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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임 시 연

  본 논문은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정체성과 시민권을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foreign talent)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 혹은 코스모폴리탄이라 불리는 외국인 고
급인력의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정체성 실천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민족지적으로 기술한다. 싱가포르 사례는 급속한 전지구화에 따라 외국
인 고급인력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선택하거나 본국의 정체
성을 유지하는지, 가속화된 초국적 이주가 외국인 고급인력의 시민권 실천과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과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싱가포르 사회는 1990년대 중후반에 정부가 글로벌 도시 건설을 표방하면서 코스
모폴리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유포한 이래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각종 사회문화적 변화가 일어났으
며, 특히 외국인 고급인력이 대거 유입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다인종, 이주민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펼친 개방적인 이민정책으
로 외국인 고급인력이 급증하자 시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외국인 
고급인력과 시민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열림’을 지향하는 코스
모폴리탄 프로젝트가 갈등과 충돌을 초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초국적 이동과 교류
가 빈번해진 오늘날, 싱가포르처럼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곳에서 
외국인이나 시민 사이에서 개방적 태도가 한층 더 강화되기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는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나아가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그에 수반된 이민정책이 왜 시민
들의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묻는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개방의 차원, 층
위, 대상에 따라 열림과 닫힘을 포함하는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개방성의 여러 층
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
성과 시민권 전략과 그 실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코스모폴리타



- ii -

니즘이 갖는 의미를 경험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우선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해 조성된 고급문화 공간에서 외국인 고
급인력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동성, 고급
문화, 레저, 여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동시에 전략이자 자본이며 또한 지향점이라
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조성된 화려한 고층건물에서 일하며 고급문화
와 예술,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싱가포르의 면면을 즐기고 있지는 않았다. 이를 향
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소득, 인종, 국적에 따라 ‘전
형적인’ 집단과 ‘비전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전자가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집
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계층적으로 구역화된 공
간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며 다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성한 코스모폴리스 속에서 고급 취향과 글로벌 소비패턴으로 표출되는 라이프스
타일을 통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전형성이 충족
되지 않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인종위계적인 싱가포르
라는 공간에서 배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경험하기도 한다. 중국 본토 출신이나 인
도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차별이나 멸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매너 등에 있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부각시켜 구분짓
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배타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고급인력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넘어 타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
까지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을 둘러싸고 벌어
지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다양한 이주 궤적과 실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국
민국가와 국경의 의미를 이에 비추어 반추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고급인력은 경
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유연한’ 시민권 전략 차원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뿌리없는’ 유목민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경제적 이윤 추구만을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존
재라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다중적 귀속감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여전히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
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시민권 전략과 실천은 다름 아닌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장(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천에 있어 여전히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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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표면적으로는 이주자의 행위주체성이 
강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위는 국가가 제시하는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초국가성의 심화가 사실은 국민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쟁력 
강화 기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치한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 시민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포함과 배제의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 일견 정체성의 정치처럼 보이는 이
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논리가 숨겨져 있으며, 정치, 사회, 문
화 등 다른 많은 논점들이 중첩되어 뒤엉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이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 이주민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총선에서의 집권당 의석 감소, 해외 이민 증가, 집
단 시위로까지 번지게 되어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싱가포르 이민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경합이 
빚어내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를 포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싱가포르의 현재 상황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개방성은 문화적 
층위에서는 일정 부분 실천되고 있지만, 정치적 층위에서는 실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과 시민 사이에서, 그
리고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정체성과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열림’이 ‘배제’를 내
포한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위계적인 인종구분선에 따라 인종이 본질
화되고 코스모폴리타니즘마저 정부 정책으로 관리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정체성
과 시민권 전략에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이 경
합하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열림’보다는 ‘배제’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요 용어: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 코스모폴리타니즘, 초국적 고숙련 이주, 
이민정책, 정체성의 정치, 유연한 시민권, 다중적 귀속감,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

■ 학번: 2010-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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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 중심도시(Hub), 코스모폴리스(Cosmopolis), 초국적 이주자의 집결
지, 쇼핑관광의 메카. 싱가포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들이다. 싱가포르라고 하
면 ‘국민국가’ 이미지보다는 초국적 기업들과 전 세계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도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곳은 어떤 곳에도 뿌리내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주하며 살아가는 초국적 시민들의 주요 활동무대처럼 그려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의 개방적
인 이민정책과 초국적 이주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싱가포르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초국적 이주와의 관련 속에서 싱
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체성과 시민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전지구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이주민들
이 두 국가 이상을 오가며 정체성과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것이 가능
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된 개념이지만, 최근 세계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연구들이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해 공유하는 정의는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과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 정도에 불과하다(Hannerz 1996; 
Urry 2000; Held 2002; Vertovec and Cohen 2002; Skrbis and Woodward 
2013). 연구자에 따라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 
담는 의미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연구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 코스모폴리탄 국가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조성된 코스모폴리탄 랜드마크와 
상징물들로 뒤덮여 있으며, 코스모폴리탄 비전에 의거한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따라 
유입된 외국인이 전체인구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외국
인 고급인력’(Foreign Talent)1)은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할 만하다. 싱가포르 정부가 코스모폴리탄 비전 아래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유치한 이들이 바로 이 ‘외국인 고급인력’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시민과 이주민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정체성과 

1) Foreign Talent는 ‘외국인 고급인력’ 혹은 ‘외국인 인재’라 번역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이라 번역하고 이것이 싱가포르 정부가 유포하는 기획이라는 의미가 강조되
어야 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인재’라 번역한다.



- 2 -

시민권의 내용을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2)이라고도 불리
는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highly skilled transnational migrant)이다. 본 연구는 
이들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초국적 이주가 사람들
의 사고와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탐구하려는 것이다. 
싱가포르 사례는 급속한 전지구화에 따라 외국인 고급인력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코
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선택하거나 본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가속화된 초국적 이
주가 외국인 고급인력의 시민권 실천과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야
기하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과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적, 인종, 계층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싱가포르 
정부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많은 혜택과 유인
책을 제공한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크게 작용했다(Yeoh 2012; Yap 2014). 코스모폴
리탄 프로젝트 실시 이후, 싱가포르의 외국인 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싱가포르 독
립 이래 행했던 첫 인구조사인 1970년 조사에서는 약 2백만 명의 전체인구 중 시민
권자(90.4%)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영주권자(6.7%), 비주민(2.9%) 등 외국인
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1990년 조사에서는 약 300만 명의 인구 중 시민
권자(86.1%)의 비율이 약간 줄고, 영주권자(3.6%)와 비주민(10.3%)의 비율이 약간 
올라간 것으로 나왔다. 그러다 2015년에 이르면 인구 구성에 큰 변화가 기록된다. 
인구가 약 530만 명으로 크게 늘기도 했지만, 이중 시민권자(61.8%)는 2/3에도 못 
미쳤으며, 영주권자(10.1%)와 비주민(28.1%) 등 외국인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이다(싱가포르통계청 2015).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의 핵심에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개방적이
고 우호적인 이민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저출산, 고령
화의 삼중고에 직면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인재 확보가 미래 싱가포르의 국가
존립을 결정하는 주요 동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들을 위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취해온 것이다. 이들은 주로 금융, IT 분야에서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종사하며, 호주, 미국, 유럽 출신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인도로부터 대거 유입
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초국적 이동성(mobility)을 활용하여 싱가포르가 아니더라도 
어디로든 거처를 옮길 수 있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유연한 시민권’(flexible 

2)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와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중간층을 포함하는 등 그
보다는 범위가 더 넓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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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전략(Ong 1999)을 실천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과연 싱가
포르에서도 그러한 유연한 시민권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가? 다른 한편, 이들의 존재
는 싱가포르 시민, 특히 중산층과 노동계층에게는 공분의 대상이다. 지나치게 개방
적인 이민정책의 시행으로 오히려 싱가포르인들이 누리는 권리와 혜택이 줄었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의 골자이다. 그 결과 2011년 총선에서 집권당 인민행동당
(People’s Action Party: PAP)의 의석이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태동기부터 다인종, 이민자로 구성된 짧은 역사의 국민국가이다. 중국
인, 말레이인, 인도인, 기타인 4개의 ‘CMIO’(Chinese, Malay, Indian, Others) 체
제에 따른 인종구분선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 중 75퍼센트 이상을 화인
이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
일하게 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인구 구성적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는 국가건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4M+M 이데올로
기’에 근거하여 사회 각 분야의 국가정책을 펼쳐왔다(Siddique 1990b: 564-565). 
‘4M+M 이데올로기’는 다인종주의(Multiracialism),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
언어주의(Multilingualism), 다종교주의(Multireligiosity)에 능력주의(Meritocracy)를 
덧붙인 것으로, 다인종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건국철학이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로서의 싱가포르의 운명은 1965년 독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질적인 인
구 속에서 국민정체성과 국가귀속감을 주조해내는 데에 달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국가의 존립에는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유대감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 이후 수많은 의식과 행사, 국경
일, 건조물, 상징물 구축을 토대로 국민정체성을 주조해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그러다 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코스모폴리탄 도시국
가 이미지를 국민정체성으로 기획하여 유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개방적인 이
민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싱가포르는 본디부터 이질적인 종족들로 구성된 국
가에 새로운 이주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국민정체성에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갈등으
로 이어지는 내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싱가포르라는 국민국가는 대외적인 도
전에 대처하다가 대내적인 문제를 심화시키게 되는 묘한 딜레마와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00만 외국인 추가 유입에 반대한다!” 이것은 2013년 싱가포르의 홍림파크
(Hong Lim Park)에 수천 명의 싱가포르인이 모여 외국인 급증에 따른 불만과 반감
을 표출한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피켓의 문구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 시행 이후 싱
가포르인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비화될 정도로 중요한 문
제로 부상하였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등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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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속에서의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
러한 일련의 현상은 이민자가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건국 이전부터 이민자, 다인종으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
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하여 포용성을 가질 것을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 형성된 ‘열린’ 마음의 정체성은 코스모폴리타니
즘이 지향하는 ‘열린’ 마음과 흡사하다. 외국인 고급인력 역시 학계에서 그리고 사
회적으로 코스모폴리탄으로 간주되는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이다(Ye and Kelly 
2011; Ho 2014b). 그런데,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펼친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이 급증하자 시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급기야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열림’을 지향하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가 갈등과 충돌을 초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초국적 이동과 교류가 빈번해진 오늘날, 싱가포르처럼 코스모폴리타니
즘을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곳에서 외국인이나 시민 사이에서 개방적 태도가 한층 
더 강화되기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의
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나아가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그에 수
반된 이민정책이 왜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묻는다. 요컨대 이 논
문의 핵심질문은 싱가포르에서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 고급인력과 시민 사이에서, 그리고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
으키는가이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이주 시대 싱가포르 정부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코스모폴리
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가?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이민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취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의도와 시민이나 외국인 고급인력을 대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어서 정부에서는 국
민정체성을 만들고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울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로 대거 유입된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어떤 
동기와 경로로 싱가포르에 이주해 오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여기
에 답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급인력이 코스모폴리탄 논의에서 일컬어지는 것처럼 혹
은 싱가포르 정부의 담론으로 유포되는 것처럼 자신을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규정하
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실제 싱가포르에서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실천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셋째,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과 연계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과 시민권은 어떻게 실천되고 활용되며, 이들이 싱가포르나 자신의 출신국에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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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귀속의식은 어떠한가? 이때 외국인 고급인력이 구현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개방성을 다른 문화를 단순히 호기심이나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의미로 봐야할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로 봐야할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국가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봐야할지 천착해본다. 
  넷째,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목격되는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의 갈등과 
정체성의 정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
포르 시민과 어떤 관계인지, 상호 포용적인지 아니면 상호 배제적인 관계인지를 살
펴본다. 또한, 이들이 갈등과 충돌의 관계에 있다면 왜 그러한지, 갈등과 충돌이 어
떻게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이들의 상호작용은 싱가포르의 시민권 
제도와 이민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 재조정을 가져오는지를 논증해본다.
  본 논문에서는 위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싱가포르라는 국
가의 비전과 이민정책을 통해 기획되고 유포되는 양상,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싱가포르라는 사회문화적 공간 속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을 정의하고 실천하는 양상,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목격되는 싱가포르 시민과 
이주민의 갈등과 이로 인한 정책의 재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춰 민족지적 기술을 시
도한다. 요컨대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어떤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을 상상하
고 실천하는지를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1) 초국적 고숙련 이주

  오늘날 세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인 발달, 인터넷, 미디어 등 전자매체의 기술혁명으로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
면서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이동을 가져왔고, 전세계의 사회와 문화의 상호교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전지구화’(Globalization)3)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가간 상품, 자본,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증폭되는 가운데, 특히 이러한 전 지
구적 흐름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상품이
나 자본보다는 노동의 이동인 ‘이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
는 이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대의 이주는 과거의 이주와

3) Globalization은 세계화, 전지구화, 지구화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전지구화’로 통칭 번역
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맥락적으로 ‘세계화’나 ‘글로벌 시대’라는 번역이 적합한 경우에
는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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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적,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지구화를 추동하는 정보, 통신, 교통 분야의 기술혁명은 과거 장거리 이주와 통
신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신국과 정착국 사이의 
이주자 네트워크 구축과 자유로운 송금을 가능케 했다. 바야흐로 ‘국제 이
주’(international migration)를 넘어 ‘초국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의 시
대가 열린 것이다.4) 글릭쉴러 외(Glick Schiller et al. 1995: 48)는 ‘초국적 이주’
를 이주자가 출신국과 정착국의 사회를 연결시키는 동시적이고 다중적인 사회관계
를 구성·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전지구화 과정과 맞물려 이주자는 
이제 출신국과 정착국 양자와의 관계성을 모색하는 초국적 이주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행위자로 거듭나게 되
었다. 다양한 초국적 이주 현상 중에서도 사센(Sassen 1991, 2002)은 특히 글로벌 
도시에서 이주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양상에 주목하여, ‘상층회로’(upper circuits)와 
‘생존회로’(survival circuits)로 구분되어 계층별로 상이한 경로를 통해 이주가 이
루어지는 양상을 포착하였다. 생존회로를 통해 이동하는 저숙련 이주자에 대해서는 
주로 인권이나 불평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상층회로의 고숙련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점점 많은 학자들이 ‘초국적 고숙련 이주
자’(highly skilled transnational migrant)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Hannerz 
1996; Smith 2001; Sassen 2001; Ley 2006).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에 대한 연구 
중에서 스클레어(Sklair 2001)의 “초국적 자본가 계급”(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논의와 옹(Ong 1999)의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 논의는 상당
한 주목을 받았다. 본 논문은 스클레어와 옹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면서도 연구대
상을 중산층 일반인의 논의로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의 연구대
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 중 글로벌 엘리트 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을 포함하는 계층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집단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
구는 콘라드슨과 라담(Conradson and Latham 2005)의 “중간층”(middling) 초국
적 고숙련 이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궤를 같이 한다. 그들이 “중간
층” 초국적 이주자가 오늘날 규모가 점점 커지는 중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이러한 “중간층” 초
국적 이주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Conradson and Latham 2007; Yeoh 
and Willis 2012; Ho 2014b).

4) ‘국제이주’가 국경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동이라면, ‘초국적 이주’는 한 사람이 둘 혹은 그 이
상의 여러 국가 사이를 오고가는 이동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Glick Schiller, Basch 

and Blanc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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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Ong 1999)은 스클레어와 같은 ‘초국적 자본가 계급’을 다루면서도 시민권 전
략에 초점을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 유용한 시각을 제
공해준다. 옹이 초국적 엘리트 이주자가 “유연한 시민권”을 실천하는 존재이며, ‘전
문성’과 ‘이동성’(mobility)을 전략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재)이주할 수 있는 존재라
고 강조한 이래, 유연한 시민권과 이중국적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적 연구
들이 나왔다(Robinson 1999; Waters 2003; Ho 2008). 이동성을 활용하는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는 이제 출신국과 정착국 사이에서 숨죽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
니라 주체성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이들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는 강화
된 행위주체성을 구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환영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글로벌 혹은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라는 미명 하에 여러 나라와 문화 사이를 뿌리
(root) 없이 오가는 기생계급으로 그려지기도 한다(Featherstone 2002: 1-2). 그러
나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를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들을 정
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들여다보면, ‘상층회로’를 따라 이동하
는 고숙련 이주자 역시 복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놓고 경합하고 투쟁을 벌
이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이다(Ong 1999).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가 정착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출신국으로 귀환 이주하는 경우도 왕왕 발견된다
(Ley 2006). 또한, 현실에서는 이러한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들이 어느 국가에도 귀
속감을 갖지 않는 뿌리없는 존재라기보다는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를 뿌리없이 떠돌아다니는 혹은 뿌리내린 
존재, 내지는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의 승자 혹은 패자로 가르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
에서 벗어나 이들의 초국적 정체성 실천과 전략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
러나는지를 출신국과 정착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비추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
이 대두된다. 다시 말해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의 삶과 정체성 실천이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경험적 연구가 긴요하다.

2)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포용과 배제

  통념적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대해 지적이고 심미적으로 개방성을 보여주며,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을 뜻한다(Held 2010). 그러나 한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
면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정의는 난해하고 복잡하다. 정치적, 철학적, 윤리적, 심
미적 관점 등 그 접근법에 따라 의미가 상이해짐은 물론이고, 시대와 지역, 문화적 
반경, 개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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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어원적 정의를 따져보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세계’와 ‘시민’을 더한 그리스
어 조합인 ‘kosmo-polites’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지역적 특수주의를 넘어선 보편적 
인본주의(universal humanism)를 의미한다(Cheah 1998: 22).5) 이러한 인본주의
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세계시민’(global citizen)과 ‘도덕적 공동체’ 창설의 유토피
아적 비전을 주창한 18세기의 칸트(Immanuel Kant)로 계승되어 오늘날의 코스모
폴리타니즘 논의에도 절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6) 칸트의 전통은 철학적, 정치
적 의미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말고도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연민’과 이로부터 비롯
된 보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도 했다(Cheah 2006: 488). 칸트에서 
너스봄(Martha Nussbaum)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인류애와 도
덕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이상적’ 의미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이렇듯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역사적으로는 정치철학이나 윤리적인 것에서 출발했
으나, 최근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전지구화와 초국적 
이주 급증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기
도 하고, 전지구화로 인해 코스모폴리타니즘 실현의 물적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지구화에 따른 잦은 접촉이 이상적 의미의 열린 코스모폴리
타니즘을 가져와 종국에는 글로벌 시민권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갈지 여부는 아직 미
지수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많은 경우 엘리트 계층과 결부되어 논의됨에 따라, 
한동안 코스모폴리탄은 이동성에 힘입어 고급 취향을 가지고 전세계를 옮겨 다니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는 특권층이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으며(Robbins 1998b: 
248),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 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뿌리없이 
이동하는 존재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논쟁의 하나의 흐름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일상적’인 것인지 ‘진
정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주목해볼만하다(Beck 2006). 코스모폴리타니즘
이 주로 엘리트 계층과 결부되어 논의되다 보니, 한편에서는 일상적 코스모폴리타니
즘은 이국 취향의 고급문화에 탐닉하는 소비 성향과 관련되며 진정한 코스모폴리타
니즘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진정한’ 코스모폴
리탄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관점에서 이타적인 사람이거나 열린 마음으로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다. 대략적으로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
한 코스모폴리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5)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고대적 어원은 기원전 3세기 스토아 학파로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하는’ 코스모폴리탄 시민들로 구성되는 코스모폴리탄 사회를 지향하
였다.

6) 이러한 정치적, 철학적 의미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글로벌 시민권’(global citizenship)의 생
성 가능성과 이로부터 비롯된 코스모폴리타니즘과 국민국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
쟁을 촉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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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인 정의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나 코스모폴리타니즘과 관련된 복잡한 실
천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여러 요소 가운데 일부 특
정 요소를 특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여러 의미
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가 그러한 의미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분법적 시각으로 설명하게 되면 논의는 미궁으로 빠지기 쉽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소에 “실제로 존재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Robbins 1998a: 2)을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너즈(Hannerz 1996, 2004)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인류학
적 민족지 작업이 유용하다고 주장한 이래 인류학 방법론을 활용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양산되어 나왔다. 또한, 코스모폴리타니즘 연구의 대상이 확장되어 선행연
구들에서 초점을 맞춘 엘리트층 뿐 아니라 중간층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코
스모폴리타니즘을 다룬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Thang et al 2002; Ho 2005; Ho 
2014b),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계층의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Werbner 1999; Lamont and Aksartova 2002)도 등장하여 고무적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환경 속의 특정 국적, 종족 공동체 등 단일한 사회적 범주 집단
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실천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심층 탐구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단일한 사회적 범주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 선행연구와는 조금 다
른 연구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의 결과가 왜, 어떻게 외
국인 고급인력과 시민 사이의 갈등과 충돌로 귀결되는가라는 핵심질문에 답하기 위
해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다양한 국적, 종족, 소득의 외국인 고급인력들 사이에서 
동일하거나 상이하게 실천되는 양상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난해하기로 유명한 개념이다. 이와 더불
어 누구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Skrbis 
and Woodward 2013: 2). 본 논문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쟁
에 뛰어드는 대신 버토벡과 코헨(Vertovec and Cohen 2002)의 코스모폴리타니즘
에 대한 정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의 정의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아우를 정도로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버토벡과 코헨(Vertovec and Cohen 2002: 6-20)에 따르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은 
(1) 사회문화적 조건, (2) 철학이나 세계관, (3) 초국적 기구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
적 프로젝트, (4) 다중적 정체성을 인지하는 정치적 프로젝트, (5) 태도나 성향의 지
향점, (6) 관행이나 능력의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정의에 비추어 보
면, 싱가포르에 만연한 코스모폴리탄적인 환경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해당하며, 외국
인 고급인력은 철학이나 세계관, 다중적 정체성, 태도나 성향의 지향점, 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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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모든 부분의 코스모폴리탄적 요소들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싱가포
르는 (3) 초국적 기구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버
토벡과 코헨이 내린 정의에 포함된 대부분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는 공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여러 의미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라
는 국민국가가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코스모폴리타니즘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다시 말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비전과 
이민정책을 통해 기획되고 유포되는 양상,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문화적 
공간 속에서 초국적 정체성과 시민권을 담지한다고 일컬어지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어떤 전략과 실천을 취하고 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핵심요소인 ‘개방
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한 개방인지에 
따라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구에 
대한 개방인가? 다른 문화인가, 다른 국가인가, 다른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개방인
가? 모든 것을 허물고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방인가? 아니면 자신이나 자국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방성에 불과한가? 이러한 개방성의 층위를 구분
하는 작업을 통해 복잡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들은 어
떠한 층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정의 중 하나에 속한다(Delanty 2006; Skrbis and Woodward 2013). (1) 다른 문
화에 대한 열린 자세와 여러 문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 (2) 
다른 국가나 국경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와 나아가 세계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 (3) 국가나 사회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존
엄하며 모든 인간은 인류 전체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 도덕적, 윤리적 
코스모폴리타니즘. 이와 같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정의는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
들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 사례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틀에 입각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위의 코스모폴리타니즘 정의 중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각하고 
일상적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은 첫번째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일 것이다. 싱가포
르에서 이러한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외국인 고급인력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
체성을 통해 표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라이프스타
일과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부르디외(Bourdieu 1986)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
을 차용하고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성향’(disposition)이자 ‘능력’(competence)으
로 바라보는 입장(Skrbis et al. 2004; Ye and Kelly 2011)에서 논의를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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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문화적 자본으로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으로 전이하여 확대 재생산하며 전
략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을 상상하고 전략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천 가능성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국가 싱가포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와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에 대한 사례 분석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오래되고도 핵심적인 쟁점인 코스모폴리타니즘과 국민국가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하나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구화가 가
속화되고 코스모폴리타니즘이 활발하게 실천되면 국가의 경계가 옅어져 바야흐로 
탈국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많은 논자들은 코스모폴리타니
즘이 실천되고 있지만, 탈국가적 세계정부의 등장은 아직 요원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Turner 2002; Calhoun 2002; Kendall et al. 2008). 이런 의미에서 국민국가는 
그 모든 결점과 폐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지구화가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
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칼훈(Calhoun 2007)의 주장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과 국민국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실제로 초국적 이주자가 다중적 귀속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경험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고에서는 국가 주도성이 강한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빚어내는 
갈등과 충돌 양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틀에 더하
여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Robbins 1998b)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코스모폴
리타니즘의 정치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지만, 싱가포르 맥락에서는 대체로 열
림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념이 실생활에서는 그 층위에 따
라 포용과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이때 각 행위자가 코스모폴리탄 정
체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
나는 정체성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Cartier 1999; Yeoh 2004; 
Ho 2006; Ho 2012). 특히 여(Yeoh 2004)는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타니즘 기획의 
허구성에 대하여 논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양극화된 이민정책을 통해 포용과 배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가 벌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의 연구가 외국인 고급인력과 외국인 노동자라는 ‘계급’에 따라 
벌어지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배제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인종’, ‘국적’, ‘소득계층’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분화되는 양상, 그리고 
이에 따라 하위집단별로 상이하게 벌어지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포용과 배제 현상,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 간의 갈등과 타협 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코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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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타니즘의 정치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과 이민정책 연구 

 

  싱가포르의 초국적 이주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국민정체성과 이민정책과 결부하
여 실천되는 여러 양상들을 들여다보면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50년 남짓한 짧은 역사에 인위적 독립을 맞게 된 싱가포르는 “상상의 공동
체”(Anderson 1983)로 출발한 국가이기에 국민형성의 문제는 독립 시기부터 지금
까지 싱가포르 정부의 근간을 차지하는 핵심 과제이다. 국가건설기에는 다종족, 이
주민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인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면, 1990
년대 중후반 이후 이주자 급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며 원래부터 복잡했던 싱가
포르의 이질적인 인구구성과 정체성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형성의 문제를 다시
금 절실한 문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국민형성’(nation-building)은 국가가 “하나의 ‘국민’(nation)이라는 개념 하에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이들의 충성심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련의 역
사적, 도구적, 감성적 과정”(Glick Schiller and Fouron 1999: 132)을 통해 이루어
진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을 동일한 국민으로 인식하는 정체성 형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에 대해서는 국가 건립 이래 수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국가’ 차원의 국민정체성 기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싱가포르의 국민형성 프로젝트가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며 경제 번영과 국가존립을 보장하였다고 평가한다(Quah 
1990; Chew and Lee 1991, Velayutham 200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학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정체성
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복잡함과 혼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혼종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을 국민형
성 과정 속에서 포착하려는 기존 연구들(Mutalib 1992; Clammer 1998)은 싱가포
르의 국민정체성 형성 작업이 독특한 다원주의 역사와 식민지배의 역사적 부담과 
맞물려 복잡한 정체성의 정치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연
구에서는 국민정체성 형성이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 가족, 
주택, 미디어 정책을 통해 유포되고 강화되는 양상에 초점을 맞췄다(Ban et. al. 
1992).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의 싱가포르’(One Singapore)라는 국민정체성을 주조
하려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기획된 정부의 정책과 사회공학적 프로그램이 결과적
으로 더욱 복잡한 정체성을 낳고 혼합적인 결과를 양산했음을 보여줬다. 국민정체성 
논쟁은 1980년대에 인민행동당 정부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로의 정책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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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진 후 증폭되었고, 최근 새로운 이주의 흐름을 타고 학계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시금 부상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삼아, 국가의 국민정체성 기획을 둘러싼 국가
와 시민 사이의 경합과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시민’의 시각에서 국민정
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Lim 2012; 
Yang 2014). 이들 연구는 주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실시 이후 급증한 외국인의 
존재와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빚은 사회문화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갈등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형성과 관련하여 현재 싱가포르 사회에 불
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안감은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 팽배한 ‘능력주
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 “키아수”(Kiasu)7)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싱가포르인 어느 누구도 자기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
는 태생적 한계로부터 비롯되었다. 영국 식민지 시기부터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계의 다종족, 이주민이라는 이질성을 안고 출발한 싱가포르인은 자신의 정체성
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왔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새로운 이주자 유입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주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귀결되기까지 한다(Yang 2014). 누가 더 
진정한 싱가포르인인가, 누가 더 싱가포르적인 면모를 보이나, 누가 더 싱가포르 문
화를 잘 알고 있는가가 이러한 배제가 이루어질 때 목격되는 질문들이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와 이에 근거한 국민정
체성,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모두 국민국가의 국민형성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맥락
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싱가포르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적 그리고 공공 정
책 관점에서 수많은 연구가 양산되어 왔다(Hui 1992; Ong 1995; Low 2002). 싱가
포르에 주재하는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연구들 역시 초
반에는 대부분 경제적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 관점을 넘
어 싱가포르의 이민정책과 초국적 이주가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주목하는 사회문화적 연구가 늘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사
회문화적 연구로는 우선 여와 황(Yeoh and Huang 2003)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양극화된 이민정책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위치 설정과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외에도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이 양산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Ho 2007; Ho 2014a; Yeoh 
2015).

7) ‘키아수’(Kiasu)는 호키엔(Hokkien)어로 남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1등을 고수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정부가 유포한 능력주의와 실용주의로 점철된 무한
경쟁사회인 싱가포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지해야 하는 요소로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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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될 
것인지의 문제에 천착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Chong 2011; Lim 2014; 
Yang 2014). 특히 양(Yang 2014)의 연구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타자화하는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인의 불확실한 국민정체성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본고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시민 사이의 잦은 접촉으로 비롯된 갈등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일련의 통
합정책 연구 등 이주민 ‘통합’에 대한 연구들도 최근 쏟아져 나오는 추세이다(Tan 
2014; Goh 2014; Mathews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민과 시민 간의 갈등이 어
떻게 이민정책의 규제강화조치 도입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정책의 출범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시각을 제
시한다. 본 연구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과 시민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이주민 통합의 문제를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와 외국인 고급인력의 조우,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의 조우 등 국가와 사
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체성의 정치에 초
점을 맞춰 민족지적 기술(記述)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이민정책과 코스모
폴리탄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전략과 실천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전략과 결부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이 실천하는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
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목격되는 싱가포르 시민과 이
주민의 경쟁과 경합 양상과 이로 인한 이민정책의 재조정 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사례와 경험에 주목하여 코스모
폴리타니즘의 정치를 포착할 것이다.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있는 싱
가포르의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정책과 행위자 간의 조우와 충돌에 대한 
생생한 사례는 최근 다시 각광받고 있는 코스모폴리타니즘 논의에 깊이와 색채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Hannerz 2004: 
84; Skrbis and Woodward 2013: 3)인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로
서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코스모폴리탄’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사고와 행동에 대
한 관찰과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간 싱가포르에서의 현지조사와 
그 이후의 추가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변화양상을 그려보
고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주 경험과 실천을 추적하여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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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라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는 싱가포르 이민정책과 관련된 정부 정책 문서, 
정책 비전 문서, 각종 연설문, 의회 발언 기록, 언론 보도 자료, 온라인 논쟁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은 싱가포르에 체류했
던 1년간의 조사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1년 간 이메일, 화상통화 및 
한국 혹은 제3국에서의 면대면 만남을 통해 면담을 추가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외국인 고급인력’(Foreign Talent)은 싱가포르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낳은 산물
이자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이들은 싱가
포르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지칭되지만, 싱가포르에서만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뉴욕이나 런던, 도쿄 등의 글로벌 도시에서 흔히 만날 수 있
는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이다. 잦은 이주 궤적 때문에 ‘코스모폴리탄’이라고도 불
리는 이들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들이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 담론을 통
해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외국인 고급인력 범주의 스펙트럼은 매
우 넓어서 상위 1퍼센트인 슈퍼 리치(super rich)부터 중산층 이주자를 아우르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전문가, 관리자 집단’(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 PMET)이라 불리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외국인 고급인력’을 특정 국적, 인종, 신분, 계층, 
직종에 국한하지 않았다. 국적상으로는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아시아계’와 미주, 
유럽 등지의 ‘비아시아계’를 포함시켰고, 인종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인종구분선
에 따라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기타계를 포함시켰다. 신분상으로는 주재원
(expatriate), 고용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그리고 신규 시민권자를 아우르며,8) 계층
적으로는 슈퍼 리치,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중간층 이주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직종으로는 금융, IT, 생명공학, 컨설팅, 부동산 종사자는 물론, 의사, 변호사, 사업
가, 다국적기업 임원급 인사, 학계인사도 많았고, 중간층으로 내려오면 해당 직종의 
일반 직원이나 NGO 담당자까지 망라된다.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
한 제보자 선정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층면
담 대상은 최대한 다양한 국적, 인종, 신분, 계층, 직종을 아우를 수 있도록 주의를 

8) 신규 시민권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현재 법적 신분으로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외국인 고급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이유로 
싱가포르로 귀화하는지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외
국인’으로 여전히 타자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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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으며, 각종 모임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다양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
력을 기울였다. 
  연구대상의 다변화와 다양한 표본의 확보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참여관찰은 다음
의 두 가지 차원에 유의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외국인 고급인력이 주로 모이는 주
재원 커뮤니티, 네트워킹 이벤트, 파티, 사교클럽, 각종 협회, 음악회,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 운동, 취미활동, 종교활동, 콘도 행사 등에 참가하여 이들이 서로 어떤 관
계를 맺는지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이들
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럴 경우 그러한 정체성이 어떤 행동
으로 표출되는지 관찰하고자 했다. 둘째,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정
부, 비정부 인사들에 대한 참여관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형성 프로젝트 
조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국경일 퍼레이드, 국경일 만찬을 비롯한 
국경일 의식들과 인종화합일 기념행사들을 참여관찰했고, 통합 행사 조사를 위해서
는 커뮤니티, 학교, NGO 등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에 대한 참여관찰
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참여관찰을 통해 만나 면담한 사람은 총 2,000명이 넘으며, 이중에 심층
면담을 한 대상만 몇 백 명이 넘는다. 본고에서 유효하게 언급할 연구대상의 수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대상자를 모두 합쳐서 총 91명으로, 58명의 외국인 고급인력과 
33명의 싱가포르 시민 및 정부, NGO 관계자가 그들이다. 첫째, 외국인 고급인력은 
우선 법적 신분에 따라 주재원, EP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신규 시민권자로 구분하
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각 집단에 국적, 인종, 직종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시민의 경우 각기 다른 연령과 인종으로 세분화하여 면담을 진행함으
로써 시민 개개인이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경쟁하는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다만, 시민의 경우 외국인 고급인력과 
같은 계층인 중산층 이상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비교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갖
추고자 하였다. 셋째, 정부/비정부 관계자의 경우 통합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 인
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인구인재관리부(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NPTD)를 비롯하여 인민연합(People’s Association: PA), 지역 커뮤니티
센터, NGO의 고위 관료를 비롯하여 중간급 간부, 실무자를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상층부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
층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인류학계에 상층부 집단 연구가 많
지 않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위로의 연구’(studying up)의 필요성과 가능성”(이강



- 17 -

원·임소연·하대청 2013: 4)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상층부 집단을 연구대
상으로 하는 해외 인류학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방법
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과 한계를 포착하게 되었고, 이를 새로운 해법과 방법
론을 개발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더욱이 이 연구는 상층부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
라, 집단 간의 이질성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다각화
하는 것이 긴요했으며, 이민정책과 이주민 문제가 매우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는 현
지의 특성상 연구방법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수립하였
다. 첫째,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이 실행되는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
상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표본을 확보한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국적, 인
종, 직종, 연령 등에 따라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상이한 대응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조사 결과 실제로 그랬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국적, 
인종 분포에 대한 극히 기본적인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으며(김지훈 2006; Ho 2012; 
Kim 2012; Yeoh 2013), 영주권, 시민권 정책 등 이주민 관련 문제는 철저하게 비
공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는 문제
는 조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둘째, 중산층 이상의 외국인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도록 연구방
법을 다변화한다. 예를 들면, 연구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지적 수준
이 높은 ‘고급인력’ 피면담자들은 연구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 면담, 비공식 면담, 참여관찰 뿐만 아니라, 초점집단 면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만남과 같은 다변화된 방법을 활용한다. 특히 다양한 대상에 대한 공
식, 비공식 초점집단 면담의 경우 서로의 경험과 입장을 공유하는 가운데 피면담자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어서 경쟁이나 경합 양상을 관찰하는 이 연구에 
있어서 유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관찰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 범주별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한 두 차례, 많게는 다섯 차례 이상의 공식 면
담을 통해 진행했고, 이러한 면담 내용을 또다시 참여관찰과 비공식 면담을 통해 보
다 넓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면담은 주로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연구대상에 따라 맥락상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유연한 방법을 취했다. 심층면담은 고급인력과 정부관료의 특성상 그들이 가장 편하
다고 생각할만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면담대상자나 연구자의 집, 면담
대상자의 사무실, 주재원들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사교클럽 등이 모두 포
함되었다. 다만, 녹취와 기록을 위하여 되도록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택했
다. 심층면담은 대개 1시간 반~2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매회 녹취하거나 면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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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면담 직후 상세히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지만, 실
제 조사과정은 네 가지 ‘금맥’(金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가 여러 개의 
우연과 행운이 겹치고 축적되는 가운데 깊이와 색채를 더하며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조사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 우연과 행운의 경이로운 
인연을 ‘금맥’이라 칭하고자 한다. 조사과정 속에서 ‘기본원칙’은 하부원칙들로 세분
화되었으며, 하부원칙들은 ‘금맥’에 따라 수정과 변용을 거듭했다. 또한, ‘금맥’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뜻밖의 연구 결과를 포착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상층
부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금맥 없이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러한 금맥을 찾는 데에는 연구자의 위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금맥을 남
들보다 빨리 혹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일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외국인’이라는 연구자의 위치와 직업적 특성 때문에, 외국인 
고급인력은 연구자를 같은 코스모폴리탄으로 간주하여 주었고, 유년 시절의 해외 거
주 경험이 싱가포르 내외국민 모두가 연구자를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에 어울리는 
일원으로 간주하게 해 주었다.
  첫번째 금맥은 싱가포르 이민정책과 통합 관련 행사에서의 ‘맨땅에 헤딩하기’로부
터 비롯되었다. 현지조사를 시작한지 열흘 남짓 되었을 무렵, 지역 커뮤니티에서 주
최하는 소규모 통합 행사에 무작정 참가했고, 행사 후 있었던 소연에서 말레이계 싱
가포르인 여성을 사귀게 되었다. 커뮤니티 리더였던 그녀는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에 연구자를 초대해 주었다. 그녀가 데려가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지만, 그
녀의 도움을 통해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 행
사 그리고 비공식 행사들로 연구 공간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한 통합 행사
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기회를 계기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관료
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이후 해당 지역 국회의원 주최 국경일 만찬에 VIP로 초청
되어 사회각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확장하는 등 한번의 인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넓고 심원한 공간으로 연구자를 데려가줬다. 
  두번째 금맥은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연구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
할 수 있었다. 조사 2개월째에 접어들던 무렵, 본격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을 연구
하기 시작하며 처음엔 몇몇 지인과의 모임에서 연구대상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내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각종 모임과 파티에 초청 받다보니 참여관찰 공간과 
면담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과 대상이 너
무 많아져서 이를 매일매일 선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모임과 대상
을 선별하는 기준, 즉 ‘기본원칙’은 첫째, 되도록 다양한 모임에 참가하여 다양한 표



- 19 -

본과 관계를 맺을 것, 둘째, 그 속에서도 일부 주요 모임에는 연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핵심 제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었다. 첫번째 원칙은 전반
적인 지형파악과 외국인 고급인력 커뮤니티 참여관찰을 위한 것이고, 두번째 원칙은 
그들이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속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
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핵심적인 금맥과 조우하게 되
며 금맥간의 상호작용을 발견하게 된다.
  세번째 금맥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정책대학원(NUS LKY School)에서 운
영하는 최고관리자 과정 수강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조사 3개월째에 접어들며, 연
구대상을 좀 더 다원화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접촉하기 위해 개인적, 사회
적 네트워크를 확장해야겠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3주간의 코스
를 수강하게 되었다. 비영리기구(NPO) 및 국제기구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 수강생들은 대부분 관리자/최고경영자급으로 수업내용을 통해 지식을 얻는 데
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루 세 차례의 네트워킹 시간에 목적이 있어 보였다. 이 과정은 
심사를 거쳐 수강생을 선발하여 수강료 S$10,000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대학
원 측에 수강생 선택권이 있어, 수강생은 싱가포르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장애인, 노인,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고급인력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싱가포르인으로 연구자가 별도로 모으
지 않아도 싱가포르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과 한 자리에서 친분을 쌓게 된 것은 이
후 연구에 있어 굉장한 행운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조사 기간 내내 핵심적인 제보
자,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으며, 수많은 다른 제보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또한,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 세일링, 음악회, 미술전 등의 정기모임을 통해 이들과 지속
적으로 교류했음은 물론, 친분을 많이 쌓은 제보자들과의 각종 소규모 모임과 여행  
경험은 싱가포르인들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참여관찰 기회가 되기도 했다.  
  네번째 금맥은 싱가포르 정부관료에 대한 것으로 두 가지 세부 흐름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이
민이 매우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정부관료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 
이들과의 면담은 조사 말미에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9) 그런데, 이후 조우하

9)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접했던 “이주자의 국적 분포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이민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추진하겠는가”라는 많은 분들의 우
려섞인 충고는 정부관료 면담 가능성에 대해 연구자를 회의적으로 만들었으며 실제 싱가포
르에 도착해서는 이것이 현실화되었다. 조사 초기에 만난 싱가포르 이주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계 박사논문 집필자들은 “정부 관료 면담 요청은 항상 거절당하거나 회의적인 
답변이 온다며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로 연구자를 낙담시켰으며, 연구를 추진함에 따
라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관료에 대한 접근성이 연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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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금맥 덕분에 이러한 소극적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다. 우선 첫번째 세부 흐
름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발견한 위의 세 가지 금맥들 속에 정부관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금맥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흔쾌히 면담대상을 소개해주
었다. 콘도 입주민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웃집 노인이 알고 보면 리콴유 총리 
시절의 교육부 고위관료였다든지, 오며가며 알게 된 사람들이 싱가포르 정부의 요직
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전현직 관료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연과 행운이 거듭되어 
찾게 된 금맥의 세세한 결을 따라 본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정부관료 면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두번째 세부 흐름으로는 무엇보다 정부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리콴유정책대학원의 단기 과정 수강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 중견 공
무원과 언론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했는데, 우선 
싱가포르 최근 정책과 관련하여 대단히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더욱이 40
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는 싱가포르 교육부, 문화부, 인재개발부 등 각종부처의 관료
와 기자, 앵커, PD 등의 미디어 종사자로 연령도 30대~40대 중후반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연구자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있었다. 조사 말
미라 그들 전부와 친분을 쌓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후 주요 조
력자가 된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면담은 물론 여행과 가정 방문, 소규모 모임 등
을 통해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그 인연들이 이어져서 연구
자가 대정부 관련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좋은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금맥은 모두 한데 얽히고설켜서 하나로 수렴되었다. 특히 싱가포
르처럼 ‘좁은 바닥’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더욱 심화되었고 조심할 것도 많았다. 
한다리 건너면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층부의 경우 관계들에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금맥들을 통해 기존 연구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현지와 대상이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마다 연구자는 연구방법을 금맥이 가져다 준 현지라는 
공간에 맞춰 끊임없이 변경하고 조응하고 순응해야 했다. 
  하나의 만남은 또다른 소중한 만남, 그리고 또다른 금맥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사례를 소개해본다면, 두번째 금맥의 NPO관리자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50대 여
성 변호사가 연구자를 데리고 간 모임이 결정적이다. 매주 진행되는 이 모임은 싱가
포르 파워엘리트의 정기모임으로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리콴유 총리의 조카를 
비롯하여 유명한 의사, 변호사, 은행가, 교수 등 40-50대의 남녀가 주요 참여자였
다. 이후 매주 모임에 참가하며 싱가포르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안과 식견을 배
울 수 있었고, 이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엿볼 수 있었다. 더욱이 전부 싱가포르
인처럼 보였던 그들 중 일부는 후일 알고 보니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싱가포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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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장기거주 영주권자와 신규 시민권자였다.  
  싱가포르처럼 이민이 민감한 이슈인 곳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
려움을 수반했지만, 특히 심각한 것은 정부에서 이주민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통계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사례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지침
마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 이민·이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같은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대체 통계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10) 연구자는 방대한 규모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되도록 다양한 
표본을 찾고 같은 표본 내에서도 차이를 가지는 부분을 포착하여 패턴을 찾는 방법
을 택했으며, 언론보도자료와 학술자료로 이를 보완하였다.  
  또한 정부관료와 친분을 쌓아 이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실제 정책이 만들어지
고 실행되는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금맥들을 통해 만들어진 친밀
한 관계 속에서 정부관료나 공무원들의 우정과 호의, 라포 형성의 산물로 획득한 자
료나 진술 등을 논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인류학 연구자에게 당
혹스러움을 야기한다. 싱가포르는 매우 좁은 공간이라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술할지
라도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기가 쉬워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고급 공무원 출신 저술가가 정부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의 책을 출판할 때 “이름도 부처도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도
록 다양한 혜안을 준 전(前) 공무원 동료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할 정도로 민감한 문
제이다. 연구자 역시 어렵게 얻은 면담내용과 자료지만 본 논문에서 직접 인용은 가
능한 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이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쓰일 수 없었으며, 싱가포르 이민정책과 사회를 더 넓은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이
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식견과 혜안이 이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상층부와 이주민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중첩되어 때로는 연
구대상의 확보에 있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국 본토 출신
의 신규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제3국으로 건너가는 사례를 심층 조사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례를 모아보려 했으나, 조사 당시 영주권을 포함
한 이민 관련 이슈가 매우 민감하게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지인들을 통한 
면담자 소개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숨가쁘게 바삐 진행되는 조사과정
에서 씁쓸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방법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
다. 술자리 등 비공식적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와 공식적인 면담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차이,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라포를 형성한 이들과의 면담과 소개

10) 싱가포르 이민·이주 연구자들은 월드뱅크에서 발행된 특정 국적의 이주자에 대한 통계자료
를 활용하거나(Koh 2014), 언론보도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며(Yeoh 2012; Ho 2014a), 해당
국의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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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만난 이들과의 면담의 질적 차이 등이 발견되어 이후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내러티브를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급인력과의 면담 시 지양해야 할 것과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할 것, 침묵되는 것들과 강조되는 것들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
도있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알고 있는 지인들 중 트레이더나 변호사 같은 
공격적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면담자 후보군이 가득한 리셉션 등에 함께 
참가하게 되면 연구자에게 “저기 네가 인터뷰할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뭘 망설이
냐. 다가가서 인터뷰를 따고 그 자리에서 알고 싶은 걸 물어보라”고 충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인터뷰를 통해 가능한 것은 전반적인 지형을 파악하
는 정도이지 면담대상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청취하기는 어렵다. 특히 싱가포르처럼 
정부의 통제가 강한 나라에서 라포 형성 없이는 ‘이민’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청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면담자들은 앵무새처럼 미디어 관점
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때론 인터뷰 중 농담삼아 “이거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서 녹
취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 정부에 대해 어
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형파악을 위
해 참여관찰 중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일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을 핵심제보자로 하여 라포를 형성한 후 공식면담, 비공식면담, 참여관찰을 병행하
여 집중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상층부 연구는 연구대상의 확보뿐 아니라 축적된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면담 시 모순되거나 양가적인 대답
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화되는 내용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발화 시 어떤 
표정과 몸짓을 구사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조사를 진행하며 상층자
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생각을 우아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들의 발화 내용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고 전체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식 
면담 뿐 아니라 참여관찰을 통해 여러 집단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거나 공식 면담과 비공식 
면담 내용이 달라지는 사례는 싱가포르에서 자신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국적과 인
종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상층 경제 자본을 갖췄으면서도 국적과 인종
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고 느끼는 경우 이러한 태도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초점집단 면담 등을 통해 이들의 상호작용
을 관찰하는 방법을 병행하며 면담내용을 더 넓은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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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중심 내용은 크게 정책 분석이 주를 이루는 2개의 장과 정책의 수많은 
실천들을 그린 민족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싱가포르 이
민정책의 역사적 궤적을 짚어보고 그 핵심논리에 대해 다룬다. 2장에서는 싱가포르
가 식민역사와 지리적 위치 속에서 어떻게 독특한 코스모폴리스로 자리매김하게 되
었는지 살펴보고,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정부가 추진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특징과 그 시행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국민정체성 주
조 작업과 이민정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어
떻게 활용하는지 탐색한다. 초국적 이주가 증가하며 국경이 흐려지고 국민국가의 소
멸론까지 대두하였지만, 여전히 국가는 건재하며 오히려 민족주의나 애국심 같은 감
정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국책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초국적 이주 시
대, 국민국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염두에 두고 국가존립과 경제발전을 
위해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활용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과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3장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을 집중 조명하는 장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어떻게 외국인 고급인력 담론을 유포하며 법적,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 인민행동당 정부가 외국인 고급인력 담론을 유포하며 이
들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실제 외국인 고급인력이 이주해 들어오는 
경로를 기술한다. 또한 외국인 고급인력을 싱가포르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만드
는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민정책 속에 숨겨진 인민행동당 집권 강화의 기제
를 포착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통합정책을 살펴보고, 그 속에 숨
겨진 배제의 의미를 파악한다.
  4, 5, 6장은 본격적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삶과 초
국적 이주의 다양한 실천양상을 기술한 민족지이다. 4장에서는 코스모폴리탄이라 불
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일상생활과 정체성을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봄으로써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의미를 밝힌다. 우선 외국인 고급인력이 코스
모폴리탄인지 범주를 구성한 후, 하위집단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고급인
력의 코스모폴리탄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 그리고 이들의 이주 궤적과 전략을 기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초국적 이동성으로 실현되는 코스모폴리탄 신(新)중산
층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싱가포르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밝힌다.  
  5장에서는 초국적 이주 시대에 시민권 개념과 실천에 야기된 변화를 고찰하기 위
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이 영주권자가 되거나 시민권자가 되었다가 본국 귀환하거나 
다시 제3국으로 재이주해가는 궤적이 가지는 의미를 집중 분석한다. 유연하고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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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내린 코스모폴리탄의 대비를 통해 영주권자의 다양한 이주 전략과 궤적을 살펴보
고, 신규 시민권자의 이주 궤적과 시민권 의식,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국가귀속감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초국적 이주 실천들이 
이주자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시민권 개념과 실천에 어떤 변
화를 야기하는지 탐색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국적 시대, 국민국가가 여전히 건재
하다는 것을 싱가포르 정부의 유동적인 영주권, 시민권 정책과 그 조정 과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포착한다.
  6장에서는 싱가포르 정부와 시민이 각기 정의하는 국민정체성의 의미를 살펴본 
후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갈등과 타협 양상을 추적한다. 싱가포르의 기존 시
민과 외국인 고급인력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정체성의 정치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이 개재되어 있는지 밝혀본다. 나아가 이주민과 시민이 각각 정부
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펼치고 그 결과 어떻게 정책이 재조정되는지 조명해본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급격한 속도와 규모로 외국인이 유입됨에 따라 싱가포르 시민들
의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며 인민행동당 의석 감소와 인구백서 시위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이에 따른 규제로의 정책선회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의 수
동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주자와 기존 시민이 각각 이동성과 코스모폴리탄 정
체성, 영주권, 시민권, 선거, 시위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국가에 대해 대응전략을 펼
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정책을 (재)구성하는지를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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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싱가포르: 국민국가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모순적 결합

 
  국민국가로 구성된 근대세계에서 코스모폴리스를 지향해온 싱가포르를 우리는 어
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의거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스 역사와 더불어 그와 동시에 
진행된 국민정체성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싱가포르에서는 ‘코스모폴리스’(Cosmopolis)라는 말이 유통되
기 시작했고, 그 이후 ‘예술, 문화를 위한 글로벌 도시’, ‘코스모폴리탄 도시국가 건
설’ 등의 각종 화려한 레토릭이 집중적으로 회자되어 왔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21세기 전지구화의 도전에 대응한 국민국가의 전략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 비전을 
채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과거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
터 “이미 코스모폴리탄적인 공간”(Yeoh 2004: 2434)이기도 했다. 이민자 유입을 장
려한 자유무역항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식민지적 과거, 다인종주의를 강조한 독
립시기, 발전주의 경제 성장기를 거쳐 글로벌 도시 건설을 표방하는 현재에 이르기
까지 싱가포르의 역사는 코스모폴리스를 향한 도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1. 코스모폴리스를 향한 도정 

  싱가포르는 식민경험과 이민자 유입으로 점철된 짧지만 기복이 심한 역사를 가지
고 있다. 말레이 반도 남단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이곳은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
의 래플즈(Stamford Raffles)에 의해 중계무역항으로 건설된 이후 오랜 기간의 영
국 식민지배기를 거쳐, 1942년 무렵부터는 3년 간 일본 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었
다. 일본의 패전 후, 또다시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후 1963년 말
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하였다가 2년 후인 1965년에 연방으로부터 축출되어 강제적으
로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Lee 1990: 3). 식민지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싱
가포르의 코스모폴리스를 향한 도정은 부침을 거듭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우선 식
민지 시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1) 식민지 시기: 다종족 코스모폴리스의 초기 형태

  싱가포르에 다양한 종족들이 공존하게 된 것은 이곳이 영국 식민지체제 하에 중
계무역항으로 건설된 이후, 식민당국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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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양한 민족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식민지
배세력 영국이 약 150년 간 ‘분할과 지배’(divide and rule) 원칙에 의거하여 싱가
포르를 통치하고, 제2차 세계대전 말엽 일본이 3년간의 군정기에 여러 종족들에 대
한 차등정책을 시행한 결과, 싱가포르의 종족관계는 통합이나 결속보다는 분리와 분
열을 그 특징으로 하게 되었다.
  초기 싱가포르 사회는 여러 나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이민자
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영국령이 된 1819년 2월, 싱가포르의 전체인구는 150명으로 
말레이인 120명과 화인 3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Purcell 1981: 248, 
박은경 2000: 322에서 재인용), 1821년 들어 5,000명으로 늘어난 싱가포르 인구는 
화인 1천명, 말레이인 3천명, 부기스인, 인도인, 아랍인, 유럽인 5-6백명 등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 화인을 비롯한 인근 토착민과 인도
인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주해 옴에 따라 다종족 사회가 되었고, 점차 말레이 반
도의 시장을 겨냥한 무역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Wong 1991: 170, 박은경 2000: 
326에서 재인용). 또한 상업적 농업, 말레이반도 주석광산 개발 사업, 고무 농장 사
업 등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싱가포르에는 대규모 노동이주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
  싱가포르 인구의 급증은 화인 이민자의 증가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이들 화인은 
특히 1842년 남경조약 이후 중국문호가 개방되면서 활발해진 쿨리(Coolie) 교역을 
통해 싱가포르로 대거 이주해 왔다. 래플즈는 싱가포르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드는 데 
있어 근면한 화인의 역할을 중시하여 이들의 이주를 장려했고, 이러한 화인 우호 정
책은 싱가포르의 화인 인구를 크게 늘려 싱가포르를 화인 중심 사회로 만들었다. 이
런 상황 속에서 1830년대 중엽 이후 화인은 싱가포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종족집
단이 되었다(박은경 2000: 324-326 참조).  
  1830년대에 이르러 싱가포르는 이미 오늘날과 다름없는 종족구성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화인 74%, 말레이인 14%, 인도인 8%, 기타인 4%로 화인이 
주요종족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 시기 싱가포르 거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이들 화인은 다시 복건성인(Hokkien), 조주인(Teochew), 광동성인
(Cantonese), 해남인(Hainanese), 객가인(Hakkas) 등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방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14퍼센트를 차지하는 토착민인 말레이인은 반
도 말레이인(Peninsular Malays), 자바인(Javanese), 보얀인(Boyanese), 부기스인
(Bugis)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도계 토착민의 경우 8퍼센트를 차지했는데, 주로 
타밀인(Tamils), 벵골인(Bengalis), 파시인(Parsees)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
로 기타인은 유라시아인(Eurasian)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럽인(European), 아랍
인(Arabs), 유대인(Jews), 신할라인(Sihanlese), 일본인을 포함해 ‘기타 국적인’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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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었다(Yeoh 1996: 38 참조).
  이렇게 다양한 종족적 인구 구성으로 말미암아 싱가포르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코스모폴리스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각 종족 집단은 나란히 살면서
도 분리되어, 각 집단이 자체의 종교, 문화, 언어, 사상,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었
으며, 심지어 경제영역에서도 인종구분선에 따라 노동 분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Furnivall 1948: 304-305, Yeoh 2010: 104에서 재인용). 화인들은 주로 자본
가, 소상인, 농장 소유주였고, 말레이 토착민은 농어업 분야에서, 인도인은 농장 노
동, 세탁업, 이발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영국 식민정부는 다양
한 종족을 거주 공동체로 분리시켜 각 종족의 자체 ‘까삐딴’(Kapitan)이 통치하게 
하고, 까삐딴에게 식민정부와 종족사회의 중재자의 역할을 부여하였다(Clammer 
1982: 132). ‘종족 간 분리’ 원칙은 이렇게 초창기 싱가포르의 식민지 체제 하에 확
립되었고, 독립 시기를 거쳐 뿌리내리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싱
가포르 종족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이후 일본 군정기를 거쳐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 다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싱가포르가 종전 후 말라야 연합(Malaya Union)으로 흡수된 말
라까(Malacca), 페낭(Penang)과는 다른 행보를 걷게 된 데에는 화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싱가포르가 말라야 연합의 종족 균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싱가포르
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 영국이 싱가포르의 말라야 연합 가입을 원하지 않았던 이
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Milne and Mauzy 1990: 45, 박은경 2000: 353
에서 재인용). 이후 ‘말라야 민주연합’이라는 싱가포르 최초의 다종족 정당이 결성되
었지만 공산주의 정당으로 간주되었고, 1954년에 반영국주의를 지향하는 ‘인민행동
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싱가포르에서 출생했거나 8년 이상을 싱가포르
에서 거주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화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어(Ibid: 353), 화인은 신생독
립국 싱가포르의 다수민족이 되었다.
  1959년에 이르러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정부로부터 내부적인 자율 통치권을 허
가 받았고, 같은 해 싱가포르의 집권정당이 된 인민행동당은 리콴유 서기장을 수반
으로 한 자치정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이 출범했을 때,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
원이 되었다. 그런데 화인중심적인 인민행동당과 말레이계 집권정당인 통일말레이국
민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이 의회에서 재정, 과세, 의
석 등을 이유로 대립하게 되었고, 1964년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인들에 의한 종족 폭
동이 두 차례 일어나는 등 화인과 말레이인 간의 종족 갈등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
게 되었다. 이렇듯 화인지배적인 싱가포르와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자,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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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를 연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
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강제적 독립을 맞게 되었다. 

