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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구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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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추세다. 이 연구는 최근 영미권에
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세계화(globalization) 등을 다루는 연구를 검토함으
로써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다문화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의 구비문학의
역할을 알아보는 데에 목표를 삼았다.
먼저 구비문학･민속학 연구자와 인접 분야 연구자들이 20세기 말까지 다문화주의
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 정체성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민속의 연행은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문화적 정체성을 다루는 다문화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민속학 연구자들
사이에도 그 단어가 금기시되는 듯했다. 이는 미국에서 선포된 ‘문화전쟁(culture war)’
과도 관련이 없지 않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요약하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사상과 그 사상을 구체화하는 정책이 왜곡되어 결국 다양성을
강요하게 되며 오히려 사람과 집단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수자가 자신의 정
체성을 스스로 형성할 자유가 없고 지배적 문화에서 기대하고 있는 ‘소수 문화’의 정
체성을 택하지 않은 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따르는 것이다.
90년대에 이어 21세기에 들어 다문화주의나 세계화와 같은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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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양성을 강요하며 분열을 초래
하는 폐쇄적인 다문화주의 대신에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가 거론되었고, 권력
층이 동질성을 요구하는 하향식 세계화 대신에 오래 전부터 통용되어왔던 세계시민주
의(cosmopolitanism)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됐다. 문화상호주의는 사람과 집단을 분리
하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결합･자유를 지향하는 개방성을 추구한다. 세
계시민주의는 차이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우고 보다 풍부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보편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관계가 핵심이 된다. 특히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rooted
cosmopolitanism)’라는 개념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구비문학 연구를 진행하는 데
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사회의 추세를 살펴보았고 그런 맥락에서 한국 다문화사회
의 발전방향과 구비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어 : 정체성, 구비문학, 다문화주의, 세계화, 문화상호주의, 세계시민주의, 뿌리내
린 세계시민, 문화전쟁

1. 들어가면서

21세기에 들어선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바야흐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일찍부터 이
민자가 많았던 구미의 여러 나라에 비해 출발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고 현실이 되었
다. 지난 10년간 귀화인이 10만 명이 넘었다거나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정표와 같은 숫자가 이를 증명해준다.
이러한 흐름과 같이하여 새로운 다문화사회에서 구비문학의 역할이 무
엇일까 하는 물음에 대한 모색도 많이 이루어졌다. 다문화사회가 이전의
한국사회와 모습이 완전히 다른 만큼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비문학을 교육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한 학자가 많다.1) 그 외에도 다문화 시대에 구비문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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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보였다. 2008년에 한국구비문
학회에서 다문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학자들이 다문화주의적인 구
비문학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최원오는 이전의 구비문학의 개념 즉,
민족문학 성격을 강조한 견해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구비문학은 원래
중심문학이나 지배문학이 아닌 주변문학, 피지배문학이라는 점을 강조하
며 다문화주의적 세계관에서 그런 것을 지향하는 만큼 구비문학이 오히려
다문화주의와 맞는 문학이라고 주장했다.2) 임재해는 태평한화골계전을
1) 대표적인 연구가 다음과 같다. 오정미는 여러 차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문제를 다루었으
며 특히 문화적응 교육을 이주자에게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정주자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논한 바가 있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 설화 <선녀와 나무꾼>
과 설화 <우렁각시>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177-210쪽;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설화를
통한 정주자 대상의 문화교육: 설화 <밥 안 먹는 색시>를 대상으로 , 동화와 번역 28,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195-216쪽.) 최원오는 초국가적 다문화주의를 지향하
는 교육에서 구전신화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구전
신화에 내재된 초국가적 원리를 중심으로 ,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131-147
쪽.) 이혜란은 비교구비문학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 정책이
이들을 새로운 소수로 전락시킨다는 현실을 밝힌 바가 있다.(다문화사회의 설화교육방안
연구-한국 <아기장수전설>과 필리핀 <알리구욘 전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박재인은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이주여성 배우자의 편집증
적 문제에 주목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 , 다문화콘텐츠연구 4,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101-134쪽.) 석창훈은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위
한 다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바가 있다.( 동아시아 신화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육 연구 , 다문화콘텐츠연구 1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
원, 2011, 195-213쪽.) 윤보라는 설화의 보편성으로 인한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의 적합성
을 논하면서 또한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도 지적했
다.(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방안: 한국의 <콩쥐팥쥐>와 베트남의 <떰깜>을 활
용하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이명현은 특히 스토리텔
링 이론을 도입하여 이물교혼담을 다문화 맥락에서 해석하고 다문화 아동의 한국사회에
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다문화시대 인물탄생형 이물교
혼담의 가치와 동화 스토리텔링의 방향 - 강감찬 설화의 출생담과 성장담을 중심으로 , 
어문론집55, 중앙어문학회, 2013, 173-194쪽.) 그리고 양민정은 한국 설화에서 성공적인
이주자의 사례를 발견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긍정적인 교육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문
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연구 ,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
문학연구소, 2015, 247-271쪽.)
2)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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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함으로써 경직된 유교문화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열
린 자세를 지닌 유학자들이 있었음을 밝히며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서 계승할 수 있는 전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3) 강정원은 외국 사례를
검토하며 다문화주의적인 한국구비문학을 선언했다. 구비문학의 범위를
확장하여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4) 필자 역시 외국인 사이에 한국구비문학의 인지
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외국
인이 한국구비문학의 관객이나 소비자가 되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구비문
학에 참여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5)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
는 맥락에서 박진태는 고대 건국신화를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결혼이민가족의 자녀들의 구어서사를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했
다.6) 윤예진은 한국의 이주민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특히 결혼이주자나 이주자 2세가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7) 이런 동화지향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해외 한국학계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다.8) 최근에
3) <골계전>, 다문화 읽기와 다문화 사회 만들기 ,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29-73쪽.
