의 

이익을 반 하여 무기수출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経済団体連合会 1978, 201-203) 

무기수출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주장은 전쟁의 쓰라린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쟁관련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이를 반 한 야당들의 비판에 직면하

게 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무기수출을 금지했다.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 또한 전후의 폐허상

황에서 벗어나 무기수출이 절박한 환경은 아니었다. 즉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 그리고 

전후 지속되었던 전세계적 경제호황으로 일본경제 또한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함으로써 

무기수출이 일본 경제에 그다지 핵심적인 산업부문은 아니었던 것이다. 요컨대 전후 

일본에서 나타났던 무기수출3원칙의 배경에는 무기수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군수산업이 아니라도 일본경제의 회복과 확대가 가능하다는 일본정부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수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의 기술력이 우수성을 보이고 이러한 품목들이 군사 

분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의 무기수출금지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

다. 전후 일본은 수입기술의 흡수와 개량, 그리고 품질과 가격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의 기술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연구, 개발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일본정부 또한 기초기반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을 

조직함으로써 일본 산업 전반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기술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며 첨단산업정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Patrick 1986, xi) 반도체로 상징되는 첨단산업에서 나타난 일본의 

기술력이 미국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 1980년대 들어서 으며, 이 때부터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민간기업들의 기술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의 요구와 압력으로 일본의 무기수출금지정책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일장비기술협회, 방위협력소위원회 등과 같은 방위산업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이 미국 무기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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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기술이전은 

무기수출3원칙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무기수출3원칙’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제공과 공동생산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자 미국이 불만을 제기,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의 결과 

1986년 휴대용 SAM 관련기술의 미국제공을 시작으로 함선건조, FSX 관련기술, 지원전투

기(F-2) 생산관련기술 등의 기술공여가 이루어졌다.(朝雲新聞社 2002, 720) 이와 같이 

미국과의 사이에서 개별안건별로 취해지던 예외조치는 노다 내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과거 개별적으로 예외화 조치를 취해왔던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평화공헌ㆍ

국제협력, 국제공동개발ㆍ생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内閣官房長官談

話 2011) 

노다 정권에서 취해졌던 포괄적 예외화 조치는 아베 정권 들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2014년 4월 아베 내각에서 이루어진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각의결정은 예외화 

조치로서 미국에 적용하던 원칙을 폐기하여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한 조치 다. 즉 무기수출3

원칙을 대신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서는,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필요에 따라 예외를 

적용했던 종래 방침과는 다르게 조건을 충족시키면 수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베 내각에서는 예외화 조치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수출을 인정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의 결과 전후 일본의 무기수출을 구속하고 있었던 무기수출3원칙이라는 굴레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요컨대 노다 내각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실질적 내용이 폐기되어 

형해화되었다면, 아베 정권 들어서는 외형적으로도 폐기되어 버렸던 것이다. 

2. 무기수출정책 변화의 배경 

1) 안보환경의 변화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의 무기수출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 이유는 안보환경의 

변화, 방위산업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위기감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진기 2014) 우선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란 200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건으로 센가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민주당 정권이 무너졌다. 이후 들어선 자민당의 

아베정권은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전면에 표출하기 시작했다.4) 사실 이러한 

대립은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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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이 필요했었지만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경제적 총규모는 이제 일본을 능가하

게 되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경제력을 대외정책에 적극 투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변화 못지않게 일본의 대외정책 또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 충돌 사건으로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아베 총리 또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등과 같은 아베 정권의 주장은 일본의 

대외정책을 묘사할 때 흔히 언급되던 반응국가(reactive state)(Calder 1998)로서의 일본 

이미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즉 현재 동아시아 역내에서 나타나는 중일간의 갈등은 

역내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구조적 성격과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국가전략 등이 

얽혀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Takeuchi 2014; 박 준 2014; 이지원 2014; 

서승원 2014) 중국의 부상과 팽창적인 대외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은 시진핑 정권과 아베정권이 거의 동시에 등장하면서부터 나타났다.(서승원 2014)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라는 정책이 아베 정권 들어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안보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아베 정권 출범 후 적극 추진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방산지원, 과거 금지되었던 방산부문의 정부개발원조 

지원 가능 등은 이러한 안보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김진기 2014)

2) 방위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변화라는 대외적 요인만으로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일면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를 이끈 요인으

로서 안보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사실 일본의 무기수출원칙이 변경되게 된 계기는 미국의 압력이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가능했던 데에는 일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김진기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은 무기수출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이 외에도 무기수출금지원칙이 일본사회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도경제성장으로 군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부 태도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 또한 거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일본의 대 중국인식변화는 역대 <방위대강>에서 기술된 중국관련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기(2014, 122)의 <표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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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이 거대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못지않게 일본정부와 타 자본의 반대가 심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되살아난 방위산업을 정부지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통산성 

등의 시도에 대해 대장성 뿐 아니라 타 자본도 반대했다. 특히 대장성의 경우 전전 군부의 

요구에 려 방만한 재정지출을 한 것이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이것이 곧 전쟁으로 이어졌다

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전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 다.(김진기 2012, 208-218)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계 인사들은 한국전쟁 시기의 

미군특수라는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군수생산에 회의적이었으며, 경공업계의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방위생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은행자본과 타 산업자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많은 보수 정치인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었다.(Samuels 1994, 146-147) 

이의 결과 일본의 방산업계는 방산을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수에 역량을 집중시

켰으며 전후 일본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확대되었기 때문에 민수부문에서의 이익을 바탕으로 

군수에 치중하지 않으면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탈냉전과 불과 1년의 시차를 두고서 시작된 버블붕괴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

로 일본의 산업계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방산업체에도 향을 

미쳤다. 민수부문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한 방위산업체들은 무기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생산의 증대로 이를 타개할 수도 없었다. 즉 군수부문의 시장은 국내시장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5) 더군다나 방위장비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국내조달수량 또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방위산업계는 

관련기술자와 생산설비유지 등의 측면에서 그 토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6)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시작된 후부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단련이 

5) 사실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협소한 국내시장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방위성의 
조사에 의하면, 항공기 생산의 경우, 미국은 F-16/F-15이 각각 3천4백9십7기/천4백6십기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은 F-2/F-15기가 각각 94기/189기 생산에 그치고 있다. 전차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만대와 1천대를 상회하고 있으나 일본은 341대에 그치고 있다. 이지스함 
또한 미국은 76척을 생산하고 있으나 일본은 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防衛省開発航空機の民間転用に関する検討会(2010)을 참고하라. 전세계의 방위산업 시장규모는 
약 40조 엔에 이르지만 일본의 방위산업 시장규모는 1조 6천억 엔에 불과하다.(日本経済新聞 
2014/4/2) 

6) 방산부문에서 일본이 특히 우려했던 분야는 항공기산업이었다. 왜냐하면 항공기산업은 기술파급효과
가 다른 그 어떤 산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항공기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항공기산업은 생산고라는 측면에서는 자동차산업의 
3.4%에 불과하지만 기술파급에 따른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기술파급효과는 자동차산업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防衛産業ㆍ技術基盤研究会. 2000, p. 27)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화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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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의 완화를 일본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점은 바로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김

진기 2013, 57-63)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기수출정책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이를 환 한 

것이 방위산업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연합회가 이 조치를 “획기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社)日本経済団体連合 

2011)함으로써 일본 산업계 전체가 이를 환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진출 또는 비대화에 대한 정관계의 비판세력 뿐 아니라 자본 내의 견제세력 또한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일본 방위산업계의 기술적 위기감

무기수출정책 변화의 마지막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 산업의 기술적 토대와 

관련된 것이다. 탈냉전 이후 무기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주된 흐름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공동연구와 개발, 생산의 움직임이다. 즉 탈냉전 이후 방위장비 또는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대형화되면서 한 나라 차원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게 되면서 국제공동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전되었다.7) (防衛省　2010 ; 日本経済団体連合会防衛生産委員

会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무기수출3원칙 때문에 국제공동연구와 

개발, 생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의 결과 일본의 방산장비는 국제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타국과의 연계가 없이 완전히 고립됨으로써 소위 ‘갈라파고스화’되고 

있었던 것이다.(清谷信一 2010) 

일본의 방위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립됨으로써 관련인력과 기술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서 기술의 국산화 또는 토착화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온 일본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항공관련 인력과 기술의 보존은 절대과제 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한정된 좁은 국내시장으로는 
항공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던 것이다.일본항공우주공업회는 일본의 방위산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① 조업 감소로 인한 기술자, 생산설비, 인원의 이산(離散), ② 고정비부담증가 
등에 의한 경 의 압박,  ③ 뛰어난 고유기술을 가진 중소하청기업의 퇴출 등으로 인한 하청기업유지의 
어려움, ④ 계획축소 및 불투명화로 인한 인재, 설비투자의 억제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日本航空宇
宙工業会 2012, 18)

7) 대표적인 예가 미국을 위시한 7개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된 F-35를 들 수 있다.  이의 예에서 
보다시피 국제공동연구ㆍ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동생산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항공기 산업의 인력과 설비, 기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에 일본은 
차기전투기로 선정된 F-35의 생산과 정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겠다
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西川純子 2012, 98) 이는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F-35의 정비(maintenance)거점을 일본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언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一般財団法人平和⋅安全保障硏究所 20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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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연구 인력의 활용이었다. 그러나 연구인력을 군사연구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무기수출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연구인력이 집중된 일본의 대학 또한 전후 군사연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 

일본의 경우 전후 군대가 해산되고 평화헌법이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각 대학들에서도 

군사적 연구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체와 학계, 군의 연계는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물론 

이 배경에는 전전의 군과 산업체, 그리고 대학 간의 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산⋅학복합

체’가 강고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전쟁을 추진하는데 매우 큰 향을 미쳤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의 연구인력을 군사관련 연구에 활용하여 군사관련 

연구의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역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전후 일본의 대학에서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군사관련 연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회하여 대학 연구인력의 군사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이 만든 것이 

특정비 보호법이다. 대학의 연구인력을 방위관련 연구에 끌어들여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Ⅲ. 특정비밀보호법과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1. 과학자들의 방위연구 참여 유도

전후 일본은 군대가 해산되었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함으로써 평화국가를 

선언했다. 과학자들 또한 전쟁에 협력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과학자가 군사연구에 간여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  1949년 일본의 과학자들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일본학

술회의가 창립되었을 때 총회결의에서는 “과학이 문화국가 또는 평화국가의 기초”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뒤이어 1950년 총회결의에서는 “전쟁을 목적으로 한 과학연구에는 

절대 따르지 않는다는 결의 표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1967년 총회에서는 “군사목적을 

위한 과학연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성명”도 발표했다.(池内了 2015, 2)8)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움직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8) 이 총회의 성명이 나오게 된 데에는 반도체 국제회의에서 미군으로부터의 자금원조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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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학, 연구기관 사이에 기술교류라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양상은 2013년 특정비 보호법 공포를 계기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계와 방위성 간의 기술교류를 보게 되면, 

2006년부터  7년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4건, 2014년에는 7건으로 급증하면서 

학계의 군사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9) 특히 2014년 5월 제2회 ‘우주에 관한 포괄적 

미일회의’에서는 국방성, NASA, 방위성, JAXA 등이 참가하여 원격조작기술을 논의하고 

있다. 

