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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답사를 다녀와서 ∥

인솔교수 정향진

드디어 해외답사 인솔의 임무가 나의 차례가 된 것이었다. 어디로 갈까를 결정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멀지 않으면서도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인류
학적 경구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지역전공이 
미국임을 고려해서 하와이로 갈까 아니면 시애틀 일대로 갈까 하다가 둘 다 비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곤란했다. 그래서 생각한 곳이 괌. 괌은 미국령이어서 영
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동시에 토착문화를 비롯해서 다문화적인 환경이라는 
점, 관광 및 휴양지로서 세계경제와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제국일본의 점령, 태평양전쟁, 미군기지화 등으로 전지구적 권력관계를 치
열하게 경험해왔다는 점이 인류학과의 해외답사지로서는 적격이었다. 더불어서 섬
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의 거제도 정도로 현지조사하기에 적당하였고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점도 강점이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현지에서 “풀어놓을”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다. 5
박 6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현지에 나간 인류학자처럼 해보기를 원했다. 뭔가 
주제를 정해서 현지 사람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자료를 수집
하고, 기록하고, 분석해서 인류학적 보고서를 작성해내는 것이 학생들이 할 일이었
다. 요컨대, 인류학적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은 현지에 가기 전에 연구주제를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지를 선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인까지 섭외해 놓아야 
했다. 사전작업으로 6주에 걸쳐 준비세미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을 세 개 팀으로 조직하였다. 세 팀은 ‘외
부세계’, ‘관광’, ‘토착문화’ 팀으로 각각 불렸다. 외부세계 팀은 역사적으로 스페인
식민지, 제국일본의 점령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미군기지화 등을 경험하면서 괌의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관광 팀은 현재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
는 관광업이 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토착문화 팀은 괌의 
토착주민인 차모로 사람들이 괌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그들의 문화를 살
펴보는 것이 과제였다. 1주, 5주, 6주의 세미나는 각각 오리엔테이션, 인류학적 연
구방법, 그리고 연구윤리와 글로벌매너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3주간의 세미나에서 
학생들은 괌에 대한 개괄부터 시작해서 팀별 주제에 맞는 교재들을 선별해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 대학원생 강대훈와 박재형이 답사를 신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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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교 안정모와 함께 팀별 조교가 되어서 세미나 진행부터 답사의 전체 과정에 
걸쳐 학생들을 밀착지도했다. 팀별로 학생들은 6~7명씩 해서 모두 23명이었다. 나
의 주문 사항은 6주째 세미나를 할 때까지 현지조사지와 현지인 섭외를 해놓으라
는 것이었고 학생들은 이 주문을 대체로 이행하였다.

괌에 가서는 어떠했는가? 도착한 날 입국심사장에서 장장 세 시간이나 줄을 서 
있어야 했고 적도 부근이라 5시 정도에 날이 벌써 어둑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첫
날 오후로 계획했던 “예비조사”는 엄두도 못 내고 일정을 마무리해야 했다. 설상가
상으로 나는 지독한 멀미와 몸살로 완전히 쓰러져서 첫날 저녁의 세미나 겸 시회
(詩會)도 주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부터는 계획한 일정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아마도 인솔교수에 대해서 포기한 
심정으로) 잘 따라주었고 조교들의 활약이 컸다.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어떤 자리
에서 누군가가 (아마 동준이) “답사 갔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규칙적인 생활”이었
다고 말해서 크게 웃었던 적이 있다. 그렇다. 아침식사 겸 조별모임, 그리고 전체 
아침모임을 한 후 학생들은 오전 9시 경부터 오후 5시까지 팀별로 현지조사를 진
행하고 호텔로 귀환해서는 개별 노트작업과 팀별 노트작업을 거쳐 8시 30분에 전
체 저녁세미나를 진행하는 식이었다. 전체 세미나에서는 그날 무엇을 관찰하고 어
떤 사람들과 면담을 했는지, 수집한 자료가 연구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서 
연구주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팀별로 보고하고 전체의 피드백을 듣게 하
였다. 다음 날 아침모임에서는 전날 저녁세미나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그날 현
지조사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화요일에 도착
하여 수요일, 목요일, 이틀 간 매우 빡빡한 일정으로 현지조사를 하였고, 학생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뭔가 되어나가는 것도 경험하는 듯하였다. 사흘 째 되었을 때
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다. 마침 금요일은 오전에 미국 공
군기지 투어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후 일정을 각자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쉬어야 했던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날도 현지조사를 매우 충실히 하였고 다음 날까지 현지조사의 열정은 이어졌다. 
전체 세미나에서 보고하는 것, 그리고 간간히 개별적으로 내게 말하는 것으로 미루
어보건대 학생들은 조사를 통해 인류학적 지식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에 (고
통스러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학생들을 현지에 “풀어” 놓음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편 나는 고백컨대 매우 무료한 나날을 (주로 
호텔에서) 보내었다.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과 세미나를 하고 학생들의 개별 노트
와 팀별 노트를 점검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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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괌이 “자랑하는” 두 가지, 해변휴양과 쇼핑을 내가 그다지 즐기지 않는데다가 
나는 현지조사를 하고 싶은 야심도 없었다! 유난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던 학기의 
한 가운데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해서 괌에 가서는 현지조사 지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야심을 품기가 어려웠다. 덕분에 나는 마음껏(!)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괌 해외답사의 하루하루가 열과 성으로 빛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 
가지 내가 이번 답사에서 학생들과 같이 했던 것이 시회이다. 가기 전 오리엔테이
션에서 이번 답사의 핵심 방향을 시로 말하였고, 가서는 현지조사의 진행에서 그날
의 국면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시를 한 편씩 골라서 저녁 세미나에서 읽었다. 그
리고 마지막 저녁 세미나에서는 모두가 답사의 소회를 시로써 말하는 기회를 가졌
다. 한 달 후 학교에서 가진 마무리 모임에서도 각자 시를 읽으면서 답사를 돌아
보았다. 마무리 모임에서 나는 두 편의 시를 읽었다. 하나는 문태준의 ‘평상이 있
는 국수집’, 또 하나는 서정주의 ‘내가 千字책을 다 배웠을 때’였다. 앞의 시는 마
음을 안다는 것,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고 뒤의 시는 아이
의 성장과 성취를 기뻐한 어른들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이 두 편의 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또 해외답사를 훌륭하게 해낸 것을 축하하고 싶었
다.

학부생들과 조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다.

2015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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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명단 ∥

관광 조 
   신승민(09), 이동준(11), 정은재(13), 김시언(13), 김세영(14), 이애리(14), 
   안정모(학생조교)

전통 조 
   정한결(09), 김영상(11), 조윤하(10), 심현아(13), 장혜정(14), 김지원(14), 
   김세린(14), 강대훈(석사과정14)

외부세계 조
   김반석(09), 박승모(12), 이다영(12), 김학유(13), 이성은(13), 양한결(14),
   장예린(14), 박재형(석사과정15)

준비 일정 ∥

1  2015년 10월 1일(목), 답사 오리엔테이션
2  10월 둘째 주 ~ 11월 첫째 주, 총 5회의 답사 준비세미나
   2-1. 조별 세미나 3회 : 주제별 읽을거리, 각자 선택한 읽을거리
   2-2. 10월 27일 인류학 연구방법론 세미나
   2-3. 11월 3일 연구윤리 및 글로벌 매너  
3  11월 10일(화) ~ 11월 15일(일), 미국 괌 현지 일정
   3-1. 전체 일정
       11월 11일 - 11월 14일 : 자율연구
       11월 14일 : 미군기지 투어
   3-2. 일일 일정
       아침식사 및 조별 회의 : 07:00~08:30
       전체 모임 : 08:30~09:00
       조별 현지조사 : 09:00~17:00
       개별 노트정리 : 17:00~19:30
       조별 노트정리 : 19:30~20:30
       전체 보고 : 20:3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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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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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연구내용 및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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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1조 
신승민, 정은재, 김세영, 안정모

세부일정 ∥

10월 1일에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후 매주 화요일마다 네 번의 조별 세
미나를 진행했다. 첫째 주는 미크로네시아 전반에 대한 리딩을, 둘째 주는 조교님
이 선정하신 관광인류학과 괌에 대한 리딩을 한 후에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 기간에 조교님의 의견으로 학부생 총 6인을 3인씩 2개조로 나누어서 각자 호스
트-게스트 각각에 초점을 맞춰 연구주제를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연구 주제를 찾
는데 난항을 겪던 중 괌의 관광객 비율에 주목하여 특정한 국가와 괌의 관계를 하
면 좀 더 구체적일 거라는 의견이 나왔고, 일본과 한국 중 후자를 선택하여 ‘한국
인과 괌 관광’이라는 큰 주제가 정해졌다. 신승민, 정은재, 김세영 조는 게스트인 
한국인 관광객에 이동준, 김시언, 이애리 조는 호스트인 현지 거주민에 초점을 맞
춰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셋째 주에는 각자 리딩을 선택하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넷째 주에는 진행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세미나가 있었다. 여행사, 한인회, 
한인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곳에 컨택을 했고, 다행히 게스트하우스 몇 군데에서 
인터뷰 허락을 받아낸 후 11월 3일 최종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다.

11월 10일
아침 일찍 인천 공항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도착하고 나서 입국 

심사가 2시간 이상 걸리는 바람에 간단하게 현장을 돌아보려던 계획이 취소되었
다. 호텔까지 안내한 가이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짧게나마 감을 잡을 수 있었
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세미나에서 다음날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11월 11일
미리 컨택했던 C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미리 알았던 

것보다 더 한국 관광객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더불어 게스트 하우
스 자체의 운영방식도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인터뷰 이후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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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를 돌아다니며 괌에 대해 좀 더 관찰한 후 1주일에 한 번 연다는 야시장에 가
보기로 했다. 제법 먼 거리라서 택시를 탔는데 마침 호텔택시 기사님이 완벽히 현
지화된 한국인(자신을 ‘차모로-코리안’이라 지칭)이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히려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과 관련되어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11월 12일
전날 의논 끝에 게스트하우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로 결정했다. 아침부터 

기존에 컨택했던 여러 게스트하우스와 연락을 했지만 약속을 잡기 쉽지 않았다. 바
쁘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일단 게스트하우스는 제쳐두고 관
광객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사랑의 절벽’ 등 관광 명소와 해변 등을 둘러보며 
관광객과 상인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했다. 와중에 한국인 관광객의 주류를 이루는 
가족 관광객들은 인터뷰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어서 애를 먹었다. 저녁을 먹으러 호
텔에 돌아와서는 호텔 low lobby에서 영업하는 여행사 사장님과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세미나를 한 후에 관광조의 다른 팀은 관광에서 한인 이주민 쪽으로 주제
를 변경하기로 했고 본 조는 고심 끝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1월 13일
괌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한 모양인지 한 학생이 몸이 안 

좋았고, 이에 교수님께서 미군기지 방문 이후 일정은 쉬어도 된다고 결정하셨다. 
미군기지를 답사하는 와중에 가이드와 인터뷰를 하고 아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소개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미군기지를 다녀온 후 점심을 먹고 가이드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버스로 태워다주는 거리로 대학원생들과 실랑이가 있어서 빈정이 상
한 탓인지 그쪽에서 거절했다며 통화를 끊었다. 다른 게스트하우스들과 통화를 했
는데 여전히 거절당했고, 이대로는 표본이 너무 적다 싶어서 인터뷰했던 C게스트
하우스라도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 했는데 이쪽에서도 연락을 무시하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11월 14일
아침부터 다시 게스트하우스들에 연락을 돌렸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 마침 

한 때 같은 조였던 한인 이주민조 쪽에서 한글학교와 약속을 잡았다고 했고, C게
스트하우스 주인이 여기 자원봉사로 교사를 한다고 했기에 뭔가 접점이 있을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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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에 같이 가보기로 했다. 이야기를 해보니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한인사회
의 인식이 어떤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흥미로웠지만, 주제 
자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부족했다. 더 이상 전화로 컨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는 생각에 무작정 가깝고 유명한 I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운이 좋아
서인지 주변을 살펴보며 기다린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주인과 만날 수 있었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탓인지 인터뷰에 협조적이었다. 또한 실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는 관광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1월 15일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탓인지 마지막 날까지 보고서의 틀이 잡히지 않

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결국 초안조차 미완성인 상태로 제출하게 되었다. 점심식
사를 한 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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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연구보고서 1 ∥

괌과 한국의 교차로
: 괌 관광의 변화와 한인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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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관광은 관광객과 관광지 사회가 만나는 현상으로서 많은 인류학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한국에서의 현상적인 증가가 하나
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던 한국인에게 낯설
던 국제 관광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점차 익숙한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
인의 국제 관광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여행의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지
고 세계 경제성장과 기술산업의 발달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IMF 
시기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경제상황이 회복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김혜영, 장양례 2011).  

한국에서의 내부적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문화에도 변화의 흐름이 있
다. 대중관광이 보편화된 이후 선진국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상품 등을 하나로 
묶어 여행하는 패키지 투어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획일화된 
패키지 투어는 현대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에, 
여행의 추세는 대량 패키지 관광에서 여행사를 거치지 않는 개별관광(FIT, 
Foreign Independent Tour/Free Independent Tour)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국제관광객의 
60%이상을 개별관광객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05년 한국 방문객 중 개별관광
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61.5%에 달한다(오정근 2006). 한국관광공사의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문객 중 개별여행의 비율은 2014
년, 68.9%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개별여행자들은 기존의 패키지투어 관광객에 
비해 일정이 자유롭고, 스스로 정보를 얻어 여행계획을 세운다. 또한 생생한 현
지의 체험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과 괴리된 고급 숙박시설보다
는 현지 생활과 밀접한 저가 숙박시설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로이 주
목받고 있는 숙박시설이 ‘게스트하우스’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한 숙박시설의 한 형태로, 호스텔이나 B&B(Bed and 
Breakfast), 여관과 유사한 시설이다. 해외에서는 소규모 개인주택을 상업용도
로 사용하며 숙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B&B와 공동침실을 도미토리 형태로 
사용하는 중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인 호스텔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게스트하우
스는 투숙객 전용의 사용을 위해 주인이 별도의 영역에 위치하고 개인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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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켰다는 점에서 B&B와 호스텔의 중간적인 위치라 할 수 있다. B&B와 호
스텔은 규모의 차이로 대체로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양자의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이상아 2014). 이러한 숙박형태들
은 공통적으로 호텔에 비해 저렴하며, 주방, 거실과 같은 공동공간이 있고 도미
토리 형식의 침실로 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다. 또한 단체 투숙객의 경우 자체
적인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2002년 경 월드컵을 전후해서 게스
트하우스를 포함하여 외국인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월드인(World Inn)으
로 지정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숙박시설에서의 
비중이 높아져,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의 숙박시설 이용 비중은 2010년에는 
전체의 8.1%였으나 2014년에는 13.4%로 늘어났다.1)

게스트하우스의 이용객은 주로 위에서 말한 개별여행자로 가정된다. 게스트
하우스의 주된 이용자인 개별여행자들은 체재 기간이 길고 대인 접촉을 즐기
며, 사치품이 아닌 현지 생활의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배낭여행자의 특성과 부
합한다. 한국 관광객 중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는 21-30세의 젊
은 여행자들의 비율이 그 위의 연령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도 이러한 경
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은 그리 많이 수행되지 않은 게스
트하우스 연구의 동향도 주된 수요층인 젊은 개별여행자들의 관광문화와, 문화 
접촉의 장으로서의 게스트하우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정근(2006)은 사회학의 상호그룹 관계이론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의 이론
적 토대를 바탕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수행했는데, 개방형 숙박시설인 게
스트하우스 안에서 상이한 문화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문화 여행객간 혹은 이문
화 여행객과 현지주민간의 문화접촉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나
아가 게스트하우스가 하나의 문화교류공간이자 숙박문화공간이라고 주장한다. 
Wilson and Richard(2008)는 방콕과 시드니의 사례를 관찰하여 배낭여행객들
이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라는 공간이 지역의 이문화 간의 차이를 완충하는 역
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중간지대가 배낭여행객
과 지역거주자 간의 문화적 혼란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친숙한 이질감을 통
해 지역 커뮤니티를 자극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 한국관광공사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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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게스트하우스를 분석함에 있어 개별여행 문화와, 이문화 접촉의 장으로
서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게스트하우스 증가라는 현상과 그 의미
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현대 관광의 흐름에서 위의 논
지가 통용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이나, 상황에 따라 이를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괌 지역에서의 게스트하우스 연구 사례를 통해 세계적
인 흐름에 편승하여 확대되고 있는 관광문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숙박시설의 형
태는 보편적이라고 해도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 맥락으로 존재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큰 축은 미군기지와 관광업이며, 그 중에서도 
민간 경제는 관광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에 의존적이다. 또한 관광객들의 80% 
이상이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특정 국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그 
안에서 일본과 한국의 비중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게스
트하우스라는 새로운 숙박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 
하에서 괌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괌 관광의 현황을 총체
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
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괌 관광객의 변화, 한국인의 새로운 관광패턴

  1) 괌 관광객 구성의 변화 양상

괌의 주요 관광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괌 관광업 종사자들에 따르
면, 괌은 일본인 부유층의 휴양지에서 일반적인 휴양지로 대중화되었고, 이런 괌 
대중화의 과정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괌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의 비중이 매우 높다. 초창기 일본인 부유층의 휴양지였던 괌은 
대중화되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도 일반화 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이후 괌은 
한국인 부유층들의 휴양지로 주목받았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대중화된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 괌 관광의 대중화는 기업의 포상휴가 
형태로 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관
광지 괌의 대중화는 괌 관광객 중 한국인 비율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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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괌의 관광객 중 일본, 한국의 비중
(출처: 괌 관광청 ‘2014 Annual Report’중 일부 발췌)

괌 관광청에 따르면, 2010년 괌 관광객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각각 75%,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일본인이 61%, 한국인이 21%로 
큰 변화를 보였다. 일본인 관광객 감소와 한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괌 관광청의 공식 자료에서 2015년 1월~10월 괌 관광객 합계
는 전년도 1,117,109명에서 1,154,879명으로 3.4% 증가했고, 동 분기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도 676,441명에서 642,383명으로 5% 감소했으며, 한국인 관광
객은 전년도 249,773명에서 338,731명으로 35.6%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대
로라면 한국인의 비중은 2015년에는 30%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국인 괌 관광
객은 5년 만에 단순 숫자로나 그 비중에서나 세 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괌 관광객 구성의 변화는 괌의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괌은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관광업은 괌의 최대 경제부문을 차
지하는 데다 괌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
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될 만큼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2) 때
문에 괌 정부에서도 관광업을 활성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
적인 사례로 ‘2020년 괌 관광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괌 정부관광청은 2014년 3월 ‘2020년 괌 관광계획(Guam Tourism 2020)’
을 발표하면서 “2020년 괌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은 약 35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예상한다”고 말했다.3) 또한 관광계획에서는 괌 입국 해외 방문객 200만 명, 
한국 여행객 35만 명, 26억 달러의 경제 효과, 3만2,000명의 고용효과 등 구체
적 숫자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에 맞춰, 괌 관광청에서는 차모로 문화 홍보, 

2) 『중앙일보』 “섬나라 '괌', 휴양·레저·쇼핑으로 관광대국 꿈꾼다”, 2015. 9. 1일자. 
3) 2015년 12월 현재 엄청난 속도의 증가세로 이미 2020년의 목표였던 35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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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관광지 개발 및 홍보 등 구체적인 8개의 핵심과제를 세우고 실행에 나섰
다.4) 이처럼 괌 내 관광객의 급격한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괌 관광 업계의 즉
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2) 한국인에게 대중화된 괌 관광
 
   (1) 괌 한국인 관광객 대중화 요인

한국인 관광의 대중화는 비단 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관광을 떠나는 한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48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해외 관광을 떠났고, 2014년에는 이보다 8.3% 성
장한 약 1,600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있었다. 또한 2015년의 경우 10월까지
의 외국 관광객만 이미 1,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5) 이처럼 한국인들의 해외 
관광 경험은 점점 보편적인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해외 관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부유한 취미’ 정도로 인식되던 관광은 이제 ‘대학생
들이 방학에 알바를 해서 떠날 수 있는 것’ 정도로 그 개념이 대중화됐다. 즉 
세계 각지의 관광지들은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을 
넘어서서 ‘가볼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대중화는 물리적 차원에서도, 인식
의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괌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대중화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괌 한국인 관광객의 대중화에도 물리적, 인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
난 것이 괌 한국인 관광객 증가의 큰 요인이다. 또한 괌이 한국인 관광객들에
게 “가까운 미국”으로 인식되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하
게 다녀올 수 있는 휴양지로 인식되는 것 역시 한국인들이 괌을 찾는 주된 이
유라 할 수 있다.

특히 괌 한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율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설명할 수 있
다. 괌의 여행사 대표들은 괌 관광의 급격한 대중화의 원인으로 저비용항공사

4) 『여행신문』 “괌 2020년 한국방문객 35만 명 유치 목표”, 2014. 4. 7일자. 
5) 한국관광공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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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의 증가를 꼽았다. 2년 전부터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등 저가항공
사의 괌-한국 노선이 증설되기 시작했다. 괌-한국 간 저가항공 증가에도 또한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괌 현지의 L여행사 대표는 저가항공사의 주력 
기종인 보잉 737-800의 기종 특성을 저가항공사 증가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기종은 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 석으로 변경할 때 190좌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비가 매우 좋아서 저가항공사들에 빠르게 보급되었다. 