4) 다문화시대의 구비문학 연구 ,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157-184쪽.
5) 외국인이 보는 한국 구비문학 , 구비문학연구 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147-175쪽.
6) 한민족과 세계, 그리고 구비문학-21세기적 상황을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27, 한국구
비문학회, 2008, 89-112쪽.
7)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이주민의 음악문화-다국적 이주민의 문화 , 구비문학연구 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211-241 쪽.
8) 이 연구는 특히 2014년에 출판된 Multiethnic Korea? Multiculturalism, Migration, and
Peoplehood Divers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4)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
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에서 개최된 한국 다문화주의·다민족주의 워크숍의 결과
물인데 동화지향적인 다문화주의를 지적하는 연구로는 Nora Hui-Jung Kim의 "Korea:
Multiethnic or Multicultural?"과 EuyRyung Jun의 "Tolerance, Tanmunhwa, and the
Creating of New Citizens"가 눈에 띈다. 이외에도 한국의 다문화 교육, 한국의 이주민의
상황, 한국 사회의 다양화를 논한 연구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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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흔은 구비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 설화 구술 조사 중 채록한 설화의 성격과 의의를 고찰한 바
있는데 다소 위축된 현재 한국의 설화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
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고무적이다.9)
필자는 2008년에 다문화사회에서 구비문학의 역할을 한 번 고민한 이후
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다문화주의적 한국구비문학이라는 문제
는 다시 다루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국사회의 다문화화가 한층 확산되고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구비문학 연구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이루어
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나 논쟁, 특히 구비문학자(혹은 민속학자)의 다
문화주의에 대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구비문학에 있어서 다문화주의
의 미래, 다문화사회에서 한국구비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캘리포니아민속학회의 1994년 회의에서 드레서(Norine Dresser)가 다문
화주의라는 주제로 20세기초의 유명한 미국구비문학자인 아처 테일러 기
념 강연을 한 바 있다.10) “The ‘M’ Word”라는 강연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이11) 다문화주의라는 주제에 대한 금기의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문화주
의라’는 단어가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속학에서도 부정적 함의로 오
9) 신동흔, 새로운 한국문학으로서의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다문화 문식성의 질
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281-323쪽.
10) “The ‘M’ Word. The 1994 Archer Taylor Memorial Lecture.” Western Folklore,
Vol.55, No.2, Western States Folklore Society, 1996, pp.95-111.
11) 영어로는 ‘the [?] word’라는 표현이 주로 욕이나 금기시되는 개념을 완곡하게 가리킬 때
에 사용된다. 드레서가 다문화주의의 현실을 이렇게 가벼운 농담처럼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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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됐다”고 했다.12) 그러면서도 드레서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자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문화주의를 옹호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지 미국 토착민들이 왜 이민자의 문화를 수용해야
하느냐는 반발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대답을 제시했다. 즉, 우리(토착
민)가 꼭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행동을 조금이라도 조절한다면 이민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대부분의 이민자(특히 이민자 2세)들이 비록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
겠지만 민속학에서는 이전부터 고민이 있어왔다. 다문화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주의의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개념인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연행론(performance theory)의 개척자인 바우먼
(Richard Bauman)이 1971년에 차등 정체성(differential identity)의 중요성
을 주장한 것이다.13) 60년대까지만 해도 민속의 연행은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바우먼은 정체성의
차이도 민속 연행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속학은 당연히 사
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갈등의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민속의 연행은 정체성의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구어
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가능한 것이다. 바우먼의 논문은 미국 민속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명시하면서 이론을 내세운 것이
지만 오링(Elliott Oring)이 지적했듯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초기부터 민
속학의 핵심에 있었다.14) 오링은 “민속학의 정의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12) “...multicultural, a word tainted by negative connotations not just at institutional
levels, but in folklore as well.” Ibid., p.95.
13) “Differential Identity and the Social Base of Folklore.”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4, No.331, American Folklore Society, 1971, pp.31-41.
14) “The Arts, Artifact, and Artifices of Identity.”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107, No.424, American Folklore Society, 199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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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속학을 정의하고 재정의할 때에 문화
적 자료의 집합과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그 자료의 특수 관계를 개념
화하고 재개념화하는 것”이라면서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학자들이 정
체성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구란 “다
수와의 표면적이며 늘 변하는 관계보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심도 있는 탐구”라고 제안했다.16) 지난 25년여 동안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았을 때에 민속학 분야에서 이 같은 오링의 제안에 호
응하여 정체성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집단의 정체성이 타당하
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철학자 테일러
(Charles Taylor)가 인정의 정치학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
었다.17) 다문화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 ‘철학적 경계’가 모호해지
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면서 “같은 국민이면서도 우
리의 철학적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화에 속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우리의 기본 정치적 원칙에 있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주변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을 해결하는 것”이
라고 했다.18) 테일러에 의하면 다문화 사회의 요구는 “우리 모두가 타문화
15) “The definition of folklore has been anchored to a concept of identity. That is to say,
when we define and redefine folklore, we are conceptualizing and reconceptualizing a
set of cultural materials and their privileged relation to the identities of individuals and
groups.” Ibid., p.223.
16) “An explicit focus on identity might put a greater emphasis on long-term, in-depth
explorations of particular groups rather than the ever-shifting, surface engagements
with many.” Ibid., p.226
17)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my Gutmann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25-73.
18) “...there are substantial numbers of people who are citizens and also belong to the
culture that calls into question our philosophical boundaries. The challenge is to deal
with their sense of marginalization without compromising our basic political principles.”