학계와의 공동연구에 정부와 방위성이 쏟는 노력은 각종 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3년 7월 발간한 “방위력의 존재양태 검토에 관한 중간보고”(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

の委員会 2013)에서는 “민생기술의 적극적 활용, 대학 등의 기초연구와 연대를 강화함으로

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13년의 

<방위대강>에서도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대와 제휴를 충실히 함으로써 방위에도 응용가능

한 민생기술(범용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한다”(国家安全保障会議及び閣議決定 

2013)고 언급함으로써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을 방위부문에 참여시킬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4월 방위성은 ‘기술관리반’을 설치하여 공동연구체제를 갖추었으며, 

2014년 6월에는 방위성이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을 마련하여 “대학과 연구기관⋅기업

에 대하여 방위성이 독자적인 경쟁적 자금제공제도를 창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군사기술발굴을 위하여 년간 20억엔의 기금제도를 위한 예산을 책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을 방위관련 연구로 유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池内了2014)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자금지원을 

통하여 과학자를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적 동원이라기보다는 연구비 지원을 통한 

간접적 제휴관계로서 전후 미국에서 나타났던 방식이다.10) 두 번째 방법은 범용기술 

9) <표 1>은 과거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홈 페이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까지의 신규계약은 매년 1건 정도로서 2012년도에 계속 중인 공동연구는 9건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신규가 7건 증가하여 총 14건, 이후 급증하여 2014년도는 20건, 2016년에는 누계 
2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술협력 가운데 가장 많은 8건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 (東京新聞 2016/5/16) 

10) 과학자가 군사적으로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에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으로부터 특수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적 동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맨해튼 계획, 레이더와 제트기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후에는 군사연구소에 군사전문 
과학자를 고용하여 무기개발 또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민간기술의 발굴과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소위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 방식”으로서 강제적 동원이 아닌 자금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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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

체결년월
기술연구본부내의 부문 연구협력상대 기술분야⋅협력내용

2015/4 육상장비연구소 가나자와공업대학

<포괄협정> 기계, 전자 및 화학분야

- 수중무인차량의 계측기술 기술정보교환 등

-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대처

기술의 기술정보교환 등.

2014/7 육상장비연구소
전력중앙연구소 및 도쿄공

업대학

- 레이져 계측분야

- 원격⋅비접촉계측기술

2014/6 육상장비연구소 치바대학
- 차량용엔진기술분야

- 엔진시뮬레이션 기술

2014/3

항공정비연구소

전자장비연구소 

선진기술추진센터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포괄협정> 항공우주분야

- 헬리콥터 기술정보교환

- 적외선센서 등의 기술정보교환

- 체공형(滯空型) 무인항공기기술

2014/3
기술개발관(선박담당)

함정장비연구소
해양연구개발기구

<포괄협정> 해양분야

- 자율형 수중무인탐사기분야

- 무인항주체(航走體) 및 수중음향분야

또는 범용연구를 강조함으로써 군사연구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방식의 접근법이다. 

일본의 경우 전전의 경험과 사회적 분위기로 군사적 용도의 연구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개발되는 첨단기술은 명확하게 ‘군사용’과 ‘민생용’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11) 즉 연구자들로 하여금 민생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군사무기 연구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표 1> 방위성기술연구본부와 연구협력을 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 일람>

통한 군사용 기술개발이었던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에 자금이 필요한 반면 학자들이 그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범용기술로서 민생과 군용으로 다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로봇과 나노기술, 바이러스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로봇기술은 인공지능과 IC기술, 그리고 전자회로가 결합된 대표적 분야이다. 
원격조작과 인지기능을 갖춘 로봇을 통하여 병기, 무인폭격기, 수중무인탐사기와 어뢰, 원격조작기
술 등이 적용된다. 나노기술의 경우 소형화학⋅생물⋅방사능동위원소병기에 적용될 수 있다. 
곤충병기의 발명, 그리고 이들 무기 내에 독물과 병원균을 주입한다든지 이를 소형병기화하여 
원격조작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범용기술개발은 사실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군사용 기술과 민생용 기술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진화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물론 연구자의 의도에 반하여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사례는 매우 많다. 또한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컨대 과학기술은 평화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에서 군사적 
기술을 엄격하게 한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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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

체결년월
기술연구본부내의 부문 연구협력상대 기술분야⋅협력내용

2014/3 전자장비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포괄협정> 전자정보통신분야

- 고분해능여상레이더에 관한 기술정보

- cyber security 및 네트워크 가상화에 관

한 기술정보교환 등

2014/3 육상장비연구소 치바공업대학

- 로봇 기술연구

- 3차원지도구축기술 및 가혹환경 하에서의 

이동체기술

2014/3 육상장비연구소 테이쿄헤이세이대학 - 폭약검지(檢知)기술 등

2013/10 함정장비연구소
수산총합연구센터

수산공학연구소

- 광대역음향신호분석분야

- 수중음향신호처리기술

2013/6 육산장비연구소 큐슈대학 - 폭약검지기술 등

2013/4
전자장비연구소

선진기술추진센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포괄협정> 우주이용분야

- 적외선센서기술 등

2013/3 선진기술추진센터 이화학연구소 화학제 원격검지분야 등

2012/12 전자장비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포괄협정> 전자파응용분야

- 고분해영상레이더에 관한 기술정보

- 해양레이더관련기술

2012/11 육상장비연구소 게이오대학 - 수치해석기술 구축 등

2012/6 선진기술추진센터 요코하마국립대학
- 군(群)제어 및 협조제어기술분야

- 무인소형이동체 제어알고리즘 구축 

2012/6 선진기술추진센터 도요(東洋)대학
- 생체신호처리기술분야

- 피로도(疲勞度) 조사 등

2010/9 선진기술추진센터 도쿄공업대학 - 공기압계측제어 기술정보교환

2009/12 선진기술추진센터 테이쿄헤이세이대학
- 생물제 검지 시스템 분야

- 대기중 미립자의 관측데이터 해석 등

2008/3 선진기술추진센터 오비히로(帯広)축산대학
- 생물제 검지 시스템 분야 

- 시험평가 및 검지용 데이터베이스

2008/2 전자장비연구소 도쿄 소방청
- 통신분야

- 소프트웨어 무선기를 이용한 중계

2008/2 함정장비연구소 해상기술안전연구소 <포괄협정> 함정분야 등

2006/12 선진기술추진센터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포괄협정> 생물제 검지 시스템 분야

- 대기중 미립자의 관측데이터 해석 등

2006/6 전자장비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포괄협정> 정보보안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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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

체결년월
기술연구본부내의 부문 연구협력상대 기술분야⋅협력내용

2002-

2007
항공정비연구소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구 항공우주기술연구소)

<포괄협정> 항공분야(2002/3)

- 헬리콥터 기술정보교환(2005/5) 등.

자료 : <http://no-military-research.a.la9.jp/documents/collaboration_list.html> 

2. 특정비밀보호법 시행과 일본 학계의 군사연구

군사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이를 의식한 학자들의 군사연구 기피를 

고려하여 아베정권이 마련한 것이 바로 특정비 보호법이다. 특정비 보호법은12) 2013년 

12월 공포되어 1년 뒤인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연구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누설하면 비 누설죄가 적용되므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연구에 대해 간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타인 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연구기관이 방위성 또는 

자위대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기초연구라 할지라도 군사연구에 

전용될 성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2002년 이후 방위성과 연구기관 사이에 

연구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본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방위성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기 전 이루어진 

연구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제1차 아베 내각 시기(2006.9-2007.8)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 1>에서 나타난 협력연구의 일부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아베 

내각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방위성이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를 만들면서 그 배경에 대해 방위장비청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대와 제휴를 충실히 하여 방위에도 응용가능한 민생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한다”13)고 적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일본학술회의의 오오니시(大西隆) 회장은 

“1950년과 67년 일본학술회의의 결의는 견지하지만, 그 당시와는 시대환경이 변화, 자위를 

위해서는 군사연구는 허용된다”(池内了 2017, 42)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12) 특정비밀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법에 대한 수상관저의 해설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特定秘密保護法について”<http://www.kantei.go.jp/jp/pages/tokuteihimitu.html>를 참고
할 것.

13) 방위장비청의 홈페이지 <http://www.mod.go.jp/atla/fund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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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탈냉전과 함께 시작된 버블붕괴로 일본의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점, 그리고 일본기업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지면서 대학의 재정적 환경 또한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배경에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학계에서 군사연구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池内了 2017) 

1980년대까지 일본의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평화선언, 비핵선언, 평화헌장 등을 

발표하여 군사적 연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베헤이렌 운동’ 등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과거 기업이 담당했던 실용적 인재양성은 이제 대학으로 넘어갔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구실로 재계요구에 따라 대학을 전문학교화하여 대학이 가진 지식자원을 실용적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초기에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대학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학연계 움직임이었다. 

이 무렵부터 대학이 가진 지식자원을 기업이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 기업의 연구위탁제도, 기부강좌, 기업의 연구, 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기업장학금, 

교원겸업 등 대학을 기업에 개방하는 정책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상산업성(지금의 경제산업성)이 중개하여 현재는 산학관제휴로 정착되

었다. 이후 국가재정절약을 위한 ‘행정개혁’이 진전되는 와중에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민 화

와 정리통합이 논의되어 이후 2004년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인예산은 인건비, 교육경비와 연구경비 등 전체를 일반운 비교부금으로서 국비에

서 일괄교부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의 결과 대학 독자적인 예산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문부성이 알선하는 특별운 비교부금이나 운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었

다. 나아가 문부성이 책정한 연구지원비 등에 각 대학이 응모하지 않으면 사업비 획득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池内了 2017, 44-45)  

Ⅳ.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

1. 무기수출3원칙 철폐와 일본의 방위산업체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 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변화로는 산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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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를 전후하여 일본의 

방위산업계에서 나타난 변화는 국제공동연구와 개발의 움직임이다. ‘신원칙’발표 이전인 

2013년 7월에 이미 방위성은 국과 화학, 생물병기의 방호기술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와도 ‘신원칙’ 발표 이전에 이미 공동개발할 장비의 선정작업과 

함께 수중항행 무인기 등의 장비개발을 위한 첫 번째 실무자협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日本経済新聞 2014/05/02) 이후에도 국 국방성이 공대공미사일의 공동개

발14)에 대한 참가를 미쓰비시 전기에 타진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日本経済新

聞 2014/04/13) 이 외에도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최초로 국과 차세대스텔스기의 공동연구

에 대한 각서를 교환하기도 했다.(日本経済新聞 2017/03/16) 이러한 사례들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 자국에 머물렀던 일본 방위산업계가 타국과의 공동연구,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타국과의 공동연구, 개발과는 달리 방위장비의 해외시장 개척은 그다지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신원칙’ 발표 이후인 4월 파리에서 개최된 무기전시회에 일본은 전후 

최초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13개사가 

참가하 다.(朝日新聞 2014. 6.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칙’ 이후 방위장비의 수출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신원칙 ’발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가 깊은 관심을 

보 던 잠수함 수출과 대형정비계획은 2016년 4월 프랑스 DCNS가 선정됨으로써 끝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일부 회사관계자는 수주할 경우 오히려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호주 노동자들에게 기술지도를 하라고 해도 기술자 운 에 

여유가 없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성능과 건조 노하우는 모두 고도의 기 .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책임문제를 고려하면 현지생산에 간여하고 싶지 않다”(日本経済新聞 

2016/09/27) 등의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조 엔이라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의 방위산업 수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무기수출금지에 대한 과거의 관성, 

그리고 무기수출이 갖는 특성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위장비이전 또는 무기수출에 대해서는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에 대한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  전 방위대신 

모리모토(森本敏)는 퇴역한 소해함정 등의 무상공여, 중고품 함정의 수출, 신 함정의 

14) 유럽6개국의 공동개발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유럽이 공동출자한 군사기업 MB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이 출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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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는 남중국해의 

해양감시능력 향상이 요구되지만 이들 국가들이 감시위성보유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의 

상, 상업용 항적정보 등과 같은 저가격의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장비에 그치지 않고 C4I 측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협력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훈련, 연습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장비품이나 공동개발을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森本敏 2015, 158-159) 이러

한 측면에서 보면 무기이전3원칙의 철폐이후 당장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인도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구난비행정(US2) 수출, 공적개발원조(ODA)의 군사적 이용금지 

해제 등과 같은 접근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선언’ 이후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가능하다. 우선 선진국과는 방위장비의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구축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아시아 국가들과는 

방산협력을 통한 안보협력의 강화에 그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공적개발원조(ODA)의 군사적 이용금지를 해제하 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가 동남아에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동남아 국가들은 남사군도, 서사군도 등의 도서를 둘러싸고서 중국과 토분

쟁을 겪고 있다. 일본이 이들 국가에 대해 방위기술과 장비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진기 2014, 124)   

2. 특정비밀보호법과 과학자들의 방위연구 참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軍)과 대학(学)의 기술교류는 방위성 기술연구본부가 주도하여 

방위성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구협력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이후 방위장비청 산하)와 대학, 연구기관과의 사이에 공동연구 건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 정권 발족 이후인 2013년도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성은 2015년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라는 경쟁적 자금제도(위탁연구제

도)를 도입했다. 이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연구자들이 응모하여 ‘방위장비품개발의 기초

연구’를 행하는 제도로서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지금은 방위장비청 소속)가 주도하고 있다. 