그러나 보잉 737-800기는 최대 항속거리가 7시간밖에 되지 않고, 실제 운용
에서는 여러 변수로 최대 항속거리의 한계까지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실 운용은 7시간보다 못한 거리, 약 5시간 내외로 제한된다. 결국 이에 따
라 보잉 737-800이 이용될 수 있는 항속거리인 5~6시간 내외의 아시아권 전
반의 노선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이런 단거리 노선 운행을 늘리면서 이
윤을 추구하는 것은 저가항공사의 기본 운영전략과도 일치한다. 저가항공사는 
대체로 저운임의 단거리 노선을 높은 빈도로 운행하고 항공기의 가동률을 최대
한 높이는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괌은 저가항공사 노선 증설로 인한 접근성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지역 중 
하나이다. 저가 항공사가 보잉 737-800을 통해 운행할 수 있는 단거리 노선의 
마지노선이 바로 한국-괌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가 항공 노선이 증설됨
에 따라 관광의 경제적 비용이 감소한 것은 괌 관광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한국-괌 노선의 항공가격을 살펴보면, 편도 기준 대한항공은 최소 35만원에서 
50만원에 이르지만, LCC 항공사는 싸게는 10만원에서부터 이용가능하고, 거의 
25만원을 넘지 않는다. 저가 항공사 노선 증설로 인한 관광객 증가는 대부분의 
괌 관광업 종사자들이 언급한 부분이고, 이러한 현상은 2년 전부터 급격히 증
가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저가 항공사의 등장이라는 물리적 변수와 해외관광, 괌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는 괌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로써 새로 유입된 
관광객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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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중화된 새로운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

[사진 2] 2007-2014 한국인의 괌 여행 계획 변화
(출처: 괌 관광청 2014 한국인 방문객 출구조사 자료 중 발췌)

 

한병선(2001)에 따르면, 한국인 괌 관광은 패키지 투어(60%) 형태가 많으며, 
목적은 주로 허니문투어(50%)이다. 하지만 2015년에 이르러 한국인들의 관광
패턴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 중 허니문투어 목적으로 방문
하는 비율은 10% 이하로 줄었고, [사진 2]에서 볼 수 있듯이 풀 패키지 투어의 
감소는 인상적인 수준이며 그 변화는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3-2014의 시기와 일치한다. 현지의 L여행사 대표는 현재 한국인 괌 관광객
의 패키지 투어가 35% 정도로 줄고 자유 관광이 65%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파
악했다. 여기서 자유 관광은 패키지투어가 아닌 자유일정을 말하며 FIT뿐 아니
라 에어텔 방식을 포함한다. 여행사에서 숙박+항공만을 제공하는 ‘에어텔’ 방식
의 확대는 관광에 대해 여행사의 개입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준다. 
위의 [사진 2]에서는 Free-time Package Tour가 에어텔 방식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현지 업체와 직접 접촉해서 숙박을 결정하고 렌
터카를 빌리며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자유여행의 형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유여행의 증가는 숙박, 교통, 가이드 등 다양한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숙박의 측면에서는 한국인 위주 호텔의 등장,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등
장 등 숙박업체의 다양화가 일어났다. 렌터카나 콜택시 사업이 확장된 것 역시 
이러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자유여행의 증가로 가이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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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줄어들면서 괌의 가이드 업계는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괌 관광은 정해진 방식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행
사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형태의 변화는 
괌 관광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 3] 2007-2014 한국인 관광객 여행 동반자
(출처: 괌 관광청 2014 한국인 방문객 출구조사 자료 중 발췌)

한편 한국인 괌 관광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아이 동반 가족 여행’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괌 관광객들은 대다수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괌을 많이 찾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기 좋은 얕
은 바다와 리조트의 수영장,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쇼핑몰들이 가득한 괌은 아
이 동반 가족에게 최상의 관광지라 할 수 있다. 현지 관광업자의 말에 의하면 
스튜어디스가 기피하는 노선 1위가 한국-괌 노선인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제
일 많이 탑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가족 관광 형태에서도 특히 하나 이상의 가족이 연합해서 관광
을 오는 ‘연합가족 관광 형태’가 눈에 띄게 많았다. 3가족 이상의 가족들이 함
께 여행을 오는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 3]에서 2013년 이후 여
행 동반자 응답에 가족과 배우자, 친구의 비율이 동시에 올라갔다는 점을 주목



20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끼리’의 여행이 아닌 친구의 ‘가족’
까지 포함한 대규모 연합가족 형태의 존재를 암시한다. 회사 동료와 단독 여행
객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총 관광객 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실제로 숫자의 감
소는 아니며, 오히려 증가한 관광객 중 가족 여행객의 유입 비중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FIT의 증가라는 추세에서 일견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
이 있다. [사진 2]에서 볼 수 있는 괌의 FIT 증가라는 수치가 있음에도, ‘능동
적인’, ‘현지 밀착적인’, ‘소규모의’, ‘젊은’ 여행객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FIT
의 속성들은 괌의 한국인 여행객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FIT의 통계학적 분
류는 단순히 여행사의 ‘패키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늘어난 가족 여행객들은 패키지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라는 속
성만을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는 대규모 가족 관광객조차 
FIT적인 속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3) 새로운 수요의 출현

한국인의 괌 관광은 패키지의 해체와 아이 동반 가족 단위, 특히 연합가족 
단위의 관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관광 형태를 가진 관광객들의 등장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다. 또한 자유 관
광의 일반화와 한국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은 게스트하우스
라는 새로운 숙박형태, 새로운 관광산업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1) 패키지 쇠퇴와 자유 관광의 일반화

자유 관광의 일반화는 관광형태를 유연하게 하면서 새로운 숙박형태가 생겨
나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현지 관광업자들은 공통적으로 괌 관광을 패키지 관
광이 활발하던 시기와 자유 관광이 활성화된 시기로 나누었다. 기존 패키지 관
광 시기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숙박은 호텔에서, 이동은 가이드버스나 
리무진, 호텔 택시를 이용했다. 또한 이렇게 그룹 단위로 이동하면서 가이드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유 관광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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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소규모 저가 숙박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자유이동을 위한 렌터카나 한인택시, 콜택시가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의 등장은 패키지의 해체로 인한 선택의 다양화에서 기인
한다. 즉 기존에는 관광업체에서 한꺼번에 다루던 항공, 숙박, 이동수단, 해양 
스포츠가 모두 분리되고 관광객들이 이들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괌의 L여행사 대표는 이를 ‘옵션화’라고 칭했다. 이제 관광객들은 자신이 
중시하는 것에 따라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숙
박을 중시하는 관광객의 경우 항공은 저가항공사를 이용하고, 아낀 항공료로 
비싼 호텔에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숙박은 싼 곳에서 하는 대신 쇼
핑과 해양스포츠 활동에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관광은 관광업체에서 모든 것을 정해주던 방식에서 관광객들이 자신
의 취향에 맞게, 개인적인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
화는 게스트하우스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 ‘호
텔’로 획일화되었던 괌의 숙박업체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2)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

물리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 역시 게스
트하우스의 등장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
전히 괌의 숙박업소는 고급 호텔에 편중되어있다. 이는 괌이 여행사 상품을 이
용하는 부유한 일본인들의 전용 휴양지였기 때문이다. 괌의 숙박업소는 대개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었다. 많은 호텔들에서 일본인, 한국인들에게 방의 
개수를 할당해두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방이 비어있어도 한국인들을 받지 않
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니코 등 일부 호텔에서는 ‘물을 흐린다’는 이유로 한
국인을 받지 않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인 괌 관광객의 숙박업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던 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수
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국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해지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다. 먼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이 등장했다. 괌의 다른 고급호



22

텔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여겨지던 PIC 호텔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받아주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호텔로 급부상했다. 2010년에는 총 한국인 관광객 중 
54%가 숙박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호텔이 되었다. 그 비율은 2014
년에 36%로 줄어들었지만, 총 한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투숙
객의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현지에서 PIC 투숙객의 80%이상이 한
국인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덕분에 PIC의 위상과 매
출은 증가하였으며, 다른 호텔들이 한국인 관광객의 위상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일본인 중심이던 호텔의 관행에 역행하여 한국인들을 수
용하고 발전하게 된 또 다른 호텔들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숙박업소로 ‘한인 게스트하우스’가 늘어
나기 시작했다. 최근 2년 사이 한인 게스트하우스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현재도 
새로운 게스트하우스가 계속 생겨나는 추세이다. 대개 게스트하우스의 인기 요인
은 ‘경제성’이다. ‘호텔이나 리조트의 숙박료가 부담스러운 배낭 여행객들이 싼 
값에 하루를 묵어갈 수 있는 곳’이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인식이다. 하
지만 괌에서 게스트하우스의 등장과 인기는 단순히 ‘저렴해서’ 라는 경제적인 이
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유이동이라는 새로운 관광패턴의 등장으로 렌터카와 
콜택시의 수요가 늘어났듯이, 새로운 숙박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문화를 반
영한다. 

한국인을 위한 숙박업소의 부족, 저가항공사 등장으로 인한 관광의 대중화와 같
은 변수들은 패키지의 해체와 자유 관광의 증가, 가족 단위, 연합가족 단위의 관
광이라는 새로운 관광형태의 등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게스트하우
스라는 숙박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관광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게스트하우스는 그 운영 현황과 특성 면에서 다른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와 
차별된 지점을 갖게 된다. ‘젊은 개인 배낭여행객’이라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상상할 때 흔히 떠올리는 투숙객의 성격 역시 괌의 게스트하우스에 부합하지 않는
다. 괌의 늘어난 관광객들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돈이 없는 젊은이, 배
낭여행객들이 아닌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게스트하우
스가 형성되었고, 투숙객들은 숙박시설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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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장에서는 변화하는 괌의 새로운 숙박시설이자 관광 문화를 보여주
는 현상인 괌의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분석한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의 게
스트하우스 운영자, 가이드 및 기타 관광업자, 관광객에 대한 참여관찰, 심층면
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3. 한인 게스트하우스, 새로운 숙박형태의 성장

  1) 운영 현황 및 특성

괌의 한인 게스트하우스는 2013년 정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앞 장에
서 논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저가항공사가 증설되어 한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자유 관광의 비중이 높아졌던 것과 관련이 깊다.

[사진 4] 게스트 하우스의 밀집 지역, 하몬과 타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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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C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3~4
개 업소에 불과하던 게스트하우스는 꾸준히 늘어나 2년이 지난 현재 공식적으
로는 50여 개, 비공식적으로는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게스트하우
스는 지가가 비싼 호텔 밀집지역을 벗어난 외곽에 주로 입지를 둔다. 또한 괌 
국제공항에서 가깝고 마이크로네시아몰(Micronesia Mall)이 위치한 하몬
(Harmon) 지역, 그리고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쇼핑몰인 GPO(Guam 
Premium Outlet)가 위치한 타무닝(Tamuning)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괌의 한인 교민들은 이전에 숙박업에 종사했
던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로 C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게스
트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엔 전업주부였으며, I게스트하우스 운영자도 가
끔씩 파트타임 일을 했던 주부였다. 이처럼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할 때의 
진입장벽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위해 따로 집을 짓는 것
이 아니라 주거용 아파트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한 후 관광객들에게 재임대하는 
room renting 형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사람들도 이 사업에 손쉽게 뛰어들 수 있다. 소방, 
위생 등 간단한 조건을 갖춘다면 공식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
다.

괌의 한인 이주의 역사는 그들이 괌으로 이주하게 된 시대적 맥락이나 계기, 
또는 괌에서 그들 대부분이 종사하던 사업의 종류에 따라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세대 이주민들은 월남전을 통해 괌으로 유입되었고, 2세대는 단가가 
높아진 일본인을 대체하여 괌의 건설업 경기 호황 때 이주하였으며6) 3세대는 
관광업에 주로 종사하며 기반을 닦았다. 4세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까우면
서도 미국령이며 영어권인 괌에 이주한 사람들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한인은 괌 이주 한인들 중에서도 비교적 후기에 이주한 세대가 많다. 한인 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나, 게스트하우스를 운
영하는 한인들이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동종 사업체끼리 교류
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다만 절친한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어울리면서 필요
한 물품이나 정보를 얻고 손님을 소개받는다. 특히 신설 게스트하우스일수록 

6) 이제는 영어를 쓸 줄 알고 단가가 더 싼 필리핀인으로 대체되었고, 현재 괌에서 
필리핀계의 비중은 원주민인 차모로인과 엇비슷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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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한인 커뮤니티와는 거리가 있으며, 초창기 게스트하우스와의 교류도 단
절되어 있다. I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는 ‘신설 게스트하우스들이 어디에 있는
지, 손님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진 5] 괌의 한 게스트하우스 내부 구조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나의 집은 대체로 2~6인실의 룸 2~4개와 공용 주
방, 거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거주인의 거주용 건물을 임대개조해서 
사용하기에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룸의 침대는 호텔과 같이 싱글 베드
나 더블 베드를 비치해놓고, 룸 중에는 일반 가정집의 안방처럼 개별 욕실이 
있는 룸도 있다. 예약은 기본적으로 룸 단위로 이루어지며 전체 룸을 포함하여 
독채로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하자면 독립형(싱글, 트윈, 더블 등)만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타지의 저가형 게스트하우스 또는 호스텔과 비교했을 때 특징
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타지의 저가형 숙박업소는 대부분 도미토리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한 룸에 복층 침대를 비치시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 숙박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1인 단위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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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룸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숙박하는 경우도 흔
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괌의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운영방식
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운영 형태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한인 게스트하
우스의 주요 고객층은 거의 한인으로 고정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인만 받아들
인다. 같은 맥락으로 게스트하우스의 홍보는 대개 한국 웹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또는 한인 숙소, 민박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예약은 카카
오톡 어플으로 받고 있다. 괌 내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닐뿐더러 현지에서
도 광고를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한인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체 등록 현황조차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업소는 airbnb7)

와 같이 한국인이 아닌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광고 수단을 병행하고 있
지만 막상 외국인에게서 문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거절한다고 한다. C게스트하
우스 운영자는 그 이유를 다른 한국인 투숙객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
데, 이렇듯 폐쇄적인 운영 방식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뿐만 아니라 투숙객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한국인 손님만 받아요. 손님들이 외국인이
랑 건물 같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문의하면 ‘방 없
다’고... 사실 네이버 카페 운영하는 거 말고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
서 에어비앤비에도 광고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종종 문
의하더라구요. 근데 실제로 (손님으로) 받은 적은 없어요. 

- C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인터뷰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개방적으로 손님을 받는 게스트하우스 또는 홈스
테이도 존재하지만, 이는 일본계, 아이리쉬계 등 비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비해 그 수도 매우 적다. 한인 게스트하우스가 생겨
난 배경 중 하나가 한국인 관광객의 급증이고 현재 괌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
객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숙박업소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관광객의 숫자는 

7) 2008년 8월에 시작된 세계 최대 숙박공유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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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더 많지만 괌 교민의 숫자는 한국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는 호텔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특성과 합쳐져 ‘일본인’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없는 이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인 게스트 하우스는 대개 한인택시, 렌터카, 해양스포츠 등 다
른 관광업 종사자 및 관광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그 중 렌터카는 거의 모
든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본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향도 보인다.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업자 또는 업체는 게스트하우
스 운영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C게스트하우스는 운영자의 
남편이 렌터카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I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엔 운영자의 남편은 
가이드 일에 종사하고 연계하는 렌터카 업체 사장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었다. 이러한 연계 방식으로 인해 I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이를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라고 말하고 있었다.

연계가 아니라 부탁할 수는 있죠. 우리가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하
고 그런 거지. ‘알선’ 이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손님이 무엇이 필요한
데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중략) (연구자: 아, 지
인한테 부탁하듯이...) 네, 네. ‘해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아, 예. 시
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그러면 하는 거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몰라요, 제 개념은 그래요. 딴 사람은 어떨지 몰라
도.

 - I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인터뷰

[사진 6] Z게스트 하우스 공식 사이트 패키지 목록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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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운영하는 업소마다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사진 6]의 경우 괌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패키지상품 목록
이다. 구두로 문의 시 알아봐준다는 식의 I게스트하우스와 달리 Z하우스는 애
초에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파생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 중이다. 심
지어 ‘호텔’과 제휴하여 중개 수수료를 받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는 아래 
서술할 ‘새벽 비행기로 오고 가는 날은 아무데서나 싸게 잠만 자도 된다’는 특
정한 숙박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투숙객의 성격

괌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특성 중 타 지역의 저가 숙박시설과 가장 비교되는 지
점은 투숙객의 구성과 성격이다. 도미토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게스트하
우스의 주 이용층은 배낭여행객(backpackers)으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이다. 친구
나 연인과 같이 자유 관광을 즐기는 2~3명의 소규모 일행이 함께 묵기도 하며 일
행 없이 혼자서 숙박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괌 한인 게스트하
우스에도 이러한 투숙객이 없지는 않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들과 현지 관광
업 종사자의 말에 따르면 투숙객의 90% 이상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인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은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가족 투숙객들에게 있어 괌 관광의 두 가지 주요 요소는 해변과 쇼핑이다. 산
호초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괌의 바다는 얕고 잔잔하여 어린 아이들이 안전
하게 놀기 좋다. 또한 아내들은 GPO, 마이크로네시아 몰, K마트, T갤러리아와 같
은 면세 쇼핑몰과 명품관에서 미국제 의류, 아기 용품, 영양제 등을 쇼핑하며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괌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휴양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욕구가 특별
하게 반영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내, 아이와 함께 놀러온 I게스트
하우스 투숙객은 ‘여기서는 거의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 아빠들은 치이
고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인 가이드 P씨와의 인터뷰에서도 한인의 
괌 관광에 대해 ‘아내와 아이들 위주다, 나는 한국 아빠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비
슷한 언급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가족 문화와 가족 단위의 선택 경위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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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아이가 많은 연합 가족 형태

한편 해변에서의 휴양과 쇼핑은 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도 즐길 수 있다. 이는 패키지와 가이드의 필요성이 줄고, 괌의 자유여행객 
비율을 늘리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가족 관광객들 또한 
자유여행을 즐기는데, 이러한 새로운 관광 패턴과 가족에게 적합한 휴양지로서
의 괌을 알게 되는 것은 가족 단위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내가 괌에 가자고 하도 졸라서. 가족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제
가 아는 형님이 괌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끼워달라고 했
죠. 그 분은 괌에 두 번째로 오는 거였는데, 이전에 이미 경험을 한 거
죠. PIC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중략) 우린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서 
놀고, 두 번째 올 때는 저희가 또 다른 일행을 데리고 와서 게스트하
우스에 묵고. 이번에 세 번째는 또 다른 친한 일행 데리고 와서 묵고 
있죠.

 - I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인터뷰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화된 괌 관광에서 한국인들은 연합가족
의 형태로 괌을 찾는다. 이러한 관광 방식은 가족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중요
한 단위가 되는 한국인의 가족적인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족
이 친분 관계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괌을 알리고 함께 휴양을 오면서, 새롭게 
형성된 관광 문화는 빠르게 퍼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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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하나의 이유는 경제성이다. 호텔은 
1박에 약 20~7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에 게스트하우스는 7~20만원으로 하
루를 묵을 수 있다. 특히 성수기에는 두 숙박업소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괌 항공노선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대시킨다. 인천-괌 노선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새벽에 도
착하는 비행기를 타는 관광객이 많은데, 새벽에 1박을 추가하고 호텔에 체크인
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아깝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과 비행기 출발 시간이 애매하게 배치되어 있어 호텔 투
숙객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호텔은 체크아웃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짐을 들고 공항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괌에 도착한 날엔 저렴한 가격으로 잠만 잘 수 있고 한국으로 돌아
가는 날엔 짐만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곳을 구하는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와 
호텔을 섞어 예약하거나 게스트하우스만 예약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요소 외에 문화적인 요소 또한 게스트하우스라는 공
간을 고려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예컨대 공동주방이라는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에서 특징적이다. 괌의 한인 관광업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 하
나는 한국인들이 대개 괌에서 함께 먹을 음식을 이것저것 싸온다는 것이다. 기
존의 패키지 관광에서 숙박을 담당했던 호텔은 이를 조리하고 함께 먹을 수 있
는 공간이 전무하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난 게스트하우스의 공동주방은 한국인 
관광객의 관광 문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킨다. 

게스트하우스는 또한 연합가족 관광객이라는 관광 방식에도 적합한 숙박 형
태이다. 앞에서 인터뷰한 I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은 처음 괌에 왔을 때 PIC호텔
에서 묵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을 설명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직접 모여서 여러 가족끼리 같이 왔을 때 같이 어울
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좋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호텔 같은 데 묵으면 그냥 저녁 먹으면 빠빠이. 서로 각자 방에 가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같이 모여서 놀기도 어렵고.

- I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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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연합가족 형태의 관광객들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저녁에 
편안하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호텔과는 달리, 넓은 공동공간을 제
공해준다는 점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번 게스
트하우스에 묵은 손님들은 재방문 의사도 높은데, 실제로 위에서 인터뷰한 I게
스트하우스 투숙객은 당시 괌에 세 번째로 방문한 것이었고 계속 같은 게스트
하우스에서 투숙했다. 이때의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는 기존 주류 숙박공간에서 충족해주지 못하는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FIT 친화적인 일반 게스트하우스와 괌의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구조는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괌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특이하게도 독립형 룸 위주로서, 
공간대비 수용인원이 많고 효율적인 도미토리 룸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일반
적인 게스트하우스 중에도 독립형 룸 위주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특히 한국에서는 홈스테이와 B&B, 호스텔과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종류
의 게스트하우스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규모 투숙객의 편의
를 위한 형태인 게스트하우스에 가족 혹은 연합가족 단위의 중규모 이상 집단
이 주 투숙객으로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기존의 게스트하우스와는 다른 
괌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특수한 운영방식은 괌 관광객 구성의 변화로 인해 창
출된 새로운 숙박문화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괌에서는 개별여행자가 현지와
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이미 연합가족이
라는 소통의 단위로서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관광지에 찾아온 집단이 필요에 
따라 그에 맞는 물리적인 공간을 찾아오는 것이다. 

  3)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현지인의 인식

괌 현지에는 급증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느새 관광업의 일부를 차지하
게 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체인 호스트와 운영하지 않는 외부인들은 여
기에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게
스트하우스의 합법성에 관한 부분이다. 외부인들은 현재의 게스트하우스를 불
법이며, 편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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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갖춰야 할 게 많아요. 경비원
도 있어야 하고.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그런 거 다 안 갖춰져 있어요. 
불법이라는 거죠. (중략) 게스트하우스로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나올 
수 없어요. 이유는, 법적으로 어떤 것도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어떤 
라이센스로 나오냐 하면, 이름이 ‘room renting’이에요. 비즈니스 라이
센스가 아니라.

- 한글학교 운영팀 J씨 인터뷰

연구자가 인터뷰한 J씨는 괌 현지의 한인 게스트하우스들은 법적 기준에 맞
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합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전문 경비원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허가받아야 할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는 것이다. 또한 방을 빌려 재임대하는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room renting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편법’이라고 일축했으며, 이러한 업소들을 정상적인 게
스트하우스로 보고 있지 않았다. 

‘불법’인 게스트하우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괌의 관광산업에 필요한 존재이면서 기존 관광숙박업 종
사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J씨는 괌 정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호텔만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불법적인 운영도 묵인해주고 있지만, 
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즉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 관광숙박업을 지배하고 있던 호텔계에서는 이러한 게스트하우스
를 견제하기 위해 세금과 관련하여 관광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세금이 4%에서 호텔과 같은 11%로 올랐으나, 그 이상의 심각
한 갈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게스트하우스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호텔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텔 하나가 200
여 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괌 관광청에서는 게스트하우스의 전체규모를 
150여 방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호텔의 80~90%의 방이 채워지
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의 견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는 게스트하우스의 합법성
을 주장한다. I게스트하우스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소방, 위생 등의 심사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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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법적 기준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
에 거의 대부분이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일 것이며, room renting 방식은 괌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비교적 최근에 생겨
난 한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는 리모델링으로 시설이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호텔에 대해서는 ‘낡고 시설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외부인과 호스트의 인식이 대립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관광객들에게 중요시
되는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에 관한 부분이다. 외부인은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
스에 숙박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경제력의 문제로 환원시켜 생각하고 있다. 이
는 J씨의 ‘돈 많으면 하얏트 묵겠지’라는 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관광객
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한다면 그것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며 나머지 특성들은 숙박업소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들은 게스트하우스의 경제적 이점보다는 문
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게스트하우스를 관광객들이 괌
의 새로운 숙박문화와 현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낯선 관광객들과 관
광지의 호스트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순적
이게도, 실제로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소통을 바라는 낯선 관
광객들이 아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던 이미 만들어진 커뮤니티, 즉 연합가족 관
광객들이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주장하는 의미의 소통이 일어나는 상황
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게스트하우스의 존재 의의를 문화적 이점에 기
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괌 관광객의 구성상 연합가족의 형태가 주로 숙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지만, 위에서 논했
듯 외국인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며 게스트하우스를 인종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은 ‘괌 호스트’로
서의 인식이 강하지 않고, 실제로 현지에서의 커뮤니티 관계도 이주가 늦었기
에 한인에 제한되고 협소한 편이다. 애초에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운영방식 자체가 문화교류의 공간으로서 부적합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탠스를 표현하는 데에는 ‘현지 밀착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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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치 짓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이점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현
지 사회에 정통한 호스트로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자연스레 생생한 현지 정
보를 원하는 투숙객들에게 자연스레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는 
위의 패키지 판매 경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외부인인 J씨도 여기에 대
해 ‘이것저것 옵션 다 사면 게스트하우스가 싼 것도 아니라’며 어느 정도 인식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호스트와 외부인의 인식 차이와 어찌 보면 모순적일 수 있는 호스트
의 태도는 급성장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현지에서 공유하는 담론이 아직 부
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스트하우스를 둘러싼 두 주체는 한편으로는 상대방
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의 급증은 한국인 괌 관광의 급격한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게
스트하우스에 대한 인식 차이는 관광의 변화 양상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인식의 한 부분으로서 현지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4)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인식되는 괌 관광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증가하는 괌 한국인 관광객의 특성
을 보여준다. 가족 단위로 여행하며, 해외에 나와서도 현지와의 교류보다는 지
인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한국 여행자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괌에 대한 인식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
인 관광객이 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접근성’이 높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괌의 높은 접근성은 물리적인 접근성과 심리적인 접근성 두 부분
을 포괄한다. 괌은 비행기로 4시간 거리로 한국에서 비교적 가까운 관광지이
다. 거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 환경에 있어서 괌은 한국인들에게 특정한 
근접 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괌에 왜 왔냐고?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애들 놀기 좋다고 해서... 1년
에 한 번 정도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먼 데는 가기 좀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대마도 정도 갈까 생각중이에요.