Ibid., p. 63.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culture’ 앞에서 테일러가 정관사 ‘the’를
사용한 것이다.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는 다수의 타문화를 인정하는 태도였다면 부정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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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등한 가치를 인식하며 그들의 존재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
치를 인정하는 것”이다.19) 문제는 어떤 문화의 산물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
적으로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서양에는 서양 문명의 기준
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일러가 내린 결론은 다른 문화의 상대적 가치가 분
명해지는 궁극적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문제가 많
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화전쟁과 다문화주의의 실패

테일러가 위와 같이 인정의 정치학에 대해서 논했던 같은 해에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경선 후보였던 뷰캐넌
(Pat Buchanan)이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된 부시(George H. W. Bush)에
대한 지지연설을 했다. 물론 민주당을 비난하고 공화당을 옹호하는 내용이
연설의 핵심이지만 그가 한 말 중에 오늘날까지 미국 국민의 집단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말이 있다. “미국의 영혼을 두고 벌이는 종교적 전쟁이 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전쟁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지 결정할, 냉전만큼 중대한 전쟁이다.”20) 어떤 이들은 뷰캐넌의 연설이
문화전쟁을 개시하는 선전포고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미 진행 중이던
전쟁에 뷰캐넌이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 연설 이후로 ‘문화전쟁(culture
‘a’ 혹은 복수형 ‘cultures’를 사용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타문화를 본질화하거나
단일화하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19) “...that we all recognize the equal value of different cultures; that we not only let
them survive, but acknowledge their worth.” Ibid., p.64
20) “There is a religious war going on in our country for the soul of America. It is a
cultural war, as critical to the kind of nation we will one day be as was the Cold War
itself.” 연설 전문을 뷰캐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buchanan.org/blog/1992-republican-national-convention-speech-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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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이라는 용어가 미국의 정치적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뷰
캐넌이 미국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말이 되어 브로너(Simon Bronner)가 문화전쟁의 전세와 다문화
주의의 상황을 살펴보았다.21) 뷰캐넌과 같은 보수 세력들이 전통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전쟁을 처음 언급했지만 이제 다문화주의를 옹호하
는 사람들도 그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여느 전쟁과 달리 역설적으로
문화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선언을 해야 유리하다는 논평을 덧붙였다. 전통
가치의 보호자들이 단일문화를 옹호하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는 다문화주
의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움직임으로 인식되곤 했다. 일례로 흑인과 같은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은 반백인 정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브
로너는 문화전쟁이 “신생 공동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강조와 전통을 깨뜨
릴 능력으로서의 ‘다문화주의’ 대(對) 가족·교회와 같은 사회제도 속에서
세대 간 신념 전승을 강조하는 ‘문화주의’의 정치적 대립”이라고 주장했
다.22)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 해
도 90년대 말에 다문화주의가 포위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캐나다의 민속학자 그린힐(Pauline Greenhill)은 자신은 다
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정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주위에 다문
화주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이민동향과 그 결
과로 발생된다고 하는 문란한 도덕관념, 혼혈생식, 범죄가 이 나라를 세운
진정한 앵글로섹슨족을 멸종 위기에 몰았다든가, 다문화주의는 받을 자격
이 없는 집단들에게 온갖 명백히 불공평한 이득을 주었다든가, 영국 출생
21) “The Problem of Tradition,” Following Traditio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1998,
pp.9-72.
22) “a political confrontation of ‘multiculturalism’ as a ‘future-oriented’ emphasis on
emergent community and the ability to break tradition, and ‘culturalism,’ with emphasi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beliefs within social institutions of family and
church.”(“The American Concept of Tradition: Folklore in the Discourse of Traditional
Values.” Western Folklore, Vol.59, No.2, Western States Folklore Society, 2000,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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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 소수민족이 되어가므로 그런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했다.23)
실상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적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다. 유명
한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지젝(Slavoj Žižek)은 90년대 말에 다문화주
의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쏟아 부었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주의는 부인되
었으며 전도되고 자아준거적인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이른바 ‘거리감이 있
는 인종차별주의’이다. 타자의 정체성을 소위 ‘존중’한다고 하지만 다문화
주의자는 그가 누리는 ‘특권적 보편적 지위(privileged universal position)’
로 가능하게 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타자를 폐쇄된 ‘진정한(authentic)’ 공동
체로 상상하는 것이다.”24) 다시 말해 “타자의 특수함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인 존경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이다.25) 그러나
지젝은 극단적인 편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인정하
면서 그 실제의 모습을 비판했다. 센(Amartya Sen)은 진정한 다문화주의
와 ‘복수의 단문화주의(plural monoculturalism)’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
다.26) 후자를 풀어 말하면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따
23) “...that recent immigration—and the loose morals, miscegenation, and crime alleged to
result from it—has made true Anglo Saxons (the men who built this land), an
endangered species; that multiculturalism has given all kinds of patently unfair
advantages to groups who do not deserve them; and that the English are becoming a
minority, and need to get access to these benefits too.”(“Folk and Academic Racism:
Concepts from Morris and Folklore.”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115,
No.456, American Folklore Society, 2002, p.228.)
24) “In other words, multiculturalism is a disavowed, inverted, self-referential form of
racism, a ‘racism with a distance’—it ‘respects’ the Other’s identity, conceiving the
Other as a self-enclosed ‘authentic’ community towards which he, the multiculturalist,
maintains a distance rendered possible by his privileged universal
position.”(“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I/225, September-October 1997, p.44.)
25) “...the multiculturalist respect for the Other’s specificity is the very form of asserting
one’s own superiority.” Ibid., p.44.
