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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말

"난민과 같다"라는 ‘조소’ 섞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에는 난민에 대한 ‘낯섦’과   

"우리는 그들과 다르며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는 비-연결/단절의 의지가 함께 담겨-서려

있습니다. 소문이 불어나고 모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와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욱 

멀어지고 연결되어 있던 끈들마저도 끊겨가거나 (잘못 연결되어) 엉켜갑니다. 그리고 소문

은 이내 "우리는 그들이 아니다"에서 "그들로부터 우리-국가-경제를 보호해야 한다"으로   

'전화'됩니다. 

올해의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을 여는 한국의 ‘상황성’은 이에 기초해있습니다. 서울시(후원)

와 난민인권센터(주최), 모든이의민주주의연구소 교육연구팀(공동협력)이 함께하는 이 강좌

는 난민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실천을 고민하는 모든 동료시민들을 위한 자리입

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➀국민과 난민사이의 '연결-불가능성' 혹은 ‘잘못된 연결’ 등의 주요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체제 및 민족/국민주의(‘국민주권’의 '양면')와 ➁이에 따른 한국사회 

내 난민인권의 상황을 살펴보고 ➂타자와의 관계 '역량'으로서의 '감수성의 윤리'와 ➃(제도

를 넘고 앞서는)인정과 환대, '자리-장소의 공유'를 통해 (국민과 난민사이) 더 나은 '이어짐

'을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➄또한 이에 대한 실천과 고민의 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난민인

권운동(들) 역시 살펴볼 것입니다. 

6개월 동안의 함께하는 배움의 자리가 ‘지상에서 함께 -의존하며-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_박경주(모든이의민주주의연구소)
기획_이슬(난민인권센터), 박경주
표지디자인_고은지(난민인권센터)

이 자료집이 난민인권을 이해하려는 누군가(들)에게 또 하나의 ‘지도’가 되길 바라며. 
2019년 1월 17일 늦은 밤, 난민인권센터 펴냄.



신자유주의와 난민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난민이란 주제를 다루는 것의
어려움

• 글로벌 난민 레짐의 역사적 변화

• 인종주의의 한국적 특수성

• 타자성의 난제들



•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잉여 축적의 한계 극복
   - 시장의 글로벌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 노동 유연화
   -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유로운        
      개인à 탈규제à 작은 국가
   - 국가의 성격변화: 조정자에서 투자자로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와 이주



결국 누구에게 주어진 자유인가?

“시장에서 개인이 갖는 선택의 자유가 보편
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하
이에크)

“평등의 개념은 국가 안팎에서 똑같이 적용
될 수 없다”(프리드먼) 



‘특정한 범주의 이주자’ 선호

글로벌 이주정책

- 전지구적 차원의 노동유연화



• 경제패러다임 + 인권패러다임
à신자유주의 패러다임
   -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 ‘유연화된’ 
       노동력으로의 이주자
   -  난민/정착형 이주자 제한 (반-난민정책)
   -  연수생, 계약노동자, 워홀러, 전문기술자, 
      계절노동자 선호 (권리보다는 ‘경험’ 강조)
   - 이주의 ‘정치화’ (안보, 정체성 이슈로 다룸)
   - ‘호의적 방관’- 대규모 불법/미등록 이주자 양산
    

1990년대 이후 OECD 이주 레짐의 성격

‘능동적 사회’ (active society)



‘난민’

난민레짐
(51년, 67년 난민협약) 
냉전체제의 산물

- 냉전체제하에서 공산주의
를 떠난 사람들로 환영

   받음
- 망명한 사람들에게 비호

를 제공한 것은 선전활동
으로 매우 효과적.

- 전후 경제성장에 기여.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 질서   
- 국가간 불평등 심화
- ‘정치경제 복합 난민’의
    급증
- 비호보다는 ‘책임분담

(burden-sharing)’에 역점

- 인도주의 원칙과 관용
à 안보와 감시, 정찰의 대상
à 난민 비즈니스의 급증



난민의 탄생

• 역사적이며 구조적이고 현재적인 착취와
그 결과

• 제국주의 종족분리 통치

• 냉전체제

• 신자유주의 국가/기업의 자원약탈, 철거, 
추방, 강제집행, 환경파괴

   보호기능의 부재.



진짜 난민 식별하기, 응징하기

• “어떤 정부가 누군가를 가짜 망명 신청자로 규정
할 때, 과연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심
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별
할 수 있는지, 그 경제적 고통이 선진국의 정책
에 의해 발생한 결과라면 비호를 거부할 정당성
을 지니는지..?”

   (마이클 새머스, 2013)



한국적 특수성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을 때보다 한국에 온
  이후 나는 더욱 큰 상처를 입었다
   (more traumatized)"



‘국민’과 ‘난민’ 사이

국민 (MEMBER)

• 추방불가능

• 신원보증

• 가족구성 및 유지의 권리

• 헌법에 기초한 권리

• 문화권

비국민 (NON-CITIZEN)

• 독자적인 권리 없음
   (배우자, 고용인 등)

• 추방 가능

• 단독이주만 허용- 가족 구
성 및 유지 불가능

• 권리-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한 제한성 (legal 
precarity)



‘난민’ 인식

우리는 난민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 인종이라는 사고의 역사적 발현과 그 이후의 적용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두고 사람들 사이의 사회

적 관계를 만들어 낸 범주화 프로세스(마일즈). 

    인종화는 특정 범주의 경제적 불평등, 젠더화, 범죄
화와 상호 연결되어있고 분리될 수 없다. 동시에 이
들 프로세스의 배치와 구체적인 의미는 그것이 발
생하는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특정한 맥락에 기댄다
(Razack, 1998), 

- 감시장치, 체계적 낙인, 추방, 제도화된 인종주의

‘인종화’ (racialization) 



• 신인종주의: ‘유전적 특징’ 때문이 아닌 문화 (종
교, 식습관 등 일상)가 ‘본질적’ 차이를 낳는다

   (발리바르/박경태 ‘인종주의’)

• 양립불가능성: “각자의 나라에서 자기문화를 지
키며 살자”

• 외국인, 이민자, 무슬림 등에 대한 공격
   및 추방 조장

신인종주의의 태동



§

국가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조정 기능
약화:  
- ‘국가없음’을 느끼는 국민의 증가
- 피해자 정서
- 숙의 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 완벽한 ‘타자’- 소수 난민은 ‘자기 재현’
의 통로가 없음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
 ‘감정＇의 정치



공존의 정치적 기획이
가능한가?

• 삶의 불안정성의 가속
1) 피해자 정서(victimhood)의 만연
     -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다.
2) ‘적당한 위치’- 정답과 실천 사이
3) ‘혐오’의 증가
4) 외국인을 ‘처리’하는 방식- 글로벌 한국, 시혜주

의, 치안관점, 
   



‘문화’라는 수사학

1) 인종주의의 다른 이름
2) 시공간적 거리두기 인식론 (allochronic 

distancing):  
   다른 나라 문화권의 사람을 자신과는 다

른 시간,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
면서 거리를 두는 경향

   VS. ‘동화’ 강박



‘동화’ 강박- 문화권의 부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심리치료 중심의 교육



인종주의의 ‘여성화’



촛불처럼- 국민의 승리?



우파 대중주의?



    

   난민들은 의지, 자기 결정력, 학력, 경제력 등에 있어 여
타의 이주자 집단과 비등하거나 월등한 조건을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이란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나 편견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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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성

정신적 상흔에 따른 스트레스, 정주과정의 지속적인 장애들, 사회적 고
립, 문화 부적응, 성인 가족구성원의  대처 능력의 부재, 위기 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확대 가족 구성원들의 부재.

- 생존력, 성숙함, 문제해결 능력

본국과 비호국 모두에서 “이중적으로 잊혀진 존재(DOUBLY 
FORGOTTEN)”- 경계인.

우리 모두 인종주의의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민주주의의 향
유자와 확장자로서 개인을 바라 봄.

이들의 목소리/발화를 복잡하게 청취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주자

문화 전달자/
문화 운반자

모든 이주자는?

문화 소수자
(Cultural Minority)

다문화적 실천 기본적 인권의 확장자
및 향유자문화번역자

(Cultural Translator)



난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 기획

• 기본권의 확장 (신자유주의 삶의 불안정성의
   공동적 대응자)

• 배타적 국민 관점으로 이뤄진 제도, 법, 정책
을 다시 보기- 보편적 인권의 추구.

• 사회적 재생산을 함께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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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실천

  

정의와 평등한 대우의 범주 밖에 일부 사람들을
밀어두는 것, 그들을 향한 멸시를 모른척하고, 
심지어 허용하는 것을 ‘윤리적 배제’라고 함
                                      (베티 리어던 2003)

‘다른 관점에서 서보는 것’을  노력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하나의 현상(갈등)에
대해 복합적이며, 대안적인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 



• 누구의 관점으로 집을 집답게 만들어내야 하는
가? ‘안전한 공간’

•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돌봄이 교환되는 연대와 호혜의 공간으로서의
안식처

• 난민을 위한 ‘좋은’ 정보 네트워크

• 역전의 감각

연대와 호혜를 위한 New Shelters



국내 난민인권 현황

1

난민인권센터이슬







“ 국민 먼저 ”





인도적체류허가 -난민협약상난민에는해당하지않지만

출신국에서고문등의비인도적처우나처벌또는그밖의

상황으로인하여생명이나신체의자유침해, 기타심각한인권침해를

당할위기에처해있는이들에게국가가제공하는보호

-국제/지역인권협약그리고국제인권법의원칙에따르면이들이난

민협약상난민의정의에포함되지않더라도국가는이들을보호할의

무가있음.

인도적
체류

시혜적 ,
임시체류허가

난민

난민협약의
5가지사유

보충적보호

고문방지협약, 
자유권규약등에의한

보호의무



인도적체류허가자

연도별 추이

318

194

246

539

6



인도적체류허가자

국적별 추이

시리아 1,120

나이지리아 6

방글라데시 3

중국 34

이집트 4

기타 288

파키스탄 29



“ 테러와 안보 ”

2015년 시리아 난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프로파간다

점차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이라크 전쟁도 석유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패권과 세계 지배, 그리고 글로벌 헤게모니를 향한
한 초강대국의 자기파괴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_아룬다티 로이, 9월이여 오라

외국인의 위협으로부터 고향 땅을 방어하자는 외국인 혐오자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저변의 전제, 즉 모든 인종그룹에는 고유의 네이티비아(Nativia)가 있다는 전제를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화된 세계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돌아가야 할 ‘네이티비아＇가 있다는 망상(…)

_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

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

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

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

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

보호받기를원하지않는외국인또는

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

거주한국가로돌아갈수없거나

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적자인외국인

1951년난민협약및난민법상

난민의 개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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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와 가짜 사이 ”

‘진짜 난민 알아보기‘_ 법률신문 오피니언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1506&kind=&key=


1992년12월3일, 

난민협약과난민의정서에대한비준서기탁.