- PIC 해변가 한국인 관광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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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와 괌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관광지로 인식되지는 않는데 위의 인터뷰
에서 이는 같은 카테고리로 범주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지 여행사 대표 
C씨는 괌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저가항공사 취항 이래 노선의 
횟수와 시간 거리, 그리고 경제성 면에서 괌의 접근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접근성의 상승으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업무로 되돌아가야 하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접근성 외에도 괌은 한국인에게 심리적인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인 접근성은 괌의 ‘미국적’인 특성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가까운 미국’으로서 괌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따로 배우지 않
는 이상 해당 지역의 언어를 접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과 비교하
면, 영어를 쓴다는 점은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는다. 또한 괌은 미국의 자치령으
로 미국의 제도와 문화, 사회 형태를 가지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선진적으
로 인식되는 미국의 형태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괌은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이면서 동시
에 ‘면세’의 혜택을 가지고 있기에 쇼핑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쇼핑관
광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괌은 이러한 미국적인 안정성과 더불어 자연 환경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괌의 따뜻한 열대 기후와, 산호섬으로 둘러싸여 낮고 잔잔하며 
아름다운 바다는 안전하고 아이들이 놀기 좋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괌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괌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이나 저렴한 물가로 선택되는 지역은 아
니다. 차모로 문화는 관광상품화나 홍보가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며, 괌의 일
상 물가는 미국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혹은 ‘가까
운 미국’이자 ‘미국이기에 가까운’ 괌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동남아시아와는 다
른 관광지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게스트하우스의 투숙
객들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
스트하우스 투숙객에 한정하면 괌은 한국인끼리 가서 한국 교포의 시설에서 숙
박하며 한국인끼리 놀다가 돌아오는 곳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오히려 한인 교포
가 운영하는 시설로, 현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괌 속에서 한국을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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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괌 속의 한국이며, 혹은 괌 속의 한국인인 것이다.
한 여행사 사이트의 익명 괌 관광 후기는 한국인 관광객의 인식을 잘 대변한

다. “바다가 보고픈 마음에 갑자기 결정하여 서울에서 강릉으로 차를 몰고 갈 
수 있듯이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오늘이라도 당장 사서 밤에 떠날 수 있
다는 것. 멀리 떨어진 환상의 휴양지가 아닌 손에 언제라도 잡힐 수 있는 열대
의 섬으로서 괌은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다.”  

4. 나가며

괌의 주요 관광객 구성은 급격히 변화하는 중이다. 한국인은 괌의 관광객 중 
10% 미만을 차지하였으나 2~3년 사이 3배 가까운 성장으로 30% 내외를 차지
할 전망이다. 이렇게 급격한 괌 관광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국인 해외관광이 늘어나고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는 대중적인 흐름도 있었지만, 
저가항공사 취항으로 접근성이 늘어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늘어난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이전에 비해 풀 패키지 투어가 감소하고 
자유일정의 에어텔이나 개별관광(FIT)의 비중이 늘고 있다. 또한 FIT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소규모 여행객이 아닌 중규모 이상의 아이를 동반한 가
족여행이 증가하고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관광이 여행사를 거치
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능동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들에게 보편화되
어가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늘어난 괌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새로
운 관광 수요를 야기했다. 패키지 비율이 감소하며 패키지 투어에 포함된 항공, 
숙박, 이동수단, 해양 스포츠 등의 옵션들이 다양한 경로로 분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렌터카, 한인택시 등 새로운 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
다. 또한 기존의 일본인 편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괌의 숙박시설과 관행은 
한국 관광객의 성장세와 더불어 한국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기존 숙박시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숙박형태
인 게스트하우스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3년 경 3~4개 업소에 불과하던 게스트하우스는 2년 만에 50~100여개 업
소로 늘어났다. 구조는 방과 공용공간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와 크
게 다르지 않지만, 공간 활용이 효율적인 도미토리 방식이 아닌 룸 단위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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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형 형태로만 운영한다는 점과 타겟이 한국인에게 고정되어 외국인에게 폐쇄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관광상품과 패키지로 연계된다는 점
은 특이하다. 이는 주요 타겟인 한국인 관광객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기인한다. 
아이가 있는 가족관광, 그 중에서도 친분 있는 가족끼리 함께 오는 연합가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공동공간이라는 필요성으
로 인해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개별여행자가 소통의 
공간으로서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단위로서 커뮤니티를 구
성한 관광객 집단이 필요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을 찾아오는 것이다.

급증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에 대립을 가져
온다. 게스트하우스가 적법하게 운영되느냐의 합법성 문제부터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손님에 대한 인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외부인의 
시선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외부인은 게스트하우스에 대체로 부정적인 가치평
가를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FIT에 그리 친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FIT적인 가치관을 게스트하우스의 운영목적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는 소통과 문화교류를 중시하는 게
스트하우스 운영자로서 위치 짓는 것이 연계 상품 판매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립은 현지에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스트하우스에 대한 담론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인 관광객에
게 괌은 접근성이 좋은 특정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접근성은 한국의 연장선에서 괌 관광을 구조화하며, 괌 현지와의 소통이 아닌 
한국인의 친목도모가 중심이 되며, 한인 게스트하우스는 이러한 현지와의 접촉
을 오히려 제한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 가족관광객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
는 괌 속의 한국, 한국인인 것이다.

괌의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사례는 특정 관광객층의 대중화된 관광 양상으로 
인한 현지 문화 변형을 설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가족관광 
형태가 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만큼 타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현
상으로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IT라는 특정한 관광객
층을 위한 숙박시설로 여겨지는 게스트하우스가 관광지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다
른 수요층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의 문화적 수요를 대변하는 공간으로서 재해석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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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는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구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
었기 때문에 심층적인 조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인 사회보다 좀 더 ‘로컬-로컬(local-local)’이라고 할 수 있는 괌 현지인들의 
인식과 반응에 대해서도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있다. 
괌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한인들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괌 
관광의 양상이 로컬과 어떠한 영향을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주목하면 좋을 것
이다. 이는 단순히 현상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앞으로의 한국 관광문화가 나아
갈 길이라는 과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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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감 ∥

김세영

괌 답사 신청서를 쓸 때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패기롭게 
썼던 것 같은데 정말 학부생 때 이정도로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될 줄
은 정말 몰랐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휴양지’로 인식되는 괌
이 저에게는 ‘필드’로 인식되는 게 참 낯설지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괌을 
다시 찾을지는..글쎄 잘 모르겠어요..ㅎㅎ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끼면서 인류학적 연구방법에 대해서 체감하게 된 것 같아
요. 비키니 입은 인터뷰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인터뷰를 승낙해주지 않은 게스트
하우스 주인을 찾아 무작정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는 경험들은 당황스러웠지만, 그
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운 듯 합니다! 정말 이상한 걸 물어대는 ‘바보 챔피언’인 
것 같다가도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해낼 때면 뿌듯하고 기뻤던 기억들
이 떠오릅니다. 부족한 제가 많이 의지했던, 고통을 분담했던 조원들과 조교님, 그
리고 답사 같이 갔던 모든 분들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승민 

대만에 갔다 온 후 해외답사를 다시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
었지만, 실제로 다시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
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만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이전까지 잘 몰랐던 관광인류학에 대해서, 
그리고 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모로 배울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만 답사와 비교해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쉽고 어렵
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답사의 
전부였기 때문에 교수님의 기대치가 높았고, 이를 충족시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다들 엄청났습니다. 특히 수업을 많이 듣는 학생들은 더욱 힘들어
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양자가 장단점이 있을 것이나 물론 이번 
답사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빠듯하게 해외에서 필드를 경험한 인
류학과 학생들도 당장은 힘들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답사에서는 양자의 장점을 적절히 절충한다
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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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재

그 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해외답사를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연구방법실습 과
목을 들었지만 해외에서 직접 필드워크를 해본다는 것은 시작하기 전 느낌부터가 
달랐어요. 일정을 보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보다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알찬 5박 6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도 괌을 알차
게 알아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휴양지일 뿐인 괌의 다른 모습을 알아
가는 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보고서를 써낼 만큼의 현지조사를 해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인터뷰를 구하는 것부터 막히는 바람에 마지막엔 무작
정 인터뷰이를 찾아가보기도 했습니다. 주제는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루하루 쌓
여만 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등등 인류학 현지조사 과정에서 마주
치는 고민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머리를 싸맸던 조원들과 
많은 도움을 주셨던 조교님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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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조 
이동준, 김시언, 이애리, 안정모

세부일정 ∥

  괌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관광조 6명은 두 개 조로 나뉘어 있었다. 우리 관광
조2는 관광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괌 사회 한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를, 다른 한 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하기로 계획했다. 각 조는 각자가 
맡은 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각기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찾았다. 우리 관광 2조는 한인교민회 등과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
았고, 괌에 출발하기 전까지는 한 한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만 연락이 닿았
다. 도착 다음날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두고 괌으로 떠났다.
  첫 날은 숙소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있을 
인터뷰 확인 차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 카톡을 보냈더니 ‘읽씹’을 당했다. 당황
한 채로 여기저기 연락할 방법을 알아보고, 두 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게스트하
우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따님과 연락이 닿았다. 간신히 다음 날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날, 떨리는 마음으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게스트하우스의 정확한 위
치를 알기 어려워 주변을 헤매다, 일반적인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집 한 
채를 빌려 대여하는 형식의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신히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문 앞에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시간이 지나
도 연락이 오지 않아 떨리는 마음으로 잠깐 핸드폰 로밍을 했다. 10분 여 정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하여 마침내 사장님 내외와 따님을 만나 간신히 인터뷰
를 마쳤다. 걱정과는 달리 꽤나 활발한 분위기에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진행
하였고, 감사의 표시로 준비해 온 선물도 전해드렸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막막했기에, 다른 한인 교민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셨다. 사장님은 근처의 GPO쇼핑몰에 직접 데려다 주시기도 했다.
  셋째 날은 보이는 한인 교민을 인터뷰하는 컨셉이었다. 관광지인 사랑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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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으로 이동하며 한인 택시기사님과 인터뷰를 했고, 관광지에서는 주스를 판매
하는 상인 한 분, 모자를 판매하는 상인 한 분과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는 식당 근처에 있는 한인 렌터카 가게에서 사장님과 인
터뷰하려고 했으나, 가게에 사람이 없었던 관계로 실패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전 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택시기사님과 연락을 해보았는
데, 택시기사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셨다. 그리고 또 소개
를 받은 분은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셨다. 점점 말이 전달되다 보니 마지막 
분은 우리가 방송국에서 온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개 받은 분 인터뷰는 그
냥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넷째 날은 학생 전원이 단체로 미군기지에 방문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군기
지까지 인솔해준 투어가이드님을 인터뷰했다. 미군기지 투어 도중 가이드 분을 
졸졸 따라다니며 궁금한 것을 여쭈었고, 심심했던 가이드님은 우리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주셨다.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한인 전화번호부를 뒤져
가며 괌 사회를 대표할 만한 한인단체에 연락을 드렸다. 가장 먼저 한인교민회
에 연락을 했더니 받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한인노인회에 연락했는데, 다짜고짜 
반말로 불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으로 
한인한글교실에 연락이 닿아, 다음날 아침에 한글학교를 참관할 수 있도록 허
락해주셨다.
  다음날 한글학교의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숙소로 픽업을 오셔서 편하게 한
글학교로 갈 수 있었다. 한글학교에서 수업이 한창인 동안에 임원진 분들은 식
당에 모여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고, 특히 한글학교회장
님을 1시간 넘게 인터뷰했다. 한글학교가 모두 마치고 교사 분들과 함께 근처
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는 괌에 온지 얼마 안 
된 신입 한인 교민 분과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 날, 체크아웃 직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하얗게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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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연구보고서 2 ∥

애매한 미국, ‘괌’의 활용
: 괌의 한인사회와 한인가족의 모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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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괌은 서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준주로서 전체 인구 16만 명의 거제도 정도 크
기의 섬이다. 민족적 구성을 보면 괌의 원주민인 차모로인이 전체 인구의 37%, 
필리피노가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며 이외 백인과 아시아권의 사람들이 각
기 7%를 차지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괌의 산업은 미군기지와 관광업을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관광객의 절대 다수가 일본인과 한국인, 중국인
이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관광업을 하는 동양인 이민자 사회가 잘 발달되
어 있다. 특히나 괌의 한인사회는 1968년 한인회를 설립한 이래로 계속된 이민
을 통해서 그 크기를 키워나갔으며, 현재는 6,000명가량의 한인이 괌에 거주하
고 있다. 

본 연구는 괌의 한인사회가 관광업이라는 한정된 경로를 통해서 한인들과 만
나고 상호작용하고 있음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따라서 괌에 거주하고 있
는 한인들이 한국 본토의 한국인들을 인식하고 규정짓는 과정에서 관광업에 내
재된 구조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괌 현
지사회에서 직접 한인들을 관찰하고 면담을 나눈 결과 한국인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단방향적인 관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에게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관광업의 주된 고객
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괌의 이민사회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관광업이라는 하나의 영역 속에
서 괌의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과 관계를 조명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
전한 분석이 될 여지가 다분하였다. 

따라서 조사 과정 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왔던 관광업에 대한 분석적 초점을 
버리고, 보다 넓은 영역에서 한인사회를 관찰함으로서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더 나아가 자신들을 서술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는 괌의 한인사회가 한국 사회
와 외형적으로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와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에 집중하였다. 즉, 괌의 한인들은 한국에서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소속감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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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괌에서의 한인들의 가족 구성이 굉장히 파편화되어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사실의 관찰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괌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괌에 대해 기대하는 미국적 요소와 그것에 대한 활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
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령으로서의 괌에 대해 갖는 기대가 자신의 경
제적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는지와 그것이 가족적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관찰하는 것을 최종적인 연구 목표로 삼았다. 또
한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괌의 한인사회의 한국, 한국인, 
그리고 괌의 한인사회 자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괌이 이주 환경으로서 가지는 특수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의 한인사회에 대한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총 6회 실시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집단면담
의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교
민, 택시 운전업을 하는 교민, 가이드업을 하는 교민 등으로 다양한 직군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분 괌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괌 이민 1세대들로서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이었다. 

2. 괌의 한인 사회 형성 배경

  괌은 미국령이지만 미국 본토와는 명백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본토와
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괌으로 이주해 온 한인은 괌의 ‘애매한 미국’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며 경제적, 사회적인 이익을 취해왔다. 역사적
으로 괌의 한인 사회는 크게 베트남전, 건설업, 관광업, 교육과 유학의 목적 등 
네 가지의 계기로 형성되어 왔다. 이는 모두 괌이 미국령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각자의 이유로 괌을 찾은 한인 이주민들 역시 
괌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괌으로 건너
왔다. 괌은 미국의 법질서나 치안질서를 따르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규제에 비
교적 자유로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기 좋은 장
소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위의 네 가지 요인은 대체로 순차적 흐름을 따르지
만 각각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부터 많은 한인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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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혹은 유학을 위해 괌으로 이주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인사회는 여
전히 건설업, 관광업 등에 기대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괌에 진출한 한국인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로, 괌의 미군기
지에서 복무하기 위해 괌에서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정착했다. 또한 당
시의 흐름에 편승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국가적 목적에서 괌으로 이주해 
온 한국인들도 있었다. 초기 한인 이주자들은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차모로
인과 결혼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건
설업에 종사하며 괌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한인 건설업자들은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괌의 재해 복구를 도우며 돈을 벌었다. 이 지원
금은 미국 연방으로부터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괌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괌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최근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저가 항공 개발 등의 경제적인 유인으로 한국인,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 괌이 서태평양 지역의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한인이 관광업에 종사하기 위해 괌으로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대다수의 한인교민들은 숙박업, 요식업, 교통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괌
이 관광지로 각광받는 이유 역시 괌이 미국령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괌 사
람들은 미국식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치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많은 한인들이 교육과 유학
의 목적으로 괌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 필리핀 등의 영어권 국가와는 다르게 
괌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기 좋다. 
또한 괌은 미국인이 거주하기 꺼려하는 미국령으로서 본토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쿼터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괌의 고등학생은 본토의 대학교에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 있다. 한인교민들은 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유학 사업을 하
면서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괌으로 이주한 한인교민들은 괌의 미국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괌으
로 건너오게 되었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과 미국적 환경을 이용하며 경제적 이
득을 취해왔다. 이를 통해 괌의 한인 사회가 미국으로서의 괌의 모습을 기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민들은 스스로 괌이 완전한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괌에 대한 기대는 또 한편으로 괌을 진정한 거
주지이자 삶의 터전이 아닌 잠시 그 이점을 활용한 후에 다시 본토나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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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가야 할 정거장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게 한다. 미국령이면서도 미국 본토
가 아닌 괌의 특성으로 인해 괌은 ‘애매한 미국’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애매
한 미국’ 내에서 한인들은 스스로의 커뮤니티와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면서 괌의 
특성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인교민들이 괌으로 관광을 오는 
한국인, 자신의 고향인 한국, 그리고 괌에서 마주하는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에
서도 엿볼 수 있다.

3. 한국인, 한국, 괌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

  1) 한국인에 대한 인식

괌은 일반의 미국 본토와는 달리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다. 한인교민들 역시 
관광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들이 주로 마주하는 한국인은 관광객들이
다. 교민들은 오랫동안 괌에 거주하면서 한국인과 스스로의 차이점을 발견해왔
는데, 그 차이점은 주로 한국인 관광객의 씀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
타난다. 또한 괌은 유학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교민 역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이들은 한국인의 교육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한국인의 교육관을 미국 본토 및 괌과 비교하는 한편, 그 두 가
지를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미국 본토보다 열등한 교육을 하
는 사회이며, 한국인의 교육열은 괌의 여유로운 환경과는 다르게 바쁘게 움직
이는 한국사회를 잘 대변하는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지갑을 열지 않는 한국 관광객

대부분의 괌 한인교민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괌으로 관광
을 온 한국인들을 직접 접하게 되고, 관광객들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간다. 최근 괌이 관광지로 각광받는 이유가 저가 항공의 도입 등 경
제적인 요인인 만큼 한국 관광객들은 괌에서 미국적인 요소와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누릴 것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 역시 괌의 ‘애매한 
미국’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괌에서는 쇼핑 외의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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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괌의 한인교민들로 하여금 한국인은 지갑
을 잘 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한다. 또한 괌의 한인교민들은 한
국인을 일본인-한국인-중국인이라는 위계적 체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한국인들은 비교적 인색하며 이기적이고, 지출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이면 이렇게 돈 내고 골프장 안 가.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
렇게 가지. 한국사람들은 성격이 이래. 한 50불로 약속하고 출발해서, 
미터기가 70불 나왔다고 그 만큼 더 주는 사람은 없어. 일본 사람들은 
70불에 10불 팁까지 더해서 주기도 하는데. 한국사람들은 비싸니 싸니 
따지기만 해. 오죽하면 한국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니까. 오히려 중
국사람들은 200불이라고 말해도 군말 없이 택시에 타. 한국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냐 이런 거나 물어보고. 

- 택시기사 A씨 인터뷰
 

  (2) 교육에 미친 한국인

괌의 한인교민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청년세대에서는 앞으로 성인이 되었
을 때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 중년세대에서는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하는지가 주요 화제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괌에서의 교육과 한국에서의 교육의 
비교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의 교육열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상
정하고, 한국의 빠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 대
한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한인교민들에게 한국의 학생들은 교육열이 매우 높
은 사회에서 수동적이며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한
국 부모는 아이들을 경쟁에 내몰며 교육비 지출을 과도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본토는 학교에서 공부 못지않게 봉사, 사회활동, 체육활
동 등을 중시하며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고 여겨진다. 미국의 자율적이고, 다채로운 교육 문화와 비교하며 한국 학생들
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차이를 한국인
의 빠름을 중요시하는 부정적인 속성과도 연결 지어서, 괌의 여유로운 환경에 
비해 한국인이 질 낮은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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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대체로 교육 등에 있어서 인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묘사되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쓴다는 점 역시 
교육과 관련하여 지적된다.

지금 봐도 한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과도
하지. 사교육이라는 디테일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선진화 되어야 하는 거지. 서울대 같은 학교는 
정말 학문적인 연구를 하려는 친구들이 가고, 나머지를 실리를 추구하
면서... 유럽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

– 한글학교 회장 B씨 인터뷰

 2) 한국에 대한 인식

괌의 ‘애매한 미국’적인 특성은 괌의 한인교민들로 하여금 괌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진 후에 미국 본토로 진출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는 교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드러나는데, 한국은 본질적으
로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회이다. 한편으로는 
괌과는 달리 경쟁적이며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괌의 생활에 익숙해진 자
신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 어려운 사회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상 이들이 제시하는 한국의 경쟁적이고 속도가 빠르다는 속성은 미국 본토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들의 인식에서 스스로의 사회가 완연한 미국 본토
가 아닌 ‘애매한 미국’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경쟁적인 사회

한인교민들에게 한국은 치열한 경쟁사회로 여겨진다. 또한 그 경쟁사회에서 살
아남기 위해 속도가 매우 강조되는 사회이다. 이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괌의 
여유로운 환경적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 또한 한국은 IT강국으
로, 인터넷 활용도가 높다. 괌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홍
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터넷 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괌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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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민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게다가 교민사회는 인터넷 신문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아직 종이 신문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괌의 환경에 적응한 교
민들은 한국을 다시 돌아가더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한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쪽 페이스에 못 맞출 것 같
아. 이쪽에 너무 적응이 되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거기는 너무 바
쁘게 살잖아. (중략) 제가 한국 놀러 가잖아요? 보름 정도 있다가 오는
데 살 빠지고 와요. 운전을 못하겠어서 이동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
녀요. 지방에 내려갔다가 렌터카로 올라온 일이 있었는데, 톨게이트 있
는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겁나더라고. 

- 한글학교 교사 C씨 인터뷰

(2) 자신을 규정하는 사회

한인교민들에게 한국은 ‘벗어나온’ 사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돌아가고 싶
으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상 돌아가기 어려운 사회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한국을 
벗어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한인교민들은 괌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또한 한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
에도 불구하고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한국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 결
과 스스로가 한국과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믿는다. 이는 괌의 원주민인 
차모로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공고하게 드러나는데, 한인교민들은 공통적으
로 차모로인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며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부지런하고 힘든 일도 도맡아 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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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이중국적 하려고. 65세 넘으면 한국국적을 회복
시켜준대. 들어갈 때는 한국 여권 쓰고,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 쓰는 
거야. 한국정부에서는 보험도 들어주고 외국거주동포 거소증을 만들어
줬어. 그래서 은행거래도 하고 부동산도 쓸 수 있고, 보험도 들고 다 
할 수 있지. 