26) “The Uses and Abuses of Multiculturalism: Chili and Liberty.” The New Republic
234(7),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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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센에 의하면 당시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대부분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복수 단문화주의를 호소하는 것이
라고 한다. 또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면서 경고했다. “종교나
민족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이 될지도 모르겠지만(특히 그들에게 계
승되거나 귀속된 전통을 지킬지, 거부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 사
람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다른 소속이나 관계도 있다. … 다문화주의
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무조건 전통문화의 요구를 우선하는 것으로 이어
져서는 안 된다.”27)
민속학에서도 다문화주의의 결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다문화주의의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 학자 중에 라우
(Kimberly Lau)가 ‘기분 좋은 다문화주의’를 비판했다.28) 연구 대상 중에
하나는 세계 설화 모음 시리즈였는데 설화의 유형을 대표한다며 각 나라의
설화를 한 편씩만 수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각 문화 내의 차이를 무시
하고 설화를 기념품과 같이 수집하고 소유할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이게 한다
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타지, 타인, 그리고 다른 생각을 주류 중산층 미국
의 가치에 환원하며 동화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는 주장이다.29)
갈로(Christine Garlough)는 민속학에 있어서 타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
는 것의 중요성, 또 그것의 함정에 대해서 논했다.30) 앞에서 살펴보았던 테
27) “...while religion or ethnicity may be an important identity for people (especially if
they have the freedom to choose between celebrating or rejecting inherited or
attributed traditions), there are other affiliations and associations that people also have
reason to value. ... No matter how important multiculturalism is, it cannot lead
automatically to giving priority to the dictates of traditional culture over all else.” Ibid.,
p.30.
28) “Serial Logic: Folklore and Difference in the Age of Feel-Good Multiculturalism.”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113, No.447, American Folklore Society, 2000,
pp.70-82.
29) “In essence, [it] sanctions the reduction and assimilation of other places, other people,
and other ideas to mainstream, middle-class American values.” Ibid., p.81.
30) “Folklore and the Potential of Acknowledgment: Representing ‘India’ at the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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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는 ‘recognition’과 ‘acknowledgment’를 대체로 ‘인정’을 뜻하는 동의어
로 사용했지만 갈로는 ‘recognition(인식)’과 ‘acknowledgement(인정)’를 구
별했다. 전자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보는 과정이며 익숙
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자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는 수반되는 대가가 있다. 갈로가 마켈(Patchen Markell)을
인용하면서 이 대가를 설명했는데 즉, 사회에 위계질서를 입히고 어떤 집
단을 종속시키고 어떤 집단을 지배적인 위치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달리 인정이란 타자를 범주화하는 것보다 남에게 어떻게 행
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타자의 가치를 인정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정을 받는 자가 또한 그것
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적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론을 미네소타 주에서 1932년부터 개최해왔던 ‘만국의 축제’에 적용하
며 다문화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국의 축제와
같은 맥락에서 민족 집단들은 대중의 동정심과 인식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동일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
다. 이로써 소수민 하위주체들이 진정한 자기정체성의 불가능한 대상 즉,
길들여지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전통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기를 강요
받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31) 또한 이런 인식은 소수민족 집단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할 책임보다 소수민족이 인식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할 책
임이 강조된다고 했다.
Festival of Nations.” Western Folklore, Vol.70, No.1, Western States Folklore Society.
2011, pp.69-98.
31) “In contexts like the Festival of Nations, ethnic groups may be pressured to identify
with liberal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gain access to public sympathy and
recognition, thus forcing subaltern minority subjects to identify with the impossible
object of an authentic self-identity—one that is domesticated, non-conflicting, and
traditional.” Ibid.,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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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상호주의로, 세계화에서 세계
시민주의로 :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다문화주의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다.
다문화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대두된 것 중에 문화상호주의
(interculturalism)가 살펴볼 만하다. 인도 작가 바루하(Rustom Barucha)
는 다문화주의, 문화상호주의, 세계화를 검토하면서 셋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32) 최소한 영국에서는 다문화
주의의 위기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전에는 영국의 다문
화주의 정책이 이민자를 영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었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인종차별 폐지론적(integrationist)’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그 결과 오히려 ‘흑인’33)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억압받아온 여러 소수민족
의 연대를 단절하여 민족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다문화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말았다고 했다. 반면에 문화상호주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순응
하지 않은 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용하는 움직임으로 바루하는 보고 있다.
국가에서 나오는 중앙집권화된 정책으로 인해 시행되는 다문화주의와 달
리 문화상호주의는 훨씬 자유롭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화상호주의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은 채 아직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세
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문화주의와 문화상호주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다. 보다 최
근에 캐나다 정치학자 킴리카(Will Kymlicka)는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대
32) “Politics of Culturalisms in an Age of Globalisation: Discrimination, Discontent, and
Dialogu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34, No.8, Sameeksha Trust, Feb. 20-26,
1999, pp.477-489.
33) 당시 영국사회에서 ‘흑인’이라는 개념은 오늘날과 다르게 이해되었다. 즉, 백인이 아닌 모
든 유색민족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바루하가 여기서 설명한 과정
은 이 용어가 오늘날의 협소한 의미를 지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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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대서사’에 반론을 제기했다.34) 킴리카에 의하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는 자들의 논점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심각한 사회적 문제
를 다루지 않고 무조건 다양성을 옹호한다는 것, 다문화주의적인 정책이
지금 후진 중이라는 것, 다문화주의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다문화주의가 낡은 사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논점을 캐나다와 유럽의 성공 사례를 들어 반박을 하며 다문
화주의의 실패에 대한 ‘거대서사’는 실제적인 문제라기보다 담론적인 문제
라고 했다.