2) 국가건설기: 4M+M, 통합과 분리

  식민지 시기에 이미 다종족 코스모폴리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독
립 이후 국가건설이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통합과 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건설의 우선순위에 따라 코
스모폴리타니즘의 특정 측면을 선택적으로 추구하였다.
  다인종, 이민자로 구성된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의 독립국가 건설과 국민정체성 
형성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독립 시기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리콴유(李光耀) 총리가 싱가포르 독립을 “어리석고 불합리한 제
안”(Lee 1984: 249, Chua 1996: 51에서 재인용)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당시 이곳
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국제정치적 상황은 복잡했고 국민국가로서의 생
존가능성은 낮아보였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민행동당 정부
는 ‘국가존립’을 위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핵심비전으로 삼았으며, 구성원인 국
민에 대해서는 ‘통합과 동등한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수립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종
족집단의 ‘종족정체성’을 그대로 지켜주면서도 싱가포르라는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가득한 국제 교역도시의 식민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는 독립
을 맞아 다종족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
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내내 그리고 독립 당시에 이미 여러 종족들은 각기 다른 관
습과 풍속, 언어, 가치관, 전통문화 등의 기반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
에 서있었으며, 독립 이후 그 차이가 더욱 현격히 벌어지게 되었다. 싱가포르 정부
는 독립 이후 국가건설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분리되어 
있지만 동등함”을 추구하는 다인종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고(Siddique 
1990b: 566), 이에 의거하여 이질적인 종족집단의 고유 언어, 문화, 종교를 보존하
는 동시에 하나의 싱가포르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고 목표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Yeoh 2004: 2437). 그 산물로 나온 것이 바로 싱가포르 건국철학의 중심 기
조를 이루는 ‘4M+M’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시민들
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있는 싱가포르 정부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다인종주의
(Multiracialism),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다
종교주의(Multireligiosity)에 능력주의(Meritocracy)를 덧붙인 비전 하에 모든 국정
을 운영함으로써 독립국가로서의 생존을 담보하고 경제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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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우선 각 종족 집단이 ‘싱가포르인’
이라는 국민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가건설기인 
1965년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 정부는 ‘하나의 싱가포르’(One Singapore) 정책을 
통해 ‘국민정체성’을 주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식민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신
생국민국가가 으레 그렇듯 싱가포르 정부는 하나의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국가적 상징물 조성은 물론, 국기, 국가(國歌), 국
경일 제정 등 국민정체성 만들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들이 수행되었다. 싱가
포르의 경우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국가건설 및 국민형성은 
태생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여기에는 멀라이언상(Merlion)11)과 같은 국가
적 상징물을 고안해 시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싱가포르인’을 상상하게 함과 동시에 
네 개의 주요 종족의 종교, 축제, 명절을 국경일로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가 내재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도 애썼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동등한’이
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종족 간의 분리는 ‘다인종
주의’라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문화주의, 다언어주의, 다종
교주의 정책들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능력주의라는 미명으로 숨겨졌다. ‘다인종주
의’12)란 어떤 사회의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와 종족적 정체성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하는데, 싱가포르의 현실에서는 종족 간의 
긴장관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Clammer 1998: 3).   
  다인종주의를 주요 이데올로기로 채택한 이 시기 싱가포르는 “종족의 제도
화”(Clammer 1982: 136)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 인민행동당 정부의 다
인종주의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의 기본 종족단위가 CMIO(Chinese, Malay, Indian, 
Others)라는 4개의 종족체제로 재정비되고 고착된 것이다. CMIO 종족체제 하에 통
합과 분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싱가포르 각 종족집단 구성원은 신분증
에 국민정체성인 ‘싱가포르인’과 종족정체성인 ‘인종’을 병기하게 되었고, 이때 종족
정체성은 부친의 것을 따르게 되었다. 물론 국가건립 당시 이미 종족집단이 화인, 
말레이인, 인도인, 기타인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다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11) 멀라이언은 머리는 사자이고 몸은 물고기인 상상의 동물로 싱가포르의 국가적 상징물로 만
들어졌다. CBD(중심업무지구)와 센토사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싱가포르의 트레이드마
크가 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거쳐가는 필수코스가 되었다.

12) 다인종주의는 식민유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식민지배기 영국과 일본은 ‘분할과 지배’ 
원칙에 입각하여 각 종족집단을 통치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식민정부가 
피식민국을 인종에 따라 위계적으로 서열화했던 이념을 반영한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식민유
산은 싱가포르 건국초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다(Clammer 1982: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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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행정제도화’됨에 따라 종족 집단 내부에 존재했던 차이와 다양성을 말살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종족의 제도화에는 다언어정책과 이를 추동하는 교육정책이 널리 활용되
었다. 인민행동당 정부는 다언어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공용어를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어로 지정하여, 영어는 모든 종족이 배우게 하고 화인, 말레
이인, 인도인의 경우 필수적으로 자신의 ‘대표’ 모어(母語)를 습득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중언어정책에 따라 화인에게는 만다린(Mandarin), 말레이인에게는 말
레이어(Bahasa Melayu), 인도인에게는 타밀어(Tamil)가 해당 종족의 문화를 보전
하고 전승하는 대표 언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제는 싱가포르는 본디부터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이기에, 같은 종족이라고 해서 다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 
내부에는 각종 방언집단과 소수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다. 화인들의 경우
에도 복건인, 조주인, 광동인 등으로 나뉠 정도로 종족 내부 집단이 이질적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각 종족집단 내에 존재하던 소수문화와 방언이 CMIO 행정
제도화에 따라 모두 소멸하게 된 것이다(Quah 1990).
  결국 각 종족의 종족정체성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수단인 다인종주의가 결과적으
로 종족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방언집단과 소수문화를 말살하고 CMIO 네 개로 종
족을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 CMIO로 종족을 분류한 작업은 
인민행동당 정부가 행정단위에 따라 종족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소멸시킨 작업이
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정부가 수행한 종족 집단에 존재하는 차이를 축소시키는 
작업으로 인해 이들 종족집단은 ‘화인’, ‘말레이인’, ‘인도인’이라는 집단으로 축소되
어 정부정책과 정치실천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되는 행정적 범주가 되었고 급기야 
인종이 본질화되기에 이르렀다(Chua 1996: 56-57 참조).
  독립 당시 인민행동당 정부가 CMIO라는 종족의 제도화를 고착화하기 위해 시도
한 정책들 중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공공주택 정책’(이
하 HDB 정책)13)이 핵심을 차지한다. HDB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 시민 대다수의 거
주지가 바뀌고 종족간의 인위적 결합이 시도되는 등 이 정책은 싱가포르 사회와 시
민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책의 핵심목표는 주택개발청을 중심으로 양
질의 공공주택단지(이하 HDB)를 건설하여 경제수준과 CMIO 종족 비율에 따라 시민
들에게 인위적으로 배분해줌으로써 종족간의 혼합을 이루는 데 있었다(Lai 1995). 
이것은 싱가포르가 펼쳤던 수많은 사회공학적 정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근저에는 

13) 싱가포르의 주거지 형태는 크게 HDB, 콘도, 주택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HDB는 싱가포르 
시민 80% 이상이 거주하는 정부공영아파트로 싱가포르 시민들은 정부지원에 힘입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덕분에 대부분의 싱가포르 시민들은 높은 임대비를 자
랑하는 싱가포르에서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부유한 싱가포르 시민들은 고급 콘도나 주
택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시민들은 HDB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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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리’의 축소가 ‘심적 거리’의 축소를 수반할 것이라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
었다(Clammer 1998: 40). 이를 통하여 여러 종족들에게 공유와 관용의 정신을 심
어주고, 나아가 국가적 통합을 이루고 공통의 국민정체성을 주조하고자 했던 것이
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종족집단 중심의 엔클레이브
를 파괴하고 거주자들을 HDB로 분산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엔클레이브가 조성
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었다.14) 
  이렇게 볼 때, 독립 이후 국가건설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았던 이 시기에 싱가포
르 정부는 다종족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인종주의’를 채택하였
으며, 이를 통해 종족 내부의 다양성을 제거하여 표준화하면서 그렇게 표준화된 종
족을 모든 행정의 기준 단위로 설정하는 ‘종족의 제도화’를 추진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싱가포르가 이 시기에 선택적으로 추구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주된 내용
은 다인종주의를 통한 종족의 제도화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아시아적 가치 담론의 확산: 드러나는 다인종주의의 신화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의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
대의 초고속 경제성장에서 자신감을 얻은 싱가포르 정부는 그 과정에서 야기된 지
나친 서구화, 개인주의화의 문제에 시야를 돌리면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싱가포르 정치 지도자들은 영어를 공용화하고 능력주의와 경제제일원칙에 초점을 
맞춰 모든 국정을 운영한 결과, 싱가포르의 젊은 세대들이 지나칠 정도로 서구화되
고 개인주의적이 되어 그 뿌리를 찾을 수 없음을 개탄하였다. 결국 서구담론에 대한 
반동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새로운 싱가포르의 핵심가치로 내세워 사라진 뿌리를 
되찾고 공통의 싱가포르를 이룩해 내자는 목표 하에 정부정책의 노선을 바꾸기 시
작했다. 이후 이런 기조가 이어져 1991년에는 인민행동당 정부에서 아시아적 가치
의 정수(精髓)를 보여주는 ‘공유된 가치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Shared 
Values)를 발표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가부장적 유교질서와 종족간의 
합의와 조화를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모든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민정체성을 기획하고 유포
한 것이다.
  그런데 실상 아시아적 가치 비전에는 인민행동당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배종족

14)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지만, HDB정책은 이후 80년대에 이르러서는 GRC 선거구제와 연계

되어 게리맨더링 등에 활용되어 인민행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공학적 정책이 어떻게 정

치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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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인들이 모든 정책을 화인중심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Barr 2006; Barr and Skrbis 2008). 특히 이 시기 리콴유 총리가 싱가포르를 ‘유
교사회’로 일컬은 것을 계기로 싱가포르 정부정책은 ‘다인종주의’에서 ‘화인중심
화’(Sinicization)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화인중심화 정책은 중국 교육과 중국어 강
조, 중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어 쓰기 캠페인’(Speak Mandarin Campaign)과 엘리트 양성을 
위한 화인 학교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Barr and Skrbis 2008: 92-93). 인민행동당 
정부는 겉으로는 여전히 다인종주의 정책들을 널리 유포하고 있었으나, 아시아적 가
치 담론을 국가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능력주의에 집중하여 경제성장을 이
룩하자는 논리로 무장한 채 실제로는 화인의 가치관을 전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보
급하고 증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1980년대부터는 ‘능력주의’와 ‘실리주의’가 더
욱 강조되며 종족의 사회적 계층 분화가 한층 더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능력주의는 
국가건설 당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종족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들 사이에 경쟁의식
을 불러일으키고 성공과 실패를 개인화함으로써 싱가포르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
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Chua 1996: 54-55). 이러한 능력주의는 교육정
책, 언어정책, 취업정책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그 중 능력주의
의 허구성이 극대화된 지점은 바로 교육정책이었다. 
  이 시기 교육정책은 종족의 다양성 인정에서 화인이라는 특정 종족 중심주의로 
옮겨 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종족간의 차이를 확립하고 나아가 
종족의 계층화를 고착시키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국정교과서에 화인은 선생님, 말레
이인은 경비원인 삽화를 그려넣고, 화인은 부지런하고 말레이인은 게으르고 인도인
은 음흉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인종’의 스테레오타입을 고착화시켰다(Barr 2006). 
또한, 싱가포르 교육체계에서 강조하는 ‘이중언어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용어인 영어와 함께 자신의 종족 언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종족의 언어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었지만, 실생활
에서는 만다린이 우대되었기 때문에 말레이계, 인도계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배제로 
귀결되었다.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말레이어, 타밀어 습득반으로 배정되어 만다린을 
배우지 못한 말레이계, 인도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
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다인종주의, 다언어주의 정책조차 소수종족들에게는 
배제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일
련의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엘리트가 되려면 화인중심
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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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화인중심화 교육정책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로 은밀하게 포장되었다. 능력
주의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건국 초기부터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유포한 이데올
로기로, 이후 인민행동당 정부는 다시금 능력주의라는 미명하에 싱가포르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간의 이동을 꿈꿀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선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조각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 
화인 이외의 종족집단에서 목도되기 시작했다. 말레이인이나 인도인은 이러한 화인
중심적 가치관에 반발하면서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강한 압박과 무언의 강요를 당
한다. 심지어 이것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도 이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지배문화로
부터 배제 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Barr and Skrbis 2008). 더욱이 당시 강한 정
부의 권위주위 체제 하에 종족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어렵도록 모든 정책이 교
묘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교묘하게 고안된 정책이라도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심화될 
경우 어디선가 불만이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발단은 인민행동당 정부에서 공교육 
과정에 유교 교육을 도입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레이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종
족집단은 이것이 현재의 화인지배의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인민행동당
의 음모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Rodan 1996). 싱가포르에서 종교의 자유는 극히 민
감한 이슈로 말레이 집단처럼 종교적 정체성과 종족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종족집단
에게 유교 교육 도입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발이 
감지되자 종족 갈등을 우려한 인민행동당 정부는 유교 교육을 폐지하고 대신 중국
과 인도, 이슬람 문화의 전통적 가치 중 주요 요소들을 통합하여 “아시아 문화의 본
질로 제안하고 신성시함”(Chua 1996: 60)으로써 이들 종족집단을 회유하였다.
  인민행동당 정부는 불만이 가득한 말레이 종족을 회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스
처로 1981년 말레이 국회의원들의 주도 하에 ‘멘다키’(Mendaki)라는 무슬림 자녀 
교육을 위한 ‘자조조직’(self-help organization)을 출범케 했다.16) 인민행동당에게
는 교육적, 직업적 수준이 낮은 하층 계층을 차지하는 말레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
자 이들의 봉기를 막기 위한 일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화인

15) 국가 건립 초기부터 능력주의, 엘리트 중심주의에 기대어 정책을 수행한 결과,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다. 바와 스크리비스(Barr and Skrbis 
2008)는 이러한 엘리트 형성 및 선택과정 역시 종족성 정치라는 관점에서 파헤쳐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16) 멘다키는 ‘무슬림 자녀들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약어로 말레이어로는 ‘상승’을 뜻한다. 
1981년에 인민행동당 정부에 의해 발족되어, 1982년 5월 열린 제1차 멘다키 전국회의에서
는 리콴유 수상이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이는 정부중심적인 자조조직이었다. 1983년에는 멘
다키 장학사업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해 멘다키 재단이 설립되기도 했다(Chua 1996: 
59-60). 이러한 정책을 수행한 결과 말레이인들의 갈등의 불씨는 조금은 잠재워졌다. 중요
한 것은 불씨는 잠재워졌을 뿐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 34 -

이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말레이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이
들 말레이인을 포용하기 위한 회유적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멘다키라는 공동체 자립조직은 실상은 인민행동당 정부에 의해 발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후 싱가포르 정부는 다인종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도인 종족집단 
중심의 ‘싱가포르인도인발전협회’(SINDA), 화인 종족집단 중심의 ‘화인발전지원협의
회’(CDAC)라는 공동체 자립조직을 출범시켰다.17)  
  한편, 이 시기 인민행동당 정부는 ‘다인종주의’에 의거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강
화하였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집단대표
선거구제도’(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ies, 이하 GRC 선거구제)는 HDB 
정책과 연계하여 여러 종족집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정체성의 정치
가 벌어지게 된다. 다인종주의 정책의 진수를 보여주는 GRC 선거구제가 수립될 당
시 싱가포르의 정치 환경은 인민행동당의 장기집권으로 이미 단일정당체제의 성격
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다른 종족집단의 불만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다인종주의를 표방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GRC 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의회
가 항상 다인종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처음 입안되어 실시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혼합 종족 구성 팀’(Team MPs) 선거구 제도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한 팀의 의원 세 명 중 최소 한 명은 말레이인 또는 기타 소수 종족으로 구
성하여 각 선거구를 대표하도록 공동으로 선출하는 제도이다(Siddique 1990a: 
37-38). 그러나 GRC 선거구제를 통해 드러난 다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행동당 정부에서 소수 종족의 다양성을 어느 선까
지는 인정해주겠다는 회유의 의미와 말레이인의 영향력과 정치적 세력이 커지는 것
을 막기 위한 강압의 의미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었다. 인민행동당 정부는 이러한 당
초 목표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가차없이 이를 조정키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도
입했다. 그 일례로 1989년 게리멘더링을 통해 말레이 의원 수를 조정하기 위해 
HDB의 종족 할당제를 강화했던 정책을 들 수 있다. 
  1980년 이후, 일부 HDB 단지 내에 종족집단의 재결합이 발생하게 되는 등 HDB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60년대에 정부가 건설한 HDB 공공주택이 낙후
되자, 화인을 비롯한 소득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더 좋은 HDB 공공주택이나 민영주
택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사를 위해 자신이 소유했던 HDB 공공
주택을 내놓고 이를 다른 종족이 구입하게 됨에 따라 HDB 내의 종족 비율이 깨지

17) 이렇게 결성된 자조조직의 기금은 각 종족집단 시민들의 월급에서 갹출하여 각각 운영되었
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종족정체성만 강화하는 것이지, 사실 국민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하층민 구제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여전
히 CDAC, 멘다키 등의 종족별 자조조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Chua 199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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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말레이 종족집단처럼 가뜩이나 탁아나 종교의례 등의 이유
로 종족집단 내부의 결속을 중시하는 집단이18) 특정 HDB 공공주택 단지로 이사함
으로써 이들에게는 종족집단의 재결합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HDB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종족간 화합을 이룩하고자 했던 시도가 물리적 거리
의 축소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인민행동당 정부는 HDB 단지 내의 종족간 비율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목도하
며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HDB 단지를 조성하거나 오픈마켓에 나온 HDB 공
공주택들을 전매하는 전략을 취했다. 급기야 1989년 2월에는 HDB 공공주택 관련 
‘인종적 제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HDB 종족비율이 깨진다는 것은 앞에서 살
펴본 집단대표선거구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이것이 말레이 의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Siddique 1990a 참조). HDB 정책은 
당초에는 화합을 위한 회유정책으로 실시되었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렇듯 정치적
으로 인민행동당의 집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싱가포르의 다인종주의 정책은 당초 목
표인 소수종족의 ‘다양성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화인중심적인 사회로 소수종족의 
‘동화’를 강요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되었다. 정권을 장악한 인민행동당 정부는 이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화인중심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고, 그 결과 소수종족 집단의 
계층이동은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싱가포르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종족간 화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종족집단
에 따라 분화된 사회계층이 점점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는 단절의 다종족사회로 굳어지게 되었다. 

2. 국가 주도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아시아의 신흥산업국으로 부상한 싱가포르가 추구한 ‘아시아적 가치’는 1997년 아
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퇴조하게 된다.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족벌경영, 부정부패 같은 전근대적 관행을 온존시켜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최첨단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건설을 새로운 비전으
로 내세우게 된다.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정부는 전지구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극심한 경쟁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타개하기 위하여 ‘코스모폴리탄 프로젝
트’ 혹은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라 불리는 핵심비전과 전략을 내놓았

18) 이렇게 기술적으로 HDB 공공주택단지에서의 종족별 재결합이 가능해지기 전부터 말레이인
들은 근교의 HDB 주택단지 말레이인과 교류하며 탁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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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도시 건설을 위하여 싱가포르라는 “장소”와 그 장소에
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코스모폴리탄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Yeoh 
2004: 2435). 이것은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를 최첨단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인재
의 수도’(talent capital)로 일구어내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었다. 한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다른 ‘글로벌 도시’
들과는 달리 도시 전체가 곧 ‘국민국가’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해야 했다. 이때 ‘글로벌 도시’ 건설과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집’(home)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두 가지의 모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스모폴리타니즘이 활
용되게 되었다. 이제 싱가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글로벌 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 주도의 인위적인 프로젝트”(Velayutham 2007: 88)로 기획되고 유포되기 시
작한 것이다.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글로벌 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더 거슬러 올라
가면 독립 이래 싱가포르는 항상 모던함과 글로벌함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
해왔기 때문이다.19)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시작을 1990
년대 중후반으로 보고자 하는데, 그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 구간”(The Next Lap)이라는 국가 정책 비전 문
서를 발표하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싱가포르가 ‘글로벌 도시’가 되어야 함을 전격 강
조하기 시작했다. 이 문서는 싱가포르를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 도
시, 재미있는 레저를 즐길 수도 있는 열대 섬나라”(The Next Lap 1991: 77)로 만
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싱가포르를 우리의 ‘집’으로 만들겠
다는 모순적인 목표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국가비전이다. 이것은 당시 인민행동당 정
부가 근대성과 아시아적 가치가 공존하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국민정체성으로의 획기적인 변환을 꾀하는 시도였다. 이 정책 비전 
문서 발표 이후 시작된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가 기존의 것과 갖는 차별성은 이때 
처음으로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싱가포르 정부정책 문서와 비전에 싱가포르의 핵심 
목표로 공식 상정되었다는 것이다(Velayutham 2007: 86). 
  비전을 선포한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금융, 교통, 전문가 중심지 등
의 물리적, 경제적 측면의 글로벌 도시 만들기에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베이 지구 건설을 비롯한 각종 공간정책이 발표

19)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도시나 근대화 비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이 1972년 라자나담
(S. Rajaratnam) 외교부 장관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싱가포르가 ‘글로벌 도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창한 이래,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근대화와 발전주의 전략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Velayutham 2007: 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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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싱가포르를 뉴욕, 런던과 견주었을 때에도 뒤지지 않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
기 위해 ‘컨셉플랜’과 ‘마스터플랜’을 세심하게 기획하여 싱가포르를 전보다 더 글로
벌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중후반 즈음하여 
싱가포르는 물리적으로 글로벌 도시의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에는 또 한 차례의 획기
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1990년대 초반에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던 글로벌 도
시 건설 전략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도
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거의 ‘코
스모폴리타니즘’이 적극 활용되게 되었고, 싱가포르를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각종 정부담화와 비전에 제시되기 시작
했다. 이러한 전환을 맞게 된 이유는 신(新)글로벌 경제가 외국인투자, 창조적 노동
력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경쟁이 격
화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싱가포르가 이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는 1999년 고촉통 총리가 정책 담화에서는 처음 주
창한 이래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싱가포르를 매력있고, 효율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과 외국인 고급인력, 아이디어, 지식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허브인 ‘코스
모폴리스’로 전환시켜야 한다. (Goh 1999, Ong and Yeoh 2013: 86에서 
재인용, 강조는 연구자)

  고촉통 총리는 싱가포르를 ‘매력있고, 효율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외국인 고급인력’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코스모폴리스’로 전환시켜야 함을 천명하
고 있다. 글로벌 도시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소’를 코스모폴리탄하게 만
들어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사람’들을 코스모폴리탄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싱가포르의 정부 비전문서와 담화 속에서 지
속적이고도 분명하게 활용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월드클래스 도시”, “예술을 위한 
글로벌 도시”, “르네상스 도시”, “코스모폴리탄 도시”라는 용어를 모든 정책 담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역에 걸쳐 싱가포르를 코스
모폴리탄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고 모든 국정을 이에 맞춰 운영하였
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개방적인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 글로벌 스쿨하우스 계
획 등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과 그를 위해 도시 전체를 코스모폴리탄하게 만드는 
‘예술문화도시 건설 계획’으로 양분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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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의 조건과 범위를 
확장하고 영주권의 문호를 넓히는 등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싱가포르에 
수많은 다국적기업, 금융기관, 각종 지역사무소를 유치하여 물리적인 측면에서 글로
벌 도시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니, 이제 그 다국적기업과 투자은행이 밀집한 금융중심
지에서 일할 인재의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허브로 자리잡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쿨하우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세계 유명 대학
의 분교를 유치하였고,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싱가포르 대학에서 
교육받게 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를 시키는 ‘스콜라 프로그램’(scholar programme)
과 연계하여 교육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계획의 이면에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싱가포르에 필요한 경제성장동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외국인 인재 정
책의 의미가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둘째, 싱가포르는 ‘르네상스 도시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Project)를 필두로 
하여 문화·예술의 척박지에서 글로벌 수준의 문화예술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인재는 이동성을 무기로 전세계 어디로나 옮겨갈 수 있
는 존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이들이 생각하기에 살기 좋고, 놀기 좋고, 재미있는 
장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를 활력 넘치는 코스모폴리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 예술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런 맥락에
서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통해 색채와 깊이를 더하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봄직한 유명 공연들을 신축 문화예
술공간인 에스플라네이드(Esplanade)와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에 들
여왔고, 문화예술계의 외국인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하였다. 싱가포르는 코스모폴리
탄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장소’와 ‘사람’ 중 ‘사람’을 코스모폴리탄하게 만들겠다는 계
획은 단순히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이들을 원동력으로 하여 싱가포르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있지 않다. 인재 유치 계획의 이면에는 경제발전 뿐 아니
라 저출산, 고령화, 자국 인재의 두뇌유출의 위기에 직면한 싱가포르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도시를 열망하지만 동시에 
국민국가로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속감을 필요로 한다. 국가존립을 위
해 외국인 고급인력이든 싱가포르 시민이든 싱가포르를 ‘집’으로 느끼게 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정책담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열린 마
음’을 강조하는 코스모폴리탄 담론을 주입시키기 시작했다. 이때 종종 다인종, 이민
자로 출발한 역사적 궤적과 코스모폴리스의 이미지가 선택적으로 활용되곤 했다. 싱
가포르를 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코스모폴리탄 외국인 고급인력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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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좋게 일할 수 있도록 환영해달라며 다음과 같이 싱가포르인도 열린 마음의 코스
모폴리탄이 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은 양 방향으로 작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린 마음의 코스모
폴리탄이어서 외국인들은 이곳에 와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
린 마음의 코스모폴리탄이려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의 색채에 색을 더해줌으
로써 이 다채로운 코스모폴리탄적 장소를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싱가포르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싱가포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셴룽 총리, 2006년 국경
일 군중대회 연설20), 강조는 연구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는 국가의 주도 하에 면밀
히 기획되고 실행되며 관리되는 국가발전전략이자 브랜드 전략이며 하나의 기획이
라는 점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흐름을 의미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마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관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인민행동당 정부는 역설적이게도 싱글리쉬(Singlish)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려는 정책적 시도를 한다. 이로 인하여 싱가포르인
에게는 추억의 장소인 국립박물관이나 종족정체성을 상징하는 오래된 공유 기억의 
장소는 ‘글로벌 도시 건설’이라는 상위 목표를 위해서 턱없이 쉽게 철거되거나 전혀 
다른 장소로 바뀌어 버리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는 해외 인재 즉 외국인 고급인력
을 매료시켜 이들이 싱가포르를 ‘집’으로 느끼고 이곳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
이다. 오늘날 외국인 고급인력이 급증하고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은 코스모폴리탄 글
로벌 도시 프로젝트의 결과이자 목적이었다. 다시 말해 ‘장소’를 코스모폴리탄하게 
만드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재 유치라는 상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외
국인 고급인력 유치 및 보유 정책은 국가주도 코스모폴리탄 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Yeoh 2004: 2444)로 작용하고 있을 만큼 싱가포르에 있어 경제발전 나아가 
국가존립을 결정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된 것이다. 
 
3.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싱가포르의 현주소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추진 결과 싱가포르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

20) 리셴룽 총리, “2006년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 
     http://www.nas.gov.sg/archivesonline/speeches/view-html?filename=2006082010.htm (2016. 2. 1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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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결과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아시아 경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를 펼쳤던 것이 적중한 것이다. 뉴욕, 런
던에 이어 세계 3위의 글로벌 금융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GFCI 2016), ‘코스
모폴리탄 도시’라는 프로젝트명이 보여주는 목표 그대로 싱가포르라는 장소도 그 안
에서 호흡하는 사람도 한층 더 코스모폴리탄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
은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기에 강한 정부와 작은 
도시국가의 이점을 살려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여러 전략 간의 시너지 효
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는 글로벌 도시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도 존재한다. 다음에서는 코스모폴
리탄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싱가포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발생한 각종 변화 
양상과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및 보유 정책의 시행 결과 싱가
포르의 인구구성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양적으로 싱가포르 전체노동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3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1970년 인구
조사에서 2백만명 남짓한 전체인구 중 시민권자(90.4%)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
며, 영주권자(6.7%), 비주민(2.9%)으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
다가 1990년엔 3백만명 남짓한 인구가 시민권자(86.1%), 영주권자(3.6%), 비주민
(10.3%)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 이르러 530만 명으로 급증하여 전체
인구 중 시민(61.8%)은 2/3에도 못미쳤으며, 영주권자(10.1%), 비주민(28.1%)을 합
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싱가포르통계청 2015). 여기서 특히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전체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
가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CMIO 종족 비율에도 균열이 생겼다. 우선 양적으로 그동안 인위적으로 맞춰온 
종족 비율에 미세하게지만 변화가 생긴 것이다(Yeoh 2012). 질적으로도 중국계와 
인도계 싱가포르인 종족집단 내부에 분화가 생기고, 원래 논란이 많았던 범주인 기
타인 집단의 분화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족 내부의 분화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국민정체성과 종족관계를 둘
러싼 싱가포르의 복잡한 현실 속에 신규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자 더 큰 혼란이 야
기되었다. 새로운 이민자 유입으로 종족성이 전에 없이 다양해졌고 종족간 결혼도 
늘어났으며 기존의 CMIO 종족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범주가 생기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새로운 이민자들은 국적, 언어, 문화, 음식 면에서 다양성을 가지
고 있는 존재로, 원래 다양성이 가득한 코스모폴리탄한 장소인 싱가포르에 색채와 
깊이를 더해줬지만, 이들이 담지하고 있는 종족성과 국적의 다양성은 안그래도 복잡
한 CMIO 인종구분선에 새로운 종류의 도전을 제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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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유입된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자들 중 중국 본토와 인
도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현상은 종족 내의 분화 양상 등 싱가포르 사회에 적지않
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인 신규이민자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계 싱가포르 선주민
은 같은 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규이민 중국 본토 출신의 화인에게는 적대적
인 감정을 보이며 오히려 인도계, 말레이계 싱가포르 선주민과 더욱 교분을 쌓으며 
공통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의 싱가포르에는 CMIO라는 종족간의 
갈등과 경합이 두드러졌다면,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추진 이후 싱가포르에는 종족 
간, 이주민-시민 간, 이주민 집단 간의 경합과 타협,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정체성의 
충돌이 심화되었다. 또한, 이를 둘러싸고 CMIO 모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러한 변화는 싱가포르 사회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글로벌 도시 건설 공간정책 시행 이후, 싱가포르의 경관
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바뀌었다. 첫째, 싱가포르는 글로벌 도시 경관을 자랑하게 
되었다. 물론, 정책 시행 이전에도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는 서구의 영향을 크게 받
은 국가로 다른 인근국가에 비해 글로벌화된 도시였지만, 정책 시행 이후의 싱가포
르의 도시 경관과는 첨예한 차이를 가진다. 이제 마리나베이 같은 최첨단 글로벌 도
시의 면모를 갖춘 신흥지구가 신설되어 싱가포르를 상징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마
리나베이샌즈, 에스플라네이드를 비롯한 각종 글로벌 건축물은 단순히 외관상의 글
로벌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금융과 비즈니스, 문화예술 중심
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 비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경관은 뉴욕, 런던 등의 글로벌 도시와 견줄 만큼 화려하고 고급스런 이미지이며 어
떤 면에선 이들과 동일한 경관을 자랑한다.
  둘째, 계층별, 종족별, 국적별로 다양한 엔클레이브들이 등장했다. 독립 이래 싱가
포르 정부에서 HDB 정책 등을 고안하여 종족 간의 화합을 진작하고, 게토나 엔클
레이브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그토록 주의를 기울여왔는데, 이것이 정부 주도의 코
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에 의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국적이나 종족별로 같은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개 자녀가 다니
는 해당 국적의 국제학교 주변에 엔클레이브가 생기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
우에는 주말마다 한시적인 형태의 엔클레이브가 생긴다.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일요
일 집결지인 오차드 거리의 럭키플라자(Lucky Plaza)나 인도인 노동자가 주말에 대
거 모여드는 리틀인디아(Little India)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장소는 싱가포르인이 기
피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신축
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도 발생한다. 이렇게 양극화된 엔클레이브는 코스모폴
리타니즘의 ‘열림’과 ‘다양성’에 배치되는 ‘배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문화를 유포
하게 된다. 이제 싱가포르 앞에는 이러한 배제의 문화를 조장하는 엔클레이브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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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강한 정부와 권위주의 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Rodan 2006: 180)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열림을 의미하는 코
스모폴리타니즘마저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때로는 배제의 의미로 
드러나는 장소이다. 아직까지 태형이 존재하는 등 법이 아주 강력하게 집행되는 법
치국가이며,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의미에서 “유모 국가”(nanny state)라
는 오명도 쓰고 있다. 싱가포르인들로부터 “권위주의라는 용어 대신 상명하달식이라
는 표현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는 많은 부분 권위주의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연유로 오랜 기간 싱가포르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 이민정
책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쌓여온 정부에 대
한 불만이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반감을 계기로 강력하게 표출되기 시작하며 과
거에 비해 시민의 목소리가 크게 결집되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는 소셜미디어라
는 새로운 소통 도구와 결합되면서 그 힘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원래부터 이민자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역사는 50년 남짓에 불과하기에 싱가포르
인은 누구나 정체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다. 이러한 싱가포르인에게 새로운 이민자
의 유입은 통합과 배제라는 형식으로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가져오
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싱가포르 시민들이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들이 당하는 인
권 유린에 맞서 정부에 항의하는 일종의 시민운동의 움직임이 증폭되기도 한다
(Huang and Yeoh 2007: 211). 뜻밖에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상’이 여기서 실
천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의 추가 유입에 반대하
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존재한다. 이것 역시 의도는 어떻든 기존의 권위
주의 국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싱가포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스 비전에는 전지구화 시대에 싱가포르를 글
로벌 도시로 전환시켜 경제 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상위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양면적인 이민정책
이고, 다른 하나는 코스모폴리스 도시 건설 정책으로, 양자는 모두 전세계를 무대로 
이동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보유하는 인재의 중심지, 즉 글로벌 도시가 되
겠다는 의도가 막후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마저 국가의 
거대 비전인 글로벌 도시 경제 부국 건설을 위해 활용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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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탄 프로젝트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때 코스모폴리타니즘이 특히 다인종주의 
궤적과 관련하여 얼마나 모순적인 경로를 걸어왔고, 그 결과 많은 사회문화적 도전
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싱가포르 정부가 채택한 코스모폴리타니즘 국가담론은 식민지 과거의 코스모폴리
탄 이미지와 독립이후의 다인종주의를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미래를 조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Yeoh 2010: 105). 이러한 가운데, 코스모폴
리타니즘이 국가 주도로 강압적으로 추진될 때 포용보다는 배제의 방식으로 나타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배기와 국민국가 건설을 거쳐 공고해진 인종
위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러한 배제는 한층 심화되어 나타난다.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거하고 있는 개방적인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 역시 포용과 배제가 
뒤엉킨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재유치를 
위한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에 초점을 맞춰, 고급인력 유치정책, 글로벌 스쿨하
우스 플랜, 영주권, 시민권 제도, 통합 프로그램 등 세부 정책들의 특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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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

  싱가포르 전체노동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4%에 달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Foreign Domestic Worker)의 수를 합칠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진
다(Ministry of Manpower: MOM(이하 싱가포르 노동부) 2015). 싱가포르 경제는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만큼 주요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에
게 의지하고 있다. 독립 당시부터 싱가포르는 다인종,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였지만, 
외국인이 전체노동인구의 1/3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이후 
싱가포르 정부가 취한 개방적인 이민정책 때문이었다(Yeoh and Huang 2003). 전
지구화의 여파로 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싱가포
르도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인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우선 외국인 고급인력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시행되는 이민정책을 개괄함으로써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의 위치를 규명해 본
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을 유치정책과 통합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고급인력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경로로 싱가포르에 들어오는지
도 짚어본다. 앞 장에서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 
장에서는 실제 이민정책, 특히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를 이민법, 정책문서, 연설문, 인구백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1.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두 얼굴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요체는 경제발전과 국가존립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에 기대고 있
는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그 양면성에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비숙련, 
저숙련의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와 전문직, 관리직의 ‘외국인 고급인
력’(Foreign Talent)에 대하여 “양극화된 이주 노동 정책”(Bifurcated Labor 
Policy)을 펼친다(Yeoh 2006: 26). 
  ‘외국인 노동자’는 싱가포르인이 기피하는 건설노동, 가사노동 등의 소위 3D업종
에 종사하는 비숙련, 저숙련 노동자를 지칭하며, 주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
얀마, 스리랑카 등지로부터 유입된다.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그 핵심기조는 ‘사용 후 폐기’(Use-and-Discard)
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다가 필요가 다하거나 경제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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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송환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증(work-permit), 의존상한제
(dependency ceiling), 고용세(foreign-worker levy) 부과 등 각종 불리한 정책들
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비자’가 아닌 ‘고용허가증’을 받고 들어와 
2-3년간 일하고 계약종료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한시적 노동력으로 규정된다. 
S$200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이들 고용허가증 소지자가 싱가포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다. 권리는커녕 열악한 근무환경과 많은 제약 아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 7일 이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싱가포르인과의 결혼조차 금지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여성의 임신이 발견될 경우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정도로 싱가포르 시
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
인 노동자의 고용주에게 ‘고용세’를 월별 부과하고 ‘의존상한제’를 활용하는 방법으
로 이주 노동자 계약의 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21)

  이와 비교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은 금융, IT,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를 지칭한다. 기존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출신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중국, 인도로부터 대거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이중고와 자국의 인재들이 외국으로 떠나가는 두뇌유출 현상을 겪으며, 외
국인 인재 확보가 미래 싱가포르의 국가존립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들을 유치하고 보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고
급인력은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부양부모도 동반할 수 있
다.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
이 싱가포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유연하고 우호적인 이민정
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 거주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전환하도록 권장 받는다.22)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고급인력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
엇일까? 외국인을 고급인력과 노동자로, 그리고 외국인 고급인력 내에서 서로 다른 
비자유형으로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임금수준’이다. 외국인의 범주와 비자유형
은 임금수준, 자격증, 업무경력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지만, 2015년 현재 싱
가포르 정부가 외국인의 범주와 비자유형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임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표 3-1 참조). 

21) 싱가포르 외국인력고용법 c.91A, Fourth Schedule,
     http://www.mom.gov.sg/legislation/employment-of-foreign-manpower-act (2016. 3. 1 접속) 
22) Ibid, Sixth Schedule,
     http://www.mom.gov.sg/legislation/employment-of-foreign-manpower-act (2016. 3. 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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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임금수준 자격증
관련직종 

업무경력

동반가족 

범위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격 

P1 월 S$8,000 이상 불필요 불필요
배우자, 자녀,

직계부모
있음

P2 월 S$4,500 이상
관련자격증

(관련전공 학위)
불필요 배우자, 자녀 있음

Q1 월 S$3,300 이상
관련자격증

(관련전공 학위)

통상적으로 

5년 이상

제한적으로

배우자, 자녀
있음

S 월 S$2,000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R

(허가증)
월 S$2,000 이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표 3-1] 비자/허가증 발급 요건 및 권리

주: 2015년 9월 1일 기준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웹사이트(www.mom.gov.sg) 참조 정리 

  ‘외국인 고급인력’은 소위 ‘EP비자’(Employment Pass)라 불리는 고용비자23)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컫는데,24) 2015년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EP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월 S$3,300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EP비자는 다
시 임금수준에 따라 P1비자(S$8,000 이상), P2비자(S$4,500 이상), Q1비자
(S$3,300 이상)로 세분화되며, 비자유형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권리에 차등이 존재한
다. 이를테면, EP비자 소지자는 공통적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데, 동반 가
능한 부양가족의 범위가 비자유형 즉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P1비자 소지자의 경우 직계부모 동반이 가능한 반면, P2비자나 Q1비자 소지
자의 경우 동반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된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R-Pass 다시 말해 근로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이들 근로허가증 
소지자는 이러한 권리 중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없으며 많은 제약에 놓이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주로 중하급노동에 종사하는 S-Pass 소지
자25) 역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 

23) 싱가포르의 ‘고용비자’는 [표 3-1]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각 유형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EP비

자’, ‘PEP비자’ 등 세분화된 범주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4)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함.
25) SP비자는 2004년 신설된 새로운 비자 범주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급인력 사이에 위

치하고 있으며, 주로 식당 종업원, 콜센터 직원 등 중하급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발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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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고급인력 우대 정책은 비자 유형과 그에 따른 권리상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1990년대 중후반, 정부가 싱가포르를 코스모폴리탄 도시로 
만들어 외국인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핵심 비전을 발표한 이래(Singapore 
21), 이들을 우대하는 각종 세부정책이 만들어졌다. 고용비자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 및 발
급절차도 간소화되었고, 심사기간 역시 대폭 단축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일련의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
포르에 더 많이 유입되고 정착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인 노
동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싱가포르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포함의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배제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 따라 최근 20년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Straits Times 2015. 9. 2) 유입되어 들어왔다. 그 규모와 속도를 사회 
인프라 확충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고, 이는 싱가포르 선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
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선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외국인 고급인력
을 싱가포르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게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시
도는 오히려 싱가포르 선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선주민의 불만은 외국인의 급
증에 따른 고임금의 일자리 다툼, 집값상승, 공공장소 부족현상, 교통 혼잡 등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 외국인을 줄이는 ‘적극적인’ 방식이 아닌 미봉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더욱 늘리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 정부는 2025년까지 외국인 100만 명을 추가 
유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싱가포르 선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
거나 해외 이민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형태의 반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왜 국민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및 보
유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가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의 삼중고를 극복하고 경제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적
은 인구 규모 그리고 한정된 인력풀 속에서, 고급인력이든 노동자든 외국인 인력 확
보는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존립’ 담론이 어떻게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및 보유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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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고급인력 담론의 유포

1) 외국인 고급인력 범주의 경계 구성

  ‘외국인 고급인력’은 누구인가?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싱가포르 시민이나 당사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이러한 정의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가? 싱가포르에서는 ‘고숙련’(highly skilled)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의 
존재가 낯설지는 않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건국 초기부터, 아니 건국 이전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호칭으
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8년 싱가포르 의회에서 자야쿠마
르(Shunmugam Jayakumar) 내무부 장관이 홍콩인 이민자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이 용어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싱가포르 의회보
고자료 1988, vol. 51, col 363, Hong 2013: 1에서 재인용). 
  싱가포르 이민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싱가포르에 거주해
온 한 미국인 투자은행가는 “이 나라에서 30년 간 금융권에서 줄곧 같은 일을 해왔
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외국인 고급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용어가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고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도 몰랐죠. 세월의 변
화에 따라 외국인 고급인력이 의미하는 범위나 대상도 크게 변화해왔습니다”라고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던 당시 상황을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의 
시간을 담담히 회고했다.
  특이한 점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고용비자의 발급을 주관하는 노동부(MOM)나 영주권, 시민권의 발급을 주관
하는 이민청(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ICA)을 비롯한 싱가포르 
정부부처 어디에서도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더욱이 ‘외
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용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 정부의 공
식 이민법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일상적으로 매우 자주 
쓰이는 용어이면서도, 연설문 같은 정책담화나 언론보도를 통해 유포되고 있을 뿐 
정부 공식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가사노동자’라는 용어가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이민법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용어는 각종 연
설문이나 의회보고자료, 언론보도자료에는 매우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지만, 싱가
포르의 이민정책 법규에서는 철저하게 P1, P2, Q, EP비자 소지자, 혹은 고숙련 이
주자(highly skilled migrant)26)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 외국인 고급인력이라고 표기
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 법안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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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와 예술계로, 이 역시 각각 ‘스포츠 분야 외국인 고급인력’(Foreign Sports 
Talent), ‘예술 분야 외국인 고급인력’(Foreign Artistic Talent)처럼 제한적으로 사
용하고 있을 뿐,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용어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외국인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민법이나 노
동법 등 관련법문서에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정부 담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되어 왔다. 싱가포르의 주요 국가 비전과 방침은 매년 8월 독립을 기념하여 발
표되는 ‘국경일 군중대회’(National Day Rally) 총리 연설을 통해 명확하게 표명되
는데, 이런 연설에서 ‘외국인 고급인력’ 담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글로벌 도시 건설을 위한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와 보유가 싱가포르의 핵심정책으로 자리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사례의 고촉통(吴作栋) 총리와 리셴룽(李显龙) 총리의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 속에도 
잘 드러난다.

[사례 3-1] 외국인 고급인력이 가져올 지식의 고취를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가져올 지식의 고취를 환영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코스모폴리탄적이며 글로벌한 도시가 되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고향처럼 느
끼는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촉통 총리, 1997년 국경일 군중대회 연
설27), 강조는 연구자)

[사례 3-2] 아시아적이지만 코스모폴라탄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인재풀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적이지만 코스모폴리탄적인 사회(Asian-yet-cosmopolitan)로 만들어야 합니
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이곳 싱가포르를 ‘집’(Home)으
로 느끼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셴룽 총리, 2006년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28), 강조는 연구자)

  이렇듯 리셴룽 총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고촉통 

26) 외국인 고급인력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고숙련’(highly skilled)이라는 범주와 정
의 역시 논란이 많은 개념으로, 누가 고숙련 노동자이며 누가 미숙련 노동자인지에 대한 명
확한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IOM 2008). 

27) 고촉통 총리, “1997년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 
     https://www.moe.gov.sg/media/speeches/1997/240897.htm (2015. 11. 15 접속)
28) 리셴룽 총리, “2006년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
     http://www.nas.gov.sg/archivesonline/speeches/view-html?filename=2006082010.htm    
     (2016. 2. 1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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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와 동일한 기조의 국가 비전을 발표하였다(Yeoh 2012). 이와 대조적으로, 2013
년의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에서 리셴룽 총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싱가포르 
선주민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
지는 않았다.29) 그러나 2013년 연설에서도 논조를 바꿨을 뿐 여전히 ‘외국인 고급
인력’과 함께 싱가포르의 미래를 조각해나갈 것이라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으
며, 그 용어 자체에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지극히 정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를 구성하고 유포하는 주체는 대개 총리실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국가인구인재관리부’(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NPTD)나 그 전신인 인재관리부 등 인재 관련 부처가 항상 총리
실 직속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외국인 인재와 관련해서는 싱가포
르 정부의 의지가 전적으로 관철되고 있었다. 또한, 그 중요성 때문에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정의나 범주의 경계는 항상 애매모호한 상태로 관리되어 왔으며, 정부
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와 조정을 거듭해 왔다. 
  실생활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 선주민이 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highly skilled)의 일을 하는 외국인이라는 정의가 통용되어 왔다. 여기서 ‘싱가포
르 선주민이 하기 어려운’ 그리고 ‘고난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도 모호함이 존
재한다. 특히 이러한 범주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과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맞물려 간극과 괴리를 발생시켰고 지속적인 논란
을 야기해왔다.
  처음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1988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싱가
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직종, 임금수준, 출신국적 면에서 크게 달라졌
다. 다시 말해 이것은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 용어’로 필요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해 가는 ‘정책’의 “과정적인 측면”(Shore and Wright 1997: 3)을 부각시
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은 시기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필요에 따라 격변해 왔으며 세분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민행동당 정부는 
특정 시기에 필요한 유형의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PEP비자’30)와 ‘SP비

29) 리셴룽 총리, “2013년 국경일 군중대회 연설,”
     http://www.pmo.gov.sg/mediacentre/prime-minister-lee-hsien-loongs-national-day-

     message-2013-english (2016. 2. 18 접속)
30) ‘PEP비자’(personalized employment pass)는 고소득층 외국인이 보다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싱가포르에서 월 S$12,0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거주 2년 이상
의 외국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PEP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이 종료되어도 6개월 동

안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되어 EP비자 소지자에 비해 운신의 제약

을 덜 받는다. 싱가포르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발빠르게 양질의 고급 이주자를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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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직종상으로는 처음 이 용어가 주조된 1980년대 말에는 ‘투자자, 의사, 변호사’ 등
의 고소득 전문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테크니션, 전문기
술자로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 최근 SP비자 소지자처럼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
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의 범주에 넣기도 애매한 유
형의 집단도 생겼다.31) 국적상으로도 과거에는 미국, 호주,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
국 출신이 많았다면, 최근 중국 본토와 인도 출신의 급증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필요에 따라 끊임
없는 정책변화를 거듭해왔고, 이러한 잦은 정책변화는 실생활에선 더 큰 혼란과 갈
등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싱가포르 내 사회 갈등을 해소하
고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말부터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Tan 2014: 344)고 주장할 정도이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 범
주가 가지는 모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PMET’(Professional, 
Managerial, Executive, Technician)라는 대체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 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2)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는가? 가장 대표적
인 플랫폼으로는 싱가포르 노동부 산하의 ‘인재개발국’(International Talent 
Division)에서 해외 유수의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한 ‘컨택 싱가포
르’(Contact Singapore)를 들 수 있다. ‘컨택 싱가포르’는 1997년 처음 발족된 이
래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많은 국가에 지부를 두고 조직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1998년 11월에는 ‘싱가포르인재유치위원
회’(Singapore Talent Recruitment Committee)가 발족되었고, 1999년 ‘인력 21 
프로그램’(Manpower 21 Programme)과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해외 인력 프로그램(International Manpower Program)이 신설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고 보유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들을 좀 더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PEP비자
는 갱신해주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PEP비자 소지자가 장기 거주를 원할 경우 영주권을 신
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노동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m.gov.sg/passes

   -and-permits/personalised-employment-pass (2015. 3. 14 접속))
31) 일반인들의 경우 SP비자는커녕 EP비자의 세부 범주인 P1비자와 P2비자의 차이가 무엇인

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싱가포르의 비자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 52 -

  ‘컨택 싱가포르’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최근까지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핵심 플랫폼인데,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를 통하여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이미지를 전세계 곳곳에 유포한다. 

    [사례 3-3] 코스모폴리탄 도시 싱가포르
상상해보세요. 이스트 코스트에서 세일링을 즐기고, 다운타운에선 투어를, 인근 
섬에선 산악자전거도 탈 수 있답니다. 싱가포르로 오세요. 피로를 풀어줄 럭셔
리한 스파, 럭셔리한 골프 코스, 강가를 따라 있는 고급스런 레스토랑에서의 최
고급 와인 한잔, 이 모든 게 코스모폴리탄 도시 싱가포르에선 단번에 가능합니
다. 쇼핑은 덤이에요! 워커홀릭인 Expat(주재원)은 싱가포르에서 즐길 거리, 쉴 
거리 등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Contact Singapore 웹사이트)

  여행안내책자 ‘론리플래닛’(Lonely Planet)에서나 봄직한 이 문구는 다름 아닌 
‘컨택 싱가포르’에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문구들은 
하나같이 철저하게 상업적이며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싱가포르 정부는 ‘컨택 싱가포르’를 통해 화려하고 소비지향적인 코
스모폴리탄 도시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주조하고 유포하며 확대 재생산한다. 이 때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국적인 문화와 소비의 이미지와 결부되며,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소비하는 객체이자 주체로 만들어진다. 
  또다른 차원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정책은 외국인 고급인력 후보군
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 이후 인
근 국가로부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는 우수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초창기에는 ‘스콜라 프로그
램’(Scholar Programme)32)을 통해 인근 국가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
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에 더하여 1990년대 후반 교육허브도시 건설 목표에 
따라 ‘글로벌 스쿨하우스 계획’(Global School House Plan)을 신설하여 전세계 각
국의 유수 대학의 분교들을 설립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 시행
을 통해 유치 대상의 범위를 인근 국가 뿐 아니라 전세계로 확장하여 더 많은 외국 
학생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 투자자나 사업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PEP비자(Personalized 
Employment Pass)와 창업비자(EntrePass)33)를 신설하고, 체육·예술 분야의 외국

32) 싱가포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처럼 아시아, 유럽 등지의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주고, 5년간 의무근무를 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
로 활용하고 나아가 시민으로 만든다.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살펴본다. 



- 53 -

인 고급인력 유치 계획34)을 수립하는 등 싱가포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외국
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주 동기와 경로

  그렇다면, 실제 외국인 고급인력은 국가에서 유도하는 경로에 부응하여 싱가포르
로 이주해 오는가? 이들은 국가가 기획한 것처럼 싱가포르가 재미있고 활력 넘치는 
도시라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가? 이들은 실제로 어떤 동기와 경로로 싱가포르에 
들어오는가? EP비자 소지자, 영주권자의 이주 동기에 대한 면담내용을 종합한 결
과,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로 이주해 오는 동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세율이 매
우 낮고, 각종 경력을 쌓기에 매력적인 장소라는 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
으며, 외국인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코스모폴리
탄적인 문화와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성의 보고(寶庫)라는 점도 장점이다. 활기차고 
깨끗한 거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요인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싱가
포르로의 이주 동기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인근 동남아 국가 출신
의 경우,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 싱가포르로의 이주를 꿈”으로 여
기기도 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이곳을 찾기도 한다. 중국 본토 출신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싱가포르를 이용”하기도 한다. 유럽 출신은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데 아시아 국가 중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이
기 때문에 찾기도 하고, 어떤 국가 출신은 심지어 “싱가포르의 연중 날씨가 따뜻해
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주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본국이나 
제3국에서 거주하며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채용 절차에 응하는 경우이
고, 다른 하나는 장학금을 받고 유학 와 싱가포르 대학을 졸업하고 의무근무제도에 
따라 5년 정도 일하며 자연스레 이곳에 주재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33)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5만 달
러 이상의 납입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창업할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
청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인 유한회사여야 한다.

34) 체육, 예술 분야에 취약한 싱가포르는 전략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해 이들에게 시
민권을 쉽게 내주는 법안을 상정하여 동 분야에서의 손쉬운 발전을 꾀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권자가 된 외국인들이 시민권 취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제3국으
로 건너가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국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안하고 외국인 고급인력만 
들여온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Straits Times 200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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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로 다른 경로는 후일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에 시민으로 뿌리내리게 되
는지 혹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주해 가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구분하
여 살펴본다.  
 
① EP비자로 들어오는 방법  

  우선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은 본국에서 싱가포르 지사 발령을 받고 들어와
서 2-4년 정도 거주하는 주재원이다. 이들 역시 EP비자 소지자이긴 하지만, 이들을 
외국인 고급인력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에는 약간의 애매함이 존재한다. 다국
적기업 특히 본국 기업의 명령으로 싱가포르 지사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현지 채용’
되는 외국인 고급인력과는 달리 ‘주재원’이라고 지칭된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많은 EP비자 소지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 처음에는 주재원으로 들어왔다
가 이후 결혼과 자녀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싱가포르에서의 삶을 선택하기에 범
주 구분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주재원으로 들어와 일하다가 본사로부터 본국 귀환 
명령을 받았을 때 회사 퇴사를 불사하고 싱가포르에 남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대부
분 현지 채용으로 새로 취업을 하게 되고 종국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가 많다. 심지어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제3국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현지 
채용 형태로 취업하여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서 주재원은 현지 채용 EP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인 것이다. 

[사례 3-4] 타국으로 발령난 주재원이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 취직하기
토니는 중국과 필리핀의 혼혈의 미국인이다. 그는 20년 전 처음 싱가포르 땅을 
밟았다. 당시 미국 IT회사에서 주재원 파견을 나왔는데, 그때 지금은 부인이 된 
일레인을 만났다. 2년간 일하다가 토니는 본국 발령이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
아갔다. 토니가 다니던 회사는 주재원 파견의 메카 같은 곳으로 그 이후에도 
다양한 나라로 파견을 나갔다. 그런데 원거리 연애도 너무 힘들었고, 싱가포르
에 존재하는 아시아적인 뿌리에 매력을 느낀 토니는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
다. 같은 IT회사에 이번에는 현지채용되어 다니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주
재원에서 현지채용으로 전환하는 토니와 같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토니, 중국계 미국인, 영주권자, 남 43세, IT회사 매니저)

 
  그동안 싱가포르 정부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보유하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우호적인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외국인 고급인력의 ‘신분 범주 넘나들기’ 
혹은 ‘주재원에서 현지채용으로 갈아타기’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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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이나 현지채용 형태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고급인력의 머릿속
에는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가, 위 사례의 
토니처럼 싱가포르로의 재이주를 고려할 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재원과 달리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들어오는 현지채용 형태의 외국인 고급인력도 많다. 헤드헌터나 링크드
인(Linked In)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싱가포
르 정부에서 ‘컨택 싱가포르’를 통해 각국에서 실시하는 싱가포르 취업 설명회 역시 
외국인 고급인력이 현지채용 형태의 취업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례 3-5] 싱가포르로 오세요. 곧 영주권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만, 몇 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광고 비슷한 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로 오라고요. 싱가포
르에 오면 일자리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또 곧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설명회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때 받은 설명회 책자는 주
로 싱가포르에 오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잔뜩 나열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언니 질문 듣고 보니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중국인들에
게 유난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레베카,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여 28세, 디자이너, 강조는 연구자)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정책적으로 국내외에서 직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이러한 직업 박람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거나, 구인광고를 보고, 
혹은 채용 에이전시를 통해 싱가포르로 이주해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구인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면접 시 제시되는 조건, 그리고 실제 일하게 되
었을 때의 근무조건이 모두 달라 당황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사례 3-6] 채용 공고와 현실 사이의 간극 
일자리를 잡을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싱가포르로 이
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영국보다는 (고향인) 인도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나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내 가족들은 
아직 모두 인도에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일하게 되면 자주 찾아갈 수 있겠다 싶
었다. 여기(싱가포르)가 좋으면 가족들도 모두 함께 옮겨오는 방법도 생각해봤
다. 아마 내가 너무 이곳에 대한 정보가 없었나 보다. 단신으로 영국으로 이민 
가서 14년을 살았는데, 정신분석학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고 병원에서 일도 
제대로 하는 등 나름 잘 지냈다. 그러다 가족문제도 있고 해서, 싱가포르 병원
으로의 이직을 고려했고, 인터내셔널 채용 에이전시를 이용해서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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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차별 얘기 나왔었는데, 난 내가 지금 근무하는 이 병원의 운영방식이
나 태도가 처음부터 너무 싫었다. 처음에 현장방문을 왔을 때도 병원에서 나에
게 컨설팅 대상으로 성인 환자를 지정해 주는 등 채용공고에서 내건 조건과 완
전히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 그 전에 1차 인터뷰는 스카이프로 했는데, 이때 제
시받은 조건 역시 채용공고와 달랐다. 최종 현장방문을 왔을 때는 더더욱 많은 
것을 내게 요구했고 그런 이야기를 막판에 가서야 듣게 되어서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현장방문 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기본이고, 나와 접촉할 때 항
상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접촉하려했기 때문에 내가 싱가포르에서 통화가능한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게 늦는다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매너나 예의, 정중함 따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데, 나는 이게 정부기
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크레이그, 인도계 영국인, EP비자 
소지자, 남 44세, 정신과 의사)

[사례 3-7] 채용 에이전시 이야기  
사실 그래요. 싱가포르가 법이 세고 힘들긴 하지만, 막상 여기도 또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어느 나라나 존재하게 마
련이죠. SP비자로 들어올 사람들을, 처음 EP비자 내줄 때는 조건에 맞춰 임금
을 올려서 고용하고 실제로는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취업 알선
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별수 있나요. 우리 에이전시들도 노동부에서 고용법을 
바꿀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린다, 중국계 
싱가포르인, 여 35세, 채용 에이전시 관리자)

  실제로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갑작스레 높아진 EP비자의 임금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EP비자로 들어왔다가 SP의 임금을 
받는 부당대우를 묵과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에
게만 자행된다고 여겨지는 불합리함이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외국인 고급인력’에
게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관광비자나 단기비자,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례 3-8]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하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어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
했을 때 내려오고 싶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죠. 미국에 바로 가긴 좀 
그렇고 영어도 배우고 견문도 넓힐 겸 싱가포르로 오게 되었죠. 엄마에게도 3
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아보겠노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3개월 간 일자리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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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유학을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취직을 했
어요. 요즘 외국인 취직이 한창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있었어요. 
진짜 싱가포르인들이 할 수 없는 일, 중국 신규 시장을 발굴하라는 미션을 받
았고, 바로 EP비자 받아서 일을 했는데요. 이게 수지가 좀 맞을 것 같고 해서 
아예 퇴사하고 회사를 차리려고요. (에블린,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여 29세, 
미디어 회사 직원)

  최근에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며 이런 방식으로 취업하
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취업이 된다 해도 EP비자가 빨리 나오지 않아 오랫동
안 기다리거나 다시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EP비자가 발급된 후에나 나오
게 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② 학생으로 들어와서 취직하기 

  또다른 경로는 학생으로 들어와 졸업 후 취직을 하는 것이다. 이주 동기에 대한 
질문에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싱가포르에 왔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스콜라 프로그
램’을 통해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의무근무제도에 따라 이곳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동남아 인근국가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유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스콜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등지를 방문하여 대학 진학을 앞둔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
를 개최하고 조직적으로 이들을 유치한다. 