- 택시기사 D씨 인터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한국을 선전하는 KBS world를 
보면, 지금 한국은 내가 자랄 때와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모
습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 가면 나랑 대화가 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
을 테고, 그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랑 비슷한 
흥미가 있다든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게 비슷한 거가 중요한 것 같아
요.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으면 못 친해져요. 돌아가면 한국인들과 공감
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가이드 E씨 인터뷰

[사진 1] 괌 한인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의 모습. 매주 토요일 괌의 
장애인 학교 시설을 빌려 수업을 열고 있다.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대부
분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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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결국 외모는 한국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 이들
은 불가피하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브랜
드 이미지가 높아지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뿌듯한 감정을 느낀
다. 또한 한국의 국가 브랜드의 상승은 곧 한인교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20,30대에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게 소니 워크맨이었거든. 그 때 
소니는 전자 기기의 최고 브랜드로 각인되어 있었는데, 삼성이 소니를 
이기고 난 뒤에 유럽여행을 가서 파리 공항에서 삼성 광고를 봤거든. 
그 때 가이드가 유럽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삼성 핸드폰
이라는 거야. (중략)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미국에 아이비리그
를 나왔다고 해도 상류층 사교계에 가면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하게 된다고. 외국 애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볼 때 못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 원래 명문일수록 뿌리를 지킬 줄 아
는 기본이 있어. 

- 한글학교 회장 B씨 인터뷰 

 3) 괌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

   (1) 벗어날 수 없는 공동체

한인교민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직접 떠나온 이민 1세대이거나, 한국인 부모
를 둔 2세대이다. 이들은 괌의 좁은 사회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부대끼
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차모로인과 스스로를 구분하고 타지에서 겪는 외
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크고 작은 친목 단체를 만들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한
다. 실제로 괌에는 괌 한인회, 한국 노인회, 부녀회, 라이온스클럽, 재향군인회 
등의 단체를 비롯해 골프클럽, 축구클럽, 테니스클럽 등 다양한 한인 커뮤니티
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한인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교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커뮤니티는 초창기 친목 도모와 네트워크 형
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인 커뮤니티가 공고해질수
록 외부 세력이나 외부 자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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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괌으로 들어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막으니까. 한국에서 쉽게 못 들어와요. 

- 게스트하우스 사장 F씨 인터뷰

  (2) 의지할 수 없는 공동체

괌으로 새로 이주해 오는 한국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같은 처지
에 놓여 있는 한국인에 의지하기 마련이다. 이는 다양한 한인 커뮤니티가 생겨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괌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한국인이 새롭게 괌으
로 진출한 한국인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사건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한다.

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괌에 온 지 1년 된 사람은, 2년 된 사람한
테 사기당하고, 2년 된 사람은 5년 된 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5년 된 
사람은 10년 된 사람한테 사기 당한다.’ 괌에서 망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거의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 당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 게스트하우스 사장 F씨 인터뷰

이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는 깊게 연관되고 싶지 않은 단체로 여겨지는 경우
가 많다. 커뮤니티는 그 속성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소문이 빨리 돌게 만들고 
남에 대한 험담을 하며 평가를 쉽게 내려버리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속
성으로 인해 교민 스스로 다른 한인교민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커뮤
니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교민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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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협회, 테니스, 볼링 등등 모임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저는 참여하
지 않아요. 바쁘지 않더라도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니까. 굳이 남하고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주로 친한 사람들은 같은 회사 소속의 사람들뿐이에요. 

- 가이드 E씨 인터뷰

합창단 만든다고 연락이 왔는데 워낙 바쁘니까 거절했어요. 마켓 하는 
사람들, 술집 하는 사람들은 서로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 모자상인 G씨 인터뷰

[사진 2] 사랑의 절벽에서 영업을 하는 한인 상인. 사랑의 절벽에는 많은 한국
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한인들 역시나 이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여 영업하고 
있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간판에도 한글이 크게 적혀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영업을 할 때도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을 하면서 손님들을 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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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괌에 대한 인식 : 미국을 상상했지만, ‘애매한 미국’임을 깨닫다

  1) 애매한 미국

    (1) 괌-미국 본토와의 계층적 묘사

괌에는 대략 6000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괌 이
민을 오게 된 결정적인 매력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괌이 가까운 미국이라는 점
이었다.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을 온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백인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피부 까만 사람들 밖에 없더라고. 

- 게스트하우스 사장 F씨 인터뷰

여기(괌)에서는 못 하는 영어로 눈치껏 이야기해도 그냥 애들(차모로인
들)이 다 알아 들어요.                    - 식당 운영자 H씨 인터뷰

하지만 이들이 괌에 거주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곳이 미국 본토와는 다른 사
회, 미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애매한 미국’인 
괌에 사는 것이 이들에게 항상 나쁜 의미로만 다가온 것은 아니다. 미국령인 
괌의 애매한 지위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활에 보탬을 하려는 교민들의 모습은 
우리가 만난 모든 교민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
은 이들 사이에서 괌과 미국 사이에서의 공간적인 위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미국 본토는 괌보다 더 공간적 서열이 높은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
다. 

  (2) 시골에의 비유, 본토와는 다른 인종 구성 

한인 이민자들에게서 괌이 작은 사회, 마치 시골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시골,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거제도에 비유를 하며, 아직도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곳으로 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찾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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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사람들은 ‘우물 안 개구리’같아요. 여기 20년 이상 살아도 우리 집
사람도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해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중국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한국 교포들이 영어를 더 못해요. 지극히 간단한 대화소통
만 하면 되니까. 

- 가이드 E씨 인터뷰

괌은 몇 십 년 전이랑 그대로야. 
– 택시기사 B씨 인터뷰

이 섬나라(괌)에서 아무데도 안가고 계속 여기 있으면 돌아버려. 완전
히 돌아버려. 바다 보면 우울해지고. 아는 분은 오션뷰 있는 집에 사는
데, 강아지가 우울증에 걸렸더라고. 

- 한글학교 보조교사 I씨 인터뷰

이와 같은 이미지는 미국 본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이미지
와는 다른 것이었다. 괌의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본토를 ‘선진화되었지만 바쁘
고 경쟁적인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미국 본토 생활을 직접 겪고 
이러한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기에 한인 이민자들은 시골 같다며 괌
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담긴 말을 하면서도, 본토의 이러한 특성 때문
에 자신들은 본토로 갈 생각이 없으며 이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괌에 살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밑
에 덧붙이겠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식 세대는 본토로 진출하기
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인 이민자들의 시선에서 괌은 인구 구성적인 면에서도 차별화되는 곳
이다. 괌은 미국 본토와는 다르게 “백인이 소수 민족”이며, 원주민인 차모로인
과 아시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미국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한인 이민자들이 이야기하는 차모로인에 대한 
이미지도 ‘본토와는 다른’ 괌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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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모로인들은) 너무 행복해. 그리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고, 파티도 많이 하고.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
데 그 돈이 들어오면 일단 소비를 막 해버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순박하고 착해. 

– 게스트하우스 사장 F씨 인터뷰

문화적으로 다르고 화려하고. 동양 사람들이 많이 있고. 괌은 국제적이
다. 여러 민족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쉽게 말해서 여기는 백인들이 
소수민족인 게 재밌잖아요. 

- 한글학교 보조교사 I씨 인터뷰

  (3) 괌에서의 ‘혜택’들

[사진 3] 괌의 지리적 위치. 동남아와 하와이 제도의 사
이인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괌의 한인 이민자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들이 ‘애매한 미
국’인 미국령 괌의 정치적인 입장을 자신들의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면이었다. 괌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진을 통해
서 파악할 수 있듯이 미국 본토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하와이 역시 본토
와 물리적 거리가 있지만, 괌의 국제법상 지위는 미국의 정식 주인 하와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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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미국령 괌의 정치적 지위는 하와이보다는 푸에르토리
코와 가까운 편이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애매한 지위를 가지면서도 괌은 미국령이라는 이유로 연방 정부
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괌은 매우 큰 미 해군 기지가 위치
하고 있어 거주하기에 위험한 섬이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 거주민들에게 제공하
는 혜택들도 상당하다.”는 이야기도 한인 이민자들에게서부터 들은,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는 이야기였다. 

괌에 살면 혜택이 많아요. 
– F씨 남편 인터뷰

이러한 ‘애매한 미국’인 괌의 지위를 활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예전부터 한인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고였으며, 한인사회의 
성장과 함께 해 왔다고 한다. 

예전에 한인 이민자들이 건설업에 많이 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
기에 한 번 예전에 굉장히 큰 태풍이 와서 큰 물난리가 온 적이 있어
요. 이 때 한인 건설업자들이 복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당히 돈
을 많이 벌었어요. 그 이유는 연방 정부에서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금
을 대 주기 때문에, 예전에 얼기설기 천막 같이 지어 놓았던 집들도 
제대로 된 지붕을 얹는다던지.. 더 업그레이드 되는거지. 한인들이 건
설업에 이렇게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씩 그렇게 불어주
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인사회한테는 더 좋아요. 

- 게스트하우스 사장 F씨 인터뷰

다음 말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듯, 한인사회 이민 초기에 한인들은 건설업에 
많이 종사했다고 한다. 건설업자들은 괌에 태풍이 왔을 때 연방정부로부터 오
는 복구 사업에 일조함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과거 
괌에 매우 큰 태풍이 왔었는데, 이러한 지역적 악재는 사실 몇몇 한인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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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과거 건설업을 통한 성공은 괌이 본토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애매한 미국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미국령인 괌의 지위로 한국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바로 관광업이다. 연구자들은 괌을 현지조사하면서 괌이 관광지로
서 다른 동남아시아 휴양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괌이 미국령이라는 점이었다. 괌은 한국인들과 일
본인들에게 가까운 미국으로서,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상대적
으로 깨끗한 거리, 대형 쇼핑몰들,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치안이 
안정적이라는 미국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한국, 일본의 여행자
들로 하여금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진 동남아시아 휴양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비
용이 비싼 괌을 선호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이드들이 여기 여건이 좋으니까 오고 싶어 하죠. 
일단 수입이 좋으니까. 

– 가이드 E씨 인터뷰

어제도 240을 벌었어. 차모로 빌리지 일본사람들 왕복에 55불. 골프장 
72불 벌고. 오늘 아침에는 한국 사람들 싣고 마이크로네시아 몰 갖다 
왔지, 여기(우리[연구팀]) 또 돈 벌었지. 

– 택시기사 B씨 인터뷰

신랑 이모님이 여기서 식당 하시던 것 인수받아서 사업하고, 애기 교
육 문제도 해결하려고 왔어요. 한국에서 식당을 해 본 적도 없는데 갑
자기 쌩뚱맞게 시작하게 되었죠. 

– 식당 운영자 H씨 인터뷰

다음과 같은 한인 이민자들의 말에서 그들이 미국령 괌의 관광업을 통해 생
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괌이 미국령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광업에 의지하
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대표적으로 건설업, 그리고 관광업의 분야에서 ‘애매한 미국’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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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해서 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한인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
다. 요즘은 이러한 지위를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 사업이다. 최근 한국 학생들의 괌 유학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곧 유학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한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F씨 부부로부터 이들이 ‘애매한 미국’인 괌을 어떻게 개인적 사업의 추
진에 이용하는지 알아 볼 수 있었다. 

여기(괌)에서 본토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괌에 따로 쿼터를 주기 
때문에 본토에서 공부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지. 그
리고 괌 대학에서 2학년 까지 다니면 편입도 훨씬 쉽다 이거야. 

– F씨 남편 인터뷰
  

그들 부부는 괌에 큰 군사기지가 들어와 있어 거주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유
인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 주는 갖가지 혜택을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미국 명문대에서 괌 학생들에게 쿼터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가 이러한 점을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괌에 
오자마자 학생 두 명이 홈스테이 하겠다고 하더라고 

– F씨 남편 인터뷰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미국의 명문대를 줄줄이 나열하면서, “괌에서는 거기 
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며 한국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최근에 적극적으로 ‘애매한 미국’의 지위를 활용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추세를 볼 수 있었다. 일종의 ‘사회 배려자 전형’처럼 괌에 할
당된 쿼터를 이용하면, 본토 고등학교에서의 경쟁 혹은 한국 특목고에서의 경쟁
을 통해서는 가기 힘든 미국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로 이런 이유로 최근 괌에 유학을 오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국의 거
대 유학업체들도 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진학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단기 영어 어학연수를 
괌에 오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 



66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하고 오면 발음이 너무 필리핀 식이라 다 다시 
배워야 한다고. 그런 게 괌은 여기가 미국령이고, 차모로 사람들도 다 
미국식 발음을 써. 그리고 날씨도 좋고, 미국이라서 치안도 좋고... 그
러니까 어학연수라도 괌으로 오는 게 혜택이 많지. 

- F씨 남편 인터뷰

한때 필리핀에 이러한 어학연수 붐이 일어났었는데, 최근 필리핀의 치안이 
문제시되자 영미권 국가로 갈 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차선책으
로 괌을 선택한 것이다. 한인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유학 업체들은 괌이 필리핀
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과는 다르게 미국식 발음을 가지고 있고, 영미권 국가들
보다 가까우면서 가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홍보 
전략 역시 분명하게 괌의 애매한 미국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건
설업-관광업-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괌에서 한인사회의 성장은 매순간 ‘애매한 
미국’의 위치를 십분 활용한 것이었다. 

2) 본토로 가는 자녀세대

위의 내용을 통해서 미국을 상상하고 괌에 왔던 한인 이민자들이 어떻게 괌
이 ‘애매한 미국’임을 깨닫고, 이를 활용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애매하다’는 인식은 미국 본토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을 인정하고 있기에 느끼는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족적 삶에서 자녀 세대를 더 나은 곳, 즉 본토로 보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 이모 가족들도 젊으실 때 괌에 오셔서 애들 다 본토에 대학 보내
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거죠. 그 자녀분들은 다 미국(본토)에서 잘 
돼서 있죠. 미국에 좋은 대학에 갔어요. 우리 애도 그렇게 하려고요. 
(중략) 신랑 친척들이 어릴 때 다 유학을 와서 다 케이스가 잘 된 거예
요.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너무 잘됐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애도 보내고 싶으니까.   – 식당 운영자 G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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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그런 거예요. 누구 죽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안 모여요. (중략) 
LA에 있는 여동생을 마지막에 본 게 2006년이에요. 다들 바쁘니까. 그
리고 비행기 오래 타는 게 싫어요. 

– 가이드 E씨 인터뷰

아들이 하와이 대학교 교수고, 둘째는 LA에서 경찰하고 있고. 셋째는 
미군 공군 장교로 오산에 나가 있어. 

– 택시기사 B씨 인터뷰

5. 결론

괌 한인사회의 형성배경과 한인들에 대한 면담으로 알 수 있었듯이 괌이라는 
공간 속에서 한인 이주민들은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인
들 역시 괌의 미국적 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관광업
에 종사하면서 동양 사람들을 일본인-한국인-중국인 순의 위계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거나, 필리핀-괌-하와이-미국 본토 등의 순으로 공간적 위계를 설정하는 
등 국제적인 지형을 위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대
체로 미국 본토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자 바람직하고 문화적으로 앞서 있
는 곳으로 인식된다. 괌에서 자란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국 본토로 유학을 가고 
이를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괌은 미국령의 준주로서 괌에 사는 한인들에게 ‘애매한 미
국’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한인들은 괌을 한국에서의 시골에 비유하거나, 하와
이보다 열등한 장소로 묘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괌에서 사는 장점들을 괌
에 살기 때문에 좋은 점들로 서술하기보다는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그
들이 괌을 자식세대가 정착해서 살 최종적인 삶의 장소로서 인식하지 않기 때
문으로 보인다. 결국은 괌의 한인들이 미국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으로 인식
함과 동시에 괌을 온전한 미국이 아닌 ‘애매한 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
에 이주민 1세대들에게 괌은 자식세대와 같이 살 수 없는 장소로 규정된다. 
즉, 그들이 자식들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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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자 자식 세대들이 더 넓은 땅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되어] 괌에 자식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미안한 일
이 되어버린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괌에 사는 한인들이 가족관계에서 보이는 이러한 관계와 감정
들이 지극히 ‘한국적’이라는 것이다. 한인들 역시 괌에서 미국 본토로 가는 자
녀들을 제주도와 거제도에서 뭍로 나가는 상황에 비유하는 등 자식들이 괌을 
떠나는 상황을 한국적인 틀 속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또한 괌 이주민 1세
대가 과거에 한국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두고 온 것과 미국 본토로의 자식들
의 유학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때, 괌에서 미국 본토로 유학을 가는 모습 속에 
숨겨진 감정들이 적어도 이주민 1세대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감정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거의 모든 면담대상자가 괌 이주민 1세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선 
분석은 현재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앞
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 실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한국에서 괌으로 왔던 과
정이 이주민 1세대에게 어떠한 의미의 경험이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괌의 이주민 1세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생산되는 여러 층위에서의 ‘한국’의 의미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
다. 괌의 이주민 1세대들은 한국에서 괌으로 넘어오는 70~80년대의 상황을 경
험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자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또 유학을 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괌으로 유입되는 현재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
랜 기간 괌에서 건설업과 관광업을 해오면서 90년대 이후로 변화해온 한국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으며, 미군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국제적인 지
형의 변화 역시나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에서 서술했
던 것처럼 괌의 한인들은 각기 한국, 한국인, 그리고 괌의 한인사회 자체에 대
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각 부분에서 대체로 한국과 관련한 집단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한국’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적인 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연결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을 떠나온 입장에서 ‘괌’은 평생 거주해야 할 공간이 
아닌 미국적 요소로써 활용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인 교민들은 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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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적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들이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자식들과의 ‘정’을 생각하
고, 자식들의 인생에 ‘참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미국적인 환경 속에
서도 남아있는 한국적인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가족 
전체가 자녀들의 교육과 대학 입시를 위해 협동하는 모습이나, 자녀들의 교육
적 성취가 가족의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는 모습 역시 그들이 괌의 애매한 미국
적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한국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측면 
중 하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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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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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감 ∥

김시언 

나는 줄 곧 여름을 좋아해왔다. 반바지나 반팔을 입는 것도 좋고 반팔로 드러난 
팔에 팔찌나 시계를 차는 것도 좋아한다. 또 겨울에는 몸을 움직여야만 해서 몸을 
움직인다면, 여름에는 땀이 나더라도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기분이 들어서 좋
다. 처음에 괌을 가게 되었을 때도 11월 달에 여름 기분을 낼 수 있어서 좋았다. 
솔직히 말해 괌이라는 지역에 대한 별 다른 관심은 없었다. 괜히 미국령이라 영어
를 못하는 게 공개되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 정도나 들었다. 

괌의 날씨는 정오 즈음만 제하면 나에게 딱 이었다. 햇살도 적당했고 바람도 적
당히 불고, 밤에는 활동하기에 좋은 기온이었다. 물론 길을 걸어 다닐 때면 덥다고 
징징됐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11월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괌에 다녀온 하나의 소감은 ‘나는 역시 여름을 좋아하는 구
나’ 하는 감상이 되겠다.

그리고의 소감은 ‘여기의 사람들도 저마다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다. 괌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은 그들이 떠나 온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자식
세대들은 괌에서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기억이 곧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인 이민자들에게 자연스러
운 가족의 모습은 자신들이 떠나오던 당시의 한국에서의 가족의 모습이었고, 자식
세대들에게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은 괌의 이민사회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가족
의 모습이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여러 부분에서 틀렸을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말에 불과하지 
않을 뿐 별다른 학문적인 함의는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억을 하고 그 기억에 
대해 (대체로는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임을 깨닫는 것
은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이동준

5학년의 나이이지만, 처음 참가해 본 인류학과 해외답사였다. 그만큼 설렜고 기
대가 컸다.  답사지가 괌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를 지치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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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하는 학교를 잠시나마 떠나 가벼운 마음으로 휴양지인 괌에서 힐링하며 해방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난 답사를 다녀온 학우들로부터 부러움을 
샀고, 나는 마냥 기뻐하며 출국일자를 기다리면 되는 줄로 알았다. 지난 답사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괌으로 출발하기 5주 전부터 매주 진행되었던 세미나 일정
들도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떠나는 비행기에서부터 태평양 위로 
펼쳐진 구름들이 만들어낸 장관을 감상하며, 괌에서의 휴양으로 학교의 과제들을 
모두 잊고 마음의 안녕을 되찾은 채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장담하건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구름들은 평생에 경험한 경치들 중에 최고였다. 그러나 거기
까지였다.

사실 많이 힘들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행되었던 아침, 저녁 세미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인터뷰.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타는 듯한 햇빛. 괌에 간지 3일차 
만에야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었을 만큼 빠듯했던 스케줄. 어서 한국으로 돌아
가 과제를 하고 싶었다. 수업을 듣고 싶었다. 학구열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나날들
이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어떤 일이라도 그러하듯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는 모든 고난들이 미화된다. 괌에서의 5박 6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왔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처음 만난 한인 교민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
었고, 오히려 식사를 대접해주시기도 했다. 여행지로서는 제주도를 가는 것과는 별
다를 바 없는 괌에서, 일반 관광객의 신분이었다면 알 수 없었을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인류학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소중
한 계기였다.

이애리

저희 조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괌의 한인 이민자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 이민
자들의 삶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답사에서 
느꼈던 건 정보 제공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 그리고 호의적이
지 않은 경우도 되게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미리 연락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가서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게 인류학자의 고충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
지막 날 밤에 윤하언니가 평소에는 부탁할 일도 잘 없을 뿐더러 부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인류학적 참여관찰에서는 꼭 필요했다고 이야기 하신게 
진짜 와닿았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괌의 예쁜 바다를 제대로 못 즐기고 왔다
는 점이에요. 저보다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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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조 
정한결, 김영상, 조윤하, 심현아, 김세린, 김지원, 장혜정, 강대훈

세부일정 ∥

차모로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조가 정해진 후, 총 3번의 조별 세미나를 진행
하였다. 종교, 문화부흥운동, 라떼 유적, 수루하나, 항해술과 같은 문화에 대한 논
문을 나눠 읽고, 서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주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괌의 다양한 
기관들에 미리 연락하였는데, 다행스럽게 부흥운동기관인 괌피디아의 니콜과 연락
이 되었고, 그녀의 친구인 바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전체 세미나
에서는 현장 조사 규칙과 주의할 점을 익혔다. 11월 10일 아침 7시에 공항에서 함
께 아침식사를 한 후,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였다. 괌에는 2시쯤 도착했지만 공항에
서 길게 대기했던 탓에,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1일에서 14일
의 나흘간이었다. 

11일에는 바바와 그의 친구 제이드를 가이드로 앞세운 투어에 가까운 일정을 가
졌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시간까지 빡빡한 일정을 거쳤고,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얻었다. 유적지로 Angel Santos Park에서 라떼스톤을 보고 차모로 창조 설화가 
얽힌 Atsu Fua라는 바위를 보았다. 전통을 재현하는 현장을 보기 위해 weaver인 
마이클의 차고를 방문하기도 했고, 민속촌인 제프파고에도 방문해 투어를 받았다. 
점심 식사는 Linda's Coffee Shop이라는 일반 식당에서 했는데, 차모로 전통 음
식에 대한 이야기와 바바와 제이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밤에는 Min's Lounge라고 하는 가라오케 바에서 괌 대학 인류학 클럽 학
생들을 만났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지는 못했다. 

12일에는 괌피디아에 계속 머물면서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했다. 미리 연락한 니
콜을 비롯한 다른 괌피디아 운영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괌피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차모로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괌피디아 운영진의 
차모로 문화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했다. 다들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어서, 첫날 얻었던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괌피디아를 나
와서는 Mangilao Market이라는 노천 시장에서 잠시 군것질을 했다. 

13일 아침에는 앤더슨 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역사보존청의 역사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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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를 만나거나 숙소로 돌아가 쉬었다. 이 날은 다양한 시각의 서술을 보고 들
은 날이었다. 미군 기지에 들어가기 전 일본인들이 세운 기념비 등을 구경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들 시각에서의 서술을 읽어볼 수 있었다. 기지 안팎을 보여주면서
는 미국인 제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후에 역사가인 앤드류에게서는 차모
로인의 시각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일반 직업인 차모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
는데, 백화점에서 일하는 점원은 직업생활을 하는 젊은 차모로인의 입장이 어떤지 
보여주었다. 