같은 해에 미어(Nasar Meer)와 모두드(Tariq Modood)가 본격적으로 다
문화주의와 문화상호주의를 비교하고 그 둘이 과연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했다.35) 미어와 모두드는 다문화주의란 “모든 소수 문화에 대한 국가
혹은 지배적인 집단의 정치적 수용”이라고 정의를 내린다.36) 그들은 이러
한 다문화주의가 인기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화상호주의가 긍
정적으로 평가되는 네 가지 점을 열거했다. 첫째, 문화상호주의는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초월하며 다문화주의에 비해 상호작용과
대화에 맞다. 둘째, 문화상호주의는 다문화주의에 비해 덜 집단중심적이며
통합을 추구한다. 셋째, 사회적 결합이나 국민적 시민권에 있어서 문화상호
주의는 사회의 일부보다 전부를 지향한다. 넷째, 다문화주의가 자유를 제한
하고 상대주의적인 사상인데 반해 문화상호주의는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관행을 비판한다. 그러나 미어와 모두드는 이러한 인식이 다문화주의에 대
한 오해에서 초래된 것이며 다문화주의도 이러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주장
했는데, 아무튼 이 같은 인식은 문화상호주의가 무엇인지, 최소한 문화상호
34)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2.
www.migrationpolicy.org
35) “How does Interculturalism Contrast with Multiculturalism?”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3:2, Taylor & Francis, 2012, pp.175-196.
36) “...the political accommodation by the state and/or a dominant group of all minority
cultures....” Ibid.,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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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캔틀(Ted Cantle)은 미어와 모두드의 문화상호주의에 대한 설명을 언급
하면서 오히려 다문화주의와 문화상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했다.37) 다문화주의가 처음 형성된 시대는 신체적 특수성에
바탕을 둔 인종의 개념이 통용이 되었던 시대였으며 이런 인종의 개념을
이용하여 백인의 우월을 선언하는 추세가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다문화주
의가 당연히 방어적인 사상으로 발전되었다고 했다. 최근에 극우파의 담론
은 인종적 우월에서 문화적 우월로 넘어갔는데 다문화주의 역시 문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다문화주
의’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는 각 나라의 인구구성이 다양해진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으
로 표현되는 사상이다. 문제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자들
이 이를 다문화주의라는 현실이 실패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
이 공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현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
전쟁을 벌이는 극우파 세력은 이런 뜻으로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했을 때에 결국 다문화주의는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산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캔틀의 주장이다.
반면에 문화상호주의는 미래지향적이며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문화상호주의라는 개념은 타자성의 관념에 바탕을 둔 정체성 정치학이나
단단히 분리된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개방적 문화를 창조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38)
37) Interculturalism: The New Era of Cohesion and Diversity. Palgrave Macmillan, 2012.
38) “...the concept of interculturalism is more about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openness
which effectively challenges the identity politics and entrenchment of separate
communities, based upon any notion of ‘otherness.’” Ibid.,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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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나 문화상호주의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논의의 핵심을 문
화로 간주하는 것이며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이념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고려할 때에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세계사회에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민족주의(nationalism)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
로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자 나름의 문제가 따랐다. 세계화의 가장 뚜렷한
표현은 경제적인 것인데 새로운 식민지시대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
다.39) 이에 따라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
되었다.
사실 세계시민주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다문화주의, 문화상호주의,
세계화, 심지어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어디서 왔냐는 물음에 ‘나는 세계의 시민
(kosmopolítēs)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기록이 있다.40) 이 기록이 사실이라
면 최소한 기원전 4세기부터 세계시민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1차 대전 이후에 특히 각광을 받았으며41) 최근에
는 90년대부터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애피아(Kwame Anthony
Appiah)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 중에 ‘뿌리가 없다’는 말에42) 반발해
39) 이런 비판의 한 예를 들자면 위에서 인용한 바루하는 지적재산권의 세계화의 결과로 제3
세계 나라들이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인도에
서의 “세계화의 동질화 상품화 비민주주의적인 추세”에 대한 저항도 언급했다. Barucha,
op. cit., pp.478-479.
40) Diogenes Laertius.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R. D. Hicks tr.,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1925).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urn:cts:greekLit:tlg0004.tlg001.perseus-en
g1:6.2
41) Hugh Harris. "The Greek Origins of the Idea of Cosmopolit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Ethics, Vol.38, No.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7, p.1.
42) 특정 국가나 공동체가 아니라 세계에 속한다고 하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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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지 1997년에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하였다.43) 그는 세계시민
주의가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정서에 가깝다고 하면서 사상인 인본주의
(humanism)와 구별했다. 즉, 인본주의는 세계의 동질성을 지향하지만 세
계시민주의는 인간이 사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예찬한다는 것이
다.44) 다시 말하면 “다른 문화나 전통의 사람들을 우리와의 차이점에 불구
하고 점잖게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우리와의 차이점을 통해 점
잖게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다. 인본주의자는 우리의 차이점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지만 세계의 시민은 종종 우리가 가진 차이점 때문에 소통하는 보람
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45) 이 대목은 바우먼의 차등 정체성을 연상시
키기도 한다. 애피아는 2006년에 세계시민주의의 윤리학에 대한 저서에서
이에 대해 더욱 상세히 논했다.46) 역시 세계시민주의를 어떤 사상으로 정
의하지 않고 “모험이자 이상”이라고 하면서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모두가 세계시민주의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47) 1997년의 논
니냐는 비판이다.
43) “Cosmopolitan Patriots.” Critical Inquiry, Vol.23, No.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p.617-639.
44) Ibid., p.621.
45) “But we do not have to deal decently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and traditions
in spite of our differences; we can treat others decently, humanely, through our
differences. The humanist requires us to put our differences aside; the cosmopolitan
insists that sometimes it is the differences we bring to the table that make it
rewarding to interact at all.” Ibid., pp.638-639.