[사례 3-9] 스콜라 프로그램 설명회
싱가포르 정부에서 우리학교에 와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화교들을 모아놓고 
장학금을 줄 테니 싱가포르 대학으로 오라고 설명회를 열었다. 난 운이 좋았던 
거 같다. 사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도 생각했다.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으니까... 꼭 싱가포르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지만 전액 장학금에 생
활비까지 준다는 건 거부하기엔 너무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난 그 선택
을 후회하지 않는다. 결국 NUS(싱가포르국립대)를 완전히 무료로 편하게 다녔
고, 그 이후 해외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스탠포드로 유학까지 가게 되었다. 
스콜라로 들어와서 또다른 스콜라가 된 거다.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 때 같
이 설명회에 참가했던 내 친구들 중에는 그냥 미국으로 유학간 애들도 있다. 
기나긴 인생 여정이니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당장 말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잘되고 있어 그런지 난 그때 싱가포르를 선택했던 결정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제이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영주권자, 남 33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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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

  20년 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부미뿌뜨라
(Bumiputera)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우수한 화인 학생을 유치하는 각종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부미뿌뜨라 정책은 1969년의 화인과 말레이간의 
유혈충돌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시한 말레이 민족주의 정책으로, 정치, 경제, 
언어, 교육 영역에서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화인사회는 점차 주변화되었다(오명석 2000: 271).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재 확보 전략으로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화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이들을 유치하는 ‘스콜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싱가포르의 인재 유치 정책
은 ‘외국인 고급인력’ 담론이 유포되기 훨씬 전부터 싱가포르 국가 존속을 위한 핵
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외국인 고급인력 담론도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3-10] 스콜라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성장동력 되기
80년대에도 싱가포르 정부에서 나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데려가는 스콜라 프
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다. 나는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싶었기에 고향을 떠나 결
국 싱가포르로 나왔다. 이렇게 오래 살줄은 몰랐지. 말레이시아에서 이곳으로 
처음 나올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했던 거 같다. 막연히 장학금 준다고 하니
까 온 건데, 졸업 후 의무근무 5년하고 나서 중간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쁘
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겼더라. 이젠 말레이시아랑 정서적 거리
도 너무 멀어졌고, 아이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시민권을 받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니,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영주권자, 여 44세, 
의사)

  스콜라 프로그램, 글로벌 스쿨하우스 플랜 등 시기에 따라 그 명칭과 구체적인 내
용은 변형을 거듭해왔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오래 전부터 아시아의 인재들을 선발하
여 교육시킨 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왔다. 그 결과 20년 전 스콜라 프로그
램으로 들어온 NUS 출신 졸업생들이 현재 싱가포르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싱
가포르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로 귀화한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든 싱가포르의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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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고급인력에서 싱가포르 주민으로 

1) 싱가포르 주민 만들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법적 경계

  싱가포르 ‘주민’(resident)은 시민권자(citizen)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PR)로 구성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해서만 ‘주민’이 될 수 있
는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EP비자 소지자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근로허가증(WP) 소지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
시적인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민’이 될 가능성이 원천적
으로 배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림 3-1] 2014년 현재 싱가포르 전체 인구 구성35)

  싱가포르 정부가 2014년 발표한 ‘인구브리프’(Population in Brief 2014)에 따르
면, 싱가포르 전체인구 547만 명 중 ‘주민’은 387만 명에 불과하다(그림 3-1 참조). 
‘주민’이라는 범주 역시 애매하다. ‘영주권자’는 공식적으로 ‘시민권자’와 함께 ‘주민’ 
범주에 속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싱가포르 시민은 물론 당사자인 외국인 고급인력 

35) 출처: 싱가포르 국가인구인재관리부, “2014 인구브리프(Population in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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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영주권자’를 ‘외국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이민법에서는 ‘영
주권자’를 ‘주민’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들 역시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외국인 고급인력이 한
번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성되거나 그 경계가 확정된 적이 없는 정치사회적 범주
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영주권자’는 법적 경계가 분명한 공식적인 
범주이지만, 실생활 속에서 ‘외국인 고급인력’과 결부될 때 그 경계가 다시 모호해
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화 혹은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인가 혹은 내국인인가? 싱가포르 선주민의 입장
에서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싱가포르를 떠날 수 있는 ‘외국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영주권자가 ‘주민’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자와 다를 바 없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선주민들이 느끼게 되며 이로부터 불만이 발생한다. 다음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법적 경계를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싱가포
르 ‘주민’으로 만들어지는 것의 의미를 탐색해본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EP비자 소지자 즉 외국인 고급인력이 자유롭게 이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영주권 취
득 목적의 한 축에는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선행절차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지만, 싱
가포르의 경우 시민권 취득 목적과는 무관하게 장기간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며 각종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싱가포르에서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본국 국적을 포기하
면서까지 시민권을 취득하기보다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갱신하는 형태로 싱가포르에 
장기 거주하는 전략을 취한다. 
  현재 싱가포르 전체 인구 547만 명 중 영주권자는 53만 명이다(그림 3-1 참조). 
영주권 신청 자격은 신청 당시 싱가포르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일을 한 
50세 미만의 자로 한정된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이다. 이민청에서 제시하는 영주권 발급기준은 경력, 자격, 전문 기술, 임금 
수준이다. 영주권 발급에 있어 싱가포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우대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영주권 발급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영주권자가 되면 비자 문제없이 자유롭게 싱가포르를 드나들 수 있게 되고, 영주
권자의 법적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 역시 이와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EP비자 소지자의 경우 이직시 EP비자를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절
차가 복잡하고 비자 발급 거절이나 지연의 위험을 안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싱가
포르를 떠나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 그러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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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는 
중앙연금(CPF)에 가입하여 근로자/사용자 부담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은 향
후 건강보험, 주택 소유, 자산 증대 등 싱가포르의 각종 권리 및 혜택을 향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영주권자에게는 시민권자와 거의 유사한 권
리를 부여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주권자의 아들36)이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어, EP비자 소지자로 하여금 영주권 취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상 2014 ICA 규정37) 참조 정리). 
  현재 싱가포르 전체 인구 547만 명 중 시민권자는 334만 명이다(그림 3-1 참조). 
2014년 싱가포르에서는 영주권자 10,000명에게 신규로 시민권을 발급해 주었다
(Population in Brief 2014). 싱가포르의 시민권 신청자격은 신청 당시 2년 이상 싱
가포르 영주권자로 거주한 21세 이상의 성인, 2년 이상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거주
한 시민권자의 법적 배우자, 싱가포르 시민이 부모인 재외출생자녀에게 주어진다. 
시민권 발급기준으로는 영주권자 거주 기록, 품성, 경제 기여도 등이 있다. 영주권
자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최종 취득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1년 정도
이다.  
  거의 유사해 보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누리는 권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권자가 되면, 전세계에서 쉽게 통용되는 싱가포르 여권을 갖게 되어 여행
이 용이해진다. 또한 영주권자와는 달리 시민권자는 싱가포르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택 매매 및 주택연금 혜택에 있어서도 차이
가 난다. 싱가포르 시민은 정부공영아파트(HDB)의 매매 및 임대를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한 HDB 리모델링 비
용 부담에 있어 시민권자는 비용 일부를 부담할 뿐이지만, 영주권자는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영주권자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는 있지
만 신축 주택을 매매 및 임대할 수 없는 등 시민권자와 완전하게 동일한 권리를 향
유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혜택의 경우 과거에 비해 차이가 심화되어 ‘교육장학금 
제도’(Edusave Scheme)를 신설하여 싱가포르 시민권자 자녀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나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고급인력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에 
비해 1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
  이와 대비하여,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되면 본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표 3-3]에서 나타나듯 영주권자의 권리는 시민권자와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더욱이 이마저도 정부에서 싱가포르 선주민의 반감을 

36) 이민 제1세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본인은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37) ICA 규정, https://www.ica.gov.sg/services_centre.aspx?pageid=231&secid=19 (2016. 4.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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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주민(Non-Resident)

정부보조 신축 HDB 매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정부보조 HDB 2차 매매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주택개발청 요건 충족 필요)
불가능

정부보조 HDB 임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택 전체 혹은 부분 임대 가능 가능 가능

사설 아파트/콘도 매매 가능 가능 가능

방갈로, 테라스 주택 매매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법무부 승인 필요)
불가능

부동산 임대 가능 가능 가능

CPF 주택기금, 담보대출(HDB)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택담보대출(은행) 가능 가능 불가능

교육 가능 차등 지급 해당없음

의료 가능 가능 해당없음

CPF(중앙연금) 가능 가능 해당없음

잠재우기 위하여 단계별 차등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지 그 전에는 더더욱 차이가 없
었다. 이런 연유로, 오랜 기간 동안 시민권자의 배타적 권리와 혜택은 영주권자들이 
굳이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시민권을 취득할만한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
지 않았다.38)    

[표 3-3] 2014년 현재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권리 비교

출처: 싱가포르이민청(ICA) 웹사이트(www.ica.gov.sg) 참조 정리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주민’의 범주를 강조하기도 하고 ‘시민권자’의 
범주를 강조하기도 한다.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가 절실한 시기에는 
‘영주권자’의 범주가 강조되고, 선거나 여론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는 ‘주민’ 혹은 
‘시민’의 범주가 중요해지는 등 필요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또한 주민, 즉 시민
권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범위, 직종 또한 불분명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조건의 사람들이 어느 날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고,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되
기도 한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싱가포르 집권 정당인 인민행동당에서 집
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경제성장’과 ‘국가존립’ 비전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민행동당의 필요에 따라 가장 기민하게 변화를 
거듭해온 영역이다.

38) 이것이 싱가포르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주 전략을 취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V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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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의도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핵심은 가변성에 있다. 오늘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
제발전을 위하여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 조건에 
대한 유연한 조정을 통해 이주민을 규제하고 있다(Ong 2005: 343-344). 이는 전세
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는 사뭇 특별한 구석이 있다. 싱
가포르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민
정책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민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층 더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민정책을 관리하고 조정해왔다. 더
욱이 이러한 이민정책 조정의 기저에는 인민행동당의 집권 유지 및 강화에 대한 기
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1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이 ‘참패’39)한 이래 EP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는 새
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예전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하면 당연히 발급받았을 조건
의 사람들이 거절되거나 재차 신청해도 거절되는가 하면, 애매한 조건의 사람의 경
우 EP비자마저 쉽게 발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규제 강화 조치에 따
라 고용주 측에서도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을 꺼려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선언문 형태로 인민행동당이 외국인
들에게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한 나머지 선주민들을 ‘2등 시민’ 취급한다고 비
난하며,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민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었
다. 외국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2004년 리셴룽 총리
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를 우선시하며, 권리의 차등화를 꾀하는 여러 시
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영주권자나 외국인을 환영해야 한다
는 기조는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시민과 비시민 간의 권리 차등화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9년이었다(Hussain 2009; Thompson 2014). 이 시기 싱가포르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를 줄이고, 외국인 유학생 학자금 부
담 비용을 증액하고, 영주권자에게 부여되던 의료보험혜택을 줄이고, HDB 구입에 
있어 차등 및 규제를 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차등화 
정책은 ‘시민권’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써 시민권자들이 상징적 경계만들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Thompson 2014: 322). 

39) 참패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압승이라고 불릴만한 선거였다. 인민행동당은 
2011년 열린 총선 결과 87석 중 81석을 확보하여 2006년 84석 중 82석이었던 데에 비해 
의석이 6.5% 감소하였다(Straits Times 201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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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규제 분위기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정책과 담론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유포되던 시기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당
시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정책과 담론이 한창 중요한 비전으로 기획, 유포되던 
시기라 대단히 개방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취했다. 당시 인민행동당 정부는 철저하게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싱가포르를 인재의 수도로 만들고자 했고, 고촉통 총리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거의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
책을 시행하였다. 외국인이 EP비자를 발급 받는 절차도 간소화되었으며, EP비자를 
받고 싱가포르에 거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주권 신청을 권장하는 정부의 편지
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각 도시를 직접 찾아가 중국 본
토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싱가포르에 들어오면 일자리를 쉽게 찾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외국인 고급인력에겐 호시절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때는 EP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가정
생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분을 결정할 수 있었다. EP비자 소지시 누릴 수 있
는 세금 혜택 등이 영주권자가 부여 받는 혜택보다 클 경우 EP비자를 10년 넘게 
유지하기도 했고,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것이 부동산 차익 등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
하면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노선은 2011년 총선 이후 대폭 수정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
민권자 우대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9년이지만, 이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이 고전
했다는 사실을 보면 시민들이 아직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반면, 
2015년 9월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은 압승을 거둔다. 물론 카리스마적인 리더 리콴유 
총리의 서거에 따른 시민들의 추모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Straits 
Times 2015),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사이의 차등정책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감을 회유하는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시
민권과 영주권 사이에 차별을 가하는 정책전환을 시도했고, 2011년 총선에서의 인
민행동당 의석 감소 이후 이러한 정책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불만 표시에 반응하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행동당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을 경제강국 건설에 활용하
기 위해 적극 개방하거나, 선거에 대비해 시민들의 여론 조성이 필요할 때는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
울인다. 외국인 고급인력 규제가 강화되면 양질의 고급인력이 싱가포르를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인민행동당 정
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시민들이 등을 돌릴 경우 외국인 고급인력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 목표 또한 무의미해지므로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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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9 2013 2014
시민권자 3,057.1 3,200.7 3,313.5 3,343.0
영주권자 356.2 533.2 531.2 527.7

  주민 3,413.3 3,733.9 3,844.8 3,870.7
  비주민 753.4 1,253.7 1,554.4 1,599.0
  합계 4,166.7 4,987.6 5,399.2 5,469.7

4. 외국인 고급인력 통합 정책 속에 숨겨진 배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미온
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1988년, 싱가포르 신규 이주자 지원을 위하여 사회통합관리
부(Social Integration Management Service: SIMS)가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되었
지만, SIMS의 주요활동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지침서’(Guide for New 
Immigrants 1990) 출판 등의 소극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컨택 싱가포
르’(Contact Singapore) 발족 이후, 여기서 이러한 역할을 이어받아 신규 이민자에
게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고 있다(Contact Singapore 2012). 
이처럼 외국인 통합 측면에서는 오랜 기간 지침서나 자료 제공 등의 형식적인 노력
이 있었을 뿐, 가시적인 형태의 정책적 노력이 부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 이르러서야 외국인 통합의 중요성을 절감한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통합
위원회(National Integration Council: NIC)를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S$1,000
만 상당의 ‘공동체 통합 기금’(Community Integration Fund: CIF)이 신설되어 운
용되고 있다. 같은 시기 국가 관할 ‘국민연합’(People’s Association: PA) 주도 하
에 ‘통합과 귀화 챔피언’(Integration and Naturalisation Champions: INC) 프로
그램도 발족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민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해진 싱가포르 사회의 통합·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싱가포르 정부가 1990년
대 중후반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및 보유 정책으로 외국인과 영주
권자의 규모가 급증하고(표 3-2 참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한 사회갈등 문제
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2] 2004-2014 싱가포르 인구 증감표 (단위: 1,000명) 

  출처: 싱가포르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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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는 2009년 이후 신규 이민자들이 싱가포르 사회와 그 규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커뮤니티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Chew 2014: 35). 싱가포르의 통합정책은 신규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
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싱가포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국가통합위원회(NIC)의 목표에도 잘 드러나는
데, NIC의 프로그램들은 신규 이민자들이 학교, 직장, 커뮤니티에서 상호작용하며 
싱가포르의 일상생활 영역의 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장려하는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2009). 이것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Chew 
2014: 36), 4개의 주요 종족집단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종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도 싱가포르인으로서의 공유된 가치와 국민정체성을 가진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한
다. 
  싱가포르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주로 민관협의체에 의해 시행되는데, 정부는 주로 
재원을 제공하고 각각의 실질적인 활동은 커뮤니티나 NGO 차원에서 담당하는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을 싱가포르 사회 내부로 통
합하는 정책의 큰 그림은 싱가포르 인민연합(People’s Association: PA), 싱가포르 
국가통합위원회(NIC), 시민자문위원회(Citizens’ Consultative Council: CCC)를 중
심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프로그램은 각 커뮤니티와 비정부단체가 정부와 유기
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주민으로 온전히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하위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1년에 100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통합과 귀화를 유도한다. 이러한 활동 역시 주로 민관협의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
부에서 주도하는 국경일 만찬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소규모 이벤트들이 각 구역에서 한 달에 수십 차례 넘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에 따라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의 시행이나 참여가 저조한 지역도 있다. 예를 들어, 우드랜드
(Woodland), 씀바왕(Sembawang), 하우강(Hougang)을 비롯한 싱가포르의 “중심
부”(Heartland)라고 불리는 HDB 타운이 밀집된 북부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북부 지역은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과 신규 시민권자가 
싱가포르 시민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HDB 단지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통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급 콘도나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소위 ‘코스모
폴리탄 엘리트’ 외국인 고급인력이 거주하는 시내 지역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은 형
식적으로 시행되기 일쑤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귀화를 원하는 신규 시민권자 후보를 대상으로 특별한 통합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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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권 신청자는 귀화 전 의무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주민 소통 세션(Community Sharing Session: CSS)에 참석해야 하며, 온·오프라
인으로 이루어지는 시민권 여행(Citizenship Journey)을 비롯한 일련의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그 이후 시민권 발급 의식(Citizenship Ceremony)에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일명 ‘핑크 카드’(Pink IC Card)라 불리는 시민권자용 주민등록증을 수령
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축인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합정
책이 시행되고 있을까? 특기할만한 점은 연구자가 참여관찰하고 면담한 수백명이 
넘는 영주권자들 중 영주권자에 대한 통합정책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신규 시민권자 역시 영주권자 시절에는 정부에서 자신들을 통합하
려는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우리를 왜 통합하려고 하겠어요. 싱가
포르 정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경제적 이익을 내는 것뿐인데”라고 말하는 영주
권자가 있을 정도이다. 통합 관련 부처 고위 관료들과의 면담 중 영주권자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영주권자에 대한 통합정책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것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페스티벌이나 레크레이션 행사처럼 사람들에게 자
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와 이의 수혜대상이 되는 영주권자가 서로 반
대되는 주장을 하는 모순적인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통합관련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의 관료들이 “우리가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자, 지금부터 통합 시작!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동체 속에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할로윈 파티나 페스티
벌, 종족 공동체 행사에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이든 춤이든 자연스럽게 사
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이다”라고 부연 설명한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정책의 수혜대상인 외국인 고급인력이나 영주권자는 이를 통합 프로
그램이라고 느끼지 않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에서는 통합이라는 목표를 근저에 깔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 역시 많은 통합 프로그램을 참여관찰하며 이것이 왜 
통합 프로그램인지 의아해 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통합 프로그램들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별로 열리는 행사
들은 많은 경우 종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가자 역시 자연스레 같
은 종족으로 구성되게 되어 통합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 
경우 정부의 영주권자 및 외국인 고급인력을 통합시키겠다는 의지가 진심일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의 영주권은 시민권과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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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신분’인 시민
권과는 달리, 영주권은 상당 부분 경제적 목적에 의해 신청되고 발급되는 ‘경제적 
신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귀속감을 심어주고자 노력하며 통합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영주권자에 
대해서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주권자 통합정책은 영주권, 시민권 발급 정책 기조와 결부하여 
‘초국적 포용 모형’(transnational inclusion model)(Rahman and Kiong 2013)40)

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 정부의 영주권, 
시민권 정책 기조는 모든 EP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가 종국에는 시민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경우 한시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
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외국인 고급인력
이 시민권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많은 경우 이들이 초국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민정책이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리콴유 전 총리의 연설에서도 그러한 
취지가 잘 드러난다. 

[사례 3-11] 30~40%만 우리 싱가포르에 정착해도 좋다.
신규 이주민 중 30~40%만 우리 싱가포르에 정착해도 좋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이동성이 강화된 글로벌 세계에서 외국인 인
재 유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다. (리콴유 전 총리 연설, Straits Times 2008. 1. 24, Rahman and 
Kiong 2013: 86에서 재인용)

  영주권자, 시민권자 만들기에 대한 이러한 정책 기조는 통합정책에 있어서도 제한
적인 전략을 취하는 기조로 연결된다. 레토릭은 고급인력 환영 기조이지만, 실제로
는 제한적 통합정책이 EP비자 소지자는 물론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 관료들의 설명과는 달리, 영주권자는 통합정책을 피부
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애당초 싱가포르의 영주권 제도는 ‘경제적’ 목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싱가포르 정부에서 취
하는 통합정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캐슬과 밀러(Castle and Miller 2009)의 정책모형에 비
추어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민 통합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배제정

40) 라흐만과 키옹(Rahman and Kiong 2013: 81-82)은 싱가포르의 통합정책을 ‘차별적 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 ‘문화 다원주의 모형’(cultural pluralism)에 더하여, ‘초국적 포
용 모형’(transnational inclusion)을 혼합한 새로운 모형으로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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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취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합정책이 아닌 ‘제한된 
통합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5. 소결

  지난 20년간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이에 의거한 이민정책은 국가
존립과 경제성장 담론과 맞물려 이 작은 도시국가의 핵심동력이 되어왔다. 싱가포르 
정부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
던 그 시점부터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또한 
외국인 고급인력과 노동자에 대해 시행하는 양극화된 이민정책을 통해 “위로부터 
시작된 코스모폴리타니즘”(Yeoh 2004: 2445)의 극치를 보여준다. 양극화된 이민정
책은 포용과 배제로 나타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기대고 있는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그 중에서도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및 통합 정책, 영주권, 시민권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경계와 범주 설정의 문제를 포착하였다. 이러한 애매
모호한 경계 설정은 싱가포르라는 국민국가의 계획된 의도였으며, 특히 인민행동당
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권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또한, 인민행동당 장기
집권의 정당성은 경제성장과 국가존속에 있으며, 그런 정당성 확보와 강화에 이민정
책을 둘러싼 모호한 경계 설정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철저하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고급인
력’,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세부 조건과 법적 권리를 조정하고 변화시켜 왔으며, 
외국인들의 국적이나 직종을 포함한 어떤 통계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정책변화는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이주 전략과 궤적을 그리도록 만들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4~6장의 민족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싱가포르가 코스모폴리탄 
도시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
들과 이에 대응키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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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

  싱가포르의 중심부 오차드 로드(Orchard Road)에는 일본 최대의 백화점 체인인 
다카시마야(Takashimaya) 백화점을 비롯하여 파라곤(Paragon), 윌록 플레이스
(Wheeloc Place) 등의 대형백화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미 있는 백화점과 
쇼핑몰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듯 오차드 로드 곳곳에는 쇼핑몰 행렬에 합류하기 
위한 백화점 및 쇼핑센터 신축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붕어빵으로 
찍어낸 듯 똑같은 샤넬, 프라다, 미우미우 매장들로 이루어진 백화점들이 이름만 달
리 한 채 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곳을 소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리나　베이(Marina Bay)와 보트 키(Boat Quay), 클락 키(Clark Quay), 터프 시티
(Turf City)의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바에서 날마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케플스 
베이(Kepple’s Bay)에 자리하고 있는 지중해풍의 전망 좋은 고급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앞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불빛을 반짝이며 진행되는 선상파티의 참가자들 
그리고 그 요트의 주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장에서는 코스모폴리탄이라 불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
을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2장과 3장에서 국가의 코스모폴
리탄 프로젝트와 이민정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유포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 장에서
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코스모
폴리타니즘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를 밝혀볼 것이다. 이들에게 코스모폴리타
니즘은 이동성, 고급문화, 레저, 여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동시에 전략이자 자본
이며 또한 지향점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이 
실천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정
체성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의할 것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흔히 이들에게 부과되는 고정관념과
는 달리 동질적이지 않으며, 국적, 인종, 소득 수준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점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외국인 고급인력 내부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춰 싱
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이민정책이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구현되는 양상
과 이에 대해 외국인 고급인력이 취하는 대응전략을 하위집단별로 그려본다.  

1.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인가? 

  금융중심가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를 활보하고 다니는 영국인 투자은행
가, IT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인도인 부사장 외에도 싱가포르는 지금 다양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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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국적 그리고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들로 넘쳐난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은 정부가 기획하고 유포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실생활
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정책이 현실에서 실천될 때에는 뚜렷한 정의가 있는 경우에도 간
극이 생기기 마련인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처럼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경우 그 간극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지인들이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
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들을 정의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고급인력 범주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개념과 엘리트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 인종위계적인 사회구조와 중첩되어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었다. 연
구자는 조사 초반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가 실생활
에서 가지는 한계를 포착하게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조사 초반에 친분을 쌓게 된 
사회복지사에게 싱가포르에 외국인 고급인력을 연구하러 왔다고 밝히자 본인을 연
구해도 좋다고 말해준 호의를 연구자가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본격적인 조사 
착수 전이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미지는 ‘금융이나 IT 
분야’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백인 남성’이었고, ‘사회복지사’인 ‘중국계 태국인 여성’
과 외국인 고급인력을 동일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것은 외국인 고급인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마저 ‘외국인 고급인력’을 고소득층 백인 남성과 동일시하
고 있었으며, 이들 집단에 부과된 정형화된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었다는 것의 방증
이다. 
  두 번째 사건은 역시 조사 초반에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HDB에 초대 받아 방문했
을 때, 옆집에 사는 인도계 외국인 고급인력과 조우하게 된 일이다. 당시 “외국인 
고급인력이 HDB에도 사는구나. 다들 콘도에 사는 줄 알았더니”라는 연구자의 말에 
싱가포르인 친구들이 피식 웃으며 “고소득층 주재원(Expatriate)은 그렇겠지. 이제 
그런 주재원 패키지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걸.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가 워
낙 많이 바뀌어서 너 말고도 많이들 헷갈려하는 개념이야. 외국인 고급인력이 주로 
백인 고급 주재원을 의미하던 때도 있었으니까”라며 요즈음엔 HDB에도 외국인 고
급인력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해주었다. 이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흔히 생각하
는 값비싼 콘도의 고급 수영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정형화
된 이미지와는 달리, 싱가포르에는 현재 상당수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콘도 임대비를 
감당할 수 없어 HDB에 거주하고 있다. 임대비를 절감하고자 2-3인이 공동으로 콘
도나 HDB를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역시 ‘외국인 고급인
력’을 고소득층과 동일시한 연구자의 선입견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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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선입견은 싱가포르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외국인 고급인력을 연구
한다고? 그럼 당신 콘도가 제격이겠네. 거기 백인 주재원들 많이 살지?”라는 식의 
질문으로 표현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외국인 고급인력? 아, 중국 본토 사람들 이
야기하는구나”라며 특정 국적의 고급인력을 지칭하기도 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
서 유학중인 베트남 대학원생이 “저를 연구하셔도 되겠네요. 저도 외국인 고급인력
입니다”라고 말하듯 학생들이 자신을 외국인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
다. 그만큼 외국인 고급인력을 정의하는 것은 싱가포르 시민에게나 외국인 고급인력 
당사자에게나 혼란스러운 일이다.
  두 가지 사건 이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진행한 외국
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에게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던졌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본인이 처
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이 범주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관찰과 면담자료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춰 외국인 고급인력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신분적으
로는 주재원(expatriate), 현지채용된(local hired) EP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잠재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고급인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다만 현재 외국인 고급인력의 과거 궤
적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학생 시절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계층적으
로는 고소득층과 중간층을 아우르는 중산층을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아니면서도 하급노동에 종사하는 SP비자 소지자는 제외
하고, EP비자 이상의 고용비자 소지자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셋째, 국적, 인
종은 서구 선진국 출신의 백인 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기존에는 외국인 고급인력
이라 상정되지 않았던 중국 본토, 인도 출신을 모두 아우른다.  
  이제 본 논문의 주제와 결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외국인 고급인력
은 학계나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것처럼 코스모폴리탄인가? 이들이 코스모폴리탄이
라면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층위에서의 코스모폴리탄인가? 경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에 해당하는가?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소비하거나 이를 능
력으로 활용하는가? 이렇게 수많은 하위질문들을 양산할 만큼 누가 코스모폴리탄인
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코스모폴리탄한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Skrbis and Woodward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코스모폴리탄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
주 설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다의성과 
다층성으로 인해 어떤 층위에서 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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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고급인력과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복잡한 두 가지 범주가 
중첩되고 교차하며 모순적인 현상을 빚어내는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
인력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
하여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들이 코스모폴리탄과 중첩되거나 상이해지는 지점
을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외국을 오갈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부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계층, 국적, 인종에 따라 ‘전형적
인’ 외국인 고급인력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양분
하여 살펴볼 것이다.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과 서로 다
른 경로로 들어와 상이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며 전혀 다른 싱가포르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참여관찰, 심층면담 자료, 학술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전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임금 수준이 최소 월 S$8,000을 상회해야 하며, 둘째, 싱가포르에서 선호되는 국적 
혹은 인종이어야 한다. 임금 수준이 최소 월 S$8,000 이상이 되어야 고급 콘도나 
주택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계의 각종 진기한 요리나 문화공연 등 싱가포르 정부가 
조성한 고급문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P1비자나 PEP비자 소지자, 이에 
준하는 조건을 가진 영주권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이와 같은 경제 자본을 보
유하고 있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선호되지 않는 국적 혹은 인종의 경우 종종 차별에 
노출되곤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백인이나 서구 국가 출신, 아시아 선진국 출신이 선
호되는 반면, 중국 본토 출신이나 인도인은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차별에 노출될 가
능성이 있다.
  이제 이들 전형적이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외국인 고급인력이 코스모폴리탄의 어
떤 속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계층적인 면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전형
성’을 구분할 때 코스모폴리탄의 어떤 측면에 해당되는가?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
력은 코스모폴리탄 문헌들에서 일컫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에 해당되며(Ye and 
Kelly 2011; Beaverstock 2012), 비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중간층’ 코스모폴
리탄에 해당된다(Thang et al 2002; Conradson and Latham 2005; Ho 2006). 
둘째, 국적, 인종과 관련된 외국인 고급인력의 전형성 역시 코스모폴리탄 논의에서 
서구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중첩된다. 실제로 외국인 고급인력 범주와 코스모폴리
탄 범주가 교차하고 중첩될 때 발생하는 혼란은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이해
가 수월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층적으로는 엘리트층에서 중간층까지의 외국인 
고급인력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고, 국적, 인종 면에서도 다양한 고급인력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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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를 천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의 삶을 코스모
폴리타니즘에 비추어 살펴본다. 특히 이들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수행하고 있다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는지를 기술한다. 
또한,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와 많은 
부분 겹친다고 보고, 전형성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고급인력과 구분하여 논의를 진
행한다.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그렇지 못한 외국인 고급인력과 비교했을 때,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의 보유 정도에 있어 상이한 면모를 보
이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정체성의 정치에 있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므로 양자
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내러티브

  이 절에서는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술을 통해 실제
로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조성한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소비’하고 있으며 고급스런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이들의 내러
티브로 직접 발화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라이프스타일, 일과 소비 방식, 네트워킹 
양상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1)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의 라이프스타일  

① 엔클레이브에서 살아가는 그들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많은 싱가포르 시민들이 생각하듯이 이들은 자신을 코스모폴리탄 엘리
트로 간주하는가? 이 절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 표출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외국인 고급인력 당사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묘사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시티플러
스(Cityplus)라는 마리나 베이 지역의 고급 콘도에 거주하는 미국인 남성 팀의 하루 
일상을 그려봄으로써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본다. 

[사례 4-1] 미국인 투자은행가의 싱가포르에서의 하루  
6시에 기상하여 출근 준비를 한다. 메이드가 차려놓은 에그 베네딕트를 아침으
로 먹으며 아들과 담소를 나눈 후, 주차장에 세워둔 BMW를 몰고 우드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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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land)에 있는 미국인 학교에 아들을 데려다 준다. 부인과 이혼한지 10년
째인 그는 싱가포르는 입주도우미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한다. 은행가인 그는 일터에서는 눈코뜰새 없이 바쁘
다. 그러나 이는 비단 싱가포르에서만의 일이 아니므로 넘어가기로 한다. 오후 
5시, 일이 끝나면 콘도에 돌아와서 고급 수영장에서 더위를 식힌 후 샤워를 하
고 보트키나 클락키로 향한다. 하루의 피로는 역시 차가운 맥주로 날려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는 미국에서 주로 가던 펍과 비슷한 종류의 공간이 
많아서 좋다고 한다. 인디아페일에일(IPA)로 세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단
골 펍도 있다. 주말엔 아메리칸 클럽에 가거나 각종 Expat 모임에 참석하여 인
맥을 확장하거나 콘도의 바비큐 피트에서 파티를 열기도 하며 운동 및 여가를 
즐긴다.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수영을 즐길 때, 지인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이때 그들은 필리핀 메이드를 항상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의 관광지와 인접한 싱가포르에서 주말마다 말라카나 페낭 등 인
근 명소로 여행을 가는 것도 쏠쏠한 재미이다. 14년째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싱가포르로 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이었다. (팀, 미국인, 영주권
자, 남 49세, 헤지펀드 회사 사장)

 
  팀처럼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대부분 금융, 컨설팅, IT, 생명공학 분야 종
사자이거나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층 전문직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급 콘도나 주
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메이드’(maid)라 불리는 외국인 입주가사노동자(foreign 
domestic worker)와 함께 생활한다. 소득은 최소 월 S$8,000을 넘으며 적어도 P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계층적으로 구역화
된 엔클레이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엔클레이브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의 백
인 지배층의 거주지를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국적별, 인종별로 재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고급 콘도의 등장과 함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Pow 2009)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를 띠며 외국인 고급인력의 주요 
거주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콘도 임대비가 시내 스튜디오 기준 월 S$4,000을 훌쩍 넘는 현실 속
에서, 소득이 월 S$8,000 이하인 외국인들은 방 세 칸짜리 정부공영아파트(HDB)조
차 임대하기 어렵다.41) 임대비 수준에 따라 콘도 시설의 수준에 차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콘도는 내부에 수영장, 헬스클럽, 바비큐 핏, 테니스장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출입문 전자차단장치와 엄중한 경비시스템을 갖춘 ‘게이티드 
커뮤니티’이다.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홀랜드 빌리지(Holland Village), 마

41) 싱가포르 정부의 가족 중심주의 비전, 결혼 촉진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의 정부공영아파트
는 대부분 방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튜디오나 원룸 형태의 아파트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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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베이(Marina Bay), 중심특구(CBD), 부킷티마(Bukit Timah), 이스트코스트
(East Coast) 등 고급 콘도가 밀집한 지역에 국적별, 인종별 엔클레이브를 형성하여 
집단거주하고 있다(Yeoh 2012). 싱가포르에는 해당 국적의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엔
클레이브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테면, 우드랜드에는 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이스트
코스트에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등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별 엔클레
이브가 존재한다. 사례 [4-1]의 팀은 미국인 학교가 있는 우드랜드의 엔클레이브에 
거주하는 대신 다국적의 외국인 고급인력들로 구성된 마리나 베이의 콘도에 거주하
고 있다. 때문에 아침마다 자녀를 우드랜드에 있는 미국인 학교로 데려다 준다.
  팀처럼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 주재 시 가족을 동
반하여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정
부는 양질의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다양한 국적의 국제학
교를 집약적으로 세웠다. 국적 구분이 없는 일반적인 국제학교도 다수 존재하지만, 
미국인 학교, 영국인 학교, 독일인 학교, 한국인 학교, 일본인 학교 등 다양한 국적
의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의 싱가포르 이주 결정을 촉진시킨다. 싱가
포르 정부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주 결정에 있어 자녀교육 문제를 우선시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Velayutham 
2007: 273).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닌 외국인 고급인력의 자녀는 중간에 급작스런 본국 귀환이
나 제3국으로의 이주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현지학교를 다닌 자녀에 비해 재이주해
간 국가에서 적응이 빠르다. 대개 재이주해간 국가에서도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는
데, 전세계적으로 국제학교에 통용되는 학습기준과 교과과정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학교 내에서 또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졸업 후에는 대개 미국이나 영국 
등지로 유학을 떠난다. 외국인 고급인력의 자녀 역시 이러한 일련의 이주경험을 통
해 자연스레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일찍부터 지니게 되는 것이다. 코스
모폴리탄 정체성이라는 문화자본은 이런 방식으로 대물림되고 확대 재생산된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싱가포르에서 생
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과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 중에
는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고급인력 당사자만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에 싱가포르로 이주해 와 본국의 자녀와 
연락하고 휴가를 내어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들이 혼자서도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가사노동자 고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입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
럽 등지에서 입주 가사노동자 고용이 특권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치라면,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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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된다. 부인이 맞벌
이로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외국인 고급인력의 가정에서는 입주 가사노
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임금의 가사노동자의 존재는 많은 글로벌 도시 
중 싱가포르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핵심제보자였
던 한 영주권자 부부 역시 미국과 싱가포르를 놓고 이주를 고민할 때 가장 중점적
으로 고려했던 부분이 “메이드의 존재 여부”였을 만큼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한
다. 이들 역시 고소득층이긴 하지만, 그 정도 소득으로 미국에서 입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엔클레이브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또하나의 장
소로 ‘회원제’ 주재원 고급사교클럽을 들 수 있다. 오랜 역사에 걸쳐 싱가포르의 외
국인 고급인력인 변호사, 회계사, 은행가들은 미국인 클럽(American Club), 영국인 
클럽(British Club), 탕린 클럽(Tanglin Club), 크리켓 클럽(Cricket Club) 등을 통
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왔다. 연구자의 참여관찰 결과 이
들 클럽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전히 식민주의 역사의 흔
적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탕린 클럽은 150년 전 영국 식민통치
자들이 자신들만의 엔클레이브로 활용했던 바로 그 공간으로 여전히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소비의 형태로 발산하는 백인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이곳에서 샴페인을 마
시며 우아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기존의 사교클럽이 백인 위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능력’만 갖춘다면 아시아계 코스모폴리탄 고급인력이 이곳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국적 위주로 만들어진 사교클럽의 경우 여전히 대다
수를 차지하는 것은 해당 국적의 사람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이 공간에서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비버스
톡(Beaverstock 2011: 714)도 이를 가리켜 주재원 고급인력의 사교 클럽 및 레크
레이션 클럽은 이제 직무 그리고 사회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교장이며, 여러 다른 
국적의 사람들 그리고 서구 교육을 받고 경험한 싱가포르인들의 집결소가 되고 있
다고 주장한다.
  고급 주재원 사교클럽은 이제 특정 인종이나 국적을 넘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초국적 라이프스타일을 협상하고 탐험하는 공간이 된다. 영국인 클럽, 
크리켓 클럽, 탕린 클럽에서 만난 사교클럽 구성원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코스모폴리
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때 코스모폴리탄은 초국적 이동 경험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경험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Ley 2004; Ho 
2014b). 고급 주재원 사교클럽 등 극도로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에서는 코스모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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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즘의 계급 아비투스적인 측면이 극대화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클
럽 구성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공존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며 협력의 태도를 
재생산해내는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행하고 있다(Beaverstock 2011: 724). 한 가
지 주목할 것은 이 안에 배제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
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 개념 자체에 ‘배제’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급 사교클럽에서의 배제가 ‘인종’을 기준으로 행해졌다면, 오늘날에는 
‘계층’을 기준으로 배제가 자행되고 있다.
  이렇듯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유포와 소비는 종종 계
층에 기반한 엔클레이브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외국인 고급인력이 엔클레이브에 
들어가기 위한 주요 조건은 경제적 자본의 보유 여부이다. 이런 의미에서 배제의 기
준이 인종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 이들의 엔클레이브는 여전히 코스모폴
리타니즘을 통한 배제가 실천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42) 전형적인 외국
인 고급인력은 대부분 고소득층의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이주민으로, 계층화된 엔클
레이브 속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고급 사교클럽에 가입하는 등 ‘그들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라
이프스타일에는 포용의 의미보다는 고소득층 계층에 기반한 배제의 의미가 강력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듯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이 보여주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에는 계급 아비투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고급문화
와 취향이라는 계급적 라이프스타일과도 연결된다. 

② ‘다름’을 소비하는 코스모폴리탄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다름’을 소비하는 성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사실 이 다름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이국적인 옷이나 장
신구로부터 시작해서, 한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과 새로운 식문화, 처음 접하는 사
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규율이나 습관 등 본인이 나고 자라지 않은 곳에서 맞닥뜨리
게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름’에 포함된다. 코스모폴리탄은 다름을 마주할 때 이
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다른 문화에 빈번하게 노출될수
록 강화된다고도 한다. 그렇게 일상적인 형태의 코스모폴리탄적인 경험들은 또 다른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낳고 새로운 생활양식과 태도를 만들어낸다. 연구자가 싱가포
르에서 만나고 면담한 대부분의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들도 그러한 일상적인 형

42)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종’이 더 이상 배제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
다. ‘인종’은 여전히 배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특히 싱가포르 현
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본 논문 전반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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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실천하고 있었다.

[사례 4-2] 브런치는 뎀시(Dempsey)에서 사테이는 라우파삿(Lau Pa sat)에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코스
모폴리탄하죠. 최상급의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진짜 싼값의 길거리 음식들까지 
없는 게 없죠. 브런치는 뎀시에서, 사테이는 라우파삿에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
로 곳곳에 코스모폴리탄 맛집들 투성이에요. 싱가포르 거주 중간에 3년 정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싱가포르를 생각하면 사테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
로 음식이 다양하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할리, 네덜란드인, EP비자 소지자, 남 
35세, 은행가)

  그에게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제일 먼저 식문화의 다양성으로 인식되었
다.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싱가포르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음식
의 다양성”이라는 대답이 상당수 돌아올 정도로 싱가포르에서는 전세계의 각종 음
식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기획 시 의도했
던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정책적으로 싱
가포르를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고, 실제로 외
국인 고급인력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해와 코스모폴리탄적인 음식을 즐기고 이를 ‘소
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의 인재들)이 이 사회에 다양성과 색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리의 음식문화도 특별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인들은 먹는 것을 좋아합니
다. 당신이 한국의 삼계탕을 원하면 한국인이 요리한 진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
랍 음식을 원하는 경우, 아랍 스트리트에 가면 쉬쉬케밥인 샤와르마를 먹을 수 있습
니다”라는 리셴룽 총리의 2006년 국경일군중대회 연설에서도 극적으로 드러나듯, 
싱가포르 정부에서 시행한 코스모폴리탄 도시 만들기 계획은 도시경관을 바꾸는 것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식문화처럼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에도 직접적으
로 적용되고 있었다.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 결과 싱가포르에서는 마칸수트라 
같은 ‘고급형’ 호커센터부터 시작해서 코스모폴리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최고급 레
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식문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국가의 기획과 시장의 자본 
논리에 부응하며 ‘에피큐리언 마켓’(Epicurean Market)43) 등 미슐랭급 최고 요리사

43) 연구자의 참여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2~3일 간의 코스모폴리탄 식문화 체험 축제에서는 
식욕을 자극하는 최고의 요리들과 이에 곁들일 수 있는 와인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즐
길 수 있다. 입장료는 S$20 정도이며 음식 값은 별도이지만, 와인 글래스 같은 사은품을 제
공해 주는 이런 식문화 체험 축제의 주요 참가자는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 즉 코스모폴
리탄 엘리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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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 요리 축제’도 연중 수시로 펼쳐진다.
  싱가포르 하면 ‘쇼핑’의 메카이자 천국임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싱가포르의 오
차드 로드는 길이로는 2km에 불과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고급백화점들과 쇼핑몰
들이 모여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쇼핑몰을 신축중인 그야말로 ‘핫한’ 쇼핑거리이
다. ‘그레이트 세일’(Great Sale)이라고 해서 여름마다 고급 브랜드의 옷과 가방, 보
석을 대거 할인 판매하는데,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고급인력 그리고 싱가포르인
의 지갑을 자연스레 열게끔 만든다. 입점된 매장 종류도 다양하고 재치 있는 전세계 
수천개의 브랜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지고 눈이 즐거워진다. 
  이제 코스모폴리탄 여흥거리로 눈길을 돌려보자.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한다면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 MBS)와 센토사 리조트(Sentosa Resort)를 꼽
지 않을 수 없다. 이 둘은 사실상 글로벌 도시 건설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기획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존재조차 하
지 않았던 초호화 리조트 MBS는 이제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상징하는 대
표적인 건축물로 자리하게 되었다. MBS 없는 싱가포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
다. 각 나라의 여권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혹은 정부에서 주조하고자 하는 이미지
가 등장하는데, 싱가포르의 여권은 MBS를 따라 이루어진 스카이라인을 담고 있을 
정도로 MBS의 존재는 중요하다. 호텔과 카지노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고급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 화려한 리조트는 다양한 관광객과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문전성시
를 이루고 있다. MBS의 극장에서 브로드웨이에서나 볼법한 뮤지컬을 관람한 후, 세
계 각지에서 초빙한 미슐랭급의 유명 주방장들이 선보이는 음식의 향연으로 빠져든
다. 루프탑 바인 쿠데타에서 칵테일을 한 잔 기울이며 사방이 탁 트인 근사한 야경
을 감상하노라면 싱가포르에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싱가포르가 다종족 
국가이니만큼 스파와 에스테틱도 이국성과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코스모폴리탄의 극치라고 칭찬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고급 스
파는 발리풍, 한방, 오리엔탈풍 등 종류가 다양하고, 전통마사지 프로그램도 태국식, 
중국식 등으로 분화되어 있어 ‘취향’대로 선택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을 갖춘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
인력이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소비를 
통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소비 패턴
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한 속성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탐험”(explore)한다는 것은 “소비”(consume)한다는 말과 혼
용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고급인력의 소비 행위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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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타니즘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그 때문에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는 “지난주에 가봤던 고급스런 레스토랑”이나 “와인
바의 오프닝 파티”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그 스파는 한 물 갔고 요즘 핫한 플레
이스는 여기다”, “토즈 백 신상품을 타카시마야에서 대폭 세일하더라” 등의 물질적
인 소비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다름’을 소비하는 방식도 각양각색이
라서, 경제적 자본을 갖췄더라도 호커센터부터 최고급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
화를 골고루 즐기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있는가 하면, ‘래플스 플레이스’44)밖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고급 주재원형 외국인 고급인력도 존재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호커센터에서 로컬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 HDB는 자신과는 다른 세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래플스 플레이스를 벗어난 싱가포르의 구석구석에 대한 ‘탐
험’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한다.

[사례 4-3] 싱가포르는 지겨워요. 그러나 (다른 나라로) 여행가기엔 좋죠.
싱가포르는 너무 작고 답답해서 지겨워요. 첨엔 뭐 깨끗하고 안전해서 좋긴 한
데, 몇 달만 지나면 갈 곳도 없고 날씨도 바뀌지 않고요. 보트키, 클락키, 로버
트슨키... 매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다른 나라로) 
여행 가기엔 완전 좋다는 것이에요. 모든 곳이 가까우니까요. 빈탄이나 띠오만, 
말라카 같이 가까운 곳은 물론이고, 발리, 하노이 등등 모든 곳이 다 너무 가까
우니까... 저는 이국적인 문화 체험을 완전 좋아라 하는데, 싱가포르가 그런 걸 
즐기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허브 같은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만족합니다. 
(제이, 미국인, PEP비자 소지자, 남 45세, 사업가) 

  이들에게 싱가포르는 ‘답답하고 지루한’ 곳이다. 그래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싱가
포르를 발판 삼아 인근 국가를 여행하는 것을 즐긴다. 이때 여행 또한 이들이 표출
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전형적인 소비방식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오로지 고급문화만을 ‘탐험’하고자 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든, 
모든 종류의 ‘탐험’을 즐기는 사람이든 간에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하는 싱가포르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여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전세계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으며,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각국 항공편의 주요 경유지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

44)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는 싱가포르 금융지구의 지명으로,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
인력의 직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자 퇴근 후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전형
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 주재 내내 단 한번도 래플스 플
레이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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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오가는 항공편이 들어온다.45) 또한 발리나 말라카, 파타야 등 주요 휴양지가 
싱가포르 가까이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에 주재근무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연구자 역시 외국인 고급인력과 인근 지역을 여행하다가 여행지에서 우연히 싱가
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들을 만나서 현장 즉석 인터뷰를 즐긴 경험이 여러 번 
있다. 예를 들면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가는 배에서 우연찮게 싱가포르에서 주재하
며 주말을 틈타 하노이에 놀러온 외국인 고급인력들과 당일 여정을 함께 하였다. 하
롱베이 일정을 함께 한 이들은 20대 후반의 중국계 미국인, 30대 초반의 네덜란드
인, 호주에서 교육받고 10년 이상 그곳에 거주한 싱가포르인 등 다양한 인종과 국
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의 축소판 같은 모습이었다. 이들은 각
각 다른 이유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으며, 다음 여행지에 대한 여행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이렇듯 열린 마음을 가진 외국인 고급인력은 금세 친
구가 되곤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러한 만남은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
었으며 이후에도 연구자가 주말이나 ‘황금연휴기’에 여행을 갈 때마다 싱가포르 주
재 외국인 고급인력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46)

  이상에서 살펴본 싱가포르의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엔클레이브 속에서 그
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의 모습과 많은 부분 중첩된다. 이들은 
비슷한 취향의 레스토랑에 가고, 쇼핑과 여흥을 즐기며, 여행에 심취하는 등 유사한 
글로벌 소비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라이프스타일
을 코스모폴리탄 계급 아비투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코스모폴리탄 정체
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절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계급 
아비투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2) ‘다름’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코스모폴리탄 

  외국인 고급인력은 다양한 국적, 인종,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다름’과 마주할 때, 자신의 ‘다름’을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

45) 이는 창이공항을 모든 항공편의 주요 환승지로 만들고자 했던 싱가포르 국가의 기획에 힘
입은 것이기도 하다. 

46)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연휴와 주말은 누가 지키는가? 코스모폴리탄 도시 싱가포르의 연휴와 
주말은 인근 국가의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특히 저가항공사가 늘어나고 일반항공사의 항공편
이 증편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부유층 자녀들이 주말마다 싱가포르로 와서 
쇼핑센터와 고급 클럽 등에서 젊음의 문화를 즐기고 돌아가는 등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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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인다. 이때 ‘다름’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은 직장생활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공
통적으로 ‘능력’으로서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외국
인 고급인력이 일상생활 속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형태로 펼쳐지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정치를 살펴본다. 

① 능력으로 활용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외국인 고급인력의 직장생활에서만큼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중시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취향이자 ‘선택’의 문제라면, 지금부
터 살펴보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필수’ 조건이다. 이들의 일터 자체가 다양한 
출신배경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코스모폴리탄적인 환경이라서, 어디서나 ‘적응’할 수 
있고 누구하고나 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없으면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속출
하기 때문이다. 이를 ‘능력’(competence)으로 활용되는 형태의 코스모폴리탄 정체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누구나 이런 의미의 코스모폴
리탄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있었다. 
  우선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외국인 고급인력의 취업에 있어서부터 커다란 강점
이 됨과 동시에 배제의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임직원 상당수를 외국인 고급인
력이 차지하는 싱가포르 소재 도이치뱅크의 인사부 간부는 다음과 같이 ‘열린 마음’
과 ‘호감도’를 채용의 필요조건으로 꼽고 있다.  

[사례 4-4] 호감도 같은 걸 보는 거죠.
당연히 같은 값이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죠. 그런 사람이 클라이언
트와 협상도 잘하고 동료들과도 대개 잘 지내니까요. 면접에 들어올 정도로 경
쟁력 있는 후보자라면, 이미 다른 능력들은 다 봤다는 이야기에요. 나머지는 사
실 이 사람의 느낌이나 호감도 같은 걸 보는 거죠. 그 호감도가 뭐냐고요? (테
드, 영국인, 영주권자, 남 47세, 도이치뱅크 인사부 간부)

  여기서 ‘호감도’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뜻한다. 싱가포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외국계 은행, 금융회사에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련의 
조건들이 있다. 고급영어실력, 세련된 매너와 몸짓, 보수적이지만 고급스러움이 배
어있는 옷차림과 외모 등등 CBD(중심업무지구) 지역의 은행가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느낌을 풍긴다. 어떤 의미에선 지나치게 동질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값이 비싸다고 화려하기만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로 온몸을 휘감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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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티파니나 반클리프의 우아하게 정제된 목걸이를 하나 착용함으로써 그들은 
‘다름’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고급스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제냐의 정장과 까르띠에
의 시계, 전체가 명품로고로 뒤덮이지 않지만 그들끼리는 알아볼 수 있는 고급 핸드
백, 낮은 음성으로 표현되는 적당한 톤의 고급 영어 구사력, 기품있어 보이는 몸짓, 
결코 서두르거나 쉽게 흥분하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를 체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들
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이러한 ‘은근한 느낌을 풍기는’ 고급정장과 시계를 
통해 이들은 자신의 상징자본을 과시하고 있으며, 코스모폴리탄적인 호감도를 자아
내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임을 증명한다. 
  이것은 금융계 뿐 아니라 코스모폴리탄 전문직 직종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다. 요컨대 이들만의 집단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규범을 지키
지 못하면 이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도시 어디에 가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동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질성은 
많은 부분 ‘강요된’ 동질성이다. 열림을 중시하는 코스모폴리탄이 될 것을 강조하는 
곳에서 실은 동질성이 중시되는 배제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Yeoh and 
Willis 2007; Ye and Kelly 2011). 다시 말해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동질화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질적인 문화적 자본을 내재하고 있는 사
람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취업에 실패한다. 혹은 취업에는 
성공한다 해도 커리어상의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결국 외국계 은행이 좋아할 만한 ‘호감도’를 가진 ‘열린 마음’의 인물을 찾는다는 
말 속에는 서로 모순적인 내용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호감도를 온몸에 
휘감은 순간 그는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배제하는 ‘동질성’을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성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개념 자체에 서로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속성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배제의 코스모폴
리타니즘’을 통한 구분짓기는 능력으로 활용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핵심을 차
지한다. 
  여기서 도이치뱅크 HR간부가 이야기하는 ‘열린 마음’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그것이 언어로 발화되든 매너나 몸짓으로 표현되든 취향으로 소비되든 ‘겉모습’
은 자신의 태도, 양식,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때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이동경험을 통해 함양될 수 있고 학습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문화자본이
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각기 다른 배경과 태도와 생각을 가진 인
종, 국적의 새로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은 비단 은행만은 아닐 
것이다. 골방에 틀어박혀 숫자만을 계산하는 직종이 아닌 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
국 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싱가포르의 일터에서는 소통이 특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 코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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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탄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만만한 투자은
행가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사례 4-5] 저를 사막 한복판에다 던져놓아 보세요.
두바이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인도가 됐든, 미국, 호주, 홍콩, 상하이, 어디
든지 상관없어요. 직장이야 어디에 있든 물리적인 장소는 중요하지 않죠. 저를 
사막 한복판에다 던져놓아 보세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졌다면, 
그리고 섹시한 여자만 있다면 (하하 농담이에요) 저는 어디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양식 속에서 새롭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아버지가 외교관이라서 어릴 적부터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데에 익숙하
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일종의 생존 경험으
로부터 만들어진 적응력도 한 몫 하죠.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랄까요. 
물론 언어도 여러 개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질문하는 내용이 언어에 국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어랑 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건 머리
로 생각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경험
을 통해 나오는 거죠. (스테판, 프랑스인, EP비자 소지자, 남 37세, 트레이더, 
네트워킹 이벤트 참여관찰)

  그에 따르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 어디서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코스모폴리탄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이러한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해외 거
주 경험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유산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트레이더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그렇듯 이런 내용을 말할 때에
는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이어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
자 바로 코드를 바꿔 짐짓 유쾌하고 겸손한 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춰 만나는 사람에 따라 자기 자신을 선택적으로 꺼내 보일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동성이 가득한 삶 속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이를 
가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② 문화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전이

  싱가포르에서의 네트워크 모임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다. 매일매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들이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소비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런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 취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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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나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파티 등 그 종류와 수
준도 천차만별이다. 인맥이 중시되는 싱가포르의 환경 속에서는 아래의 경우처럼 이
직 시 특히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사례 4-6] 그 사람이 가진 인맥과 능력이 가장 중요
(연구자) 이직 축하해요! EP비자 소지자의 이직이 요즘 같은 시기엔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런가요?
(마리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예전 상사가 씨티은행에서 바클레이로 
옮겨가면서 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죠. 사실 누구를 
아는가, 어떤 능력을 가졌나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싱가포르 사회에선 인맥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벤트와 행사들이 열리는 거죠. EP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때는 채용공고
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미리 아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특히 중요해요. 사실 2005년에도 직장을 찾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어느 해가 취업하기 더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능
력이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 싱가포르에서 이직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인맥과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스, 필리핀
인, EP비자 소지자, 여 35세, 은행가)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돕는 길!” 영국인, 미국인, 중국인, 싱가포르인 
등 다양한 국적과 인종 그리고 직종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이른 아침 7시 조찬 모
임을 시작할 때 외치는 구호이다. 이 모임의 회장인 앤드류의 활기찬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영국인 컨설턴트 앤드류는 16년 전 싱가포르에 여행 왔다가, 바에서 우연
히 도이치뱅크 간부를 알게 되었고 비공식 인터뷰를 거쳐 일자리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앤드류는 한 회사의 사장이다. 싱가포르에서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재작년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것이
다. 지금은 금융 분야보다는 인간관계 및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을 주로 하는 앤드류
에게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하다. 앤드류에게 뿐 아니라 싱가포르 주재 대부분의 외
국인 고급인력에게 네트워킹은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례 4-7]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돕는 길!
앤드류의 격주 수요일 아침은 네트워킹 조찬 모임 때문에 분주하게 시작한다. 
이 네트워킹 모임의 회장인 관계로 절대로 늦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7시에 행사 장소에 도착하여 간부진과 담소를 나누다보면, 7시 20분부터는 사
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네트워킹 이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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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듯 스탠딩 뷔페이다. 조찬 모임인 관계로 여느 네트워킹 모임보다 참가자
들이 한층 더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명함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요 참가자는 중소기업(SME) 대표나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자영업자들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업계 인사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참가
한다.  
  이윽고 7시 40분, 모임의 시작을 외치는 구호인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 스
스로를 돕는 길!’이라는 윈윈 전략의 구호를 활기차게 외치고 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앤드류의 인사말, 그리고 공식멤버들의 동향 소개가 이어
지고, 새로 온 비회원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
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른 바 1분 스피치는 이 모임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파악한다. 이어지는 실적발표 시간에는 지난번 모임 이후 회원, 
비회원들이 서로 비즈니스 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발표를 하고 우수자에
겐 시상도 한다. 그리고 이후 다시 시작되는 스탠딩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1분 
스피치 때 점찍어둔 사람들을 찾아가 명함을 주고받는다. 