이 제도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가진 첨단기술을 과학자로부터 공모, 

발굴하여 미래의 방위장비나 무기개발을 고도화하고 육성한다는 것이다. 먼저 방위장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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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래의 방위장비나 무기에 적용가능한 연구과제를 공모서류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과학자들로부터 이들 과제해결을 위한 연구제안을 받는다. 방위장

비청은 이 제도가 ‘기초연구’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방위장비와 무기의 개발, 고도화

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의 기초연구와는 상당히 

다르다.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의 예산은 2015년도에는 3억엔(9건 채택), 2016년도

는 6억 엔(9건 계속+10건 신규 채택)이었으나 2017년도 예산의 요구에서 방위성은 110억엔

을 요구하 으며 이는 2016년 12월 각의결정되었다. 종래 건당 연 3천9백만 엔으로 3년 

계속하는 것이 예산배분의 상한선이었으나 2017년도부터 5년 계속으로 총계 20억엔의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뿐 아니라 미국방성 DARPA의 자금에 의한 연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阿曾沼剛 2015, 15)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의 진행과정은 연구테마의 설정, 공모, 채택심사, 계약과 

사업관리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년간의 연구수행 후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듬해에도 

위탁연구계약을 체결, 최대 3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 간여하고 있는 

인사는 “이 제도의 연구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임팩트(high risk high impact)’한 연구성과

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위탁연구가 성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연구성과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시한 방법으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도 성과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방위성으로서는 연구성과가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도 일정 정도 허용한다는 것이다.(阿曾沼剛 2015, 15)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의 연구는 크게 전자재료⋅물성(物性)⋅광파(光波), 기계⋅제

어, 정보⋅통신의 세 분야에서 28개의 연구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구라고는 하지만 

소형비행체 기초기술, 항공기엔진용 발전기 기초기술, 극초음속비행엔진 실현을 위한 

기초기술, 수중⋅육상 양용의 주변환경 인식 등 바로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阿曾沼剛. 2015, 1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응모상황을 소속기관별로 보게 되면 대학 등이 58건으로 53%, 공적 연구기관이 22건에 

20%, 기업 등이 29건에 27%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학 등이 전체의 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표 3>은 주제별 응모과제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주제별로 

보게 되면 전자재료⋅물성(物性)⋅광파(光波) 분야가 34건으로 31%, 기계⋅제어 분야가 

33건으로 30%, 정보⋅통신 분야가 42건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어 각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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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년의 응모과제수

소속 응모수(비율)

대학 등 58건(53%)

공적연구기관 22건(20%)

기업 등 29건(27%)

합계 109건

<표 3> 주제별 응모 과제수(2015년)

연구 주제 분야별 응모수(비율)

전자재료⋅물성(物性)⋅광파(光波) 34(31%)

기계⋅제어 33건(30%)

정보⋅통신 42건(39%)

합계 109건

이러한 과제연구는 그동안 군사관련 연구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과학자들을 군사연구로 

유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 지원 외에도 

방위성은 대학교원들을 방위성 군사연구개발의 외부평가위원으로 입한다든지 공공정책

학부 또는 국제관계학부 등에 소속된 교원들과의 교류 확대, 안전보장과 관련된 세미나 

또는 학생들의 인턴십 활동 등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15) 요컨대 일반인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안보와 방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向直也 2012, 1001). 

방위성은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효과적, 효율적인 첨단기

술의 활용으로 뛰어난 장비품 발굴, 제조”와“방위기술기반강화⋅민생기술기반으로의 파

급”을 기대하고 있다.(阿曾沼剛. 2015, 12). 방위성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들은 우선 특정비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사와 관련된 연구의 투명성이 

15)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한 학계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적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일본학술회
의의 3번째 성명(군사와 학술에 관한 성명)에서 학문의 자유를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군사연구에 긍정적이었던 전임인 오오니시 회장에 대하여, 2017년 10월에 취임한 야마기와 준이치 
회장은 군사연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범용기술, 대학 재정문제 등으로 군사연구가 
허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군사와 학술’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학계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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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학자가 군사기 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을 우려하여 대외적으로 제대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東京新聞』 2017/1/4) 또한 비 의 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연구비 

사용이 불투명하게 처리됨으로써 연구비의 부정적 사용이나 유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向直也 2012, 1001-1006) 

Ⅴ. 요약과 결론 

이상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와 특정비 보호법 시행이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에 

미칠 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기수출

3원칙의 포기로 일본의 방산기업들은 무기수출이 가능해짐으로써 무기생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자위대 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이라는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다른 국가의 군수업체들과 공동연구,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의 결과 일본의 방위산업체는 연구, 개발의 국제화 뿐 아니라 

시장확대로 질적, 양적 확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원칙’이후 선진국과

의 공동연구, 개발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 으나 방위장비의 수출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또한 직접적인 무기수출보다는 ODA를 통한 

간접적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가 방위산업체를 염두에 둔 조치라면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

행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 다. 전후 일본에서는 방위산업체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국방관련 연구 또한 금지되어 왔다. 즉 

전후 일본에서는 무기수출이 금지됨으로써 방위생산을 위한 산업적 토대가 매우 취약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나 기술의 개발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들

이 기피함으로써 방위생산의 기술적 토대도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행은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이 처한 취약한 산업적 

토대와 기술적 토대를 염두에 둔 조치 다. 무기수출3원칙을 폐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를 구축함과 함께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와 시행으로 과학자들을 국방연구에 

동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 보호법이라는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일본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강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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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알 수 있다. 무기수출3원칙 폐지 이후 일본의 방산업계에서 나타난 주된 움직임은 

일본 방위장비의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타국, 특히 방위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이었다. 

특정비 보호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 정부와 방산업계에서 나타난 주된 움직임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방산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이었다. 전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왔던 일본의 방산업계는 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산업의 국제적 

동향, 최신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들의 방산연구 참가는 과학자들의 방위연구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켜 방위산업 연구자와 기술자의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방위산업이 가진 안보적, 산업적, 

기술적 측면 중 기술적 측면에 가장 중점을 두고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필자는 방위산업이 가진 세 측면, 즉 안보적 측면과 산업적, 기술적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해서 

접근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 세 측면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 방위산업을 둘러싼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경은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 따라서 방위장비 또한 상호운용성(inreroperability) 등을 고려하

면 미군 장비와 완전 분리되어 운용될 수는 없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방위장비의 수출이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의미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향력이 거센 세계무기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파이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방위산업정책에서 중점이 두어져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위산업이 가진 안보적, 산업적, 

기술적 측면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방위산업기술이 가진 범용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민수와는 고립된 방산품목이 설 자리가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방위산업정책의 강조점 또한 기술적 측면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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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th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of Abe 

Administration

Kim Jinki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urports to analyse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the defense-related 

norms change of Abe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The intention of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during Abe administration were taken to strengthe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and defense technology base of Japan.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was taken for not only the overseas expansion of Japanese defense 

industries but also the joint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foreign defense 

industries. The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was made for the inducement of 

scientists to the defense-relate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s a result, 

after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the enforcement of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the military capability of Japan was strengthen in terms 

of the defense technology base as well as the defense industrial base.

<Key words> Defense industry of Japan, Defense industrial-technological bas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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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간의 역사상 최초로 피폭을 경험하고 신체적·사회적 고통을 당했지만, 한국사회

에서 오랫동안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침묵을 구조적으로 강요받아온 집단이 있다. 

원폭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화가 존재하는 한국에는 원폭피해자의 경험과 

고통은 비가시적 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유리했기 

때문에 침묵이 생존전략으로 구조화되었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핵의 위험이 개인의 

신체 내부로 침투하여, 무화시켜낼 수 없는 무기력함을 마주해야 했던 존재들이다. 

원폭피해자들의 몸에는 1945년 8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고, 원폭피해자 2세, 3세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 식민지 조선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 1945년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서의 피폭 경험, 원폭 투하 이후 조선으로의 귀환, 피폭의 주체로서 

귀환한 조선에서 ‘국민’이 되는 과정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이 주조한 한국인 원폭피해

자의 사회적·물리적 신체의 고통은 지극히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역사적

으로 특수한 조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물리적 신체의 고통을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

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사회화시키고, 시민사회와의 공감의 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주제어 : 원폭, 한국인 원폭피해자, 식민지 조선, 피폭된 신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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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인간의 역사상 최초로 피폭을 경험하고 신체적·사회적 고통을 당했지만,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침묵을 구조적으로 강요받아온 집단이 있다. 바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다. 일제 식민지기 역사적 피해자로서 위안부, 징용이나 징병과 같은 강제동

원피해자의 존재와 그들의 기억과 경험에 관한 관심은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있어 왔으나,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 이유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일제의 폭압에서 탈주할 기회를 제공했던 ‘원폭’은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땅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들의 희생은 

철저하게 조선의 해방신화 속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는 ‘핵’은 효율과 위험이라는 묘한 긴장 속에서 존재하 고, 그 

균형된 긴장에 균열을 일으킨 최초의 사건이 1945년 8월 일본열도에 투하된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원자폭탄이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약 70만 명의 피폭자를 발생시켰고, 그 가운데 23만 명이 사망할 정도의 괴력이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구조적으로 강제된 이주민이었던 식민지하 조선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 가운데 7만 명이 ‘피폭’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이 중 4만 명은 

사망하 다. 이 비참한 역사적 사실은 ‘4만’이라는 압도적 수치에 가려져 왔고, 생존한 

자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소거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전체 피폭자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민족 집단이 조선인이었다. 피폭자 중에서 

조선인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피폭 당시 구호활동에서 배제된 결과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피폭 조선인 약 2만 5천 명은 1945년이 지나기 전에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귀환하 다. 2만 3천 명 가량은 조선의 남쪽, 2천 명 가량은 북쪽으로 돌아갔다. 물론, 

조선으로 귀환하지 않은 일본 체류자도 있었다(이치바 준코 2003; 허광무 2004).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일본열도의 원폭 투하 이후 70년 이상 한국사회에서 정치

적·사회적으로 은폐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침묵하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생존의 전략이기도 했다. 잔인했던 피폭의 경험과 고통스러운 일상에 관해 침묵했던 이유가 

있다. 역사상 최초의 피폭자들로서 해방 조선으로 귀환했던 이들은 피폭으로 인한 외모의 

변형으로 나병 환자, 전염병 환자로 오인 받는 등 수많은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차별적 

시선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형벌적 고통이 아래 세대로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피폭에 관한 치료 경험치나 통계적·의학적 지식이 전무했었고, 언젠가는 대물림이 종식되

리라는 막연한 기대마저 허락되지 않는 극도의 공포감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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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인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자신들의 2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은 필요했다. 구조적으로 유인된 침묵이었다.