46)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6.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어판은 다음과 같다. 세계시민주의
- 이방인들의 세계를 위한 윤리학바이북스, 2008년. 한국어판을 참조하였으나 본문에 나
온 인용문은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47) “Cosmopolitanism is an adventure and an ideal: but you can't have any respect for
human diversity and expect everyone to become cosmopolitan.” Ibid., pp.xx.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한국어판에서 이 문구가 치명적으로 오역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성을 모두 다 존중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세계시민주의자가 되기를 기대해서
도 안 된다”라고 번역되어있는데 이는 원문을 왜곡한 것이다.(한국어판 29쪽 참조) 여기서
애피아의 주장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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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나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서
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아도 공존할 수도 있고 반면에 서로 같은 가치
를 공유한다 해서 무조건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어떤 문화 간의 애매모호한 관계보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중
요하기 때문이다. “문화간 대화의 진입점은 대화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으면 된다.”48) 애피아는 차이점을 중요시하
면서 세계시민주의의 필수적인 가치 중에 다원주의(pluralism)와 오류가능
주의(fallibilism)를 논하기도 했다. 즉, 지킬 만한 가치가 다양하지만 한 인
간이 이를 모두 지킬 수 없으며 가치의 다양성이 좋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피아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세계시민주의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다.
2002년에는 폴락(Sheldon Pollock)과 바바(Homi K. Bhabha)를 비롯한 사
상사와 탈식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 일동이 무정형적이며 다채로운 개념
인 세계시민주의를 탐구했다.49) 진정한 탈근대주의자답게 세계시민주의는
정의할 수 없으며 정의하는 것 그 자체가 반세계시민주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시민주의를 근대성(modernity), 자본주의, 민족주의에 대
한 비평이라고 했다. 용어의 어원을 언급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측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책에서 미뇰로(Walter D. Mignolo)는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50) 세계화란 경제적으
48) “...the points of entry to cross-cultural conversations are things that are shared by
those who are in the conversation. They do not need to be universal; all they need to
be is what these particular people have in common.” Ibid., p.97.
49) Sheldon Pollock, Homi K. Bhabha, Carol A. Breckenridge, and Dipesh Chakrabarty.
“Cosmopolitanisms.” Cosmopolitanism, ed. Carol A. Breckenridge et al.,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pp.1-14.
50) “The Many Faces of Cosmo-polis: Border Thinking and Critical Cosmopolitanism.”
Ibid., pp.15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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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의 동질화를 추구하는데 세계시민주의는
이를 반박한다고 했다. 즉, “세계화는 세계를 조종하기 위한 설계의 집합이
며 세계시민주의는 전지구의 우호를 향하는 사업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
다는 것이다.51)
2005년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현대언어학회(MLA)의 회장 연설에서
스탠턴(Domna C. Stanton)은 다시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에 대해서 이
야기했다.52) 그러나 스탠턴이 논한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는 애피아가 논
한 것과 조금 다른 듯하다.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의 행위자들은 문식력
과 유동성을 비롯한 전통적인 특권을 부인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노동이나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자들과
연대할 것”53)이라고 한 것을 보면 특권층 세계시민들의 책임을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주의를 반박하는 개념으로 세계시민주의가 근대
에 발전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런 이원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대신 국
가적인 것과 초국가적인 것,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시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54) 2008년에 캘훈(Craig Calhoun)도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여 특권만으로 세계시민주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경
고했다.55) 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와 문화를 경험한다고 해서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51) “...globalization is a set of designs to manage the world while cosmopolitanism is a
set of projects toward planetary conviviality.” Ibid., p.157.
52) “Presidential Address 2005: On Rooted Cosmopolitanism.” PMLA, Vol.121, No.3,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06, pp.627-640.
53) “...the actors of a rooted cosmopolitanism will not deny their traditional privileges,
including literacy and mobility, but use them productively to claim solidarity with those
whose movements are not voluntary but forced, for work, for survival.” Ibid., p.637.
54) “...such binary thinking must be rejected in favor of a more capacious view that
encompasses both the national and the transnational, the local and the global.” Ibid.,
p.636.
55) “Cosmopolitanism in the Modern Social Imaginary." Daedalus, Vol.137, No.3, The MIT
Press, 2008,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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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피아가 논한 것처럼 추상적인 보편주의보다 인간의 관계에 집중했다.
“세계시민주의는 등가성보다(혹은 등가성에다가)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접
근함으로써 풍부해지고 강해지는 것이다.”56)
2011년에 사이토(Hiro Saito)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세계시민주의를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57) 세계시민주의가 타국의 것
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이겠지만 사이토는 두 가지의
개방성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타국의 비인간에 대한 개방성인 ‘문화적 잡
식(cultural omnivorousness)’이며 두 번째는 타국의 인간에 대한 개방성인
‘민족적 관용(ethnic tolerance)’이다.58)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이토가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타자보다 타자의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
는 경우가 많다.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두 가지의 세계시민을 볼
수 있는데 ‘엘리트(elite)’와 ‘뿌리내린’ 세계시민이다. 앞에서 언급한 스탠턴
과 캘훈은 엘리트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애피아는
뿌리내린 세계시민을 표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엘리트 세계시민은
집단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강한 관계(strong attachment)를 많이 맺고 있
지만 주요 거주지의 사람들과는 약한 관계(weak attachment)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뿌리내린
세계시민은 주요 거주지의 사람이든 밖의 사람이든 약한 관계와 강한 관계
를 다양하게 맺고 있다. 자신의 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고향
56) “Cosmopolitanism becomes richer and stronger if approached in terms of connections
rather than (or in addition to) equivalence.” Ibid., p.113.
57) “An Actor-Network Theory of Cosmopolitanism.” Sociological Theory, Vol.29, No.2
(June 2011), pp.124-149.