난민협약은1993년3월3일에, 

난민의정서는1992년12월3일에각발효됨.

1993년12월10일출입국관리법에난민관련조항신설.     

1994년7월1일이조항이시행되면서난민제도운영시작.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과

제도시행

1992.

1993.

1994.

2001. 

2013.

2015.

2016.

2017.
13

최초의난민인정. 

난민법시행(2013.07-)  영종도난민지원센터개소

재정착난민제도시행 (첫 재정착난민미얀마국적 22명)

2차재정착난민수용 (미얀마국적34명)

3차재정착난민수용(미얀마국적30명)



2017.12..31기준 32,733 명의난민신청자(~1994 누적통계)

그중총난민인정자는약792명

우간다,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아르, 콩고, 수단, 라이베리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네팔, 인도등

2017년난민인정률.

32,733.

792.

14

한국의

난민 현황

1.51 %

법무부의

난민보호율

*출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2016.11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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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신청

송환

출입국항신청 면담 조사

회부 심사 결정

이유 있음(심사회부) 이유 없음(불회부)

난민인정신청접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청현황* 26 141 400 187 197

신청현황 (명)

*신청공항만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 동해

회부율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회부율 57.6 36.8 71.7 32.6 10.6



회부율 그래프

20



시리아 난민에 대한
난민신청심사 불회부

21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는 지난달 27일 이집트 출신
알리(23ㆍ가명) 씨와 아마드(22ㆍ가명) 씨를 정식 난민심사에 넘기
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난민신청 근거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알리 씨 등은 지난달 20일 난민신청을 하면서
이집트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반정부 시위를 한 혐
의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면 고문이나 구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는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법원 직
인이 누락돼 위조서류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이를 위조로 판단했
다.

하지만 이 결정은 12일 만에 번복됐다. 출입국관리소가 ‘위조’라고 봤
던 이집트 판결문이 진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집트 한국 대
사관은 현지 확인을 거쳐 '위조가 아닌 진정한 문서'라는 결론을 내렸
다. 출입국관리소는 8일 오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
했고, 알리 씨 등은 공항을벗어나 난민심사를준비하게됐다.



법무부
이의신청

법원 단계
(1심,2심,3심)

법무부
1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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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차신청

신청서제출과
단 한차례의면접심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정률 0.8 1.3 0.6 0.2 0.4

난민법 이후 1차심사 인정률



연도 2015 2016 2017

담당자수 8 32 37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사무소별 현황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보호소 인천공항 인천 합계

신청자 6,448 326 409 175 312 24 21 2,227 9,942

공무원 22 1 2 1 1 2 4 4 37



“ 거짓말쟁이 난민 ”

난민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믿을만하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이 그러는 이유는 솔직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에 대한 기억을 보호하고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_ 트라우마 회복탄력성과 상담실제, 시그마프레스

자아는 가끔 뒤이은 법적 절차에서
그 박살 난 조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조립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관되어서도 안 되는데, 증언이 성공하려면 감정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냉정하리만치 차분해서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갖는다. 
종종 타인들을 향해 움츠러들고 죄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_리베카 솔닛, The mother of all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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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난민면접, 도대체 왜?

-신청자에권리고지되고있나?

-전문통역인없는면접, 누굴믿고면접에응하나?

-재신청을부르는심사절차



영상녹화 실시 현황



신청자의 체류자격 및 처우

30

- 6개월간취업금지

- 신청 후 6개월간생계비지원제도마련, 그러나

- 6개월의거주기간으로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가능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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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의신청



시기 2/17 4/14 6/2 7/12 9/29 12/1 합계

건수 721 1,077 470 801 638 835 4,542

난민위원회 개최현황

이의신청을 통한 인정현황

연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심의완료 1,939 324 968 1,995 4,341 3,064 12,631

난민인정 27 15 48 27 10 1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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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계

(1심,2심,3심)



39

행정소송 난민인정률



40

재신청

연도별 재신청자 현황

2016년 2017년 합계

301 991 1,292















감사합니다.

51



《한국사회와 난민인권》3강

을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넘어서 

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I. 이등 국민으로서의 을

  작년 겨울에 출간된 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에서 나는 ‘을의 민주주의’라
는 화두를 제기해보려고 했다.1) 이 글에서는 내가 왜 을의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쟁점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보겠다.

  우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갑과 을에 관한 담론이 나에게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였다. 갑과 을이라는 말은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평범한 말이었다. 그
것은 주로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쌍방을 가리키는 말 이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갑질’, ‘을의 
눈물’ 같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말해주듯, 이 용어들은 더는 중립적인 관계의 
쌍방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 우월함과 열등함, 모욕과 혐오, 억압과 배제 관
계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는 가맹점 점주와 역
으로 그 점주의 횡포에 신음하는 알바생들, 자본의 억압과 폭력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들의 차별과 갑질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 업체의 부당한 요구와 전횡의 희생자
인 하청업체 및 직원들, 교수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대학원생들, 무차별적인 혐오의 대상인 
여성들과 소수자들, 가혹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는 어린 학생들 같이 어느덧 ‘을’이
라는 말은 부당한 억압과 폭력, 차별과 따돌림, 모욕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가 적절히 표현한 바에 따르면 을은 
‘몫 없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2) 그리고 ‘10 : 90’, ‘1 : 99’ 같은 표현이 말해주듯, 몫 없는 
이들로서 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대다수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처럼 갑과 을
에 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개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히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따라 재편되었으며, 그 결과는 한편으로 양극화의 심화
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등 국민’으로서의 을들의 확산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장하성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29%를 차지했는데, 2012년에는 44.9%까지 치솟았으며, 이것은 상위 5%, 상위 1%의 고소
득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3) 이는 또한 고용불평등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2014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32%이고, 노동계 통계에 따르면 45%이다. 문제

1)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 그린비, 2017.
2) 자크 랑시에르, 불화: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도서출판 길, 2015 참조.
3)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2014;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북스, 2015 참조.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절반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
금 격차도 이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1980년대 대기업 대비 90%에 해당하던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1990년대에는 70%대로, 2014년에는 60%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2014년 기준 중
소기업은 전체 노동자의 81%를 고용하고 있고 대기업은 19%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
에 근무하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두 번째
로 높고, “월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 1874만 명의 3분의 1을 
넘는다.”4) 결국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 수치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다.

  노동운동가 김혜진의 비정규사회라는 책은 한국 사회에서 을들이 이등 국민의 처지에 
놓여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5) 현장 활동가답게 저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
의적 재편의 결과 어느덧 비정규 사회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준
다. “은행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아이를 한 명 더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다.”6) 왜 그럴까? 비정규직일 
때는 출산휴가를 쓰기도 어렵고 직장 보육 시설이나 탁아 시설을 사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기 어렵다가 정규직 일자리를 얻으면서 이런 여건들
이 갖추어지지 아이를 더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는 배제되었던 권리 
안에 다시 편입되는 순간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관계망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7)

  조금 더 넓혀 말하면,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직장을 갖고 가정
을 꾸려 아이를 낳고 키워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든 뒤, 적절한 시점에 은퇴하여 
여생을 누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적인 사회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삶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비정규 체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들이다”8)라고 역설한다. 
비정규 사회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
원들 대다수가 보통 정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 실로 
그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
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는 더욱 절박하게 체감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저자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가고 실로 보편적인 고용 형태
로 바뀌어가는 것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일자리 문제, 또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사회경제
적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국민 내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제도화’하는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만을 의미하지 
4)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310쪽.
5) 김혜진, 비정규사회, 후마니타스, 2015.
6) 김혜진, 같은 책, 170쪽.
7) 김혜진, 같은 곳.
8) 김혜진, 같은 책, 7쪽.



않는다. 그 고용 형태로 말미암아 삶이 불안정해지고 희망을 잃은 채 불안에 떨며 노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은 ‘권리를 빼앗긴 이등 국민’이 되
고 있다.”9)

2.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따라서 갑과 을에 관한 이러한 담론을 해방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우리나라 현대
사의 중요한 한 가지 증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과연 어떤 국가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사에서 매우 오래된 질문이며, 다양하고 심지어 서로 상
충하는 답변들을 산출해온 질문이다. 따라서 이 소론에서 이 질문에 대한 엄밀하고 체계적
인 탐구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만 지적해두겠다. 

  우선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공동선 또는 공동의 가치 및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라
고 말해볼 수 있다. 왕이나 황제를 주권자로 하는 국가이든 아니면 귀족들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이든 또는 넓은 의미의 민주정 국가이든 간에,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오직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는 없다. 또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국가는 오래 존
속할 수 없다.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늘 그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가치나 이익을 추구
해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유지되고 존속할 수 있다. 스피노자가 군주정이든 귀족정이든 아
니면 민주정이든 간에 “국가의 권리 또는 주권자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와 다르지 않으며, 
각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처럼 인도되는 대중들의 역량에 의해 
규정된다”10)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분할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계급
적 공동체라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국가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표방하지만, 그것은 
늘 지배하는 계급의 이익에 의해 매개되는(또는 데리다 식으로 말하면 ‘대체보충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져 있
다시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
동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11)이라고 간주했지만, 우리가 굳이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자본가 계급
(특히 재벌과 같은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
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명칭을 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종종 쓰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갑질’, ‘을의 눈물’ 같은 용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현
상 자체가 우리나라가 재벌 및 권력자들과 같은 갑의 이익을 옹호하는 계급적 국가의 하나
라는 점을 방증해준다.

9) 김혜진, 같은 책, 76~77쪽. 강조는 인용자.
10) Benedictus de Spinoza, Tractatus Politicus, 3장 2절, in Carl Gebhardt ed., Spinoza Opera, 

vol. III, Carl Winter, 1925, pp. 284~85.
11) 칼 마르크스ㆍ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최인호 외 옮김, 칼 마르크스ㆍ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권, 박종철 출판사, 1991, 402쪽.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대중이 우리나라의 계급적 성격을 사무치게 자각하게 된 계기
가 된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에서 대중들이 경험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가 “검은 구멍”12)이라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통 국가는 항상 이미 주어져 있
는 가장 단단한 현실이라고 여겨지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대중들이 목도한 국가는 충격적이
게도 “너무나 허망한 어떤 것”이고 “커다란 공백”13)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눈앞에서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하는 데 무능력했을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학생들을 구조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게 나라냐’하
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가난한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다, ‘가난한 나’를 위한 국가는 존재
하지 않는다”14)는 자각이 이루어졌다. 만약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아니라 외국어고나 과학고 또는 강남의 명문고 학생들이었어도 정부가 그렇게 대응했을까라
는 의문이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는 복종을 명령하는 환유적 표현
으로 간주되어 분노를 자아냈다. “국가는 ‘그들의 편’”15)이었던 것이다.