원폭 투하 사건으로 인해 2차 대전 가해국인 일본은 침략과 전쟁의 기억을 피해의 

기억으로만 치환시키기에 바빴다. 20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정 속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원폭을 경험한 국민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핵에너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뿌리칠 수 없는 강렬한 열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한 동력이 필요했고, 그 동력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이었다. 

경제발전을 목표로 원자폭탄과 원자력을 분리시킴으로써 원자력에너지에 내재된 고통과 

두려움, 공포의 기억을 소거해버리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전략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방직후 원자폭탄이 가진 파괴적인 힘에 대한 매혹이 경제적 부를 향한 열망으로 치환되고, 

그 과정에서 피폭자의 고통은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고 소거되어 왔던 것이다(유기쁨 

2015, 41-44). 

따라서, 원폭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화가 존재하는 한국에는 원폭피해자의 피폭 

경험과 고통은 비가시적 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유리했기 

때문에 침묵이 생존전략으로 구조화되었다. 핵의 위험이 개인의 신체 내부로 침투하여, 

무화시켜낼 수 없는 무기력함을 마주해야 했던 최초의 존재들이다. 원폭피해자들의 신체에

는 1945년 8월에 경합한 국제정치의 폭력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으며, 원폭피해자 2세, 

3세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 

지금까지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199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폭 

피해 2세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2016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마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사회적·물리적 신체 곳곳에 박혀있는 고통의 파편들

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고통은 사회적 

경험으로서 구조적인 폭력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과정과 힘에 

의해서 구조화된 고통이 행위 주체를 구속하는 결과(폴 파머 2009, 80)를 가져오는 것에 

착안하 다. 수많은 통계 자료와 지난한 법률투쟁의 과정에 묻혀 이들의 개별적 고통에 

관한 기억과 경험은 삭제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1·2차 사료로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구술증언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물리적 신체의 고통과 그 경험에 관심을 둔다.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조건으로서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인 경험으로서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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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는 것은 인간의 삶의 일부이지만, 모든 고통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고통에도 ‘위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고통이라는 경험은 통계나 그래프로 표현해 낼 수가 없을 뿐더러,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등한 사회의 사다리에 가장 아래 칸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폴 파머 2009, 67-90).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사례도 예외적일 수 없다. 

일제 식민지기, 식량난에 시달린 일본의 식량 수급을 위해 조선총독부 주도 산미증산정책

이 실시되면서 조선의 농가는 하향 분해되었고, 대규모 이농을 발생시켰다. 식민지 조선인은 

생존을 위해 도시로의 이주, 혹은 만주나 일본을 정착지로 선택(김광열 2010, 47)하 다. 

또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시총동원의 일환으로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도일(渡

日)한 식민지 조선인도 많았다. 일본에 수많은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이 발생시킨 결과 다. 

마침 히로시마는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침략전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군수공장과 

군사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 다.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생존

과 생계를 목적으로 가족과 친족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이것은 지역공동체의 연쇄이주로 

이어지기도 하 다. 특히 경남 합천 출신이 많았다(이치바 준코 2003). 

식민지 조선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 1945년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서의 

피폭 경험, 원폭 투하 이후 조선으로의 귀환, 피폭의 주체로서 귀환한 조선에서 ‘국민’이 

되는 과정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이 주조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사회적·물리적 신체의 

고통은 지극히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고통은 사회적 현상으로서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정되기가 쉬운데, 개별적 신체에 한정해서만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의 양상은 객관화시키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겠지

만, 이들의 피해 실태에 관한 무수한 집계들은 의학의 식민지가 된 몸(폴 파머 2009) 

이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들이 자신의 고통을 설명해 줄만한 언어가 부재한 가운데, 

다양한 고통의 양상은 빈혈, 백혈병, 백내장, 불임, 화상, 타박상, 자상 등의 의학적 

설명으로만 환원되기가 쉽고, 이것은 ‘고통의 의료화’(아서 클라인만 외 2002)현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 연구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조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물리적 신체의 고통을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피폭된 신체의 고통을 사회화시키고, 시민사회

와의 공감의 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Ⅱ. 이론적 검토와 연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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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원폭피해자 연구의 흐름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해 한국사회에서 공적 담론의 장에서 배제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보상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 인식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한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불편해 하는 이유로 인해 연구결과물이 생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관한 연구는 피폭자운동의 흐름과도 궤를 함께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연구와 시민사회의 투쟁의 과정이 상호작용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연구는 실태조사보고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일본시민회가 1975-1979년 진행한 실태조사가 있다(이

우정 1975;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4, 1989). 1970-80년대 수행된 연구는 한국인 원폭피해

자의 피해실태1)가 주요 관심이었고, 이것은 피해자 보상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주목받을 만 했다. 그리고 1979년 한일 양 여당간 “재한피폭자의 의료원호에 관한 3개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80-1986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도일(度日) 치료를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있었다. 원폭의 문제는 1945년에 촉발된 사건이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정치적 투쟁으로서 피폭자운동과 관련된 연구(이상화 1995; 

이치바 준코 1999)들이 생산되기 시작하 다. 특히, 이치바 준코(1999)는 ‘한국 원폭피해자

를 구원하는 시민모임’성원으로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식민지지배, 원폭피해, 방치의 

삼중고를 경험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밝히며 일본에서의 피폭자운동 전개양상과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보상촉구 투쟁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다. 

원폭2세 환우 던 김형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원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특히 세대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원폭 2세의 존재가 

1) 1960년대에 수행된 실태조사로서는 1964년 한국원자력병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전국 보건소와 
도립병원을 통해 203명의 피폭자를 확인하 다. 1965년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히로시마 현 
지방본부가 25명을 파견해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실태조사와 의료구제를 요청했고, 한국에 
사망자 8명을 포함해 462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1974년 외무부가 피폭자진료병원 
설립을 위해 원폭피해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으로 공지하여 파악된 인원은 4,976명이었다(박성실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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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기 시작하 다. 피폭 1세대의 일본법정에서의 투쟁 과정은 고단했지만, 피폭 

2세대 김형률의 외침만큼 절박하게 다가왔던 것은 아니었다. 김형률은 본인의 쇠약한 

컨디션의 원인을 모친의 피폭으로 인한 것이라 믿었기에 반핵인권운동의 선봉에 섰지만,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까다로운’ 원폭 2세대의 문제를 수면 위에서 

공론화시켰던 장본인이었다. 김형률의 죽음에서 비롯된 사회적 관심은 관련 연구(전진성 

2008; 김형률 외 2016)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역사적 실태에 큰 기여를 한 이치바 준코(2003)의 연구는 빠질 

수가 없다.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남 합천의 원폭피해자에 관한 총서에 가까운 

이 연구는 한국인 피폭자 투쟁의 역사, 일제 식민지기 합천의 사회적 토대와 실태, 히로시마와 

조선인, 히로시마와 합천을 오가던 조선인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곽귀훈(2006)과 이순기(2007)는 원폭피해자로서 피폭의 경험을 글로써 

재현하 으며, 곽귀훈(2006)은 재판투쟁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연구성과물로서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관한 자료의 현황과 한계(허광무 2004; 이지  

2012)를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감에 관한 연구(강제숙 

2014; 이지  2017),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징에 기반한 원폭피해에 

관한 연구(허광무 2011; 황동남 2000)도 있다. 1970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가 일본에

서의 법정 투쟁을 통해 원폭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에 관해 항과 국경의 문제로 접근한 

김원(2017)의 연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하

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후 보상의 정치, 관료제적 실행의 상호작용 속에서 검토함으

로써 정책이 삶의 범주와 방식을 형성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한 오은정(2013, 2014)의 

연구는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2.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고통을 다룬 연구

원폭피해자의 고통에 집중한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 다. 정근식(2005)은 고통스러

운 원폭피해를 상징하는 시공간적 흔적과 함께 과거를 현재의 지평으로 끌어내기 위해 

호남지역 원폭피해자를 중심으로 증언을 기록하 다. 박성실(2015)은 한국원폭피해자의 

고통의 발생과 전개를 ‘역사적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고통의 전개는 탈식민과 근대국가 

형성, 분단과 냉전이라는 관점에서, 고통의 현재성은 한국 원폭2세 환우 가족의 사회적 

고통과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 다. 이지 (2017)은 한일 원폭피해자가 고통의 

감정을 매개로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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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운데 이러한 연대가 원폭과 평화문제를 제기하는데 갖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 다. 또 하나의 갈래로, 초국적 존재로서 한국 원폭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있다. 박경섭(2009)은 원폭피해자들이 원폭이라는 초국적 무기의 피해를 입었지만, 각기 

다른 국민국가에서 차지하는 상이한 지위로 인해 차별과 배제의 메카니즘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초국적 피해자로서의 주체성 형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3. 사회적 고통에 관한 논의

사회적 고통에 관한 논의는 고통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강조한다. 

첫째, 사회적 고통의 개념은 고통의 감각이 존재론적으로 개인(의 몸)의 문제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의 내용이나 강도가 각자가 처해있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관계, 공동체 및 국가 안에서 개인이 

부여받은 위치와 역할은 고통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특수하게 성격 지운다. 둘째,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고통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달라진다는 면에서, 고통은 

그 자체로 사회적 구성물이다. 셋째, 고통은 언제나 전문가적 담론 속에서 관료제적 관리나 

기술적 개입의 대상으로 선별되고 정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Kleinman, 1997; 이현정 

2016, 66 재인용).

한국의 학계에서도 점차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고통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사건은 ‘세월호’이다. 김명희(2015)는 

‘사고-보상 프레임’에 의해 주도되는 세월호 트라우마 담론을 비판적으로 지적하 다. 

세월호 트라우마가 집단적·문화적이라는 것을 간과한 점, 개별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신과적 치유 담론은 고통의 의료화로 나가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 다. 이현정(2016)은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시도하 다. 세월호 참사에서의 고통 문제는 미디어를 통해 특정 이미지로서 고통이 주조되

는 순간부터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참사의 고통은 다양한 사회집단이 처한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의 고통과 삶의 문제로 경험되었고, 국가와 전문가에 의한 개입은 

도리어 사회적 고통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 다. 