58)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human)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와 같은
소위 ‘비인간(nonhuman)’도 행위자로 본다.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모두 연결망에
참여하며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수호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구비문학 165

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새로이 정착한 나라에도
뿌리를 내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토는 특히 뿌리내린
세계시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의
타국의 타자에 대한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인(mediator)’ 역할이 그것
중에 하나다. 또한 세계시민주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영향을 쉽게 받는 사회 일원들이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비세계시민주의
정서의 세계적 물결로 넘어가려는 순간에 … 뿌리내린 세계시민은 세계시
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59) 이와 같은 논의는
다문화 사회에 세계시민주의를 적용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5. 미국의 현재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에 한국으로 건너와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반평생을 보낸 사람이다. 애피아의 논문을 읽고 나서 본인이 뿌리내
린 세계시민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생
활하지만 고향인 미국에 아직 강력한 애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고 다시 귀국한 필자로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숙고하자니 애초부터 다문화국가로 설립된 미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뷰캐넌이 문화전쟁을 언급한지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미
국의 상황은 어떨까? 모두가 알다시피 불행히도 문화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더 치열해졌다고 하겠다. 2015년에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
코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그는 멕시코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를 두고
“그들이 마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범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강간범이
59) “Rooted cosmopolitans ... are especially likely to serve as ‘guardians’ of
cosmopolitanism when easily influenced members are tipping toward global cascades of
anticosmopolitan sentiments, such as xenophobia.” Ibid.,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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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다.60) 그러나 이 발언은 면밀히
계획된 것이다. 오늘날의 여느 정치인보다도 트럼프가 문화전쟁을 잘 파악
하고 그 힘을 빌릴 줄 알고 있다. 마약, 범죄, 강간. 이 모두 미국의 백인
양민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거 운동 구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구호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미국이 예전에는 위대
한 나라였지만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더 이상 위대
하지 않게 됐을까? 트럼프가 이것을 한 마디로 명시한 적은 없지만 그의
연설을 듣고 그가 트위터에 올린 토막글을 보면 정답이 명백하다. 미국을
세운 서유럽 출신의 개신교 신자인 백인61)들의 문화가 유색인종 이민자들
에게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트럼프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
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라고 하든 문화상호주의라고 하든 간에 미국에서 문화적 다
양성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반격을 하고 있다. 최근에 흑인 남성들이 경찰에게 총살을 많이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를 외치며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
다. 물론 90년대 말에 브로너가 언급했듯이 흑인을 위한 운동만 하면 백인
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동반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파에서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All Lives Matter)’며 반박을 했다. 문제는 흑인 인권 운동
60)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이 연설에 대해 보
도하지 않은 신문이 없었는데 올 4월 5일에 뉴욕포스트가 다시 언급했다. 그 이유는 트럼
프가 그 전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멕시코 여성들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https://nypost.com/2018/04/05/trump-dredges-up-mexican-rapists-comment-in-latestrant/
61) 이는 영어로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는 줄임말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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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사람들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우파에서는 이를 ‘흑인 생명만̇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문화전쟁 때문에 기득권층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
에까지 퍼진 미투(#MeToo) 운동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여성
은 남성의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 시대의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남성(특히 권
력구조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성)은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다. 블
랙 라이브즈 매터든 미투든 결국 정체성의 문제이며 자신과 다른 집단
(out-group)에 속한 사람을 동등한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상황이 심각해졌지만 그만큼 사람들
이 이러한 정체성 문제에 대한 각성을 경험하고 있다. 할리우드와 같은 대
중매체는 언제나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보주의, 자유주의, 다양성 등을 옹호하고 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두 편이 특히 눈에 띈다. 작년 가을에 개봉한 <코
코>는 백인 캐릭터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은 채 멕시코 민속신앙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올해 초에 개봉한 <블랙 팬서>는 엄청난 흑인 출연진을
선보였다.(주요 인물 중에 백인 캐릭터가 두 명 있었는데 하나는 악당이며
하나는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의 조연이었다.) 미국 흑인들이
이 영화에 환호하면서 뿌듯해하고 고무되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영웅 액
션 모험 영화에는 백인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처음으로 자신들이 자랑스럽
게 여길 수 있는 정체성을 보게 된 것이다. 비록 그것이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속의 환상이더라도 상관없었다. 루크 스카이워커나 인디애나 존스,
해리 포터가 실제 인물이었던가? 그런 캐릭터가 백인 남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통합된 것처럼 이제는 블랙 팬서나 천재소녀 슈리가 젊은 흑인 남자
와 여자의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블랙 팬서>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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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인 필자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긍정적인 묘사(representation)의
힘이라고 하겠다.
물론 미국의 역사와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애피아가
지적했듯이 미국은 다언어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심지향적 공동 문화
(centering common culture)”가 있은 적이 없었지만 언제나 “지배적인 문
화(dominant culture)”가 있었다.62) 한국의 경우에는 지배해온 문화가 중
심지향적 공동 문화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배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마찬가
지이다. 한국은 아직 미국보다 다문화사회의 규모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사례와 위에서 검토한 연구를 보면
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민속학과 구비문
학의 분야에서는 정체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그들이 가져온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들의 ‘전통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한다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을 거부하고 한국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서양에서
다문화주의가 실패하였기에 새로운 이념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는 한편 다문화주의에 대한 오해가 많으나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떻게 보든 간에 많은 다문화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단일문화나 단일민족의 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분열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화상호주의의 옹호자들에 의하면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상호주의로 발
전하는 것은 사회분열을 초래하면서 다양성의 옷을 입은 정체성 정치학
62) Appiah, op. cit., 1997, pp. 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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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politics)을 버리고 사회적 통합 결합 자유를 지향하는 개방성으
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정체성의 맥락에서 이런 움직
임을 보면 세계의 동질성을 위에서 강요하려는 하향식 세계화를 초월하여
차이점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그 차이점으로 인해 생기를 얻는 관계를 지
향하는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이해가 서
로 조금 다른 듯하지만 스탠턴과 애피아는 둘 다 비교연구의 중요성에 대
해서 논했다. 스탠턴은 특히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63) 애피아는 보다 넓은 시야로 비교연구를 보았는데 그런 연
구의 중요성과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인간의 문명은 우리가
전에 인식하지 못한 가치를 드러내거나 익숙해진 가치에 대한 고수(固守)
를 약화시킬 방법이 있다.”64)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예로 여러 가지의 문화
예술적 요소를 열거했는데 첫째로 열거한 것이 바로 ‘민담(folktales)’이다.