14일에는 바바와 제이드, 니콜이 활동하는 SKC를 방문했다. Terry's Place라는 
숙소 근처의 유일한 차모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음식 전통과 다른 전통의 차
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기념품점에서는 마이클의 작품을 다시 만났다. 폴이
라고 하는 유명한 차모로 화가도 만나보고, 나무그늘에 앉아 라떼스톤을 직접 만드
는 괌 대학 학자들도 만났다. 전날까지 거의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전통 항해술
과 카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제이드와 바바의 전통 노래
(Chant)를 듣고 직접 직조술을 배워 팔찌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마지
막 일정이었던 SKC에서 다 같이 포옹을 하며 헤어졌다.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매일 밤마다 각자의 필드노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
는데, 귀국 후에 이 정리된 노트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자 느
꼈던 부분이나 인터뷰했던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였고, 코딩 작업을 해서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뽑아내었다. 주제에 대해서 통일된 정보를 갖기 위해 여러 차례 모
여서 회의를 하였고, 보고서 파트를 분배해서 작성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한 
뒤, ‘과거로 짜는 현재 : 차모로 부흥운동과 전통의 현대적 구성’이라는 연구 보고
서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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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연구보고서 ∥

과거로 짜는 현재
: 차모로 부흥운동과 전통의 현대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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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애사 분석
      (1) 가족과 성장 배경의 영향
      (2) 본토 경험
   2) 미국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태도

4. 부흥운동 주체들의 차모로 문화 실천 방식
   1) 예술   2) 관광   3) 교육

5. 부흥운동 주체들의 ‘차모로 문화’에 대한 관념적 인식
   1) 유연한 차모로 정체성: 자기인식과 언어
   2) 유연한 전통 개념: 가변성과 혁신의 추구
   3) ‘차모로다움’의 모색과 구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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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연구 배경

세계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문화가 뒤섞이
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섬 공동체 내에서 “원주민”이라 일컬어
지는 차모로의 구성이 40% 이하인 괌은 이 세계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
여놓은 것으로 보인다. 40%가 넘는 필리핀 사람들과 그에 비해 40%에도 못 
미치는 괌의 전통 민족 차모로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해본다면, 괌에 얼마나 많
은 이주민들이 존재하는 지 예상할 수 있다. 필리핀과 같은 주변 섬들뿐만 아
니라, 동아시아 등지에서도 어학연수 같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관광 사업과 같
은 경제적인 이유로 괌에 이주해오는 경우가 잦다. 또한 괌에는 미국 본토 또
는 외부에서 들어온 산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만큼 괌에서도 많은 사람들
이 외부로 떠나 경제활동을 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괌에 뒤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는 상호작용하고 있다.

차모로 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가는 현상은 
최근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1500년대 후반부터 괌은 끊임없이 다양한 국
가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일본과 미국 식민지배 아래에서는 의
도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려는 노력 하에서 단순히 문화의 ‘변화’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1521년 스페인인 마젤
란(Ferdinand Magellan)의 세계 일주 과정에서 이 작은 섬이 발견되어 서구 세
계에 괌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1565년 스페인의 장군이었던 레가스피
(Miguel López de Legazpi)는 괌이 스페인의 영토임을 선언하였고, 그로부터 
1890년대까지 무려 333년이라는 기간 동안 괌은 주변 섬들과 함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그 후 미국-스페인 전쟁을 거쳐 1898년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괌 통치권을 
이양 받았다. 스페인이 종교적으로 괌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미국은 ‘괌 사람’을 ‘미국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하
지만 1941년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괌을 점령하여 군사기지로 이용하
면서, 원주민들은 이번에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할 것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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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인 1944년에 미국이 재탈환하여 현재까지 괌은 미국의 자치령 안에 포
함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미국 정부의 영향 아래에 놓였다.

즉 괌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페인, 미국, 일본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그들의 정책에 따라 각국의 문화를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수용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
나고 있는 섬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모로 문화와 정체성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
지되고 인식 될 리 만무하다. 

차모로의 문화는 괌을 지배했던 세력에 따라, 그리고 그 문화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들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이 수용되거나 거부되었다. 불행히도 많
은 경우 거부되었으며, 특히 현대의 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경
우, 점령 초반에는 적극적인 문화 배제정책을 펼쳤다. 미국은 한 때 차모로어의 
공식적인 교육을 금지하였고, 차모로 사람들은 괌의 역사가 아닌, 미국의 역사
를 교육받곤 하였다. 그들 중에 실질적으로 차모로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미국의 배제정책들을 겪어온 현재 기성세대들에게 차
모로 문화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젊은 세대들이 차모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불러일으키
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차모로 문화를 ‘낙후된 것’이 아닌, ‘보존하
고 전승해야 할 것’으로 여기며 차모로 정체성을 부흥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젊은 세대의 차모로 문화부흥 운동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식‧
비공식 채널을 가리지 않고 차모로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차모로 
전통 예술들을 과거로부터 끌어와 현대적으로 재생산해 널리 알리고 있었다. 
차모로 문화와 차모로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점차 흐려지고, 다른 외부 세
계의 문화와 결합되어 사라져가다가, 다시 차모로 사람들에 의해 강하게 인식
되고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초점은 바로 이 전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리고 그들이 전통과 차모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
는지에 있다. 그리고 부흥운동 주체들은 이 전통을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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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첫째, 차모로 문화 부흥운동이 언제, 누구를 
통해 시작된 어떤 운동인지 개괄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그 부흥운동의 주체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차모로 부흥운동을 통해 이루고
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둘째, 부흥운동 주체들이 차모로다운 것을 어
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들이 ‘선택’한 전통 요소들은 무엇
이며 그 선택은 어떤 기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한다. 셋째, 부흥운동 
주체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들이 전통문화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할 것이다. 넷째,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세계
화 시대 속에서 이 부흥운동의 주체들이 부흥운동을 위하여 어떤 전략을 취하
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부흥주체들이 괌에 유입된 외부자원이나 본인들이 외부
에서 한 경험을 부흥운동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1) 핵심정보제공자

  가. 니콜와 괌피디아(Guam Pedia) 사람들

니콜(여, 20대 중반)는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사람이었다. 앞으로 소개할 모든 
사람과 알게 해준 첫 연결고리인 셈이다. 괌에 가기 전에 괌에 있는 사람과 이야
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러던 중에 괌피디아라는 단체를 찾게 되었고 메일을 
보내 연락이 닿은 사람이었다. 괌피디아가 디지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젊
은 기관이라고는 해도 주요 인물들은 나이가 있는 편이다. 니콜은 그들에게 부족
한 IT 계통의 기술과 디자인 감각, 젊은 감성을 가진 인물이다. 우리의 접근을 받
아줄 수 있게 한 니콜의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 차모로 전통 부흥운동에서 나타나
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기도 하다. 

괌피디아에는 니콜 말고도 3명의 운영진이 있다. 차모로어로 여성 지도자를 뜻
하는 마가하가(maga'håga)로 불리는 샤론(여, 중년)은 괌피디아를 처음 기획하고 
주도한 인물이다. 아직까지도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샤론은 학창시절 인류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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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하기도 했고, 미국 본토에서 차모로 신문을 내기도 했다. 아니타(여, 중년)는 
괌피디아의 Managing Director로 재정 관리, 정부 지원금 관련 업무, 마케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말을 재치 있게 잘 하는 인물로 1988년 미스 괌으
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도리스(여, 중년)는 괌피디아에 올라가는 정보들을 기획하
고 이에 대한 기고를 부탁하거나 검수를 부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가 
직접 검수하는 정보들도 많으며 차모로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괌피디아 운영진 넷 모두가 여성이다.

  나. 바바

바바(남, 34)는 단순한 정보제공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다. 니콜의 소
개로 우리를 집중해서 도와준 인물인 바바는 우리의 가이드이면서 운전기사이
기도 했고, 때때로 통역을 하거나 차모로 전통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며, 
좋은 친구로 끝까지 함께 해주었다. 미 공군에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복역하기
도 했던 바바는 한국어 실력도 뛰어나서, 첫 만남에서부터 끝까지 거침없는 한
국어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을 쓰거나 차모로 어 안
에도 방언이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사투리'라는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긴 머리와 수염을 가진 바바는 온 몸을 차모로 전통 장신구로 치장했는데, 서
로 다른 역사적 시기의 장신구를 동시에 하는 것은 그 역사 모두를 괌의 역사
로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바는 현재 차모로 전통 민속촌이라 할 수 있
는 SKC(Sagan Kotturan Chamoru)와 제프파고(Gef Pa'go)에서 일하며 괌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그가 전문으로 하는 전통 공예 
기술인 직조(Weaving) 강의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그는 우리를 그의 먼 친척인 수루하나(Suruhana)와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
다. 수루하나는 차모로 전통 의학을 실천하는 여자 의사를 일컫는 말이다. 수잔
(여, 80)은 사실 차모로 전통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인물은 아니다. 단지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80세이지만 아직까지 정정하
신 할머니 수잔은 아주 진지하면서도 고집스럽지 않은 태도로 인터뷰에 응해주
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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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이드

제이드(남, 27)는 바바가 첫 날 자신의 트럭으로 우리 조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급히 데려온 친구로, 예술가이자 예비 교사이다. 바바와 함께 우리 곁
을 지켜주었다. 차모로 전통 문양을 활용한 직물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고, 차모
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출강을 가기도 한
다. 연장선상에서 괌 곳곳에 괌 전통 설화의 내용을 담은 벽화를 그리기도 하
며, 앞으로 미술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SKC와 제프파고에서 일하는 바바와 제이드의 동료들도 있다. 전통 직조술을 
보여준 사람은 마이클(남, 46)다. 마이클은 내년에 있을 ‘Festival of Pacific 
Arts’에 출품할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품들
을 차고에 모아놓았다. 바바와 제이드는 자기들끼리의 농담(“inside joke”)이라
며 마이클을 사이나라고 불렀다. ‘사이나(Saina)’는 나이가 많고 특정 분야의 
장인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붙여주는 존칭이다. 마이클은 아직 ‘Master 
Weaver’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직조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실력 있는 사람
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그렇게 장난스럽게 부르는 듯하다. 실제로 그는 2016년 
1월에 있을 무형문화재 등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SKC와 제프파고에는 차모로 전통을 좀 더 보고 들어왔던 윗세대 인물들도 
있었다. 자크와 케빈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차모로 전통을 설명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들은 아
주 신사적인 말솜씨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다.

  라. 앤드류
앤드류(남, 64)는 역사보존청(History Preservation Office)이라고 하는 정부 

산하 기관의 차모로 역사가다. 그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
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차모로 역사에 대해 역설하면서 가르치는 태도를 유지
한 인물이기도 했다. 이는 그가 역사보존청 안에서도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사
람이라는 배경도 작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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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일정은 괌에 도착하기 전 했던 부탁을 바탕으로 바바나 니콜이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수루하나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바바가 아는 수루하나를 섭외하고 시간 약속을 도와주는 방식이었
다. 차모로 성당이나 박물관도 조사 후보에 올랐으나 중간에 조금씩 조사의 방
향이 잡히면서 조사지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는 유적지에서부터 괌 대학 괌피디
아 사무실, 수루하나의 집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중간의 쉬
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도 다양한 관찰과 비공식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차모로 부흥운동

  1) 부흥운동의 맥락

    (1) 고대 차모로 문화와 그 보존  

차모로의 기원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의 필리핀으로부터 
마리아나 제도로 이주한 이들이 최초의 차모로인이라는 설명이 정설로 받아들
여진다. 그들은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 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후 외부 세력이 들여온 문물은 차모로 고유한 문화를 
압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은 영향을 받은 채로나마 보존되어 전해졌다. 
그들의 문화가 보존된 대표적인 사례는 차모로의 주술사 겸 의사인 수루하노
(Suruhano), 마술, 그리고 죽음 의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차모로인들은 오늘
날까지도 병과 치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수루하노를 찾고 그 권위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Lizama 2014). 그들은 마술의 주문이 전투기를 쏘아 떨
어뜨렸음을 근대적 합리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믿고(Farrer and Sellman 

2014), 여전히 그들은 자연사냐 아니냐에 따라 영혼의 거처가 결정된다고 믿으
며, 죽음 의례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는 과거의 모계 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Frutos, Atienza, Rosa and Coello 2012).

그러나 이런 몇몇 특징적인 사례에서조차 고대의 차모로 전승과 외부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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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엄밀하게 분리할 수가 없다. 무덤 옆에서 식사를 하거나 오랜 기간 곡
을 하는 모습은 가톨릭의 노베나(novena) 의례와 상당히 유사하고, 현재 차모
로 사람들은 사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믿고 있다(Frutos, 

Atienza, Rosa and Coello 2012). 음식처럼 문화적 혼재와 융합이 심화된 영역
에서는 이를 분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원산지가 마리아나 제도가 아닌 
식품들을 재료로 한 현대의 ‘차모로 전통 음식’을 살펴보면, 기존의 음식 문화
가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 섞이며 오늘날까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언
어도 마찬가지로 외부세력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 그들은 문자가 없었기에 
스페인의 문자를 빌려서야 자기 언어를 형상화할 수 있었고, 스페인의 어휘를 
인사말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까지 받아들였다. 결국 전통문
화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처음의 모습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했느냐가 아니
라 집단이 어떤 ‘특정한 과거’의 유산이나 흔적을 수용하고자 하는지를 인정하
는 문제인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례들은 충실하게 전승되어온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손쉽게 계승된 것은 아니다. 특정한 문화 요소들은 외부 
문화와의 접촉 이후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으며, 많은 부분이 결국에 소
실되고 말았다. 괌에 들어선 스페인 정권은 특정 전통 문화를 매우 강경하게 
탄압하고 비판하였다. 선교사들은 차모로 전통 약을 종교에서 비롯된 치료방법
일 것으로 간주하여 이런 삶의 방식을 금지시키고, 기독교 신념과 일치하지 않
는 치료적 관습들을 비판하였다. 그 때문에 괌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온 후 의
학의 전통은 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스페인 선교사들은 차모로들이 
조상과 대화하는 하나의 관습으로 간주하던 마카나(Makana) 의례를 비기독교
적이라는 이유에서 폐지시켰다(Frutos, Atienza, Rosa and Coello 2012). 차모
로인들은 기독교가 이를 불법으로 여기자 원래 사용하던 해골을 사용하지 않
고, 의례의 이름도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바꾸었다(Frutos, Atienza, 

Rosa and Coello 2012). 또한 스페인은 섬을 고립시켜 통치하려는 정책의 일
환으로 차모로인들의 배를 모두 불태웠는데, 그 결과 항해술과 조선술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

스페인처럼 직접적인 말살을 획책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통치도 그에 못지
않게 차모로 문화를 위축시켰다. 특히 지난 50년의 미국 통치 기간 동안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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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도시화, 자본주의화, 미군 주둔,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은 괌 주민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런 문화적 범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
들의 언어다. 점령 초기 학교를 포함한 제도권 내의 교육은 차모로 문화를 배
제하고 철저하게 미국 위주의 교육과정을 집행했고, 모든 교육 과정은 영어로
만 이루어졌다. 이제 대부분의 차모로인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오직 22%의 괌 
주민만이 차모로 언어를 사용한다(Perez 2006). 문화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언어에서 보이는 단절을 통해 교육을 통한 소외가 다른 수많은 문화적 구
성물들을 위축시켰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무비판적으
로 받아들여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1970년대에는 미국 내에서 지식인, 학자, 교육자들에 의해 다문화주의 운동
이 일어나던 시기다(Perez 2006). 북 마리아나 제도의 정치적 지위 변화, 괌 내
의 차모로 문화 인정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괌의 입법자들이 차
모로 언어의 사용과 그 교육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중
언어, 이중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되었고, 영어와 함께 차모로어도 괌의 공
식 언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차모로 문화와 언어가 전체 교육시스템 안에 편
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교과서 및 교육 자료가 전무했고, 대부분의 괌 
학생들이 차모로어를 읽고 쓰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교사 자격이 없다는 당국의 거부, 부정적 시선에 저항하며 차모로어 사
용자를 교사로 임용하고, 차모로 전통 이야기와 전설 등으로부터 자료를 뽑아 
책을 만들고, 자료서로 차모로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다(Perez 2006). 

자문화에 대해 차모로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실천 양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
다고 할 수 있다. 차모로인들의 인종, 민족, 조상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은 
개념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혼동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토착민 의식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Perez 2006). 7할 이상의 차모로인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차모로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자녀나 손주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록 인
종/민족적으로 부모 모두가 차모로가 아닌 경우에도 차모로인이라는 대답이 절
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또한 “괌에서 태어났으니 출신으로는 괌사람
(Guamanian)이고, 민족적으로는 차모로예요”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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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을 나타내기 위해 ‘괌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같은 출신지 안에서도 인종과 민족에 강세를 두어 
표현할 때 차모로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나 
전통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기문화 폄하 등 미국의 식민교육으로 인한 
미국화의 영향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나, 차모로 정체성은 상당히 강력하게 유
지되고 있는 편이다.

언어에 관하여, 97년 한 연구의 통계에 따르면, 76%의 차모로인들이 원래의 
차모로어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Perez 2006). 그러나 민족적 정체성이 
요구하는 당위성과 별개로, 그들은 실질적 필요를 바탕으로 영어를 선택한다. 
한 젊은 차모로인은 이에 관하여 ‘문화적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영어는 글로벌
하고 공식적인 언어이므로 차모로어로 영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차모로인들은 여전히 영어만이 그들을 경제적, 사회적 억압에서 탈출하게 해줄 
것이라는 인식 하에 학교에서 영어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이 연구의 대상인 문화부흥운동에도 같이 적용된다. 즉, 당위적
이고 긍정적인 민족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시도가 사회경제적 합리성에 가로막
히는 맥락 속에서 차모로 문화 부흥운동은 진행되고 있다.

   (2) 부흥운동의 정치경제적 맥락

이처럼 문화부흥에 대한 인식은 유학 등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과정에
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민지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부흥운동이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부흥운동을 위한 시스템과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정치, 경제적인 배경이 포함된다. 

우선, 자본주의는 전통을 보존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를 제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은 그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사라져가는 차모로 역사를 부흥시킴으로써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인
식이 공유되면서 부흥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통을 
상품화한 것이 바로 관광이다. 괌 역시 차모로 전통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때문에 반대로 부흥운동가들은 관광을 활용하여 부흥운동에 필요한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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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한다. 괌피디아에서도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7년째 정부 지원을 받
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들의 경우 문제의식이 공유됨으로써 부흥운동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부흥운동가들은 대표적으로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기
존의 교육 커리큘럼은 미국의 표준 커리큘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차모로
인들이 괌 고유의 배경이나 토착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모로인들의 문화에 대한 정립이 얼마나 미흡한
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70년대 공립학교 커리큘럼에는 차모로어 과정이 
도입되는 등 이중언어, 이중문화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
에 그쳤던 것이다. 역사학자 앤드류는 이에 대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부각했으며, 언어를 통해야만 차모로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
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차모로 문화, 차모로 세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
는 정부 관료들이 차모로어를 사용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제시했으며, 이를 
“비극(tragedy)”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괌 대학교의 경우, 
절반 정도가 괌에서 태어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 지역에서 중학교 과정
을 마쳤음에도 39%정도만 스스로를 차모로인이라 이야기 했으며, 75-80%의 
학생이 자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차모
로 역사 수업을 수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부흥운동가들
의 문제의식 공유로부터 문화부흥의 필요성과 방향성이 제시된다.

  2) 부흥운동의 방향성

오늘날 차모로 운동가들은 자기 보존을 넘어 문화적 인식과 다양성이라는 관
점, 그리고 미국인이 되는 것과 민족적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양립할 수 있다
는 새로운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방의 교육정책에 의문을 제기하
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교육제도를 보완하
는 식이다. 또한 교육에는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세대마다 개념과 패러다
임, 분위기가 다르며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의 늦은 시기에 민족지향적
인, 문화부흥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 같다. 이는 80년대 경 섬 밖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고, 이 때문에 괌 밖의 문물을 괌 사람들이 보고 들어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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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기가 되었다. 본토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이 새로운 지식을 들고 들어와 이
를 바탕으로 미국의 식민정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부흥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5~60년대에는 차모로어 말살 정책이 일어났다. 당시 학교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영어만이 사회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차모로어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문자체계가 없는 탓에 그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었다. 부흥운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
를 전수하기 위해 차모로어를 문자로 표현한 교육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결국 
부흥운동가들은 토착민들의 권리에 기반하여 차모로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하려면, 교육이 미국의 식민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차모로화 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 대표적으로 부흥운동가 케빈은은 “미국 정부가 차모로 문화를 말살하려고 
든다. 전수하는 길을 막고 방해한다면 우리들의 일은 그 방해를 뛰어넘어 문화
를 남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부흥운동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전통의 부흥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한
다. 식민지배의 영향을 인정하고 이용한다는 의견과, 차모로인들 스스로가 주체
적으로 보존하고 기억해낸 과거라는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로, 식민지
배를 이용하는 의견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차모로 전통을 복
원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항해술(Seafaring)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도구들
을 과거 스페인이나 여타 유럽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복원하였다고 말한
다. 반면 두 번째는 전통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식민탄압에도 불구하
고 지켜낸 것이라 자부한다. 즉, 식민탄압 속에서도 근본적인 전통의 단절은 일
어나지 않았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을 분리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차용하는 것을 문화 부흥운동가들의 화법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차모로인이라는 정체성과 괌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성 또한 부흥운동에 중요
한 배경이 된다. 우선, 차모로인과 괌을 구분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차모로
는 괌의 토착민이지만, 괌은 다문화적 배경이 강한 곳으로 차모로인과 필리피
노, 여러 소수민족과 혼혈들로 구성되어있다. 괌의 다양한 민족 집단은 그들만
의 교육기관을 통해 문화에 대한 지식, 토착어를 여전히 잘 보존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영어를 제 2언어로서 배우고 있다. 샤론은 이러한 배경이 부흥 주체들
의 문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괌 내의 비-차모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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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접촉과 비교가 차모로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괌에서 지배적인 집단은 차모로인이라는 인식이 부흥운동 주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 마이클은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 
고유한 문화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체성에 대해서 차모로인만큼 강한 공
유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 의학의 경우에도 모든 차모로인들이 수
루하노를 방문한 것과 달리 필리피노들은 좀 더 절충적이어서 침술사에게 치료
를 받기도 하지만 수루하노를 찾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두 가
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선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이 차모로 문화에 어느 정
도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미국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
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차모로 문화와의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제로는 필리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애초에 이가 
차모로 문화와 동질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역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
다. 아예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무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역으로 차모
로인들이 괌의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관찰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
핀계 인구 비율이 상당하고 차모로 인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괌 문화가 곧 차모로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차모
로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전통의식 혹은 정체성이 그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괌피디아의 설명도 이와 비슷하다. 괌의 다양한 민족구성을 무시하고 차모로 
전통의 부흥만을 고집하는 것은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들은 사실 출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하는 ‘괌 사람
(Guamanian)’은 차모로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단어이며 섬의 
주축은 차모로이고, 억압되어 있는 것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괌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토착민으로서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차모
로인으로 구성된 준거집단은 여전히 그들 삶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차모로 사이의 관계를 우선하고 있으며, 80%의 차모로인들
이 자신의 친구 중 절반 이상이 차모로인이라고 대답했다(Perez 2006). 이렇게 
스스로를 차모로인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은 앞서 제시되었던 미국의 식민교육
으로 인한 미국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유지되어왔다고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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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때문에 부흥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민족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어 올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차모로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나은 방
향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은 특히 젊은 세대
들이 주체가 되어 예술 및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문화부흥을 위한 움직임이 일
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부흥운동을 통해 미국화된 생활에 젖어있는 
차모로인들에게 이러한 차모로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보다 어린 세대에게 이 정
체성과 문화를 전승시키고자 하고 있다.