이 외에도 윤충로(2014)는 미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매향리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이 경험했던 폭력과 고통, 폭력과 공존한 일상, 저항과 고통의 사회화 과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유해정(2018)은 196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부랑인 정책에 의해 강제 격리되

었던 이들의 수용소 경험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적 고통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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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상에서 언급된 논의에 기대면서도 지금까지 원폭피해자 연구가 개인의 

신체에 관한 내 한 경험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것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과정과 방법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피폭된 신체와 고통에 관한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증언은 필수적 연구 자료로 인정된다. 사건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탓에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는 모호한 기억이 있을 수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고통 경험에 

관해서는 이들의 기억이 생산할 수 있는 자료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대체 불가능한 

신체적 역에 국한된 경험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2017년 늦은 가을, 합천 원폭자료관에 방문했을 때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님께서 “손자들이 태어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 된다”고 했던 언설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피폭의 피해가 그 끝을 알 수 없어 막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선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겨울에 다시 찾은 합천에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통해 김순희2)님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상상 이상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난한 고통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적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류학적 인터뷰 방법으로서 

구술생애사를 선택하 다.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

는 인터뷰 경험이 있으신 편이었고, 마침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에 합천군과 창원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증언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원폭자료관에 비치되어 

있었다. 한정된 구술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구술증언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과연 이 분들에

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접 인터뷰한 

사례와 구술증언 자료집을 적극 활용하여 고통 경험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구술자는 합천에 있는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 

복지회관의 사무실을 통해 소개받았다. 인터뷰는 2018년 1월에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휴게공간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실 더욱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구술자를 발굴해서 그 분들의 기억과 

2) 이 글에 등장하는 구술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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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채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차후 연구에서 수행할 예정에 있다. 구술사 

연구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특히 침묵하는 개인을 연구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개인을 사상한 역사,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놓친 역사는 인간의 경험, 인간이 겪는 

고통과 침묵 등을 분석하지 못한 채 거대한 구조 속 잔여물로 남겨 놓기 쉽다. 개인의 

주체성과 그 형성의 맥락을 파고들 때 인간을 이해하는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이 남 

2008, 126).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폴 파머(2009)의 지적은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폴 파머

(2009)는 고통에 관한 구조적 폭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좌절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리적·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고통의 절대적인 무게 자체가 묘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수많은 개개인의 고통을 객관화하는 건조한 사실 묘사, 숫자, 보고서 등으로는 고통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으며, 고통이 무서운 이유는 역사 속에서 권리는 고사하고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익명의 희생자들 때문이다. 셋째, 고통이 생겨나는 역학 관계와 

그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별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고통을 드러내며 

한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대기를 더 넓은 범위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라는 바탕 위에서 놓고 

보아야 한다. 폴 파머(2009)의 논의를 수용하자면, 고통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은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Ⅳ.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피폭된 신체와 고통 경험

1. 피폭, 삶과 죽음의 경계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아침 8시 15분경,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Enola Gay)는 

원자폭탄3)을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하 다. 핵폭풍과 열, 방사선은 당시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42만 명에게 직간접의 피해를 입혔고, 1945년 말까지 이 중에서 약 16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 다. 3일 후 8월 9일 오전 11시 1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4)은 나가사키 

3)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리틀 보이(Little boy) 또는 ‘홀쭉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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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7만 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 중 약 7만 4천 명의 생명이 사라졌다(정근식 2005, 

13).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진 폭발점 온도는 100만도 이상으로, 폭심지 지표면 온도는 

3,000-4,000도에 달했다. 강력한 폭풍은 4km이상 파괴력을 미쳤고, 열과 폭풍은 폭심지로

부터 2km이내 모든 것을 파괴·소멸시켰다. 핵폭발로 인한 급격한 대기상태의 변화는 

원폭 구름을 만들며 10km상공까지 치솟았고, 이 구름은 곧 비가 되어 내렸다. 이것이 

방사능 덩어리 ‘검은 비’ 다(박성실 2015, 2).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1945년 8월 6일 오전은 인생 최대의 변곡점이 된 날로서 

아주 잔인하게 기억되고, 그 기억 또한 선명하고 상세한 편5)이었다. 피폭이라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어린 구술자의 시선에서 삶과 죽음은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구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해 주었던 김순희의 경우는 부모님을 따라 히로시마에 정착해 소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열여섯 살 때 정미소에 출근하는 길에 피폭당한 상황에 대해 구술해 

주었다. 정미소 사무실 문을 여는 동시에 ‘번쩍’ 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테이블 

밑으로 떨어졌지만, 사무실이 온통 유리창 이었다보니 온몸 곳곳에 유리 파편들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피가 흘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것이 여름날 ‘무살’로 

변해버려 ‘구운 똥’으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실 문 여니까 뭣이 번쩍 카더라고. 그래 “소장님, 전기 썼습니까?” 칼 새도 없이 쾅 

넘어가뿌대. 내가 테이블 밑에 떨어졌는기라. 그 날 날이 참 좋았다고. 햇살이 쫙 퍼지고 

그랬거든. 8시 15분이면6). 그 먼저 7월 달에 시청에 때릴 적에 시청 거만 때맀지. 옆에 

건물 하나도 안 다쳤거든. 내 있는 거만 다쳤는가 했는데 건물이 여러 개거든. 내 있는 

데 거만 그런 가 했디만은 여서도 살리 돌라 저서도 살리 돌라 그래 샀대. 밖에 있던 학생들

이 “아 이 근처지 싶은데 안 보인다”카고. 내야 마 나도 죽기 살기로 “살리 달라” 고함지르

4)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팻맨(Fat man) 또는 ‘뚱뚱이’라고 
불렸다.

5) 여기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는 것은 다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들은 
피폭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수록 ‘진짜 피폭자’에 가까운 위치에 서게 되고, 이것은 보상에 
대한 가능성과 보상규모와 상관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일본사회가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을 의료적,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 역으로 포섭하면서 자기증명
적 기억방식이 강요된 결과인 것이다(진주 2005, 38-39). 

6) 8시 15분에 대한 기억은 피폭 당시의 인지된 바가 아니라, 차후 보상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학습된 내용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피폭 당시의 구술자들은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큰 폭탄’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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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근천데 안 보인다” 카길래 ‘야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노? 뭣 때문에 안 보인다 카

노?. 어둡도 안한데 밝은데’ 싶었지. 그래 아 하나가 내 발로 채있는지 “여다” 캄시 꺼내는

데 창자가 마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 이래 넘어질 때 다쳤는 기 아이고 꺼낼 때. 사무실이 

전부 유리 두꺼운 걸로 해놨는데, (중략) 그냥 탁 누버 갖고는 몸을 꼼짝도 못하고. 어디가 

얼만큼 다쳤는지 몰랐어요. 다리도 이만큼 끊치 갖고는 막 피가 흐를 대로 흐르고. 일주일

간 다친 대로 그대로 놔뒀으니까. 살이 허여이 해가 뭐 살이 허옇이 되어 뿌대요. 전신만신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말도 못해. 요새는 그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지. 나는 그때 

전신이 일주일이나 놔두니까 여름살이라서 전부 ‘무살’이 다 돼뿟어. 구더기가 지 멋대로 

파묵고 그랬는데. 그 무살을 파내면서. 병원이나 있습니까? 항상 똥을 구워가지고. 동생 

네 살 뭇는 동생 그거 만날 똥을 종이에 싸갖고. 신문지가 얼매나 귀했는데. 그걸 물에 

적시 갖고는 그래가 촌에 묵뚤꿀에 은은하게 지대로 뜨시가 익는 거. 꾸룽내가 안나요. 

그냥 바르면 꾸룽내 나서 못 살지. ‘무살’ 위에 발라가. 한 일 년 걸렸어요. 요새 같으마 

수술하지만은. 유리에 했는 기 상처가 커져뿟어. [1930년생, 김순희, 2018.1.11.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에서 인터뷰]

1934년생 박정순은 집 안에서 원자폭탄을 목격했는데, 확 퍼지는 ‘분홍색’ 구름덩이처럼 

보 고 마당에 있던 풀이 빨갛게 타버린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 

눈만 하얗게 보 던 아버지는 얼굴, 목, 양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구호의 방법이 

없어 어머니가 감자를 갈아서 몸에다 붙여주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 다. 아버지는 

한국에 나와서도 그때 당한 화상의 짙은 흉터로 인해서 나병환자로 오인 받은 적이 

있었다. 

 

원폭 떨어지는 날은 학교 안 가고 그때 막 일어나 가지고 앉아가 있는데 소리가 우웅…. 

그때 여름이니까 창문이 열 리가 있었거든요. 앉아가 있을 보니까 구름덩이 매이로 이래 

확 부쓰레하이 분홍색으로 확 이래 퍼지 갖고 밖에 보이더라고요. (풍략) 풀이 마 빨갛이 

탔더라꼬.(중략)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새카마이 해가지고 눈만 하얗게 보이더라꼬요. 

보니까 아버지라요. 아버지를 델고 엄마 있는 무화과 밭으로 델고 갔어요. 그래 옷을 다 

뱃기고 보니까 양쪽 팔 다 디이고, 목이야 얼굴이야 뭣이야 디이가 보도 못하겠거요. 약이 

있습니꺼. 뭐 있습니꺼, 감자를 어디서 구해가 왔는지 감자를 뚜드리갖고 막 붙이더라꼬

요.[1934년생, 박정순, 창원대 경남학연구센터 2017, 77]

피폭된 히로시마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언들도 많은데, 당시 폭심지 인근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비참하고 처참했던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현재 의학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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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상이라는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원폭피해자의 언어에서는 ‘삶겼다’ 혹은 

‘삶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심각한 통증을 발생시키기로 악명이 높은 화상이라는 증상은, 

전문적인 의학적 용어로 설명하게 되면 그 고통의 정도가 상쇄되어 버리는 느낌이 있다. 

히로시마에서 ‘숯덩어리’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삶은 평생토록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죽는데 우짤끼라요. 그 다음 뛰어 오는 사람도 있고, 첫째는 물을 찾더라고예. 삶긴 사람들

이 머리 있는 사람도 없고. 시내서 오는 사람은 옷 입은 사람도 없고. 남잔가 여잔가 구분도 

못해요. 새까마이 숯덩거리데요. 물을 주면 데굴데굴 구불러서 죽어뿌려요. 인자 우리 부

친이 바다에 뛰어서 들어가는 바람에 얼굴은 안 삶아서 그렇지 뒤에는 다 삶았어요. 다 

삶아도 우째된 판인고. 아이고. 미치겄다. 보상금도 못탔습니다.[1929년생, 이영자, 창원

대 경남학연구센터 2017, 34]

1945년 8월 6일의 히로시마와 8월 9일의 나가사키를 기억하는 방식은 구술자의 사회적 

위치, 성별, 거주지, 가족관계, 경제적 위치,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지나 일터가 폭심지에서 가까울수록 그 피해상황의 규모와 

심각성은 컸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기가 쉬웠고, 그때의 장면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구조화되어 구술자의 개별적 삶을 압도하 다. 삶과 죽음의 

경계지대로서 피폭의 현장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적극적 구호에서 배제되어 유리파편으로 

인한 상처에는 ‘구운 똥’, 화상에는 ‘감자’와 같은 민간치료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 다. 피폭과 같은 심각한 인권의 침해는 권력에 대한 병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보호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조건과 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폴 파머 2009, 38). 식민지 통치로 인해 강제적으로 유인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그리고 정치적 경합으로 인해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 

구호와 치료의 장에 편입될 수 없었던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조건은 구술자들의 고통을 

강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이었다. 

2. 일상화된 신체적 고통과 가족의 해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고통이 제도적 역으로 편입되어 건강과 의료의 시선에서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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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것은 원폭 투하 이후 한참 지나서인, 1957년 일본 피폭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에 

관한 의료 지원은 ‘피폭자건강수첩’을 가진 일본 거주자에 국한되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법정 투쟁은 일본 토 밖의 피폭자에게도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해 달라는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피폭자건강수첩을 획득하기 위한 손진두 소송이 1972년부터 시작해 

7년 만에 승소함으로써 재한 피폭자의 도일(度日) 치료가 시작되었고, 1980-1986년까지 

349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이지  2017, 61). 2000년대 초 곽귀훈의 소송은 일본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의 전환을 가져왔고, 일본의 역 내 거주관계를 갖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의료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일본 피폭자건강수첩 취득은 

일반적인 구호 수단이 되었다. 2003년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가 피폭자건강수첩 

업무를 위탁받은 이후, 원폭피해자의 수첩 신청 서류 작성은 일본을 가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었다(오은정 2014, 171-175). 