3. 상상의 공동체로서 국가

  하지만 국가의 또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국가는 한편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지배 계급의 이익을 관철하는 치안기계이기도 하지만, 국
가는 또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표현을 빌리면 ‘상상의 공동체’이기도 하다.16) 앤더슨 자신도 
지적하고 있거니와, 이때의 상상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가가 상상의 공동체
라는 말은 상상적인 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상상적
인 것은 그것을 걷어내고 깨뜨려야 비로소 우리가 국가의 실체 내지 진상(眞相)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주관적인 공상이나 착각 또는 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상적인 것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국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적인 것으로서의 국가의 특성은 ‘국민국가’라는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근대 국가는 
보통 국민국가라고 한다.17) 이는 국민이 자연적인 공동체(곧 혈통에서 유래하거나 에스니
시티를 기반으로 하는)가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efacts)”18)임을 뜻한다. 그리고 앤더슨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인공물로서의 국민은 인
쇄 매체들에 기반을 둔 근대에 고유한 시간, 곧 ‘공허하고 동질적인 시간’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의 국민을 이루고 있는 성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아무런 개인적ㆍ가족적
12)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 109쪽.
13) 진태원, 같은 책, 110쪽.
14) 진태원, 같은 곳.
15) 진태원, 같은 곳.
16)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2006(3rd Edition);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 윤형숙 옮김, 나남, 2002.

17) ‘국민’(nation)이라는 말을 ‘민족’(ethnicity)이라는 말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20세기 중반
까지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민이라는 뜻과 혈통 및 문화 공동체로서 민족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대 인문사회과학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양자를 잘 구별해서 사
용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
사비평》 96호, 2011 참조.

18)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p. 35;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56-57쪽.



ㆍ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가령 나는 서울 관악구 성현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
만, 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과 극소수를 제외하면 아무런 면식 관계가 없다. 
더욱이 같은 성현동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나 단독 주택 주민들과는 더더욱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니 같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구체적인 면식 관계나 친분 관계를 맺
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한국 전체
로 범위를 넓혀보면 더욱더 그렇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수많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더 나아가 때로는 ‘나와 피를 나눈 한민족’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나와 개인
적으로 매우 가깝거나 어쨌든 이런저런 친분을 지닌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또는 캐나다 
사람을 나는 ‘나와는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별한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본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혐오하는 일도 일어난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또는 재일 조선인을 비롯한 ‘한민족’을 대할 때도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상상적 동일성, 
상상적 일체감이 없다면, 국민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주의(nationalism)는 일부 지식인들이 생각하듯이, 서구 유럽 같은 ‘선진국들’
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이며 ‘후진국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에서나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으
로 치부할 수 없다. 국민주의는 국민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
한 상상적 지주(支柱)다. 마이클 빌리그(Michael Billig)라는 영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일상
적 국민주의19)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서구의 이른바 
‘선진국들’ 역시 정치 공동체로서 존립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일체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기나 국가(國歌), 축구 대표팀 같
은 것, 역사 교육이나 국가의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숭배 따위는 모든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적 국민주의의 대표적인 현상들이다. 그렇다면 국민주의를 제3세계 국가들에
서나 볼 수 있는 후진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서구중심적인’ 관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의 가운데서도 민족적 국민주의(ethnic nationalism)―우리가 보통 ‘민
족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의 줄임말이다―가 강한 나라다. 민족적 국민주의의 특징은 
인종적ㆍ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민족과 정치적 정체성으로서의 국민이 거의 일체를 이룬다
는 것이다. 가령 프랑스나 미국 같이 이민자들에 기반을 둔 이민자 국민국가는, 같은 미국 
국민 또는 프랑스 국민이라 하더라도 민족적 출신들은 지극히 다양하다. 이 나라들은 수십 
개 이상의 상이한 민족 출신들이 모여서 동일한 국민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다. 반
면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지만, ‘단군의 후손’으로서의 한민족이 한국 국민과 
거의 동일시되는 나라다. 따라서 광대뼈가 좀 나오고 머리가 검고 무슨 가문의 무슨 후손인 
사람들, 어느 지역 어느 출신이라는 것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국민으로 간주되
고 또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처럼 국민적 정체성이 민족적 정체성과 거의 동일시되는 나라일수록, 그러한 동일성이 
강조되는 나라일수록 소수자들 및 개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거나 존중되기 어렵다. 전
19) Michael Billig, Banal Nationalism, Sage, 1995.



근대 사회에서 전해진 강고한 가부장제적 질서가 더욱 권위를 부여받게 되고, 개인보다는 
가문, 공동체, 국가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성을 얻게 되며,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적 출신이 
다르고 젠더 정체성이 모호한 이들은 정상적인 국민으로, 또는 시민이자 인간으로 대접받기
가 더욱 어려워진다. 갑과 을의 위계 및 차별 구조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단순히 시민들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공동체로 간주할 수도 없고 
지배 계급의 이익이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계급 국가로만 사고할 수도 없으며, 그와 더불어 
국가에 본질적인 상상적인 것의 측면을 유념해야 한다. 작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촛불시위
의 뜨거운 함성이 전국을 뒤덮을 때, 그 한 편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와 국정농단을 자행
한 주범인 전(前)대통령과 그 일당의 무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탄핵
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 그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독재자와 그 딸을 자
신과 동일시하고, 최고 재벌의 이익에 자신이 이익이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 따라서 자
신과 비슷한 을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연대하기보다는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사
라진 것은 아니다. 김남주는 ｢낫｣이라는 유명한 시에서 “낫 놓고 ㄱ 자도 모른다고 / 주인이 
종을 깔보자 / 종이 주인의 모가지를 베어 버리더라 / 바로 그 낫으로”라고 노래했지만, 사
실 종의 낫이 다른 종의 목을 겨누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20) 이것은 주관적 착각이나 
기만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에 앞서 국가의 본질적인 상상적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
다. 따라서 ‘1 : 99’, ‘10 : 90’이라는 구호들이 가리키는 심각한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을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동일
한 계급의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공동의 이해관계의 정치적 추구로 이어지지도 않는 것이
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을의 민주주의가 문제적인 화두인 것이다.

4. 국민주권을 넘어서

  지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마침내 5월 광주는 지난 겨
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촛불은 
5ㆍ18 광주의 정신 위에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라는 점을 역설했다.

  5ㆍ18, ‘촛불혁명’, 국민 주권. 이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이것들 사이의 등
가성을 선언한 이 기념사는 여러 모로 감회가 깊은 것이었다. 특히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
권 동안 5ㆍ18 항쟁의 의의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폄훼되고 그것이 상징하듯 한국 사
회의 인권과 시민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념사는 남다른 울림을 준다. 
이 기념사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는 내가 보기에는 ‘국민 주권’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 국민 주권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헌법의 첫머리에 기입되어 있었다. 하
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한 헌법 
조문은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조문으로 남아 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만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 대통령이나 
20) 더 자세한 논의는 진태원, 〈김남주 이후〉, 을의 민주주의, 앞의 책 참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인식되었으며 또 스스로 
그렇게 처신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이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고 “국민이 대한민국
의 주인임을 선언”했다는 말은 국민이 단순히 피통치자에 머물지 않고 통치자를 통제하거나 
적어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정권 초기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국민 주권의 시
대’를 열어놓는 정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또는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이라는 
말은 일종의 ‘허구’이기 때문이다. 주권의 주체로서 ‘인민’ 내지 ‘국민’과 같은 것은 실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며, 그것의 실물 내지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그 실천적 효과 속에
서만 현존’한다. 더욱이 국민은 동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며, 계급들로 분할되고 성과 
젠더로 구별되고 지역ㆍ출신ㆍ학벌 등으로 나뉜다. 특히 우리가 정치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국민은 지배자와 복종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
진 자, 몫을 가진 이들과 몫 없는 이들, 갑과 을로 분할된다.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는 범주에는 갑의 위치에 있는 국민과 을의 위치에 있는 
국민, 1퍼센트의 국민과 99퍼센트의 국민의 차이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감춘다.’ 이러한 은폐가 우연적인 사태이거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을 표현하는’ 국민 주권 개념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문제적
이다. 더욱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다른 주권자 국민들과 맞서는 범주일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국민 아닌 이들을 시민 아닌 이들로, 따라서 한나 아렌트의 통찰에 따르면 (적어
도 잠재적으로는) ‘인간 아닌 이들’로 배제하는 개념이다.21) 국민이라는 말이 정상성의 기
준이 될 때 그것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배제와 차별, 무시의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물론 우리는 그 역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민 내지 인민이라는 단일한 개념 
안에 이처럼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또한 지배와 피지배, 인정과 차별, 포함과 배제의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공통의 이름’으로 호명된다는 사실은, 국민 내지 인민이라는 개념이 ‘보편성을 표현하고 있
음’을 말해주지 않는가? 이것을 허구적 보편성 또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만적인 보편성’이라
고 비판할 수 있지만,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성을 참칭하
는 특수성’(특정한 계급이나 젠더 또는 인종이나 민족 등이 이해관계를 함축하는)의 표현이
라고 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통의 이름으로 호명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치
적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인민이든 
국민이든,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든 또는 다중이나 기타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 주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어떤 공동체의 공통적인 
틀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구성/제도화되어야 한다.

21) 한나 아렌트의 ‘인권의 역설’에 관해서는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권, 이진우ㆍ박미애 옮
김, 한길사, 2005 중 특히 9장을 참조. 이에 관한 평주로는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 5장 참조.



  따라서 국민 내지 인민이라는 개념의 허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을의 민주주의는 국민 내지 인민이라는 범주를 완전히 폐기하거나 
무효화하려는 기획이라기보다는 ‘몫 없는 이들’로서의 을이라는 기초 위에서 국민이나 인민
을 개조하려는 기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크 랑시에르는 ‘몫 없는 이들의 몫’, 곧 몫 없
는 이들의 정치적 주체들로의 구성이라는 문제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따라서 정치의 모체가 되는 주체인 인민은 공동체 성원들의 총
합이나 인구 중 노동하는 계급도 아니다. 인민은 인구의 부분들에 대한 모든 셈에 관
하여 대체 보충적인 부분으로(la partie supplémentaire),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셈해
지지 않는 이들의 셈과 동일시할 수 있게 해준다.22)

국민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 곧 각각의 계급, 집단에 대한 셈을 ‘대체보충하는 부분’
으로서의 을들이 국민 전체와 동일시될 수 있을 때, 계급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시민들
의 공동의 이익,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정치공동체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
다. 이것은 매우 아포리아적인, 그리고 그만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획이지만, 해방 이
후 7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역사적인 전환점에 도달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할 기획이기도 하다.