3. 문화 부흥운동 주체 분석

  1) 생애사 분석

괌피디아의 로고에는 괌피디아의 마스코트 바다거북인 찰라니(Chalani)가 그
려져 있다. 괌피디아의 관리자인 아니타와 도리스는 바다거북이 넓고 먼 바다
로 헤엄을 쳤다가도 오랜 세월 후에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It's important to know where 
we come from)”고 강조하며 바다거북을 마스코트로 삼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름으로 붙은 찰라니 역시 ‘인도하다’, ‘길을 찾다’란 뜻의 차모로어로, 마스코
트 찰라니는 괌피디아 사람들에게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long 
journey of coming home)”의 상징이다. 아니타와 도리스 스스로도 눈을 반
짝이며 찰라니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을 포함한 우리의 핵심정보제공자들이 어
떤 삶을 살아왔는지 들으면서 우리는 찰라니가 상당히 절묘한 상징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차모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생애사에서 
길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바다거북 찰라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그들은 ‘돌아올 곳’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하는 배경을 가지고, 바다 밖 
먼 곳을 경험해 본 뒤, 다시 돌아와 어디론가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면담 대상자들의 생애사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는 작업은 아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방식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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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작업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이후에 부흥운동의 실천 양상과 전
통인식을 서술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단순한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맥
락을 각인시키는 작업이다. 아니타는 본인의 호기심을 원동력으로 괌피디아까
지 도착했다. 도리스가 백인인 샤론을 차모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은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측면이 강
하다. 아니타와 도리스의 인식이나 실천은 그들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것이면서
도 일면 거시적인 정치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따
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타와 도리스, 그리고 다른 면담 대상자들의 삶의 
과정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함께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서술에 있어 핵심적이다.

  (1) 가족과 성장 배경의 영향 

차모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
게 되었느냐?”, “차모로 전통을 부흥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주 오래 전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스스로가 
왜, 언제부터 차모로 전통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쩌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컸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들
려주는 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샤론과 앤드류는 정치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던 부모님을 회상했
다. 샤론은 어렸을 적 가족들을 따라 괌에 이주해 와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버
지는 당시 괌에서 유일하게 차모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문사를 운영하
셨다. 샤론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도 미국 본토에서 최초로 차모로 신
문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 후로도 적극적으로 차모로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
력한 인물로 괌피디아 안에서는 여성 지도자를 뜻하는 마가하가로 불린다. 역
사보존청, 즉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차모로 역사가인 앤드류 역시 괌의 유력한 
차모로 정치인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었다. 다른 인물들과 달리 정부 안에서 차
모로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앤드류의 현재 위치와도 어울리는 가족 배경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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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차모로 전통에 쉽게 노출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
었다. 앞서 말했던 앤드류의 경우 유력한 차모로 정치인의 아들로서 체계적으
로 차모로의 역사와 언어에 대해 배운 경우이기도 하다. 우리를 가장 많이 도
와준 바바와 제이드는 “본인들 세대의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로 차모로 전통에 
대해 잘 아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아무래도 자신들은 비교적 전통을 
많이 유지한 가족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쉽게 
차모로 전통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바는 어렸을 때까지도 집안
사람들 대부분이 어부나 농사꾼이었다고 하고, 제이드는 요즘에도 크리스마스
에 500명 가까이 되는 대가족이 모인다고 이야기했다.

  (2) 본토 경험 

자신의 가족 배경으로부터 현재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지
만, 아주 신선한 특징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당에서, 이동하면서, 쉬는 시간에 
사담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들이 모두 어떤 식으로든 미국 “본토”8)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9)

니콜은은 괌피디아 사이트를 만드는 데 쓰이는 디자인 기술을 미국 버지니아 
연방 주립대학교(Virginia Common Wealth University)에서 공부했고, 앤드
류는 하와이에서 7년을 공부했다. 아니타와 도리스, 제이드, 바바도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 바바는 특히 공부뿐 아니라 미 공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 바바는 현재 아주 긴 머리와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
시 군 생활 동안 이발과 면도를 매일같이 하도록 지시받았던 데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샤론 역시 미국에서의 삶을 경험했고, 어렸을 때 백인으로 괌
에서 자란 경험 역시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니타와 같은 인종적 
차모로인이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본토에서의 학교생활을 했던 것과 정

8) 하와이를 포함하는 미국령을 의미한다.
9) '낯선 곳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강조하는 인류학 공부를 하기 위해 괌에 와서인

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차모로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본토 경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차모로 전통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
는 삶의 과정은 인류학자들이 연구 주제와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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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면서도 동질적인 경험이다. 젊었을 때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현재 
바바는 차모로어로 학부 2학년을 다니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이
들은 문화적 정체성이나, 공동체의 정치적 자결권에 대해서도 더 의식하고 고
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면담 대상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도리스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리스는 반 필리핀, 
반 차모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그다지 고민
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누군가 물어보면, 자신은 ‘괌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
라고 한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른들은 영어 쓰기를 강조했고, 미국의 시민으로
서 자라기를 바랐다. 하지만 본토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미국 시민으로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본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었다고 한다. “넌 누구니(Who are you)?” “넌 어디에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혹은 심지어 “넌 뭐니(What are you)?” 이런 질문
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도리스를 고민하게 했고, 그 고민을 통해 지금과 같
은 차모로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니타는 어렸을 때
부터 자신의 언니와 함께 미국에서 자랐다. 두 사람은 차모로어로 종종 이야기
하곤 했는데, 이는 자신들만의 비밀 언어로 느껴졌고, 자신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회상한다. 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분이었
던 것이, 본토에 가서는 특별한 대화가 되었고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
었던 것이다. 차모로 전통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인물들의 바로 위 세대는 미국
으로부터의 수혜를 받고자 했던 세대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 
받고 자란 그 다음 세대는 오히려 본토에 가서 미국의 주류인 백인과는 다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2) 미국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 

본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괌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하
기도 해서 차모로 사람들은 각자 미국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
럼 보였다. 특히 차모로 전통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양가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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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고
자 하는 것이다.

차모로 전통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미국으로부터 괌이 받는 혜택과 지원
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지금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된 것에는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영향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차모로 전통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 문화에 완전히 교화되
어 ‘미국 시민’으로서 살고자 했던 바로 이전 세대와는 아주 다른 태도다. 이들
은 미국을 때때로 ‘현재 우리의 식민 통치자(our current colonizer)’라고 지칭
했다. 현재의 미국 교육 체계에서 극악하게 그려지는 일본과 그 위치가 크게 다
르지 않다는 인식이다. 

특이한 점은 미국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단순히 미국의 일정 측면들을 비
판하거나 칭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해 오히려 미국 체제에 저
항한다. 괌피디아는 차모로 시각에서의 주체적인 역사 서술과 교육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소수의 인원이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
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괌피디아는 그래서 미국 
교육과정 안에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차모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괌과 본토의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교
사는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모로 교육을 실행할 수 있고 학생
들은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차모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
바는 미군 생활을 하면서 미 정부의 행정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배웠다고 
한다. 바바는 이러한 행정 절차에 익숙한 것이 부흥운동가로서 자신의 강점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바는 자신이 직접 직조기술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직조기술자들과 여타의 차모로 전통 예술가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뒤 괌에 와서
도 미국계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현재 괌피디아의 총관리자
인 아니타는 자신이 배운 기술과 쌓아온 인간관계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
을 받고 괌피디아의 재무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모두, 미국적이지 않은 전통을 
만들고 미국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난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면서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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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교육의 결실과 미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원,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부흥운동 주체들의 차모로 문화 실천 방식

  1) 예술 

우리가 만난 부흥운동 실천가들 중에는 제이드와 바바를 포함하여 예술인들
이 많았다. 제이드와 바바는 지식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으로서 예술을 강조하기도 했다. 차모로 부흥운동에서 예술은 전통을 후대에 
전승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화가인 제이드는 인간 탄생에 관한 차모로 설화를 
벽화로 그리는 등 전통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다. 일정 중 제이
드는 우리에게 차모로어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그 중 한 곡의 가사는 차모
로 신화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고대 차모로어를 이용해 차모로 구전 신화를 
노래하는 곡이었지만 사실 이 노래는 90년대 이후 부흥운동가들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한다. 차모로 전통을 가르치고 계승하려는 예술가들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예술은 전통 문화를 가장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구축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개발과 혁신을 통해 젊은 세대에 전통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려 한다. 한 예로 차모로 문화 센터 SKC에서 만난 
화가 폴은 차모로 전통 도자기 문양을 그의 회화 모티브로 사용하되 감각적인 
색상과 3D 효과 등을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이 화가는 
“전통을 소재로 하지만 내 작품이 낡은 것으로 보이길 원치 않기 때문에 아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예술 분야에서의 개발과 혁신 노력은 바바와 마이클 등 직조술 장인들의 실
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조술 장인들은 전통 직조 기술을 계승하지만 더 
이상 직조술이 생필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장신구나 장식품, 미술 작
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실천은 예술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마이클은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형문화재 타이틀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에 있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직조술의 기존 전통의 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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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직조술에 현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우선 생활용품뿐 아니라 액
세서리나 장식품 등 예술성에 집중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작품에 전통적 재
료인 이파리와 함께 투명 플라스틱, 금속 구슬, 리본, 나일론 등 현대적인 재료
를 사용하기도 한다. 더불어 외국의 기술을 배우거나 장인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며 혁신을 추구한다. 이러한 개발과 혁신은 차
모로인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유연한 시각의 반영인 동시에 젊은 세대와 대
중에게 어필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고 계승하려는 예술가들의 전략이
다. 또한 이는 관광의 실천과도 연관이 있다.

 
 2) 관광
  
차모로 전통 부흥운동은 전통 문화를 관광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관

광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괌피디아의 운영진들은 “이제 차모로 역사를 
알면 돈이 된다. 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고, 이러면서 가치 인식이 된다”거나 
자신들은 “독특한 문화적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그를 통
해 영속적인 공동체를 꾀한다”고 말하는 등 전통의 관광 상품화에 반감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부흥운동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프파고 민속촌은 전통을 콘텐츠로 한 대표적 관광지이다. 원래 
이곳은 소금 만들고 코코넛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일하던 곳이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구경하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자 이곳에 
지붕과 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전통적 삶의 기술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현재는 주로 관광객과 차모로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교육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직조기술의 경우에도 장신구, 예술품을 만드는 데 직조기술을 응용하고자 
하는 것도 외부인, 즉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고 마이클이 설명했다.

그런데 전통 중에서는 관광 자원으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 대표
적인 것이 차모로 음식이었다. 차모로 전통 음식 식당 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차모로에는 향신료가 들어간 밥, 코코넛 밀크나 워터를 사용한 음식, 직접 사냥
한 산짐승이나 개고기를 먹기도 하는 등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존재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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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럼에도 전통 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은 거의 없는데, 바바
와 니콜 등은 이를 관광객이 차모로 음식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광 숙소가 몰려 있는 튜몬(Tumon) 지역에는 차모로 식당이 한 개 
밖에 없었다. 하지만 차모로인이자 전통 부흥운동가인 그들 스스로도 전통 음
식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음식은 다른 전통 요소들에 비해 차모로인의 삶에 여전히 많이 남
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특별
히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인식되지 않은 영역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 
부흥운동 주체들은 계승, 부흥시키고자 하는 문화의 부분을 선택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육 

차모로 전통의 정신적 가치 계승을 위해 전통 부흥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이 교육이다. 특히 차모로 정체성의 공유, 확산을 위해 언어와 역사 교육
이 강조된다. 괌 정부 산하의 역사보존청에서 대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앤드
류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자주 말했으며 특히 차모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
으로 언어를 강조했다. 괌피디아의 사람들도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모습이었
다. 직장인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영향권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등 어린 세대에게 큰 기
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 나이든 
세대들의 지식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어른들의 목소리(Voice of 
Elders)”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아직 유지하고 있
는 나이든 세대와 어린 세대를 연결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부흥 주체들은 교육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젊은 세대에 전통 문화를 알려야 한
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상의 예술, 관광, 교육 영역에 걸친 전통 부흥운동들은 모두 차모로 젊은 
세대 혹은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차모로 부흥운동은 
전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화 부흥을 위한 기반을 닦는 단계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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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활동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자생적으
로 활동하기에는 경제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활동에 자원이 많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샤론이 설명하기에 괌피디아 프로젝트는 초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만 1백만 달러의 투자가 들어갔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받
아야 했다. 괌피디아는 비영리단체로서 제공하는 정보와 활동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보고서를 정부
에 제출한다. 직조 등 전통 예술에서는 정부가 마스터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역
할을 하고 있지만 바바 등 장인들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이에 몇몇 부흥운동가들은 직접 나서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기금을 마련하
는 등 자체적으로 전통을 부흥시키기 위한 적극적 실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바바의 경우 공예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 행정 절차
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처럼 부흥 주체들의 운동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통 문화 실천가들의 말에 따르면 관광과 차모로 문화
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투자를 받기 수월해져 가는 면이 있다고 한다. 이는 
차모로 전통을 관광 및 예술과 연관시키는 것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환기인 
동시에 부흥운동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차모로 부흥운동은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 억압받은 전통 문화를 부
흥시키려는 운동이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모순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5. 부흥운동 주체들의 ‘차모로 문화’에 대한 관념적 인식

이번 장에서는 차모로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 주체들이 ‘문화’ 개념
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에 
대해, 차모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 공통되는 특성은, 그들이 ‘문화’라는 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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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연한 차모로 정체성: 자기인식과 언어 

먼저 차모로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괌에서 태어난 갈색 피부의 미크로네시
아인으로서 차모로 전통의 생활방식을 고집해나가는 사람이 차모로인일까? 운
동 주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차모로인이 되기 위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종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차모로라는 ‘자기 인
식’이다. 이들은 ‘차모로 스피릿(Spirit)’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어디에 있는 
누구이든 자신이 차모로라고 믿고 나름의 방식대로 전통을 실천한다면 차모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괌피디아의 직원들 중에는 순수한 차모로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괌피디아의 샤론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완전한 백인이다. 그럼에도 그
녀는 생각과 삶의 방식, 특히 그녀가 지닌 차모로에 대한 지식과 차모로어 실
력 등을 기반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바바는 그녀에 대해 “나보다 더 차모로인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백인인 그녀가 차모로인 직원들과 별다른 충돌 없
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이 덕분이라고 한다. 또한 괌피디아의 도리스도 아버지
는 필리핀 사람이지만 스스로 차모로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샤론과 비슷한 이
유를 통해 같이 일하는 ‘진짜’ 차모로들에 의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유연한 인식은 괌의 역사적, 환경적 특성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괌은 이미 여러 문화권의 식민 지배를 받아 왔고, ‘외부’의 영향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왔다. 차모로어에 융합되어 전해지는 스페인어, 현대
화된 생활방식은 그 단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관광명소라는 특
성으로 인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새롭게 정착하는 공간이 괌이라는 
섬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차모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차모로인의 경계
와 차모로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졌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 
인식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차모로라는 ‘자기 인식’ 즉,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 형성되고, 무엇
을 통해 드러나는가? 샤론이 인정받은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차
모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차모로어 구사 능력
이다. 전통 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서 앤드류의 경우 운동 주체들이 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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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
다. 마이클과와 같이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차모로어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고, 그만큼 전통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익히기 어려운 특
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모로어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차모로 전통
과 정체성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의 반증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어
가 단순히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수단은 아니다. 언어는 차모로 정체성을 형성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여겨지고, 실제로 운동 주체들은 차모로인끼리만 공유
되는 차모로어로 대화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2) 유연한 전통 개념: 가변성과 혁신의 추구 

예를 들어 24세기에 가서 “이것이 차모로의 자전거이니 앞으로 다시 
자전거를 타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다. 전통
은 흘러가는 것이고, 다시 거스를 수는 없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차모로이다. (They are traveling. they can't go back. You're l
iving in Chamorro culture right now.) 

- 아니타 인터뷰

유연한 문화 인식은 그들이 ‘전통’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위에 제시
한 아니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전통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계
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차모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하는지의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차모로인들이 현재 
살아가며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차모로 문화이므로, 외적인 모습보다도 그들
의 생각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것들과도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직조 장인 마이클과 화가 폴이 계속해서 혁신적인 작품을 고안해내고자 노력하
고, 이것이 주변의 문화 실천가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전통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차모로 전통이 변화하거나 현대화된다고 하여 전통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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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변화, 혁신은 전통적인 ‘정신’을 보존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이드가 들려주었던 노래는 신화와 같은 차모로 전통의 
콘텐츠를 담아 최근에 새롭게 만든 차모로어 노래로서, 전통의 현대화라는 부
흥운동의 정체성과도 걸맞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바바는 차모로인들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하는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소름’을 차모로 
정신이 잘 전달되는 것의 증거라고 했다. 이는 전통 예술의 현대화에 있어 완
벽한 전통의 반복된 구현보다 차모로인들을 고양시킬 차모로 ‘정신’을 잘 구현
해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3) '차모로다움'의 모색과 구성 

그들은 전통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연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차모로 문화 또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차모로다운 것'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례로 이나파마올릭(Inafa'maolek)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이것
은 괌피디아 사람들과 바바가 ‘차모로다운 성질’이라고 제시했던 것으로서, ‘호
혜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연구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이 ‘호혜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모로 문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이 많
은 역사학자 앤드류는 호혜성이 중요한 섬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본래 물건에나 쓰이던 ‘이나파마올릭’이라는 단어가 현대에 와서 그렇게 사용되
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곤프릴(Gondfrill)’이 
본래 호혜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단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이나파마올
릭’이라는 단어가 차모로 정신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최근에 부각되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호혜성이라는 특성 자체를 차모로 문화의 특징으로 
부각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은 최근의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차모로 문화로서의 중요도와 홍보의 정도도 문화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모로 문화 부흥운동의 과정과 그 주체들의 이야기에서 언어나 
역사는 차모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여겨진다. 예술은 차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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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혹은 전통 그 자체로서 차모로 문화를 알리는 데 중
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차모로 전통 음식은 가정에서 일상적으
로 먹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운동 주체들
에 의해 그다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과도 동떨어져 있다. 김치
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각광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차모로 전통 속에서 특정 영역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차모로 전통에서 무
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할지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운동 주체들은 차모로다운 정신, 차모로다운 전통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랫동안 괌에 실시된 미국화 정책 때문이다. 
오랫동안 미국은 괌 고유의 배경이나 토착문화를 무시한 채 미국에 기준을 맞
춘 교육들을 실시해왔고, 이 영향은 1970년대에 차모로 교육이 허용되었음에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차모로 문화에 치명타를 주었다. 차모로 문
화 부흥은 이처럼 차모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차모로다운 게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부흥 운동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한 문화 인식은 고민 속에서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통을 
모색하고 만들며, 개발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세계화와 함께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
다. 다양한 문화 집단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보통 기존의 문화를 이미 향유하고 있는 집단, 
즉 기성세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세대’라고 여겨지는 집단은 성장 단계에서 여러모로 기존의 생활 방식의 변
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아가거나 또는 아예 다른 생활방식을 경험하면서 자라
게 된다. 따라서 전통 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기존 세대와는 분화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차이가 종종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차모로 문화 부흥운동의 특이점은 오히려 비교적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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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와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첫째 이들
이 무조건적으로 미국문화와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교육받았던 
세대와는 차별되는 교육을 받고 자랐고, 둘째 타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괌 내
에서의 다양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상승했
을 것이라 유추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 문화의 실천은 예술, 관광, 교육의 측면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부흥운동가들이 문화와 전통에 대해 가지는 유연한 관념적 인식과도 상호
작용하는 것이었다. 예술은 전통 문화를 효과적으로 대중의 관심에 노출시킬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젊은 세대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혁신’을 비교
적 자유롭게 꾀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외부인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관광은 부흥운동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맞물
려 차모로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것에 공적인 정당성을 부여하여 정부의 지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젊은 차모로 세대에게 전통에 대한 공부를 하
고 문화적 실천을 할 경제적 근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교육은 문화적 정체성
의 ‘전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특히 부흥운동의 주체들이 
생각하기에 교육하기 어려운 기성세대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 젊은 성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은 부흥운동의 주체들과 동질적인 경험을 하고 사고를 
했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공적 교육 체계 아래에서 공략하기
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부흥운동의 주체들은 또한 문화 실천과 관련하여 문화는 유연하고, 전통은 
가변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 단절된 문화를 복구하고 새로이 
구성해 나가야 하는 이들의 고민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고, 다문화적인 괌의 상
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누가 차모로인인지 인종과 혈통의 논리로 구별짓
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언어는 전통 차모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차모로인이라는 
자기인식의 표상이다. ‘차모로다움’을 정의하기 위해 관계적 정의도 도입되었
다. 젊은 세대를 포용하기 위한 부흥운동의 주체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는 그러한 문화적 관념에 진심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차모로 문화를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며 현대의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녹여낼 수 있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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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일상적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었다.

앞서 지적했듯 연구 과정에서 차모로 문화부흥운동가들의 모습에서 인류학자
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반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들과 공명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만큼 차모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
력하는 모습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자아’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차모로 문화 
부흥운동과 관련해 한국의 문화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존재, 또는 
부재로 글을 끝마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
는 것이며, 한국의 젊은이들을 비롯해 ‘타인’과 접촉하는 모두가 다만 강도가 
다른 혼란을 거치며 경험하는 것이다. 즉 ‘나’와는 다른 ‘남’을 발견하고 그와 
대비되는 ‘나’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괌의 차모로 젊은이들
은 그 답을 자신의 ‘차모로다움’에서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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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감 ∥

김세린

처음 현지조사를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일정이 빡빡해서 힘들었지만 매 시
간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조사 둘 째날 바바
와 제이드의 트럭을 타고 달렸던 시간이다. 조원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괌의 풍경을 보는데, 날씨도 적당했고 풍경도 예뻐서 바람이 머리를 헝클어뜨렸지
만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 트럭을 타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계속 인터뷰 내용을 
듣고 받아 적고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깨달았다. 또한 시회 때도 말했지
만, 사람을 대할 때 기대를 해 봤자 소용없다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행동하는데, 바
바와 제이드가 우리에게 보여준 호의는 내 생각을 바뀌게 해주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을 청해도 되고 기대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
면서 처음 본 외부인들에게 한 없이 선물을 베풀어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멋있었다. 처음 현지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 하는 법, 사람들 말 듣는 법, 주제 정
하는 법 등 배운 점들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
로 바바와 제이드에게서 배운, 사람을 대하는 법인 것 같다. 바닷가를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답사였다.

김영상

날이 많이 추워지고 나니까, 얼마 전에 괌을 갔다 왔다는 게 이상해요. 괌의 더
운 공기를 떠올리면 현실감이 없어요. 갔다 오고 보니 수업 진도가 밀려서, 종강 
날까지 울면서 뒤쫓아 가느라 바빴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바빴다가 이제 
와서 돌아보려니까?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득바득 여기저기 다녔다는 것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방 나눠 쓰면서 친해졌다는 것도 새
삼 신기한 일이에요. 12월 말의 김영상이 이렇게 한가한 소감을 쓰고 있을 거란 
걸 안다면 괌에 있는 김영상이 상당히 분해하겠지만요, 진짜 덥고 힘들었는데. 그
래도 날이 많이 추워지고 나니까, 또 놀러 가보고 싶기도 해요. 저도 참 학습능력
이 없어요 허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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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연구 주제부터 답사할 장소와 면담자 접선까지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 
참 많았다.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지만 같은 조 선배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배운 것도 정말 많았다. 외국에서 인류학 필드를 한다는 것의 실제를 압축적
으로 체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큰 성과를 내려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뿐 아니라 체험하는 분야에도 한계가 있었다. 예컨
대 전통을 주제로 했던 우리 조는 계속해서 전통문화 부흥에 종사하는 차모로인만
을 만났다. 전통 외에도 괌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 관광이나 다른 국가들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매일 밤 다른 조의 연구 보고를 듣는 것이 다였다. 괌에 와서 
괌의 중요한 부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호텔에서 설명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 
답답했다. 일정 중 이틀 정도는 관광지, 전통 유적 등 각 연구 주제별로 대표적 조
사지들을 다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유일하게 다 같이 방문했던 미군
기지 역시 깊이 없는 투어에 그쳐서 실망했다. 스스로 일정을 짜서 조사를 다니는 
과정이 재미있긴 했지만, 학생들 힘으로 연구 허락을 받을 수 없거나 모두가 같이 
볼 만한 중요한 장소들은 학교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 전체 일정으로 잡아 주었으
면 좋았을 것이다. 한편 해외답사의 주된 목적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기능 중 하나
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선후배간 얼굴을 트고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답사에서는 조별로만 다니다 보니 그럴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

심현아 

운 좋게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작년과는 많이 
다른 답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에 괌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아 하루 
종일 그들을 만나고, 아침저녁으로 매일 세미나를 하며 필드노트를 작성했던 일련의 
과정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신나고 설레는 과정이기도 했
고, 무엇보다 나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다. 