이와 같이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접근하는 주류적 방식은 건강과 관련된 의료 지원이었지

만, 원호정책의 일부로써 이들의 질병과 증상은 의료적 차원에서 해결해왔다. 김순희의 

구술에도 드러나듯이, 피폭되면서 온 몸에 박혀있던 크고 작은 유리조각이 조금씩 살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 일생 동안 이어졌다. 유리가 박힌 곳마다 불룩하게 몽우리가 

지자 김순희의 어머니는 ‘침’을 발라주는 식의 처방을 해주었다. ‘동동구리무’를 바르면서부

터 직접 손으로 얼굴을 구석구석 만지게 되고. 피부의 촉감이 까끌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병원까지 가는 과정을 아래의 구술은 보여준다. 

이런 데서 유리 빼낸 기요 이렇게나 빼냈어요. 눈알이 안 찔맀어요. 한국 나와서도 이리 

유리를 빼내고. (중략) 우리 엄마는 몽우리라도 만날 내 누워 자마 춤(침)을 여다가 발라가. 

유린데 삼오(계속) 나오대. (중략) [유리가] 나올라 카다가 공기뿌더라고(곪아버렸어). 대

구 남강병원 가니까 “할머니, 이기 유리다” 캄시롱 빼냈거든요. 17년 만에 빼냈어요. 여는 

생전 살기 힘들어서 한국 나와서 살기 힘들어서 도랑물에 가서 세수하면 비누 같은 거 

안 쓰고 세수하고 나서는 수건이나 있습니꺼? 처마 뒤비시서(뒤집어서) 쓱 닦고 나면 아무

것도 안 바른다고. 그러고로 많이 발전이 되가 대구 와서 살면시 동동구리무 나오고 나서 

동동구리무를 사가지고는 바르니까 여 바르니까 뭣이 까끄리 해(까끌해). 또 이상하다 싶

어서 또 이래 바르고 걸린 데가 아프고 그라면 또 놔두고 바빠서. 그래 한 날 병원에 가보니

까 여 유리가 있잖아. 그래가 유리를 빼냈어요. 여게는 지금도 안 불룩합니까? 여 흉터 

크지요? 이 흉터 이리로 유리가 뚫고 들어갔는데 이 유리가 안에서 집을 짓고 해서 낫았뿌

맀어. (중략) 많이 불편했지요. 여 불룩하게 유리가 컸거든요. 이 몸에 이 살에 그때는 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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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고 있었는데 전신만신 유리가 백혀 갖고는 볼록 볼록하이 그랬어요. 여기가 유리 

빠진 덴데. 전신만신 유리고. 첨에는 그랬는데 한국 나와서는 얼마나 참 바쁘게 살았습니

까. 살다본께네 유리가 그 많은 유리가 다 빠져 나가도. 잔잔한 유리가 빠져나갔는데 언제 

빠졌는지를 몰랐어요. 살도 찌고 이러니까 유리가 빠져나가고. [1930년생, 김순희, 

2018.1.11.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인터뷰]

그리고 피폭 이후 40년 만에 도일치료를 하는 가운데 치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얼굴에 

박힌 큰 유리조각이었을 뿐이다. 피폭된 신체를 관통하는 고통의 범위가 의료적 실천이 

가능한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또한 도일치료 과정에서 

유리 파편을 빼내는 지점의 선택은 상당히 전문적 의료기술의 역에 포함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이 유리 파편 제거 지점에 관해 고민할 

때 김순희가 적절한 지점을 적극적으로 제안하 고 그 제안은 수용되었다. 고도로 전문적이

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실천의 과정에서조차 외국인 환자7)로서 피폭자가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 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만큼 김순희는 피폭된 

신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누구보다 자신의 신체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것은 고통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고통을 경험하고 통증을 통제해내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40년 만에 일본 가서 뺐어요. 유리가 백혀 있는 걸 빼내면서 그때는 나가사키 병원으로 

가라해서 빼내는데 저거도 안 그래도 전신에 얼굴에 유리 빼낸 흉턴데. [일본 의료진들이] 

뺄 자신이 없는 기라. 어디로 해야 되겠노 카고. 요다가 그리 놓고는 못 빼내갖고는. “고마 

꺼내소”카고. “센세 코코가 이치방 야스이요우나데쓰요” 캐가. 요라면 흉터에 접히니까 

여기 새로 그려가지고 뺐잖아요. 저거는 여기 기리 놔놓고 얼굴을 자꾸 그릴라 카니까 

미안해서 못 그리가 그카는 기라. 내가 생각하니까 여기는 어차피 들어간 데라서. 그래서 

사진 찍어놓으마 여기 너무 쏙 들어가서 표가 나서 보기 싫거든. 이래 보면 모르는데 사진 

찍어놓으면 특히 여기 쏙 들어가대. [1930년생, 김순희, 2018.1.11.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

관에서 인터뷰]

7) 1980-1986년 사이에 이루어진 도일 치료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김순희는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병원에서 외국인으로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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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에 거주하던 김순희 가족들의 생애와 운명은 피폭이라는 특수한 사건의 강력한 

자장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김순희는 7남매 가운데 둘째 는데, ‘투하 바람에’ 막내 

여동생이 기왓장에 깔려 즉사해 버렸고, 바로 밑에 남동생 두 명은 귀환해서 각각 결혼했지만 

3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김순희의 언니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조카와 

형부를 따라 1970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피폭의 향으로 20년이 넘게 암으로 인해 

투병생활을 했다. 김순희는 언니의 투병과정에 대해 일곱 번의 암 발병, 여섯 번의 반복적 

수술은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례는 

구조적으로 유인된 히로시마 이주를 떠났던 식민지 조선인 한 가족이 이산과 이별, 신체적 

고통과 투병을 거듭하는 가운데 가족이 점차 소멸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막내이가 [원폭] 투하 바람에 집에 찡기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어예. 만 7개월밖에 안됐

지 뭐. 그래 놓으이 기왓장에 고마 눌리가. 엄마하고 같이. 엄마가 아직(아침) 묵고 젖 먹여 

재인다고 있다가. 엄마는 뚫고 나오고. 연기가 휩쓸 리가 깜깜하이 어두운데 찾도 못하고. 

난제 없어졌을 때 본께네 아가 하마 숨 떨어졌뿟더래요. (중략) [남]동생들은 일본서 원자

탄 맞아가지고 한국 나와서 고마 일찍 가뿌맀어. 아주 젊을 때 고마. 결혼은 했지만은 아주 

일찍 고마 삼십도 못 돼서 두 사람이 갔어. 바로 내 밑에 동생 둘이서. (중략) 나는 둘째. 

내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도 원폭 당해 가꼬 암을 20년 넘게 앓다가 갔어. (중략) 

맨 처음에는 골수암. 처음에 걸렸는 암이 골수암이라서 머리 다 깎고 그래가 수술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었을 거 같으마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많이 치료가 잘 안 되서 못할 낀데. 

그 분들이 이민을 가가지고는. 캐나다 토론토 살고 있으니께. 이민을 가가지고 있으니까 

암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암 수술을 6번 하고. 7번 만에는. 20년이 넘도록 암을 앓았으니

까. 암이 생기고도 많이 오래 살았는 택이죠? 마지막에는 7번째는 또 골수암이 걸렸는데, 

골수암이 너무 깊으게 걸렸다고. 처음에 수술한 닥터가 맨 끝까지 거기서 돌봤는데, 그 

닥터가 마지막에 7번째는 수술할라 캐도 너무 위험하고 하니 편히 가도록. 본인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편히 가도록 치료하고. [1930년생, 김순희, 2018.1.1. 합천 원폭피

해자복지회관에서 인터뷰]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물리적·사회적 신체를 관통한 고통에 접근하는 주류적 방식은 

의료적 실천행위 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 ‘피폭자건강수첩’을 획득한다는 것은 의료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김순희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폭된 신체에 유리 파편들이 곳곳에 박혀있었지만 정작 의료적 실천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도일치료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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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희는 의료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고통의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신체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통증을 통제해내는 주체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김순희의 가족들은 피폭의 경험을 통해 동생들의 사고사와 단명, 언니의 일곱 번에 걸친 

암 투병 등은 이 가족의 운명이 특수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 은폐가 필요했던 피폭된 신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피폭을 경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국면은 결혼과 2세의 출생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종류의 차별적 

시선을 감당해야 할 때 을지도 모른다. 사회적 존재로서 피폭된 신체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침묵함으로써 최소한 사회적 고립과 멸시를 피할 수 있었다. 

1928년생 안순이는 남편과 함께 피폭 당했지만, 남편이 원폭과 관련한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침묵을 강요한 결과 차별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원폭피해자라는 이유로 2세의 결혼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고, 어떤 것이든 

이것을 상쇄시킬만한 구실은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이] 원폭 얘기도 못하구로 해. 그때에도 차별이 있었거든. 왜 차별이 있었는가 하면은 

해방되고 나오니까 원폭 피해자는 자녀들 낳아서 결혼 시키 봐야…. 아니, 장래 키워 봐야 

결혼을 맘대로 못 시킨다. 2세에 가서 뭐 반점이 나올란가. 3세에 가서 나쁜 기 나올란가 

모른다. 그런게네 지금 우선에는 맬가이(별 탈 없이) 그래도 장래에 모른다 이래 돼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고 한께네 뭐. 원폭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구로해. 우리 영감이. [1928년

생, 안순이, 창원대 경남학연구센터 2017, 168]

김순희는 얼굴에 박힌 유리의 파편으로 인해 생긴 흉터에 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원폭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한국전쟁 당시에 집이 폭격 맞아 무너지는 통에 다쳤다는 

식의 대응전략을 선택하 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피폭은 식민지하 일본으로 이주했던 

특정집단에 국한된 세대 대물림이라는 가혹한 형벌적 지위를 가지지만, 전쟁은 국민 모두에

게 보편적인 고통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전쟁의 상흔 또한 

이념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정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 고통을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적어도 

‘유전’의 굴레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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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도 얼굴에 흉터가 굉장히 많앴거든요. 많애도 사람들이 “우야다가 얼굴에 그리 

흉터가 많애요?”카마 “아, 전쟁 때 집에서 찡기서 그래요”카마 한국전쟁 때 그랜 줄 알지. 

도시 가서 살아도 꼬치꼬치 묻는 사람도 없고.[1930년생, 김순희, 창원대 경남학연구센터 

2017, 190]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인한 흉터보다 피폭으로 인한 흉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사회적인 낙인을 한다는 것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김순희의 대응은 자기 방어기제로서 

작동된다. 위에 있는 김순희의 구술은 원폭투하와 한국전쟁의 시기적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원폭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근현대사의 정치적 경합의 부정적인 

결과가 한 개체의 신체에 수렴되어 드러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Ⅴ. 나가며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는 ‘핵’은 효율과 위험이라는 묘한 긴장 속에서 존재하 고, 그 

균형된 긴장에 균열을 일으킨 최초의 사건이 1945년 8월 일본열도에 투하된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원자폭탄이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약 70만 명의 피폭자를 발생시켰고, 그 가운데 23만 명이 사망할 정도의 괴력이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구조적으로 강제된 이주민이었던 식민지하 조선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 가운데 7만 명이 ‘피폭’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이 중 4만 명은 

사망하 다. 이 비참한 역사적 사실은 ‘4만’이라는 압도적 수치에 가려져 왔고, 생존한 

자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소거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 1945년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서의 

피폭 경험, 원폭 투하 이후 조선으로의 귀환, 피폭의 주체로서 귀환한 조선에서 ‘국민’이 

되는 과정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이 주조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사회적·물리적 신체의 

고통은 지극히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조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물리적 신체의 고통을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사회화시키고, 시민사회와의 공감의 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피폭된 신체와 관련한 고통 경험에 관해 이들의 구술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피폭의 현장이 삶과 죽음의 

경계지대 음을 말해주고 있다. 1945년 8월 6일의 히로시마와 8월 9일의 나가사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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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방식은 구술자의 사회적 위치, 성별, 거주지, 가족관계, 경제적 위치, 폭심지로부터

의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지나 일터가 폭심지에서 

가까울수록 그 피해상황의 규모와 심각성은 컸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기가 쉬웠고, 

그때의 장면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구조화되어 구술자의 

개별적 삶을 압도하 다. 식민지 통치로 인해 강제적으로 유인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그리고 정치적 경합으로 인해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 구호와 치료의 장에 

편입될 수 없었던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조건은 구술자들의 고통을 강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이었다. 