5. 내적 배제와 국경의 민주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하지만 국민주권을 넘어서기 위한 을의 민주주의의 기획이 편안하게 국민적인 것의 경계
로 한정될 수는 없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국민적인 것을 몫 없는 이들의 기초 위에서 개조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더 나아가 국민적인 것을 넘어서기 위한 기획 역시 그에 못지않게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것의 경계, 국경이라는 것 자
체가 또 다른 갑과 을을 위계화하고, 더 나아가 을의 을을 산출하는 주요 메커니즘이기 때
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가 제시한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는 내적 배제(internal exclusion)라는 개념이다. 내적 배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내적 배제의 형식적 특징은, 배제된 이가 진정으로 통합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거될 
수도 없다는 점, 심지어 단도직입적으로 공동체 바깥으로 내몰릴 수도 없다는 점이다.”23) 
내적 배제는 우리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현대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근대 사회 이전의 종교적인 이단자들이나 천민, 노예, 사회적 소수자들도 내적 배제
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내적 배제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세속적이고 탈신분적인 사
회,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예나 천민 또는 종교적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나 배제가 규범적으
로 비판받고 법적으로도 금지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박해받거나 모욕받고 차별받거나 배제

22) Jacques Rancière, Aux bords du politique, Gallimard, 2004, p. 234;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길, 2013, 217쪽. 

23) Etienne Balibar, La Proposition de l'égaliberté, PUF, 2010, p. 212.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에서 말했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내적 배제의 대상은 특수한 집단이나 개인들만이 아니
라 “경쟁적인 사회적 질서의 위계에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곧 을(乙)의 지위에 놓
이도록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사람들, 2등 시민, 2등 국민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
들”24)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내적 배
제는 단순히 빈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위해 누려야 할 적정한 수준으
로부터 멀리 밀려나 있는 상태를 뜻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바깥에 놓이도록 강제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25)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배제는 국경이라는 제도와 분리될 수 없다. 발리바르는 국경(frontière, 
border)을 민주주의의 반민주주의적 조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국경은 ‘정상적인’ 법질서
에 대한 통제와 보증이 중지되는 대표적인 장소(국경이야말로 진정으로 근대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반민주주의적 조건을 이루고 있다), ‘폭력의 합법적 독점’이 예방적인 대항 폭력
의 형태를 띠는 장소다.”26) 잘 알려져 있다시피 칼 슈미트와 조르조 아감벤은 예외상태와 
주권이라는 개념을 현대 정치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부각시킨 바 있는데,27) 발리바르는 이
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들과 다소 다르게 예외상태의 대표적인 장소를 국경이라는 정치 제
도에서 찾는다. 

국경이 민주주의의 반민주주의적 조건이라는 것은 우선 국경이 정치 공동체, 특히 근대국가
의 헤게모니적인 형태인 국민국가가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국경의 설정을 통해 국민적 정체성이 물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경은 자신과 타자,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며, 따라서 국민적 경
계 바깥으로 외국인들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국민 성원들 중 일부를 이방인들(또는 외국인
들의 첩자 내지 내통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빨갱이’, ‘종북’, ‘친일파’ 등)로 표상하여 억압하
고 배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의미에서 국경은 탁월한 배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본격화된 국민국가의 위기는 국경의 약화를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상상적으로 강화하기도 한다. 초국적 자본의 힘에 의해 국민국가의 경제 및 사회질서
가 좌우되고 미국을 비롯한 초강대국의 군사적‧정치적 힘에 약소 국민국가들의 안보가 좌우
되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심각한 정체성 위협을 느끼며, 이런 공포 내지 외상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다. 이 때문에 극우 정당들이 조장하는 극단적 국민주의가 쉽게 
먹혀들게 되며, 특히 사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개인들 및 집단들에게 더욱 더 쉽게 수
용된다. 이들은 사회권 축소(곧 실업수당 삭감, 복지 예산 축소 등과 같은)의 직접적인 피해자이
며, 이런 피해의 원인이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전반
적인 포퓰리즘의 확산 속에서 이런 대중적인 민족주의 및 인종주의는 국가정책이 점점 더 
제도적 인종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것은 다시 국민과 외국인의 차별 
및 배제 경향을 강화하게 되며, 유럽적인 수준에서(또는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수준에서) 아파르
24)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 414쪽.
25) 진태원, 같은 책, 같은 곳.
26) 에티엔 발리바르, ｢주권 개념에 대한 서론｣, 우리, 유럽의 시민들?, 329쪽.
27) 칼 슈미트, 정치신학, 김항 옮김, 그린비, 2010;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

결, 2008.



트헤이트의 경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발리바르는 오늘날 국경은 더 이상 국가의 지리적 한계, 곧 국가와 국가가 지리
적으로 맞닿은 지점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민국가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
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에서 사적인 관계들 및 사회
적 관계들이 점점 더 관국민적(transnational)이고 관국경적인(transborder) 차원에서 전개
되는 반면, 대부분의 공적 제도는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데서 생겨나는 결과다. 
이에 따라 세계화된 거대 도시들의 근교에서 다양한 인종들 간의 종족적인 경계들이 재생산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아감벤 같은 사람이 특히 주목했던 것처럼 주요 국제공항에서 
볼 수 있는 구류 지대 및 검색 체계가 탁월한 예외 상태, 곧 개인의 자유를 비롯한 권리들
이 정지되는 장소가 되는 현상도 생겨난다.

이런 경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발리바르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장기적인 제도적 창조의 과제로, 인민과 주권, 시민권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경이 영토와 인구, 주권 사이의 관계가 물질적‧제도적으로 집약
되어 있는 상징적 장소이며, 따라서 세계화가 강화하고 있는 국경의 모순과 갈등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틀에 대한 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또한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과 비견될 만한 것이
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갈등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발리바르가 그 제도적 창안의 실마
리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소속의 시민권을 거주의 시민권 내지 “이산적 시민
권”(diasporic citizenship)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자가 혈통이나 언어, 문화, 국적 등과 같
은 공통적인 기원과 소속을 중심으로 시민권을 사고하고 제도화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출
신의 차별 없이 외국인들에게도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대응 방안은 “국경의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 발리바르는 특히 국경의 강화 
경향에 맞서기 위한 정치의 방향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국경의 무조건적인 철폐라
는 무정부주의적 주장(이것의 다른 표현은 이른바 “유목주의”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테제다. 국경의 무조건적인 철폐는 오히려 “경제적 세력들의 야만적인 경쟁에 좌우되는 ‘만
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28)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섣부른 해법 대신 발리바르는 “국경에 
대한 표상을 탈신성화하고 국가와 행정 기관이 개인들에 대하여 국경을 활용하는 방식을 쌍
무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경의 민주화를 가능한 현실적인 해
법으로 제시한다. 

  전자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는 이제 상당히 보편화된 용어이며, 동시에 그 자체
가 매우 차별적이고 내적 배제의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대
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곧 세계화의 과정 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회는 정의상 다-문
화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한 20여 년 사이에 더 이상 외국인들이 낯선 존
재자들이 아닌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차별과 배제의 
기표로 작용한다면,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8) 같은 책, 230쪽.



첫째, 다문화주의는 한편으로 문화에 대해 매우 정태적인 관념을 함축하고 있다. 곧 문화라
는 것은 어떤 집단의 고유한 생활양식이자 관습, 사고방식이자 행태이며, 따라서 정의상 변
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들(한국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관습, 사고방식, 행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중국 문화는 중국인들, 일본 문화는 일본인들, 미
국 문화는 미국인들, 프랑스 문화는 프랑스인들 등과 같이 문화 자체의 불변성을 가정하고 
있다. 

둘째, 따라서 이는 어떤 문화의 내적 다양성 내지 혼성성(hybridity)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 마치 한국 문화라는 것은 단군 이래 수 천 년 동안 불변적인 정체성 내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김치는 단군 이래 한국인들이 계속 섭취해온 음식인 것처럼, 
제사의 관습은 적어도 조선 시대 이래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되어온 것처럼, 한국어는 처
음부터 오늘날의 한국어로 존재해온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미국이나 프
랑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김치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며, 오늘날 통용되는 여러 제사의 관습도 일제시대 또는 해방 이후에 형성된 기형
적인 혼성물이다.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 역시 매우 혼성적일뿐더러 최근의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전제에 입각해보면, 다문화주의란, 불변적이고 단일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기본적인(정당하면서 보편적인) 문화의 바탕 위에, 오
늘날의 조건에 맞춰 이러한 문화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치안적 수단이 되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사실 국민주의의 한 변형이자 그 방편인 셈이
다. 이런 조건에서 다문화주의가 한국 문화에 이질적인 것들을 위계적으로 포섭하거나 차별
적으로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적인 것의 논리 및 그것이 수반하는 폭력을 넘어서고 싶다면, 문화 자
체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실천,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상호문화”(interculturalism)라
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중문화”(poly-culturalism)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은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기반을 둔 두 가지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다. 

  가령 한국어가 한국 사회의 유일한 보편적 언어로 기능한다면, 상호문화나 다중문화의 여
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
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들이 또 다른 공용어로 사
용될 수 있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적과 상관없이 더 많은 시민 대중들이 공론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TV에서는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제
작되고 방영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일 뿐더러 예능적인 성격에 한정되어 있다. ‘특
별한 외국인’이 아닌 이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재하는 유령과 같은 삶
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재현/대표할(represent) 수 있는 통로를 만드
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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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발리바르와 관-국민적 시민권의 정치 
       을의 민주주의1)와 ‘난민문제’

진태원(고려대)

I. 에티엔 발리바르는 누구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 1942~)는 국내의 젊은 독자들에게

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1980년대~90년대 대학을 다니고 사회과학에 관심

이 있었던 독자들에게는 꽤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전개된 한국사회성격논쟁에서 이

른바 민중민주혁명(PD)파의 이론적 주춧돌이었다. 그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된 이후 그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공론장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맹위를 떨치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극우 정치의 

온상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발리바르는 다시 유령처럼 국내에 되돌아왔다. 왜 대중들은 스

스로 예속당하는 것을 욕망하는지, 왜 가난한 이들은 스스로 연대하는 대신 부자들을 위해 

서로 증오하는지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이가 바로 발리바르이기 때문이다. 

  발리바르의 사상적 이력은 외관상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마르

크스주의를 개조하려 했던 그의 스승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 1918~1990)의 이

론적 문제설정에 기반을 두고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원칙 및 주요 개념들을 쇄신하려는 

작업을 수행하던 시기다(1960년대~1970년대 말). 두 번째 시기는 알튀세르가 착란 속에서 

부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정신병원에 유폐된 이후 역사적 마르크스주의를 해체하면서 ｢인간

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선언｣(1789)에 대한 재독해에 의거하여 급진 정치철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시기다(198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는 현대 유럽 이론가들 중

에서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끊임없이 참조하는 드문 이론가이고, 인종과 민족 또는 국민 문

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의 유일한 사상가이며, 알튀세르 사상의 현재성을 고수해온 유일

한 인물이다.