언어의 어려움, 인류학과 나, 그곳에서 친해진 선후배들, 기름지고 커다란 음식, 근
처에도 못가 본 해변 등등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만난 
차모로 사람들이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들이 낯선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친
절과 호의, 함께한 추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값진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다
와 호텔이 있는 전형적인 휴양지로서 괌을 기억하겠지만,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차모
로 사람들의 터전으로서 괌을 만났다. 이번 답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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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

답사 마지막 날의 세미나에서 말했듯이, 인류학이란 어쩌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는 인류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상적인 세상을 다각도에서 바
라보는 것’이라며 멋진 척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던 제 자신이 조
금 부끄럽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류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래도 지금은 당장은 이런 확신이 드는데, 인류학자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담아내는 사람이 아닐까요? 5박 6일이라는 
기간 동안 차모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저는 그들의 것을 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인류학자로서 저의 
그릇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답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감사를 배운 것 같습니다. 괌 사람
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특히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시고 본인
들의 지식을 기꺼이 나눠주신 분들에게 가장 크게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답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또 이번 답사에서 감사한 것은 
저희 조 언니, 오빠, 동기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괌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보신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공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정한결

날씨가 추워지니까 괌 생각이 많이 난다.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밀려 있
는 공부나 과제를 걱정하며 잡생각이 많았다. 그때는 지금이라도 가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 기분이 좀 처져 있었던 나는 열정적인 친
구들 곁에 있던 덕에 그 에너지를 전해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었다.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여행이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적이 주어졌을 때, 전
혀 접점이 없는 사람들과 나는 그걸 촉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
해 내가 경험을 통해 쌓아놓은 관념의 벽 밖을 엿볼 수 있다. 허겁지겁 조사를 다
닌 5박 6일 동안 나는 같이 간 학우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과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었고 동시에 나의 내면까지도 잠깐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과정이 내내 
즐거워서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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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을 함께해준 사람들이 나는 무척 고맙다. 잡념 없이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알차고 엄격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주신 정향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우리 조가 하려는 걸 잘 이해해주시고 한 발 앞서서 도와주신 강
대훈 조교님께도 감사하고, 진행을 맡아 도와주신 다른 두 조교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다 바닥나도록 돌아다니며 괌을 돌아보고 와서 
글 마저 쓰느라 고생한 우리 조원들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던 괌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선물
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조윤하

먼 곳이 가까워지고 그 곳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웃고 떠들고 비를 맞고 까맣게 탄 얼굴로 서
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섬과 바다의 공기를 마시고 자란 친구의 노래를 듣는 것. 
바람에 휘날려 엉망이 된 서로의 머리를 놀리는 것. 멀리서 걸어오는 면담자가 여
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려 한참을 쳐다보는 것. 종으로 횡으로 엮어 짠 팔지를 보며 
누군가의 세계에 축적된 시간을 느끼는 것. 빽빽한 일정에 눈이 퀭해져도 몇 년 
후 돌아보며 흐뭇할 생각을 하는 것. 밤늦게 사온 피자가 맛이 없다고 타박하면서
도 다 먹는 것. 맥주를 마시고 말다툼도 하고 붉어진 얼굴로 연애사도 늘어놨다가 
다음 날이면 조금 부끄러운 듯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맵고 짜고 시고 달고 고맙
던 여섯 번의 낮과 다섯 번의 밤.

강대훈

본인의 소감은 아래의 시로 대신하고 싶다. 

그때에도 (신해욱)
나는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있다. 
누군가의 머리는 아주 길고 
누군가는 버스를 탄다. 
그때에도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있을 테지. 
그때에도 나는 
당연한 것들이 보고 싶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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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계 조 
김반석, 박승모, 이다영, 김학유, 이성은, 양한결, 장예린, 박재형

세부일정 ∥

10월 1일 답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조원들과 첫 회동을 한 뒤, 5일 뒤인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주간 총 3회의 조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10월 6일
에는 답사에 참여하는 모든 조들이 읽어야하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을 각
자 읽어오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관심 있는 세부 연구주제에 대해 생각해 오
기로 하였다. 괌은 마이크로네시아로 분류되지만,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원들은 이 책을 바탕으로 각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 읽어왔다.

사실 우리 조에는 기존의 ‘미군’이라는 주제를 제 1순위로 희망하여 온 경우
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만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미군을 통
해서 볼 수 있는 괌의 다양한 모습에 보다 주목을 하였다. 예를 들어 괌 주민
들의 정체성 형성,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 미군 범죄 및 성매매, 미군과 지역경
제 특히 미군부대 주변의 상업 및 유락시설, 미군에 대한 기억 및 인식, ROTC 
등에 대한 주제가 제시되었다.

10월 13일 두 번째 조별 세미나에서는 Catherine Lutz의 “US Military 
Bases on Guam in Global Perspective”와 Ronni Alexander의 
“Militarization and Identity on Guahan/Guam”을 미리 읽고, 각자 분량을 
맡아 발제하는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0월 20일 세 번째 조별 
세미나에서는 조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2~3개의 논문 혹은 책
을 찾아 정리하여 다른 조원들과 공유하였다. 이후 예린, 한결, 승모는 ROTC, 
성은, 반석은 반기지 운동, 학유, 다영은 환경 및 박물관이라는 개략적인 주제
를 바탕으로 세 개의 조가 편성되었고, 연구를 위해 현지인들과 연락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출국 일주일 전 전체 세미나까지 이와 관련된 현지인들의 연구
허락을 받기 어려웠고, 주제가 부족하다는 교수님의 말과 함께 우리의 연구 주
제와 연구 조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세 조는 다시 하나의 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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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직전까지 괌 박물관 설립위원장과 괌피디아, 태평양 전쟁 국립공원 등
과의 연락을 하다 11월 10일 괌에 도착하였다. 바로 다음날인 11월 11일이 
Veterans' Day임을 출국 전에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가 Bordallo 
Complex에서 10시부터 행사가 진행된다는 인터넷 뉴스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리고 11월 11일 우리는 다 함께 Bordallo Complex로 향했다. 괌의 유력한 정
치인인 James Bordallo의 이름을 딴 정부청사에는, 수 백명의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 현역군인, JROTC가 보여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청사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두 팀으로 나누어 태평양 전쟁 박물관과 태평
양전쟁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태평양전쟁 국립공원에 가던 팀은 폭우로 포기하
고 태평양 전쟁 박물관에서 다시 만났고, 박물관을 관람 한 뒤 그 곳을 운영하
시는 분과 다함께 면담을 진행하였다. 

11월 12일 우리는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봐야한다는 의지로, 일부는 스
페인의 식민지배를 보기 위해 괌에서 제일 큰 성당인 아갓냐 성당과 스페인 광
장에 방문하였고, 버스 환승을 기다리는 동안 괌 고등학생들과의 면담도 진행
하였다. 또 다른 팀은 미군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스킨스
쿠버 업체 사람들을 만나러 갔고, 미리 약속하였던 괌 대학교의 나티비다드 교
수와의 면담을 위해 괌 대학으로 향했다. 11월 13일 괌 답사에 참여한 모든 사
람은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방문했다. 몇몇의 예상처럼 공군기지의 구석구석 보
지 못하고, 아~무런 기밀도 찾을 수 없는 외곽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오후
에 성은/다영/승모/재형 조교님은 전통조와 함께 괌 피디아와 약속한 일정을 
수행하러 갔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들린 Carmen's Cha Cha Cha는 괌 주
지사의 맛집이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괌 주지사와 그의 아내는 정치인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과 점심 회동하고 있었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맛있는 멕
시코 요리를 즐길 수 있었다. 그 시각 다른 조원들은 교수님과 함께 맛있는 철
판요리를 즐겼다.

11월 14일 마지막까지 우리는 연구를 위해 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였다. 예린과 한결은 스페인의 영향을 보기 위해 일반 
성당을 찾아 나섰고, 학유와 반석은 일본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 누볐으며, 
성은, 다영, 승모는 괌의 주민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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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연구보고서 ∥

기지, 관광지, 성당, 그리고 차모로
- 괌과 외부세계의 관계: 스페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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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21년 스페인의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괌에 도착한 이후 서양에 
알려진 괌은, 1565년부터 지금까지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의 식민 지배를 거쳐 
왔다. 현재는 미국자치령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해오고 있다. 또한 매년 약 100만 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휴양을 위해 들르며, 외국인 관광수입은 미군과 함께 괌 경제의 주요한 축이다. 
그리고 괌 주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과거 스페
인의 종교였던 가톨릭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현재의 괌의 모습이 괌 현지인들 스스로
가 형성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식민 지배자들, 즉 스페인과 일본, 미국과
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성당을 지었고, 미국은 기지를 
지었고, 일본은 관광지를 지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나라와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괌과 이들 세 나라, 즉 미국과 
일본, 스페인의 관계를 역사적 배경과 현재 괌 사회에서의 그들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 괌 현지인들, 특히 차모로인들이 어떻게 인식하
고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세 국가
의 식민지배에 대해 역사서적과 괌 사람들은 어떻게 서술 및 기억하고 있는가? 
둘째, 각 외부세력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의 괌에 영향을 남기고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가? 셋째, 이 속에서 괌 사람들 특히 차모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
떻게 위치 짓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
재의 괌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으며, 괌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기억하
고 현재의 괌을 이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일정

우리는 본 연구를 위해 참여관찰과 면담을 실시했으며, 이 외에도 괌의 역사 
교과서 및 역사 관련 출판물, 인터넷 기사, 기존의 선행연구 등 다양한 문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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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였다. 이를 위해 답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조원들은 다 함께 혹은 세
부 조로 나누어 본 연구에 필요한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각 일정별로 
진행했던 주요 세부 연구주제 및 연구현장은 다음과 같다.

날짜 세부 연구주제 연구현장 활동내용

11.11
(수)

미군과 괌의 관계

재향군인의 날 행사 
(Veteran's Day Ceremony) 

참여관찰 및 
JROTC 면담

태평양전쟁 박물관
(Pacific War Museum)

관찰 및 
운영자 면담

11.12
(목)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과 
역사서술

서점 베스트셀러(Bestseller) 역사서적 수집

스페인과 괌의 관계

스페인 광장
(Plaza de Espana)

아가냐 대성당
(Dulce Nombre de Maria)

관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 
및 미국, 일본에 대한 인식

아가냐 쇼핑몰
(Agana Shopping Center)

스쿠버다이빙 업체

괌 학생 및 주민 
면담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 및 
미국과의 관계 및 인식

괌 대학교
리사 나티비다드
(Lisa Natividad)

교수 면담

11.13
(금)

미국 및 일본과 괌의 관계
앤더슨 공군기지

(Anderson Airforce)
참여관찰 및 면담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 및 
미국에 대한 인식

스페인 광장
괌피디아(Guam
Pedia) 직원 및 

역사가 면담

11.14
(토)

일본과 괌의 관계
마이크로네시아몰
(Micronesia Mall)

일본인 관광객 면담

스페인과 괌의 관계

블레스 디에고 루이드 
산 빅토르 성당

(Blessed Diego Luisde San 
Victor Church)

성 안토니-빅토르 성당
(St.Anthony-St.Victor

Church)

참여관찰 및 면담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 및 
미국에 대한 인식

RECON 2015 행사장 괌 학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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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화요일부터 11월 15일 일요일까지 진행된 답사 일정 중에서 우리
는 11일 수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이때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미국, 스페인, 일본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괌에 남아있는 각
각의 영향을 찾아갔다. 우선 이 세 나라에 대한 괌의 역사 교과서와 역사 출판
물에서의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괌 프리미어 아울렛(GPO)에 위치한 서점인 
‘베스트셀러(Bestseller)’에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괌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참
고하며 이들 세 나라에 대한 역사적 서술의 경향성을 찾아보았다.

괌 대학교의 나티비다드 교수 면담과 괌피디아 직원 및 역사가 면담을 제외
한 모든 면담은 비공식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연구 대상자에 따라 
영어 혹은 일본어로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는 괌의 식민지배와 미국령이라는 
괌의 현재 지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억과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괌의 일반
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방과 후 쇼핑몰에 놀러 온 
고등학생,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등과의 면담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현재 일본
과의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관광업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거리 혹은 버
스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들,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들, 그리고 일
본계 관광업체의 에이전트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2. 본론

  1) 미국

현재의 괌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미국이다. 우선 괌 자체가 행정구역상으로 미국의 영토이고, 괌 주민들도 불완
전하나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10)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은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문화와 
이데올로기,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괌 사회에 이식되어 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의 괌의 모습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0) 미국의 시민권은 가지되, 대통령선거 투표권 등 정치적 권리는 상당 부분 제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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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괌에 주요 미군 기지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미국의 영향
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미군은 역사적으로는 괌을 일본의 억압으로
부터 해방시켜 준 구원자로서, 그리고 현재에는 사실상 괌 사회 내의 최대의 
고용주로서, 그리고 교육과 훈련, 경제적 이익을 책임져주는 기관으로서 괌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미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괌 사회 내부에서 드러나
고, 어떻게 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미국과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
는지를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실시한, 미군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역사적 기억

미국의 식민지배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이 미국-스페인 전
쟁의 승리의 결과로 괌을 넘겨받는 1898년부터 일본이 괌을 점령한 1941년까
지,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전하기 직전인 1944년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현재 괌의 대부분의 역사 서술에서 초점이 되는 시기는 2차 대
전 이후의 기간이다.

1898년 파리 조약의 결과로 괌이 미국령으로 귀속되었는데, 당시 스페인이 
북 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독일에 팔면서, 괌은 인근의 여러 섬들과
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단절되었다.(Natividad and Gwyn 2010) 당시에는 미
국 정부가 아닌 미 해군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정치적, 문화적 배
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억압적인 통치를 시행했다. 그들은 토지 소유와 주류 
판매, 결혼, 세금, 농업,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그리
고 미국인과 차모로인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차모로 책을 모아 불태우고, 전통 
언어와 휘파람 불기, 밤 10시 이후 춤추기 등을 금지시키는 등 차모로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상당 부분 억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역사책에서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매우 짧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스페인
으로부터 괌을 넘겨받는 과정에 ‘acquire’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식
민지배’가 아닌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지배권을 넘겨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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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의 역사 서술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해방
자’로서의 역할이다. 역사책에서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의 통치 행위
에 대해서는 매우 극적이고 잔인하게 묘사하면서, 미국이 다시 돌아와 잔학한 
일본으로부터 괌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매우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를 기
념하기 위해 매년 해방기념일(Liberation Day) 행사가 열리며, 일본으로부터 
괌의 운명을 구해준 미국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는 
베테랑의 날(Veteran’s Day)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괌의 자유를 위해 싸워준 퇴역군인, 나아가서는 미국과 미군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게 된다.

그러나 괌에서 주류를 이루는 이러한 역사 인식은 결국 승자인 미국에 의한 
역사 서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괌 대학교(University of Guam)의 교수인 
리사 나티비다드(Lisa Natividad) 교수는 연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미국
에 의한 세뇌(brainwashing)라고 표현하였다.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내세워 이를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
입함으로써, 자신들의 현재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42년 이전 미 해군의 잔학한 통치나, 일본이 괌에 침공하기 전에 
괌에 주둔하던 미군이 전원 철수하여 괌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둠으로써 일본의 
식민지배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배제되어 있다. 그렇게 미국은 
괌 사람들의 구원자로 등장하였고, 그 이미지는 실제로 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실제로 연구자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괌 사람들은 미
국이 괌을 구해 주었다는 사실에 동의했으며, 차모로 전통의 부흥을 외치는 사
람들조차도 미국 역시 또 하나의 침략자라 언급하면서도 해방기념일
(Liberation Day)은 ‘해방’이 맞다고 긍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역사
인식을 세뇌하는 작업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2)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에서 드러난 미군의 이미지

재향군인의 날은 11월 11일로, 원래는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여한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다. 이 날에는 미국 전역에서 재향군인들을 위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괌에서도 괌 지방정부 주최로 공식행사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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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단순히 재향군인들을 기념하고 위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괌에서 미
국과 미군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에 대한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을 의미하기에 상당히 흥미로웠다.

우선 국기의 배치나 국가 연주 순서부터가 이곳이 미국에 종속된 자치령이라
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주한미군 기지와 같이 동맹국에 위치한 기지에
서는 동맹국의 국기가 왼쪽에, 성조기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공식 행사에서도 
동맹국의 국가가 먼저 나온다. 그러나 괌의 행사에서는 성조기가 괌의 깃발보
다 왼쪽에 있었고, 미국 국가가 먼저 나온 뒤 괌의 노래가 나왔다. 이것부터가 
괌이 미국의 점령지로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미국 
국가를 차모로인 가수가 부르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었다.

연설의 내용에서도 미국이 괌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세계 평화를 위
한 미국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이상에 괌 주민들이 협조해 주기를 촉
구하는 내용이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I am proud of being American’이라
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순서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순서들을 통해 괌 사
람들에게 ‘미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
나는 듯 보였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과의 전투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재향군인이 나와 모종의 선서 같은 것을 시키는 순서도 있었는데, 그분을 소개
할 때 그 당시 일본과의 전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것 또한 미국에 대
한 역사적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였다. 이렇듯 재향군인의 날 국가 
행사에서는, 재향군인의 날 본연의 의미뿐 아니라 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미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주입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주니어 ROTC와의 인터뷰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는 현지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니어 ROTC(이
하 JROTC) 프로그램의 단원들이 참가하여 의장 시범 등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당시 사회자는 이들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
들”이라는 식으로 소개하였다. 미국이 괌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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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연구팀은 이러한 JROTC 프로그램이 
미국이 괌에 미치는 군사적인 영향력을 잘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라고 보았고, 
JROTC에 속한 단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지배에 대해 괌 현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후 
몇 명의 단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JROTC에 입단한 동기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한 단원은 “다른 선택지
가 없다(We have no choice)”고 답했다. 그리고 JROTC에 입단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
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래에 대학에 입학할 때나 특히 
군에 입대할 때 도움 혹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점은 미군기지가 괌 현지인들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됨
을 잘 보여준다. 관광업 외에는 달리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기회와 경제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스
럽게 괌 사람들이 미국에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미군에 
입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미군에 
입대하는 것은 신분상승의 기회, 가족 부양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이들
에게 있어 미군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한편 JROTC 단원들과의 인터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군의 훈련 프로그램
을 받고 장차 미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의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그
리고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정작 미국에 대한 충성심
은 없다고 한 점이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뷰한 모든 단원들은 ‘미국에 대한 충
성심(loyalty)’이 있냐고 물은 연구팀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아니오”라고 대답
하였다. 이는 비록 그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미군에 입대하고자 하지만, 이
는 철저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차모로인, 혹은 괌의 현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양보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나티비다드 교수는 이 부분
과 관련하여 차모로인들이 민족적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가 매우 강하
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기회들을 이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아
이덴티티를 분명히 지켜 나가고자 한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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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미군의 존재는 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
이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괌을 이용한다는 군사적 차원의 목적 이
외에도, 괌 역내의 실질적인 최대 고용자로서 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는 점에
서, 괌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미국이 괌을 구해주었다는 취사선택된 역사적 기억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그 기억은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을 통해, 그리고 각종 정부 행사나 
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면서 괌 사람들의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
식적인 측면 모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괌의 주민들 및 JROTC 단원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그들에게 미국을 
일본으로부터의 ’구원자‘로 인식하는 역사적 기억이 주조 혹은 세뇌되기는 하였
으나 그것이 미국에 대한 애국심(patriotism)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미
국 시민권자가 맞으며 미국이 좋은 이유로는 그 민주주의적 체제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등의 정치적 이유를 제시하고는 하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
에게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음에는 무심
하였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들이 ’미국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괌의 주민들에게는 괌에서 태어나는 순간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이 주는 혜택들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스스로를 미국 시민권
자로 정의하며 미국의 체제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이 되
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에 그냥 배워온 대로 대답할 뿐인 것이며 애국심이 
강하지 않다. 다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미국과 그들이 주는 특혜에 관심이 있
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차모로계 미국인‘, '필리핀계 미국인’ 혹은 ‘팔
라우계 미국인’ 등으로 소개하지만 이 때 미국인이란 미국 본토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괌 사람(Guamanian)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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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페인 

1565년, 스페인의 장군이자 필리핀 총독을 지내던 레가스피(Miguel López 
de Legazpi)가 괌의 스페인 영유를 선언하고, 괌은 약 333년 동안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다. 스페인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괌을 지배하면서 강압적인 식
민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가톨릭’ 종교를 중심으로 괌 주민들에게 그들의 영
향력을 행사했다. 초기 가톨릭은 차모로들에 의해 많은 저항을 받았지만, 말미
에는 대부분의 차모로인들이 가톨릭 이념을 내재화하여 ‘차모로인은 곧 가톨릭 
신자’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이후 일본, 미국 등 다양
한 외부세력이 괌을 스쳐지나가면서 크리스천 교회의 다양화, 가톨릭교회 내 
민족 다양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괌 주민들의 일상 속에는 가톨릭 문
화가 깊게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괌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스페인의 모습을 
종교를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하였다. 스페인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괌의 역사 
서적들이 스페인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고, 
이후 괌 곳곳에 남아있는 스페인의 영향을 포착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장
에서는 괌 서적이 스페인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 그리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포
착한 스페인의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스페인에 대한 흐릿한 기억, ‘잔상’

괌의 고등학교에서 괌 역사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책 중 하나인 로버트 로저
스(Robert F. Rogers)의 『Destiny's Landfall(1995)』은 1521년 마젤란이 괌에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괌의 역사를 서술한다. ‘landfall11)’이라는 제목은 마젤란, 
즉 한 서양인이 괌이라는 섬의 존재를 발견했던 역사를 강조한다. 괌 사람들이 
아닌 식민자의 시선에서 본 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서술에 대해 ‘식민 지배자들에 의한 괌의 역사’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마젤
란의 도착으로부터 괌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스페인이 괌이라는 땅을 발견하
기 전부터 괌에 정착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를 생략해 버리기 때문이다. 

11) 육지의 첫 발견, 처음 발견한 육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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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에서 이와 같이 괌의 역사를 사실상 스페인 점령기부터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점령기에 대한 역사적 관심은 많지 않다. 괌 프리미
엄 아울렛에 있는 현지 서점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초점을 
맞춘 역사책들이 많았으며 꽂혀 있는 역사책들 속에서 스페인 시기에 대한 서
술은 많지 않았다. 이에 관해 현지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본 결과 스페인은 
“우리에게 무관심했으며, 스페인은 차모로인들에게 잔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 스페인은 실제로 초기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
하지 않았으며 스페인 지배자들이 모계제인 차모로 사회에서 차모로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결혼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서 영토를 얻고 종교를 성공적으로 퍼뜨
린 바 있다. 