(비지니스 네트워크 모임 참여관찰)

  이러한 모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열린 마음’이다. 닫힌 마음으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자칫 아무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매
너가 되었든 눈빛이 되었든 미소가 되었든, “나는 당신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
니다” 같은 ‘일종의 신호’를 온 몸에 휘감고 표출하지 않으면 모임에 백날 참가해도 
의미가 없다. 이때 이 일종의 신호를 ‘코스모폴리탄 아비투스’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때의 ‘열린 마음’과 행사에 참가한 ‘목적의식’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모임의 승자이다. 싱가포르의 수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그것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든 기질적인 것이든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하는 것이든 이미 이
를 체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아비투스 내지는 이들만이 공유하는 신호를 받아들
이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 갈 때마다 난 
힘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즐거운 이야기만 하려고 해서 이들의 진
심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나처럼 사람들이 말을 시켜도 병리학이라든지 
마취 주사처럼 처음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
이는 사람은 그런 모임에서 전혀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겐 오히려 그런 가식적
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괴로운 일이랍니다. 인간관계에 진실성이 없지요”
라고 한 인도인 고급인력이 말한다. 여기서 그는 이런 종류의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코스모폴리탄 아비투스를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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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들의 아비투스를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태도를 “거짓
으로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구분짓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주에 한번은 꼭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였고, 심지어 본국 귀환 
직전까지도 이곳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네트워킹 이벤
트에 참여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크 이벤트라면 그 목적이 
분명하지만,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굳이 이런 괴로움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싱가포르 생활에서 느껴지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라
고 답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이처럼 비즈니스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항 네트워킹 모임이 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인터컬처러’(Inter-Culturer)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킹 커뮤니티
로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특히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주재 초반에 친구나 애인이 필요한 경우 주로 
찾는 모임이다. 인터컬처러 참가자는 하부 모임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고급인력 70퍼센트와 싱가포르인 30퍼센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모임 주제는 비즈니스, 독서, 하이킹, 영화보기, 맛집 탐방, 언어 배우기 등 
다양하며, 회원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 인터넷상에 모임을 제안하여 참가자를 모집하
는 형태도 있고, 주최 측에서 개최하는 공식이벤트도 있다. 주재원으로 근무를 오래
한 후에는 개인네트워크가 넓어져서 ‘검증된’ 혹은 특정인에게만 열려있는 ‘닫힌’ 형
태의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주재 초반의 고급인력들은 주로 이런 곳에 참
여하여 인맥을 확장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6개월에서 2년이
라는 짧은 기간 주재하거나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단기 거주하는 사업가들이 많기 때
문에, 실제 주재 초반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모임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들의 정체성의 정치에 있어, ‘능력’으로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자가 참가한 네트워킹 이벤트
의 또 하나의 일화를 들어보자. 싱가포르의 네트워킹 행사 모임에서 주로 나오는 이
야기는 본인의 코스모폴리탄 이동성의 정도이다. 누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이 가
봤나 자랑이라도 하는 양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교육받았고, 외국에서 일을 
했고, 수없이 많이 옮겨 다녔다. 비버스톡(Beaverstock 2005)의 “초이동성”이 문화
적,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인 것이다. 특히 이
들은 하나의 글로벌 도시에서 다른 글로벌 도시로 옮겨 다니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 
도시에서 만난 사람을 다른 도시에서 또다시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
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사한 경험들은 이동성이라는 전략에 힘입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으로 표출되며 ‘차이를 양산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네트워킹 이벤트나 모임에서 가장 큰 주제로 떠오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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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탄 경험의 정도라는 것이다. 연구자가 만난 수많은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
인력들은 하나같이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일하거나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대화가 시작되는 일종의 통과의례가 된다.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고, 어
느 나라들을 돌아가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4-8]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영국인)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이 목걸이는 소호에서 사왔어요. 얼마 전까지 맨
하탄에서 일했거든요. 퇴근 후에 소호에 들러 이런 물건 사는 게 제 취미였죠.
(연구자) 아, 나도 소호 자주 갔었어요. 어린 시절, 맨하탄에서 일하는 Expat인 
아빠 따라서요. 정말 오래된 얘기네요.
(영국인) 반갑네요. 언제 있었어요? 난 90년대에도 뉴욕에 있었고, 다시 영국으
로 돌아갔다가, 싱가포르에 일년쯤 나왔다가, 뉴욕에 있다가 지금 다시 싱가포
르에 온 거예요. 
(한국계 프랑스인) 와, 우리 셋 다 뉴욕 출신이네요. 저는 NYU 나왔거든요. (중
략) 아니요. 전 미국인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프랑스로 입양
을 갔어요. 덕분에 한국말은 전혀 못하죠. 프랑스에서 초중고 전부 다니다가 대
학을 미국으로 갔어요. 
(인도인) 여기서 유일하게 저만 미국에 살았던 경험이 없군요. 저 너무 아시아
스러운가봐요. 핫핫. 저도 나름 코스모폴리탄한데... 사업차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를 옮겨 다니며 지난 20년을 보냈으니까요.  

(European Chamber 주관 네트워킹 파티 참여관찰)

  이윽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들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코스모폴리탄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제기구라는 직업적인 이미지와 중첩되어 코스모폴리탄적
인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외에
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주재원 자녀로서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은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코스모
폴리탄 동질성을 가진다고 간주된 연구자는 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
았다.
  위의 일화는 연구자가 이들에게 특별히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연구자가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연구한다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
니다. 싱가포르의 스탠딩 파티나 네트워킹 이벤트라면 으레 등장하는 이슈요 주제이
다. 특히 참석자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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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출신과 교육배경, 직장경력, 현재 거주지, 그리고 코스모폴리탄한 정도는 
중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네트워킹 이벤트
에 참여한 이들은 그 목적이 이성과의 만남에 있든, 사업 확장에 있든, 클라이언트 
확보에 있든, 타지에서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데 있든,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지를 재빨리 판단하고 
대화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듯 동질성을 가지는 의복, 매너, 말씨는 코스모폴리탄 문화정체성이나 고급취
향을 공유하는 사회적 집단 내에서 통용되고 기대되는 행동양식이자 일종의 암묵된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코스모폴리탄이라면 어디에나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유
연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
한 여행 및 이주 경험, 비슷한 수준의 언어구사능력과 경험과 스토리를 공유하는 집
단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취향과 태도,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유사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
기를 한다.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의 경계만들기와 차이는 이런 방식으로 양산되고 확
대 재생산된다. 
  다양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저마다 다른 종류의 코스모
폴리탄 아비투스를 체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네트
워킹 파티에는 저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한껏 치장하고 나타나서 가장 근사한 미
소로 무장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런 의
미에서 싱가포르의 네트워킹 이벤트는 특별하다. ‘열린 마음’으로 친한 척, 만인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척,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많은 것을 계산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수행하는 사람
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
력은 유사한 경로를 거쳐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이동성은 단순히 
해외를 오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동성에 힘입어 고
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고등교육을 외국에서 받았고,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거
나 그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들은 이러한 학력과 
경험을 토대로 전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이동해가며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등에 
종사한다. 상층엘리트의 계급 아비투스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동성이라는 
자본을 통해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 경계 내에서 움직이는 
기존의 상층엘리트와는 차이를 갖는다. 이들은 이동성을 통해 획득한 ‘소통’, ‘적응
력’ 등의 코스코폴리탄 정체성을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상층엘리트
와 다르다. 그러나 이들의 계급 아비투스와 중첩을 이루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위에



- 91 -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배타성을 갖는 형태로 표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 ‘비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내러티브

 
  싱가포르에는 이러한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만 있
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부재하여 이를 누릴 수 없는 고급인
력도 존재한다. 싱가포르라는 공간 속에서 코스모폴리탄 문화가 주는 다양함을 즐길 
수 없다면 이는 대상자에게는 배제로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이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
든, 국적이나 인종에서 비롯된 것이든, ‘열린 마음’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표방하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닫힌 마음’을 경험하는 외국인 고급인력 집단이 존재한다
는 것은 역설적이다. 우선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의 이들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살
펴보자. 

1) 소득, 인종, 국적에 따른 하위집단의 라이프스타일 

① 소득 차이에 따른 분화  

  싱가포르에는 앞에서 살펴본 고소득층의 외국인 고급인력 말고도 월 S$3,300에서 
S$8,000 사이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공존하고 있다. 콘라드슨과 라탐
(Conradson and Latham 2005)의 ‘중간층’(middling) 고숙련 이주자에 속하는 이
들로 이 집단은 스클레어의 ‘초국적 자본가 계급’ 범주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코스
모폴리탄 엘리트’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본고에서 살펴볼 싱가포르의 ‘중간층’ 외국
인 고급인력은 S$8,000 이하의 임금을 받는 P2, Q1 수준의 EP비자 소지자로 한정
한다. 우선 이들의 하루를 그려보자.

[사례 4-9] 그림의 떡, 난 대학생이 아니라고요.
알렉스는 중국인이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층의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중국 본토의 
경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나 중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소황제’로 부족함 없이 생활하다가 미국 유학까지 하고 돌아와 첫 근무지로 싱
가포르를 택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중국 본토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현지 
채용 상태인 데 비해 그의 신분은 주재원(expat)이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부유
한 주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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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의 아침은 일찍부터 시작한다. 만원버스를 피해 출근하려면 더빨리 일
어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교통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니 
출퇴근시간엔 예외인가보다. 그렇지만 그것도 상대적인 것으로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약과라 힘들지는 않다. 만원버스를 피하는 진짜 이유는 붐비는 차에 오른 
싱가포르인들이 외국인 때문에 버스가 미어터진다고 불평하는 수근거림을 피하
기 위해서이다. 이윽고 리틀인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도 낙후되
고 인테리어도 그저 그렇지만, 본부장도 동료도 전부 중국 본토 출신이라 일하
는 게 특별히 힘들진 않다. 회사에선 당연히 중국어로 의사소통한다. 점심시간
이 되었다. 호커센터에 가면 3불이면 훌륭한 점심을 해치울 수 있다. 중국과는 
달리 음식이 깨끗하고 다양해서 좋다고 한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또 일을 한다. 
어느덧 퇴근시간이다. 
  퇴근 후에는 헬스클럽에 간다. 알렉스가 사는 HDB는 콘도와는 달리 헬스클
럽 같은 부대시설이 없으므로 별도로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어야 한다. 그래도 
나름 고급인력이다. 로컬들이 주로 가는 커뮤니티센터의 저렴한 체육시설을 이
용하기보다는, 젊고 세련된 친구들이 많이 가는 캘리포니아 클럽 같은 곳에서 
제대로 운동을 한다. 콘도에 헬스클럽이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에도 본
격적으로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 헬스클럽을 찾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기도 좋다. 운동 끝나고 다함께 술을 한잔 하러 가는 데 합류하
고 싶지만 오늘은 참는다. 술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일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번 주말은 특별한 날이라 친구들과 한 잔 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알렉스는 안다. 돈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싱가포르의 볼
거리, 먹을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그러나 그림의 떡이다. 그래도 그는 비교
적 만족스럽다. 적어도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의 집은 HDB이다. HDB 자체에는 불만이 없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매우 
뛰어난 주택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하며 시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을 
남과 함께 써야 한다는 건 항상 불만이다. “난 대학생이 아니라고요. 대학 기숙
사도 아니고 이 나이에 어떻게 집을 같이 써요”라고 알렉스가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렉스,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남 30세, 부동산 투자회사 직원)
  

  중간층 고급인력은 대부분 콘도나 HDB의 임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 거
주하는 단체생활을 하고 있으며, 드문 경우지만 마스터룸(master room)47)을 두 사
람이 함께 쓰는 경우마저 있다. 대학생도 아닌 번듯한 직업을 가진 20-30대의 인력
이 퇴근 후 편히 몸을 뉘일 수 있는 집 한 채 빌리지 못해 공동으로 생활해야 한다

47) 마스터룸은 콘도의 가장 큰 방을 의미하며 화장실이 딸려 있다.



- 93 -

는 것은 상당한 ‘희생’으로 느껴질 수 있다. 물론 글로벌 도시라면 전세계 어디에서
나 높은 물가, 높은 임대비로 인해 이주자들이 살기에 적합한 집을 찾는 데에 어려
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상황은 조금 특별하다. 싱가포르에
는 원룸 형태의 거주공간이 흔치 않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가족
의 가치를 중시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HDB의 구조는 대개 방 3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콘도 역시 스튜디오 형태보다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싱글들이 살기엔 너무 크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는 수많은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공동거주를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물론 알렉스처럼 이런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차원
에서 공동거주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사례처럼 집세를 아껴 그 돈으로 여행을 
자주 가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사례 4-10] 콘도보다는 여행을 택할래요.
소피아는 2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이다. ‘앙모’라고 불리는 그녀는 처음 이주해 
왔을 때에는 1년간 영국인 친구와 콘도에서 공동 거주했다. 그러나 결국 높은 
임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20-30대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그러하듯 HDB 
공동 거주를 택한다.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싱가포르에 처음 들어올 때는 공동 
거주를 택하더라도 콘도에 머무르지 HDB를 택하지는 않는다. “본국에서 인터
넷 등을 통해서 알아본 정보로는 콘도에 거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런 선택을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싱가포르에서 1-2년 생활하다 보면, HDB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집값을 절약하기 위해 이후 HDB로 이사
하는 것이다. 콘도 임대비는 시내 기준 원베드룸 콘도가 S$4,000을 호가하므로 
혼자서 이런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급이 최소 S$8000 이상은 되
어야 한다. 그녀는 콘도에서 HDB로 이사하던 날, “어차피 공동 거주할 거라면 
콘도든 HDB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대체로 밖에 나가있
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콘도에 살면서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그 돈 아껴서 여행을 갈래요”라고 집을 옮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소피아가 새로 이사한 HDB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인 싱가포르인 남성
(사업가로 사업차 1년의 반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거주), 인도네시아 화
교 남성(은행원), 영국인 여성(마케팅회사 직원)이다. “집주인이 돌아올 때면, 집
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어주죠. 주로 파스타를 해주는데 일류 요리
사 뺨쳐요. 한번은 제일 막내인 화교 남성이랑 영국인 여성이 취해서 아주 코
스모폴리탄한 ‘만취’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라며 소피아는 이렇게 다양한 국
적의 유쾌한 사람들과 한 집에 살게 되어 운이 좋다고 미소지었다. (소피아,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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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인, EP비자 소지자, 여 29세, 여행사 직원)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은 값비싼 레스토랑을 찾기보다는 저렴한 호커센터와 중
간 정도의 레스토랑을 번갈아 가야하는 금전적인 제약에 놓인다. 이들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들여온 세계적인 셰
프의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와 뮤지컬 공연, 각종 호사스러운 즐길거리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IT 분야에 종사하는 20대 후반의 인도계 외국인 고급인력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림의 떡이랄까요. 싱가포르에 각종 고급 산해진미가 
있으면 뭐하나요? 싱가포르에서 생활한지 2년 됐는데, 들어와서 처음 클락키에서 
맥주 한잔 한 걸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고급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는 이어서 “술값은 턱없이 비싸고, 주량은 엄청나고, 하하. 대개 페어프
라이스(Fair Price)에서 잭다니엘 같은 걸 싼값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공동 거주하는 
친구들과 집에서 파티를 하죠”라며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의 라이프스타일의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 이후 물질만능주의와 소비를 조장하는 온갖 종류의 
광고들이 난무한 싱가포르에서, 지척에 고급 맛집들과 쇼핑센터들을 두고도 이를 즐
길 수 없는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는 갈망과 더 큰 갈망을 낳고, 이들이 싱가포르를 떠나게 하거나 꿈을 실현할 수 있
는 다른 방법을 찾게 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주택 임대비와 마찬가지로 글
로벌 도시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공간이 좁아서 구조적
으로 매일매일 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박탈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소득에 따라 분화를 이루는 중간층 고급인력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중
국 본토 출신, 인도 출신 고급인력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연
령이 비교적 낮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코스
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 이후, 외국인 고급인력의 수요가 더욱 커져서 이들에 대한 
문호를 더욱 개방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들어오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 본토 출신, 인도 출신 고급인력이 유입되어 들어왔는데 이
들은 대부분 중간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둘째,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과 중
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을 가르는 기준으로 연령이 주요 변수가 된다. 비슷한 학력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가정할 경우, 중간층 고급인력도 연령이 높아지면 전형적인 외국
인 고급인력 집단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48) 

48) 물론 연령이 낮은 20대의 경우에도 직종이나 능력에 따라 고연령 매니저급 직원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투자은행가가 그 한 예가 될 것이며, 초국적 자본가 
계급이나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의 경우에도 대물림된 유산이라면 연령은 더 이상 중요한 변



- 95 -

  이러한 ‘연령’이라는 변수와 싱가포르의 고급문화를 ‘누릴 수 없는’ 중간층 고급인
력의 ‘갈망’이라는 키워드가 합쳐져 이들 젊은 연령의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싱가포르에 정착하기보다는 싱가포르를 디딤돌로 생각하고 제3국으로 이주해가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요소 중 하
나인 “초이동성”(Beaverstock 2011: 711)을 내재적으로 심화시키고 확대 재생산하
는 구조를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국적과 인종에 따른 분화

  분명 위에서 제시한 경제적 조건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한편
으로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의 경제적 자본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는 하위집단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선호되지 않는 인종이나 국
적의 고급인력들로, 이들은 인종, 국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내지는 불
쾌한 경험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최근 십수년간 이런 차별에 노출된 집단들은 
인도계와 중국 본토 출신의 고급인력들이었으며, 백인들은 이러한 차별로부터 상대
적으로 자유로웠다.49) 
  싱가포르에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광고에 콘도 입주조건으로 “No PRC, No 
Indian”(우리 콘도에 중국 본토인, 인도인 사절)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내걸 정도로 
차별적인 행각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공영아파트인 HDB 임대
광고에도 이런 문구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사례 4-11] No PRC, No Indian at Our Condo
클락키의 금요일 밤 12시 30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클락키엔 온갖 관광객과 
외국인 고급인력들로 대낮처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의 참여관찰 및 
인터뷰 대상은 핀란드인 여행사 직원(여 29세), 인도계 영국인 의사(남 44세), 
인도계 미국인 컨설턴트(남 36세), 영국 주재 인도인 의사(남 40세)로 다양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싱가포르에서 선호되는 인종인 백인 여성과 경제
적 조건은 충족되지만 인도계라는 인종적 부담이 있는 남성 세 명이라는 특이
한 조합이 흥미로웠다. 

수가 되지 않는다. 
49) 싱가포르인들이 백인에 대해 가지는 무한한 동경 내지는 인정마저도 최근에는 무한한 반감

으로 변질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도 선호되지 않았던 국적 내지는 인
종의 외국인의 경우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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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싱가포르에서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곤 했던 핀란드
인 친구 소피아는 그날도 역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아 자연히 
이야기는 그쪽으로 흘러갔다. 소피아는 전 남자친구 매튜가 고연봉의 매너좋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임차하고 싶었던 콘도에 입주할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컨설턴트 이든이 “No Indians, No PRC”
라고 명명백백하게 입주조건을 명시하는 콘도가 꽤 많다고 맞장구쳤다. “세상
에, 입주조건에 그렇게 적나라한 말을 쓰다니, 설마 레스토랑도 인도인이나 중
국 본토인 출입을 막는 곳이 있나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이든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밀사교클럽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 레스
토랑에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라고 답했다. “아니 잠깐만, 레스토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입주조건에 그런 말을 쓰도록 허용해준다고요? 오, 
세상에. 난 절대 이 나라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싱가포르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 
나라였나요? 온갖 코스모폴리탄 도시입네 나라 전체를 꾸며놓고... 무슨 나라가 
이래요?” 의학학회 참석차 왔다가 관광을 위해 며칠 머무르던 영국 주재 인도
인 의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곧이어 싱가포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인 ‘싸롱파티걸’(Sarong Party Gir
l)50)과 백인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자, 더욱 할 이야기가 많아
졌다. 이든은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난 미국에서는 아시아 여성들이랑 데
이트를 많이 했는데, 싱가포르에선 절대 꿈도 못 꾼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싱
가포르에서 아시아 여성과 어쨌든 데이트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인도 출신 ‘인도인’이 아니라 인도계 ‘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씁쓸한 표
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까르띠에 시계와 그의 지적인 눈
빛의 묘한 조합이 성공한 인도인의 삶 속에 드리워진 인종차별의 어두운 그림
자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외국인 고급인력·관광객 참여관찰, 클락키)

  연구자는 여행 중인 영국 주재 인도인 의사와 강력히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관찰 당시는 연구자의 싱가포르 주재 2개월이 채 안되던 시점으로 싱가포르에서 이
러한 차별적인 행각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콘도
에 중국인과 인도인은 사절”이라는 문구는 “가정부와 개 전용 엘리베이터는 저쪽”
이라는 문구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러한 연구자와 영국 주재 인도인 의사의 
반응과는 달리, 이미 2년간 싱가포르에서 거주한 이든과 주재근무 시작 5개월째인 

50) 싱가포르인 화인 여성 중 외국인 고급인력 특히 백인만을 유혹하며 파티를 즐기는 여성들
을 비아냥거리며 지칭하는 말로 인도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싱가포르 화
인에게 인도인들은 많은 경우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 97 -

인도계 영국인 의사는 ‘체념한 듯’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싱가포르에서 인도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대하여 차별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
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싱가포르는 화인이 대다수를 차지
하는 화인지배사회이면서도 말레이계와 인도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이런 가운데 식민지 시대부터 독립 시기를 거쳐 CMIO 인종구분선이 고착화되어 인
종적 위계구조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인종적 위계구조 하의 싱가포르 사회에 새로
운 인도 출신 외국인의 급증은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편으로는 인도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IT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고급인력들이 대거 유
입되었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그 규모도 매우 커져서 과거의 싱가포르인들이 
인도인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이거나 차별적인 인식과 중첩되어 여러 가지 복잡
한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사례 [4-11]처럼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
는 하위집단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집단이 있다. 경제적인 소득도 높지 않으며 
동시에 싱가포르에서 선호되지 않는 국적 혹은 인종의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중국 
본토 출신과 인도 출신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이 이에 해당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보다 과감해진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정책에 따라 급증한 이들로 그 규모도 매
우 큰 하위집단이다. 사례 [4-9]의 알렉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는 최근 싱가포르
에서 가장 불리한 국적으로 여겨지는 중국 본토 출신이자 소득이 높지 않은 중간층 
고급인력이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중국 본토 출신들에 대한 이미지는 특히 좋지 않다. 물론 전세
계 어디를 가나 중국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또 어디서나 비난의 주요 대상
이 된다고 이야기되어지기도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엔 상황이 특이하다. 싱가포르
인들은 3세대 위로 올라가면, 아니 불과 2세대 위로만 올라가도 그 뿌리가 중국 본
토에 있는 같은 화인이면서도 중국 본토 출신 화인을 차별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이
다. 더욱이 같은 화인이라 해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출신의 화인들에게는 
관대할뿐더러 동족이라 간주하는 데 반해, 중국 본토 출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포함
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중국 본토 출신이라는 국적은 싱가
포르에서 커다란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중국 본토 출신의 고급인력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들어오며 많은 경우 싱가포르를 징검다리로 여기고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한 후 제3국으로 이주해가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분개한 싱가포르인들은 더
더욱 중국 본토 출신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은 차별을 
느끼고 더 많이 싱가포르를 떠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51) 

51) 199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로 유입된 중국 본토와 인도 출신 중간층 고급인력에 대한 불
만과 갈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VI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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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집단별 구분짓기 전략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하위집단의 경우 코스모폴리탄 아비투스는 ‘구
분짓기’나 ‘비껴가기’ 전략으로 실천된다. 이들은 차별을 무마하기 위한 몸짓과 언어
의 형태로 코스모폴리탄 아비투스를 체현한다. 이 때 이것은 이들이 입는 명품 슈트
와 먹고 마시는 고급 샴페인 등을 통해 상층 아비투스의 형태로 표출되며, 이를 향
유할 수 없는 집단과의 구분짓기를 통해 그들을 구출해준다. 또한 자신들이 받은 차
별을 우아하게 비껴가기 위하여 동종집단과의 구분짓기나 차별화 전략을 실천하기
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자.   
  가장 흔한 사례로는 입주 가사노동자로 오인될 수 있는 필리핀 출신의 고급인력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인도계 고급인력 남성의 전략을 들 수 
있다. 필리핀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 여성들이 흔히 취하는 전략은 “싸구려 티셔츠를 
입고 다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공식 석상은 물론 일상적인 자리에도 통용되는 
전략으로, “아르마니 정장에 프라다 백을 들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메이드로 
오인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전
략이다. 전세계 국적 분포로 봤을 때에도 필리핀은 “메이드 수출국”으로 유명하지
만, 특히 싱가포르에 유입되는 가사노동자의 주요 출신 국적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다 보니, 필리핀 고급인력 여성들에게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미
연에 방지하고 이를 비껴가기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연구자의 좋은 친구 마리아의 경우인데, 수십 번 마리아를 
만나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렴한 옷을 입은 적이 없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
인 그녀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본인과 남편 모두 필리핀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기
에 상류층의 아비투스가 몸에 배어있었다. 그녀가 원래부터 체현하고 있는 상류층 
아비투스는 인종위계적으로 분화된 싱가포르라는 공간과 만났을 때 더욱 강력한 의
도적인 ‘구분짓기’ 전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파티를 다니며 그녀가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층엘리트 성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목격하며 이를 확신할 수 있었다.
  다른 경우는 중간층 인도인 고급인력인 아디의 사례로 그는 연구자를 만날 때면 
늘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물론 주로 퇴근 직후 만나서 그런 것도 있
겠지만, 백인들이 퇴근 후 가장 편한 티셔츠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녁 모임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항상 잘 차려입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디처럼 현재 싱
가포르에서 가장 타깃이 되고 있는 인도나 중국 본토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
우 자칫 ‘외국인 노동자’로 오인될까 우려하여 더더욱 말씨나 매너 그리고 의복에 
신경을 쓴다. 실제로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인 존과 제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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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급하고 있다.

[사례 4-12] 내가 옷을 잘 입어서 그럴 거다.
(연구자) 혹시 중국 본토 출신이라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가?
(존) 별로 없다. 그런데 그건 아마 내가 옷을 잘 입어서 그럴 거다. 
(제니) 무슨 말인지 안다. 그리고 차별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봤다. 아마 내가 
허름하게 입고 다녔으면 나에게도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처음 사람들 만
날 때는 좀 더 옷에 신경 쓴다. 그리고 난 우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부
끄럽다. 옷 보면 안다. 어디 출신인지.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완전 슈퍼리치이거나 아니면 이민은 가고 싶은
데 미국 갈 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 오는 (중간층인) 경우가 많다. 
내가 본국에 있을 때 상종도 안했던 부류의 사람들이다. 

(부유층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들과의 초점집단 면담)

  연구자가 두 사람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이들은 중국 본토 출신임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근사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벤츠를 몰고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몇 개씩
이나 가지고 있는 부유층 사업가 존이나 연구자를 만날 때만 벌써 샤넬과 에르메스 
백을 몇 개씩이나 바꿔들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제니는 매
너, 말투, 몸짓, 의복 무엇 하나 빠짐없이 소비지향적인 엘리트 성향의 코스모폴리
탄의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성향’으로서의 코스모폴리
타니즘이기도 하지만, 구분짓기를 통한 ‘차이를 생산해 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존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옷을 잘 입어서”라고 희화화시키며 어색한 
분위기를 재치있게 전환시키는 ‘코스모폴리탄’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제니는 “우
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부끄럽다”며 이들과의 구분짓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코스
모폴리탄 아비투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존과 제니는 네트워크 모임을 즐기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런 모임에 참여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빛이 난다. 적어도 국적
이 어딘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또 하나의 전형적인 구분짓기 사례를 들어보자. 지금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중국
계 말레이시아인 변호사 필립은 24년 전 스콜라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지금의 중국 본토인이 차별을 느끼는 것처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다소간의 차별을 느꼈다고 서술하고 있다. NUS를 졸업하
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렇게 ‘소위’ 고급인력으로서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외국계 은행의 투자파트에서 상임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아무도 본
인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도쿄 금융시장에서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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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경력과 런던에서의 몇 년간의 경력”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하며, 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강조한다고 말해주었다. 코스모폴리탄
적인 해외 근무 경험이 직장생활에서의 승진이나 커리어 개발에 있어 얼마나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이를 통해 인종이나 국적 등의 핸디캡을 어떻게 우회하고 극
복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No PRC, No Indian 사례로 되돌아 와보자. 의식주 중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집
을 구하는 행위’는 신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에 돈이 있어도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무한한 차별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겪
는, 다시 말해 ‘배제’를 당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전혀 ‘코
스모폴리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싱가포르 부동산 사업
가나 같은 인종의 고급인력은 다음 사례처럼 전혀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례 4-13] 한 집에 열네명이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 사업가) No PRC, No Indian이 차별이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문
구가 생겼는지는 생각 안해 보나요? 연구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인도인
들은 ‘공동 거주’를 한다고요. 
(연구자) 싱가포르 물가가 너무 비싸니 한국인도 그렇고 많은 외국인들이 공동
거주를 하잖아요. 유독 인도인과 중국인에 대해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부동산 사업가) 답답하시네. 한집에 서너명 사는 정상적인 공동거주 말고요. 인
도인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서 자그만치 열네명이 산다고요. 한 집에 열네명이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PRC도 그렇고 인도인도 그렇고... 집 비울 때 
가본 적 있어요? 집을 얼마나 끔찍하게 만들어놓는지. 그 훼손 정도는 다시 집
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한번 가보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죠. 

(대니, 중국계 싱가포르 선주민, 남 47세, 부동산 사업가)

  대니는 부동산 및 금융 관련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싱가포르 선주민으로 연
구자의 좋은 친구이자 주요제보자이다. 싱가포르 선주민이지만, 해외에서 교육을 받
았고 외국에서 일했던 코스모폴리탄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평정심을 잘 
잃지 않는 성격의 그가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된 이유는 해당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
이 정말 심각하게 집을 훼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연구자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쟁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인도인들이나 
중국 본토 출신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 주재원으로 10년째 
싱가포르의 고급 콘도에서 거주중인 인도인 앤디는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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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4] 당신이 외국에서 하는 행동 하나가 당신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 
(앤디) 우리는 집을 구할 때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모든 집주인들이 인도
인은 사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취하는 전략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집을 잘 가꾸며 사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라고 말한다. 인도인이 느
끼는 차별, 당연히 나도 느낀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인도인 잘못이라고 생각한
다. 당신이 외국에 나가서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사람의 잘못이지만, 
실상은 백명, 천명, 만명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 
나라 사람 전체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리틀인디아에 가
봐라. 정말 지저분하고 길을 건널 때 아무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싱가포
르에서 유일하게 싱가포르답지 않은 곳이다. 심히 부끄럽다.
(연구자)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내가 질문한 것은 인도
인이 느끼는 차별에 관한 것인데, 인도인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 사람들이 당신
들을 차별해도 괜찮다는 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차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
화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앤디) 맞다. 그런 뜻이다. 정말 심할 정도로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한다. 상상
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나는 동료 인도인들에게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앤디, 인도인, EP비자 소지자, 남 40세, 은행가)

  앤디의 태도는 문화적 자본을 향유하고 있는 부유한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자신들
이 국적이나 인종적인 핸디캡으로 차별을 겪을 경우 흔히 보이는 반응이다. 같은 인
도 출신 동족이지만 나와는 다르다고 의식적으로 구분짓기를 하는 것이다. 이때 이
들이 보여주는 표정과 매너, 몸짓은 더없이 코스모폴리탄적이다. 특히 서구식 고급
영어를 쓰며 이에 어울리는 제스처를 취한다. “촌스럽고”, “예의없는” 중국 본토 출
신 동족에 대해 비난하는 사례 [4-12]의 제니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의 구분짓기를 
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의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기댄 값비싼 의복과 매너를 통해 자
신이 가지는 ‘다름’을 주장한다. 현재 가장 차별을 겪는다고 이야기 되어지는 중국 
본토와 인도 출신의 고급인력들은 이처럼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에 기대는 전략을 통
해 자신을 노동자 혹은 중간층 고급인력과 구분짓기를 하며 차이를 확산시킨다.  

4. 초국적 이동성과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1) 이동성에 기반한 코스모폴리탄 신(新)중산층의 형성

  지금까지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 취하는 다양한 전략을 코스
모폴리타니즘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급인력은 각각 상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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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모습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 중 전형성을 갖춘 엘리트층은 계급 아비투스라 불리울만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형성을 갖추지 못한 소득계층, 
국적, 인종의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싱가포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전형적인 외
국인 고급인력과는 상이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역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에 기대어 타 
집단과 구분짓기하는 전략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현실을 극대화하거나 불리한 현
실을 우회하고 있었다.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이질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하나의 집
단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 2절과 3절에서 하위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는 이들 하위집단이 공유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에 주목
함으로써 이들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
를 시도해본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공통적으로 이동성, 글로벌 소비패턴, 소통과 적
응의 능력, 엘리트 계급 아비투스의 보유 혹은 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네 가지 특성은 코스모폴리타니즘 논의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라 여겨지는 
속성과 일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고급인력은 여러 곳을 여행해
본 경험, 유사한 매너, 관심사, 취향, 소비패턴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거나 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
진다. 이때, 타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능력’의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고급인력이든 중간층 
고급인력이든 관계없이 이들은 상승지향적이며, 더 높은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
세계를 무대로 또다른 이동을 감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애당초 싱가포르로 이동해
온 것에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코스코폴리탄 정체성은 “전지구화
의 문화적 아비투스”(Ley 2004: 154)라고 불릴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필
요한 덕목으로 간주된다.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소통, 적응력, 유연함, 열린 마음
을 상징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이들의 이동성 넘치는 삶을 통해 길러지고 강
화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이동성’에 기반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결부하여 이들 외국
인 고급인력을 ‘코스모폴리탄 신(新)중산층’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코스모폴리
탄 신중산층은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와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한쪽 끝으로는 중간층
(middling) 고급인력과 다른 한쪽 끝으로는 중상층(upper-middle class)의 코스모
폴리탄 엘리트까지 포함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이동성’과 ‘전문성’을 자산으로 하여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 경계 내에서 움직이는 기존의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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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질서로 세계가 재편된 가운데, ‘갈망’이라
는 공통 키워드를 지니며 그러한 갈망을 초국적 ‘이동성’과 ‘재이동성’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공통성을 갖는 집단이다.

2)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의 역설

  그렇다면 코스모폴리탄 신중산층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문화와 자본
이 가득한 싱가포르라는 독특한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가가 유포하는 ‘다양
성과 열린 마음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도시, 기회의 땅,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코
스모폴리탄 도시’라고 느끼고 국가의 기획대로 이곳에 정착하는가?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싱가포르로 물밀 듯이 들어온다. 
그런데, 막상 이주해 온 후에는 무언가의 이유로 실망하고 불만을 품고 떠나가는 이
들도 많다. 물질만능주의, 숨막히는 일상, 지나친 이동성, 그리고 최근 들어 심화된 
외국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그 주요 이유였다. 이하에서는 조사 당시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불만과 세 가지의 역설적인 
상황을 기술함으로써, 코스모폴리탄 신중산층이 코스모폴리탄을 표방하는 국가와 조
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야기되는지를 탐색해본다.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싱가포르 이주 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재이주를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물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때
문이다. 집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소비를 조장하는 온갖 광고들과 
배금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처음 싱가포르 주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당황스
럽게 한다. “당신 콘도의 한 달 임대비가 얼마인가요?” 이것은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문이다. 정보 교환 차원이라 할지라도 처음 만
난 사람끼리 하는 대화치고는 지나치게 직접적이다.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처음에는 
싱가포르인들이 예의가 없어서 이런 사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비난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문화에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이 “매너가 없다”며 
비난하던 고급인력들이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면, 만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서
로의 콘도 가격을 물어보게 된다는 사실은 실로 역설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싱가포르에서 문화간 차이는 서로 융합되어 독특한 
외국인 고급인력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두번째 역설적인 상황은 ‘열림을 가장 중시하는’ 
혹은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던 코스모폴리탄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최근 외
국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즉 ‘닫힌 마음’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세
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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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양상은 아직까지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장소에서는 ‘외국인 혐오’에 버금가는 사건들이 
눈에 띄게 벌어져서 외국인은 물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싱가포르 선주민 당사자
마저 당혹케 한다. 또한, 식민지 시기와 국가 건설기를 거쳐오며 고착된 인종구분선
이 뚜렷한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외국인과의 갈등 양상은 더 큰 혼란을 낳
는다. 이에 대해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싱가포르가 코스모폴리탄인 척 하더니 실제
로는 가장 코스모폴리탄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앞의 코스모
폴리탄은 싱가포르의 도시경관을 뜻하며, 뒤의 것은 싱가포르 시민의식을 빗대어 
‘열린 마음’이 없는 싱가포르를 꼬집은 말이다.  
  실제 싱가포르 시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신문지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빈
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반감은 고스란히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전달되어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최소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고 미련 없이 싱가포르를 떠나게
끔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잦은 이동성을 가속화하여 ‘극한의’ 초이동
성으로 전환시킨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 맞닥뜨리는 세번째 역설적인 상황은 바로 그 ‘이
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싱가포르에 살다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변 지인들의 잦은 이주와 이동에 따른 ‘일시성’(Transiency)으로부터 비
롯된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젊은 나이 혹은 꽤나 어린 시절부터 만남과 
이별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할 때면 ‘이동성’을 전략으로 활용하는 코스모폴
리탄 고급인력들이 막상 ‘이동성’으로 점철된 싱가포르라는 공간 속에서 ‘덧없음’과 
‘허망함’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 그 자체이다. “왜 이곳의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surreal) 보이는지 알아요? 그 모든 아름다운 건물들, 멋진 빌딩과 화려함 속에 진
실된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동성으로 점철된 이 나라에 진짜는 없고 거짓된 
웃음만이 있을 뿐이에요”라는 한 외국인 고급인력의 비난섞인 목소리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싱가포르의 “초이동성”(hyper-mobility)(Beaverstock 2005)에 대해 느끼
는 감정을 대변해준다. 
  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초국적 공간에서 이동성으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비버스톡(Beaverstock 2005)에 따르면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는 “초이동성으로 가능해진 국제무대에서의 커리어 쌓기와 코스모폴리탄 문
화적 구분짓기”를 통해, 다시 말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체현함으로써 잦은 이동
에도 불구하고 정착하는 곳마다 쉽게 적응하며 살아간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
력도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이동의 간극 속에서 초래되는 정신적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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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서는 안될 것이다.52) 전형성을 갖춘 외국인 고급인력, 즉 부유한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라고 해서 감정적인 희생마저 없을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경제적인 희
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잦은 이동성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이나 가족의 붕괴 등의 감
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이동성을 무기로 하는 코스모폴
리탄 고급인력들로 점철된 싱가포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 싱가포르 주재 20년이 다 되어가는 한 외국인 고급인력은 다음과 같
이 지적하기도 한다.  

[사례 4-15] 이동하는 삶을 택했으면 그에 따른 감정도 감내하시오.
20년간 여기 있으면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 내 나이가 오십인데, 내 
또래의 사람들, 집도 잘살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예쁜 아내,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의 삶에 진짜 같은 게 없고, 사람
들이 모두 왔다갔다 하니까 안정이 안 되고, 오랜 인연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싫다고 불평불만을 일삼는다. 그런데 내 눈엔 이건, 영국식으로 말하면 너무 배
불러서 하는 소리다.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 걱정을 사서 만들어내는 거지. 이동
하는 삶을 선택했으면 그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치 않을까? (니콜라스, 영국
인, 영주권자, 남 50세, 은행가)

 
  핵심요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주 결정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싱가포르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독특한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상황이 심
화되고 있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세 가지의 역설적인 상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외국인 고급
인력 중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싱가포르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인종
이나 국적으로 인한 ‘배제’를 경험하거나, 지나친 이동성으로 인해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은 또다시 이동해 간다. 이동성이 또다른 이주와 이동을, 더많은 이동성을 낳
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가 삶을 지배하는 공간인 싱가포르에서 합당한 경제적 부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더 많이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 ‘갈망’ 또한 이동을 부
추긴다.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호칭에 무색하게 ‘허름한’ 회사를 방문했을 때 어
디선가 기어나온 대형바퀴벌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연구자를 바라보던 알렉

52)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고급인력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심리적인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에 반해 외국

인 가사 도우미를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 즉, 저소득층 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다(Piper 2004; Yeoh and Hua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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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같은 날, 연구자를 집 앞에 데려다 주며 연구자의 콘
도를 올려다보던 그의 눈빛은 ‘갈망’ 그 자체였다. “언젠가 이 콘도를 사서 당신보
다 높은 층53)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럴 날이 꼭 오리라고 믿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알렉스에게 ‘콘도’는 신자유주의적 갈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꿈의 공간이자 현재
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배제의 장소로 느껴지고 있었다. 
  NUS 졸업생인 아디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스콜라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에 들
어와서 대학 졸업 후 은행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아디는 “외국계 은행을 다니지만 
투자은행 파트도 아니고 아직 매니저급도 아니기 때문에 근근이 먹고 산다”고 말하
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이 S$4,000이 되지 않아 HDB에서 다른 인도인 친구들과 공
동 거주하는 아디 역시 많은 갈망을 갖고 있었다.

[사례 4-1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죠.
회사 끝나면 매일매일 새벽 1시까지 GMAT 공부를 합니다. 왜냐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죠. 몇 년 더 일하고 스콜라 프로그램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
면 미국으로 MBA 과정을 밟으러 떠날 계획이에요. 스탠포드나 뭐 그런 곳으로
요. 난 친구 사귀는 게 참 좋아서 싱가포르를 좋아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한 곳이거든요. HDB에서 그다지 불편하다고 생
각하지 않아요. 공동 거주가 왜 불편하죠? 대학친구들과 함께 지내서 난 너무 
재밌고 좋아요. 아마 아직 기숙사에 있는 느낌의 연장선이라 그러려나요. 글쎄 
좀 더 실리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비용 대비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어차
피 집에 잘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콘도에 사는 게 무슨 의미
가 있을지... 나라면 그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물론 돈이 아주 많
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요. 저는 현재에 만족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
람입니다. (아디, 인도인, 영주권자, 남 28세, 은행원)

  이렇게 짐짓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한 아디에 대해서 앞서 인터뷰한 그의 캐나다
인 여자친구인 레이첼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아디가 공식 면담에서 연구자에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레이첼에게는 싱가포르에서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차
별을 느끼는지, 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싶은지 속상해하며 털어놨다고 했다. 이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아디와의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기분좋게 술에 취한 날이면 때때로 긴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진심을 들려주기도 한다. “기회의 땅인 이곳(싱가포르)에서 교
육 받은 건 행운이었죠. 그런데, 가지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가진 게 너무 없네요. 

53) 대개 콘도는 40층 이상의 고층건물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전망 때문에 값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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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난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더 멀리 더 높이 가고 싶
다고요.” 두 개의 면담 내용이 거짓되거나 완전히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디의 
경우처럼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면담 시 모순되거나 양가적인 대답54)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화되는 내용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발화 시 어떤 표정과 
몸짓을 구사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한편, 이러한 ‘갈망’은 외국인 고급인력 ‘중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앞에서도 살
펴봤듯, ‘엘리트층’ 고급인력과 ‘중간층’ 양쪽 모두 코스모폴리탄 아비투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시대, 사람들은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도록 교육받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주의 동기를 다룬 절에서 살펴봤듯이,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싱가포르로의 이주 목적이 경제적인 것
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이동성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코스모
폴리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행이나 이주, 이동을 자주 하게 되며, 또한 이주
와 이동을 자주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레 체득된 것이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든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이러한 측면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이민정책 규
제 강화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반감 등으로 신규 외국인 고급인력이 2년 계약 
종료 후 혹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주해 가는 양상도 보인다.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고급인력이든 그렇지 않은 고급인력이든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아래 사례의 두 사람도 싱가포르를 떠나 본국 귀
환하거나 제3국으로 재이주하는 선택을 했다.
 

[사례 4-17] 물질만능주의가 난무하는 곳
이렇게 물질만능주의가 난무하는 곳은 싫어요. 여기엔 뭔가 진정성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죠. 처음 만났는
데, 콘도 값을 물어보는 예의는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기본적인 매너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이동을 많이 하니까, 들어왔다 또 나가고 하니까 
안정감이 없어서 도저히 못있겠어요. 여긴 한마디로 나라라기보다는 뭐랄까 쿠

54) 소위 전형적인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로 갈수록 포장에 능하기 때문에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
고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식인터뷰 뿐 
아니라 참여관찰을 통해 여러 그룹 속에서 여러 사람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거나 공식/비공식인터
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인도인이나 중국 본토인 등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국적/인종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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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월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험실 같기도 하고... 이 더운 나라에서 지하철에
서 물은 왜 못 마시게 하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규제하다가는 사람들이 전부 숨
막혀 죽을 걸요? (펠리시아, 미국인, EP비자 소지자, 여 46세, 의사)

[사례 4-18] 이제 지긋지긋해요. 공동거주하는 것 따위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완전 상류층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중상층은 되고, 백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난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HDB에서 공동 거주를 해야 하는 걸까
요. 내 나이가 이제 서른이나 되었는데 말이에요! (알렉스, 중국인, EP비자 소
지자, 남 30세, 부동산 투자회사 직원)

  알렉스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전날 열린 환송파티에서
였다. 아이비리그 MBA 과정으로 떠나는 그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은행 같
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고 했다. 예쁜 여자, 맛있는 음식, 화려한 콘도,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비롯한 “모
든 것이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름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긋지긋하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자신의 계급적 배경으로 본국에서는 당연히 누리던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본인에겐 ‘희생’으로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유학
자금이나 투자이민비용으로 쓰라며 10억원을 받았다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미국으
로 떠나갔다.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지향풍조가 난무하는 싱가포르라는 협소한 공간은 
온갖 고급취향의 코스모폴리탄 문화가 밀집된 장소가 되었지만, 동시에 경제적 자본
의 부재로 이것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고통을 양산하는 무시무시한 공간이 되었
다.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다양한 이유로 싱가포르를 떠난다. 그게 경제적인 이유든, 
계약만료나 비자 미갱신으로 인한 현실적인 이유든, 외국인 혐오든, 차별적인 이유
든, 물질만능주의, 초이동성으로 비롯된 공허감, 덧없음이든, 숨막히는 일상이든, 이
유가 무엇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해가고 이동해온다.55) 싱가포르는 ‘외
국인 고급인력’들이 ‘이동성’이라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전략으로 활용하는 모습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인 것이다. 이것은 코스모폴리탄 신중산층인 외국인 고급

55) 연구자는 1년간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수십 번이 넘는 환송파티에 참석했다. 숀, 소피아, 타
룬, 알렉스, 세블린, 한나, 옌, 릴리 등 면담을 했던 외국인 고급인력 친구들 중 1년 사이에 
싱가포르를 떠난 사람들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연구자 역시 이미 싱가포르에 부재
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듯 환송과 환영이 일상인 장소, 이동성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이
곳 싱가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형성과 활용, 그리고 이것이 극대화되는 양상은 어
쩌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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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들이 이주에 있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이민자들이 세계시장과 국가의 경계 속에서 약자 내지는 피해자로 그려졌다면, 전보
다 빈번해진 ‘이동성’ 덕분에 그들은 ‘주체성’을 가진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
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동성은 이들이 구사하는 전략이요 이들이 코스모
폴리탄이 된 원인이자 결과이며, 공허감을 불러오기도 하고, 이들을 다시 재이동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5. 소결

  이 장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코스
모폴리탄 아비투스와 정체성을 향유하고 실현하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싱가포르라는 공
간 곳곳에 가득한 코스모폴리탄 문화의 일등소비자요 이를 즐기거나 탐닉할 줄 아
는 존재로, 다름을 ‘소비’하는 코스모폴리탄이다. 때로는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아비
투스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일터에서 혹은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 중
요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열
림을 지향하는 형태로 표출되기 보다는 닫힘과 배제 혹은 동질성의 형태로 나타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 사례를 통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은 이동성, 열린 마음, 유연성, 수용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 취향, 소비, 능력, 배제 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만들어낸 엔클레이브적인 생활공간과 
그들만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을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코스모폴리탄 정체
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싱가포르라는 공간의 독특
한 특성과 맞물려 비슷하면서도 조금 색다른 문화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고급 
취향, 소비 패턴, 열린 마음, 소통 등을 문화적 자본으로 체화하며 이를 ‘능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들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이 보여주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에 코스모폴리탄 신(新)중산층이 형
성되고, 이들만의 차별화된 문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또한 싱가포
르 독립 이후 지속된 엔클레이브 불허 정책으로부터의 이탈과 이에 수반된 사회문
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라는 이들만이 공유하
는 집단의 문화는 이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일부 싱가포르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코
스모폴리탄 정체성을 향유하는 싱가포르 시민과의 갈등이나 타협을 불러일으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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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같은 외국인 고급인력이라고 해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러한 코스모폴리탄적인 공간에서 배제를 겪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하여 전자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와 많은 부분 같다고 보았다. 싱가포르에서 특정 기준의 소득을 갖추지 못한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CMIO 인종구분선에 따라 인종과 국적, 
계층이 고착된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 이들 코스모폴리탄 외국인 고급인력은 하위
집단별로 독특한 분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출신 ‘국
적’과 ‘인종’에 따라 이들의 삶의 경험의 양태가 하위집단별로 분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에 
기댄 구분짓기 전략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현실을 극대화하거나 불리한 현실을 
우회하고 있었다.
  요컨대 싱가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문화적 층위에서 실천되고 있지만, 제한
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자신을 코스모폴리탄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능력이자 전략으로 활용되
고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 결과, 코스모폴리타
니즘의 고급문화적 요소가 싱가포르의 사회문화적 환경 곳곳에 스며들어 실천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과 결부된 고
급문화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자본을 갖춘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배
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때문에 열림을 상징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싱가포
르에서는 많은 경우 배제의 형태를 수반하며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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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코스모폴리탄 시민권

  앞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층위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
면, 이들 외국인 고급인력은 다른 국가나 국경에 대한 개방성도 보여주는가? 코스모
폴리탄 외국인 고급인력이 본국 혹은 싱가포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귀속의식은 어
떤 것인가? 이들은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뿌리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
들인가?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전지구화와 초국적 이주의 급증이 
시민권 개념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사례
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국가와 국경, 국민을 둘러싼 기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
다. 초국적 이주와 이동이 잦아진 오늘날 사람들은 더욱 가까워지고 수용적인 태도
를 가지게 될 것이며 바야흐로 새로운 시민권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Held 2010; Beck 2012). 일각에서는 종국에는 국경이 사라지고 국민국
가는 소멸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Soysal 1994). 오늘날 국민국가와 국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민국가의 힘은 약화되는가 혹은 강화되는가? 그도 아니면 지금
은 어떤 과도기 상황인가? 전지구화가 시민권에 미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
가?
  마셜에 따르면, 시민권은 근대 국민국가의 생성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으로, 단일
국가에 대한 시민의 충성은 국민국가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Marshall 
1950). 최근 초국적 이주자, 특히 고급직종에 종사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주자가 둘 이상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주장하고 있는 등 기존의 시민권 개념으로
는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초국적 이주 급
증과 함께 등장한 이러한 시민권을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이라고 부른다(Turner 
2008; Holton 2009). 그런데 이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은 앞에서 살펴본 코스모폴리
탄 정체성만큼이나 다의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 
쟁점은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초국적 엘리
트의 경제적 부를 증진하기 위한 ‘유연한’ 시민권 전략에 불과한가이다. 옹과 헌팅
턴이 대표적 논자로 이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재편된 세계에서는 시
민권마저 경제적 부를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전략에 불과하다(Ong 1999; 
Huntington 2004). 두번째 쟁점은 코스모폴리탄 시민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
는 ‘뿌리없는’(rootless) 존재를 의미하는가 여부이다. 세번째 쟁점은 전지구화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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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주 급증에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열린 마음으로 이방인을 대하는 코
스모폴리탄이 될 것인가 여부이다(Nussbaum 1996). 네번째 쟁점은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은 국경없는 세계를 의미하며 종국에는 국민국가가 소멸하고 세계정부가 들
어설 것이라는 주장이다(Soysal 1994).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작금의 세계는 국민
국가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국경 또한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Beck 
2006; Fine 2007; Kendall et al. 2008). 전지구화에 따라 국민국가가 변모하고 있
다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진적 소멸, 약화, 강화, 혹은 
새로운 형태로의 변신인지 등 변화의 형태와 강도에 대해서는 논자들의 의견이 분
분하다.
  이러한 네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첫째, 싱가포르라는 특수한 국가 
공간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 실천하고 협상하는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둘째, 싱가포르라는 국민국가와 국경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라는 특수한 사례에 비추어 ‘코스모폴리탄 시민권’ 논쟁을 바
라보고, 이를 통해 오늘날 사람들이 시민권에 대하여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그리
고 시민권 전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 사례를 통해 코스모폴리탄 시민은 ‘어디에
도 소속되지 않는’(Hannerz 1996) 뿌리내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둘 이상의 나라에 대한 다중적 정체성 혹은 다중적 시민권을 담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밝힌다. 이는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이 ‘어느 곳에나’ 있거나 
혹은 ‘어디에도’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실제 장소’에서 벌어지는 구체
적인 양상이라는 주장(Calhoun 2003; Kendall et al. 2008)과 일맥상통한다. 본고
에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 대다수는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이며, 여전히 
국경과 국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다. 요컨대 “뿌리내린 코스모폴
리탄”(Appiah 1997)이란 개념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논
문에서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국민국가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국경 역시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싱가포르라
는 국민국가가 국가 존속을 위해 어떻게 통치기술을 정교화하고 국민형성 프로젝트
를 세련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영주권자들의 다양한 이주 전략과 궤적

 
  옹(Ong 1999)은 해외에 거주하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화교는 아태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유연한 시민권’을 담지하고 있으며, 상이한 국민국가 체제에서 
투자와 노동, 가족 재배치 장소를 선택하고 이용하기 위한 신분으로 다중 국적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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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다움을 체현하는 주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때, ‘시민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헌팅턴(Huntington 2004)은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에 
편승하는 ‘기생계급’ 혹은 ‘초국적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개인의 경
제적 부를 늘리기 위해 전세계 글로벌 도시 곳곳으로 이동해 가는 집단이라고 비난
한다. 이들에 따르면 오늘날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는 경제적 목적과 실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거주국을 쉽게 옮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
하거나 포기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다. 이때 이들에게 ‘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해 
가는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않는’ 집단으로 그려진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가?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고급인력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다.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과 현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층’ 외국인 고
급인력의 경우, 각각 다른 이유로 싱가포르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지
만, 이들은 동질화의 폭력 속에서 다같은 ‘기생계급’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또한, 이
주와 재이주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국
가에 대한 귀속감이 전혀 없는 ‘뿌리내리지 않는’ 존재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특히 싱가포르 사회에는 외국인 고급인력 중에서도 영주권자를 ‘권리만 누리고 의무
를 다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라고 간주하는 시각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3장에서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영주권은 특별
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영주권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싱가포
르의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을 ‘한시적’ 경제성장동력으로 붙잡아 두는 
개방적인 영주권 정책을 취해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중국적제도를 취하지 않는 대
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거의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 왔으며, 영주권자들이 경제
적으로 싱가포르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별다른 문제없이 영주권을 갱신해주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굳이 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정신적 수고’를 감
수하면서까지 싱가포르로 귀화하기보다는 5년에 한 번씩 영주권을 재갱신하며 싱가
포르에 장기 거주하는 쪽을 택하였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이민정책인 개방적인 영주권 제도의 시행 결과, 캐나다나 홍콩
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으로 드
러남직한 현상이 싱가포르의 경우 ‘유연한 영주권’(Flexible PR)으로 구현된다. 이중
국적 허용국에서 ‘유연한 시민권자’라 비난받는 이들은 싱가포르에서는 무임승차자
라는 비난을 받는 ‘유연한 영주권자’와 상응하는 것이다. 1절에서는 싱가포르의 ‘영
주권자’에 초점을 맞춰, 영주권을 취득하는 각기 다른 동기와 이주 전략을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자세히 기술한다. 면담 및 참여관찰대상에는 영주권자뿐 아니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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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영주권 취득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EP비자 소지자를 포함함으로써 논의의 맥
락을 확장하고 영주권 제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싱가
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탄 시민권, 영주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유연한 시민권 
전략과 국가에 대한 귀속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해본다.

1) 실리추구형의 유연한 영주권자들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흔히 부과되는 고정관념인 유연한 시민권 전략을 
실천하는 고급인력은 물론 존재한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무임승차
자’ 유형의 영주권자가 대표적인 예로, 규모도 매우 커서 싱가포르 선주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렇
듯 실리적인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이유는 다르다.
  EP비자 소지자들이 자주 가는 보트키(Boat Quay)의 와인 바나 로빈슨로드
(Robinson Road)의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흔히 등장하는 대화 주제는 영주권 취득
과 관련된 것이다. EP비자 소지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과 절차,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아래의 다양한 국적의 젊은 EP비자 소지자들
이 참석한 생일파티에서도 어김없이 이 단골 주제가 등장했다. 

[사례 5-1] EP비자 소지자들의 단골 화두 
알렉스(중국): 데릭, 너는 PR56) 신청할 거니?
데릭(영국): 글쎄 하게 되지 않을까? 영주권 받으면 CPF57) 이득도 있고 그렇다
면서? 너 좀 자세히 아니?
알렉스(중국): 맞아. PR 받으면 부동산 살 때도 그렇고, CPF도 그렇고 암튼 완
전 좋아. HDB 샀다가 팔기만 해도 얻는 차익이 얼마야. 
데릭(영국): 다들 그래서 받나봐. 근데 요즘 이민정책 세지면서 신청했다 떨어지
는 사람들도 많다며?
알렉스(중국): 응. 근데 네 조건이면 당연히 PR 될 거야. 넌 파일럿이고 결혼도 
했고, 유럽인이니까. 싱가포르가 좋아하는 조건 다 갖췄잖아.