II. 이데올로기론을 개조하기

  1980년대는 발리바르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 시기였다. 

우선 발리바르는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이데올로기 개념의 동요에서 찾는다(대중

들의 공포, 서관모ㆍ최원 옮김, 도서출판b, 2007 참조). 곧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모순을 다른 사회적 모순들이 근거해야 하는 중심적이고, 심지어 유일한 모순으로 간주했

1)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 그린비, 201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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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더욱이 이를 진화주의나 종말론적인 역사철학에 따라 사고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로의 이행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고되거나 아니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결정적인 투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맹목은 

곧바로 파시즘과 나치즘의 집권이라는 대가를 낳았으며, 결국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의 붕괴

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발리바르의 진단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스승인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개념과 호명개념에 입각하

여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을 개조하는 데 핵심적인 진전을 이룩했지만, 두 가지 측면

에서 여전히 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에는 역사가 없다고 주장

함으로써 이데올로기가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위기와 전환을 겪는 과정을 충실하게 분석할 

수 없었다. 둘째, 그의 이론은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의 관점에서 파

악하고 있다. 따라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은 경제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을 보여주었지만, 이데올로기가 다른 물질적 모순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유

하지 못했다.

  따라서 알튀세르 이데올로기론의 쇄신은 발리바르가 1980년대에 시도했던 마르크스주의 

탈구축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이매뉴얼 월러스틴과 공동으로 저술한  

인종, 국민, 계급(1988)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맹목점으로 남아 있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형태(nation form) 개념을 제안한다. 국민형태라는 개념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 같은 국민 공동체를 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공동체로 간주하는 가상에서 벗

어나, 국민의 역사적 형성과 재생산, 전환 과정을 계급투쟁과 결부시켜 사고하기 위해 고

안된 개념이다.

  국민형태 개념은 한편으로 국적(nationality)=시민권(citizenship) 개념과, 다른 한편으로 

허구적 민족체(fictive ethnicity)라는 또 다른 개념과 연결된다. 국적=시민권은 시민으로

서의 자격을 국적을 가진 성원에게만 부여해온 근대 국민국가의 경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선언｣(이하 ｢선언｣으로 약칭)에서 표현된 보편적 민주주

의 원칙을 제한해온 근대 민주주의 정치체의 한계를 드러내준다(정치체에 대한 권리, 진

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1 참조). 또한 허구적 민족체는 국민국가의 배타성을 정당화하

기 위해 역사적 국민 공동체가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초역사적 민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가상(‘단군의 자손’과 같은)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개념

들을 통해 발리바르는 근대 국민국가의 모순과 함께 그 변혁의 방향을 사고하기 위한 이

론적 틀을 마련한다.

III. ‘평등자유’ 명제: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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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은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 발표된 문서로, 근대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텍스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 헌법은 선언을 헌법 전문(前文)으로 사

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선언을 이중적인 시각에서 바라보

았다. 한편으로 중세의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마르크

스에 따르면, 선언은 정치적 해방을 선언하고 있지만, 선언이 말하는 정치적으로 해방

된 인간 내지 시민 대부분은 아무런 소유도 없이 자본의 굴레에 예속된 프롤레타리아들이

다. 따라서 선언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할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의 현실은 

은폐되고 만다.

  하지만 발리바르가 보기에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선언의 의의를 너무 과소평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방의 정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 발리바르는 
선언의 핵심은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긍정한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뜻하는 것은, “피압제자들의 해방은 오직 그들 자신에 의해 

쟁취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약간 부연해보자. 근대 이전까지 정치 공동체는 한편으로 신의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인 질서(인간 본성이나 혈통과 같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선언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선

언하면서, 정치 공동체는 더 이상 신성하거나 자연적인 질서에 기초를 둘 수 없게 되었다. 

곧 정치 공동체는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세운 정치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 안에 억압과 지배가 존재한

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피억압자들과 피지배자들 자신의 단결된 힘에서 찾아

야 한다.

 이는 곧 시민들의 평등 없이 시민들의 자유 없고, 또 역으로 시민들의 자유 없이 평등 

없으며, 시민들 자신의 연대와 단결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발리바르는 이를 

“평등자유명제”라고 부르며, 선언의 핵심에는 바로 이 명제가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이 

명제는 1789년 당시에만 유효했던 명제가 아니라, 그 이후 역사적으로 존재한 거의 모든 

해방 운동의 근거로 작용했던 명제다. 가령 19세기 후반의 여성운동, 20세기 초반의 식민

지 해방운동, 20세기 후반의 흑인인권운동이 모두 이 명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선언과 그 핵심으로서 평등자유명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보 정치의 주춧돌

을 이룬다는 것이 발리바르의 주장이다.

  발리바르의 관국민적 시민성(transnational citizenship) 개념은 ｢선언｣에 대한 재해석

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국민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넘어서는’ 또는 ‘국

민을-가로지르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관국민적 시민성은, 국민적인 논리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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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어 온 시민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가로지르는 시민성을 모색한다

는 뜻을 지닌다. 그리고 발리바르가 볼 때 국민적인 것의 역사적 핵심은 국적

(nationality)=시민권(citizenship)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금

까지 근대 정치의 기본적인 틀은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 실천을 특정한 국민국가의 법

적 성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에 따라 규정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

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의 합법적인 성원인 만큼 국민이 시민

권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실로 미국의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은 오늘날 

아예 국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언｣에 대한 발리바르의 재독해는 근

대 정치의 기원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었으며, 근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오히려 시민성의 보편적 개방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IV. 국민이란 무엇인가? 

  국민(nation)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매우 다의적인 말이기도 하다. 

우선 국민이라는 말은 주권의 주체로 제시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지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였다. 이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문

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마침내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촛불은 5ㆍ18 광주의 정신 위에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라는 점을 역설했다. 따라서 5ㆍ18 광주 정신과 ‘촛불혁명’은 “국

민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된다. 그에 따르면 국민 주권의 시대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시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볼 때 국민이라는 말이 이처럼 ‘주권의 주체’로 기억된 적

은 거의 없었다.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국민 주권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점

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뒤따랐다는 점이

다. 제헌 헌법 이래로 우리나라 헌법 1조에는 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국민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

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정의되

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민은 정치적 주체라기보다는 통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 어떤 정치 공동체에 대한 법적 소속을 가리키는 용어이지 정치적 주체

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주권의 주체, 곧 가장 탁월한 

정치적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어사전에서 국민은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

로 규정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국어사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국어사전은 한국어 단

어들의 실제 용례를 수집해서 기록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사전은 국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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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헌법전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헌법상으로는 국민이 정치적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국

민을 정치적 주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난 60여 년의 정치적 경험의 표현이든, 

아니면 현재의 사회적 현실의 표현이든 간에, 국민을 실제로 정치적 주체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자들인 경우 더욱 더 드물다. ‘국민이라는 노예’, ‘국민이라는 괴

물’,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같은 저서들의 제목이 가리키듯,2) 인문사회과학자들, 특히 비

판적 인문사회과학자들일수록, 국민을 정치적 예속과 피지배의 표현으로 간주하지 정치적 

주체의 표현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국민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ㆍ정치적 소속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도 하다. 이것은 특히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관련해볼 때 의미 있는 쟁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 중 하나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고 4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식적 생각은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중문화(드라마, 

영화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우리나라는 실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국민(nation)과 민족(ethnie, 

ethnic group) 사이의 편차가 적은 나라다(이것이 ‘단일 민족’이 의미하는 바다). 가령 미

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나라는 우리말의 민족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집단(간단히 말하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조상에 대한 기억을 지닌 집단)이 수백 개

가 넘는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국민과 민족이라는 말 사이에는 큰 편차가 존재한

다. 그리고 국민과 민족 사이의 편차를 될 수 있는 한 좁히려고 하는 세력은 대개 극우파 

세력들이다. 가령 프랑스의 유명한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가장 유명한 

구호 중 하나는 “프랑스인들의 프랑스”라는 것이었다. 프랑스에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다가 이민을 온 수많은 다른 민족 출신들이 프랑스의 국적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프랑스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협

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로 1998년 프랑스가 자국에서 개최한 월드컵 추

구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당시 프랑스 축구팀(지네딘 지단은 알제리 소수민족 출신이었으

며, 또한 많은 흑인 선수들이 포함돼 있었다.)을 가리켜 “이게 무슨 프랑스 대표팀이냐?”

는 비난을 제기했던 인물도 당시 국민전선의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이었다.

  국민전선을 비롯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1980년대 이래 유럽의 경기가 침체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대개 제3세계와의 경쟁에서 밀려 실업자들이 양산되면서 생겨난 노동

자 집단의 불만과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둘러싼 하층 집단과 이민자 집단의 갈등을 파고

들면서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세력을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층 더 국민주의와 민

2)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 윤대석 옮김, 소명출판사, 2002;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삼인, 2004; 김철,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이 저작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진태원, ｢국민이라는 노예? 전체주의적 국민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편, 민족문화연구 51호, 2009 참조.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4강

족주의를 부각시켰고,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외국인/이민자/다른 종교 문화 집단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혐오감을 부추겨왔다. 극우파 세력의 약진에 놀란 기존 정치 세력들이 대중

들의 반이주자, 반외국인, 반이슬람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 ‘제도적 인종주의’를 조장해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는 극우파 세력을 특징짓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국민주의와 민족주의는 극우파 세력의 특징이라기보다

는 정치 세력의 보편적 공유물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알다시피 여러 민족(ethnie, 

ethnic group)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다. 한(漢)족은 중국 국민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

며, 한족은 여러 민족, 가령 조선족, 만주적, 위구르족, 티베트족, 묘족 등과 같은 여러 민

족들 가운데 한 민족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의 민족들이 모여서 형성한 하나의 정

치공동체가 바로 중국이라는 국민국가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적 정체

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점 더 한족 중심의 국민적 질서, 곧 민족주의적인 국민국가 질서(이

를 영어로는 ethnic nationalism이라고 부른다)를 추구해왔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국민주의와 민족주의,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민족적인 국민주의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ㆍ제도적 힘을 발휘해왔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

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수록 이는 더욱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국

민 주권의 시대’가 열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더 이상 국민이 수동적인 통치의 대상

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치의 주체가 되었으며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긍

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국민의 배타성과 획일성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국민이 단순한 동질적 집단이 아니며, 더 나아가 정치의 배

타적이고 독점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제도적ㆍ상징적 차원에서 기입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V. 국민을 넘어서기: 을의 민주주의와 난민 문제 

  발리바르의 관국민적 시민성 개념은 앞에서 말했듯이 국민적인 것의 논리와 제도, 이데

올로기를 넘어서는 시민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것이 지

난 몇 세기 동안 근대 정치 공동체 및 국제 관계의 기본 질서를 형성해왔다는 점을 감안

하면, 관국민적 시민성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탈-근대적인 정치, 곧 근대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관국민적 시민성 개