그만큼 가치를 전달하고 형성할 수 있는 구비문학의 힘을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세계시민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뿌리내린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다. 특히 사이토의 연구에서는 뿌리내린 세계시민들이 가르침의 대
상이 아니라 배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물론 다문화 교육에서 한국구비문
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타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
이 되는 요소가 되겠지만 역으로 구비문학을 통해서 타자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타자의
구비문학을 채록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이는 상당히 긍정적
인 움직임이라 평가하겠다. 앞으로 진정한 세계시민주의적인 정신으로 우
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차이점을 통해 대화로 나아갔으면 하
는 바람이 있다. 즉, 한국에 정착한 뿌리내린 세계시민들이 한국구비문학의
63) Stanton, op. cit., p.631.
64) Appiah, op. cit., 200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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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나 타국구비문학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한국구비문학을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국구비문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전달하는 ‘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
으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치를 가르치는 도구로서 구비문학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편 소수 집단의 구비문학이 대다수에게 새로운
가치를 소개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한 몫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맞이하려면 정체성의 형성원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센
이 논했던 것처럼 개인의 정체성이 반드시 민족으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
다. 물론 민족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2차적
인 혹은 3차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한국사람’이라
는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압도적으로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만 앞으로 그것이 변할 것이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정체성이란 고립된 상태로 형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
라는 것이다. 애피아나 사이토와 같은 학자들이 바라고 있는 세계시민주의
적인 사회에서는 애매모호한 이념이나 보편적인 사상이 아니라 관계가 가
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개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므
로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 타자도 변해가고 자신도 변해가면서 사회를 바람
직한 미래로 발전시킨다.
마무리하면서 부산외대 교수로 있는 알록 쿠마르 로이(Alok Kumar
Roy)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1980년에 한국에 들어와 이후 뿌
리를 내려 2012년 1월에 100,000번째의 귀화인이 되었다. 당시에 필자가
로이 교수와 대화했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서야 그가 세계시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인도 출신인 로이 교수
는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도의 개념을 빌려 “카르마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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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rmabhumi)는 직업을 가지는 곳, 일하는 곳이다. 그리고 잔마부미
(janmabhumi)도 있는데 이는 태어난 곳이다. 물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
지만 여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다.”65)라고 했다. 물론 특권층에 속한
로이 교수에게도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신
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면 9자(공백 포함)가 되는데 어떤 서식이든 9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름이 그냥 ‘로이’로 나오고 의료보험증에는 이름이 ‘쿠마르’로 되어있다.
그는 이것을 비유로 삼아 한국 사회가 타자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문화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다문화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시 ‘단문화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 다문화 가족을 한국화하
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세계화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66)
로이 교수가 사용한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서 세계시민주의적인
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앞으로도 타문화 출
신의 한국 사회 일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협력자로 삼은 연구가 계속 진행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집단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5) Charles La Shure. “An ‘Existential Bridge’ between Korean and the World.” Koreana:
Korean Culture and Arts, The Korea Foundation, Autumn 2012, p. 71.(필자가 로이 교
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66) Ibid.,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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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ty and Folklore Stud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Charles La Sh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Korea is becoming
more and more multicultural. This paper looks at English-language
research in the West on multiculturalism, globalism, and other important
concepts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the future in Korea, and to inquire into what role Korean folklore might
play in such a society.
Identity has long been a central tenet of folklore studies in the West,
although it wasn't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at it was
first explicitly mentioned, and the concept did not gain prominence until
the 90s. Since then, though, it has been an important topic, and folklorists
have attempted to tease out the implicat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ies. As multiculturalism began to fall out
of favor toward the end of the 20th century, mainly because it was
perceived as forcing diversity on its subjects, folkorists as well
considered how well-meaning attempts to respect difference might
actually trap people from minority cultures in the "authentic"
representations of those cultures that have come to be expected of them.
With the cultural theory of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actice of globalization coming under fire, scholars searched
for new concepts that could open the way to a brighter future.
Interculturalism was proposed as a substitute for the former, whi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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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old idea of cosmopolitanism was revisited to find a way forward
from globalization. Unlike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sm was seen as
a more open approach that allowed for dialogue between peoples and
strove to achieve unity among and grant freedom to individuals. And
while globalization imposed homogeneity on the world from above,
cosmopolitanism sought not only to respect difference but to build a more
variegated society through those differences. It rejected vague, universal
values in favor of concret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The
concept of "rooted cosmopolitans" in particular shows promise as a way
to inform Korean folklore studies in the future.
Finally, this paper takes a look at recent social trends in the United
States to see what might be learned and applied to the Korean situation.
Lessons taken from recent developments and the above survey of the
literature may offer possib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and for the study of Korean folklore within such a
society.
identity, folklore studies,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interculturalism, cosmopolitanism, rooted cosmopolitans, culture
war

Key w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