56)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혹은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뜻하는 ‘PR’이라는 
용어는 이주민들로 구성된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사용되므로, 본문에
서는 ‘영주권자’라고 표기하되 사례 인용 시에는 ‘PR’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57) 중앙연금(Central Provident Fund)을 뜻하는 ‘CPF’라는 용어 역시 싱가포르 일상생활 속에
서 항상 사용되므로 사례 인용 시에는 ‘CPF’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중앙연금제도는 주택 구
매, 의료 보험, 자녀 교육 등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싱가포르 시민권이 제공하는 권리
이자 의무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이므로 정부와 시민 사이의 협상은 물론 영주권
자와의 권리 차등 부분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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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영국): PR이 좋은 게 그냥 취득했다가 나중에 나갈 때 철회하고 나가면 그
만이니까. 사실 영주권 신청 안 하는 게 바보 아니냐.
타룬(인도): 우와, 나도 받고 싶다. 근데 난 아직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 

(서머셋의 바 KPO, 다양한 국적의 EP비자 소지자 모임 참여관찰)

  위의 사례는 국적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실리적인 이유가 영주권 취득의 주된 이
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적과 인종의 외
국인 고급인력에게 실리적인 이유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다. 
이들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고착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비난의 대
상은 중국 본토 출신 그리고 인도인 고급인력이다. 특히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은 
싱가포르를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또다른 실리
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사례 5-2] 미국으로 옮겨가기 위해 영주권 취득
난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인이 미국에 바로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곳에서 경력도 좀 쌓고 그럴 계획이에요. 중국 시민권자보다는 싱가포르 영
주권자가 미국 이주를 하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싱가포르에선 
영어까지 배울 수 있으니 금상첨화죠. 어차피 미국에 당장 간다고 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영어랑 중국어 중 하나만 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영어 배울 것 좀 배우고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브라이언, 중국인, 영주권자, 남 35세, 다국적기업 직원) 

[사례 5-3]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위한 결혼
차라리 그냥 미국 가려고 (싱가포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제일 어이없는 건 제가 아는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EP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영주권을 받겠다고 서류상으로 
위장 결혼을 한다는 건 아니고, 당시 사귀고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건데, 그 
결혼은 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서류상 도장만 찍는 거지 뭐에요. 결혼이란 건 
원래 사랑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세상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하
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차피 나중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영
주권 버릴 거면서... (헬레나,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여 26세, IT회사 직원)

  사례 [5-2]와 [5-3]에도 드러나듯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이 싱가포르를 제3국으
로 옮겨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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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시민권을 취득하고 싱가포르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후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주
해가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국 여권과 시민권의 가치가 싱가포르의 것보다 낮다
는 인식이 만들어낸 선택이다. 중국 본토 국적으로는 미국 이주는 물론 여행 비자를 
발급 받는 것도 까다로운데, 싱가포르 영주권 특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으
로의 여행은 물론 이주해 가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런 연유로 많은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은 우선 싱가포르로 이주해 와서 영어를 배우고 경력을 쌓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로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선행조건을 갖춘
다. 이렇게 싱가포르를 제3국으로 이주해 가기 위한 ‘중간 간이역’으로 활용하는 중
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의 사례가 그동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출신 고
급인력은 싱가포르를 중간 간이역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면담을 진행했던 대다수의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들은 동족 중에 이러한 유형
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주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싱가포르는 결코 종착역이 
되기 어려워요. 우리 중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륙을 달
리하여 가는 것이야 말로 진짜 꿈을 이루는 거지, 싱가포르는 중간 간이역에 불과합
니다”라는 IT회사를 다니는 한 중국 본토 출신 남성의 이야기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
력에 대한 싱가포르 시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고조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
는 가운데,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의 싱가포르 영주권, 시민권 취득 동기를 집중 
조사한 연구가 있을 정도이다(Sixin, Jin and Yun 2009). 이들의 조사에서도 역시 
많은 중국 본토 출신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의 시민이 되기 위해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발판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주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고정관념은 인도인 고급인력에게도 부과되고 있었다. 물론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제 인도인 고급인력 역시 이렇게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사례 5-4] 귀화는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곧 PR(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해요. 왜 신청을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전 
싱가포르가 너무 좋아요. 세금도 진짜 낮고 완전 천국이죠. 저는 호주에서 유학
했고, 대학 졸업 후 호주에 있는 투자은행에서 일했는데, 세금으로 어찌나 많이 
떼어가던지... 싱가포르에 오니 살 것 같아요. 아휴... (싱가포르에) 귀화할 거냐
고요? 아뇨,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은 싱가포르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
지만 아직 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귀화는 생각도 안 해요. (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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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P비자 소지자, 남 31세, 트레이더)

  그는 트레이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자신만만한 태도로 위의 내용을 아무 거
리낌 없이 말해 주었다. 이러한 유연한 영주권 전략을 특별히 그가 인도인 고급인력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인 고급인력 중에도 
귀화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연한 영주권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 본토 출신과 인도인 고급인력에게 집중적으
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것에는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 유연한 전략으로 영주
권을 취득하는 것은 오로지 중국 본토 출신이나 인도인 고급인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고급인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
로 사례 [5-1]의 영국인 고급인력 데릭 역시 중국 본토 출신인 알렉스와 마찬가지로 
실리적인 이유로 영주권을 취득하겠다고 서술하지만, ‘단물만을 빼먹는 영국인’이라
는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중국 본토 출신이나 인도인 고급인력이 이러한 비난의 주
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국적이나 인종의 고급인력과는 달리 규모가 매우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 본토 출신과 인도인 고급인력들이 특히 이러한 
오명을 쓰게 된 데에는 1990년대 중후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 이후 두 국가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들어옴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 중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실제 시민권자가 
되어 싱가포르에 정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례보다는 유연한 영주권 
전략의 사례가 언론이나 일상적인 논의 속에서 부각되며 사람들의 담화를 통해 확
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중국 본토 출신과 인도인 고급인력을 비롯하여 다른 국적과 
인종의 외국인 고급인력에도 실리추구형 영주권자가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면 이들 실리추구형 영주권자는 뿌리없이 자기 이익만을 좇아 국경을 자유롭게 넘
나드는 코스모폴리탄인가?  

2)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의 다중적 귀속감

  EP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 중 가장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안
정된 삶을 향한 욕구’이다. EP비자 소지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고당할 경우, 고
용종료 1개월 이내에58)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EP비자 유무에 따라 운신의 

58) 이것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제 정책과도 중첩된다.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
자는 고용 종료 7일 이내에 본국 송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외국인 고급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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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크게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은 비자 문제가 생길까봐 원하
는 곳으로 이직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해고라도 당하는 날에는 다음 일터를 미처 
찾아보지도 못한 채 ‘쫓겨나듯’ 싱가포르를 떠나야 한다.  

[사례 5-5] 회사를 그만둬도 안정적인 기분으로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죠.
팀은 싱가포르 주재 14년차인 미국인 영주권자이다. 막내아들은 우드랜드
(Woodland)의 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고, 다른 아들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
니고 있다. 여름이면 아들들을 만나러 미국 전역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그는 백
인 부유층의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현재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게 영주권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몇 
년 전이었어요. 이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글로벌 투자은행 
싱가포르 지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갑작스레 일본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이혼
한 아내가 때마침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라 싱가포르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
어요. 해외발령을 무시하면 회사를 그만둬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즉시 싱가포
르를 떠나야 한다는 게 현실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때 영주권을 받
기로 결심했죠. 다시는 이곳에서 ‘이런 기분’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제는 회사를 그만둬도 안정적인 기분으로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죠. 회사를 
열수도 있고요.” (팀, 미국인, 영주권자, 남 49세, 헤지펀드 회사 사장)

 
  물론 안정성 추구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유형 역시 경제적 목적이나 실
리적 이유로 영주권을 선택하는 유형의 전형적인 범주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의 문제는 부동산 구입이나 세제 혜택 등의 실리주의적 목
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구분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영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1개
월 이내에 즉시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는 법규정을 들고 있다. 한 인도계 영국인 EP
비자 소지자는 이를 가리켜 “잔인한” 고용법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싱가포르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특히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갑작스레 EP비자를 잃게 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EP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고당하거나 다른 국가로의 주재근무를 명령받았을 때 1
개월 내에 싱가포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가혹한 조건이다. 1개월은 조건
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우자와 자
녀를 동반했을 경우, 자녀의 학교 문제, 배우자의 직장 관계, 장기 임대한 콘도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대해서도 일정 정도는 배제의 기제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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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20대의 경우에도 이직
하고 싶은데 EP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차상의 두려움 때문에 쉽
게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법률은 고급인력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이민정책의 세세한 결에 따라 외국인 고급인력의 운신이 제약받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특정 국적과 인종, 소득을 막론하
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결국 싱가포르 주재 EP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단기가 될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어떤 형태로든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싱가포르의 현행 이민법 상 EP비자를 신청하는 주체가 이주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
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고리가 끊어지면 곧바로 싱가포르와의 고리가 끊어진다. 따라
서 이들이 안정성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
으며, ‘뿌리’를 내리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이 단지 실리 추구만을 위해
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사회에는 유연한 전략으로 실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주권을 취
득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잇속만을 취하는 유형
의 코스모폴리탄 기생계급이라고 보는 시각이 만연하다. ‘유연한 전략’과 ‘뿌리내림’
은 서로 상치되는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리를 위해서라면 국적도 버
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들이 그러면서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
은 모순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모순적이지 않으며, 뿌리내
린 코스모폴리탄은 실생활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들이 뿌리내린 코
스모폴리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사례 5-6] 그게 어디가 되었든 내가 소속된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 싶어
영국 유학중 만난 남편과 처음 싱가포르에 이주해오기로 결정하기까지 우여곡
절이 있었어. 마지막엔 홍콩과 싱가포르를 놓고 어디서 살까 치열하게 고민했
지. 우린 두 나라의 장단점을 수백 가지나 적어놓고, 실리적 이유, 아이 교육,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봤어. 최종적으로 싱가포르가 더 적합하
다는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오게 된 거야. 
  싱가포르 시민이 되려고 영주권을 받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신디(연구자의 영어 이름), 너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몰라도 난 그게 어디가 되었든 내가 소속된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 싶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넌 사회복지사는 아니
지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 그게 너도 사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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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으로 이직한 가장 큰 이유 아니니? 나는 네가 말하는 코스모폴리타니
즘이나 뿌리내림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영주권이다 시민권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당시 속한 사회에 내가 가진 것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환원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시민권자가 되어 일원으로 소속되
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인
거야? 그럼 시민권자는 실리적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안젤라, 중국계 태국인, 영주권자, 여 42세, 사회복지사)

  안젤라는 꽤나 단호한 목소리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시민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열린 마음’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리콴유정책대학원에서 주재하는 공공
부문 최고관리자 과정에서 처음 만나 3주 내내 보여줬던 진솔함이나 그 이후 보여
준 행동은 지금 속해있는 싱가포르에 최선을 다하여 기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치킨라이스를 가장 맛있게 하는 호커센터의 부스가 어딘지 누구보다 잘 알며, HDB
에서 누구보다 싱가포르인답게 살아가는 그녀가 처음 싱가포르 땅을 밟았던 것은 
10년 전이다. 미국에서 MBA를 받고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싱가포르에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나온 전형적인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였다. 10년 
전엔 누구나 가졌던 주재원 패키지를 갖고 있었고, 홀랜드 빌리지의 콘도에서 화려
한 주재원의 삶을 누렸다. 그러던 그녀가 박사과정을 밟으러 영국 유학을 떠났고, 
심경의 변화를 겪어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물질적인 건 부질없
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녀의 집을 방문해 보니 그녀가 ‘전형적인 중산층 싱가포르인’
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DB의 이웃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베란다에 
화초와 나무 키우기를 좋아하며, 싱가포르의 로컬 음식을 싱가포르인보다 더 즐겨 
먹는 그녀. 어떤 일에서나 먼저 남을 생각하고 사회에 작은 것부터 환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녀, 싱가포르를 진심으로 좋아하며 싱가포르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
동도 하는 그녀. 이런 그녀를 단순히 싱가포르를 ‘활용’하기 위해 영주권을 받은 무
임승차자이며 ‘뿌리내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싱가포르에는 20년 넘게 이곳에 거주하며 일, 결혼, 자녀 양육 등 인생의 많은 부
분을 보내지만 끝끝내 싱가포르로 귀화하지 않는 장기거주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
한 장기거주자들 대부분은 영주권자로 싱가포르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영주권
자 유형이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짧게는 5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본국과의 고리가 끊어졌을 법도 한데, 지속적으로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여전히 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나 과거에 가졌던 뿌리 때
문인가? 혹은 필요할 경우 재이주를 하기 위한 실리적인 이유인가 그도 아니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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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 때문인가?
  이러한 싱가포르의 장기거주 영주권자는 백인과 말레이시아 화교 집단에서 대표
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사례의 앤드류는 싱가포르에서 거주한지 16년이 넘는 
영주권자이다. 

[사례 5-7] 앤드류 이야기
(앤드류) 이곳에 온지 벌써 16년이 되었다. 엄마는 아직 UK(영국)에 계셔서 1년
에 한 번씩 영국에 간다. 평소에는 스카이프로 전화도 자주한다. PR(영주권)을 
받은 것은 2011년, 점점 싱가포르 이민정책도 규제가 강화되어 EP비자 갱신도 
좀 복잡해졌고... 무엇보다 당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려면 PR을 받아야만 
했다. (중략)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 만약 결혼을 했으면 이런 식의 싱가포
르 생활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 PR을 일찍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쿠웨이트, 중동 등지에서 일했고, 그 전에는 영국 소재 
글로벌 기업에서 일했다.
(연구자) 이렇게 오랜 시간 싱가포르에 거주할 줄 알았나? 처음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했나? 영주권을 받을 생각이 있었나?
(앤드류) 꿈에도 몰랐다. 16년 전, 세계 도처에서 일하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
로 옮겨 다니던 시절에, 싱가포르로 휴가를 왔다. 당시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에게 특히 나 같은 백인에게 아주 우호적이던 시기였다. 어느 바(bar)에서 도이
치뱅크 간부를 만났고, 면접인지도 모른 채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어 은
행가로 오랜 기간 일했다.
(연구자) 계속 싱가포르에서 살 건가? 귀화할 생각은 없나?
(앤드류) 귀화할 생각은 없다.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앤드류, 영국인, 영주권자, 남 50세, 컨설팅 사업가)

  이 사례에서 “엄마는 아직 영국에 계셔서 1년에 한번씩 영국에 간다”, “만약 결혼
을 했으면 이런 식의 싱가포르 생활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앤드류의 서술에 나타
나듯, ‘가족’의 존재가 본국에 대한 유대감과 귀속감을 이어가는 데에 중요하게 작
용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에서의 영주권, 시민권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자
리하고 있었다. 많은 이주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자라난 곳,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
는 고향을 자신의 ‘집’이자 ‘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는 경제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더 많은 부를 추구하
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나라로 ‘쉽게’ 이동해간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앤드류에게 



- 122 -

그렇듯 실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에게는 ‘뿌리’와 ‘귀속감’이 여전
히 중요하다. 단지 그 모습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우선, 20년 넘게 
싱가포르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언뜻 보면 본국에 대한 
향수나 ‘고향’이라는 의미가 끊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단절되었다기보다는 끊임없
이 재상상되고 있다. 끊임없는 상상 혹은 재상상은 고향에 남겨진 가족의 존재, 노
스탤지어, 교민회, 통신기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전지구화가 야기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다중적 귀속감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요컨대 싱가포르의 장기거주 영주권자들은 ‘뿌리없이’ 이동해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싱가포르라는 공간에 실재하며 이곳에서 호흡하며 이곳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뿌
리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제 이주자들은 본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에 ‘다중
적 귀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장기거주 영주권자들이 
보여주는 ‘뿌리’는 두 가지로,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본국과의 상상의 ‘뿌리’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에서의 실제적 ‘정착’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이렇듯 교통,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주자들은 본국이 아닌 타
국에 ‘뿌리내린 채로’ 본국에 대한 ‘뿌리’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
중국적이라는 물리적 조건이든, 다중적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조건이든, 바야흐로 
‘동시적 다중성’(simultaneous multiplicity)(Glick Schiller 2006)을 담지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싱가포르의 장기거주 영주권자들이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많은 백인들은 앤드류와 닮아있다. 우연찮게 싱가포르에 
이주해와 20년이 넘는 시간을 싱가포르에서 살았지만, 싱가포르의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않는’ 코스모폴리탄이라기보
다는 싱가포르라는 곳에 20년 넘게 ‘뿌리내리고’ 사는 존재이다. 동시에 본국에 대
한 향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재상상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또다른 사례로 토마스는 미국인으로 싱가포르 주재 22년차 영주권자이다. 왜 그
는 22년씩이나 싱가포르에 머무르는 것일까? 그는 싱가포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때로는 숙련된 글솜씨로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
하기도 한다. 다양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는 자기 나름대로 보편적 가
치를 추구하며 인권을 중시하는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한다. 토마스는 그의 말을 빌리
면 “싱가포르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좋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를 실천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전형적인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이기도 하다. 1986년에 싱가
포르에 들어와 외국계 은행 아시아 지부를 설립하는 역할을 한 이래 일본, 한국 등
지에서도 6-7년 일을 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아시아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싱가
포르가 좋았다고 한다. 22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그는 고급 주재원으로도 있었고, 



- 123 -

현지채용 EP비자 신분으로도 있었는데, 확실히 고급 주재원 신분으로 있는 것이 경
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싱가포르에서 살기는 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다가 1996
년에 콘도를 구매한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리고는 싱가포르가 ‘집’처럼 느껴졌
다고 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장기거주 영주권자 중에는 앤드류나 토마스처럼 고소득층 백인 고급인
력이 있는 반면, 애비게일처럼 HDB에 사는 중간층 백인 고급인력도 있다. 매주 일
요일 오후 애비게일은 동네 운동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간다. 싱가포르 거주 
17년차인 그녀는 폴리테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 미술 강사인 동시에 화가이
다. 그녀는 또한 주말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재능 나눔 차원에서 아이
들에게 미술공부를 시켜줬고 기타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그녀는 인종적으로는 백인
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고급인력과는 달리 싱가포르 사회 속에 녹아들
어 로컬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즐겨하는 여성이다. 그녀를 처음만난 곳도 국경일 
만찬이었는데, 싱가포르 국기를 흔들며 열광하는 그녀의 모습이 진심으로 싱가포르
를 사랑하는 백인의 모습으로 비쳐졌다. 
  그녀는 ‘그냥 주우세요!(Just Pick it Up!)’이라는 쓰레기 줍기 운동을 실천하여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왜 이런 운동을 시작했을까? 최근 10년 사이에 
싱가포르에 만연하게 된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외국인으로 나누는 편가르기, 중국 
본토 출신 이주자들은 쓰레기를 땅에 버린다는 부당한 고정관념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깨끗함의 상징인 싱
가포르의 거리를 더럽히는 것이 싫었고, 이웃들 간에 인종 혹은 국적을 이유로 분열
이 일어나는 건 더욱 싫었다. 이런 연유로 그녀는 ‘Just Pick it Up’을 외치며 동네
의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일요일 오후면 거리에 나가서 동네 아이들
을 데리고 쓰레기를 줍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본국으로의 영구 귀
국을 앞두고 있었다. 17년간 영주권자 신분으로 장기거주했지만 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가 시민권을 가진 다른 이주민에 비해 싱가포르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
나 싱가포르를 덜 사랑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녀가 본국으로 출국하기 
한 달 전에 열린 그녀의 마지막 미술전에서 그동안 그려온 싱가포르의 소소한 풍경
들의 변화 궤적을 바라보며 그녀의 기나긴 인생 궤적 역시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장기 거주 영주권자 유형은 백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백인 외에도 눈에 
두드러지게 싱가포르에서 장기 거주하는 집단으로 말레이시아 화교를 눈여겨볼 필
요가 있다.

[사례 5-8] 케플베이 콘도의 바비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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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케플베이 콘도에서 바비큐 겸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가 있었다. 포
틀럭 파티는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서양식 파티로 참석자들
의 국적이 다양할수록 여러 가지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재미있다. 25명 
남짓 되는 참석자는 40-50대의 의사, 변호사, 교수, 컨설턴트, 은행가 등 다양
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토요일 한적한 오후 세시 수영장 앞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은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다. 오늘의 호스트인 의사 
피터는 싱가포르 선주민으로 훤칠한 풍채를 자랑하는 남성이며, 그의 부인인 
비키는 말레이시아 출신 화교로 신규 시민권자이다. 특이한 점은 이 부부를 제
외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장기거주 영주권자라는 점이다.
  더욱이 또다른 신규 시민권자인 치환이라는 생명공학과 교수와 중국 본토에
서 온 이셩씨 부부, 독일인 부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말레이시아 화교 영주권자
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치환 역시 귀화 전 말레이시아 화교였으며, 
그의 아내도 말레이시아 화교 영주권자이다. 변호사 릴리도, 컨설턴트 줄리아
도, 의사 제레미도 모두 말레이시아 화교 영주권자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생각
보다 훨씬 많은 말레이시아 화교 영주권자들이 바로 옆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케플베이콘도, 영주권자 모임 참여관찰)
 

  이 자리엔 25년간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지내다가 귀화한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 
여성과 여러 나라의 혼혈이 섞인 미국인 시민권자이자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남편, 
20년 넘게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지내온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 여성도 함께 하고 있
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조합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다. 연구자가 싱가포르 선주
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의 장기거주 영주권자인 
일 또한 조사 내내 겪게 되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화인은 싱가포르 화인과 ‘문화
적으로 비슷해서’ 별 거리낌 없이 싱가포르 속에 녹아들 수 있고, 싱가포르 사회 각
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사례 [5-8]처럼 15년 때로는 20년 넘게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영주
권자로 살아가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화교들이 많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계를 우
대하고 화교를 차별하는 ‘부미뿌뜨라’ 정책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차별을 느낀 수많
은 화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해온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역사적, 경
제적, 대외적 관계 및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이
주자에게는 중앙연금(CPF)이나 공영주택(HDB) 구입 등에 있어 다른 국가 출신의 이
주자에 비해 높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들에 힘입어 싱가포르의 장
기거주자 중 큰 규모를 말레이시아 화교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싱가포르 선주민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선주민과 비슷한 매너와 
말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물론 싱가포르에 거주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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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었으니 말레이시아인으로서의 외양적 지표가 사라지고 싱가포르화된 것이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지나칠 정도로 싱가포르 선주민과 구분점이 
없었다. 더욱이 굳이 20년 넘게 떨어져 있어 많은 부분 고리가 끊어진 말레이시아
의 국적을 아직까지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이들이 싱가포르에 장
기거주하며 말레이시아와의 고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은퇴 후 계획이나 말레이시아 
보유 부동산 유지 등의 실리적인 이유와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대한 향수라는 정서
적인 이유로 양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장기거주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는 
실리적인 목적과 뿌리내림에 대한 갈망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인과 말레이시아 화교처럼 싱가포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장기거
주 영주권자는 어떻게 본국 그리고 고향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 
다중적 귀속감 중 본국에 대한 귀속감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과
거의 이주자들은 종교 모임, 사교 클럽, 본국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를 비롯한 교
민사회 등을 오가며 본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연결고리와 더불어, 
오늘날 다중적 귀속감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크게 작용한 두 가지 새로운 요인이 
있다.
  첫째, 전지구화에 힘입은 전자매체의 발달,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공
간이 압축”(Harvey 2009)되었다. 현재의 이주자들은 항공편의 증편과 시간 단축으
로 본국과 정착국을 전보다 자주 오가게 되었고, 스카이프나 왓츠앱(What’s App)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본국과의 교신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저렴한 방법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5-7]의 앤드류가 스카이프로 과거에 비해 모친과 자주 
통화를 하고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하듯 많은 이주자들은 비약적으로 발달한 
통신기술로 고향과의 끈을 보다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경쟁 시대에 각국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경쟁에도 애쓰지만, 
자국 인재를 보유하거나 이주해 간 자국 인재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컨택 싱가포르를 통해 해외 거주 자국민들과의 
고리를 유지하고, ‘싱가포르의 날’ 등의 행사를 열어 교민들의 귀속감을 고취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다중적 귀속감이 실천되는 생생한 현장
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관람하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의 모습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었던 2014년 여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자주 가는 클락키의 바와 레스토랑은 교민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관람
하기 위한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많은 술집들은 월드컵 대
진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였고, 경기가 있는 나라의 국기를 걸어놓고 손님
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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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9]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 드러난 코스모폴리탄의 다중적 귀속감
미국과 독일의 경기가 열리는 클락키의 펍. 외국인 고급인력의 주요 집결지인 
이곳 펍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손님의 반은 미국인, 반은 독일인으로 경기 내내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축구에 열광하는 외국인 고급인력들
이 서로 자국 팀이 선전할 때 환호하거나 야유하는 모습은 운동경기 응원을 넘
어 국가 간의 소전투를 방불케 했다. 재미있는 건 대형 스크린에선 미-독전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바로 옆의 작은 스크린에서는 포르투갈-가나전이 펼쳐지고 
있어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소수의 포르투갈, 가나 출신의 고급인력까지 합세하
여 자신의 팀이 우세할 때 환호성을 질러대서 흥미로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었
다. 이 광경이야말로 코스모폴리탄의 도가니가 아닐까 싶다. 미국인들과 독일인
들은 각각의 교민단체인 미국인 클럽(American Club)이나 독일인 클럽
(German Club)에서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늘 경기를 참여
관찰할까 망설였는데, 클락키처럼 다같이 모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외국인 
고급인력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 훨씬 흥미로웠다. 미국인들과 독일인들은 상
상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서로에게 야유까지 보내가며 경기를 
관람했고 미국이 패하자 미국인들은 기분나쁜 표정으로 곧장 자리를 뜨는 모습
을 보였다. (클락키, 외국인 고급인력의 브라질 월드컵 미-독전 관람 참여관찰)

  이처럼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이 보여주는 본국과의 고리는 생각보다 직
접적이었으며, 뜨거운 감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각 교민단체에서는 교민이 함께 관
람할 수 있는 장소와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싱가포르 주재 교민과의 유대관계를 유
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던 옆 테이블의 미
국인 여성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무료 영상통화로 본국의 남자친구와 서로의 
경기관람상황을 보여주며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함께 월드컵을 
즐기고 있었다. 급속한 매체의 발달로 장거리 커플이나 부부의 교신이 한층 원활해
진 시대가 온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장기거주자로 머무르며 다중적 귀속감을 가
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싱가포르의 영주권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
르 정부는 외국인 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이중국적을 인정해주지는 않
지만, 대신 개방적인 영주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쪽을 택했다. 이들 외국인 고급
인력이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부담 없이 영주권자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은 굳이 본국 시민권을 
버리고 귀화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주권자로 머무르는 쪽을 택한다. 또한 이러
한 특혜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싱가포르를 ‘집’으로 느끼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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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치가 되어 주었다.
  연구자가 귀국 두 달여를 남겨두고 참석한 ‘독일인클럽’(German Club) 주최 파
티에서 40대 후반의 독일인 사업가가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동성’이 팽배한 싱
가포르라는 공간이 가지는 나름의 ‘끌어당기는 힘’을 보여준다. “신디(연구자의 이
름), 당신 2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생각은 그렇겠
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보니 2달이 2년, 2년이 20년이 되더라
고요. 싱가포르가 자석 같아서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이면,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
리 모두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싱가포르 거주 
20년이 넘은 그는 그러한 장기거주의 이유를 ‘자석 같음’이라고 표현한다. 
  그가 표현한 ‘자석 같음’ 내지는 ‘끌어당기는 힘’은 초국적 시대의 또 다른 ‘뿌리’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로의 이주 선택이 가능한 가운데 
한시적으로라도 싱가포르에 뿌리내리도록 다시 말해 정착하도록 당기는 힘을 의미
한다. 그 자석 같은 힘은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 당근과 채찍을 절
묘하게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 관리하여 이들을 싱가포르 
경제발전의 주요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골자이다. 그 핵심
에 바로 이 개방적인 영주권 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EP비자 소
지자들이 손쉽게 영주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시민권자와 별다를 바 없
는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조건 하에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에서 15년간, 20년간 양국에 대한 애정을 품은 채 그렇게 살아
간다. 이들은 싱가포르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본국에 대한 ‘뿌리’
를 끊임없이 재상상하며 살아가는 다중적 귀속감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이렇듯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시민권 전략은 매우 중첩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물론 
실리만을 추구하고 뿌리내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영주권자도 다수 존재하지만, 이
들 실리적 영주권자 역시 대부분 둘 혹은 세 개 이상의 국가에 다중적 귀속감을 가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 집단 전체에 부과되는 실리주의적 ‘무임승
차자’라는 고정관념은 ‘뿌리없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과 결합되어 즉,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이 가지는 다층성과 결합되어 더 큰 오해와 오인을 양산하고 더 많은 고정관
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한층 심화된 데에는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이
라는 정의 자체에 유연하고 실리적인 전략, 열린 마음, 도덕적 가치, 세계정부, 뿌리
없음, 뿌리내림이라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의미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복잡한 맥락은 당사자인 영주권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실제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동성이 높은 유연한 코스모폴리탄
은 뿌리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비로소 이들의 이주궤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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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모순어휘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싱
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보여주는 귀속의식은 단순히 몸은 이주해간 나라에 있
지만 마음은 본국에 있다는 식의 다중적 귀속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본고의 외
국인 고급인력은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정착국에 진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서도, 상상을 통해 본국에 대한 뿌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정착국에서의 ‘실재’하는 뿌리와 본국에 대한 ‘상상’의 뿌리를 동
시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다중적 귀속감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2. 신규 시민권자들의 이야기

  이 절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연구대상은 외국인 고급인력 중 종국적으로 싱가
포르 시민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로 귀화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시민권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왜 싱가포르 시민이 되는가? 또다른 전략인가 아니면 정부의 기
획에 의해 싱가포르의 시민으로 양성된 것인가? 이 절에서는 주로 어떠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싱가포르의 신규 시민권자가 되는지를 살펴본 후, 시
민권 발급 요건, 신청절차, 권리와 의무 등을 민족지적으로 기술한다. 아울러 이들
이 싱가포르에 대해 느끼는 귀속감, 본국에 대해 느끼는 향수, 고향과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코스모폴리탄이라 불리는 고급인력 이주자들로 가
득한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 시민권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본다.  
 
1) 신규 시민권자들의 이주 궤적  

  이 절에서는 팻과 일레인, 데이빗, 구루라는 신규 시민권자 네 명의 구체적인 내
러티브를 따라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초국적 이주 시대 시민권과 국가귀속감의 의
미를 탐색해 본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후 최근 5년 사이에 싱
가포르로 귀화한 인물들로 인도인 구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교라는 공통점을 갖는
다. 팻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40대 중반의 성공한 소아과 의사의 아내로,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역시 말레이시아 출신인 일레인은 40대 중반의 헤드헌터 회사 사장으로 
팻과 유사한 조건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궤적을 밟아왔다. 데이빗은 20대 후반의 
홍콩 출신 남성으로 아직 미혼이며, 구루는 50대 초반인 인도 출신 남성 사업가이
다. 네 사람의 가족사, 시민권 취득 동인, 이주 궤적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을 통하
여 이들 개개인의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물론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변화 궤적과 그
에 따른 이주자들의 선택의 변화 양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 
  이들 네 명을 택한 이유는 이들이 모든 싱가포르 귀화자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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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새로운 종류의 시민권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싱가포르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귀화자면서도,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1절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고급인력의 영주권 취득 동기와 이주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면, 여기
서는 최근 싱가포르로 귀화한 네 사람의 이주 궤적을 세밀하게 기술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에서 원하는 귀화자 ‘감’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논의의 
초석을 마련한다. 

팻 이야기

  팻은 싱가포르의 부촌 부킷티마(Bukit Timah)의 고급저택에 사는 네 아이의 엄마
이자 가정주부다. 남편인 빅터는 명망있는 소아과 의사이다. 두 사람 모두 말레이시
아 출신의 화교로 NUS에서 만나 결혼했으며 최근 귀화했다. 넷째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까지 팻 역시 약사로 활동하는 싱가포르의 전문직 영주권자였다. 1년 전, 이 가
족은 싱가포르로 귀화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
게 하고 싶어서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문화자본을 향유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팻은 자신들의 이주동기와 귀화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사례 5-10] 이주 동기는 충족
처음에 싱가포르에 오겠다고 생각한 동기는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따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왔는데, 두 가지를 다 성취했고 결혼도 했어요. 싱
가포르라는 국가는 나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대해 
불평하는 싱가포르인들은 아마도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
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도 많지만 이곳은 전반적으로 매우 살기 좋은 곳이에
요. 이상향, 완벽한 장소라는 것은 없지 않나요? 나는 싱가포르인이 된 것에 전
혀 후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앞으로 어떤 궤적을 그리며 살아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선
택은 아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니, 세계가 지
금보다도 더 가까워지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주
재원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나도 처음 싱가포르에 유학 왔을 때는 말레이시
아로 영영 돌아가지 않고 싱가포르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번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나는 현재의 생활에 
꽤나 만족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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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팻이 처음 스콜라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이후 영주권
자가 되거나 싱가포르 시민으로 귀화하는 등의 신분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
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가 되어 의무복무를 하던 중 결혼을 했
고 그 이후 아이를 낳고 살다보니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결혼과 가족, 특히 
자녀 문제는 사람들의 이주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팻 역시 이주자들은 
대부분 (재)이주 결정에 있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고려하
게 된다며, 본인 가족의 경우에도 시민권 취득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한 것
이었다고 피력한다. 

[사례 5-11] 귀화 결정은 아이들 때문
사실 빅터와 나는 PR(영주권자)로 있든 시민권자로 있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에 딱히 시민권자가 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귀속
감을 갖게 하려면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민권을 받은 겁니다. 아이
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말레이어도 모르고, 말레이시아에 아무런 귀속감도 느
끼지 못하니까요. 나랑 빅터에게야 말레이시아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추억이 
있는 장소이지만 아이들에겐 친척들이 사는 장소 정도가 아닐까요. 이미 아이
들은 말레이시아와의 고리가 끊어졌기에 아이들이 말레이시아로 가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귀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들이 그렇듯 그녀 역시 이주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 나라로 이주해 와서 시민이 되는 것에는 흡입-배출 요인이 있다
는 이주 이론에 기대어 이를 설명했다. 무엇이 본국을 떠나게 하는가가 배출 요인이
고, 새로운 나라가 당신을 시민으로 귀화하게끔 만드는 것이 흡입 요인이라면, 두 
가지에는 균형점이 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상을 유지하는 장기거주자
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족은 20년 간 큰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장기거주하다가 최근 자녀들로 인해 그 균형점이 깨지며 귀화 선택을 
했다. 남편인 빅터의 동료 의사 역시 싱가포르에 아주 오래 살았지만 계속 EP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영주권자로 전환했는데, 그 이유는 말레
이시아의 화인 차별법에 이젠 “질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화교 차별적
인 부미뿌뜨라 정책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에 영주권 취
득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남편인 빅터를 같은 스콜라 프로그램으로 대학에서 만났지만, 말라카
(Malacca)의 작은 마을 출신인 자신과 조호르(Johor)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싱가포
르로 통학하던 부유한 의사의 아들인 빅터의 이주 경로와 경험에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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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했다. 지금은 이것이 부모 부양 방법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한다. 부모 부양
은 자녀 양육처럼 최우선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시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팻의 가
족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것은 이후 부모 이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조호르에 거주하는 빅터의 부모는 종종 
방문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본토에서 4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말라카에 사는 팻
의 어머니는 자주 볼 수 없다. 70세에 이른 팻의 어머니는 교회 활동, 친목 모임, 
여가 활동 등 모든 삶의 터전이 여전히 말라카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완전히 
모셔오기는 힘들다고 한다. 팻과 팻의 오빠를 만나러 어머니가 종종 싱가포르에 방
문하긴 하지만, 올 때마다 싱가포르의 삶이 너무 바쁘고, 팻이 항상 운전을 해줘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녀는 
싱가포르는 연세가 많을 경우 살기가 좋은 곳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템포가 너
무 빨라서 은퇴 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덧붙여서 이것은 
부모가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할 때의 일이며, 거동이 어려워질 경우 부모를 싱가포
르로 초청하여 부양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러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듯 한 사람이 싱가포르로 이주해오면, 이후 가족 모두가 이주해오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녀처럼 싱가포르로 이주해온 후 자리를 잡
게 되면 형제자매들이 이주해 오고 종국에는 부모님을 모셔오는 형태가 아주 많다
는 것이다. 종국에는 고향에는 남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고향에 다
시 돌아가지 않게 되고 결국은 고향과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팻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직 고향에 계시니 가끔 찾아간다고 하며, 가족이 없다면 말레이시아에 
찾아가거나 돌아갈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일레인 이야기

  일레인은 싱가포르 드림의 주인공이다. “성공했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고 여전히 
노력 중”이라는 그녀의 겸손한 미소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화교여성의 단호한 눈빛과 함께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팻과 비슷
한 나이와 미모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로 이주해왔지만 전혀 
다른 이주 궤적을 밟아왔다. 
  1994년, O-level59)을 마친 열여덟 살의 일레인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싱가포
르로 이주해 왔다. 사라왁(Sarawak) 출신으로 가정형편상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진학

59) O-level(ordinary level)은 영국의 고등학생들이 10학년 내지 11학년 때 치는 시험이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학교들은 O-level 시험을 봐야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졸업시
험으로도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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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싱가포르 행을 택한 이유에는 역시 부미뿌뜨라 정책이 자
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입시험을 잘 봤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가난한 형편
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는데, 그녀보다 공부를 못했던 말레이 원주민 친구는 장학
금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하는 부조리한 현상을 지켜보는 것은 괴롭고 억울한 일이
었다고 한다. 처음 그녀가 싱가포르에 왔을 때 그녀는 EP비자가 아닌 ‘근로허가
증’(Work Permit: WP) 소지자였으며, 싱가포르에 와서 낮은 봉급을 받으며 일을 
하며 공부를 하는 생활을 했다. NUS 같은 대학이 아니라 사설기관에서 공부를 하
며 영어도 익혔다는 그녀는 주경야독이 힘들었지만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이후 학위를 받은 후 회계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며 중앙연금(CPF)에 가입할 수 
있는 EP비자로 비자를 전환할 수 있었다. 2004년부터는 헤드헌팅 쪽으로 직종을 바
꿨으며, 몇 년 전 헤드헌팅 회사를 세워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녀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게 솔직히 아주 힘들었다. 집세, 식비 모든 것을 부담하
면서 일하고 공부해야 했을 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어린 동생들의 학비까지 송금해
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고,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라고 회고한다.
  이후 남동생 역시 싱가포르로 이주해와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금융 계
통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발령이 나서 주재원으로 나가 있으며, 여동생은 호주에 거
주한다. 부모님은 아직 사라왁에 계시는데, 남동생의 아이를 돌봐주러 싱가포르에 
와계시다가 남동생의 미국 발령 이후 다시 사라왁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라왁이 삶의 터전이며 친구도 일상생활도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 아련한 그
리움이 묻어난다.
  그녀는 2001년에 영주권자가 되었다. 당시엔 영주권 취득이 매우 쉬웠다고 회고
한다. 최근 시민권자가 된 그녀가 싱가포르로 귀화한 이유에는 ‘귀속감’이라는 키워
드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례 5-12] 귀속감을 갖고 싶었어요. 
(일레인) 귀화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나의 경우에는 실리적인 
이유보다는 귀속감을 가지고 싶었단 게 클 겁니다. 
(연구자) 아이 교육을 위해서 시민권 받은 건 아닌가요?
(일레인) 물론 그 이유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강한 이유는 내가 싱가포르인이
라는 것을 더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는 내게 많은 것을 주었고 나는 이 
곳에 강한 귀속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말레이시아와의 고리는 끊어졌어요.
(연구자) 그렇다면 혹시나 이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게 되거나 다른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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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해 가도 싱가포르 시민권을 계속 지킬 것인가요?
(일레인) 물론입니다. 나는 싱가포르 시민인 게 자랑스러워요. 
(연구자) 남편 토니는 왜 싱가포르 시민권을 받지 않나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
갈 생각에서 그런거 아닌가요? 
(일레인) 아직 싱가포르에 대하여 그런 마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인이라 
그런가. 암튼 난 미국 가서 거주는 할 수는 있지만, 국적을 또 바꿀 생각은 없
어요. 

  남편 토니의 경우 같은 화인이지만,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 받고 일을 한 미국 시민권자로 별도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로 귀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아직은 미국을 자신
의 조국이라고 느끼지 그와 유사한 종류의 귀속감을 싱가포르에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에 대해서 얼마나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
문에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진정한’ 싱가포르인이 되었음을 강조하
였다. 다음의 사례가 싱가포르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례 5-13] 난 싱가포르에 속해 있는 싱가포르인이다.
(연구자) 질문이 좀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18년간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국가
인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사아의 관계가 매우 묘하고 민감합니다. 만약 전쟁이나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은가요?  
(일레인) 확실하게 싱가포르를 편들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나를 돌보아줬기 때
문입니다. 나는 싱가포르를 ‘집’(Home)이라고 생각해요. 싱가포르에서 많은 것
을 받았고 싱가포르인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난 싱가포르에 속해 있는 싱가포
르인이에요. 귀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일레인의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기회의 땅’이자 ‘집’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말레이
시아에서 받은 기회의 박탈로 인한 상처는 싱가포르에서 기회의 획득으로 전치되었
고,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그녀에게 싱가포르는 ‘집’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데이빗 이야기

  데이빗은 싱가포르에 거주한지 13년이 된 홍콩 출신 29세 남성으로 싱가포르 시
민권을 갓 취득하였다. 그는 NUS를 졸업했으며, 졸업 후 바로 영주권을 받았다. 17
세에 싱가포르로 유학 와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홍콩인으로는 독특한 이력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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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첫 면담에서 이주 동기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홍콩에 너무 오래 살아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홍콩에서 태어나 교육 받으며 17년을 보냈
으니, 다른 세계에서도 살아보고 싶었고 싱가포르가 좋아보여 이주를 선택했다고 대
답했다. 싱가포르는 음식도 다채롭고 에너지가 넘치는 즐거운 장소라 오고 싶었다고
도 덧붙였다.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그는 첫 면담 때의 이러한 피상적인 대답과 달
리, 1997년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 이후 달라진 홍콩이 이주 결정을 확고하게 했다
고 털어놓았다.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 등 더 이상 홍콩은 과거의 홍콩이 아니라고 
느꼈으며, 자신처럼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에 회의를 느껴 이주해가는 사람들
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부터 싱가포르로 유학을 위해 이주해온 사례인데, 당시 홍콩 사람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사업을 목적으로 오는 사례는 많았지만, 고등학교부터 유학 오
는 것은 독특한 사례라 교장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한다. 수많은 중국 본
토 출신의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이 모종의 차별을 느꼈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교우
관계 등 모두 좋았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거쳐 NUS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이후 외
국계 기업에 취업할 때까지 한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그가 싱가포르로 
귀화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사례 5-14] 이곳이 내 삶의 터전
(연구자) 왜 싱가포르로 귀화했나요? 홍콩이 그렇게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지, 가족들이 거기 있어서 떠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국가의 시민권을 버리
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데이빗) 우선 홍콩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싱가포르가 좋아서 이곳에 
온 것이고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홍콩 자체가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물론 홍콩 쪽에 귀속감도 있었고, 
친구들도 그곳에 아직 있지만, 그 점에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13년
을 살았고, 대학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되었고 지인
들과 친구들도 모두 이곳에 있어요. 특히 엄마도 이곳으로 모셔왔고 여동생도 
이제 이곳에 살고 있어요. 곧 결혼할 중국 본토 출신 여자 친구도 이곳에서 만
났고, 앞으로 이곳에서 신혼생활을 꾸리게 될 거예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실리적 이득 추구를 위해 영주권과 시민권
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그는 매우 전략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이러한 실리적인 요소를 견지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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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가 보여준다.

[사례 5-15] 이중국적 문제
(연구자) 홍콩은 이중국적이지만, 싱가포르는 이중국적이 아닌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중국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안하나요?
(데이빗) 그런 생각은 깊이 안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경우 싱가포르 
시민권 취득 후에도 홍콩 영주권자로 남아있어요. 
(연구자) 아, 그래서 큰 문제가 안되는 거군요.
(데이빗)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집처럼 홍콩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권은 싱가포르 것이지만, 여전히 홍콩의 신분증(IC)이 살아있는 것이
죠.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싱가포르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말레이시아의 모든 신분증(그것이 IC든 영주권이든)이 말소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마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많은) 것들을 해줄 테니 너희 역
시 그만큼 해라. 즉, 이중국적 같은 거 생각지 말고 하나의 국적만 택해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나 역시 싱가포르가 아니라 미얀마나 뭐 다른 나라 
국적이었다면, 아마 홍콩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국적
은 내게는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홍콩의 경우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더욱 그런 결정을 가속화시킨 것 같네요. 다시 
말해, 나는 싱가포르를 위해 홍콩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싱가포르 
PR을 싱가포르 시민권으로 상향조정한 동시에 홍콩의 시민권을 홍콩 PR로 하
향조정한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데이빗은 싱가포르 거주 4년이 되던 시점에 어머니와 여동생 역시 싱가포르로 이
주해왔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홍콩에서 퇴직해야 할 시점 즈음해서 싱가포르로 
오셔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고 했으며, 여동생 역시 홍콩에
서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곧 싱
가포르로 귀화할 것이며 싱가포르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1년 후 한국을 방문한 그녀의 여동생과 별도 면담한 결과 간호사인 여동
생은 싱가포르 생활이 즐겁긴 하지만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홍콩이 더 좋고, 데이빗
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거절당했다고 불평하였
다. 다시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년에 임금이 올라가면 이제 시민권 발급요건
을 갖추겠지만, 엄마도 싱가포르 생활 속에서 많이 외로워하고 홍콩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워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이처럼 같은 가족 내에서도 약간의 소득 차이로 어떤 사람은 시민권을 발급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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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 이야기

  구루는 싱가포르 거주 25년째인 인도 남부 케랄라(Kerala) 출신의 50대 초반의  
신규 시민권자 남성이다. 많은 인도 출신 싱가포르인들과 마찬가지로 구루 역시 싱
가포르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부모와 함께 인도로 이주해갔고, 그 후 싱가포르로 돌아온 사례이기 때문이다. 구루
보다 먼저 싱가포르로 귀화한 구루의 아내 역시 인도 출신으로 싱가포르와의 인연
은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싱가포르 독립 즈음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많은 인도인들이 싱가포르를 떠나 인도로 재이주해 가던 시기에 그녀의 어머니 역
시 인도로 건너가 그녀를 낳았다. 그녀는 인도에서 교육받았고 그 이후 다시 싱가포
르로 이주해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이다.
  구루는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싱가포르로 건너와 일을 하기 시작했다. 동남
아 인근 국가들과의 사업을 하며 이들 국가에서 단기 거주도 많이 했지만 줄곧 싱
가포르에서 이른바 장기거주형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아왔다. 인도인 사업가인 구루
는 싱가포르로의 귀화 결정에 있어 가족과 같은 국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국인 인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그럴 의지도 없어진 것이 귀화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5-16] 인도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 같아요. 
난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인도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 같아요. 아
이들의 경우는 아예 인도와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굳이 영주권자로 남겨둬야 하
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귀화시켰죠. 앞으로 인도로 돌아갈 계획
도 없고요. 나도 싱가포르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무엇보다 와이프도 아이들도 
모두 싱가포르인인데, 나 혼자만 인도인으로 있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영주권자 시절의 구루처럼 가족 중 일부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이
며 일부는 본국 국적을 소지하는 경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리적인 이유와 
뿌리에 대한 갈망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바야흐로 코스모폴리탄 가족
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싱가포르로 귀화한 네 
명의 인물들은 국적은 다르지만 모두 중국계와 인도계로 싱가포르의 주요 종족집단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정부 주도의 코스모폴리탄 프로
젝트 시행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코스모폴리탄한 인구들이 들어올 
것이 기대되었으나, “결국 싱가포르로 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 아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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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싱가포르 시민의 인구 구성이 더 다양해지지는 않았
다”는 여와 황(Yeoh and Huang 2003: 335-336)의 양적 조사와 궤를 같이 한다. 
선택된 네 가지 사례 외에도 신규 시민권자, 영주권자, EP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시아인의 경우 답변이 양분되었던 것에 반
해 대다수의 백인들은 그럴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둘째, 이들의 귀화는 문화적, 역사적 뿌리에 따른 구이주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
트 이후의 신이주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팻, 일레인, 구루는 싱가포르의 초기 
이민자 집단인 화교와 인도계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팻과 일레인 
같은 말레이시아 화교는 싱가포르 화교와 이민집단으로서의 뿌리가 같고, 현재의 말
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영국령 말라야(British Malaya)라는 동일한 식민지 국가 경
계 내에 존재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 구루 역시 싱가포르 인도 이
민자의 재귀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귀화에는 역사적, 문화적 뿌리가 있으며 싱가포르의 구 이민세대와 연속성을 갖는
다. 이에 반하여 데이빗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정부 주도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 이후에 들어온 ‘신이민자’의 새로운 범주로 ‘신화교’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2) 시민권: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귀속감

 

  시민권의 핵심적인 요소는 권리와 의무이다. 다시 말해 시민권은 국민국가가 자국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은 국가에 의무를 다한다는 사회적 계약이다. 전지구
화와 초국적 이주가 나날이 심화되는 시대에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의 미묘한 균형
점을 찾는 것은 국민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양자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시민은 불
만을 품고 타국으로 떠날 것이며 이주자들은 귀화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근대 국민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인 시민에게 귀속감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갖추고 그런 활동을 일상적으로 벌인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에는 이러한 애국심 고취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주자가 귀화한 후 누리는 차
별화된 권리와 의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애국심 고취 활동과
는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자.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권리로는 자녀 교육 혜택, HDB 매매 및 임대 관련 특혜, 여
행의 자유, 안정된 신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내지는 귀속감, 선거권 등이 있다. 이
와 대비하여 시민권자의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2세의 의무군복무
가 있지만, 이는 영주권자 2세에도 해당되는 의무이다.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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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된 이유는 자녀 교육과 미래, 가족관계, 싱가포르 시민권의 실리적 가치, 본국
에 대한 귀속의식의 약화, 싱가포르에 대한 귀속의식의 강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싱가포르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권리는 경제적 혜택 측면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 시민권자들은 많은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혹은 자녀에게 국가에 대한 귀속감60)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귀화를 결정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규 시민권자들이 공통적으로 싱가포르 귀화 후 느끼는 장점으로 꼽는 부분은 
싱가포르 여권이 여행 시 새로운 자유를 부여해 준다는 점이다.

[사례 5-17] 여권의 가치  
(연구자)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영주권자 시절과 다른 장점은 뭔가요?
(일레인) 뭐니뭐니해도 싱가포르 여권의 유용함을 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
권으로는 어느 나라나 쉽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말레이시아 여
권을 가졌을 때처럼) 공항에서 길고 긴 줄을 서서 불편한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고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본 사람만 알겁
니다.  
(팻) 여행이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나라로 여행 갈 때나 이젠 줄을 길게 서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출입국 심사 받을 때 심적으로 편해요.

  중국 본토나 말레이시아, 인도처럼 국경을 넘나들 때 출입국 문제로 불편을 겪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의 경우, 싱가포르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전세계 
어디를 갈 때나 비자 발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
용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고급인력의 계층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부여하는 시민권의 권리와 혜택을 ‘받아들이는’ 입
장이 각기 다르다. 부유층 귀화자의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
제적, 물질적 혜택이나 권리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5-18] 실리적인 이유만이라면 굳이 시민권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었죠.
사실 우리 부부의 경우 실리적인 이유만이라면 굳이 시민권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었죠. 아이들을 사립학교로 보내고 있으니 시민권자 아이들이 누리는 혜택인 
좋은 공립학교 배정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도 있고 부동산

60)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노력을 행하는지 그
리고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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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좀 있지만 토지 형태니까 HDB 개조를 통해 얻는 이익은 우리랑 크게 관계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형편도 아니고... PR로 있어도 어차피 아들이 군대 가
야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지만 귀속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
제 말레이시아와의 고리는 아이들의 경우 완전히 끊겨 버린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뭔가의 뿌리를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팻, 말레이시아 화교)

[사례 5-19] 자녀 교육과 출산, 양육 보조금
시민권 취득 후 첫째 아이 학교 보내는 문제도 그렇고, 둘째 아이 출산, 양육 
보조금 등 재정적인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제일 좋았던 것은 공립학교에 아이
들을 보낼 때,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민권자가 된 후, 린다(일레인의 딸)를 래플스여학교(Raffles Girl’s School)61)

에 보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일레인, 말레이시아 화교)

  부유층인 팻의 경우 실리적인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귀
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간층은 물
론이고 중상층에 속하는 일레인의 경우에도 자녀 교육이나 HDB 구입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혜택 등의 실리적인 이유는 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정책 변화에 따라 영주권과 시민권의 권리에 있어 차등이 심화된 이후, 시민
권 신청률이 급증한 것은 이러한 실리적인 유형의 귀화자들이 많다는 사실의 방증
이기도 하다. 물론 1절의 영주권자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 실리추구형
이라고 해서 귀속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귀화자들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가지게 되는 귀속감 그리고 본국에 가지고 있는 
귀속감은 어떤 것일까? 앞절에서 영주권자가 본국과 싱가포르에 다중적 귀속감을 
가졌음을 밝혔다. 시민권자가 되면 이러한 다중적 귀속감이 사라지고 오직 싱가포르
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게 되는가? 혹은 귀화 후에도 동일한 다중적 귀속감을 가지
는가? 많은 귀화자들은 여전히 본국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결
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이든, 실제 존재하는 가족과 어
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든 싱가포르의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본국과의 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지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팻마저 싱가포르 시민권 발급의식 때 복잡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61) 싱가포르의 명문 여학교로 싱가포르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래플스여학교(Raffles Girl’s 
School) 혹은 래플스학교(Raffles School)에 보내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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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20] 팻 이야기
20년간 싱가포르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일했으며,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동안 잘 살았지만, 난 1년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시민권 발급
의식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직 말라카에 계시고 어쨌든 말레이
시아에서 나고 자랐는데 국적을 포기한다는 게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말레
이시아는) 내 마음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그
렇지만 귀화했다고 해서 말레이시아와의 모든 고리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
각하니 위안이 됩니다.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고... 연락도 자주 하고 지낸답니
다. 요즘 스카이프 같은 다양한 도구와 매체가 있어 다행이에요. 엄마가 좀 연
세가 있으셔서 그런 걸 잘 쓰지는 못하시지만, 전보다 전화비도 저렴해져서 통
화도 훨씬 자주하게 되었어요. (팻, 말레이시아 화교)

  엄마가 불러주던 본국의 동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았던 운동장 등 한 사람의 
고향은 항상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이미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 
싱가포르에서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그래서 이들의 귀속감은 다중적이다. 영주권자 때와는 달리 이제 
싱가포르의 시민이 되어 말레이시아와 법적인 고리가 끊어졌지만, 말레이시아에 대
한 정서적 고리는 언제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이러한 다중적 귀속감을 실현하는 게 용이해졌다. 이러한 다중
적 귀속감과 정체성을 담지하는 것은 점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주자들에게 필수적
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국가 싱가포르는 이들에게 귀속감을 불어넣
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일련의 여행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는 신규 시
민권자에게 귀속감을 심어주고 이들을 온전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기획과 
장치들을 가지고 있을까?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민권 여행’(Citizenship 
Journey)에서 ‘시민권 발급 의식’(Citizenship Ceremony)까지 시민권 발급을 둘러
싼 일련의 과정이 신규 시민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고찰해본다. 국가의 
통합 정책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수혜자인 신규 시민권
자는 어떻게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신규 시민권자의 시선에 따라 살펴보
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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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21]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연구자)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 과정과 절차를 설명해줄래요?
(데이빗) 대학 졸업 후, 그러니까 2010년에 PR을 받았고 그로부터 2-3년 후에 
시민권 발급 신청을 했어요. 심사를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학력, 경력 등 
저의 모든 인적사항을 조사한 후, 한참 후에 시민권을 주더라고요. 시민권 받기 
전에 ‘시민권 여행’이라는 과정을 이수해야 했고, 올해 1월 드디어 시민권 의식
에서 ‘핑크 IC 카드’를 받았습니다. ICA(이민청)에 가서 카드만 수령하는 게 아
니라, 모종의 의식이랄까 발급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서 IC카드(신분증)를 받아
야 하는 게 특별했어요. 이런 모든 절차가 매우 정비가 잘되어 있고 스텝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과는 매우 다른 점이죠.

  데이빗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민권 발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상당히 정형화되
어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시민권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시민권 
발급 절차와 과정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신규 시민권자가 온전하게 싱가포르 시
민이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 존립에 있어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로 싱가포르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권 발급과 관련하여 각종 절차와 의식
을 정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시민권 발급 의식으로 지역 커뮤니티별로 부정기적
으로 실시되는데, 매회 100명 이상의 신규 시민권자가 직접 의식에 참석하여 이른
바 ‘핑크카드’(Pink IC Card)라 불리는 주민등록증을 수령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일원
이 되는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 그 외에도 1년에 한 번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민권 발급 의식이 8월 국경일을 기념해 열린다. 2007년 신설된 시민권 발급 의식
은 외국인 인구 급증 이후 통합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정책적으로 시민권 여행 등의 
일련의 통합 프로그램의 정책묶음으로 마련되었다(National Integration Council 
2012).