념은 또한 난민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난민은 국적 없는 이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는 데리다 식으로 말하면 국경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난민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왔던 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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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상주국’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새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서도 여전히 보통의 정상적인 시민들, 곧 우리가 흔히 국민이라고 부르는 시민들과 구별되

는 지위 및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둘째, 따라서 국적 없는 사람 또는 국경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난민은, 아렌트가 지적

한 바 있듯이 국가에 소속되지 못함으로써 동시에 인간의 경계 바깥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인 사람이다. 발리바르는 아렌트의 통찰을 ‘아렌트의 정리’(Arendt’s theorem)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시민의 권리가 제거되거나 역사적으로 파괴되면 인권 역시 파

괴된다.”(É. Balibar, “(De)constructing the Human as Human Institution: A 

Reflection on the Coherence of Hannah Arendt's Practical Philosophy”, Social 

Research vol. 74 no. 3, Fall 2007, p. 732) 아렌트의 정리가 지니는 보편적 함의는 무

엇보다도, 그러한 정리가 인간의 권리에 함축된 권리라는 것이 개인 주체가 본성적으로 지

니고 있는 고유한 성질, 말 그대로 양도/소외 불가능한 자연적 성질이 아니라, 공동의 세

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서로에게 부여해주고 또한 서로에 대해 보증해주는 자격이라는 점

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 있다. 개인들이 지닌 인권은 이것 이외에는 다른 보증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가 파괴되면 인권 역시 파괴되는 이유는, 인권이 시민의 권

리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위의 상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동체의 

제도/설립 바깥에는, 인간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이다.”(É. Balibar, La 

proposition de l'égaliberté, PUF, 2010, p. 210)

  셋째, 국적이 없는 사람, 국경 위에 있는 사람, 따라서 인간됨, 인간다움의 물질적ㆍ제도

적 조건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간성 바깥으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는 난민은, 

역으로 관국민적 시민성, 따라서 국민국가를 넘어선 민주주의를 위한 시금석의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난민의 존재 자체가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의 산물이라면, 역으로 아무 국

가에도 속하지 않은 인간들이 인간답게,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국민국가가 오랫동안 

상징해왔던 정체성의 폭력, 국경의 폭력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국민 대 난민을 직접적으로, 또는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무매개적으로 대립

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는 의도

와는 달리 여전히 국민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국민은 결

코 동질적인 단일 집단이 아니며, 정치의 자연적인 주체인 것도 아니다. 둘째, 바로 그런 

만큼 이는 난민을 정상적인 것과 다른 매우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집단으로 한정하는 결과

를 낳는다. 국민이 정상적인 정치의 주체로 확인될수록 난민은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이

방인들, 더 나아가 동정과 연민의 대상(피해자, 희생자)으로만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난민을 서로 무매개적으로 대립시키기보다는, 양자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

큼 외재적으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아니며, 양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매개점들이 존재한다

는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을의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통해 찾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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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나는 최근 몇 편의 글에서 ‘을의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진태원, 

｢몫 없는 이들의 몫: 을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황해문화 2015년 겨울호; ｢행복의 정치

학, 불행의 현상학｣, 황해문화 2016년 겨울호; ｢을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철학적 

단상들｣, 황해문화 2017년 가을호) 관국민적 시민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을은 

내적 배제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내적 배제라고 부르는 것은 유럽 학자들, 특히 프랑스 철학자들 및 사회학자들이 

과거에 빈곤(poverty)이라고 불리던 것의 개념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와 아울러,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정체

성에 따른 차별과 배제까지도 포함하는 상징적 배제라는 용어를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이다.3) 내적 배제에 대하여 가장 간명한 정의를 제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발리바르다. 그는 내적 배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적 배제의 형식적 특징은, 배제

된 이가 진정으로 통합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거될 수도 없다는 점, 심지어 단도직입

적으로 공동체 바깥으로 내몰릴 수도 없다는 점이다.”(É. Balibar, La proposition de 

l'égaliberté, p. 221) 이러한 의미에서 내적인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우 이

단자들이나 종교적 소수자들이었을 터이고, 또한 여성이나 19세기의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20세기 초의 흑인 및 20세기 후반~21세기 초의 이주자들이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내적 배제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적인 사회적 질서의 위계에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곧 을의 지위에 놓이도록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사람들, 2등 시민, 2등 국민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역시 이

러한 내적인 배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적 배제는 단순히 빈곤함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위해 누려야 할 적정한 수준으로부터 멀리 밀려나 있는 상

태”4)를 뜻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바깥에 놓이도록 강제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

리고 한국에서 행복의 바깥, 행복의 타자로서 내적 배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재생산되고 확대되어 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이끄는 주요 활동가 중 

한 사람인 김혜진은 비정규사회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고용 형태로 말미암아 삶이 불안정해지고 

희망을 잃은 채 불안에 떨며 노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노동

자들은 권리를 빼앗긴 이등 국민이 되고 있다.”(김혜진, 비정규사회, 후마니타스, 2015, 

76~77쪽)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산출하는 주요 현상 중 하나는 소수자들/약소자들의 다수

3) 내적 배제의 문제에 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및 La proposition de l'égaliberté, PUF, 2010; 자크 랑시에르, 불화: 
정치와 철학, 앞의 책; Robert Castel, La montée des incertitudes: Travail, 
protections, statut de l'individu, Seuil, 2009를 각각 참조.

4) 신명호, 빈곤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3,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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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현상이라는 점이다. 곧 신자유주의적 사회화는 노동자 계급 조직을 비롯한 사회적 연대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고 더 나아가 개인들이 속해 있는 소속 관계를 불안정화함으로

써(비정규직화, 조기 정년, 프리랜서, 자영업 등이 그 한 사례일 것이다) 대다수 개인들을 

단자화(單子化)하고 불안정한 존재자들로 만든다. ‘을’은 수적으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못한 단자적이고 불안

정한 소수자들/약소자들이다.5)

  그렇다면 국민이라는 단일한 명칭으로 묶인 존재자들은 사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흔히 ‘1 : 99’, ‘10 : 90’, ‘20 : 80’ 같은 숫자들로 표현되는 갈등적인 집단이며, 갑, 을, 

병, 정 등과 같은 다층적인 위계적 권력관계 속에 놓인 이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을의 

민주주의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넘어서 아래쪽에 놓인 약소자/소수자/(정치적) 

미성년자들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또는 우리가 을(좁은 

의미의 을만이 아니라 병, 정, 무 등과 같은 더 아래쪽에 있는 이들, ‘몫 없는 이들’ 일반

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이라고 부르는 약소자들/소수자들/(정치적) 미성년자들의 관점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나는 난민 문제 역시 이러한 

을의 민주주의라는 틀에 입각해서 사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지그문트 바우만,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앞의 책; Robert Castel, La montée des 
incertitudes: Travail, protections, statut de l'individu, Seuil, 2009; 에티엔 발리바르, ｢
보편들｣, 대중들의 공포, 서관모ㆍ최원 옮김, 도서출판 b, 2007을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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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와 감수성의 윤리

                                                   양 효실

1. 로맹 가브라스(Romain Gavras, 1981~ ) 의 폭력적 영상의 모호성

그리스 아테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성장. 1994년 콜렉티브 Kourtrajmé를 형제‘처럼’ 함

께 성장한 Kim Chapiron(프랑스의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과 결성. 70년대에 로

맹 가브라스의 아버지가 정치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면 킴의 아버지 키키 피카소는 행동주자

였고 펑크에 더 관심을 가졌다.    

2008년에 만든 프랑스 일렉트로 밴드 Justice의 Stress 뮤비 - 흑인과 중동의 깡패소년들

이 2005년 폭동에 대한 동의로 파리 거리를 습격하는 영상 - 는 프랑스 TV에서 상영 금

지되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청중들을 충격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가끔은 리액션을 

자극하려고 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형당한 사담 후세인을 유투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다. 그리고 내 비디오는 금지당한다.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틀렸거나 

충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롭 마샬의 Nine이 내게는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관점의 문제일 것이다. 내게 M.I.A의 비디오 Born Free는 진짜 재미있는 것이다. 그것으

로 충격을 받은 사람은 뉴스를 보고 실제로 미군이 진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 지를 봐

야한다. 미군이 머리색이 붉은 귀여운 아이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아랍인들을 죽일 때 청중

은 덜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Justice의 비디오는 프랑스의 방리유에서 습관적으로 일

어나는 폭동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아이들은 미치고 아수라장을 만들 이유를 갖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1970

년대에는 ‘우린 공산주의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제국주의자

와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둘 중 어디와 연결되어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아버지 코스타 가브라스의 작업의 주요 주제는 좌파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노

동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물려받은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부담은 짊어

지고 간다.

아버지 세대는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대이고 킴의 아버지는 

좀 더 허무주의적인 운동에 속해 있었다.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일루전을 우리는 모두 잃

었다. 우리 시대는 순수하게 허무주의적이다. 80년대에는 어쩌면 압도하는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믿었던 것 같기는 하다. 나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얼마

나 처절하게 모든 것이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다. 영화로 세상을 바꿀, 혹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한다. 90년대에, 우리가 14, 15세였을 무렵 예술적 충동과 창조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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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는 랩에 있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곧 그것은 산업, 돈, 도덕에 먹혀버렸다. 이제 랩

은 절망적이리만치 도덕적 - 한쪽에는 선이, 다른 한쪽에는 악이 - 이다. ...다프트 펑크가 

등장했을 때 같은 에너지를 느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유일한 진짜 저항자들은 차에 불을 

지르는 아이들이다. 물론 그들은 이웃집 차에도 불을 지른다. 그들은 정치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들이 어떻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분

노를 정치화할 수는 없다. (콜렉티브 멤버 중 한 사람으로 2005년 폭동이 일어난 그 건물

에 살았던 Ladj Ly는 그 소요를 카메라에 직접 담음)  좌파인가, 우파인가를 묻는 질문은 

현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버지 세대에게는 그랬겠지만.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에, 그것을 찍는다.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한

다면 아마 나는 래디칼 좌파일 것이다. 좌파의 설교가 아니라 내게 속하는 것에 가치를 둔

다. 나는 예술가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끔찍하다. 나는 ‘스트레스’와 ‘본 

프리’와 연관해서 인터뷰도 안 했고 설명도 안 했다. 말할 게 없다. 당신은 거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가면 된다. 나는 내 비디오에서 설명할 게 없다. 나는 옳고 틀린 것

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도덕화하고 싶지 않다. 모호성, 미결정, 명료함의 결여는 이 시

대의 징후이다.1) https://vimeo.com/9518258 영상  

2. 마를렌 뒤마(Marlene Dumas, 1953~ )의 수채화의 모호성

상투적인 뒤마를 설명하는 문장들 -  “ 두 문화, 남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붙들린, 두 개

의 언어 사이에 붙들린, 난민, 망명 중의 여성, 자신을 표현할 유일한 방식이 회화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케이프타운 근처 농촌에서 아프리카 언어로 대화를 하며 성장. 어

머니는 주부였고 아버지는 과음으로 인한 간질환으로 그녀가 12살일 때 사망한 와인제조

업자.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아파르트헤이드 체제에 의해 관리, 감시를 당함. 76년까지는 

TV가 없던 마을. 케이프타운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76년 네델란드로 이주. 적응에 어

려움. 막연한 저항감에 네델란드의 흑인과 이슬람인들에게 경멸조로 사용되던 '이주자'를 

가리키는 단어를 적은 티셔츠를 손수제작해서 입고 다님. 유럽의 식민주의 압제의 마지막 

요새에 거주하는 중에 뒤마는 자신의 남아프리카 정체성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동시에 그 

정체성을 이용하는 것을 배웠다(그녀의 파트너인 예술가 Jan Andriess는 모든 다른 네델

란드의 식민지였던 곳과 마찬가지로 1957년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추방당한 가족의 일

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했다. 둘 사이에는 89년에 태어난 딸 Helena가 있다) 

87년 제작한 <선생Teacher>은 2006년 크리스티에서 3백34만 달러에 팔림- 살아있는 여

성 작가 중 가장 높은 가격(2007년에는 6백34만 달러, 생존 작가 최고액은 뤼시앙 프로이

드 Lucien Freud로 3천3백만 달러). 