둘째,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일상화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고, 이런 이유로 

가족 해체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물리적·사회적 신체를 관통한 

고통에 접근하는 주류적 방식은 의료적 실천행위 다. 김순희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폭된 신체에 유리 파편들이 곳곳에 박혀있었지만 정작 의료적 실천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도일치료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순희는 의료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고통의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신체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통증을 통제해내는 주체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김순희의 가족들은 피폭의 경험을 통해 동생들의 사고사와 단명, 언니의 일곱 번에 걸친 

암 투병 등은 이 가족의 운명이 특수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피폭된 신체는 은폐가 필요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피폭을 경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

운 국면은 결혼과 2세의 출생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종류의 차별적 시선을 

감당해야 할 때 을지도 모른다. 사회적 존재로서 피폭된 신체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침묵함으로써 최소한 사회적 고립과 멸시를 피할 수 있었다.

인간의 고통이 집단적인 동시에 개인적일 수 있으며, 고통과 트라우마의 경험이 국지적인 

동시에 세계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아서 클라인만 2002, 11)하는데 한국인 원폭피해

자의 사례는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원폭피해자와의 인터뷰 

사례 수가 부족한 한계를 보이며,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구술과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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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Exposed to Atomic Bomb and Pains
- Focusing on Korean Atomic Bomb Victims -

Lee Eunjeong (Yeungnam University)

There is a group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d exposure to atomic bomb 

and suffered physical and social pains, but who have been denied their existence 

and have been structurally forced to silence. South Korea has been liberated from 

colonial rule through atomic bombs, but the experience and pains of atomic bomb 

victims have been invisible and their silence has been established as a survival 

strategy because it was more advantageous for them to hide their identities. They 

had to face helplessness because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dangers 

of nuclear weapons penetrated into their bodies which could not be neutralized. 

The pains of August 1945 are carved in the bodies of these atomic bomb victims 

and their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are no exception. Korean atomic bomb 

victims had moved from Colonial Joseon to Japan for survival, experienced exposure 

to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returned to Joseon and became 

“citizens” in Joseon. The pains of the social and physical bodies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casted by these special conditions are highly social. This study was 

designed to socialize the pains of Korea atomic bomb victims who experienced 

the pains of social and physical bodies created by special historical conditions 

through their testimonies and to help expand the area of empathy with civil society.

<Key words> Atomic bomb, Korean atomic bomb victims, Colonial Joseon, 

Bodies exposed to atomic bomb, P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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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Is) has become an important concern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TRIPs 

Agreement as to the systems of protection, diverse approaches have been adopted 

by several countries for the domestic protection of G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I protection system,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d China in the GI protection 

system. The goal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through the typical three cases of evidence and evalu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certain problems in equilibrium between rights and 

obligations in China in GI protection．China should respect international rules in 

GI protection to realize its individual interests maximization．Furthermore, based 

on this observa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protection of GIs in China. According to the study performed in this paper, 

the shortcomings of the Chinese GI protection system can broadly b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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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llows: some geographical names are preemptively registered; GIs are collective 

rights, the generalization of the main group leads to the lack of brand value; the 

existing protection mode has conflicts; the dual model has limitations. Finally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i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ome solutions for 

developing GI strategies are mentioned.

Key words: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China-EU-USA, Intellectual property, 

Global dispute  

Ⅰ. Introduction

Geographical Indications (GIs) become a specific products' marker for the 

protection of products is an inevitable result of economic development (Irene 

Calboli 2017). Initially, people didn't recognize the intrinsic value of GIs. However,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eople began to recognize that 

productions from particular geographic region have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with advantages other commodities unmatched (Hwang 

Kisik, Shengnan, Ru 2018). GIs are, just like trademarks, signs used for the purpose 

of distinguishing goods. Unlike trademarks, GIs do not identify the commercial 

origin of a product from a particular undertaking, but its geographical origin from 

a specific place or region and, connected therewith, in most cases a given quality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product (Suyv Lv 2008). GIs are defined in TRIPs 

Article 22.1 as: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There are two main legal protection methods for GIs in the world. One is protected 

by a sui generis protection legislation of GIs, represented by the European Union 

(EU); the other is protected by trademark law,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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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I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border areas. Moreover, it requires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special agricultural product supply bases an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level export food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and safety demonstration 

zones1) while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trademarks. The 

Ministry of Commerce is responsible for intensifying the negotiation process on 

the well-known trademarks, GIs, and GIs for foreign trademarks, and deepening 

the bilateral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in between China-the USA 

and China-EU. Furthermore, it should work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cooperation 

of well-known GI products at home and abroad,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GI products.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I protection system,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 the USA and China in the GI protection system, and 

find out th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Moreover,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the reason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se differences through the typical 

three cases of evidences and evaluations. Furthermore based on these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protection 

of GIs in China. Finally, to provide a precise insight of the shortcomings still 

prevailing in the Chinese GI protection system, a summary has been created in 

the conclusion sections which highlights the following crucial points: some 

geographical names are preemptively registered; GIs are collective rights, the 

generalization of the main group leads to the lack of brand value; the existing 

protection mode has conflicts; the dual model has limitations.

1)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issued a notice to the State Council on the issuance 
of the 13th Five-Year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Frontier and the People〔2017〕No.50, 
available at: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06/content_5200277.htm.(accessed 
October 26, 2018).

2) Notice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Printing and Distributing the Work 
Points of the National Combating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Production and Sale of Counterfeit and Inferior Commodities in 2017〔2017〕No.46, available 
at: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5/31/content_5198504.htm. 2017.05.31.
(accessed October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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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 Literature Review 

Scholars from the EU, the USA and China have conducted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ere are some representative literatures, 

namely, the work by Bernard O'Connor (2013) which analyzes the knowledge 

of general background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U and the USA in relation 

to GIs. Tim Josling (2006)'s work explores the differences in approach taken by 

the EU and the USA towards GI protection, and illustrates the nature of the legal 

and economic arguments. The article by Babcock, B. A. and Clemens, R. L. 

(2004)，describes and contrasts the three systems of protecting property rights 

for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mark, EU-wide GI, and WTO GI) and 

discusses some of the benefits and problems of each system and the effects of 

each system on helping to differentiate and protect high-value US agricultural 

products. The paper by Knaak, R (2015) outlines the basic features of this sui 

generis system for GI protec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rademark protection. 

Chen Runan and Yang Ju (2017) analyzed and discussed the protection of GIs 

of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US legal system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China. Li Yuping and Liu Yanqun and Liang Weijiang and Song Qidao (2012) 

discusses the prote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flags, geographic patterns and 

the status quo of development. Wang Xiaobing (2007) analyzed the principles 

that should be followed in the sel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mode. Wu Chaoran (2011) proposed several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GIs in China, and under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current 

legal system, some appropriate modifications. Xiao Zhoulu and Zhang Wenyu 

(2011) put forward the idea of having a reasonable division of legislative content 

and enforcement authority of GIs and certification marks, Tang Yue and Sun Zhi 

(2013) analyzed the path Guizhou GIs of agricultural brand building, Wang 

Xiaobing (2005) analyzed the economy of GIs and indicates that legal protection 

of GIs is to ensure the function of information channels that convey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r reputation of the products. Wang Xiaobing (2010) stud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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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protection model, specialization with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legal protection model. Ping Shaohua and Geng Lan (2015) 

analyze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with agricultural products as an example. Liu Yajun (2004) studied th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protection of GIs in China. Wang Xiaobing 

and Lin Xiuqin (2012) pointe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the EU's 

geographical indication legislative systems. Wang Lianfeng (2003) studied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Is.

The interesting works performed by the previous scholars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as followed: The GI protection system is country specific and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Second, GI is a kind of collective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scale the industrial chain of agricultural products to achieve the 

branding effect. Third, GI marketing strategies is important. The scholarly work 

performed and documented till now shows the significant amount of success and 

achievement made by the scholars from China, EU and the USA in studying the 

GIs. Their views have greatly enriched the relevant theories on the protection 

forms of various GI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EU special legislation on GIs. 

The theoretical study of the protection characteristics provides valuable basic 

information for subsequent in-depth research. However,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comparison of the protection patterns of GIs among the EU, the 

USA and China. Therefore, in order to address the shortcomings existing in the 

documented works, in terms of comparison of the GIs of different countries, this 

paper will use the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combined with three typical cases 

to analyze the GI protection system of the EU, the USA and China, and explore 

the deep-seated reasons of China's GI protection and propose countermeasures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Chinese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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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 Characteristic of GI Protection in 

China-EU-USA

1. Characteristic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n EU

 GI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wines, spirits, beers, cheeses and processed 

meat products. The characteristics of GI products have been highlighted by numerous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s in Europe (Arepo 2015). The EU protects the GIs 

by means of a sui generis GI system. The key of this approach is that GIs are 

a separate form of IP with features different from Trade Marks. As GIs are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have a stand-alone system for protection (Cerkia Bramley, Estelle 

Bienabe 2012). Article 5 of Regulation 1151/2012 provides two definitions of GI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in relation to the intensity of the link between 

the product and the origin.3) They are ‘designation of origin’4) (“PDO”) and 'protected 

GI’5) (“PGI”).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EU system is that the applicants must 

demonstrate positively that the characteristics, qualities or reputation of the product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the geographic environment or origin. The proper 

geographic name can be registered if the link is proven (Na Li, Caide 2013).

2. Characteristic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n USA

Unlike EU, the USA does not consider that GIs require a sui generis system 

3) Regulation (EU) No 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November 
2012 on 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Regulation 1151/2012”).

4) According to Article 5(1) of Regulation 1151/2012, Designation of origin’, (a) originating 
in a specific place, region or, in exceptional cases, a country; (b) whose quality or characteristics 
are essentially or exclusively due to a particular geographical environment with its inherent 
natural and human factors; (c) the production steps of which all take place in the defined 
geographical area.

5) According to Article 5(2) of Regulation 1151/2012,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a) 
originating in a specific place, region or country; (b) whose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and (c) at least 
one of the production steps of which take place in the defined geographical area.



| 192 | 민족연구 73호

for protection. It considers that GIs are a sub-set of trademarks. As a consequence, 

the protection of GIs in the USA is based on the same criteria and rules applicable 

to trademarks (Dong Binghe 2006). The USA protects GIs by means of trademark 

law. Under the American-style trademark protection system, GIs have two different 

legal attributes: one is a sign indicating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product, 

and the other is a sign indicating the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USA, if a GI is registered as 

a collective or certification mark, it will undoubtedly be strictly protected. In this 

regard, the level of protection of GIs under USA trademark law is very high.

3. Characteristic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n China

There are currently three systems of concurrently operated GI protection systems 

in China. They are protected according to their own laws and regulations. The 

presence of three such GI protection systems has its own drawbacks, such as, 

during the occurrence of problem in the practice management, it is difficult for 

each department to quickly identify their responsibilities. There may be conflicts 

in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also reduces the efficiency of departmental 

management oversight. Simultaneously, the three sets of protection systems overlap 

in terms of protection regulations, protection standards and application procedures 

and protection effectiveness. In other words, it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y cause 

waste of management resources; Irrespective of these drawbacks, they will make 

the owners of GIs have no choice in choosing the protection method of GIs. 