62) 연구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시민권 여행과 시민권 발급의식을 참관할 것을 요청했으
나, 국회의원은 물론, 실제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PA 고위/중급 관료들, 커뮤니티 센터장 및 
주요 자원활동가, 문화부 고위 관료, 심지어 이 의식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NPTD 관료와
의 친분마저 여기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았다. 참관을 불허하는 이유는 신규 시민권자의 사생
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
라는 국가가 얼마나 민감하게 시민권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런 연유
로 시민권 여행과 시민권 의식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신규 시민권자와의 
심층 면담과 초점집단 면담, 관련 유관부처의 정책입안자, 집행자들과의 면담, 시민권 의식
을 찍은 영상 자료들을 중심으로 위와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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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22] 시민권 여행과 시민권 발급 의식
(연구자) 시민권 여행과 발급 의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시민이 
되고 나서 정부의 통합노력이 있었나요? 
(데이빗) 통합행사들이 있었어요. 특히 ‘시민권 여행’이라고 해서, 국립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싱가포르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민권자가 되기 전 필수 코
스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좋았던 게 ‘CSS’(주민소통세션)인데, 싱가
포르에서는 여기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동네의 신규 시민권자 선배들과 이번에 저와 같이 귀화하는 사람들을 만
나서 얘기 나누고 했던 게 특별했어요. 싱가포르는 이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프로그램 없다
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그런데 또 모르죠. 적어도 홍콩에는 없어요. (중략)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도, 커뮤니티 통합행사나 이벤트 초청 연락이나 자원활동
하라는 메시지들이 오지만, 바빠서 실제 참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팻) 우리 가족은 사실 E-Journey니 시민권 여행이니 하는 일련의 과정은 참가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영주권자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건가 (말끝을 흐리
며) 어떤 건 오란 말도 안하더라고요. (중략) 당연히 시민권 발급의식에는 참석
했지요. 가족들, 친척들 초대해서 핑크카드를 수령했어요. 근데 특별히 비밀스
러운 일은 없는 것 같던데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하는 스피치 듣고, 국기에 대
한 맹세를 하고, 국가 부르고, 선배 시민권자들이 나와서 경험담도 공유하고, 
몇몇이 또 소감 말하고.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서 한사람씩 핑크카드를 받
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레인) 신청하고 1년 정도 후에 시민권을 주겠다는 결정이 났고, 시민권 발급
의식에 가서 핑크 카드를 받았어요. 시민권 의식은 ‘Ceremony’라는 용어로 시
작하는 행사답게 꽤나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국회의원도 몇 명 와서 직접 축하
해 주고, 핑크 카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가서 일일이 직접 수령하
고 그런 식이었죠. 이런 행사를 통해 내가 싱가포르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의회 방문 등 기념비적인 장소를 견학하는 
등 싱가포르 알아가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좋았습니다. 뭐랄까 
영주권자 때는 몰랐는데, 이런 거 하고 나니까 좀 더 이곳의 일원이 된 느낌이
랄까 그런 게 있긴 해요. 영주권자가 일종의 지위... 내지는 상태라면 이런 과
정을 통해 이젠 진짜 시민이 되었구나 싶었죠. 통과의례도 아니고 이걸 뭐라 
하지, 세례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무언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같은 
거... 확실히 그냥 이민청 가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위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호명하면 무대에 올라가서 핑크카드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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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 등의 용어는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호명하면 비로소 외국인 고급인력
이 시민으로 재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 ‘국가 부르기’, ‘선배 
이주자들의 좋은 사례 공유하기’ 등은 인위적으로라도 신규 시민권자들에게 싱가포
르에 대한 귀속감을 불어넣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주입식 장치이다. 4장에서 
우리는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들이 ‘이동성’을 무기로 하여 전세계를 무대로 본인에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존재이며 강한 행위주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국민국가 역시 이에 상응하여 새로운 통치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민권 발급 의식 등의 일련의 신규 절차 도입이 그 증거이다. 
국가존립을 위해서는 고급인력을 ‘유치’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양질의 시민
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자국에 남아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장
치들을 체계적으로 발명하고 통치기술을 점점 정교화하는 것이다. 

3. 건재한 국민국가, 견고한 국경

  
  이 절에서는 초국적 이주 시대 주체성이 강화된 영주권자와 신규 시민권자의 유
연한 시민권 전략과 실천이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장(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천에 있어 여전히 국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
힌다. 전반부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에도 국가가 그려놓은 CMIO 인종구분선에 
따라 인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반부에서는 전지구화 시대 표
면적으로는 이주자의 행위주체성이 강화된 것 같지만, 이들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가 
제시하는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지구화 시대 초국가성의 심화가 
사실은 국민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쟁력 강화 기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인종과 국적의 분화와 교차 양상

  싱가포르의 영주권자와 신규 시민권자의 이주 전략과 실천은 인종 및 국적별로 
분화되고 있다. 이들은 싱가포르 건국 당시 만들어진 종족 체계인 CMIO 인종구분
선에 따라 분화되고 있으며, 인종 내에서 다시 국적별로 분화되고 있다. 이는 건국 
당시 만들어진 인종구분선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63)

63) CMIO 인종구분선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현재 싱가포르 인종구성비 통계자료보다는 각종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EP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신규 시민
권자의 인종과 국적에 대한 통계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기에 양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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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싱가포르 ‘시민’(citizen)의 인종구성
비는 중국계 76.2%, 말레이계 15.0%, 인도계 7.4%, 기타계 1.4%로 여전히 CMIO 
인종구분선이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싱가포르통계청 2015). 한편, 싱가포
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이루어진 ‘주민’(resident)의 인종구성비는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3%, 인도계 9.1%, 기타계 3.2%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
행 전인 1990년대의 주민 인종구성비64)에 비해 중국계가 소폭 감소하고 인도계, 기
타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비주민의 인종구성비는 물론 국
적 분포 역시 공개하지 않지만, 각종 미디어 및 학술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지난 
20년간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외국인 고급인력은 중국 본토 출신이 지배적이
며 인도 출신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Straits Times 
2012; Yeoh 2012; Ho 2014a; Koh 2014). 이제 ‘국가의 시선에 따라’ 그 경계에 
맞춰 CMIO의 인종구분선이 지켜지는 복잡한 양상을 그려보자.
  첫째, 싱가포르 주민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종은 중국계로 싱가포
르 전체 주민 인구 74.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계는 다시 싱가포르 선주민 화인, 
중국 본토 출신 화인, 말레이시아 출신 화인, 인도네시아 출신 화인, 홍콩 출신 화
인 외에도 기타 다양한 국가 출신의 화인들로 분화되고 있으며 각각 이질적인 이주
궤적과 전략을 갖고 있다. 다음 사례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의 화인 인구
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단초를 제공해준다.

[사례 5-23] 비밀 아닌 비밀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종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인
종구분선은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HDB 구입부터 CPF(중앙연금), 복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CMIO 인종구
분선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요. 정부에선 무슨 성배라도 되듯 인종구성비 균형
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민행동당 정부가 아시다시피 화
인 정부이다 보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계를 많이 들여와서 시민권자로 전환
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중요하
고, 싼값의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어서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이) 필요하겠
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거죠. 화인 중심 정부를 유지
하려면 화인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레나타, 싱가포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일부 공개된 통계자료와 각종 미디어 자료, 학술 자료, 연구자의 면
담 및 참여관찰 자료를 토대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64) 1990년대 주민 비율은 중국계 77.8%, 말레이계 14.0%, 인도계 7.1%, 기타계 1.1%로 구
성되어 있었다(싱가포르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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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선주민, 화인, 여 40세, 교사)

  싱가포르와의 인접성,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뿌뜨라(Bumiputera) 정책, 싱가
포르 정부가 시행한 말레이시아 국적 이주민에 대한 특혜 조치 등에 힘입어 해외에
서 싱가포르로 이주해온 화인 중 말레이시아 출신 화인이 전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왔다(Ho and Tyson 2011: 132). 이런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이후 중국 
본토 출신의 화인이 급증한 것은 싱가포르의 화인 집단 구성 면에서는 물론이고 싱
가포르 전체 이주지형에서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신이민에 따른 이러한 변
화는 종족 내 이질성을 심화하여 싱가포르 선주민 화인이 말레이시아 출신 화인과
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본토 출신 화인과는 갈등을 빚는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Lim 2014: 343).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종비율 
측면에서도 화인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 내 다
양한 출신의 화인들을 둘러싸고 계급과 인종 그리고 국적이 교차하는 복잡한 양상
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 중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의 부재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싱가포르 주민의 CMIO 비율 통계에 따르면 인종적으로는 말레이인
이 차지하는 비율이 13.3%로 화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
아 출신의 말레이계 ‘고급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말레이시아 출신 말레
이계 ‘노동자’는 싱가포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주민 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부미뿌뜨라 우대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말레이시
아 국적의 말레이인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자국 정부가 제공하는 우대 혜택을 누
리지 굳이 싱가포르로 이주해 오지 않는다. 

[사례 5-24] 말레이계 싱가포르인 택시운전사 이야기 
아니 왜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이 싱가포르에 와서 ‘이등시민’(Second Citizen)
을 하겠어요. 나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마누라는 아직 말레이시아인이에요. 내
가 귀화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는 말레이시아로 가서 노후
를 보낼 계획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부부 중 한사람은 말레이시아 국적을 갖
고 있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내 생각에 화인은 싱가포르에 사는 게 맞고, 말
레이인은 말레이시아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손님을 모시고 가는 곳
에 사는 사람도 말레이시아 출신 화인이라면서요. 거기가 전형적인 부촌으로, 
대저택들에 완전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 거 알죠? 그 사람들은 부미뿌뜨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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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선 살기 힘들었을 테니, 싱가포르에 와서 우대받으며 살아
가는 게 나은 거고, 우리들은 거기 (말레이시아에) 사는 게 나은 거라고요. (말
레이계 싱가포르인, 남 50대, 택시운전사)

  위 사례가 보여주듯, 싱가포르 내에서 여전히 한 사람의 국적과 인종이 미묘하게 
교차하며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셋째, 싱가포르 주민 인구의 9.1%를 차지하는 인도계의 경우 인도 본토 출신도 
다수 이주해 오지만,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기타 아시아 등지의 인도계는 물론, 미
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도계도 다수 이주해온다. 이들은 싱가
포르에서의 인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핑과 인도계 고급인력에 대
한 스테레오타이핑의 중첩현상으로 인한 오인과 오해 등으로 인해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많은 경우 엔클레이브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다. 말레이계의 경우에 외
국인 노동자의 지위로 다수 들어오지만 고급인력의 부재로 양자간의 스테레오타이
핑이 중첩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한편 인도계에 대해서는 인종과 계급의 교차
와 중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인도계 싱가포
르 선주민들은 남인도 출신의 타밀어 사용자인 것에 반해, 최근 신이주자들의 경우 
북인도 출신의 힌두어 사용자로 언어, 문화, 종교 등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그 숫자
가 이제 인도계 싱가포르 선주민들의 수를 넘어서며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자아
낸다.65)  
  넷째, 싱가포르 주민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기타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유라시안이 주를 이루는 ‘백인’(Caucasian)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계, 말레이계, 인도계를 제외한 ‘아시아인’(Asian)이다. 백인의 경우 영국, 호주, 미
국, 독일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의 경우 동남아 출신이 주
를 이루지만 일본, 한국 등의 동북아 출신도 유입되어 들어온다. 백인의 경우 영주
권자로 장기 거주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귀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면담과 참
여관찰을 종합해보면, 이들 중 많은 수는 은퇴 후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기타계의 경우 시민 인구는 1.4%에 불과해 자의든 타
의든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싱가포르 이주자들은 여전히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규정하고 통제하는 
인종구분선에 의해 분화되고 있으며, 이 안에서 국적에 따라 다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종과 국적은 서로 교차하고 있으며 또다른 핵심요소인 
계급과도 중첩되며 복잡한 사회변화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국민국가 싱가포르는 건

65) 인종과 국적이 분화되고 교차하며 신-구이민자 간의 대립과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며, 이에 대해서는 VI-2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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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래 50년에 걸쳐 어떻게 이러한 인종구분선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그 
핵심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영주권, 시민권의 세부 정책과 이를 미시적이고도 유연하
게 조정하는 통치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초국적 
이동성마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행동당 정부는 3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를 영주권자로 만들고 나아가 시민권자로 만들 것인가
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원칙을 만들고 세부사항까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사례에서 레나타가 언급하는 것처럼, “인종비율을 정부가 맞추는 걸 누가 몰라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처음 싱가포르로 유치할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외국인 고급인력 중 일부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일부는 영주권자 그리고 후일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유치한다. 이
것이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인종구분선이 지켜지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싱가포르에
서 이렇게 50년 동안 인종구분선이 유지되어 온 사실 자체가 국가의 건재함을 확실
하게 보여주고 있다.   

2) 국가의 선택: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만들기

  그러면 싱가포르 정부는 어떤 사람을 영주권자로 나아가 시민권자로 만들기를 원
하는가? 싱가포르 정부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및 발급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물론 
이민청에서 경제적 소득수준, 거주연한 등의 객관적인 필요조건을 정책적으로 제시
하고 있으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선정기
준이 무엇인지는 미지수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자의 국적, 인종에 대한 통계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시민권 발급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며 대단히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원칙 자체
가 싱가포르 정부에게 시민권, 영주권을 포함한 이민정책이 얼마나 중시되는지를 보
여준다. 다양한 면담 및 참여관찰 사례, 언론 미디어 자료 분석 결과, 싱가포르 정
부가 시민권과 영주권을 철저하게 계산적인 근거에 따라 발급하고 있으며, 이것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 정
부는 이주자의 이주기록, 신분정보 등을 미시적으로 세분화된 형태로 전산화하여 보
관, 관리하고 있으며, 영주권, 시민권 발급 심사 시 세밀한 부분까지 평가하고 있었
다. 

[사례 5-25] 특정 인종은 더 잘 주는 것 같아
마리스는 필리핀인으로 싱가포르에 아시아본사를 둔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일하
며 9년간 싱가포르에서 거주하였으며,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모든 조건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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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져 있는 인물이다. 5년 전, 싱가포르 정부는 마리스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라
고 권유했으나, 그땐 결심이 서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
지 이유로 마음이 바뀌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발급이 거절되었다. “싱가포르도 
날 원하지 않아”라며 그녀는 웃음을 띠며 말했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본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특히 거절된 이
유가 뭔지, 영주권 발급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더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
다고 한다. 마리스의 회사에는 워낙 외국인 고급인력이 많다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의 다른 동료들의 사례를 봐도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 게 명확치가 않아 소문을 부풀리는 것 같
다고도 언급했다. “기준이 뭔지 진짜 궁금하다. 대부분 인종에 따라 자른다고들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간부급의 인도인은 발급해주지 않고, 하위직에 있
는 백인은 발급해주는 사례도 있다. 특정 인종에게 발급을 더 잘해주는 것 같
아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며 그녀는 궁금하고도 불쾌한 마음을 동시에 내비치
고 있었다. (마리스, 필리핀인, EP비자 소지자, 여 35세, 은행가)

  싱가포르 정부에서 영주권, 시민권 발급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근거
없는 추측만 난무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인데 어떻게 신청했더니 발급 받더
라”,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가족이 있어서 되고 누구는 싱글이라 안 되더라”, “예
전이면 충분히 발급받았을 사람이 이제는 발급 못 받고 그런다더라”, “요즘은 어떤 
인종, 국적에게는 잘 안내준다더라” 등등 이주자들은 영주권, 시민권 발급 기준에 
대해 저마다 다른 추측을 하고 이는 무한대로 확대 재생산된다. 때로는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 두 명이 신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주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
아서 ‘복불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민청 직원의 품성이나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영주권자 및 신규 시민권자와의 면담, 참여관찰, 언론 미디어 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조사 시기인 2014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주권, 시민권 발급을 결정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필요요건 등이 모
두 충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첫째, 싱가포르에서 대학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영
주권, 시민권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경제적 소득 수준과 싱가
포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뿌리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점수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특정 인종과 국적이 가지는 점수의 차등이 크며 이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다. 아래 사례의 변호사이자 은행가인 영주권자 필립이 
영주권 발급 점수 제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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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26] NUS 졸업장, 동반가족, 변호사(경제적 소득), 부동산, 화인
유럽이나 미국에 가기 전의 전략으로 싱가포르를 디딤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게 NUS에서 공부를 했으
며, 우선 가족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는 문
화적으로 유사해서 살기가 편하다. 내 생각에 내가 빨리 PR(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NUS 학위를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부동산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한
다. (필립,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영주권자, 남 44세, 변호사)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은 필립과 유사하게 혹은 조금씩 다르게 여러 조건을 복합적
으로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조건이 가감 포인트가 되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서술한다. 아래에서 주요 발급 요건을 하나씩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
펴보자. 
  첫째,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에 있어 싱가포르 대학교육 이수의 중요성은 영주권
자와 시민권자에 걸쳐 공히 드러난다. 이 장의 여러 사례들에서 드러나듯 대부분의 
신규 시민권자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나 난양공과대학교(NTU)66) 출신이며, 많
은 영주권자들이 싱가포르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것을 본인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주자들이 싱가포르
의 문화를 이해하고 싱가포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자국의 대학교육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지 자국 대학 외국인 졸업생들을 보다 손쉽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세부전략도 존재한다. 지금보다 더욱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에
는 제도적으로 자국 대학 졸업 예정자 중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다음 아디의 사례가 그 좋은 예가 된다. 

[사례 5-27] 영주권을 받은 건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 
제가 영주권을 받은 건, 솔직히 친구들과의 관계(peer pressure)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학교로 나와서 영주권 신청
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우루루 그냥 자연스럽게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신청하는 거랑, 국가에서 신청하라고 

66) 싱가포르를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비전으로 싱가포르경영대학
교(SMU) 및 일부 사설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NUS와 NTU가 싱가포르의 유일한 고등교
육기관이었다.  



- 150 -

말해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요즘은 전처럼 이주자들에게 우호적
이지 않아서, 정부에서 학교로 나오거나 편지 보내주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들
었어요. 요즘 같은 때라면 아마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디, 
인도인, 영주권자, 남 28세, 은행원) 

  둘째, 경제적 소득 수준은 필요조건이자 때로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기도 한다. 신
규 시민권자 데이빗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빠
인 데이빗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는 간호사인 여동생은 시민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월급이 오르는 차년도에야 비로소 시민권을 다시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한다. 이처
럼 경제적 소득 수준은 영주권, 시민권 발급요건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조금 충족되지 않는다 해도 싱가포르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클 경우 영주권, 시민권 취득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
  셋째, 동반가족 유무와 통합 의지 등 싱가포르로의 ‘정착 가능성’이 중요한 포인
트가 된다. 미혼의 경우 비교적 운신이 자유로워서 다른 나라로 떠나갈 가능성이 높
은 데 반해, 가족이 있으면 싱가포르에 정착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기에 이에 대해
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아래 사례에서 나타나듯 최근 들어 징검다리형 영주권
자의 급증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이민정책에 대
한 규제를 심화하고 영주권 발급 조건도 강화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싱가포
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

[사례 5-28] 싱가포르 사회에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사 밝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정책이 이미 매우 엄격해진 2012년에 들어왔다. 2013
년 초반에 PR을 신청하고 9월에 PR을 받았다. 싱가포르로 이주해 온지 2년 만
에 받았으니, 요즘 같은 때에 상대적으로 매우 빨리 받았다고 다들 부러워했다. 
고속 PR 취득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사실 남편은 싱가포르에 오
자마자 직장을 다니면서 PR을 신청했는데, 처음엔 거절당했고 그 후에 재신청
해서 받은 거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 특히 
난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국가에
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이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왜 싱가포르인들이 외국인 고급인력을 싫어하는지
를 파악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싱가포르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PR 신청할 때 커뮤
니티센터(CC) 등에 편지도 쓰고 싱가포르 사회에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우리가 이곳에 왜 살고 싶은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솔
직히 밝힘으로써 그들의 걱정을 덜어줬고, 그것이 PR을 빨리 받는 열쇠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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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안젤라, 중국계 태국인, 영주권자, 여 42세, 사회복지사)

  안젤라의 경우 동반가족이 있을뿐더러 여덟 살 난 아들은 싱가포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또한 HDB에 살며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등 싱
가포르 사회에 기여하고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영주권 취득이 
용이했던 걸로 보인다. 
  넷째,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에 있어 특정 인종과 국적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
과 인도 출신이 대거 유입된 것과도 궤를 함께 하며, 싱가포르 이주자가 인종구분선
에 따라 그리고 또다시 국적에 따라 분화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정부
는 유치하기 원하는 국적과 인종이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부는 1970년대에는 말레이시아 화인인 우수학생과 고급인력
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스콜라 프로그램과 의무복무 제도는 물론 싱
가포르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시 우대, 공공부문이나 대학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의 확대, 세금 제도나 정부공영아파트 구입 등에 있어서 다른 국적 출신에 비해 우
대해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것이 그 골자이다(Koh 2014: 362). 이러한 우
대 정책의 대상은 최근 20년간 중국 본토와 인도로 확장되어 이제는 스콜라 프로그
램 수혜자의 높은 비율을 두 국적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싱가포르 정부는 특정 인종, 국적이 필요해질 때에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
하여 학생, 고급인력 후보군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사례 [3-5]에 드러나듯,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나
서서 텐진 등 중국 3성을 방문하여 싱가포르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곧바로 영주권을 
주겠다며 싱가포르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세분화되어 있으며, 발급기준과 절
차는 상당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철저한 비공개원칙에 따라 유기적으로 작동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 모두가 종국에는 싱가포르로 귀화할 것을 기대
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 싱가포르의 이민법 자체에 이주자들이 
‘한시적’으로 머무르도록 만드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싱가포르라는 국민국가는 과
연 어떤 사람을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싱가포르 정부에서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상은 2절에서 살펴본 첫 번째 사례의 팻과 같은 부류이다. 스
콜라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때 이주해와 싱가포르식 교육을 주입받아 싱가포르 시민
의 소양과 덕목을 갖춘 그들이 졸업 후 의무복무로 일정기간 경제성장동력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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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후 종국에는 싱가포르 시민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주로 인종적으로는 화인을 시민권자로 만들고 싶어한다(Montsion 2013; Ho 
2014a)고 암암리에 이야기되어진다.
  외국인 고급인력 확보 및 보유를 위하여 실시하는 스콜라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
무복무’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거친 외국인 유학생, 즉 스콜라 프로그
램의 수혜자 중 약 60퍼센트 이상이 영주권을 신청한다(Swee-Hock 2007: 262). 
연구자가 면담한 수많은 영주권자들 역시 스콜라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의무복무
를 하다 보니, 결혼적령기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영
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시민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면담한 
신규 시민권자들 중 처음부터 싱가포르로 귀화하겠다는 확연한 각오를 품고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드물었다. 
  이러한 스콜라 프로그램은 90년대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글
로벌 스쿨하우스 계획’의 핵심이자 전신이 되는 부분으로 외국인 고급인력 유입 전
략과 더불어 전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싱가포르로 끌어들이고 시민으로 길러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스콜라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
다. 한편으로는 해외의 유수한 인재 유입을, 다른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선주민 중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며, 독립 이래 싱가포르 경제
성장과 국가존립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기여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편으
로는 국내의 인재를 해외에 유학 보내 선진문물을 배워 돌아오게 하여 정부의 고위 
요직에 배치하여67) 엘리트들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의 유수한 인재들을 스콜라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유입해 
싱가포르의 가치를 주입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귀화를 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싱가포
르 정부는 독립 이래 지금까지 인재 양성과 확보에 국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왔다. 

3) 견고한 국경: 국민국가의 국적법

  싱가포르의 경우 ‘유연한 시민권’이 ‘유연한 영주권’으로 구현된다는 명제는, 이주
자의 전략과 실천이 싱가포르 정부가 만들어놓은 독특한 제도인 개방적인 ‘영주권 
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지금처럼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혹은 당초부터 영주권자와 시민권
자의 권리의 차등이 컸다면, 혹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영주권 갱신이 어려웠다
면, 이렇게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장기거주하지 않았을 것이

67) 마치 고등고시제도처럼 싱가포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콜라 출신과 일반으로 
양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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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서 개방적인 영주권 제도 때문에 시민권자로 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
람들이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영주권 제도의 특혜 조치나 이중국적제도를 선택
적으로 활용한다. 이주자의 영주권, 시민권 전략은 결정적으로는 출신국과 유입국에
서 정한 이러한 ‘국적법’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68) 홍콩이나 인도의 경우 해당국
가의 법률 자체가 이중국적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자
는 두 국가의 국적법 사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다.    

[사례 5-29] 영주권자이지만, 인도에도 거주증이 살아있어서 
저는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그러면서도 인도 거주증이 살아있어서 괜
찮아요.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지만,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좋긴 해요. (아디, 
인도인, 영주권자, 남 28세, 은행원)

  이주자들은 싱가포르의 국적법과 본국의 국적법을 비교하여 선택을 한다. 얼핏 보
기에는 이주자들이 자유로운 주체성을 활용하여 양국의 가장 좋은 과실만을 향유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의 국가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져 제정한 
국적법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행위하고 있다. 아래 필립이 지적한 말레이시아의 
신분증 말소 사례 역시 수많은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장기거주 영주권자로 머무르는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국적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5-30] 부동산과 은퇴 후 계획
우선 우리 어머니가 말레이시아에 계셔서 가족 관계도 있고... 하지만 나는 시
민권을 받지 않고 PR로 머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리적인 이유가 클 것이
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음... 말레이시아에 부동산이 좀 있는데,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포기하면 그게 날아갈 수 있고, 싱가포르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 
퇴직 후를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주로 실리적인 이유로 아직 시민권은 
생각지 않고 있다. (필립,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영주권자, 남 44세, 변호사) 

  말레이시아의 경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

68) 여기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시민권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 국한된다
면, 국적은 국제 체계의 맥락에서 국제적인 법률차원을 포괄”(Sassen 2006: 281)하고 있으
므로, 출신국과 정착국 맥락에서 논의를 기술할 때에는 ‘시민권’이 아닌 ‘국적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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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아 국적을 포기할 경우 말레이시아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며 소유했던 부동산
도 잃게 될 수 있다. 많은 싱가포르 주민들은 은퇴 후 말레이시아로 재이주할 계획
을 가지고 있는데 재이주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다. 
싱가포르 선주민들도 은퇴 후 넓은 정원과 여유로운 삶이 기다리는 말레이시아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화인의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은퇴 후를 기대하
며 영주권자로 머무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수많은 말레이시아 화인이 양국 사이에서 장기거주 영주권자로 남아있는 것
이다.
  위의 일련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실리추구를 위한 유연한 시민권 전략을 취한다고 
비난받는 사람들, 은퇴 후 계획 때문에 시민권 취득이나 포기를 고려하는 사람들, 
국적을 버리면 부동산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모든 선택이 따지고 보면 각국의 전략
적 선택의 결과물인 국적법이라는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론, 이주자 역시 선택을 하며 예전처럼 수동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주자들이 실리추구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유연한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강력
한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러한 개인의 다양한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제도이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벌어지는 이주자들의 다양한 이주 궤적과 실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국민국가와 국경의 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오늘날 시민권 개
념과 그 실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1절과 2절에서 53만 
명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영주권자들의 독특하고도 이질적인 이주전략과 궤적과 신
규 시민권자들의 이주 궤적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리적인 이유로 영주권이
나 시민권을 택한 자들은 세계화의 단물만을 빨아먹는 유목민으로 치부하고, 시민권
자가 되고자 영주권을 택한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식
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복잡한 싱가포르의 현실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모든 선택과 전략은 중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옹이나 스클레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중국적이나 유연한 영주권을 향유하며 양 국가의 사이에서 이득을 보는 
유목민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곳에도 뿌리내릴 수 없다
는 걸 의미한다는 것 역시 아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
밋빛 환상과 보편적 연대에 기반하는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의 관점보다는, 아피아식
의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rooted cosmopolitan)(Appiah 1997)의 가능성을 생각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 155 -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 인간이 다중적 정체성을 담지하고 나아
가 다중적 시민권을 향유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장기거
주자와 단기거주자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이주자들의 사례를 민족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통상적인 관념과는 달리 이들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이 뿌리없이 떠돌아다
니는 코스모폴리탄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20년 넘게 싱가포르
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순히 뿌리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그렇
게 해석하기보다는 두 가지 뿌리를 가진 사람, 고향이라는 상상의 가상적인 공간 그
리고 현재 발딛고 살아가는 실재적 장소, 두 가지 세계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다중
적 귀속감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3절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은 여전히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실
천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국가가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싱가포르 외
국인 고급인력의 시민권 전략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오늘날 국민국가의 통치기술
은 오히려 더욱 정교해졌고, 싱가포르나 이들 고급인력의 출신국 국가에서도 영주
권, 시민권 제도나 이중국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경쟁력 강
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싱가포르라는 국민국가는 
국가존속을 위하여 초국가성과 코스모폴리탄 시민권마저 활용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논자들이 주장하듯 탈국가적 세계정부의 등장은 아
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Turner 2002; Calhoun 2002; Kendall et al. 2008; 
Skrbis and Woodward 2013). 싱가포르의 사례는 특히 국가가 건재하고 여전히 
국경은 너무나 견고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 장에서 보여준 다양한 사례들을 돌아볼 때 싱가포르에서 관찰되는 일련의 현
상은 어떤 뚜렷한 흐름보다는 과도기적 혼란이다.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 국민국가 
국민,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의 공존은 오늘날 새로운 시민권 실천 내지는 코스모폴리
탄 시민권으로 향한 길이 열려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지구화와 
초국적 이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점차 심화·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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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싱가포르 국민정체성을 둘러싼 정부, 선주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타협 

 
  2012년 런던 올림픽, 싱가포르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
다. 그런데 싱가포르 시민들은 이 메달에 마냥 환호할 수만은 없었다. 메달의 기쁨
을 선사한 탁구선수 펑티엔웨이(Feng Tianwei)가 귀화자였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 
출신으로 2007년 ‘스포츠 분야 외국인 고급인력 특별 우대 정책’(Foreign Sports 
Talent Scheme)에 따라 입국하여 1년 만에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된 그녀를 과연 
싱가포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이것을 싱가포르가 획득한 메달로 보고 자랑스러
워해야 할지,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그리고 이 혼란은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
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펑티엔웨이 선수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그동안 쌓인 싱가포르 시민의 갖가지 불
만과 분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분출되기 시작했다. 왜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
을 인재로 양성하기보단 외국인을 수입하는 쪽을 택하나? 왜 그렇게 쉽게 시민권을 
부여하는가? 누가 진정한 싱가포르인이며 싱가포르적인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외
국인의 급속한 유입으로 가까스로 만들어진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이 와해되고 있
지는 않은가?  
  코스모폴리타니즘 비전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불러들인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
르에 남아 있게 하려면 시민들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정체성을 새롭게 구
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CMIO 체제 아래 구
성되고 유지되어온 싱가포르인의 정체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래서 누가 싱가포르인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대하고
도 민감한 문제를 둘러싸고 싱가포르 정부와 시민, 그리고 외국인 고급인력은 서로 
갈등하면서 타협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 정부와 시민이 각기 상이하게 정의하는 국민정체성의 의미
를 각각 살펴본 후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갈등과 타협 양상을 추적한다. 이
와 더불어 이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총선에서의 집권당 의석 감소, 
해외 이민, 집단 시위로까지 번지게 되어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싱가포르 이민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 이주민 사이의 갈
등과 경합 양상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급
인력의 급속한 유입으로 싱가포르 사회에 야기된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을 고찰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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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국민정체성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해온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는 도
시 경관 정비와 외국인 유치 등 외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코스모폴리탄 국민정체
성 주조와 같은 내면적인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그런데 코스모폴리탄 정
체성은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시민들이 그동안 구성해온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 절에
서는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국민정체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와 시민 간의 
경합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이러한 경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본다.
  우선 싱가포르 독립 이래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조해온 국민정체성을 시민들이 어
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귀속감과 국민정체성을 주
조하기 위하여 기획하고 실천하는 국민형성 프로젝트를 ‘국경일’(National Day)이라
는 중추적인 기념 의식(ritual)에 초점을 맞춰 그려본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갈등,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 
속에서 의문시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자 한다. 

1)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형성과 경합

① 싱가포르 국민정체성에 대한 복수의 해석

 
  본 논문에서는 국민정체성이 유동적이며 전략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라
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국민정체성이 유동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에 국가에서 주조하고 시민들이 받
아들이는 국민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국민정체성
을 ‘주조’한다는 것은, 특정한 국민정체성이 필요한 바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Hobsbawm and Ranger 1983; Hobsbawm 1986). 한편, 
국가가 주조하고자 하는 국민정체성과 시민이 느끼거나 바라는 국민정체성 사이에
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건립을 위해 주조하고자 
했던 국민정체성과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주
조하고자 했던 국민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고 갑작스러워서 시민들이 받아들
이기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국민정체성을 주조하고자 노력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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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 2014 싱가포르 국경일 퍼레이드(연구자 촬영)

  이 한 장의 사진은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 주조하고자 하는 국민정체성의 거의 모
든 것을 대변해준다. 지극히 코스모폴리탄하면서도 내셔널한 모습이다. 이는 2014년
에 실시된 ‘국경일 퍼레이드’(National Day Parade)의 주요 장면으로, 대다수 국가
의 독립기념일 의식에서 그렇듯 탱크와 전투기 등을 앞세운 육해공군병력이 동원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ur People, Our Home’이라는 구호에서 엿보이듯이 싱
가포르가 우리의 집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인종간의 화합을 통해 ‘하나의 
싱가포르’(One Singapore)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퍼레이드가 마리나베이샌즈를 배경으로 하는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대규모 건축물은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를 
상징한다.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상징물 앞에서 벌어지는 탱크와 전투기 퍼레이드는 
국민국가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앤더슨(Anderson 1983)식 국민주의(nationalism)69)

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싱가포르 정부가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
러한 국민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에게 코스모폴리탄해질 것
을 요청하며, 다문화적 감수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유포하지만, 그 이면에

69) nationalism, national identity, nation-state를 번역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학자들 간의 논

의가 분분하지만, 본 연구의 현지인 싱가포르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므로 nationalism

은 국민주의로, nation은 국민으로, nation-building은 국민형성으로, nation-state는 국민국

가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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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싱가포르 정
부에서 유포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다양성을 진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방성’을 의미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국민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모순적이게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국민국가의 주권성과 충돌하는 다른 요소들
을 ‘배제’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근본철학인 다인종주의와 다문
화주의도 마찬가지로 국민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민족
-국민주의(ethno-nationalism)가 아니라 시민-국민주의(civic-nationalism)를 공식 
담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부차적인 원칙들은 철저히 
활용되거나 희생된다.
  국민국가가 국민정체성을 기획하고 유포하는 핵심 주체라면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시민 역시 국가가 주조하는 국민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
재는 아니다. 다시 말해 국민정체성은 국가가 기획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수용과 반발 그리고 협상과 경합 과정을 통해 끊임
없이 재구축되며 재상상된다. 그렇게 때문에 ‘국민정체성’은 국가와 시민의 협상과 
재협상을 통해 구축되는 ‘사회적 구성물’(Kong 199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싱가포르 시민들은 정부가 유포하는 국민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싱가포르 국민정체성에 대해 시민들이 내리는 정의는 복수적이다. 한쪽에서는 국가
와 미디어가 주조하는 이미지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
가가 이를 오히려 허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락사’, ‘호커센터’ 등 
문화적으로 ‘싱가포르적인 것’(Singaporeness)을 중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싱
가포르인의 특질’(Singaporeanness)처럼 다른 나라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인적 정체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하의 다양한 연령의 싱가포르 시민들로 구성된 초점집단 면담 내용을 통해 시
민들이 내리는 정의가 복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6-1] 싱가포르 국민정체성의 다양한 세계
벨라(41세): 싱글리쉬(Singlish)랑 치킨라이스(chicken rice)처럼 흔히 미디어에
서 싱가포르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 뿐 아니라, 하지레인(Haji Lane)이나 
앙시앙힐(Ang Siang Hill)에 있는 오래된 기념품 가게가 싱가포르의 정체성이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도 음
식도 다른 나라에 가면 찾을 수 없는 싱가포르만의 것이 있어요. 싱글리쉬만 
그런 게 아니라 만다린도 싱가포르식 만다린이 있고, 바쿠테(Bakut The)나 하
이난 치킨라이스(Hainan chicken rice), 페라나칸 음식 같은 건 전세계 어딜 



- 160 -

가도 찾을 수 없죠.
제어드(27세): 락사(Laksa)랑 호커센터 같은 것이요. 그리고 또 ‘키아수(Kiasu)’
라는 게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만 존재하는 이른 바 ‘깡’ 같은 것이죠. 절대 남
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창이공항 1등에서 3등으로 밀리면 화내고, 헬로우키
티 한정판 산다고 줄서서 밤새고. 저는 이거야말로 싱가포르인이랄까, 싱가포르
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샤오링(39세): 싱가포르 정체성은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있어
요. 표현하긴 어렵지만 그게 존재한다는 건 알지요.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잘 모
르겠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보다 분명해지죠. 영국 유학중에 지나다니다가 싱가
포르인을 보면, 아! 저사람 백퍼센트 싱가포르인이다 하는 느낌이랄까요.
제프리(43세): 글쎄요. 싱가포르에 이렇다 할 정체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정체성이야말로 가장 싱가포르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뿐 아니라 싱가포르라는 곳은 정체성 자체를 ‘변화하는 것, 일시적인 
것’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만큼 모든 것이 빨리 바뀌어서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다보니 오히려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프란시스(53세): 한 나라의 정체성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원래 변하는 것이지만, 뭔진 모르지만 그게 있긴 하죠. 연구자 
출신국인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아, 이게 한국인, 일본인의 정체성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게 좀 더 명확하겠지만, 싱가포르 역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
민정체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음... 제가 생각하는 싱가포르의 정
체성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추억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애써 만든 게 계속 바뀌는 건 좀 
속상하긴 해요.
앤소니(50세): 싱가포르 국민정체성을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외국인이 너무 많
아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아마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겨우 만들어
놓으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달라지고 변해가고... 그 과정이 계속 반
복되다 보면 싱가포르만의 무엇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 만들려고 했던 
국민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정체성 자체가 
부재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싱가포르 시민 초점집단 면담)

  싱가포르 시민들이 스스로 규정하는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은 위 사례에서 본 것
처럼 매우 다양하며, 공통적으로는 정체성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싱글리쉬, 싱가포르적 만다린’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은 문화적 혼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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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hybridity)을 의미하며,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싱가포르인의 고유 음
식 문화는 다문화적(multiple culture)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시민들은 ‘키아
수’로 대변되는 능력주의, 경쟁심 등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
럼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은 복잡한 차원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다문화적’인 것, 
‘혼종적’인 것의 두 가지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 특질인 ‘다문화적’인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면
담 내용을 음미해보자.

[사례 6-2]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는 오래된 것들
싱가포르의 정체성은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데, 우선 여러 문화가 공
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4개나 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 다문화, 다인종,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이며, 다양한 음식
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생
각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는 오래된 것들인데... 사실 싱가포르에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요리로 이를 살려보고자 한다.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만의 요리를 지속적으로 후속 세대에 전파하고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요리 사업을 부업으로 하려고 한다. (브렌다, 중국계 싱가포르
인, 여 42세)

  브렌다의 이야기는 수많은 싱가포르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다문
화적인 요소, 다양성 자체를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양성은 싱가포르 사회와 시민들의 생각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특질인 ‘혼종적’인 속성은 다음 사례와 같이 싱가포르인들의 일상생활 속
에서 언어, 음식, 문화를 통해 드러난다.  

[사례 6-3] 싱가포르에만 있는 여러 문화가 섞인 것들
해외에 나가 있으면, 특히 언어적으로 싱가포르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다. 로
컬 중국인이 쓰는 싱가포르 만다린도 다르고, 싱글리쉬도 그렇지만 싱가포르 
만다린 역시 싱가포르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마켓을 의미하는 ‘바샤’가 다
르고, 자전거 역시 싱가포르에서는 ‘자오셔’라고 부르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즈
싱처’라고 부르고, 말레이시아 화인은 또 다르게 부른다. 방언도 모두 다르고, 
종족 집단별로 언어가 살짝 달라진다. [...] 싱가포르에만 있는 음식들도 싱가포
르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락사, 페라나칸 음식, 바쿠테 같은 음식
이 독특하다. 특히 ‘하이난 치킨 라이스’ 같은 것은 중국 본토에는 없는 것으
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민자인 ‘쿨리’들을 위한 음식이었다. 카야 잼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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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창조’(create)된 것이다. ‘차콰디아’도 사실 중국 본토 음식이랑은 또 
다르다. 그래서 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싱가포르의 정체
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벨라, 중국계 싱가포르인, 여 41세, 공무원)

  시민들은 싱글리쉬, 싱가포르식 만다린 등의 언어적 융합, 페라나칸 음식,70) 하이
난 치킨라이스, 인도식 로작(rojak) 등의 음식에 있어서의 문화적 융합을 싱가포르
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느낀다. 이러한 융합적인 속성이 정체성으로 자리잡은 것은 
싱가포르인의 경우 다문화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코드전
환’과 ‘융합’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드전환은 싱글리쉬에서 고급영어
로의 전환, 종족언어(중국어, 말레이어, 인도어)에서 공용어(영어)로의 전환, 매너나 
제스처의 전환 등의 형태로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어떤 싱가포르 시
민은 이런 행태를 가리켜 싱가포르인은 ‘카멜레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인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거론한 다문화적 특성, 문화적 혼종성
(cultural hybridity), 일시성(transiency), 코드전환(code-switching)은 코스모폴리
타니즘 논의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속성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특성들이다
(Kahn 2006: 162-169; Woodward et al. 2008: 207-215). 그렇다면 싱가포르인들
이 말하는 그들의 다문화성, 혼종성, 일시성, 코드변환 등의 특성은 다름 아닌 코스
모폴리탄 정체성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인의 코스모폴리탄 정체
성에는 다문화주의적이고 혼성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요
컨대 이들이 생각하는 싱가포르의 정체성은 ‘로작’(Rojak)의 문화라고 정리할 수 있
다. 로작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먹는 칠리와 땅콩, 새우 등을 넣어 버
무려 먹는 샐러드로, 말레이어로 ‘섞은 양념’이라는 뜻을 가진다. 싱가포르에서는 말
레이식 로작, 인도식 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융합되고 변용된 로작을 맛볼 수 있는
데, 이러한 로작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들이 인식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다문화주의적 형태로 그리고 혼종적인 모습으로 표출된다. 
  다문화주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음악을 듣는 입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주의적 코스모
폴리타니즘은 일상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으로 표출되고 있
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독특하게도 로컬과 글로벌이 혼합되고 융합된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적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싱가포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독립 초기부터 다인종주의를 기본 이데올로기로 표방해

70) 페라나칸 음식은 중국 음식과 말레이 음식의 혼융사례로 싱가포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문화이다. 페라나칸 문화는 음식 뿐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싱가포르의 혼합적 문
화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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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싱가포르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혼융된 형태의 싱가포르식 다문화주의가 자리하
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페라나칸 문화나 음식의 융복합처럼 다양성이 인정되면서도 
혼융된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지 않다. “혼합과 
혼융을 통해 만들어지는 혼종성이라는 개념이 현대 싱가포르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는 앙과 스트래톤(Ang and Stratton 1995: 85)의 지적이 20년이 흐른 지금
에도 전혀 낯설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싱가포르 시민들이 인식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글로벌이 로
컬과 섞여서 변용되고 혼합된 형태이지만, 로컬에 좀 더 힘이 실린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이렇듯 문화적 차원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을 싱가포르식으로 추구하고 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많은 경우 종족정체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국민국가의 이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 유포하는 정치적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우 겉으로
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민-국민주의를 공식 담론으로 
채택한 싱가포르의 국가존립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여러 차원에 대해 정부와 시민이 가지는 이러한 관점
의 차이는 갈등과 경합으로 이어진다.

② 국민정체성을 둘러싼 경합: 싱글리쉬, 호커센터, 오래된 유산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주조하는 국민정체성과 ‘시민’
이 느끼는 정체성 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 안에서도 국민정체성에 대
한 정의와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이것은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정부가 주조하는 국민정체성과 시
민의 자기정체성 인식 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면 갈등이 생긴다. 정부가 그리는 그
림은 에스플라네이드와 마리나베이의 스카이라인 같은 최첨단 글로벌 이미지인데, 
싱가포르 시민들은 여전히 오래된 말레이 깜풍과 차이나타운에 대한 향수를 그리고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싱가포르 정부와 시민은 
양자 모두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지향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묘하게 어
긋나서 갈등과 경합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그 경합의 지점을 
엿볼 수 있다.

[사례 6-4] 우리들의 공유된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공유된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부정책으로 차이나타운을 복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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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젠 우리가 알던 과거의 차이나타운은 온데간데없고 깨끗하기 그지없는 식
당들만 남게 되었죠.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 제가 어릴 때 뛰놀던 운동장, 오래
된 가정집 이런 모든 추억의 장소들이 다 없어져서,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
는 공간이 없어서 속상해요. 정부에서 싱가포르 정체성을 만든다고 하면서, 사
실은 새로운 코스모폴리탄 도시 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지워버리는 것 같
아 착잡하기만 합니다. (마크, 중국계 싱가포르인, 남 43세, 언어학과 교수)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정체성이라 믿어왔던 것들을 정부에서 어느 날 갑
자기 지워버리고 전혀 새로운 국민정체성을 기획하자 시민들은 이를 수용하거나 협
상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상황이 특이한 것은 국가와 
시민 모두 현재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이 경합하고 협상되며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 절에서는 그 첨예한 대립이 가장 극명
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지점인 싱글리쉬, 호커센터, 오래된 유산 사례를 통해 싱가
포르에서 정부와 시민이 국민정체성을 두고 대립하거나 협상하며 이를 재구축해나
가는 양상을 추적해본다. 
  첫째, 많은 싱가포르 시민들이 싱가포르적인 것,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으로 들고 
있는 ‘싱글리쉬’(Straits Times 2014)를 둘러싸고 국가와 시민간의 경합이 벌어진
다. 싱가포르의 공식 언어는 영어, 중국어(만다린), 말레이어, 인도어(타밀어)의 네 
가지이지만, 싱가포르인에게 당신의 언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농담반 진담반으
로 ‘싱글리쉬’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싱글리쉬는 흔히 말끝 어미에 ‘lah’를 붙
이거나 ‘can’, ‘cannot’과의 조합을 섞어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를 특유의 억양을 
곁들여 쓰는 싱가포르식 영어를 지칭한다. 또한 싱글리쉬에는 호키엔(Hokkien) 등
의 중국어 방언이 섞여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싱가포르인이 이를 사용하기에 외국인
들조차 “싱가포르하면 싱글리쉬죠, 라(lah)”라며 말끝 어미에 ‘lah’를 더하거나 독특
한 억양을 흉내 낼 정도로 싱글리쉬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싱
가포르 고유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이주민이 싱가포르에 얼마나 통합
되었는지 알아보는 척도로 ‘싱글리쉬 사용 여부’를 들기도 할 정도이다. 외국인 학
생들에게는 싱가포르 학생들과의 우정과 유대감을 상징하는 언어자원으로 싱글리쉬
가 활용되기도 한다(강윤희 2014: 101-102).
  그런데 일순간 국가가 싱글리쉬를 지우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싱글리쉬
는 문법에 맞지 않고 외국인이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글로벌 시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소양을 갖
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담론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4장에서 살펴봤듯 싱가포르 



- 165 -

정부가 유치하고자 하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지녀야 할 정체성에는 고급 영어 
구사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고급영어를 사용하여 국가 전체를 비즈니스를 
하기 편한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
가포르 정부는 싱글리쉬 사용을 규제하는 담론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규제 
담론은 싱가포르 시민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러한 비난의 이면에는 인민
행동당의 화인중심주의(sinocization) 음모에 대한 배격 등 다양한 내막이 존재하지
만, 시민들의 반발과 비난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싱가포르적인 
것’을 정부에서 ‘느닷없이’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사례 6-5] 왜 굳이 싱글리쉬를 지우려고 하죠? 
싱글리쉬야말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난 
사실 싱글리쉬가 가장 편하고 자랑스러운데 왜 (정부에서) 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도 싱글리쉬 억양을 들으면 동포애가 생기고 고향
에 온 것처럼 느껴져서 반갑고 좋은데, 정부에서는 왜 굳이 싱글리쉬를 지우려
고 하죠? 사실 진짜 영국식, 미국식 영어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끼리 있을 
땐 싱글리쉬 억양 쓰지 영미 영어 안 써요. 연구자의 나라에서 동향 사람 만나
면 사투리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헨리, 중국계 싱가포르인, 남 41세, 
사업가)

  다시 말해 시민들은 싱글리쉬 사용을 통해 ‘동포애’를 느낄 정도로 싱글리쉬를 싱
가포르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를 추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배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싱글리쉬는 이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고수해야 할 ‘싱가포
르의 국민정체성’으로 부상했다.  
  싱글리쉬 문제를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인 ‘코드전환’과 결부하여 좀 
더 설명해보자. ‘코드전환’은 싱가포르인이 공유하고 있는 국민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싱가포르 현지조사 초반부터 소위 ‘배운 자’들
이 체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코드전환’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코드전환은 일상
생활의 많은 지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언어에 있어서
의 코드전환이다. 바로 전까지 연구자와 대화할 때만 해도 영국식 혹은 미국식 영어 
발음71)의 고급 영어를 구사하던 싱가포르인이 다른 싱가포르인이 대화에 참여하면 
싱글리쉬로 바꿔 쓰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71)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는 싱가포르 시민들이 유학을 가는 주요 국가로, 어디서 교육을 
받았나에 따라 영어 발음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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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6] 우리끼리 있을 때 그런 완벽한 발음을 쓰면 우습다.
도널드는 아마 완벽한 영어를 쓸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런 고급영어를 우
리에게 쓰면 사람들이 ‘너 뭐냐. 잘난 척 좀 하지 말래?’라고 말할 테니까 안 
쓰는 거다. 우리끼리 있을 때 그런 완벽한 발음을 쓰면 우습다. 셀린느라는 애
도 봐라. 설마 미시간에 8년 있었다고 그렇게 싱글리쉬 억양을 한순간에 잊어
버리겠냐.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런 언어적 코드전환은 싱가포르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우리에겐 영어에서 싱글리쉬로, 혹은 종족언어에서 영어
로 코드전환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다. (주바이다, 말레이계 싱
가포르인, 여 46세, 대학 강사)

  고급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싱글리쉬를 사용하며 날마다 코드전환을 체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싱글리쉬를 사용하면 싱가포르인으로서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싱글리쉬는 이런 의미에서 싱가포르적인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적 행위이자 정부의 싱글리쉬 배제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싱글리쉬는 국민정체성의 협상과 재구축의 첨예한 대립 
지점이 된다. 특히 정부가 그 사용을 억제하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의식적으로 싱글
리쉬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저항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싱글리쉬 사용을 
통한 정부에 대한 저항은 드라마방송의 주제로 다뤄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되었고, 급기야 최근 싱가포르인과 외국인을 가르는 기준으로 싱글리쉬 사용 여부를 
들 정도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싱가포르인 정체성의 대표적 지표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 이르러 리셴룽 총리가 싱글리쉬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
며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에서 국가와 시민이 국민정체성을 두고 치열한 경합과 경쟁을 벌이는 두 
번째 지점은 다름 아닌 ‘호커센터’(hawker center)이다. 호커센터는 HDB와 함께 
싱가포르 중심부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장소이다. 1970년대
에 싱가포르 정부는 다인종주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학적 프로그램
을 기획한 바, 그 중 HDB 단지 건설 기획이 핵심을 차지한다. HDB 기획의 초점은 
단지 내 CMIO의 종족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춤으로써 물리적 거리의 축소가 심적 
거리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청사진에 따라 모든 HDB
에는 단지내외에 호커센터와 공용공간(void deck)을 두게 했다. 특히 호커센터는 중
국계, 말레이계, 인도계의 종족별 음식 코너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세부정
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의 음식의 다문화가 형성되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호커센터는 HDB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싱가포르적인 것’으로 자리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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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호커센터가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호커센터에는 다양한 
국가의 이색 음식 코너들이 신설되고 있다. 이를테면, 근래에 태국인이 대거 유입되
어 들어오고 한류 바람이 불자 태국 및 한국 음식 코너가 호커센터에 새로 설치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극적인 변화는 과거의 낡은 호커센터가 철거되고 재
개발되어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재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싱가포르 정체성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온 전통적인 형
태의 호커센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커센터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양분된다. 한편에서는 “좀 더 위
생적이고 깨끗하며 다양해져서 좋다”는 반응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억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쉽다.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Straits Times 2014). 대부분의 경우, 호커센터는 여전히 다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
즘이 강조되는 공간이지만, 재개발 이후의 호커센터는 과거와는 달리 좀 더 글로벌
한 측면의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경도되어 있다는 반응이다. 오랜 기간 싱가포르의 정
체성으로 생각되던 기존의 호커센터가 지나치게 현대화되고 글로벌화되자, 시민들은 
이러한 갑작스런 간극과 기억의 장소의 상실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특히 
로컬이 퇴색하고 글로벌이 강조되는 형태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시민들이 수용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같은 시기 외국인의 급속한 유
입으로 국민정체성이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한층 더 심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유산(heritage)’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이 치
열하게 경쟁한다. 오래된 유산은 한 국가의 공유 기억을 상징하는 특별한 물리적 공
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변형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개발 프로젝트는 종종 시민들의 
집단 저항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오래된 유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의 경합 양상을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말레이 깜풍(kampong)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킷브라운’(Bukit Brown) 개발 사례를 연결지어 분석해본다. 

[사진 6-2], [사진 6-3] 부앙콕의 말레이 깜풍의 거주민과 연구자. 뒤쪽 지척에서 보이는 

포크레인이 마지막 남은 깜풍마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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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등장하는 말레이 깜풍의 모습은 과거 말레이계 싱가포르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장소이며 나이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추억을 자아내는 곳이다. 불
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의 구석구석에서 말레이 깜풍을 흔히 찾아볼 수 있
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후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싱가포르 전역에 HDB가 들어서
게 되었고, 이후 싱가포르가 최첨단 고층빌딩과 콘도미니엄으로 둘러싸인 글로벌 도
시국가로 거듭나게 됨에 따라 이제 싱가포르에서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은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깜풍마저 곧 허물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연구자가 공영방송 TV제작자와 함께 부앙콕(Buang Kok)의 깜풍을 찾아갔던 날, 
그곳에서는 깜풍 철거 문제를 보도하기 위해 찾아온 다른 언론사가 주민과 인터뷰
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알고 찾아온 관광객 몇 명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사실 마
을 전체가 깜풍으로 보존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 관광 
가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싱가포르 내에 아직도 이렇게 말레이 깜풍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그
들의 입장이었다. “몇십년간 살아온 추억이 깃든 고향인데... 왜 이 곳을 허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헐겠다고 공포하면 바로 헐릴 것”이라며 한 동
네 주민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부킷브라운 묘지’(Bukit Brown Cemetery)를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 계획을 둘러
싼 일련의 사건은 화인의 종족정체성과 정부가 주조하고자 하는 국민정체성이 충돌
한 상징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킷브라운 묘지는 영국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화인 이주자의 묘지로 화인들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기억의 공간이다. 1922년 영국 
식민정부에 의해 설립된 시립 부킷브라운 묘지는 개척자 세대를 포함한 100,000여
명 화인의 무덤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본토 바깥에 있는 화인 묘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Singapore Heritage Society 2012).
  도로를 내기 위해 부킷브라운 묘지를 철거하겠다는 정부정책은 화인 대다수로 이
루어진 시민들로 하여금 저항에 나서게 하였다. 기억의 공간인 부킷브라운 묘지를 
가로지르는 8차선 도로를 신설하고 묘지의 다른 부분까지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자 시민들은 반대 청원에 나서고 공개 토론회를 조직하는 등 정부 정
책에 저항했다(Chong 2014: 225). 저항은 풀뿌리 조직 차원에서도 평화적으로 그
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싱가포르유산협회(Singapore Heritage Society), 부
킷브라운지킴이(All Things Bukit Brown)처럼 풀뿌리 차원의 여러 조직들이 더 이
상의 묘지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예를 들면, 부킷
브라운지킴이에서는 묘지를 가로지르는 ‘가이드 투어’를 조직하고 가이드를 자원하
여 부킷브라운 묘지의 장소적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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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조직의 한 간부는 “부킷브라운처럼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은 싱가포르
인에게 귀속감을 심어주는 장소입니다. 집과 호텔의 차이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
죠. 이러한 기억의 공간을 파괴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순 있겠지만, 그건 호텔방에 불과할겁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The Guardian 
2015. 8. 7). 이러한 일련의 저항이 가능했던 것은 싱가포르인들은 더 이상 국립도
서관(national library)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이며,72) 
이것은 시민들이 이전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글리쉬, 호커센터, 기존의 차이나타운이 사라지거나 
변용되고, 그 자리를 고급영어, MBS, 에스플라네이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차이나타운이 대체하고 있다. 그러한 경합과 협상의 과정 속에서 싱글리쉬처럼 시민
들이 지켜낸 것도 있다. 그러나 말레이인의 종족정체성을 상징하는 깜풍은 이제 싱
가포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화인의 종족정체성을 상징하는 부킷브라운마저
도 글로벌 도시국가 프로젝트라는 거대담론에 밀려 철거될 위험에 놓여있다. 싱가포
르 정부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종
족정체성을 희생시킬 정도로 이에 몰두하고 있다. 싱가포르 시민의 국민정체성에는 
글로벌 정체성과 로컬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로컬 정체성을 
포기해서라도 더 큰 목표인 글로벌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9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이면에는 ‘글로벌 도시’
라는 지배적인 비전에 따라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다른 요소들은 희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의 경우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상상하고 있긴 하지만 정
부에 비해 좀 더 ‘로컬’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싱글리쉬나 호커센터, 화인
의 부킷브라운 묘지나 말레이 깜풍처럼 종족정체성에 기반한 유산, 오래된 기억들, 
귀속감, 고향, 추억에 초점을 맞춰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상상한다. 다시 말해 국
가가 기획하는 코스모폴리탄 국민정체성은 좀 더 ‘글로벌’에 치우쳐 있다면, 시민들
이 생각하는 코스모폴리탄 국민정체성은 좀 더 ‘로컬’에 치우쳐있는 것이 간극의 핵
심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조화, 외국인 인재와 자국민 인재의 조화가 깨어질 때 싱
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은 위태로워진다. 이러한 위태로운 국민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기
획하고 유포하여 이탈을 막기 위해 국가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 
 

72) 국립도서관은 싱가포르 박물관 구역에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많은 싱가포르인들에게 추
억의 장소로 꼽힌다. 싱가포르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고자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교통 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터널 건설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싱가포르
인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었으나 결국 철거되었다. 국립도서관 철거를 계기로 로컬 문화적 뿌
리와 유산 보호에 대한 자각이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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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5] 국경일 퍼레이드 리허설(연구자 

촬영)

2) 계속되는 국민형성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국민형성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다양한 방법과 재원을 
동원하여 기획되고 실천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많은 의식과 행사를 통해 애
국심을 고취하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절에서
는 싱가포르의 독립을 경축하는 국경일 의식을 중심으로 국민형성 프로젝트를 심층
적으로 기술한다. 수많은 국민형성 기획 중 국경일 의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국경일 의식은 싱가포르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다인종주의’에서 ‘하나의 싱가포르’(One Singapore)로 이어지는 시민-국민주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의식은 국가정체성을 
놓고 국가와 시민이 첨예하게 경합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홉스봄(2011)이 
지적한 국민형성의 세 가지 주요장치인 초등교육, 상징물, 의례가 뒤얽혀 작용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국경일이 있는 8월, 싱가포르 전역은 국가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물결로 
뒤덮인다. 집집마다 국기가 나부끼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 상업장소 가리지 않고 
국경일을 축하하기 위한 현수막이 내걸린다. 거리곳곳에는 싱가포르 국경일 주제가
가 울려 퍼지고, 각종 미디어 매체들은 국경일 경축 보도에 집중한다. 국경일인 8월 
9일을 전후하여 두 달에 걸쳐 다양한 국경일 의식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봉은 ‘국경일 퍼레이드’(National Day Parade)이다. 국경일 퍼레이드야말로 
“국가가 국민정체성을 주조하고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한 의례이
자 장대한 광경을 연출”(Kong and Yeoh 1997: 214)하는 핵심 장치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사진 6-4] 2014년 국경일 퍼레이드의 아

름다운 불꽃들(연구자 촬영)

  위의 사진은 2014년 국경일 퍼레이드의 마지막 리허설의 장면이다. 싱가포르에서
는 8월 9일 본행사 10주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퍼레이드 리허설을 실시한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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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6] 국경일 퍼레이드 군 병력 강조 

사진(연구자 촬영)

[사진 6-7] 싱가포르 국기를 펼친 전투기가 

등장하는 사진(연구자 촬영) 

허설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관료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과 불꽃놀이가 다소 
축소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본행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10여 차례
에 걸쳐 진행되는 국경일 퍼레이드 리허설에는 매회 싱가포르 전역의 학생 27,000
여명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한번, 
중학교 때 한번, 이런 식으로 국경일 퍼레이드를 두 번 이상 참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의 국경일 퍼레이드는 싱가포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재교육하
는 본격적인 공간이 된다.
  그러면 정부는 국경일 퍼레이드를 통해 어떤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는가? 공
과 여(Kong and Yeoh 2005: 231-234)는 1965년부터 30년 간 실시된 국경일 퍼
레이드를 분석한 결과, ‘다인종주의, 젊음, 실용주의와 경제발전, 교육과 훈육’의 네 
가지 모티브가 매년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특정 시기마다 
정부에서 강조점을 두어 주조하고자 하는 모티브가 각 해의 국경일 퍼레이드에 깊
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2014년 국경일 퍼레이드의 모티브는 ‘Our Nation, Our 
Home’으로, 퍼레이드 중간중간 대형화면에서는 하나의 싱가포르, 가족의 중요성 등 
싱가포르에서 중요시 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영상 방영이 반복되었다. 당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는 상황이어서인지 유난히 ‘집’(Home)과 관련된 국경일 주제가
가 많이 울려 퍼졌다. 
  국경일 퍼레이드는 싱가포르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의식으로 싱가포르 육
군에서 조직위원회를 맡아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개
별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다른 많은 행사들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
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행사는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싱가포르’라는 
국민정체성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며,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에 군사력을 과시하는 상
징적 의미를 지니기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육군이 조직위원회를 맡아 준비하
고 진행한다. 이런 연유로 아래와 같이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전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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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주재 아시아권 국가의 공사(公使) 한 명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퍼레이드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퍼레이드에 초청 
받은 각국의 대사, 공사들이 내빈석에 앉아 기다리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총리가 환
호 속에 등장하고, 이후 제트기와 탱크 등의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치밀한 움직임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라고 퍼레이드 감상에 대한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나면 한편의 잘 짜여진 대형쇼를 본 듯한 느낌
을 지울 수 없다. 퍼레이드 중간 중간 영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싱가포르’, ‘가족
의 가치 증진’, ‘인종간의 화합과 결속’ 등을 강조하는 특유의 직접적인 메시지에 대
한 거부감만 없다면,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반나절 동안 야외체육관에서 시
민들과 함께 즐거운 공연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 특히 대미를 장식하
는 불꽃놀이는 이를 관람키 위해 인근국가에서 온 관광객이 줄을 설 정도로 명물 
중의 명물이다.
  싱가포르 국경일 퍼레이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경일 주제가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직접적이다. ‘우리는 하나, 싱가포르는 하나’ 등의 인위적인 구호를 넣은 
국경일 주제가를 매년 새롭게 만들어 유명가수가 부르게 하고 이를 학생과 시민이 
따라 부르게 한다. 