소재와 기법 : 시체, 고문희생자, 테러리스트 사진, 포르노 이미지들, 과물처럼 오싹한 느

1) http://purple.fr/magazine/fw-2010-issue-14/romain-gavra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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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의 아이들, 후드를 쓴 죄수들, 시체보관소의 신체들, 무한히 이어지는 익명의 불만에 찬 

얼굴 사진에 기초한 추한 그림들. 상업적 재현의 탈인간화하는 경향에 대한 관심.

매스 미디어는 전쟁, 역별, 재난으로 사망한, 사건, 범죄,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사라진  

수 백 명의 사람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에 익숙하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를 불러온다. 매스 미디어는 살해된 자와 학살당한 자의 위엄을 약탈한다. 은총, 위엄, 슬

픔을 회복시킨 이가 있을까? 익명의 죽음들을 찍은 언론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익사한 채

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 해안으로 떠밀려온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보여준다. 뒤마의 

작업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회에 반대하고, 생각 없는 사랑과 증오의 도식을 가

르치는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시스템에 저항한다.

악명높은 구상화가인 뒤마는 왜곡, 단순화, 테두리를 거칠게 마무리한 매우 개인적인 회화

와 드로잉의 아말감이 특징인 매우 정교한 회화적 스타일을 갖고 있다. 정치, 인종차별주

의, 종교, 섹슈얼리티는 반복적 주제. 각각의 이미지들은 추상표현주의와 색면화에 속하는 

관능적이고 화려한 칼라와 표면작용이 텅 빈 추상적인 공간에 놓여 있다. 놀라운 압축과 

흐릿한 블러blur - 저 여자는 자고 있나 죽었나, 저 벌거벗은 아이는 붉은 페인트를 갖고 

놀고 있는 것인가 손에 피를 묻힌 것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fFZt6Zmee7A

문장들: "나는 늘 당신이 범죄자를 어떻게 이미지의 견지에서 알아보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테오 반 고흐2)를 죽인 살인자의 칼라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몇몇 예수를 그린 상

투적 그림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을 느꼈다." / "나는 여자라서 그린다" /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죄책감guilt of never knowing if one has done 

the 'right' thing...나는 그것을 내 눈에서 본다." / "회화가 여성적이고 광기가 여성적 

병이라면 모든 여성 화가는 미친 것이고 모든 남성 화가는 여성이다" / "나는 상징을 그리

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의 그림이 상징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가 상징에 빠지는 것은 비겁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데도 죽지 않았을까 

두려워서 그린다고 말했었다."/ “나의 작업은 연상적/암시적이다. 나의 작업은 모든 종류의 

서사를 암시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 느낌이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

낌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 작업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

다. 나는 사람들에게 친밀함의 ‘가짜’ 느낌을 준다. 나는 작품과 대화를 하도록 그들을 초

대한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묻는다 - “아이의 나이가 어때요? 그러면 나

는 말해요. 이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화입니다.” /“당신이 아파르트헤이드에 대해 

표현하고 싶고, 또 특권 계급에 속한다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슬픔과 당신 자신의 부끄

러움이나 죄의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 “모든 선택은 윤리로 귀결돼요. 생생한 

2) 고흐의 동생 테오가 증조부인 영화감독으로 2004년 이슬람의 여성학대를 찍은 10분짜리 영화 <종속

submission>이 원인이 되어 이슬람교도에게 암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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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과 결합된, 너무 많은 대안들이 당신을 실존적 불안으로 이끌 것이고 그곳에서 당신

은 끊임없이 혼란과 어둠 속에 있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렇듯이, 그는 자신에

게 말을 하는 분이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왜 이

렇게 모든 그림들이 모호해야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물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소

유하려는 예술가들이 존재합니다. 초상화를 만드는 이들은 종종 정신을 포착하고 싶다, 존

재를 소유하고 본질을 포착하고 싶다고들 해요 ― 이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저는 두려워요. 너무 권위적이거든요. 예술은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작업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응급정신질환자 마리 테레즈(다큐 <프랑스 다이어리>3) 중) 

레이몽 드파르동(1942~ , 스스로를 속세를 떠난 농부의 영혼을 가진 미개인이라 부르는)

이 1966년 동료 작가들과 함께 만든 협업팀(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카메라맨, 에디터, 기자

들로 구성됨) “감마 에이젼시”4)의 태도 – 모든 이미지는 작가의 관점이다. 그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다. 

“전 불쌍한 인간이에요 일도 안하고요 아시겠어요 전 일 안하는 불쌍한 인간이라고요 돈

도 없는데 사람들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안 줘요 왜죠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도

와주지 않아요 오늘 밤 또 울었어요 오늘 밤에도 또 울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돈을 안 주

려해요 또 울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아무도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엄마 죽고 아빠도 죽고 모두 죽었어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절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를 쫒아냈어요 그들은 저를 안 보려고 해요 제 가족들은 절 안 보려고 해요 엄

만 죽었고 아빠도 돌아가셨고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혼자예요 파리에서 완전히 혼자예요 

3년 동안 혼자 지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좋은 전쟁(good war)이 일어나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당신들은 쐐기풀을 먹을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래요 먹을 게 아무 것도 없으면 당

신들은 쐐기풀을 먹을 거라고 좋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파리는 그렇게 돼야 해요 파리엔 

좋은 전쟁이 일어나야 해요 사람들이 쐐기풀을 먹게요 그게 다예요 

3) 사진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레이몽 드파르동의 50여년의 작가 생활을 재구성하는 그의 아내이자 감독인 클로

딘 누가레와 함께 만든 2012년 다큐멘터리. 지금 레이몽은 프랑스의 소박한 시골 풍경을 찍으며 전국을 누비

고 아내는 집 지하실에 쌓인 레이몽의 50여년 사진 필름을 정리하는 중이다. 2013년의 <프랑스 다이어리>에

서 주인공이었던 레이몽은 2016년 <프랑스>에서는 한 마을에 캠핑카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대

화’를 기록했다. 84분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감독에 의하면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도록 기다리는” 

다큐.

4) 감마 에이전시는 그 자체로 전설이 되었다. 감마의 사진작가들과 기자들은 60년대 후반 내내 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를 취재 보도했다. 68년 5월 혁명, 이스라엘과 6일 전쟁, 베트남, 미국의 민권 운동, 칠

레 등등. 사진기자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이름을 올렸고, 이때는 그들의 황금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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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이 맞죠? 사람들이 저에게 먹을 걸 하나도 안 주니까요 저에게 먹을 걸 하나도 안 

줄거예요 빵 껍질조차 안 줘요 아무 것도 전 죽을 거예요 길에서 개처럼 죽을 거예요 길

에서 개처럼요 길에서 죽어있는 개 있잖아요 그 개들은 다 길에서 죽어요 저도 그렇게 죽

을 거예요 개처럼 길에서요.“ 

 

 “I am a voyeur…I like to watch, I am afraid to watch…The photographer is 

ready to do anything to obtain his photograph. Or does he suffer as much as 

his subjects, from whom he seeks to find a self-portrait? He feels his own 

pain, as well as that of others.”/ “나는 엿보는 자다. 나는 바라보고 싶지만, 바라보는 

것이 두렵다. 사진작가는 자기 사진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는 피사체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피사체로부터 자신의 자화상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 또한 느낀다.” 레이몽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진 에세이 <접촉, 1990>에서 보이스 오버로 한 말.(각주2)의 마지

막 부분)

첨언 : “그러나 살아있는 누군가가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결코 삶으로 간주되지 

않았었기에, 혹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결코 상실될 수 있거나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흐릿하고 희미한 실존의 영역, 그럼에도 

어떤 인구는 살아내는 그런 비존재nonbeing의 양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이 애도될 수 없거나 없어도 되는 것이라는 이런 절절한 느낌으로부터 어떻게 도덕적 

질문을 정식화해낼 것이며, 이로부터 어떻게 공적 애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는가? 즉 내

게 들려줄 삶이 없다면, 혹은 내가 영위하려는 삶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실

상 이미 폐기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좋은 삶을 영위하려고 하겠는가? 내가 영위하는 삶이 

살만한 것unlivable이 아닐 때, 타는 듯 혹독한  역설이 따라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질

문, 나는 어떻게 좋은 삶을 영위하는가에는 영위될 삶들이 존재한다는, 즉 삶으로 인정된 

삶이 존재하고 내 삶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질문에는 또 

그 질문을 성찰적으로 제기할 권력을 갖고 있는 나I가 있다는 것, 나는 나 자신에게도 나

타난다―이것은 나는 내게 소용이 있을 나타남의 장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 질문이 타당할 수 있으려면, 그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출현할 모든 대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질문이 내가 밟아나갈 수 있는 길을 깨끗

하게 할 수 있으려면, 세계는 나의 성찰과 행동이 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험이 있을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내가 가장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숙고하려고 한다면, 

설사 내 삶이 좀 더 일반적으로는 긍정되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 내 삶에 대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긍정이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는 게 항상 쉽지 않은 조건에서라도, 나는 내가 추구

하려는 삶이 삶으로서 긍정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결국 내 것인 이 삶은 삶의 가치

를 차별적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 세계, 나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 보다 더 많

이 혹은 더 적게 평가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내게로 반사되어 돌아온다. 즉 나의 것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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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내가 불평등과 권력의 문제, 더 넓게는 가치의 할당의 정의나 부정의를 되돌아보게 

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세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쁜 삶”이라 부르게 될 것이 살아있

는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형태의 삭제와 불평등을 생산하

는 범주들과 구조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나는 삶을 차별적으로 가치화하

는 그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의 

실천은 나 자신의 삶이 내가 사유하는 대상들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묶여 있는 그런 실천

이다. 나의 삶은 이 삶, 여기서 살아내고 있는 삶, 나의 신체에 의해 확립된 공간적 시간

적 지평 속의 이 삶이지만, 또 나의 삶은 저곳에, 내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다른 

삶의 과정에 연루되어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것은 누구의 삶이 더 중요하고 누구의 삶

이 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누구의 삶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패러다임이 되는지 누구의 

삶이 살아있는 존재들의 가치를 통치하는 오늘날의 용어들 안에서 nonlife가 되는지를 결

정하는 권력 격차에 연루되어 있다.(버틀러,『수행적 집회 이론에 대한 노트』중) 







Refugees
“People who are outside their country of nationality or habitual residence and unable to 

return there owing to serious and indiscriminate threats to life, physical integrity or freedom 

resulting from generalized violence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UNHCR, 2011. 