If the application for protection is applied simultaneously in two or three departments,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costs of the users of the GI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is bound to be detrimental to the protecti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GI products. Thus, the bloated management system can not on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GI agricultural products, but also hinder the development 

of GI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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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mparison of the GIs Protection 

System in China-EU-USA 

1. Case Study in the EU: An Empirical Analysis of Cognac6) 

The French National Cognac Industry Office in France is an institution that performs 

government function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and serves all enterprises 

in the Cognac region. The government resumes of the wine-importing country 

contacts and cooperates. To this end, the Millennium Office must supervise the 

manufacture and sale of cognac by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monitored 

appellation of origin wines) on behalf of all operators in the Millennium Wine 

Region. The work of the Cognac Industry Office is mainly performed from the 

three sides of production supervision, sales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AOC 

dry wine. In addition, the French Cognac Office also implements stage management, 

from seed to sales in five stages, on the family situation, location, grape varieties, 

production month records, production, raw materials, processes, stocks, quality, 

sales, exports, etc. Registration, in triplicate, shall be submitted to the customs, 

taxation and other departments for joint supervision. The use of the origin label 

must comply with national regulations, registration, numbering, name of the factory 

name, place of origin, date, production, sales to the place, etc., and password 

security. Strict management mechanism and efficiency make the cognac office 

quite prestigious in the country, among fruit farmers, wine merchants and even 

abroad.

Therefore, the advantage of a sui generis GI system in EU is that it fully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industrial property rights of GI rights, 

emphasizes the status and role of GIs, and its protection i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The shortcoming is that it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issue of 

coordination with the trademark law. In the process of review and registration, 

6) Cognac is a variety of brandy named after the town of Cognac, France. It is produced 
in the surrounding wine-growing region in the departments of Charente and Charente-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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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mark and the registration authority of origin will be separated, resulting 

in duplication of registration and waste of resources. For example, in determining 

the category of goods and inadequate in the search for conflicts in prior rights.” 

Moreover, special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be established for management 

and increased government expenditures, therefore most countries have not adopted 

special laws. In general, countries protected by special laws have products and 

related industries that enjoy high reputation in the world. The economic value 

of these products given by GIs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producers and countries 

that produce the products, therefore the host country will be very active in the 

specific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GIs (Jiang Shiyuan 2012).  

2. Case study in the USA: Idaho Potatoes

The USA registered the GI product No. 1,735,559 (certified trademark Idaho 

Potatoes Idaho Potatoes) and this registration is a certification mark. Idaho is a 

state in the United States, known for its high quality potatoes. The trademark 

consists of the geographic term “Idaho” and the geographic outline of Idaho. The 

trademark's function is to prove that the user's potato is produced in Idaho, therefore 

the Idaho Potato Board authorizes it to be used as the trademark. As a certification 

body, the Idaho Potato Board can arbitrarily set standards for those who want 

to use the certification mark. The potatoes they produce must be grown in Idaho, 

have a certain size and color, and grow under specific conditions or even must 

be a certain variety. Furthermore, anyone will be authorized to use the certification 

mark as long as they meet the requirements and the standards set by the certification 

board. Unless the applicant fails to meet the required standards, the certification 

mark owner may not refuse the author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trademark law protec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GIs are treated as a special trademark in the trademark law protection 

system, and the GIs can be registered as a type of collective marks or certification 

marks, and protected, registered person may pursue a tort liability for acts such 

as counterfeiting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right. Second, countries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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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 the qualifications of trademark registrants of GIs. Generally, government 

agencies or civil organizations with legal management have the power to apply 

for registration and obtain trademark rights. The trademark registrant establishes 

regulations for the use of the GI and authorizes the use of the enterprise or individual 

that meets the conditions of use. Third, the protection of GIs includes two aspects: 

prohibiting the registration of GIs as proprietary trademarks and allowing the 

protection of GIs by means of registered certification marks or collective marks. 

The fourth is to divide GIs into two categories: the protection of the applications 

of origin that have been registered as trademarks and the protection of unapproved 

applications of origin. Fifth, when the rights are violated, the trademark registrant 

and the GI ha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registrant, requiring the 

infringer to stop the infringement and compensate the loss. This model uses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system to protect GIs, saves certain 

legal resources, and avoids power conflicts and disputes caused by different 

authorities, reducing transaction costs in legal protection. Countries adopting this 

model generally need to have a relatively complete trademark law.

3. Disputed Case Study in China: Longjing Tea

Zhejiang Agricultural Technology Promotion Center, on the grounds of trademark 

infringement, sued the Changzhou Kaigu Tea Food Co., Ltd., which marked “Longjing 

Tea” on the front and back of the production and sales of tea packaging boxes. 

Article 57 of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tha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trademark registrant, the same trademark as its 

registered trademark shall be used on the same commodity; or a trademark similar 

to its registered trademark shall be used on the same commodity. Or the use 

of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registered trademark on a similar 

commodity, which is confusing, constitutes a trademark infringement. The defendant 

claimed that his company is engaged in the packaging and sales of Longjing tea. 

In order to ensure the specific quality of raw materials, Longjing tea raw materials 

are only ordered from the outsider Hangzhou Nade Food Co., Ltd. Th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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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located in the area of   Longjing tea planting, and are allowed to use the “China 

Geography” and “Longjing Tea” certification trademarks on Longjing tea products. 

The quality of the Longjing tea raw materials of the alleged infringing goods is 

in line with the Longjing tea national standard GB/T18650.-2008. The registered 

trademark of “Longjing Tea”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s a certification 

mark, and Longjing Tea itself is a common name. As early as the beginning of 

2001, the company began to use Longjing tea as a trade name before registering 

the trademark involved, enjoying the prior right and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it. Article 4 of th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that GIs may be used as certification 

marks for registration.

It points o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China's protection system. First, some 

place names are preemptively registered. Article 10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stipulates that “the geographical names of administrative divisions above the 

county level or the publicly known foreign geographical names may not be used 

as trademarks”. This regulation only limits the areas above the county level, it 

means areas below the county level can not be restricted. Therefore, many companies 

register the sub-district level as a trademark. This behavior does not violate the 

Trademark Law. Simultaneously, the trademark owner can monopolize the right 

to use the place name, which will hinder the futur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Second, GIs as a collective interest, the generalization of the main 

body leads to the lack of brand value. Third, many owners are the beneficiary 

to the development of GIs, however, each owner is too focused on private interests 

to ignore the collective interests. As a result, when there are problems with GIs, 

no one is willing to take the initiative to use the existing law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GIs, just to avoid the conflicts between existing protection models. 

Most of the GIs in China are protected by the dual laws of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The current problem is that these two protection modes are independent and 

there are still many repeated and conflicting parts lead to inconsistencies in many 

aspects. Fourth,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dual model. Chinese products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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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registered as GIs, and if they are legally protected, they will spend a large 

amount as registered capital. Increasing the cost of enterprises has led to companies 

not having more funds to develop GIs and not maintaining the standards that 

GIs should have. Slowly, the quality of GIs will declin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and maintain the quality of GIs. Even some companies, rather than 

registering as ordinary trademarks, are reluctant to register as GIs, which is a 

loss to the local culture and economy.

Ⅴ. Implications for China

The protection of GIs has been a point of conflict among the EU, the USA 

and China for many years. The essential difference is in how GIs should be protected, 

if they should be protected at all.

As far as China's GI protection is concerned, while learning the existing practical 

experience abroad and drawing on the current institutional model, it is not important 

to simply compare the two models to determine the so-called “excellent” and 

“inferior”. The inherent logic, value and rationality of these two models should 

be combined with China's actual national conditions, thus establishing a system 

of GI protec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TRIPS Agreement and meets 

the real needs of China. The trademark model advocated by the USA has the 

effect of “heavy trademarks and light GIs”, which is in line with the interests of 

the USA as a “new world” country. China is an ancient civilization with a long 

history and rich culture, thus the GI is worth protecting.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GIs, even if it does not consider the implementation requirements of the TRIPS 

Agreement, has very important practical significance. Therefore, we should be 

mentally aware th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is more beneficial to China. This 

means that our country's interests in the protection of GIs are closer to the “old 

world” represented by the EU, not the “new world” represented by the USA. This 

is an important issue that we must not pay attention to when making institutional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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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and responsible GI management 

agency. In the setting up of the GI management institu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ate Council set up the GIs Protection Committee (the committee can 

be located in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the verification, registra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GIs, 

clarify the application procedures, and strictly review standards, unified special 

signs, and effectively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GIs. For some GI products that 

require special protection, national mandatory standards may be applied. At the 

same time, the existing GIs should be reorganized to regulate the use of GIs. 

The committees shall set up special committees as needed. The special committees 

may be located in the corresponding ministries and commissions to be responsible 

for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GIs within their respective areas of 

responsibility. Moreover, to being responsible for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GIs, the special committees shall also undertake to publicize and promote GI 

products and assist enterprises in expanding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econdly, simplify the registration procedures for GIs and strictly control the 

quality standards of GIs is essential.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sponsible agency 

not focuses simplify on the registration procedures for GIs, however works more 

on unifying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identification of GIs, encourage 

individuals or enterprises to register GIs, and facilitate the registration of GIs by 

individuals or enterprises. GIs are an important means to ensure product quality. 

The Chinese government must focus on standardizing produc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GI products, and combin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oducts 

to develop quality standards suitable for GIs in the region, from standards, 

measurement, and certification. The four technical aspects of inspection and testing 

are strictly monitored to ensure that the product quality is up to standard and 

the advantages of GIs are exerted.

Thirdly, selection of a suitable protection system based on China's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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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is very important. The EU and China are similar based on their long 

history and culture and rich in special produc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protection law, they also used fake goods. It is recommended to fully 

learn from the French special legislative protection model and formulate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GIs Protection and thus establishing a system 

of special protection for GIs. In fact,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Products 

of Origin and Origin” issu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in 1999 is the prototype of the special law. The national 

legislature may revise and improve on this basis, form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GIs, and amen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Trademark Law,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s of the Trademark Law, and the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Trade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It should assist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GIs Protection Act, thereby 

achieving comprehensive protection of GIs.

Finally, it is better to use international treaties to protect GIs. China must not 

only improve the system to protect GIs in China, but also actively protect GIs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GIs are often violated in foreign countries. The 

TRIPS is the lates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GIs. Thus, it can 

be used to make Chinese GIs in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TRIPs agreement. Simultaneously, China can protect the law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sign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nese products, 

and defen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hinese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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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요약 |

중국-EU-미국 간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대한 글로벌 

분쟁 및 중국의 시사점

사여, 가로(동아대학교)

 지리적 표시(GIs)의 보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보호 제도에 관한 TRIPs 협정의 유연성 때문에, 국내의 GIs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가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GI 보호 제도를 분석하고, GI 보호 

제도에서 유럽연합(EU), 미국(USA), 그리고 중국(China)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3가지 증거와 평가를 통해 3국 간 차이와 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GI 보호에 있어 중국 내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특정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 다. 중국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GI 보호에서 국제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관찰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중국의 GIs 보호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GI 보호 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일부 지리적 명칭은 우선적으로 등록되고, GIs는 집단적 권리이며, 주요 

그룹의 일반화는 브랜드 가치의 결여로 이어지고, 기존 보호 모드는 갈등을 초래하며, 

이중 모델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의 

결론에 GI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언급하 다.

<주제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중국-EU-USA, 지적 재산권, 글로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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