[사례 6-7] 국경일 주제가(National Day Song) 가사 
우리가 속상함을 느낄 때마다
난 주변을 돌아봐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가게 될 장소가 있다는 것을.
나의 선택으로 어디를 가던
난 이 도시를 항상 기억할 것이에요.
거리 곳곳에 그리고 해변 곳곳에
강물을 따라 흘러내리며 우리에게 삶을 가져다준
나의 싱가포르를.

(후렴구)
이곳은 진정 나의 집이에요. 난 알고 있어요.
나의 꿈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물이 항상 흐르는 그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곳은 확실하게 우리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온 감각이
내게 말해주거든요. 이곳에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집이라는 걸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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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8] 빨간 옷을 입고 안쪽에서 행사

를 즐기는 싱가포르인과 바리케이드 바깥에

서 지켜보는 외국인 노동자(연구자 촬영)  

[사진 6-9] 고급호텔 루프탑 바에서 퍼레

이드를 관람하는 외국인 고급인력과 관광객

(연구자 촬영) 

이곳이 내가 집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죠.
이곳이 내가 집에 있다고 느끼는 곳이죠.
싱가푸라. 오, 싱가푸라.

(“Home”, 2014 NDP 프로그램북에서 발췌) 

  이렇게 반복적인 가사를 듣고 따라 부르는 행위를 통해 시민과 학생은 싱가포르
가 ‘우리의 집’이고, 싱가포르인은 ‘하나의 싱가포르인’이라는 인식을 주입받는다. 
  국경일을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2014년 국경일 퍼레이드가 열린 마리나베
이에서는 퍼레이드 외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행사 피날레의 
불꽃놀이는 인근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지만,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차
지하려는 시민, 외국인, 관광객으로 마리나베이는 대낮부터 북새통을 이룬다. 여기
서 주목할 것은 시민과 외국인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음 사진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사진 6-8]은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바리케이드 안쪽에 들어가 
피크닉매트를 펼쳐놓고 행사를 즐기는 싱가포르인의 여유로운 모습과 이를 바리케
이드 바깥에서 지켜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진 6-9]는 플러턴 
베이나 마리나베이샌즈의 고급 호텔 루프탑 바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퍼레이드와 불
꽃놀이를 관람하는 외국인 고급인력과 인근 국가의 부유한 관광객의 모습이다. 물론 
싱가포르인의 경우에도 고급 호텔 테라스나 루프탑 바에서 불꽃놀이를 만끽하기도 
하고 아예 국경일 행사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에도 마리나베이 
호텔 루프탑 바에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비율이 높은데 국경일에는 유난히 더 외국
인 고급인력의 비율이 높은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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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F73)의 전망좋은 루프탑 바 ‘레벨33’는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 전
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왼쪽으로는 CBD 금융특구와 마리나베이샌즈
가 자리하고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 by the Bay) 옆으로 
망망대해처럼 펼쳐진 남중국해에 떠있는 수십 척의 배가 눈길을 끌었다. 국경일 오
후 4시, 레벨33는 이날이 싱가포르의 독립기념일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외국
인 그것도 대부분 백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면 싱가포르를 상
징하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수십 만 명의 인파와 각종 독립기념일 행사의 장식물로 
마리나베이 전역이 붉게 물들어 있다. 레벨33에서도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면, ‘국경
일 이벤트’ 예약만료 표시로 예약자의 이름이 적힌 한눈에도 고급스런 질감의 명패
가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마리나베이 일대의 레스토랑, 테라
스, 루프탑 바는 이때가 대목으로 국경일을 경축하는 상업적 이벤트가 열린다. 호텔
에선 앞다투어 ‘국경일 특선’ 샴페인이나 칵테일을 한시적으로 선보이기도 하고, 마
리나베이 일대에서 열리는 국경일 경축 이벤트들을 일람할 수 있는 행사 포스터까
지 제작하는 등 국경일마저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형국을 보인다. 고급 레
스토랑의 이벤트가로 나온 테이블당 기본예약가는 S$300 정도로 저렴하지 않다.
  국경일 퍼레이드를 관람할 수 있는 또다른 명소인 라이트하우스는 마리나베이 지
역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답게 고급스러운 루프탑 바로, 국경일 퍼레이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10여개의 고급스러운 테이블에는 백인 
고급인력, 외국인 관광객, 싱가포르와의 주요 사업 진행 차 자주 싱가포르를 오고가
는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이내 친해져 서로 샴페인을 
한 병씩 돌려가며 싱가포르의 국경일을 축하했다. 이들 중에서도 연구자 일행이 처
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호주 퍼스 출신 고급인력들과는 싱가포르의 국민주의와 
국민정체성을 인위적으로 유포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부분
의 경우 싱가포르는 중국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와는 달라서 당연히 이러한 
국경일 행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상업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값비싼 국경일 기념 이벤트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일 의식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후자의 경우 시민들에게 애국심
을 고취시키고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주입하고자 고안된 장치들이 가지는 인위성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자. 
  국경일 당일 진행되는 퍼레이드나 부대행사 외에도 국경일을 전후한 2개월에 걸
쳐 독립을 경축하는 행사가 싱가포르 전역에서 열린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커뮤

73) 마리나베이금융센터(MBF)는 90년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축된 건물로 전
세계 대부분의 투자은행, 금융기관들이 집결된 금융중심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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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0] 커뮤니티 지역주민들이 무대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싱가포

르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 

니티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국경일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기로 유명한 북부 지역의 ‘국경일 만찬’을 중심으로 기술한 후, 이러
한 국민형성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의 반응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민형성 프로젝트가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기술한다.
  국경일 만찬은 천명이 넘는 북부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규모가 큰 커뮤니티 행사
이다. 만찬 초청장에서 권장한대로 모든 참석자가 빨간색 혹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
었다. 일렬종대의 사병들의 엄호를 받는 북부지역 국회의원과 커뮤니티 고위관계자
의 입장으로 행사의 막이 열렸고, 이 지역 의원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에서는 싱가
포르 독립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하나의 싱가포르’를 부각하는 메시지를 강조하였
다. 그 후 주요 인사와 ‘개척자 세대’74)를 포함한 일반주민 중 선정된 일부가 무대 
위로 오른다. 다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등 국가의 하나됨
을 상징하는 의례를 실행한다. 이윽고 대형 생일케이크가 들어오고 싱가포르의 49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른다. 

74) 개척자 세대(Pioneer Generation)는 싱가포르 독립 이후 가난과 역경을 딛고 싱가포르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세대로, 2014년부터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하며, 모든 정부문서와 미디
어 등의 주요 담론에 등장한 ‘만들어진 세대’이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외국인에 대
한 반감을 잠재우기 위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집’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시민들
이 중요시 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짚어봄으로써 싱가포르 시민들을 회유하는 의미도 담겨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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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식사 시간에는 지역 학생들이 펼치는 각종 춤과 노래의 향연이 이어지는데, 
국가주의를 고취하고 국민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제의 공연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라는 종족구성에 맞춰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
도로 배분된 춤과 노래의 향연이 이어졌다. 식사는 뷔페식이 아니라 제대로 갖춰진 
중국식 정찬이 제공되었다. 말레이계 주민에게는 할랄식으로 조리된 요리가 제공되
었으며 이 때문인지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다다를 즈음 참가자들은 싱가포르 국경일 주제가를 부르며 준비된 
국기를 흔든다. 주요관계자를 포함하여 백 여 명이 무대에 올라가 붉은 물결을 이루
며 한손에는 미리 준비된 크고 작은 국기를, 다른 한손에는 소형 폭죽을 쥔다. 이윽
고 암전이 되고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국경일을 축하하는 주제가가 퍼
져 나오고 무대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주제가를 부르며 국기를 흔들고 폭죽을 터
트린다. 무대 아래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천명이 넘는 시민들 역시 이에 환호하며 
주제가를 따라 부른다. 주제가 합창이 끝나면 서로 국경일을 축하하는 인사를 나눈 
후 얼싸안는다. 
  이러한 대규모의 공식적인 국경일 만찬 외에도 개별 커뮤니티 차원에서 혹은 2-3
개의 커뮤니티가 합동으로 국경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대개의 경우 
본행사장에서는 식전 공연과 연설, 본 공연 등 주요행사가 이루어지며, 본행사장의 
각종 공연은 애국심과 다문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행사장 안
팎에 각종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놓고 하루종일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근 주
민들이 언제든지 시간날 때 들러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듯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일 경축 행사는 다른 행사들에 비해 압도적
으로 국민형성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고 인위적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에
도 이러한 메시지의 인위성과 직접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메시지가 너무 강한 나
머지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75) 

[사례 6-8] 나치와 파시즘을 연상
(연구자) 이번 국경일 경축 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스티븐) 나치와 파시즘을 연상시킨다. 끝없이 틀어주는 노래를 너도 들었으니 
알거 아니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싱가포르, 우리나라, 우리의 집”을 들려준
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는 거다. 넌 그렇게 생각 안하냐, 설마? 

75)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이러한 국민형성 행사에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
다. 외국인 고급인력들의 싱가포르 국민정체성과 국민형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던 연구자는 
라포를 형성한 주요제보자들과 함께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청취
하는 방법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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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뭘 또 그렇게까지... 이런 이벤트 참여해본 적 있나? 이럴 줄 알았나?
(스티븐) 이런 행사 완전 싫어한다. 그러나 참석 전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도 어느 정도는 파시즘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너도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기억하지 않냐. 아마 대부분
의 나라가 시행하는 독립기념일 기념행사가 그렇겠지. 그러나 싱가포르의 이번 
행사는 정말 슈퍼파시즘의 극치이다. 파시즘 자체이다. 정말... 중국 것보다도 
훨씬 심하다. 중국에선 사실 당 서기에 대한 이야기 몇 번 하다가 끝나는 게 
전부이다. 그런데, 여기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싱가포르, 우리는 하나’ 이
런 내용이 반복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게 참... 
(연구자) 싱가포르에서 지난 2년간 국경일을 어떻게 보냈나? 퍼레이드를 실제로 
보러 간 적이 있나?
(스티븐) TV쇼에서 봤다. 지나치게 세뇌하는 느낌이라서 그 이후로는 보지 않
는다. 아직 인구가 5백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작은 나라의 실정에는 맞
는 것 같다. 행사에서 사람들이 국기 흔드는 거 봐라, 히틀러가 지나갈 때나 단
상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국기 흔드는 거랑 똑같은 자세를 사람들이 취한다. 
정말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주재 첫 번째 해에 쇼를 보고, 그 이후
에는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스티븐,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남 35세, 국경일 전야행사 관람 후 면담)

[사례 6-9] 지나친 감이 없진 않죠.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아직 이런 게 필요
물론 지나친 감이 없지 않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 역사가 얼마
나 됐어요. SG50, SG50라니, 50년이면 진짜 나라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물론 선주민이 살았던 역사까지 합치면, 50년은 아니고 조금 더 되긴 
했지만 그래봤자 몇 백 년도 안됐죠. 그에 비해 한국 역사는 몇년이죠? 당신 
나라인 한국이나 우리나라인 영국 같이 오래된 역사와 뿌리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아직 이
런 게 필요하고, 당분간은 계속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앤드류, 영국인, 영
주권자, 남 50세, 국경일 행사 관람 후 면담)

  사례 [6-8]과 사례 [6-9]에서 나타나듯 대부분의 외국인은 이러한 싱가포르의 국
경일 의식이 매우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본토 
출신 고급인력으로 미국에서 유학한 스티븐은 이런 국민형성 프로젝트를 “슈퍼파시
즘의 극치”, “중국 것보다 훨씬 심하다”, “세뇌”시키는 느낌이라며 직설적으로 거부
감을 표출하였다. 역사학을 전공한 영국인 고급인력 앤드류는 싱가포르의 짧은 역사
를 볼 때 인위적인 국민형성이 아직 절실히 필요하다는 조금 정제된 관점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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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행사 관람 내내 앤드류가 보여준 표정과 태도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들은 이러한 그의 언설과는 달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감이 깃들어 있
는 종류의 것이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싱가포르 주재 기간 동안 한번도 이런 행사
에 참석해본 적도 관심도 없었다고 표명하고 있다. 국경일 당일, 소비문화적인 고급 
이벤트에서 샴페인과 값비싼 음식을 즐기며 불꽃놀이를 관람했던 외국인 고급인력
들은 국경일 의식을 한걸음 떨어진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비교적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반면,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위성이 강한 국경일 커뮤니티 행사
에 참가한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였다.
  이에 비교하여 시민들의 경우에는 국경일 의식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급인력보다 
거부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앞 절에서 살펴본 정부와 시민 간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경합과 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연구자가 국경일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퍼레이드조직위원회에 몸담았던 전직 고위관료는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 정부가 어떤 담론을 유포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이 행사는 보통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개최 1년 전부터 세심하게 고안하죠. 
의식이 열리는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주제가, 비주얼 효과, 종대의 배열, 참가학
생들에게 나눠주는 증정품 하나하나까지 One Singapore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기획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퍼레이드를 관람하
는 그의 아이들은 그가 언급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와는 별개로 행사 자체를 즐기
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유명한 가수가 노래하는 국경일 주제가의 ‘싱가포르는 
하나, 우리는 하나’라는 반복적인 가사를 계속해서 따라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학생 때부터 싱가포르인에게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
듯 국경일 퍼레이드는 잘 짜여진 한 편의 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큰 거부
감 없이 이를 관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현실 속에서, 신규 이주민까지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끊임없이 시민들로 하여금 ‘하나’라고 상상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다종족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의 상황에서는 공통문화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하나라
고 상상하게 만들기 어려운 난감함이 존재한다.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국가는 다인
종, 이주민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하나의 싱가포르’의 일원이라고 믿게 하는 시민-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유포할 수 있는 인위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고안하여 
이를 주입시킨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우리 싱가포르 시민은 인
종, 언어, 종교를 넘어 하나로 단결된 사람임을 맹세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이유이
다.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싱
가포르’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결국 다인종주의, 그에 근거한 4M 이데
올로기,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는 모두 표면적으로 주창되는 국가비전일 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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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시민-국민주의 담론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 주권성 강화라는 보다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숨겨져 있다. 

2. 정체성의 정치 속에 숨겨진 경제적 이해관계

  앞 절에서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국가와 시민이 인식하는 
국민정체성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을 둘러싼 이러한 인식 차이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급증
하면서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급기야 시민과 외국인 및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혐오증이라 부를 정도로 이러한 갈등과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외국
인과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반감의 원인은 흔들리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불
안감, 치열한 일자리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치 경쟁 등으로 
다층적이다.
  이 절에서는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 간의 갈등양상과 정체성의 정치의 
생생한 현장을 민족지적으로 그려본다. 특히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이 일
자리와 영주권을 둘러싸고 펼치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정체성의 정치 
속에 숨겨진 경제적 이해관계를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1) ‘진정한’ 싱가포르인의 발견: 외국인과 이주민의 ‘타자화’ 

  2012년 싱가포르의 온·오프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커리 논
쟁’(Curry debate)이었다. 이 사건은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온 외국인 고급인력 가
족이 이웃에 사는 인도계 싱가포르인 가족의 집에서 매일같이 풍기는 커리 요리 냄
새를 견디다 못해 싱가포르 지역사회중재센터(CMC)에 중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중재센터가 인도계 싱가포르인 가족은 중국 본토 출신 이웃이 집에 없을 때
에만 커리를 요리하라고 권고한 중재결과였다. 이러한 중재결과는 싱가포르인의 극
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커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계 등 다종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문화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커리 요리
를 제한하는 것은 싱가포르인의 종족 관행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이 느껴졌기 때
문이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싱가포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건국철학인 다문화주의
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싱가포르인이 가지는 불만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이주민의 급속한 유입과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시민권 관행에 
대해 그동안 싱가포르 시민이 가졌던 불만과 분노를 수면위로 표출하게 하는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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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되었다. 이는 “싱가포르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 “그럼 PRC76) 음식도 만들지 마라” 등의 특정 국적의 이주민을 배격하는 구체
적인 비난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외국인 혐오증으로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이후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시행 결과 외국인과 이주민이 급증함에 따
라, 싱가포르만의 것, 싱가포르만의 문화, 다시 말해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이 변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인들은 
기존의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계 사이의 갈등을 넘어 ‘싱가포르인’으로서 
일체감과 결속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싱가포르 사회에서 주된 균열축은 싱
가포르인 내부의 종족 사이에서 싱가포르인과 비싱가포르인 사이로 옮겨가는 것처
럼 보인다. 요컨대 중국계 싱가포르인 대 말레이계 싱가포르인 사이가 아니라, 중국
계 싱가포르인 대 중국계 이주민, 혹은 인도계 싱가포르인 대 인도계 이주민의 대립
이 싱가포르 사회의 주된 균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시민과 외국인 간, 선주민과 신규 이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시민의 이주
민 배제 기제는 이주연구의 단골주제일 만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에서 이러한 대립은 싱가포르의 상황적 맥락과 맞물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하게 나
타난다. 첫째, ‘도시국가’라는 싱가포르의 작은 몸집에 비해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전체노동인구 1/3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집단은 한 나라의 국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위협적인 규모이다. 둘째, 싱가포르 사회에는 독립 
이래 CMIO 인종구분선에 따른 인종별 스테레오타이핑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신규 이주민에게 부과되는 스테레오타이핑과 중첩되어 한층 복잡한 양상을 자아내
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오늘날에도 인위적으로 CMIO 인종구분선에 따라 
모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이주민의 급속한 유입이 이와 맞물려 빚어
내는 양상이 독특하다. 셋째,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주민으
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이런 복잡
한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 선주민들이 자기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
다.
  누가 진짜 싱가포르인인가? 싱가포르에 얼마나 오래 살아야 혹은 어떤 조건을 갖
춰야 진정한 싱가포르인이라 불릴 수 있을까? 이는 이주민, 다인종으로 구성된 싱가
포르 사회가 숙명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
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민 통합 세미나에서 합석한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싱
가포르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76) 싱가포르인은 중국 본토 출신을 가리켜 ‘Mainland Chinese people’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만, 이런 비난을 할 때에는 대체로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인 ‘PRC’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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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10] 그는 사실... (싱가포르인도) 아니잖아요.
연구자: 오늘 발표내용 중 이주민 통합에 있어 커뮤니티센터(CC)의 역할에 대
한 싱가포르인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A(싱가포르 선주민): 커뮤니티센터는 사실 좀 더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
는 편이죠. 저는 한번도 참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 센터 활
동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주민 통합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솔직히 오늘 세미나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B(중국 본토 출신 시민): 저는 대학 때부터 CC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싱가포르 
커뮤니티 센터 활동에 대한 장황한 설명과 함께 이주자 통합에 있어 커뮤니티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10분간 열변을 토한 후) 참고로 저는 중학교 때, 중국 
본토에서 이민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NUS를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로 귀화
한지도 15년이 넘었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은 학교 때부터 했고, 취직 후에도 
계속 했죠. INC(통합과 귀화 챔피언) 등등 CC활동에 그동안 참여를 많이 했어
요. 제가 처음 싱가포르에 와서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나
라 사람들이 충분히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기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커뮤니티센터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윽고 B가 퇴장하자 A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A(싱가포르 선주민): 우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커
뮤니티 활동 등에 열심이죠? 그는 사실... (싱가포르인도) 아니잖아요. 

(이주민 통합 세미나 참여관찰, 강조는 연구자)

  중국 본토 출신 시민 B의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라는 인식과 선주민 A의 “(싱가
포르인도) 아니잖아요”라는 인식 간의 간극은 이 절의 중심 주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다. 도대체 누가 ‘진짜’ 싱가포르인인가? A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자란’(born 
and bred) 싱가포르 선주민으로,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이다. B는 
중국 본토 출신으로 귀화한지 15년이 된 40대 중반의 남성이다. 금융회사에 다니지
만 커뮤니티센터 일도 많이 하고 있는 B는 중학교 때 이주해온 이래 30년 가깝게 
싱가포르에 거주해왔으며, 말씨나 매너 등 뼛속까지 싱가포르인처럼 보였다. 이후 
추가 면담을 통해 확인한 일이지만, 싱가포르를 디딤돌로 생각하기보다는 싱가포르
에 진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 그를 귀화자라는 이유만으로 ‘싱가포르인’
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가?
  최근 외국인과 이주민의 급증으로 ‘진정한 싱가포르인’(true/authentic 
Singaporean),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싱가포르인’(born and 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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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an), ‘순혈 싱가포르인’(blue-blooded Singaporean)이라는 용어가 생성
되었고, ‘중심지대 주민’(heartlander)과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대립77)과 
갈등이 싱가포르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학계, 언론은 물론 
실생활 속으로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소위 ‘진정한 싱가포르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여론에서 통용되는 조건을 종합해보면,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칠 것, 싱가포르 교육제도를 경험할 것, 싱가포르 국민정체성을 받아들일 것’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Straits Times 2014). 이러한 조건에 걸맞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배제와 배척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점차 심화·확대되고 있다. 이를테
면, “싱가포르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나라밖으로 꺼져라”라는 과격한 언동부터 “중
국, 인도에서 들여오는 싼값의 저질 노동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78)라는 멸시에 찬 비난이 온라인에서 들끓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일터나 거주지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일화들이 많다. 
불과 3세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이민자로 구성된 싱가포르에서 누가 진정한 
싱가포르인인지, 싱가포르 국민됨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
을까?
  싱가포르 정부는 규정상 인구를 크게 주민(Resident)과 비주민(Non-resident)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민에는 시민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포함시켜 같은 범주로 관
리하고 있다. 그런데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싱가포르 선주민은 영주권자는 물론 신
규 시민권자마저 ‘외국인’으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 
규정상 EP비자 소지자와 외국인 노동자는 ‘비주민’ 범주에 속하는 ‘외국인’이지만, 
영주권자와 신규 시민권자는 ‘주민’ 범주에 속하는 엄연한 싱가포르의 일원인데도 
‘외국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범주의 모호함이 
또 다시 문제가 된다. 실생활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라는 범주는 EP비자 소지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영주권자는 정부 
규정상으로는 ‘주민’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중간에 끼인 위치에 
놓이게 되어, 때로는 EP비자 소지자나 단기 거주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상황까지 
생긴다. 물론 영주권자와 심지어 신규 시민권자마저 외국인으로 배척되는 데에는 이

77) 중심지대 주민(heartlander)과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대립은, 싱가포르의 중심부
(heartland)를 상징하는 HDB에 사는 사람들-주로 싱가포르 시민들-과 콘도나 개인 주택에 
사는 코스모폴리탄들 간의 대립을 일컫는 표현이다. 최근 HDB에서의 외국인 거주가 비약적
으로 늘었고, 콘도나 개인 주택에 싱가포르인도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가
포르인과 외국인을 구분 지을 때 이 대비가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중심지대 주민과 코스모
폴리탄의 구분은 시민들을 코스모폴리탄화하고자 했던 정부 주도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78) The Online Citizen, http://www.theonlinecitizen.com (2015. 7. 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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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 영주권을 취득하여 단물만을 빼먹고 싱가포르를 떠나는 
일이 영주권자 뿐 아니라 신규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척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년 넘게 싱가포르에 
장기 거주하여 싱가포르의 일부가 되어버린 영주권자를 1-2년 남짓 거주한 EP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 치부하는 것이 합당한가? 신규 시민권자는 언제
부터 싱가포르 선주민에게 ‘이주민’이나 심지어 ‘외국인’이 아닌 ‘시민’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시민권자 
중 귀화 몇 년이 되어야 혹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진정한 싱가포르인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만든 싱가포르인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싱가포르인
이라면 마땅히 싱가포르만의 ‘국민정체성’을 담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기준이 싱가
포르 선주민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짧은 역사에서 가까스로 
만들어진 혹은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는 ‘국민정체성’이 외국인과 이주민이라는 ‘외
부인’에 의해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하자 싱가포르 선주민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주민과 이주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주민이 누리
는 혜택에 대한 선주민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싱가포르 선주민과 ‘외부인’인 이주민 
간의 갈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으
려 하고, 그런 경우 흔히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면서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
하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선주민
들은 자신과 다른 ‘타자’인 외국인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불만과 분노를 쏟아 붓는
다.  
  싱가포르 선주민의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불만의 종류, 범위, 대상은 다음과 같
이 다양하다. “MRT(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붐비고, 교통 체증이 심화되었다.” 
“이스트 코스트(East Coast) 같은 시민이 즐겨찾는 휴양 공간에 발디딜 틈이 없고 
따갈로그어가 난무하는 등 싱가포르적이지 않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이주민
들은 싱가포르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등 싱가포르 사회에 대한 통합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외국인과 이
주민의 존재로 국민정체성이 와해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거리에 침을 뱉고 아무데
나 쓰레기를 버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범죄율이 높아졌고, 더 이상 싱가포르
도 안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외국인, 이주민은 선주민의 일자리를 앗아
갈 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징검다리 삼아 누릴 것만 누리고 곧이어 다른 곳으로 옮
겨간다.” “코스모폴리탄 도시 싱가포르의 모든 열매를 외국인이 누리고 정작 싱가포
르 선주민은 이등시민이 되어버렸다.” “외국인과 이주민을 만나보면, 일부는 오만하
기 그지없고 일부는 위험하고 더럽다.” 이렇듯 자녀 교육경쟁의 과열부터 집값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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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싱가포르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과 이주민 탓으로 
돌려버린다.  
  외국인이 몰려 있는 특정 장소에서는 이러한 희생양 찾기가 한층 높은 수위로 진
행되기도 한다. 저녁 시간 ‘리틀인디아’(Little India)에 있는 면담 장소로 가기 위해 
길을 찾던 연구자에게 “되도록 늦은 시간엔 이곳에 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
며 면담 장소까지 친절히 안내해준 싱가포르인 화인 남성, “당신 같은 사람이 저런 
곳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슬럼 취급하던 싱가포르인 택시운전사에 의해 ‘리틀인
디아’는 어느덧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진다. 주말의 리틀인디아는 인도계 외국인 
노동자의 모임 장소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2013년 인종 폭동이 일어난 이후 싱
가포르의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인종간의 
갈등을 관리한 이래 30여 년간 한 번도 인종폭동이 없었던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첫 
폭동이었으니 리틀인디아가 관리 대상지로 분류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리틀
인디아는 밤 10시가 넘으면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등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는 규제
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철옹성처럼 단단하고 안전한 싱가포르라는 공간의 유일한 틈
새로 인식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예외적인 공간”(Yeoh 2014: 34)이 되었다고 표
현될 정도로 리틀인디아는 국가와 시민의 공조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이면서 싱가포
르가 아닌 장소로 만들어졌다. 
  또다른 문제는 신규 이주민의 계층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주민이 주로 중
상층, 부유층 외국인 고급인력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싱가포
르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하는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
력”(middling foreign talent)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Conradson and Latham 
2005; Ho 2014b; Barr 2015). 기존의 중상층, 부유층 외국인 고급인력은 자신들만
의 엔클레이브에 거주하여 싱가포르 선주민들과 마주칠 일이 별로 많지 않았다면, 
주로 중국 본토와 인도 출신으로 이루어진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은 HDB, 슈퍼마
켓, 호커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상적 공간 속에서 싱가포르인과 조우하며 싱가
포르 사회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싱가포
르 선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화 
간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이 더 두드러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에 대한 낙인찍기는 인종적 문제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있던 2014년 어느 날, 한 싱가포르 선주민 교수는 유럽 국적의 외
국인 고급인력인 남편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별일도 아닌 일로 다른 싱가포
르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윽고 슈퍼마켓에 있던 다른 싱가포르인들이 단합하여 백인 
외모를 가진 남편에게 막무가내로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다며 교수는 
분개했다. 그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교육을 강조하는 싱가포르는 다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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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보다 관용과 열린 마음을 중시하는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싱가포르의 시민
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과거에는 외국인 중 ‘앙모’(紅毛)라고 불리는 백인은 줄곧 선망
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앙모’로 드러나는 백인 외모 때문에 더 손쉽게 배척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50대의 유라시아계(Eurasian) 싱가포르 
선주민인 한 남성은 “어린 학생들이 나를 외국인이라며 손가락질하자 시민임을 상
징하는 핑크색 IC카드를 꺼내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이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의 독립을 목도했으며, 건국 이래 지금까지 쭉 싱가포
르인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백인 외모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탄식한다. 이런 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어
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국인은 노동자, 고급인력, 백인, 비백인 할 것 없이 싱가포르 정체성과 
싱가포르인다움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타자’로 만들어진다. 주목
해야 할 것은 그 대상이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로 뭉
뚱그려져 동질적인 집단으로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국적별, 종
족별, 소득별 하위집단으로 분화되는 이질적인 집단인데,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
한 이미지와 중첩되며 ‘외국인’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진다. 이질적인 집
단에 대한 각기 다른 불만은 서로 뒤섞인 채 축적되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만
은 고급인력에게,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불만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섞여서 표출
되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
인 고급인력,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과 국민정체성의 변질을 가져오는 이주민 
등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들임에도,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동질화
되고, 배제해야 할 ‘타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싱가포르인은 ‘외국인’이라
는 ‘타자’를 통해 싱가포르인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획득하게 되었고, 비로소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지켜내야 할 정체성으로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은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상대적이고 
부정적인(negative) 국민정체성”(Yang 2014: 46)이지만, 시민들이 싱가포르의 국민
정체성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종족간의 갈등을 넘어 일체감(oneness)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커리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커리 사
건은 싱가포르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묶어줄 접착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고, 여전
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던 다인종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인들은 이제 인종을 넘어 
‘타자’에 맞서 ‘하나’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음식이라는 비교적 ‘소프트’한 매개체를 
통해 이들은 결집할 수 있었다. 커리는 인도계 싱가포르인만의 음식이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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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인의 음식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싱가포르인이 지켜내야 할 ‘다문화’의 상
징으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발의되어 시작된 ‘커리 만들기 날’
에는 그렇게 수천명의 싱가포르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이러한 정체성들이 싱가포르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과시했
다. 특히 각 인종별로 특화된 커리(중국식 커리, 인도식 커리, 말레이식 커리)를 만
들고 함께 나눠먹는 행위는 비록 구체적인 요리법은 각기 달라도 그 모두가 ‘싱가포
르 커리’로 인정되는 것처럼, 각 종족의 문화는 달라도 싱가포르 문화의 일부로서 
인정받고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Straits Times 2011. 8. 22).
  커리 논쟁처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수령적인 사건도 있지만,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는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한 차별과 배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배제가 축적되고 확대 재생산
되어 정체성의 정치로 비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싱가포르인이 같은 중국계라도 말레
이시아 출신 이주민은 받아들이지만,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같은 뿌리를 가지는 화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적의 화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가하거나 낙인찍기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그 안에 깔려있는 배제의 기제는 무엇인가? 싱가포르 시민 2/3 이상이 화인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과 이주민의 상당 부분을 중국 본토 출신 화인이 차지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계 싱가포르 시민과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 간의 갈등과 경
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싱가포르 전체의 국민정체성의 정치라고 해석할 수 있기에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인이 중국 본토 출신의 이주민을 비난하고 배제할 때 가장 흔히 드는 이
유는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통용되는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들을 통
해 싱가포르인이 갖는 불쾌함의 구체적인 지점들을 살펴보자.

[사례 6-11]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이 싫은 다양한 이유들
(중국계 싱가포르인, 40대, 펀): PRC(중화인민주의공화국) 사람들과는 문화 간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 항상 무리지어 다니면서 아무데서나 큰소리로 이야기
하고, 어떨 땐 정말 귀청이 떨어져 나갈 거 같아. 그리고 왜 아무데나 그렇게 
침을 뱉는지 모르겠어. 전에 한번은 공원에 갔는데, ‘침뱉지 마세요’라는 표지판
에까지 침을 뱉는데 무슨 말을 더하겠어.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의 중국 본토인
들을 가리키며) 지금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들도 솔직히 돈만 많이 쓰는 ‘못난 
형제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중국계 싱가포르인, 50대, 에스더): 진정 무질서의 극치다. 전에 우리 보타닉 가
든에 무슨 오래된 유적 나무가 있는데, 거길 중국 애들이 기어 올라가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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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구니가 없어 한마디 했더니, 그 집 부모가 눈을 흘기더니 나는 알아듣기도 
힘든 중국어로 이야기하더라.79) 지하철에서도 왜 그리 목청 높여 이야기하는지, 
정신없어 죽겠다.
(중국계 싱가포르인, 대학생, 샐리):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장난 아니에요. 아피용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PRC보다도 훨씬 비하적인 용어에요. 그리고 진짜 왜 그
런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구두에 하얀 양말을 신기도 하고, 선드레스를 입고 조
깅을 해요. 하하 진짜 특이하죠? 집에 가서 옷갈아 입을 시간이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니버시티 타운에서 한발
자국도 나가지 않아서 옷갈아 입는 시간조차 없는 걸까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중국계 싱가포르인 초점집단면담)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 출신은 아무 데서나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침을 내뱉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예의도 없는
데다가 불쾌감을 유발하며 오만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슈퍼리치’라
고 불릴만한 부유층의 중국 본토 출신의 화인도 많이 있는데, 이들 역시 부유하면서
도 예의가 없고,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오만한 태도에 불쾌하
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듯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싱가포르의 다
양한 외국인 고급인력 집단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배격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같은 종족이면서도 유독 중국 본토 출
신의 화인은 배격하고 말레이시아 출신의 화인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본토 출신에 대한 비난은 언론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을 정
도이다. 중국 본토 출신의 한 남성이 페라리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무고한 
시민과 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 등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과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이 오늘날 싱가포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한편, 이주민들 사이의 배제 현상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를테면, 말레이시아 화인 
역시 중국계 싱가포르인과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질문에 말레이시아 화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한
다.

[사례 6-12] DNA는 같은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과 중국계 싱가포르인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79) 싱가포르 언어교육정책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특정 세대는 모국어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
는 경우가 있다. 마치 한국에서도 한자를 읽을 수 없는 세대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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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쉽게 말해 DNA는 같은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한마디로 당신 나라 한국의 남북 관계 같은 것이다. 서로 간의 관심사
도 다르다. 우리는 축구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중국 본토인들은 와서 전혀 다
른 이야기들을 한다. 그리고 중국 본토 출신을 좋아하지 않는 게 꼭 돈과 관련
된 것만은 아닌 것이,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는 중국 본토인들 중 슈퍼리치 수
준의 부자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아무데나 침을 뱉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것 같다. 
  결국 중국 본토인들의 문화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싫어하는 거다. 말도 너무 
크게 하고, 줄도 안서고,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 
‘문화가 없다’고도 말하는 것 같은데 ‘없다’라기보다는 ‘다른’ 거겠지. 말레이시
아 출신 화인들은 문화적으로 싱가포르 화인들과 비슷한데, 그 이유는 말레이
시아와 싱가포르는 원래 하나였다가 인위적으로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동화하기도 훨씬 쉬운 것이다. 문화적으로 같은 것을 
공유하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화인들이 싱가포르에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다. 매년 4~5만명 정도 들어온다고 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화인들 
중 대다수는 싱가포르로 온다고 할 수 있다. (애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영주
권자, 남 42세, 교수)

  사례에서 ‘우리’라고 끊임없이 표현하듯이, 말레이시아 출신 화인은 싱가포르 화
인과 문화적, 역사적 뿌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화인을 ‘우리’라고 생각하
고, 그렇지 못한 중국 본토 출신 화인을 같은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타자’로 배제
한다.
  한편, 싱가포르인의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중국계 싱가
포르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계 등 모든 인종의 싱가포
르인이 공유하는 것이다. 한 인도계 싱가포르인에게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사례 6-13] 인도계 싱가포르인이 생각하는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
중국계 싱가포르인과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걸 누가 모르
겠어요. 같은 화인들끼리 싫어하는 거라 더 얘깃거리가 될 뿐, 중국 본토인을 
싫어하는 건 사실 우리 싱가포르인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적인 감정이죠. 커리 
논쟁은 사실 좀 시끄럽게 부각된 케이스이고, 그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건들
이 있었어요. 미디어에 보도된 것 말고도 중국 본토에서 온 여성들이 싱가포르
의 순진한 은퇴남성을 유혹하여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그런
데 화두가 되는 한두가지 사건만 미디어의 주요 관심거리가 됩니다. 더 문제가 



- 189 -

되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소한 갈등과 불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빈번하
게 이런 불화들이 우리 HDB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인도계 싱가포르인들도 한때 인도 출신 이주민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사이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해보면, 인도인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는 상황에 인도 출신 고급인력들이 늘어나니까 인도인 
전체의 이미지가 격상된 것은 ‘윈윈’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윈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 같은 커뮤니티 리더가 여러 인도인 종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겠죠. 중국계만큼은 아니지만 인도계 쪽의 불화를 해결하는 문
제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인도계 싱가포르인, 통합과 귀화 챔피언)

  이렇듯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국 본토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불만과 배제의 정치
는 싱가포르인 인종 전체에 걸쳐 공히 드러나는 것으로, 싱가포르인은 중국 본토인
을 타자화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내고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체성 정
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핵심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중국 본토 출신과 경쟁할 때 
‘중국계’라는 정체성보다 ‘싱가포르인’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하게 발현된다는 점이
다. 이때 중국계 싱가포르인은 그간 경쟁 관계에 있던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계 싱
가포르인과 결집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타자’인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제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인은 종족간의 갈등을 넘어 ‘하나
의 싱가포르인’으로 결집하여 외부 침입자인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과 경쟁하게 
된 것이다. 

2) 일자리 다툼 그리고 시민권과 영주권의 가치 경쟁

        
  싱가포르 강 남쪽에 위치한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의 주
를 이루는 IT, 컨설팅, 금융권의 일자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독점하듯 차지하고 있
다. 특정 부문에서는 싱가포르인이 소수집단이기까지 하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는 
싱가포르 시민이 원하는 고임금인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은 깊어만 간다. ‘외국
인 고급인력’ 정책 도입의 초창기 취지처럼 싱가포르인이 하기 어렵다고 간주되는 
‘고급기술력’(talent)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 혹은 싱가포르인이 기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3D업종의 허드렛일이 아닌, 교육받은 일반 싱가포르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갖기 원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이 모두 앗아간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인들은 외국인 고급인력과의 국내 일자리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고 주장한다. 싱가포르인이 이를 역차별이라 비난하는 주요 논리는 같은 자격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급인력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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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계에선 실제로 해외 유수 대학 학위를 받고 돌아와 취업을 시도하는 싱가
포르인들 사이에서, 같은 조건이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추세 때문에 역차별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Koh 2003: 11-12). 그동안 싱가포르의 고용시장에서 외국인
을 선호해온 이유는 초창기 고급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 본토, 인도 등지에서 밀려들어온 중간층 고급인력의 저
임금 고용, 외국인이 흔히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헝그리 정신’에 대한 고용주의 선
호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인은 중간층부터 부유층에 이르기까지 각종 
일자리 시장에서 외국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다. 
  외국인 고급인력과의 일자리 다툼에서 또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외국
인 고급인력이 실천하는 ‘정실주의’(cronyism)이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능력주
의’(meritocracy)라는 건국철학에 의거하여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화인의 
특성이라 일컬어지는 ‘꽌시’(guanxi)에 의존하는 구조를 배격해 왔는데, 외국인 고
급인력이 ‘밀어주기’를 통해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고 그 결
과 싱가포르인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인도 출신 고
급인력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IT 분야로, 이러한 현상은 싱가포르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IT 분야를 인도인들이 섭렵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싱가포르 주재 인도인 고급인력이 
‘정실주의’에 의거하여 서로 끌어주기를 하는 것이 싱가포르에서 중시되는 ‘능력주
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에 있다. IT 회사에 다니는 싱가포르인 빌리의 
불만이 이러한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사례 6-14] IT 회사 어디든지 가보세요. 인도인밖에 없어요.
싱가포르 IT 회사 어디든지 가보세요. 인도인밖에 없어요. 싱가포르인들은 오히
려 소수집단인 셈이죠. 디렉터가 모두 인도인이니까 그 아래 자리도 전부 인도
인으로 채우고, 어쩌다가 싱가포르인이 들어가도 밀어주기는커녕 제대로 된 트
레이닝조차 못 받으니까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정말 여기가 누구의 나라인
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인도인들 전부 여길 발판으로 삼는 것뿐인데 왜 우
리가, 우리 싱가포르인이 그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지 진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빌리, 중국계 싱가포르인, 30대, IT회사 직원)  

  특정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긴장과 갈등은 빌리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싱가포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다. 특히 IT 분야의 경우 싱가포르 사회 내부에 
이러한 불만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오다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시행 이후 중간
층 인도인 고급인력이 대거 유입되며 한층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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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이러한 역설적인 공간은 IT, 컨설팅, 금융 업계에 한정되
지 않는다. 학계의 경우도 이런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 전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대학 순위는 교수진과 학생의 외국인 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싱
가포르 대학에서는 외국인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 주요 대학의 교수진 중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장 이상의 간부급 교수로 싱가포르 대학에선 간부급 교수를 외국인, 특
히 백인으로 채우는 기조가 있다. 한 싱가포르인 법대 교수는 “학장을 모두 ‘앙모’
로 채우니까, 우리 훌륭한 싱가포르인 교수들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도 학장이 되
지 못한다. 더욱 어이없는 건, 최근 우리 동료 중의 한 교수가 자대 학장 임용에 실
패하고, 홍콩 어느 대학의 학장에 임용되어 이직하더라. 이런 낭비가 어디 있나!”라
며 씁쓸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금치 못했다.  
  대학의 교수 임용에 있어 외국인 고급인력이 선호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인을 임용
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이다. 싱가포르
의 주요대학인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와 난양공과
대학교(Nanyang Technology University)의 주요 학과 교수진의 국적 분포에서 싱
가포르인이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한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지적할 정
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역설적이게도, NUS의 한 외
국인 교수마저 싱가포르 대학 교수 임용 관련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이 바뀌어야 한
다고 토로할 정도이다(Today 2014. 7. 3).
  싱가포르의 주요대학에서 벌어진 연구윤리와 관련된 아래 사건에서도 싱가포르인
과 백인 간의 갈등과 싱가포르인들 사이에 내재된 식민주의 사고가 잘 드러난다.
   

[사례 6-15] 백인들은 정말이지 남의 나라에 와서 너무 설친다. 
연구윤리 사건도 마찬가지다. 월터와 나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대학으로 옮길 
때 연구윤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다. 켈리라는 동료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공저 
논문에서 우리 이름을 몰래 빼는 등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걸 
우리 상사 A에게 고발하자, 우리 상사 A는 켈리의 상사 B와 이야기해서 조용
히 무마시키더라. 학계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켈리, 상사 A, B, 모
두 백인이라는 게 함정이다. 백인들은 정말이지 남의 나라에 와서 너무 설친다. 
어차피 더 얘기해도 같은 백인들끼리 감싸주기 할 게 뻔하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그동안은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참아왔는데, 이제 이직도 하게 된 
마당에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거다. (헬렌, 중국계 싱가포르인, 여 40
세, 싱가포르주요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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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취업을 앞둔 싱가포르인 대학생들이 외국인 고급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
떨까? 온·오프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도 외국인이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한 학생의 다음과 같은 대답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덕분에 외국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디어 쪽이라서 그런지 싱가포르 로컬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싱가
포르 로컬 정서를 이해해야 미디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미디어 분야 쪽
에도 물론 백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지만, 주로 전략 기획이나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서 일을 한답니다. 따라서 우리 분야 일자리 다툼은 외국인과 싱가포르인 간
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싱가포르인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 IT, 경제, 경영 계열의 학생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학 와서도 외국 학생들, 특히 중국 본토 출신 애들은 기숙사에서 한발자국도 나가
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맨날 공부만 하는 애들이 1등하는 건 당연한 거
잖아요. 그 애들이랑 일자리도 경쟁해야 하니... 좀 힘들긴 하죠”라든지, “생각해보
면 왜 우리가 얘들이랑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긴 우리나라니까 우리 싱가포르인을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이 분야
의 취업을 앞둔 많은 싱가포르인 학생들이 불평어린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는 잠재적 외국인 고급인력인 외국인 학생이 급증하면서 건국 이래 싱가포르 사회
를 지탱해온 ‘능력주의’ 원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외국인 중 싱가포르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집단은 ‘영주권자’이
다. 특히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들어와 영주권을 취득하고 각종 
혜택을 누린 후 다른 나라로 떠난다며 싱가포르인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사례 6-16] 문제는 영주권자이다.
‘Expat’(주재원)은 상관없다.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몇 년 후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로컬에 취직한 사람들도 그냥 고용비자로 머물러 있다가 떠나면 
상관없다. 문제는 영주권자이다. 그들은 교육, 의료, 중앙연금 등 싱가포르의 온
갖 권리를 다 누리고 나중에 부동산 차익까지 챙긴 후 ‘먹튀’를 한다. 돈 벌만
큼 번 다음에, 아이들 군대 보낼 때 즈음 하면, 영주권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진짜 싫다. (린, 중국계 싱가포르인, 여 
40세, 교사)

 
  여기서 불만의 타겟이 되는 핵심 집단은 95년 이후 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중국 
본토, 인도 출신의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이다. 물론 EP비자 소지자 뿐 아니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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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역시 ‘일자리 경쟁’의 대상이기에 불만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절에서는 영주권자가 누리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치 경쟁에서 
비롯된 불만과 갈등에 주목한다.  
  싱가포르인이 영주권자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
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차원은, 많은 영주권자가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를 징검다리 삼아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무임승차자라는 점이
다. 이때 권리와 의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무병역 문제로, 싱가포
르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2세 남성은 병역의무를 부여받는다. 문제는 영주권자 2세
가 성장하여 입대 시기가 가까워올 무렵, 많은 영주권자 가족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를 떠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문제로, 일자리 경쟁, 부동산 과열, 집값 
상승 등을 유발한 주범이 영주권자라는 인식이 사회 내에 팽배하다. 셋째, 자녀 교
육 문제로, 영주권자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 자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 혜택을 
받거나 자녀 교육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두번째 차원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권리상 차등이 크지 않아 싱가포르 시민이 누
리는 배타적 권리와 혜택이 너무 작다는 점, 즉 시민권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러한 시민권 가치의 상대적 평가절하는 싱가포르 시민으로 하여금 
자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외 이민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영주권자
가 시민권자로 전환하지 않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장기 거주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싱가포르 시민의 영주권자에 대한 가장 격렬한 비난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쏟아진다.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은 자녀 교육, 경제적 이
유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를 공립학교
에 보낼 수 있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을 갖게 되며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본인은 싱가포르에 주재하며 경력을 쌓고, 부동산 차익
도 누리고,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한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대개 
미국이나 영국 등지로 보낸다. 이때 이 자녀들은 제2세대 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되
어 전세계를 비행하며 살아가게 된다. 대개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
른 나라로 진학하는 시점에 영주권을 포기하기에 의무병역은 하지 않는다. 이때 즈
음엔 자녀의 부모인 영주권자 본인의 나이가 40대 후반~50대가 되어 본국 혹은 제3
국으로 떠나 은퇴할 준비를 한다.” 이처럼 장기 거주 영주권자의 유연한 전략은 시
기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돈도 벌 만큼 벌고, 안전한 환
경에서 자녀교육을 시킬 만큼 시키고, 부동산 차익도 누릴 만큼 누린 후, 노후는 여
유 있는 속도의 물가가 싼 나라로 이주해가서 보내겠다는 복합적인 계획, 이것이 싱
가포르인의 눈에 비친 전형적인 이른바 ‘먹튀형 영주권자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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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결집되어 ‘진정한’ 싱가포르인을 
가르는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다. 남자의 경우, 군대에 다녀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눈에 띄는 기준이다. 군대를 갔다 와야 ‘진정
한’ 싱가포르인, 우리 ‘리그’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군대를 갔다온 싱가
포르인은 10여년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병역법 때문에, 고용주 입장
에서는 채용 시 그런 제약조건이 없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선호하는 사태가 생기기
도 한다. 그리고 이는 일자리 경쟁에서 싱가포르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군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싱가포르인을 가르는 기준으
로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인의 불만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다. 싱가포
르 영주권자는 신축 HDB를 매입·매매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재구매
(Second-hand) HDB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 고급인력이 이를 목
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HDB 매입 후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획득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남긴 부동
산 차익이 최소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 가용 자산이 있는 영주권자가 이런 선택
을 하는 것도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인 입장에
서는 영주권자가 HDB 매매 열풍을 일으키고 그 결과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킨 주범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불만은 사회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
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가져다주는 온갖 값진 산해진미
와 럭셔리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림의 떡’이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면적이 좁은 국가라 빈부간의 격차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 이 때문
에 분노의 화살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뿐 아니라 
부유층 외국인 고급인력에게도 돌아간다. 중간층 고급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일자리
를 앗아가고 HDB에서 함께 살아가며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
던 부유층 외국인 고급인력도 반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한번 불만과 비난의 판
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외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화살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분노의 원인은 서로 다르며,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
나 피해를 입는 정도 역시 모두 다르다. 불만의 종류는 일자리 경쟁에 대한 것이기
도 하고, 문화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주권자나 신규 시민권자의 유연
한 시민권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식민주의 잔재로 남아 있는 서구인에 대한 
심리적인 열등감에 의거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적 갈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기도 하다. 종류별로 들어가 세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경쟁은 그 속에서 또 세
분화되어 싱가포르인이 속한 분야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전혀 다르게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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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외국인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경제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것
만도 아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차이가 서로 얽혀서 작동하는 것인데, 경제
적 이해관계는 세련되게 정체성의 정치로 숨겨져 버리고, 문화간 차이가 더욱 강조
되어 표출된다. 특히 계급 문제를 논하기 어려웠던 싱가포르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신생국인 싱가포르에 내재된 모순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심
화된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오늘날과 같이 전지구
적인 경쟁이 본격화된 조건 아래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차이가 서로 상
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3) 이주민의 반응과 대응 전략: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충돌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심화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
국, 인도로부터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이 대거 이주해 온 이후 싱가포르 선주민과 
이주민이 더 자주 조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선주민과 이주민
이 HDB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일자리 경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 일상
생활의 소소한 부분들부터 밥그릇 싸움까지 매일같이 부딪히게 됨에 따라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싱가포르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불만과 반감에 
대하여 이주민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어떤 대응전략을 취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사례 6-17]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야기: 일터에서의 불쾌함
나는 일터에서 로컬들이 나를 진짜 싫어하는 걸 날마다 느껴요. 진짜 기분 나
쁘고 짜증나죠. 확 사표 내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
어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그럴 순 없잖아요. 그게 그냥 싫어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쾌해하
고 싫어하는 느낌. 밥 먹자고 하는데 입맛 없다고 하고는, 알고 보면 다른 사람
이랑 먹고 있다가 마주치기도 하고... 하긴 뭐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그리고 우
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인데, 왜 잘해주겠어요. (리사,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여 30세, 다국적기업 직원)

  중국 본토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향한 싱가포르
인들의 반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일터에서의 갈등은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게 할 만큼 치명적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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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만은 위 사례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럴 순 없잖아요”라는 말
에서도 나타나듯 곧바로 이주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거주지를 옮
긴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랜 시간 다양한 요소들을 신
중하게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반감과 갈등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 결국 이들이 싱가포르를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인 브랜든은 “회사에서 제일 친한 사람들은 같은 
중국 본토 출신 아니면 차라리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 같다. 싱가포르 중국인들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다. 불행하게도 애증 관계인 것 같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싫어하지 않겠는가?”라고 토로하며, 이러한 애증 관
계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경험을 미루어 보면 사실 
‘싫어한다’라든지 ‘분노한다’는 감정보다는 ‘이어져 있지 않은 느낌’(disconnection)
이 강하다. 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에 대해 확실하게 그런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로
컬 친구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말을 해도 딱히 감정
적으로 커넥션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친한 친구도 만들 수 없다. 밥이나 술을 같
이 먹을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지 그 이상으로 속내를 터놓기는 어렵다. 사실 같
은 중국인끼리 좀 슬프긴 하다”고 탄식하는 중국 본토 출신 앨리슨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두 집단은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리적으로 같
은 장소에서 살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같은 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례 [6-11], [6-12]의 중국계 싱가포르인과 말레이시아 출신 화인 고
급인력이 중국 본토 출신에 대하여 지적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중국 본토 출신 역
시 중국계 싱가포르인들과 교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중국 본토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 역시 절감하고 있
었다. 중국 본토 출신 스테파니는 “싱가포르에는 문화가 없다. 나도 그렇고 내 다른 
동향 친구들도 그렇고, 이때문에 싱가포르 중국인들을 상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
기를 시작으로, “데이트할 때도 싱가포르 중국인들은 만나지 않는다. 37불과 35불로 
끝전까지 따져서 데이트 비용을 더치하는 남자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여자
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좀, 오늘은 내가 내고 내일은 네가 내고 그
러면 안되는가?”라며, 중국계 싱가포르인과의 문화간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을 강조
하고 있다. 그녀의 다음 이야기는 충분히 곱씹을 가치가 있다. “나는 싱가포르는 아
시아 국가이면서 아시아 문화를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기 싱가포르 중국인은 아시아
와 서양이 만나서 가장 안좋은 것만 남은 것 같다.” 이것은 그녀뿐 아니라 많은 중
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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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18]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야기: 문화간 차이
그런데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우리를 무
시하는지 모르겠다. 왜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뿌리
가 우리 중국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생겼는지 아는가? 부자들은 모두 중국에 남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던 시절, 
싱가포르로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쿨리 계급으로 못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
이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나라가 크고 종족이 다양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생겼다. 싱가포르 중국인도 이걸 인정하더라. 
또 하나는 초창기 싱가포르 정착 중국 이민자들이 결혼이 어렵고 하니까, 그냥 
사촌 소개받아서 결혼을 많이 했고, 근친상간이 되니 좀 모자라는 아이들이 나
오고 한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1~4까지 가르쳐주면 딱 거기까지 
밖에 모르는 거다. (빙빙,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여 26세, IT회사 직원)
  

  이들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 외에, 다른 국적이나 인종의 외국인 고급인
력은 자신을 향한 반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에 대하여 어떤 대응전
략을 취하는가? 이들 역시 이에 대해 분개하고 있거나 적어도 불쾌한 감정을 가지
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싱가포르를 떠나게 하는 재이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다음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6-19] 인도 출신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야기 
외국인 유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서 이젠 보지 않는다. 사실 싱가포르는 우리 외국인 
없이는 경제성장은 물론 나라 자체가 유지가 안된다. 그건 알고 떠드는 건지. 
알면서 그냥 찔러보는 건지. 누가 내 면전에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난 그게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조목조목 설명해줄 것이다. (프라자트, 
인도인, EP비자 소지자, 남 30세, 중간층)

[사례 6-20] 백인 부유층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야기 
왜 외국인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만이 있는 건 뭐 일자리 
경쟁도 있고 그러니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이곳에 외국인이 없으면 국가 존속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서 꼭 그렇게 대놓고 외국인이 싫다고 표출해야겠어요? 
아무튼 이곳에 오래 있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아 국가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서 오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거나 런던 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알프레도, 프랑스인, PEP비자 소지자, 남 45세, 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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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외국인 고급인력과 이주민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은 결국 포용과 통합은 
쌍방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싱가포르인들의 다양한 목
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외국인 고급인력과 이주민의 반응과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양쪽 모두 통합과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
는 갈등과 충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싱가포르인의 경우, 중국 본토 출신 외
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럴 의지조차 없다고 
분개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은 싱가포르인이 무조건 자신들을 배척하고 
배제한다며 분노한다. 인도계나 백인 고급인력의 경우에도 최근 싱가포르에 만연하
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에 대해, 이런 식이라면 자신은 제3국으로 떠나겠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 먼저 배척과 배제를 행했는지 혹은 통합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했는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긴장이 가득
한 분위기가 이미 싱가포르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요컨대 1990년대 중후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실시 이후 대거 유입된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인의 일상적 접촉이 늘어나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관
용이나 포용과 같은 이상과는 반대로 반감과 배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루도메토
프(Roudometof 2005)는 사회가 코스모폴리탄해지고 접촉이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열린 마음이 증진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절에서 살펴본 다양한 내러티
브를 통해 최근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 사이에서는 열린 마음보다는 갈
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국적 이주 시대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의 접촉과 조우가 심화되면 코스모폴리탄 감수성이 고양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에는 현재 싱가포르의 상황 속에서는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싱가포
르의 경우, 시민과 이주민의 일상적 접촉이 잦아지자 코스모폴리탄 감수성이 함양되
거나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닫힌 마음 그리고 갈등과 불화가 야기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인과 외국인 고급인력 사이의 갈등에서도 하위집단별로 포용과 배
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HDB는 중간층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인이 충돌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
가 벌어지는 장이 된다. 결국 싱가포르 선주민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모두 코스모폴
리탄 정체성을 담지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에 대
한 해석에 간극이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분투하
는 과정 속에서 싱가포르 사회에는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이민정책의 정치: 불만의 제도화와 정책의 변화

  외국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1년 총선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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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책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2013년에는 인구백서 시위가 발생하기에 이른다. 그
리고 그 결과 이민정책이 규제강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국가와 시민,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대립과 타협 속
에서 벌어지는 이민정책의 정치와 그로 인한 정책변화 양상을 포착한다.  