환대의 권리

“앞조항에서처럼여기서의문제도박애에관한것이아니라권리에관한것이다. 환대(손님으로서의대우)란이방인이낯선땅

에도착했을때적으로간주되지않을권리를뜻한다. 추방으로인해그외국인이생명을잃지않는한, 그국가는그를자기들의

땅에발붙이지못하도록할수도있다. 그러나그가평화적으로처신하는한, 그를적대적으로다루어서는안된다. 이방인이영

속적으로방문자이기를요구할권리는없다. (이방인에게일정한기간동안방문거주자일수있는권리를주기위해서는특별한

우호적동의가요청된다.) 모든사람이누릴수있는것은일시적인체류의권리요, 교제의권리이다. 사람들은지구땅덩어리를

공동으로소유함에의해그런권리를갖는다. 사람들은지구위에서세세토록점점이흩어져서살수없는까닭에결국서로의

존재를인정해야한다. 본래는어떤사람도지구상의특정지역에대해남보다더우선적인권리를갖고있지않다.” 

                                                                           임마누엘칸트, <영원한평화를위하여> 



난민 문제

“수십만명의무국적자들이출현함으로써국민국가가입은최초의커다란손상은망명의권리, 국제관계의영역에서인권의상징으

로항상여겨졌던유일한권리가폐지되었다는것이다.”

“국제회의를통해무국적자에게합법적지위를부여하려던시도는모두실패로돌아갔는데, 그것은어떤협정도기존의법질서에서

외국인을송환할수있는영토를대신할수없었기때문이다. 피난민문제를둘러싼모든토론은이한문제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피난민을어떻게다시추방할수있는가? 존재하지않는고국을대신할수있는유일하게실용적인것이포로수용소임을보여주는

데제2차세계대전과난민수용소가필요한것은아니었다.”

“무국적자를법적인간으로대우할수없는국가의무능력이더분명하게드러나고경찰의명령에의한자의적인지배가확산될수

록, 국가는모든시민의법적지위를박탈하고그들을전능한경찰의힘으로통치하려는유혹에저항하기가그만큼어려워진다.” 

                                                                                               한나아렌트, <전체주의의기원>



“곤충처럼 번식하는 열등 인종”  

“백인종전체, 서구인종은우리와비교할수없는속도로증

가하는유색인종들에의해침몰할수있다. 흑인과황인이

우리문앞에있는가? 그렇다.” (무솔리니)

“우리에게는독일인구의증가를체계적으로유지할의무

뿐아니라(열등한) 인구를줄일의무도있다. 내가곤충처

럼번식하는수백만의열등한인종을없애겠다는데누가

뭐라할것인가? 더구나나는그들을죽이겠다는것도아니

고그저예를들면남자와여자를떨어뜨려놓음으로써번

식을막겠다는것이다.”  (히틀러) 

  



과학의 옷을 입은 인종주의

“아시아는자신의증식사명을달성하기위해유럽을대신할것이다…. 아시아인종들은자기네땅이좁다고느끼며, 손닿는데있는

빈땅으로쏟아져들어갈준비가되어있다.”                                                                                르로이-보리유(프랑스의경제학자)

“인구폭탄을두려워하지마라. 위험은다른데있다. 곧활력이넘치는젊은 ‘남’과늙어가는유럽의대조가참을수없어질것이다. 

불가피하게 ‘남’은 ‘북’을향해넘쳐날것이고, 유럽, 이아시아의작은곶은서서히쇠퇴할것이다.” 

                                                                                                                                                  알프레드소비(프랑스의인구학자)

“유럽의출산율저하가최근심화되면서그것이만든공백이강력한이주의물결로메워지리라는예상에힘을실어준다. 가족은계

산하지않더라도(2025년까지) 5천만명의이민이예상된다. 그가족적성격을감안하면이주인구는두세배늘어날수있다. 그런물

결을유럽경제가흡수하리라고장담하기는어렵다.”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가펴낸연례보고서(1987-88)



우글거리며 몰려오는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에 대한 공포는

전세계에 빈민과 부랑자를 수출했던 유럽의 과거를 거꾸로 투사한다. 

“백인종과서구문명이세계를지배하고있다면이는그들이아메리카와오세아니아에쏟아부을잉여인구를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있기때문이다. 그렇지않다면백인종은종속되고황인종보다아래로떨어졌을것이다. 1~2세기에걸친이

인구과잉의지속은백인종에게남북아메리카와남태평양및중앙태평양의섬들에대한지배력을보장하는데절대적

으로불가결했다.” 

                                                                 르로이-보리유(프랑스의경제학자)

“유럽은잉여인구를유럽밖의나라들에쏟아부었다. 이나라들은그리하여식민화되고, 문명화되고, 무엇보다유럽화

되었다..... 문화적인면에서가장활기찬국가들은유럽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나라들이다.” 

                                                                           라첼(지정학의창시자)

  



“우리끼리 살기도 좁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빌려서 살고 있다

한국인의 생태발자국은 남한 면적의 여덟 배이다

세계인이 모두 한국인처럼 살아가려면 지구가 3.3개 필요하다



인류의 생태발자국은 1970년대부터 지구의 생태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



한국인의 생태발자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남한의 생태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전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3.3개 필요하다.



난민과더불어살며일하며

박진숙



난민과			더불어			살기



“난민은내운명”
교수를꿈꾸던시절, 욤비씨를만나다.2006년 4월,	어느일요일새벽,

낯선콩고인으로부터전화를받다

그리고운명이바뀌다!



욤비씨를통해알게된새로운세계

																														난민									콩고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콜탄									자원의저주													다문화																																					이중잣대																														인권						선주민 			



‘분쟁광물’_콜탄Coltan



외국인을바라보는이중잣대‘강자에겐약하고,	약자에겐강한’	우리들



콩고난민여성들의
한글선생님이되다. 



콩고난민여성을통해

새로발견한아프리카사람들

“똑똑한데왜자존감이낮을까?
“같이할만한일이뭐가있을까?

_캐나다 CCR	Fall	Consultation(2007)_Open	Culture	Plaza	다문화공방(2008)



에코팜므아티스트로다시시작(2009)
			2009년 5월,	에코팜므가설립되면서본격적으로					
미야는그림을배우고디자인작업에참여하게되다.



“그들로하여금사회에기여하게하라.”“자신들의삶을스스로재건하게하라.”_캐롤리나(캐나다토론토 COSTI,	Housing	manager)
Q.	칠레출신난민캐롤리나가캐나다로가면서

소중하게챙겨간물건두가지는?	
“난민들은가장두려운순간에
가장용기를낸사람들이다.”



난민과		함께		일하기



일하는방식working	style도
새롭고자유롭게!

미션의공유에집중
행정/회계업무간소화

자유롭고융통성있는근무방식
창의성을이끌어내기



에코팜므가일하는방식		-paperless	green	working	style
기본주3일근무(투잡/공부가능)1년에한달안식월(비수기이용)

자유로운출퇴근

맡은업무(프로젝트)에집중
보고가아니라공유방식

지메일과카카오톡으로소통*1주일에한번주간회의-마음과삶을나누는시간



일의속도와방향을

늘염두에두라!
Slowly	but	surely!

대박을기대하지말라!
포기하지않으면성공한다.

역량에맞게규모를키워나가야

미션을늘생각하고

딴길로가지않도록주의



<에코팜므이야기>
평범한중년아줌마의
좌충우돌사회적기업설립기(2009년)-2009년제1회소셜벤처경연대회우수상-2010년인도글로벌소셜벤처경연대회(GSVC)	출전-KBS,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등다수의언론에보도됨 “무식하면용감하다.”“가장개인적인것이가장강력하다.”“항상배우는자세로포기하지않고

한발한발나아간다.”



혁구    가 메솟의 개들처럼 자유롭다면  

크리킨디센터 히옥스 
2018. 11. 19. 

hiiocks@krkd.eco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 스스로 지켜라 
 

이바라기 노리코 
 
 

바삭바삭 말라가는 마음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라 
스스로 물주기를 게을리해놓고 

 
점점 까다로워져 가는 걸 친구 탓으로 돌리지 마라 

유연함을 잃은 건 어느 쪽일까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는 걸 가족 탓이라고 하지 마라 
무엇이든 서툴었던 것은 나 

 
초심이 사라져가는 걸 생활 탓이라고 하지 말 

애당초 의지가 허약했을 뿐 
 

안된 일을 모두 시대 탓으로 돌리지 마라 
간신히 빛나는 존엄의 포기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 스스로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아이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그러니까 시작은 “너구리 마음”… 



2010 구제역 확산 
(350만 마리 가축 살처분) 



2008 
2009, 신종플루 
2010,  
종로 쪽방촌 
구제역 확산 
2011,  
후쿠시마 핵사고 
아랍권 민주화운동 
2012, 
밀양송전탑 문제
2014 
2016 



태국-버마 국경지역 메솟 Mae Sot, CDC학교(Children Development Center)는 1,200명 규모의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 과정으로, 2010년 당시 이런 비정규 버마인학교가 60여 학교 인가 되어 있고, 운영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학교도 10여 개 있었음. 청소년들의 숫자는 4-5만 여명. 인근 멜라지역에만 9개 난민캠프에 6만 
여명 체류 중. 



Leadership and Management Training College (LMTC) 









 
버마 어린이와 함께 꾸는 꿈 
따비에 
 
정기후원 
 http://thabyae.net 
 
일시후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2-451943  
예금주_따비에 
 
해피빈후원 
 
 
 
 
 
 
 
 
 
 
 
 
 
 
 
 



(상략) …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권정생선생  마지막 유언에서) 



버마가  

전쟁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버마를 만들고 싶어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살며 

다른 나라도 도와줄 수 있는  

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웅저(Maung Z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