1) 응집된 불만의 제도적 표출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라고까지 불리는 외국인에 대한 싱가포르인들의 분
노와 반감은 다분히 인민행동당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Tan 2014; Lim 2014; Yang 2014). 위에서 본 것처럼 
싱가포르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원인은 일자리 다툼과 역차별, 상대적 
박탈감, 시민권과 영주권의 가치 경쟁 등에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불만과 분노가 잘못된 이민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스모폴리탄 프로
젝트 자체를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만과 분노는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때마침 
힘을 얻은 소셜미디어 장치를 통해 심화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에 힘입어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창
구가 없었던 싱가포르인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할 경우, 인민행동당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여전히 제재가 많다.80) 하지만 시민들이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
만으로도 상명하달식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대중운동이 흔히 그렇듯, 싱가포르에 새롭게 등장한 소셜미디어 대중
운동은 온라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시위로까지 확대되는 등 싱가포르 사
회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보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시민사회
의 성장’으로 이제 시민들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수동적으로 숨죽여있는 존재가 아니
라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규모가 작긴 하지만 시위를 열기도 하는 능동적인 시
민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방적 이민정책이 시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불
러일으켜 대중적 국민주의를 만들어내고 시민사회의 성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
을 증명해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
이 온라인상의 ‘웅얼거림’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표출되는 ‘불만의 정치’로 변화하게 

80)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그동안 사회안전법 등 각종 억압적인 기제로 시민들을 감시해왔다. 
“법치라는 이름하에 호커센터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 잠복근무를 하는 감시자들이 깔
려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미시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해온 것이다. 2012년, 한 블로거가 
리셴룽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가 고소당한 사례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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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련의 과정을 그려본다.

① 2011년 총선

  2011년 총선은 싱가포르 독립 이래 가장 이례적인 선거로 기록되었다. 50여 년간 
집권당으로 위용을 떨쳐온 인민행동당이 2011년 총선에서 의석을 일부 잃고 지지율
이 대폭 하락했을 뿐 아니라, 뒤이어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하우강(Hougang)과 풍
골(Pungol) 지역에서 야당인 노동당(Worker’s Party)에 의석을 내준 것이다. 인민
행동당에게 있어 “정치권력의 철옹성(citadel)”으로 간주되어 온 집단선거구(GRC)가 
난공불락의 성의 위치를 잃게 된 것(Tan and Lee 2011: 13)은 충격이었다. 
  2011년 총선에서는 집값 상승, 외국인 급증, 인프라 부족, 빈부간 격차 심화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했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는 외국
인 유입과 이민정책이었다. 인민행동당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이
민자 유입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던 반면, 야당인 노동당(Worker’s 
Party: WP), 국민연대당(National Solidarity Party: NSP), 싱가포르민주당
(Singapore Democratic Party: SDP)은 ‘싱가포르인 우선주의’(Singaporean 
First)를 전면에 내세워 시민들의 반이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나
선 것이다(Lim 2014: 152-153). 야당은 싱가포르인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에, 고용시장에서의 싱가포르인 우선주의 정책 도입, 외국인 고급인력의 
자격에 대한 재검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인민행동당은 개방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하였고, 약간의 규제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결코 정책을 크게 선회하지는 않았다. 인민행동당의 이런 미적지근
한 대응은 싱가포르인으로 하여금 인민행동당에 등을 돌리게 했다. 그 결과, 2011년 
5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 건국 이래 최대의 참패를 겪어야 했
다. 2011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2001년 75%에서 60.14%로 급
감하였고, 야당 의석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했다. 더욱이 총선 몇 달 후 있었던 대
통령 선거에서 215만 득표수 중 불과 7,000표 차로 인민행동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
선되었다는 사실은 인민행동당에 대한 싱가포르인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
실하게 보여줬다(Barr 2014: 29).
  림(Lim 2012: 151)은 이런 면에서 2011년 총선이야말로 싱가포르에서 대중적 국
민주의와 인위적 국민주의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첫 번째 선거였다고 강조한다. 
인민행동당 정부는 시민들에게 싱가포르가 “우리의 집”이라는 레토릭을 주입시키고
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민들이 현행 이민정책, 사회불평등, 일자리 경쟁
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의 부재를 헤아리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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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혹은 헤아렸더라도 그 정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컸던 것이 총선의 
참패로 이어진 것이다.
  이주민이 인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이민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건국 이래 지금까지 인민행동
당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확고하고 야당의 존재감이 미약하여 여야가 첨예하
게 대립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그런 싱가포르에서 반이민정서가 인민행동당으로 
하여금 야당에게 의석을 내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싱가포르에서 이주민 유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2011년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싱(Singh 2014: 83-89)은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코스모폴리
탄 프로젝트 시행 이후,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집단과 야당 정치
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그 결과 대중담론으로 번지
게 되었다. 둘째, 과거의 외국인들은 싱가포르인들과 별로 교류가 없는 상층부의 고
급인력이었다면, 이제 어딜 가나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서 모든 불만의 타
겟이 외국인에게로 쏠리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싱가포르인들의 이러한 
불만 표출에 대해 정부는 아랑곳 않고, 외국인, 이주민을 더 늘리겠다는 레토릭을 
되풀이하자, 싱가포르인들은 자신들이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싱가포르인들이 2011년 총선에서 야
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인민행동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된 것
이다. 특이한 점은 많은 인민행동당 의원들이 이 당시 이미 시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리콴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민행동당 리더들은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는 점이다. 
  결국 시민들은 인민행동당 정부에 불만을 갖는 수준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으며, 
그 분노를 온라인상의 웅얼거림을 넘어 공식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다. 2011년 총선
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반이
민 정서와 대중적 국민주의 정서가 총선 결과를 좌우”(Ortmann 2009: 23)한 분수
령이 되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② 2013년도 인구백서 시위

 
  2011년 총선 이후, 인민행동당 정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권리에 있어 차등을 심화하는 등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를 취했다. 야당
과 시민들이 촉구하는 ‘싱가포르인 우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코스모폴리탄 프로
젝트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지만, 이민정책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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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013년에 발표된 싱가포르 인구백서는 이러
한 시민들의 불만을 잠식시키는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역동적인 싱가포르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구’(A Sustainable Population for a Dynamic Singapore)라
는 제목의 2013년 인구백서의 주요 골자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결혼 및 출산 장려, 
외국인 유입 속도의 완화와 통합정책 도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
대에 경제 역동성 보장, 국민정체성, 양질의 삶에 대한 로드맵이 주를 이루었다. 이
러한 내용 중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팽창의 정책 기조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부분이 싱가포르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인구백서 중 특히 논란
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례 6-21] 2030년까지 인구를 69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이민자를 받아야 
싱가포르의 전체 주민 인구를 2030년까지 약 650만~69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서는 지금의 출산율 감소 추세를 볼 때 이민자들을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
르 시민권자 인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5,000~25,000명에
게 신규 시민권을 발급할 것입니다. 영주권은 매년 30,000명에게 발급하여 영
주권자 인구를 5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로 유지하여 양질의 신규 시민권 후보
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인구백서 2013b: 66)

  2030년까지 싱가포르 인구를 100만 명 이상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백서에도 강조되어 있듯, 지난 십 년 간의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감
안할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민 유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
다. 이미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적잖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주민과 외국인 수
를 계속 늘리겠다는 정책은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입장은 싱가포르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 속에서 인구 팽창을 위해 어떤 방
법이든 동원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과 같은 경기침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 인구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신생아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최악을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81) 외국인을 대규모로 유
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인재 
경쟁과 값싼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 핵심이 되는 시대에 
양질의 인력 확보는 싱가포르에 있어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백서를 통해 발표한 인구팽창계획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 시민들에
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레토릭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싱가포르 시

81) 2013년 당시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19명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

이었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싱가포르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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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오랜 시간 정부의 레토릭을 믿어온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시민들 역시 싱가
포르 경제발전에 있어 외국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세계화, 저
출산, 고령화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무자원의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존립을 위해서 
양질의 외국인을 유입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이견이 있는 것
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적정규모와 유입속도로,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시각이 달랐고 그 간극이 점점 커져 간다는 데에 있다. 시민들은 이미 ‘너
무 많이, 너무 빠르게’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100만 명
을 추가 유입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담은 인구백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극렬한 반
대여론을 조성케 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2030년까지 인구를 590만 명
으로 늘리겠다는 대안적 수치를 제시했다(인구백서에 대한 노동당 성명서 2013). 경
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사회적 응집력부
터 와해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요 논지이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하여 인민행
동당은 그럴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결국 수많은 실직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같은 인민행동당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싱가포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심화시켰다. 
  응축된 불만은 결국 시민들을 ‘홍림파크’(Hong Lim Park)로 집결시켰다. 2013년 
2월, ‘인구백서에 반대한다’라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5천명의 싱가포르 시민들이 
홍림파크를 메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시민들의 신문고’(Speaker’s Corner)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홍림파크는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조용해서 낮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 한적한 장소라는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그랬던 홍림파크가 이제 드
디어 ‘시민들의 신문고’ 본연의 역할을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라고 할 수 있기에 한편으로는 극적인 순간이기까지 하다. 
  인구백서 시위를 계기로 그 이후 홍림파크에서 여러 차례 시위가 벌어졌다는 점
도 주목해야 한다. 홍림파크의 시위는 이민정책과 인구백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중앙연금(CPF) 법안 개정 반대, 동성애자 
옹호 등 다양한 주제로 시위가 벌어졌으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규모는 점
점 커져만 갔다. 2014년 최대 규모로 벌어진 ‘중앙연금 법안 개정 반대 시위’82)에는 

82) 물론 시위는 매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시위 하면, 화염병이나 삭발 같은 삭막한 광경을 
떠올리게 되는 나라에서 자란 연구자로서는, 시위라는 이름을 가장한 피크닉 같은 광경에 혀
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캣우먼 코스프레 복장으로 고양이 꼬리를 달고 시위장에 나타난 
한 여성은 등 뒤에 달고 있는 팻말에 ‘CPF 법안 개정 반대’라는 내용이 담겨있는지도 모른 
채, 사진 찍히기만을 일삼았다. 옆 친구에게 “나, 지금 무슨 내용 달고 있니?”라며 연신 묻는 
그녀는 틀림없이 이것을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함에 불과했다. 동행했던 말레이계 싱가포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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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가했다. 한편 인구백서 시위는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
고 2013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시위를 통한 싱가포르 시민들의 직접
적인 견해 표출은 그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 계속 강화되고 있다.

2) 이민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 이후 

  2011년 총선에서의 의석 감소, 여러 차례의 시위, 계속되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해외 이주 추세는 마침내 싱가포르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다. 혹
은 적어도 그러한 정책적 제스처를 취하게 했다.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시민
들과의 소통 증진, 인프라 확충, 이민정책 규제 강화 조치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루
어졌으며, 이 절에서는 이민정책 규제 강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우선 첫번째 차원의 변화로, 싱가포르 정부는 소통의 창구와 포럼을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치를 신설하였다. 무조건적인 상명하달식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든 것도 이때이다. ‘국회의원과의 만남의 시간’(Meet the MP 
Session)을 1주일에 한 번씩 열어, 시민들의 고충을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털어놓
을 수 있게 하였고,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정례화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추가해 나갔다. 전자정부제를 지향하는 싱가
포르 정부는 젊은 세대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미시적 접근도 강화하였다. 두번째 
차원의 변화는 외국인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관련되
어 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부분 외국인 유입 속도를 인
프라 확충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지하고, MRT라인 신
설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세번째 차원의 변화로,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
화하기 시작했다.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싱가포르인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하여 ‘일자리은행’(Job Bank)을 신설하였고, EP비자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고용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주권, 시민권 발급률을 하향 조
정하고, 발급 요건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비주민과 주민 간의 권
리,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간의 권리에 있어 차등을 심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
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대폭 줄이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

친구는 “저 여자 돈 받고 이거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시위 관계자들이 “이거 등 뒤
에 다세요. 우리나라 CPF를 위해 일어납시다”라며 피크닉 삼아 놀러온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목적으로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로 홍림파
크는 가득 메워졌다. 중앙연금 개정안 반대 시위에서도 외국인은 주요 이슈로, 우연히 알게 
된 미디어 PD는 취재원이 될 만한 영주권자를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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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① 일자리 관련 정책 변화

  노동부 발행 자료를 중심으로 이민정책 및 법안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총선 이
후 외국인에 대한 고용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관련 요건과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2011년 7월과 201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EP비
자와 SP비자 발급 요건을 기존에 비해 11%~20% 높은 임금을 받는 고급인력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싱가포르 대학 졸업 후 1년간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법안을 폐지하여, 졸업 후 3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하는 엄격한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조사 당시를 전후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2013년 9
월, 싱가포르 노동부에서는 공정채용법(Fair Consideration Framework: FCF)을 
발표하고 신규 EP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소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 법안이 
2014년 1월부터 실효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일자리은행’(Job Bank) 제도가 신설
되는 등 외국인에 비해 싱가포르인을 우선시 하는 각종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했
다.  

[사례 6-22] EP비자 채용 정책 변화와 일자리은행 제도 
EP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월 최소임금이 S$3,000에서 S$3,300로 상향 조정되
었다. 2014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비자가 만료되는 EP비자 소지자의 경
우 기존 월급여 기준을 근거로 1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 EP비자 소지자가 새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신규로 
EP비자 발급신청을 하는 모든 회사들은 ‘싱가포르인력개발에이전시’(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WDA)에서 신설한 ‘일자리은행’이라는 채
널에 채용공고를 2주일간 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 일자리은행 제도의 적용 대
상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다. 그러나 25명 이하의 소형회사 등 특
정 조건의 회사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이후 새로운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가 적발되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 회사의 EP비자 발급 신
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 기준과 검토 기간을 부과할 것이다. 이 경우 EP비
자 발급이 불허될 수도 있다. (2013 싱가포르 노동부 발표 신규 공정채용법)

 
  인력풀을 뜻하는 ‘일자리은행’은 시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제
도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은행 제도는 향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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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채용에 있어 싱가포르 주민을 대상으로 2주간 채용공고를 낸 후 적정인이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은행의 수혜자
가 싱가포르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를 포괄하는 ‘주민’이라는 점에서 영주권
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달래는 데에는 출발부터 한계가 있다. 다음으
로 일자리은행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책의 규제 대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
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가? 일자리은행 제도가 갓 출범한 2014년 현지조사 당시, 
이 제도에 대한 이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먼저 부유층, 중상층에 속하는 외
국인 고급인력에게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금융전문가
들이 자주 모이는 보트키(Boat Quay)에서 만난 투자은행가 제프는 싱가포르 거주 
17년째인 EP비자 소지자로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일
자리은행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냐는 질문에 피식 웃더니 다음과 같이 답한
다. “우리 투자 은행 부서의 매니저급을 뽑는 주요직에 공석이 생겼는데, 일자리은
행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야 하더라. 실제 싱가포르인들에게 오픈했더니, 정말 어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지원하더라. 심지어 맥도널드 직원까지 지원했다. 일자리은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일자리은행 제도 시행 이후에도 2주간의 공고
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외국인이든 주민이든 원하는 사람을 채
용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구직 중이던 필리핀 출신의 고급인력 여성 엘렌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간부직 채용 최종면접 후 사측으로부터 그녀를 채용하겠다는 결정을 통보 받
은 후, 해당 채용공고가 일자리은행에 올라간 것을 봤다고 털어놓았다. 채용공고가 
올라간 2주 동안 그녀는 부양가족비자(Dependent Pass)인 DP비자를 EP비자로 바
꾸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정책 규제 강화 조치들의 도입 
이후,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우회해 가는 미묘한 균열의 지점들이 점점 늘어만 간다. 
이런 의미에서 일자리은행 제도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은행 제도의 수혜자인 싱가포르 시민들 역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정부가 의례적으로 시행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
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은행은 실효성 여부를 떠
나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이런 제스처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라며 환영한다는 자조섞인 긍정의 목소리도 있다.
  이렇듯 일자리은행 제도의 실효성 하나만 놓고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지도 
모르지만, 실제 외국인에 대한 일련의 규제 강화 정책들은 일자리 경쟁에서 일상생
활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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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비자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EP비자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각종 제약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 EP비자 소지자 채용을 줄이는 추세로 돌아서자 외국인의 취업이 매우 어
려워졌기 때문이다. 예전이라면 당연히 채용되었음직한 조건의 사람조차도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MBA 학위, 컨설팅 회사 경력 10
년, 백인 남성이라는 조건으로 무장한 덴마크 출신의 한스마저 싱가포르 취업에 있
어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는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대학원에서 단기 특
별경영자과정을 들으며 구직활동을 했으나 결국 기한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본
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고급인력의 취직은 물론 이직 역시 어려워졌다. 슈슈를 비롯한 다음의 사
례들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례 6-23] 한층 어려워진 외국인 고급인력의 취직과 이직 사례 
최근 일자리를 옮기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EP는 아예 취급을 안한다. (이직하는 
데) 1년 넘게 걸린 것 같다.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고, 중국 본토에는 이 분야가 
없어서 꼭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건데... 이직이 잘 안되니까 정말 
암울했다. 일자리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싱가포르의) 모든 공개채용 공고에 “시
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가능”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곳
이 많았다. 이직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어떤 시민권자가 취직했다가 2주도 지나지 않아 퇴사한 자리에 겨우겨우 
들어가게 되었다. (슈슈, 중국인, EP비자 소지자, 여 27세, 카운슬러)

최근에 정말 외국인들의 취직이 어려워진 것 같다. 웹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
면 ‘시민 혹은 영주권자’라고 쓰여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나 같은 외국인은 이
력서도 내밀 수 없었다. (이력서를) 낸다 해도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올해 들어 EP비자 최소 임금 기준이 S$3,300로 기존에 비해 S$300 올라감에 
따라 회사에서 딱히 애국심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감소하게 하
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걸 보면 싱가포르 정부 관료들은 머리가 완전 좋은 
것 같다. 근데, 우리 외국인에겐 정말 힘든 이야기다. (닉, 인도인, EP비자 소지
자, 남 28세, IT 회사 직원)

취직하는 데에 1년은 걸린 것 같다. DP(부양가족비자)라서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 같다. 이민정책 규제가 진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결국에는 네트
워크 활용해서 우여곡절 끝에 취직은 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안젤라, 중국계 태국인, 영주권자, 여 42세,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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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중간층부터 중상층에 이르기까지 취업, 이직 활동을 하는 외국인 고급인력
은 대부분 정책 변화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정책 규제 강화 조치의 가장 큰 영향
을 받는 것은 슈슈와 닉의 사례가 보여주듯 ‘외국인 고급인력’ 중 ‘EP비자 소지자’
였다. 그러나 ‘영주권자’ 역시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다. 싱가포르인 여대생인 세실
은 “요즘엔 정부에서 구인, 구직 관련해서 싱가포르인들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맨날 1등 하던 사람인데, 중국 본토 출신 영주권
자라 그런지 취직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한다. 영주권자를 ‘외국인 고급
인력’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 ‘주민’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 모호함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세실은 이어서 “근데 그 언니는 신분만 영주권자지 사실 아주 어릴 적부
터 싱가포르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한번도 외국인이라 생각해본 적 없는데, 최근 들
어 신분이 문제가 되긴 하나 봐요”라고 말하며 법적 신분과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빚어내는 문제들을 지적한다. 
  한편,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취
업’ 문제가 걸리지만 않으면 지금의 이민정책 규제 조치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백인여성 컨설턴트 슬로반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 때문에 딱
히 피곤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처음에 싱가포르에 들어왔을 때처럼 Expat(주재
원)으로 머물러 있다가 떠났으면 아무 상관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로컬 시장에 취직하려고 하거나 나처럼 일자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밝히며 최근 들어 외국인의 취업, 이직이 어려워진 것은 계층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킹 파티에서 만난 그녀는 우물쭈물하더니 곧이어 
“여기 싱가포르에 온지 18개월 되었는데, 사실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한 달 안에 빨
리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이런 네트워킹 행사나 파티에 많
이 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네트워킹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분위기가 많이 경직되어 더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이민정책의 규제 강화 조치는 계층과 신분에 관계없이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모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EP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EP비자 발급률을 줄이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고급인
력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다. 

② 영주권, 시민권 관련 정책변화

  영주권, 시민권 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영주권과 
시민권 발급률 감소 및 발급 요건 강화, 둘째, 영주권과 시민권 사이의 권리상 차등 
심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는 2011년 총선과 2013년 인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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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이전부터 싱가포르 시민들의 불만을 감지한 정부가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영주권 발급률 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2009년 후반부터 영주권 신규 발급 
및 갱신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08년 신규 영주권자가 79,167명에서 2009년
에는 59,46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2010년에는 29,265명으로, 2011년에는 27,521명
으로 한층 더 감소되었다(Tan 2014: 58). 그런 추세 속에서 심지어 고연봉의 신청
자마저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Ho 2014b: 125). 
  이러한 영주권 발급 감소 수치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어떤 규제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2011년 총선 당시 시민들의 불평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미 2009년부터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리셴룽 총리는 같은 
해인 2009년에 외국인 고급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외국인을 환영할 것
을 촉구하는 기조의 정책담화를 발표했지만(Straits Times 2009), 글로벌 도시 건
설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한 레토릭일 뿐이지 규제 강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이민정책
은 국가와 시민이 경쟁과 타협을 통해 상호구성해 나가는 협상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조치 등 정책변화는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효과를 인지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물론 
2011년 총선 이후 정책 규제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인민행동당 정부에서는 일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영주권 발급 감
소 관련 수치가 보여준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르 정부는 영주권, 시민권 (미)발급 사유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함으로써 외국인의 수급을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조정하여 왔다. 싱가
포르를 떠나 일정기간 다른 국가에 주재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갱신해주지 않으
며, 이후 싱가포르로 귀환하게 되면 영주권을 재심사하여 발급해주는 등의 세분화된 
관리 방식을 통해 영주권자의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정책변화로는, 과거라면 당연히 영주권을 취득
했을 법한 조건의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정책 
기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현재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EP비자 소
지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과 절차,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과 절차가 더욱 까다
로워졌다. 일정 자격을 갖춘 EP비자 소지자에게 손쉽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던 과거
에 비해 현저하게 위축된 분위기이다. 외국인 고급인력 사이에서는 이것이 싱가포르 
정부가 시행하는 CMIO 인종 비율 조정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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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영주권 미발급 사유를 밝히지 않아 많은 외국인들에게 미지의 질문으로 
남겨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주권 관련 법안은 세세한 발급 요건까지도 점점 규제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를 테면 다음의 병역 관련 법안 개정이다.  

[사례 6-24] 병역기피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
병역의무가 있는 영주권자 남성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기피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입니다. 즉각적인 불이익이 가
해짐은 물론, 향후 수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
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규제를 가할 것입니다. (2014 ICA 규정83))

  한동안 많은 외국인들은 병역기피를 위해 영주권 신청 시 가족 중 병역의무자인 
아들을 제외하고 신청하거나,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병역
의무 이행 시점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를 떠나는 전략을 취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같은 영주권자의 유연한 전략을 과거에 비해 한층 더 강력하고 세밀하
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규제는 아들을 제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전 가족
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거절하거나, 12세 이상의 영주권자 남성이 병역기피를 목적
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출국할 경우 싱가포르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영주권 발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관
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개월이라, 그동안 EP비자 없이 불법취업 형
태로 고용된 외국인이 3개월에 한 번씩 인근 국경을 통한 출입국을 반복하는 편법
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떠나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알아보던 중 최장 3개월 체류 비자를 받아 말레이시아 조호
르 등 인근 국가를 오가며 비자를 갱신하는 편법을 추천받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런
데,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이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이 시행되며, 이런 
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되기 시작
했다. 이전에는 3개월에 한번씩 인근국가를 오가며 “조호르 도장 찍고, 싱가포르 도
장 찍고”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유연한 비자 갱신의 관행 속에 살아가던 외국인
들이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적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권리상 차등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에 싱가포르 정부는 집값 폭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유지 매매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Ho 2014b: 125). 이때 부가세는 매매자의 

83) ICA 규정, http://www.ica.gov.sg/page.aspx?pageid=151#ns (2014. 10. 2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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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이 발표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모든 매매에 대해 
10퍼센트의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었고, 영주권자에게는 두번째 이상의 매매 시 3
퍼센트의 부과세가 추가 부과되었다. 이에 비해서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는 세번째 
이상의 매매 시에만 3퍼센트의 부과세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단계별로 차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간의, 그리고 다
시 영주권자와 외국인 간의 권리와 특권에 있어 차등을 심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변화가 “시민권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주권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Thompson 2014: 
321-322)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었
다.

3) 이민정책 규제 강화의 예상된 혹은 의도치 않은 결과  

① 싱가포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의 결과 고급인력과 노동자를 막론하고 외국인의 유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직접적으로 타
격을 받은 것은 기업가, 사업가로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싱가포
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 고급인력 모두에게 공히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이민정책 규제조치로 인해 싱가포르인에게도 또다른 부담이 지워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형의 하나인 싱가포르인 사업가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수제화를 취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싱가포
르인 일라이는 정부의 정책 규제로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져 사업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청소용역업체의 본부장인 셜리나가 “일할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다음날 당신 집 앞 휴지통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넘쳐흐른다면 모두 외국인 노동
자 유입을 줄여버린 당신네들 정부정책 탓인 줄 아시오!”라고 정부에 항변했다는 일
화는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시민들의 피부에 느껴질 만큼 밀접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이 이미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외국인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사업가의 경우, 외국인 규제 강화 조치와 외국인이라는 본인의 위치 때문
에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다. 애비는 EP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일하다가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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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뚫어 소셜미디어 회사 창업에 성공한 중국인 여성이다. 창업 1주년을 맞아 
사업규모가 커지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민정책의 변
화로 인해 사람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개정된 현행 노동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 EP비자 소지자 1명을 고용하면, 내국인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는 이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사례 6-25] 이렇게 힘들어가지고는 사업을 좀 접어야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모르는 사람,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실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다시 다
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뉘앙스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있는 중국 본토 출
신을 고용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한사람을 고용하면 
싱가포르 내국인을 한사람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두 사람까지는 쓸 여유
가 없는 나 같은 사업가는 죽을 맛이죠. 어제도 밤을 샜어요. 그래서 묘안으로 
생각한 게 중국인 대학생 인턴을 쓰는 것인데, 그 친구도 지금 바빠서 언제부
터 도움 줄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는 사
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애비, 중국인, 여 26세, 사업가)

  애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화교 출신 영주권자 사업
가인 지미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EP비
자 소지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고용해야 하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한선이 낮
아졌고, 다른 한편으론 기껏 좋은 사람을 채용해도 정부에서 EP비자 발급을 안해 
주기 일쑤라서 지금 시점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라는 
한숨 섞인 그의 목소리는 많은 외국인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준다. 중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외국인 실업가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주
제에 대한 소규모 초점집단 면담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유사한 어려움을 공유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젊은 실업가들답게 유머러스
하지만 짐짓 진지하게 이 난국과 위기를 헤쳐 나가고 2015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근근이 ‘버텨낼 것’을 다짐하였다.
  2014년 조사 당시, 대다수의 싱가포르의 내외국인 사업가들은 2015년 총선이 끝
나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에 숨통이 트이는 시점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싱
가포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규제하는 정책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는 사고를 공유하며 따라서 보여주기식 규제 정책 시행은 선거 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정부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확신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빈 콘도가 늘어가는 등 경기 침체의 전조가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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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대거 유입할 계획으로 콘도, HDB를 과열 팽창적으로 신축
했는데 입주대상인 외국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2014년 이후 
콘도 임대비와 매매가는 현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시
민, 외국인 모두 싱가포르에 있어 외국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2015년 
총선 이후의 이민정책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다.

②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동성과 전략적 선택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규제 강화 조치와 그에 따른 변화를 어
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들은 이에 대응하여 계약 종료 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재)이
주해 가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여 신분을 바꾸는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전략은 하위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2~3년 사이에 싱가포르에 들어온 EP비자 소지자 집단과 그 
전에 싱가포르에 들어온 EP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 면담
을 실시하였다. 
  이민정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규제 강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이어짐에 따
라,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들은 물건을 살 때 소지하고 있는 비자 유형에 대한 질문
을 받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신분이 환기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싱가포르 생활이 
싫어서 1년 주재 후 계약을 파기하고 싱가포르를 떠난다는 중국 본토 출신 외국인 
고급인력 딜런은 “매일매일 내가 EP인지 WP(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증)인지 하는 
질문을 받아요. 내가 EP든 WP든 무슨 상관이에요?”라며 휴대폰 구입 시 상점 점원
으로부터 호커센터 가게 주인아저씨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신분에 대한 질
문을 받는 것이 신물이 난다고 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국적이나 인종의 핸디캡
과 맞물리게 되면 외국인 고급인력의 불만이 한층 더 증폭되어 결국 싱가포르를 떠
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싫은 건 비자 종류만 물어보는 게 아
니라 내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본다는 것이죠. 싱가포르 화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이젠 참지 않으려고요”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서 “매일매일 
계급과 국적이 상기되는 장소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싱가포르를 떠나는 
이유를 다소 격앙된 어조로 설명했다.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책적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나 신규 EP비자 발급이 어려워
진 현실 속에서 인도 출신 EP비자 소지자인 스리잔은 싱가포르를 지체 없이 떠나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는 위의 사례와는 달리 싱가포르에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2년 계약이 종료되고 “EP비자가 갱신되지 않아 출국해야 함”에 대한 아쉬움
을 토로하였다. 다른 직장을 알아봤으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외국인이 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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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수월치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인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도 소재 유명 대학의 MBA 과정에 합격한 상태라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아
니지만,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것도 아쉽고, 싱가포르에서 경력도 좀 더 쌓고 
싶었다”며 연신 아쉬워하며 싱가포르를 떠나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보였다. 그렇게 
그는 2년 계약 종료 후 타의에 의해 본국으로 귀환 이주하게 되었다. 
  중국 본토 출신 제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민정책 규제 강화 조치에 의해 
축소된 일자리 기회 때문에 EP비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국가로 떠나가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하였다. 제인은 베이징 소재 유명 영자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글로벌 IT기업
에서 일하는 미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싱가포르로 왔다. 영어와 중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그녀도 최근 외국인에게 높아진 일자리 장벽을 넘지 못했다. “장기방문증
(Long Term Pass)을 받고 들어와 남자친구와 싱가포르에 살며 일자리를 찾았는데 
결국 EP비자를 받지 못해 떠나게 되었다”는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상하이 소재 
IT기업 S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커플이 희망하는 최종 목적지는 S사의 
일본 지사로, “일본은 규제 강화가 진행되는 현재의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더 규제가 
강한 국가이므로 현지 채용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상하이에서 일하다가 일본 주재
원으로 파견근무를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고 털어놓았다.84) 
  ‘이동성’은 전지구화가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부여한 가장 
큰 “선물”이다. 외국인 고급인력이 담지하고 실천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에는 분
명 유목민적인 성격, 다시 말해 ‘이동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싱
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이동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처음 싱가포르로 이주해온 외국인 고급인력은 부유
층, 중간층 관계없이 싱가포르 사회에 만연한 자신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일종의 
벽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재)이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주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EP비자 조건 강화에 따라 싱가
포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민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많
은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를 떠나게 했고 그 자리를 새로운 외국인 고급인력
으로 충원하게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이동성’이 한층 더 심화된 공간으로 재편성하
고 있다.
  최근 2~3년간 들어온 EP비자 소지자는 정책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재)이주
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 
주재 5년 이상의 장기 거주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에도 전략적 신분 선택이 늘고 

84)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규제는 글로벌 인재 풀을 확대하려는 다
른 나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동남아 인근 국가는 싱가포르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인력들이 옮겨갈 수 있는 차기 선택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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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기 거주 외국인 고급인력 중 EP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영주권자는 시민권
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외국인에 대한 전에 없이 비우
호적인 환경에 직면하여,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라는 대응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영
주권의 권리가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지만 영주권 신청률은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EP비자 소지자의 권리 역시 그에 상응하여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권과 영주권의 권리상 차등이 별로 크지 않던 시기에는 영
주권자로 남아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정책변화 후 시민권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장
기 거주 영주권자 중에서도 이런 유형의 영주권자는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
므로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제3국으로의 재이주에 따른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커뮤니티클럽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권과 영주권의 권리상 차등을 많이 벌려놨죠. 시민권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더 많은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시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를 떠나게 될 거라는 게 딜레마에요”라고 말한
다. 실제로 최근 들어 영주권, 시민권 심사가 강화되고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졌음에
도 영주권, 시민권 신청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시민권 신청자 수가 늘어남
에 따라 앞으로 시민권 포기자 수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지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싱가포르는 유연한 ‘영주권’이 아닌 옹(Ong 1999)이 말하는 유연한 ‘시민권’
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정부의 이민정책 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됨
에 따라 외국인과 이주민 역시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실천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주해온 외국인 고급인력은 자의든 타의든 이동성을 활용하여 제3국
이나 본국으로 귀환 이주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민정책의 변화가 이들
의 이주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들과의 면담 속에서 공통적으
로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변화 이후,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EP비자 소지자에서 
영주권자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4. 소결   

  싱가포르에서 정부, 시민, 외국인 고급인력은 공통적으로 코스모폴리탄 정책이나 
정체성을 추구하거나 실천하고 있지만 이들이 그리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
의 그림은 제각각이다. 그렇다 보니 모두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이들은 자주 긴장과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시민, 외국
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전략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 216 -

경합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Robbins 1998b)를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와 시민은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둘러싸고 정체성의 정치를 펼치
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프로젝트로 채택하
고 있다. 싱가포르 시민 역시 다문화주의적이고 혼종적인 의미의 코스모폴리탄 정체
성을 담지하고 실천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때 양자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간
극으로 인해 경합과 충돌이 발생한다. 정부가 기획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시민이 
생각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국민정체성 (재)구축을 둘러싼 
경합과 충돌이 심화된다.
  이때 싱가포르 선주민들에게 외국인 고급인력과 이주민은 국민정체성을 변색시키
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들이 싱가포르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싱가포르 선주민은 왜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 이주민과 경합하는가? 이를 크
게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주민과 이주민은 문
화적으로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주민은 싱가포르의 국민정체성을 와해시키는 존재
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 일자리 다툼과 영주권, 시민권의 가치 경쟁 등을 둘러
싸고 양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실천하는 존재이며, 싱가포르 선주
민 역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결국 싱가포르에서는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진 코스모폴리탄의 만남이 관용과 포용보다는 갈등과 충돌로 귀결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결국 이민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고급인력 역시 자신들에게 향한 시민들의 반감과 이에 따른 
정책 규제 강화 조치로 불만이 깊어 가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이동성을 
활용하여 본국 혹은 제3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동과 이주가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진다. 이런 상황
이 지속되면 싱가포르 정부는 또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규
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외국인 없이 싱가포
르의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
다. 이에 더하여 시민의 직접행동이 증대하면서 정부가 이전처럼 강압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2011년 총선과 집단 시위, 해외 이민 증가 추세를 목격하며 절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정부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국가, 시민, 이주자가 경쟁하고 경합하
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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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990년대 중후반, 싱가포르 정부가 글로벌 도시 건설을 표방하면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유포한 이래 싱가포르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외국인이 전
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종 사회문화적 변화가 일어난 것
이다. 특히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이 대거 유입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학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코스모폴리탄으로 불리는 집단으로 ‘유연
한 시민권’ 전략을 실천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고착된 인
종구분선이 존재하는 싱가포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새롭게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를 통해 규모가 커진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과 그 
실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갖는 의미를 탐구해 보았다.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실시 이후, 싱가포르에는 광범위한 외국인 고급인력 집단
이 형성되었다. 이 집단은 싱가포르 사회에서 이들에게 흔히 부과되던 고정관념인 
백인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보다 폭넓은 범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소득, 인종, 국적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화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종류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또한 이
동성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시민권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다. 한편, 외국인 고
급인력의 존재와 이들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기대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와 시민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 사이 그리고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 사이의 경쟁과 경합 양상으로 이어져 코
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의 이론적 함의를 정리한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는 개방의 차원, 층위, 대상에 따라 열림과 닫힘을 포함하는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순성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상이 현실에서는 정반대
의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코스모폴리타
니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개방성의 여러 층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싱가포르의 현재 상황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개방성은 문화적 층위에
서는 실천되고 있지만, 정치적 층위에서는 실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고급인력과 시민 사이에서, 그리고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는 양상을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해 
조성된 고급문화 공간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 실천하는 정체성 전략을 통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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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흔히 지칭되는 것처럼 코스모폴리
탄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들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이들의 내러티
브를 통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동성, 고급문화, 
레저, 여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동시에 전략이자 자본이며 또한 지향점이라는 복
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조사 결과, 모든 외국인 고급인력이 ‘고급인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모든 외국인 고급인
력이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조성된 화려한 고층건
물에서 일하며 고급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싱가포르의 면면을 즐기고 
있지는 않았다.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소득, 인종, 
국적에 따라 ‘전형적인’ 집단과 ‘비전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전자가 코스모폴
리탄 엘리트 집단과 많은 부분 같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계층적으로 구역화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즐
기며 다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성한 코스모폴리스 속에
서 고급 취향과 글로벌 소비패턴으로 표출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상적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여행이나 문화 소
비를 통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일터, 가정생활, 가족들의 재배치 속에서 항상 수
행되고 있었다.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직장생활 속에서는 능력으로 활용되고 있었
으며, 동일성의 정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이 체화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라는 
문화적 자본은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소득, 국적, 인종 측면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전형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인종위계적인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는 배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경험하기도 한다. 중국 본토 출신이나 인도 출신 외국인 고급인
력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차별이나 멸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매너 등에 있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부각시켜 구분짓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실
천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계급 아비투스, 소통, 적응력, 능력 등을 의미하는 코스모
폴리탄 정체성의 실천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결과 조성
된 고급 소비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의 보유 정
도에 따라 배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열림과 닫힘이 혼재된 형태
의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국적 이주 시대, 코스모폴리탄 도시국가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외국인 고급인력
은 ‘코스모폴리탄 신(新)중산층’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코스모폴리탄 신중산층은 코
스모폴리탄 엘리트와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한쪽 끝으로는 중간층, 다른 한쪽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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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중상층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보다 더 넓은 범주의 집단
이다. 이들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불리한 현실을 극복하거나 유
리한 현실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동성’을 활용하여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산층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동 경험을 통해 체득한 소통 능력, 적
응력, 코드전환 등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문화적 자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들은 신자유주의 질서로 세계가 재편된 가운데, ‘열망’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며, 
그러한 열망을 ‘이동’과 ‘재이동’ 전략으로 실현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코스모폴리탄 신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 외국인 고급인력은 어
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않는 유목민인가? 싱가포르에서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타문
화에 대한 개방성을 넘어 타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까지도 포함하는지를 고찰해 보
았다. 이를 위하여 코스모폴리탄 시민권과 관련된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다양
한 이주 궤적과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국민국가와 국경의 의미를 이에 
비추어 반추해 보았다. 그 결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유연한’ 시민권 전략 차원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활용하기도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뿌리없는’ 유목민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오로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존재라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다중적 귀속감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여전히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시민권 전략과 실천은 다름 아닌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장(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천에 있어 여전히 국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표면적으로는 이주자의 행위주체성이 
강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위는 국가가 제시하는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초국가성의 심화가 사실은 국민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쟁력 
강화 기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벌어지는 시민권을 둘러싼 일련의 실천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
의 시민권의 도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민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과
도기적 상황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와 외국인 고급인력
이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협상하는 양상에서 다음 세 가지 특
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이 하나의 국민국가에 대한 충성
을 의미했다면, 오늘날 초국적 이주자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국제 이주 시대와 달리 초국적 이주 시대에 살아가는 고숙련 이주자
의 경우 두 국가 사이에서 숨죽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위주체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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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셋째,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며 더욱 새롭고 정교
하게 고안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정책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 
  특히 세번째 특징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코스모폴리타니즘마저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때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스의 역사적 
기억들이 선택적으로 접합되거나 (탈)결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코스모폴리
탄 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개방적 이민정책은 글로벌 도시 건설을 통한 경제강국 이
룩이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부터 다인종,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 출발했지만, 코스모폴리
탄 프로젝트 실시 이후 인구 구성이 한층 더 다양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
늘날 싱가포르 전체노동인구의 1/3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경제는 
외국인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인민행동당이 집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내건 ‘경제성장’과 ‘국가존립’ 비전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민
행동당의 상황인식이 바뀌면 가장 먼저 변하는 각별히 민감한 정책 영역이다. 이러
한 가운데, 외국인 유입 급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됨에 따라, 이민정책은 오늘날 싱가포르의 현실에서 첨예한 정치적 각축의 장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부터 해왔던 국민형성 프로젝트가 더욱 정교하게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장치와 방법을 동원하여 국
가귀속감과 국민정체성을 주조하고 유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지어 싱가포르 정
부가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마저 국민주의에 포섭되어 국민정체성을 강화
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의 현주소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
르 시민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역시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보이는 정도이지, 타국
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거나 국민국가를 넘어서 사고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때 싱가포르에서 실천되는 다양한 모습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결국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문화적 코스모
폴리타니즘은 일정 부분 실천되지만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실천되지 않는 것
이 싱가포르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 시민과 대립하고 갈등하
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포용과 배제의 정치가 일어나고 있
다. 일견 정체성의 정치처럼 보이는 이러한 양상들 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이 숨겨져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많은 논점들이 중첩되어 뒤엉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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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이 각기 다르게 정의하
고 해석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 이민정책에 부과된 본격적인 정책변화의 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주민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총선에서
의 집권당 의석 감소, 해외 이주 증가, 집단 시위로까지 번지게 되어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싱가포르 이민정책을 둘러싼 국가
와 시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경합 양상을 탐구하였다. 시민들이 선거와 해외 이
주라는 전략을 통해 이민정책의 변화를 추동한 것은 오랜 기간 국가의 정책 부과 
대상으로만 여겨진 행위자의 강화된 주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
편,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입된 이민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는 다시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의 일상생활과 (재)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 정부, 시민, 이주민이 각각 상이한 그림이긴 하지
만,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이 코스모폴
리탄 정체성의 의미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이 지배적
인 것이 되도록 분투하고 있다. ‘이민정책’은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국가, 시민, 이주
자가 상호구성해나가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의 장이 되었다. 모순적인 국민정
체성과 다인종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전부 뒤섞여 있는 가운데, 국가귀속감을 주
조하면서도 외국인 고급인력을 붙잡아 두는 난해한 과제가 싱가포르 정부의 앞에 
놓여 있다.
  싱가포르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열림’이 ‘배제’를 내포한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하
는 공간이다. 위계적인 인종구분선에 따라 인종이 본질화되고 코스모폴리타니즘마저 
정부 정책으로 관리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이 보여주는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에서 우리는 ‘열림’보다
는 ‘배제’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을 본다. 외국인 고급인력의 하위집단 중 계층, 국
적, 인종을 이유로 배제를 당한다고 느끼는 이들은 다층적인 정체성 중 특히 코스모
폴리탄 정체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불리한 위치를 우회하거나 극복하고
자 하는 모습이 더욱 부각되는 곳이 이곳 싱가포르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제의 의미뿐만 아니라 
포용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는 시민과 외
국인 간의 경합과 경쟁이 한창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지만, 싱가포르 정부와 시민 안
에 내재되어 있는 ‘열림’과 ‘다문화’라는 정체성, 외국인 고급인력이 잦은 이동 경험
으로 체득한 ‘열림’과 ‘소통’이라는 정체성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킨다면, 포함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나아가 이해와 포용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때 비로소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칸트적 의미의 코스모폴리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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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코스모폴리탄 시민권 논의는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인’ 인류애에 근거하여 
세계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너스봄(Nussbaum 1996)식 논의가 아니라, 특정 장소
와 특정 지역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체적으
로’ 이를 천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국적 시대의 코스모폴
리탄은 무조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국적없
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라고 치부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그것이 정착국이 되었
든, 본국이 되었든, 혹은 양국이 되었든 “뿌리를 내리는 코스모폴리탄”(Appiah 
1997)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절충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때, 뿌
리내린 코스모폴리탄은 물리적으로 특정 장소에 뿌리내리거나 고향에 대한 뿌리내
림을 상상하는 존재인 동시에, 보편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이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 보편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는 양상에 
천착하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코스모폴리타니즘 분야에 향후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준다. 본 논
문이 인종구분선에 따라 인종이 본질화되고 코스모폴리타니즘마저 정부 정책으로 
관리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라는 특수한 상황과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가 조우했을 
때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천양상을 연구한 것이라면, 다른 글로벌 도시에서는 코
스모폴리타니즘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상이한 코스모폴리타니즘(들)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글로벌 도시로 
유명한 뉴욕과 런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미 일부 축적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구현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출
발점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아시아적 맥락에서 글로벌 도시를 열망하
는 다양한 도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나와 싱가포르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상하이, 두바이 등 글로벌 도시를 열망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벌어
지는 포용과 배제, 경계만들기에 대한 심층 비교 연구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가능성
과 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짚어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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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리아 여 39세 필리핀 EP비자 1년
다국적기업 

간부
석사 있음 p.98

18 존 남 38세 중국 영주권자 5년 사업가 MBA 있음 사례[4-12]

19 제니 여 32세 중국 영주권자 4년 사업가 학사 있음 사례[4-12]

20 앤디 남 40세 인도 EP비자 10년 은행가 학사 있음 사례[4-14]

21 니콜라스 남 50세 영국 영주권자 20년 은행가 학사 있음 사례[4-15]

22 아디 남 28세 인도 영주권자 8년 은행원 학사 없음

사례[4-16]

사례[5-27]

사례[5-29]

23 레이첼 여 28세 캐나다 EP비자 2년 사회복지사 학사 없음 p.106

24 펠리시아 여 46세 미국 EP비자 2년 의사 박사 있음 사례[4-17]

25 데릭 남 31세 영국 EP비자 3년 파일럿 학사 있음 사례[5-1]

26 타룬 남 25세 인도 EP비자 2년
IT회사 

직원
학사 없음 사례[5-1]

27 브라이언 남 35세 중국 영주권자 8년
다국적기업 

직원
학사 없음 사례[5-2]

28 헬레나 여 26세 중국 EP비자 2년
IT회사 

직원
학사 없음 사례[5-3]

29 잭 남 31세 인도 EP비자 2년 트레이더 학사 있음 사례[5-4]

[부록]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외국인 고급인력 

*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으며, 해외 경험은 출신국,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의 거주 경험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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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나이 출신국가 신분
거주

기간
직업 학력

해외

경험

사례번호/ 

페이지

30 안젤라 여 42세
태국

(중국계)
영주권자 2년 사회복지사 석사 있음

사례[5-6]

사례[5-28]

31 토마스 남 53세 미국 영주권자 22년 은행가 석사 있음 pp.122-123

32 애비게일 여 50세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주권자 20년

전문대 

강사
석사 있음 p.123

33 팻 여 45세

귀화 전 

말레이시아

(중국계)

신규 

시민권자
20년 약사/주부 석사 없음 5.2절

34 빅터 남 45세

귀화 전 

말레이시아

(중국계)

신규 

시민권자
20년 의사 박사 없음 5.2절

35 일레인 여 44세

귀화 전 

말레이시아

(중국계)

신규 

시민권자
20년 사업가 학사 없음 5.2절

36 데이빗 남 29세

귀화 전 

홍콩

(중국계)

신규 

시민권자
13년

다국적기업 

직원
학사 없음 5.2절

37 구루 남 51세
귀화 전 

인도

신규 

시민권자
25년 사업가 학사 있음 5.2절

38 필립 남 44세
말레이시아

(중국계)
영주권자 24년 변호사 학사 있음

사례[5-26]

사례[5-30]

39 스티븐 남 35세 중국 EP비자 2년
생명공학

회사 매니저
박사 있음 사례[6-8]

40 애덤 남 42세
말레이시아

(중국계)
영주권자 10년 교수 박사 있음 사례[6-12]

41 리사 여 30세 중국 EP비자 3년
다국적기업 

직원
석사 있음 사례[6-17]

42 브랜든 남 35세 중국 EP비자 3년 은행원 학사 없음 p.196

43 앨리슨 여 40세 중국 영주권자 8년 은행원 석사 없음 p.196

44 스테파니 여 33세 중국 EP비자 1년 회계사 학사 있음 p.196

45 빙빙 여 26세 중국 EP비자 2년
IT회사 

직원
학사 있음 사례[6-18]

46 프라자트 남 32세 인도 EP비자 3년
IT회사 

매니저
석사 없음 사례[6-19]

47 알프레도 남 45세 프랑스 EP비자 4년 은행가 MBA 있음 사례[6-20]

48 슈슈 여 27세 중국 EP비자 2년 카운슬러 석사 있음 사례[6-23]

49 닉 남 28세 인도 EP비자 2년
IT회사 

직원
학사 없음 사례[6-23]

50 애비 여 26세 중국 창업비자 2년 사업가 학사 없음 사례[6-25]

51 제프 남 48세 호주 EP비자 17년 투자은행가 MBA 있음 p.206

52 엘렌 여 35세 필리핀 EP비자 2년 다국적기업 MBA 있음 p.206

53 한스 남 40세 덴마크 EP비자 1년 컨설턴트 MBA 있음 p.206

54 슬로반 여 40세 호주 EP비자 1년 컨설턴트 MBA 있음 p.208

55 지미 남 37세
말레이시아

(중국계)
영주권자 8년 사업가 박사 있음 p.212

56 딜런 남 30세 중국 EP비자 2년
다국적기업 

직원
학사 있음 p.213

57 스리잔 남 28세 인도 EP비자 2년
IT회사 

직원
학사 없음 p.213

58 제인 여 26세 중국 장기방문증 1년 신문기자 학사 없음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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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성별 나이 종족 신분 직업 학력
해외

경험

사례번호/

페이지

1 린다 여 35세 중국계 일반시민
채용 

에이전시
학사 없음 사례[3-7]

2 제랄딘 여 40세 중국계 정부관료 공무원 석사 없음 p.67

3 대니 남 47세 중국계 일반시민
부동산 

사업가
석사 있음 사례[4-13]

4 레나타 여 40세 중국계 일반시민 교사 석사 있음 사례[5-23]

5 미상 남
50대 

중반
말레이계 일반시민 택시운전사 - 없음 사례[5-24]

6 조슈아 남 49세 중국계 정부관료 공무원 박사 있음 p.176

7 벨라 여 41세 중국계 정부관료 공무원 석사 있음 사례[6-1]

8 제어드 남 27세 중국계 일반시민 은행원 학사 없음 사례[6-1]

9 샤오링 여 39세 중국계 일반시민 사회복지사 학사 없음 사례[6-1]

10 제프리 남 43세 중국계 일반시민 교수 박사 있음 사례[6-1]

11 프란시스 남 53세 중국계 일반시민 사업가 MBA 있음 사례[6-1]

12 앤소니 남 50세 중국계 일반시민 예술가 학사 있음 사례[6-1]

13 브렌다 여 42세 중국계 일반시민 사업가 MBA 있음 사례[6-2]

14 마크 남 43세 중국계 일반시민 교수 박사 있음 사례[6-4]

15 헨리 남 41세 중국계 일반시민 사업가 석사 있음 사례[6-5]

16 주바이다 여 46세 말레이계 일반시민 대학강사 MBA 있음 사례[6-6]

17 A 남
30대 

초반
중국계 정부관료 공무원 석사 없음 사례[6-10]

18 B 남
40대 

중반
중국계

커뮤니티

리더
은행가 석사 없음 사례[6-10]

19 안드리아 여
40대 

중반
중국계 일반시민 교수 박사 있음 p.184

20 세바스찬 남
50대 

초반
유라시아계 일반시민 언론인 석사 있음 p.185

21 펀 여 40대 중국계 일반시민 대학강사 박사 있음 사례[6-11]

22 에스더 여 50대 중국계 일반시민 변호사 석사 있음 사례[6-11]

23 샐리 여 20대 중국계 일반시민 대학생
대학 

재학중
없음 사례[6-11]

24 잭슨 남 48세 인도계
커뮤니티

리더

바이오테크

매니저
석사 있음 사례[6-13]

25 빌리 남 30대 중국계 일반시민
IT회사 

직원
학사 없음 사례[6-14]

26 헬렌 여 40세 중국계 일반시민 교수 박사 있음 사례[6-15]

27 학생 A 여 22세 중국계 일반시민 대학생
대학

재학중
있음 p.192

28 학생 B 여 22세 중국계 일반시민 대학생
대학

재학중
없음 p.192

29 린 여 40세 중국계 일반시민 교사 석사 있음 사례[6-16]

30 자이납 여 39세 말레이계 일반시민 교사 학사 있음 p.203

31 일라이 남 42세 중국계 일반시민 사업가 학사 없음 p.211

32 셜리나 여
40대 

중반
중국계 일반시민 

용역업체 

본부장
학사 없음 p.211

33 아드리안 남 50세 인도계
커뮤니티

리더
변호사 학사 있음 p.215

2. 싱가포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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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smopolitan Identity and Citizenship of 
“Foreign Talent” in Singapore

Rim, Si Ye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ntity and citizenship 
articulated and practiced by migrants and citizens in the transnational 
era, by focusing on “foreign talent” in Singapore. Foreign talent is defined 
as a highly skilled transnational migrant who is also referred to as a 
cosmopolitan. This study is an ethnography exploring the identity 
practices and social interactions of foreign talent in relation to 
transnational migr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The case of Singapore vividly reveals the ways in which 
foreign talents strategically choose either a cosmopolitan identity or 
maintain the identity of their home country, the ways in which 
accelerated transnational migration brings changes to citizenship practices 
and the sense of belonging of foreign talents, and the ways in which 
government strategy and policy change accordingly. 
  Singapore underwent a great deal of change in the mid to late 1990s 
after the government implementation of the cosmopolitan project, which 
set out to transform Singapore into a global cosmopolitan city. As a 
result, foreigners now account for more than 30% of Singapore’s total 
population, adding to the complexity of its multiracial and migrant 
population. Socio-cultural changes have also accompanied the massive 
influx of foreign talent in particular. The surge of foreigners, as well as 
the flexible citizenship practices of foreign talent that seemingly take 
advantage of Singapore, has brought a broad array of complaints and 
backlash from Singaporeans, which has subsequently led to confli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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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gonism between citizens and foreign talents. This study examines why, 
in an era of frequent transnational migration and exchanges, the 
cosmopolitan project in Singapore that was supposedly geared towards 
more openness, has instead created conflict between foreigners and 
citizens. Furthermore, this study questions why the government-led 
cosmopolitan project and its accompanying immigration policies have 
evoked resistance and opposition from its citizens, which eventually led to 
policy changes.
  By critically examining the cosmopolitan identity and citizenship 
practices of foreign talent in Singapor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meaning and implication of cosmopolitanism in the transnational era. 
Although cosmopolitanism implies openness as a core element, in the case 
of Singapore, it is often seen in contradictory forms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e gap between the ideal of cosmopolitanism and the reality 
of how it is actually practiced depends on the level of openness regarding 
different dimensions and layers, as well as the subject of cosmopolitanism 
itself. This study observed that the openness of cosmopolitanism was 
practiced in cultural aspects, albeit in a limited sense, but was not 
practiced in political aspects. In addition, the practice of cosmopolitanism 
created conflicts about identity and citizenship between foreign talents and 
citizens, as well a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ways in which foreign talent 
strategically define and perform their identity and citizenship, which in 
turn shows how cultural cosmopolitanism is practiced in Singapore. To 
foreign talents, cosmopolitanism has a complex meaning structure, 
consisting of mobility, high-class culture, and leisure and travel, as well 
as strategy, capital, and orientation. However, not all foreign talents are 
able to work in the high-end, high-rise buildings built by the 
cosmopolitan city project of the government, nor can all foreign talents 
enjoy high-class cosmopolitan culture and art in Singapore since, in 
order to do so, they would need to possess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apital. In this context, this study categorizes foreign talent into two 
subgroups based on their income, race, and nationality: ‘typical’ foreign 
talent and ‘non-typical’ foreign talent. The ‘typical’ subgroup is, in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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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equal to the cosmopolitan elite. Foreign talents who felt excluded 
from the ‘typical’ foreign talent subgroup due to their class, nationality, 
or racial background, exhibited efforts to overcome the factors that 
excluded them, by capitalizing on their cosmopolitan identity among their 
multiple identitie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focused on whether foreign talents’ 
performance of cosmopolitan identity exhibited an open attitude toward 
other nations, beyond mere cultural openness, in order to examine 
whether political cosmopolitanism is practiced in Singapore. In order to 
determine this, a variety of migration trajectories and citizenship practices 
of foreign talent were examined in light of the meaning of the 
nation-state and borders.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showed that 
there are many foreign talents who strategically capitalize on 
cosmopolitanism in terms of ‘flexible’ citizenship practices for economic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However, it was also found that such 
cosmopolitan identities did not make foreign talents ‘rootless’ nomads 
solely seeking economic profit; rather, they have multiple national 
belongings to two or more countries simultaneously. This seems to reveal 
that foreign talent in Singapore still think and ac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stat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itizenship strategies and practices of 
foreign talent in Singapore take place within the national boundaries of 
Singapore, which shows that the nation-state still has a key role in this 
practice. On the surface, the subjectivity of migrants seems to be 
reinforce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ut in fact, their conduct is still 
carried out within the choices that the nation-state has provided. This 
means that the deepening and broadening of transnationa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only operat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oliberal 
competitiveness projects of nation-states.
  Amid these practices of cosmopolitanism, the conflicts between foreign 
talents and Singapore citizens have increasingly heightened, and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among citizens and foreign talents are 
practiced. At a glance, since citizens are appealing for the protection of a 
national identity that seems to have been diluted by the massiv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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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oreigners, this can appear to be an instance of identity politics, but 
socio-economic interests such as job competition and citizenship privilege 
are intertwined with the more obvious issue of identity politics. Thus, we 
can see that the conflicts and collision of cosmopolitan identity, which is 
defin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by foreign talents and Singapore 
citizens, have led to changes in immigration policy. 
  In its essence, this study shows that Singapore is a place where the 
openness of cosmopolitanism is practiced in a special way that 
simultaneously implies inclusion and exclusion, revealing the practice of 
the politics of cosmopolitanism. In the city-state of Singapore, where race 
is essentialized and where even cosmopolitanism is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we can observe that regarding the practice 
of identity and citizenship of foreign talents, the politics of exclusion is 
more frequently highlighted than the politics of inclusion. 

Keywords: foreign talent, cosmopolitanism, highly skilled transnational 
migrant, immigration policy, identity politics, flexible citizenship, multiple 
belonging, rooted cosmopolitan, politics of cosmopolitanism 

Student Number: 2010-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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