또한 스페인 점령기간 동안 전염병 등으로 차모로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긴 
했으나, 그것은 식민 지배자들이 일부러 괌을 지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퍼
트린 것이 아니었으며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가장 긴 
식민 지배기간에도 불구하고 괌 사람들은 그 기간에 대해서 잘 기억해내지 못
하며, 오히려 자신들과는 먼 존재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은 주로 가톨릭 관계자들이었다. 스페인 점
령기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역사책을 괌 프리미엄 아울렛의 서점에서는 찾
아볼 수 없었지만, 아가냐 성당의 기념품점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서
적을 참고하면서, 스페인의 문화 속 영향력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크게 언어, 
건축양식, 음식, 종교를 통해 이를 볼 수 있었다. 

  (2) 문화 속에서 조용히 다양하게 드러나는 스페인

  가. 언어

스페인 식민 통치 이전의 차모로어 관련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
달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차모로어 자체는 타갈로그(Tagalog)어와 같은 필리핀 
제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모로어 기록이 시작된 것이 알파벳을 
차용한 시점이라는 자체에서 스페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흔적이 두드러지는 것은 차모로어의 어휘들이다. 스페인 등의 서구 여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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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과 제도 등을 구분하는 말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스
페인어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현재 차모로어에 남아있는 낱말은 
스페인어의 형태와 의미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매우 많다. 현재는 이 
스페인어 계통의 차용어를 없애고 대신 순수 차모로어계통의 낱말을 부활시키
려는 언어순화운동이 있다. 최근 차모로 문화에 대한 부흥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건축 양식

괌의 해안가에는 빨간 지붕과 네 개의 하얀 기둥을 특징으로 하는 작은 구조
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구조물은 ‘siesta shed’로서,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스페인 건
축 양식으로는 세 개의 석조 아치문이 있다. 이 문은 스페인 통치 시기 군수물
품 저장창고이자 군사들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Almacen’으로 향하는 입구로
서 괌에 처음 세워졌고, 이후 다양한 건물들의 입구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
다. 현재 ‘Almacen’은 소실되었지만 아치 입구는 스페인 광장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 앞에 안내문에서는 이 세 개의 아치문이 괌에 남아 있는 스페인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하고 생생한 것들 중 하나라고 서술(“An important and 
picturesque element of what remains of the Spanish influence on 
Guam are the three stone arches”)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건물뿐만 아
니라 정부청사의 건물 자체가 스페인 양식을 따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오래 
전에 지어진 정부청사와 같은 공식기관을 비롯하여 해안가의 빨간 지붕 건축
물, 다양한 건물의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세 개의 석조 아치문 등 괌의 일상적
인 건축물들에도 스페인의 영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음식 

현재 남아있는 차모로족의 음식문화는 그동안 괌을 지배했던 스페인,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음식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음식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레드 라이스(Red Rice)를 들 수 있다. 레드 라이스



128

는 차모로 토속 음식점에서 차모로의 전통 음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Proa’나 ‘Terry's Local Comfort Food’ 등의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레드 라이스는 아쵸떼(achote)라는 씨에서 추출한 붉은 색소로 색과 맛
을 낸 음식이다. 쌀은 수백 년 동안 차모로인들의 주식이었지만 아쵸떼를 이용
하기 시작한 것은 스페인의 영향이었다. 스페인의 빨간 해물밥(빠에야, Paella)
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레드 라이스는 종종 베이컨, 양파, 마늘, 완두
콩 등과 함께 요리해서 먹는다. 이외에도 음식을 만들 때 다양한 소스를 사용
한다는 것도 스페인 요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라. 종교 : “CHAtholic”

차모로인들은 그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가톨릭’을 꼽는다. 괌 관
광청이나 괌피디아와 같은 괌을 다루는 공인 기관에서 차모로 문화의 중요 요
소로서 가톨릭을 꼽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는 데에 있다. 투몬(Tumon) 지역의 블레
스 디에고 루이드 산 빅토르 성당(Blessed Diego Luisde San Victor 
Church), 그리고 타무닝(Tamunig) 지역에 위치한 성 안토니-빅토르 성당(St. 
Anthony- St. Victor Church) 두 군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괌 주민
들 특히 차모로인의 일상 속에 가톨릭이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괌의 가톨릭 문화가 단순히 스페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차모로 고유문화와 
접하는 지점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괌의 
가톨릭 문화를, 차모로(Chamorro)와 가톨릭(Catholic)을 합친 ‘차톨릭
(CHAtolic)’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차톨릭(CHAtolic)의 모습은 커뮤니티의 규모
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a)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괌에는 19개의 차모로 부족(마을)이 존재하는데, 각 마을마다 성당이 하나씩 
존재하여 마을 주민들의 결집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차모로인
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성당에서 일상의 다양한 의례들을 진행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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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식, 장례식 등이 성당에서 진행되는 것은 흔히 찾아볼 있는 풍경이다. 이러한 
일상적 풍경들은 대개 미사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연
령별로 나뉘어 교리 교육을 받는다. 블레스 디에고 루이드 산 빅토르 성당을 
방문했을 때 마침 교리 공부를 하고 있던 청소년부 아이들과 교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차모로인들과 같이 그들은 모두 유아세례를 받은 상태였다. 
자원봉사로 교리 교육을 하고 있던 교사는 ‘아이들은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have to know their history)’라고 말하며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성인과 
관련된 역사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레스 디에고 루이드 
산 빅토르 성당의 경우 가톨릭에 대한 반발심이 강하던 시기에 괌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 하나인 성 디에고(St. Diego)를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 교리 교육을 
하는 동시에 괌과 차모로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즉 차모로인들은 
1차 교육기관으로서 성당을 둔 채, 각 마을의 성당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성인
의 역사를 배우면서 스페인 등 외부 세력이 괌에 들어온 역사를 배우게 된다.  

 성당이 마을 주민들을 결집하는 장소로 기능하는 결정적 이벤트는 ‘피에스
타(Fiesta)’이다. 괌은 매 달 다양한 피에스타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각 마을의 성당이 모시는 성인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
에 모든 피에스타는 열리는 장소도, 기념하는 성인도 마을 단위로 구분되지만, 
9일 전부터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축제를 준비하며, 축제 당일에는 성당으로의 
행렬을 진행하고 미사를 드린 후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모
든 성당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피에스타의 절차다. 성 안토니-빅토르 성당의 
피에스타 역시 타무닝(Tamunig) 지역 단위로 개최되며, 피에스타가 한창일 때
는 성 안토니우스의 동상을 든 채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길가가 가득 
찬다고 한다. 다만 피에스타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성당에 가거나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에서 조용하게 이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펀드레이징(Fundraising)과 같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커다란 행사 또한 성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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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큰 규모의 커뮤니티

괌의 가톨릭은 각각의 차모로인 마을 단위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괌이라
는 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괌은 공식적으로 가톨릭 국가이며, 인
터뷰를 진행한 차모로인들도 그들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라는 생각을 공유하
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괌의 각 성당은 그들만의 성인을 모시고 있으
며 피에스타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수도인 아가냐 대성당의 피에스타
는 괌 전국의 성당을 비롯하여 모든 가톨릭 단체와 학교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아가냐 대성당에는 산타 마리아 카말렌(Santa 
Marian Kamalen)이라는 마리아 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기존 가톨릭의 마리아 
상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괌 주민들에 의해 매우 신성시되어 괌 전체
의 성인으로 여겨진다. 관련 설화에 따르면, 한 어부가 물 위에 떠다니는 성상
을 발견했는데, 이 성상은 양 집게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금빛 게(crab)에 의
해 보호받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아가냐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는 성상은 파
도와 금빛 게 위에 마리아 상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산타 마리아 카
말렌이 괌 전체를 수호해준다는 믿음을 통해, 가톨릭이 마을 커뮤니티를 결집
시켜주는 역할을 뛰어넘어, 섬 주민 전체를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성당은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괌 전체로 확장
되어 하나의 사회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 안토니-빅토르 성당에 방문했
을 때 마침 대표적인 가톨릭 조직인 ‘Catholic's Daughter of the Americas’
의 멤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괌 지부
를 따로 가지고 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학 교육을 비롯해 무료 급식 
사업 등의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가톨릭을 중심으로 생긴 
커뮤니티는 각 마을 뿐 만 아니라, 괌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직의 역할
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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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지금까지 스페인의 영향을 역사, 언어, 건축 양식, 음식, 종교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스페인은 괌을 식민지적으로 지배한 첫 외부세력이었다. 이들이 지배했
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괌 사람들에게는 그저 ‘잔상’처럼만 남아 있는데, 그것
은 이들이 스페인에 관련해서는 마젤란이나 가톨릭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더 이상 예전처럼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페인이 차모로 문화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중 차모로의 삶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종교다. 종
교는 괌에서 단순히 가톨릭이 아니라 ‘차톨릭(CHAtolic)’으로 부를 수 있을 만
큼 토속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스페인의 문화는 그 특유의 유화 통치 및 적극
적 결혼 정책을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괌의 기존 문화와 적절히 융합되어
왔다. 그 결과 음식, 건축, 언어, 종교 등의 문화 영역에 있어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큰 자각 없이 그저 차모로 전통 문화의 일부라고 인식하
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문화의 혼종(hybrid)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괌에 처음 도착했을 때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매우 많았
다는 것이었다. 또한 시내 곳곳의 표지판이나 가게들마다 일본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호텔에도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상품 광고가 굉장
히 많았고, 아예 일본인 관광객을 응대하는 일본인 관광 에이전트가 따로 있었
다. 쇼핑몰이나 관광지에도 일본인 점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는 현지인 
점원들도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괌의 관광산업이 일본인을 주 타깃으로 하여 발달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
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괌 사람들 입장에서 과거에 자신들을 
잔학하게 침략했던 일본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관광을 오는 것을 어
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었다. 얼핏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현지



132

에서 관찰한 바로는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이 곳곳에
서 눈에 띄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인 관광객들과 쇼핑몰에 근무
하는 일본인 점원, 현지인 점원, 그리고 일반 현지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과거 일본의 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기억과 현재 관광 산업 등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모순을 파악하고자 했다. 

  (1) 역사적 배경과 일본에 대한 기억 

1898년 미국이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괌의 통치권을 빼앗은 이후 괌은 미국
의 점령지로서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오고 가는 배들의 정거장 역할을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으로부터 빼앗았던 북 마리아나 제도와 함께 
괌이 태평양의 일본 점령지가 된 이후, 괌을 포함한 태평양 지대는 일본과 미
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권력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22년 워
싱턴 해군 회의(Washington Naval Conference) 당시 태평양 이해당사국들 
간에 태평양 지역 섬들의 요새화 금지를 결의한 후 미국은 괌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1941년에는 카테고리 F등급을 매겼고, 일본의 위협이 가시화 
된 이후에도 전력 보충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Rottman 2014: 12-19).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발생 이후 진주만 폭격에 이은 1941년 12월 8일의 일
본 군대에 의한 괌 침략(The First Battle of Guam)과 일본에 의한 괌의 점령
으로 이어졌다. 일본에 의한 괌의 점령은 1944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벌어진 제2차 괌 전투에 의하여 미국이 괌을 재점령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괌
의 토착민 차모로인들은 점령지의 적으로 취급 받아 혹독한 처사를 당하였다. 
차모로인들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노동, 가족분리, 감금, 사형, 강제 수용, 강
제 매춘 등의 수모를 겪었다. 전쟁 및 일본의 점령 기간 동안 당시 괌의 인구 
10% 정도에 해당하는 20,000 명이 죽었다고 추정된다(Rottman 2004; Gruhl 
2007).

실제로 서점에서 본 역사책에서의 서술과 태평양전쟁 박물관(Pacific War 
Museum)에서 일본에 대한 기억은 부정적이었다. 역사책에서 일본의 식민기간
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잔학한(brutal)’, ‘강제노동(forced 
labor)’이었다. 일본과 관련된 역사서술은 이들이 차모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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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죽이면서 괌을 식민통치했으며,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배기간은 3년으로 매우 짧은 기
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해 굉장히 방대하고 집중적인 역사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서점에서는 스페인이나 미국의 괌 점령기간에 
대한 책은 따로 팔리지 않지만, 일본의 지배기간에 대해 다룬 책은 따로 판매
되고 있었다. 특히 토니 팔로모(Tony Palomo)의 『An island in agony(198
4)』에서 일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책의 겉표지 아래에는 “2차 
대전 동안 적에게 점령되었던 유일한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한 오싹한 이야기
(A haunting story of the only American territory occupied by the 
enemy during WWII, including search for six American sailors)"라는 문
구가 적혀있다. 여기서 적(the enemy)란 곧 일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의 저자
인 토니 팔로모는 기자출신의 저명한 괌의 역사가이자 정치인이다. 

박물관에서도 역시 일본 식민지배 기간과 관련된 2차 대전에 대해 주목한다. 
태평양전쟁 박물관은 “천황 폐하 만세(banzai)”하는 모습이나 전쟁 패배 후 일
본군이 처참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괌에서 면담을 진행한 대부분의 차모로인들은 전쟁의 기억과 일본인에 대하
여 같이 질문하면 “일본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basically do not have good feeling about Japanese people)”고 답을 하
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전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억에 근거하
였다. 그러한 기억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부터 구전으로 이야기를 듣거
나,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으로 형성된다.

일본계 스쿠버 다이빙 업체에서 다이버 및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 피터
(Peter) 씨는 2차 대전 당시 차모로인들은 “일본인에 의해 죽을 예정이었던 사
람들(supposed to be killed by Japanese)”이라고 하였다. 그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당시 일본인들은 차모로인들을 가혹하게 학대하였다(Japanese 
mistreated Chamorro people very harshly during colonial period)”고 
하며 그가 기억하는 학살 사건 하나를 소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재 일본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레오팰리스 리조트(Leopalace Resort) 옆에는 산
이 하나 있는데, 해당 산에서 다수의 차모로인들을 일본인들이 일시에 학살하
였다고 한다. 산의 동굴에 수많은 차모로인들을 몰아넣은 후 폭탄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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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을 무너뜨려 생매장시켰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 의한 학대를 묘사하며 지속적으로 제국주의 일본 하의 지배에 

놓여있던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그들이 받았던 학대의 정도를 심하게 
묘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필리핀, 한국 그리고 괌의 국가에서는 북마리
아나 제도나 팔라우 등의 미크로네시아 점령지보다 심한 학대가 행해졌다고 강
조하였다. 이는 일본 점령기 당시 1차 대전 이후부터 줄곧 점령지였던 북마리
아나 제도의 차모로인들이 괌 점령 당시 일본군의 통역으로서 일본점령을 도왔
던 것에 대한 반감과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 

  
  (2) 괌에서 관광을 통해 발견되는 일본의 모습 

  가. 괌의 관광산업의 역사와 일본

‘괌에 왜 일본인 관광객이 많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몇몇 연
구 참여자들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대
신했다. 실제로 괌의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일본인 관광객들 때
문이었다고 한다. 괌피디아 사이트에 따르면 괌에서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태
동한 것은 1970년대였는데(Salas 2014), 어떤 일본인 연구 참여자는 이를 당시 
일본이 한참 경제호황을 누렸던 것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즉, 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누리면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관광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지 중 하나가 일본에서 비행기로 불과 
세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괌이었던 것이다. 1967년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최초의 항공편이 취항한 이후로(Salas 2014), 여러 항공사에서 괌
으로 가는 항공편들을 개설했고, 호텔들을 필두로 한 일본의 관광 자본들이 본
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70~80년대
에는 관광객 숫자의 거의 90%가 일본인들이었다고 하며, 이후 한국, 대만 등에
서도 관광객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도 여전히 전체 관광객의 60% 가량이 일본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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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본인 괌 관광의 두 가지 특징 : 추모관광과 휴양객 천국

일본인들이 괌에서 주로 찾는 관광지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는데, 2차 대전 전쟁유적을 돌아보는 추모관광과, 해양레저와 쇼핑 등을 즐기
는 전형적인 휴양지 관광이 그것이다. 

괌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가까운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실제 2차 대전 당시 3
년여 간 일본이 점령했던 기억이 있는, 역사적인 기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일본인이, 북서 태평양의 여러 섬들 중 유독 괌에 
많이 가게 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역사적 연결고리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괌 
곳곳에는 태평양전쟁 당시의 유적과 기념물들이 남아 있다. 아가냐 근처의 이
곳저곳에는 2차 대전 당시의 전적지가 남아 있고, 비록 미국인에 의해 만들어
졌긴 하나 태평양전쟁 박물관도 세워져 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곳에는 일본에서 세운 태평양전쟁 위령탑이 있
다. 이곳에는 여러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들과 공물들
이 바쳐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유적지들에서 주로 드러나는 것은 일본이 괌 원주민들을 
상대로 벌인 잔학한 식민통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쟁 자체의 잔혹함
을 강조하고 평화를 기원하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러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를 취하는 양상이다. 일본이 세운 위령탑에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인이 세웠다고 하는 태평양전쟁 기념관에서도 전쟁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서술과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고, 정작 전쟁 과정에서 가장 잔혹하게 
희생당한 차모로인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위령비에 바쳐진 메시지들을 
보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신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대부분이었고, 관광객들에게 전쟁유적 방문 후 어떤 것들을 느
꼈는지 물어보았을 때에도 전쟁 자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
달았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이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 원폭투하 기념관에서 
나타나는 일본인들의 추모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적지
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 연령층이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장년 세대 
혹은 수학여행 코스의 일환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 참여
자들의 말을 참조한다면, 이러한 유적지는 결국 철저히 일본이 전쟁의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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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인의 괌 관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레저와 쇼핑 

등일 것이다. ‘괌에 왜 일본인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일
본인들이 따뜻한 날씨, 쾌적한 환경, 쇼핑, 해양레저 등 ‘휴양객 천국(vacation 
paradise)’으로서의 전형적인 이미지들을 나열하였다. 호텔에 가면 일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스쿠버다이
빙, 수상스키 등의 해양레저나 면세점에서의 쇼핑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관광지에 가면 일본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자면, 괌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휴양객 천국의 이미지에 
충실한 관광지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위의 두 가지에서 역사적 관광이 되었든 레저와 쇼핑을 중심으로 한 휴양 관
광에 있어서든, 결국 그러한 관광지의 형성은 철저히 일본인이라는 외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괌과 일본의 관계가 전전에는 식민통치의 양상으
로 이루어졌다면, 전후에는 이러한 관광산업의 공급자 대 수요자로 이어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광지화의 과정도 얼핏 보면 괌이 주체적
으로 만들어나간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에 의해 관광지로서의 아이덴티티
(Identity)가 규정되고, 일본인 관광객들의 수요에 따라 개발되고 의미를 부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일본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

그렇다면 일본에 의한 관광지화 과정에 대해 차모로인들을 비롯한 괌 현지인
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얼핏 보면 자신들의 진짜 아이덴티티는 배제된 채 외부
의 수요에 맞게 자신들의 땅이 관광지로서 상품화되고 규정되는 과정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았을까? 게다가 그 주체는 한때 자신들의 조상을 악랄하
게 학살했던 일본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차모로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지인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을 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전쟁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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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게는 일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고 그 역사에 대해 이후 
세대도 배우고 있으나, 현재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광산업이 괌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인 
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는 하나 괌의 해외 수입의 가장 중요한 부
분을 책임지는 관광산업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그러한 관계의 변
화를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부분이 크다 보니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는 원만하게 비즈니스 상대로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은 어느 정도 희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차모로

지금까지 스페인, 미국, 일본, 다시 미국으로 이어지는 식민지의 역사가 괌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오랜 식민지 경험에
도 불구하고 차모로족은 뚜렷한 종족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스페인
이 종교를 전해주었으나 가톨릭이 원래 스페인의 것이 아닌 것처럼, 차모로의 
가톨릭도 스페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저 관광업의 주 
소비자로서 비즈니스적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괌 원주민들은 자신
들을 지배하였던 국가들의 영향을 축소하고,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부각하며, 차모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한다.

  (1) 차모로족의 역사와 정체성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뿌리로 작용한다. 그러나 
차모로족에게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구
상의 역사에 그들이 처음 서술된 것도 스페인이 괌에 도착하면서부터이다. 현
재로는 차모로족의 정확한 기원도 알려진바 없는 상태다. 민족학자들 사이에서
도 여전히 논쟁 대상인데, 다만 대략 2,000년~4,000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바
다를 건너 괌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분명한 종족적 기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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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이들의 정체성을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들 고유의 차모로어가 
존재하며, 과거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통문화를 전승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로 우리와 만남을 가졌던 한 역사 전문가는 미국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모
로 전통의상을 입고 왔다. 또한 한국 관광업체에 고용된 차모로인 운전기사 역
시, 차모로는 차모로만의 전통이 있으며, 오랜 세월 이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차
모로는 단지 차모로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차모로족은 기록된 역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사와 강한 정체성
을 연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전으로 그들의 전통이 2,000~4,000년간 전승되
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종족 정체성을 전통에서 찾았고, 이 부분을 뚜렷이 인
지하고 있었다. 

  (2) 현지 역사 전문가와의 만남

우리가 만난 역사 전문가(historian)는 많은 나라들이 괌을 지배하였지만 우
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차모로인’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
서 한국의 예시를 들면서, 한국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자신들도 비록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들은 ‘차
모로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역사 전문가로서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자신
이 ‘차모로인’으로서 ‘생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 역사 전문가가 차모로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그는 미국의 공무원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는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 자신은 ‘미
국인’이 아닌 단지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정한 정체성은 차모로에서 찾았다. 
이는 차모로족이 현재 미국의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지위
와 차모로족의 아이덴티티를 교묘히 조합하는지를 알려주는 시사점이 된다. 두 
번째 대표성의 여부다. 이 역사 전문가는 차모로의 역사를 외부사람들에게 알
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역사에 대한 공부가 일반 차모로인들보
다 깊다는 것을 의미하여, 차모로에 대한 충성심도 일반인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괌에 사는 일반 차모로인의 정체성을 모두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반 사람들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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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괌 사람들(과메니안, Guamanian)’ 중 필리핀 출신자들과의 차이점이다. 
필리핀 출신자들은 종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그들은 미국 시민권에 만족하
며, 자신들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다. 필리핀-말레이시아 문화가 필리핀인들에
게 미친 영향은 인정하나, 여전히 스스로는 미국 안의 과메니안 정체성만 가졌
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역사 전문가는 달랐다. 미국 시민권에 만족하나, 미국
인이 아닌 차모로의 정체성을 지녔고 ‘과메니안’ 안에 뚜렷한 차모로의 영역을 
두었다. 이는 같은 괌 주민이라 해도 모두 종족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유독 차모로족만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요약하자면, 역사 전문가의 강한 차모로 정체성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지위
와 차모로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혼합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으
로 역사학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이 차모로인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대표할 수 있
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는 이후에 진행한 일반 차모로인과의 인터뷰 내용과도 
관련지어서 이해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괌의 주민들 중 필리핀 출신
자들의 정체성과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일반 차모로족의 정체성

일반 차모로족은 흔히 말하는 그냥 괌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차모로족
을 말한다. 이전에 인터뷰한 역사 전문가의 대표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역사 전문가의 대답과 거의 일치했다. 면접 대상은 
총 네 명으로, 한국 관광업체에 고용된 차모로인 2명, 우연히 만난 차모로인 2
명이었다. 이들 모두는 ‘차모로는 차모로’라고 말하였다. 심지어 한국계 관광업
체에서 일하는 차모로인 운전기사는 “우리는 여전히 차모로이며, 강하다”라고 
하며 식민 역사에 대해 약간의 분노를 표현했다. 일반인 차모로 중 행사요원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은 없으며, 미국 시민권에 만족하지만 자신은 차모로이지 
미국인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식민 역사와 현재 미국에게 받는 식민지배가 그들의 정체성을 악화시키
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여전히 차모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키며, 
‘우리는 차모로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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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한 정체성과 독립에 대한 열망

한국 국민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강한 계
기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이 독립 의지와 연결된다고 생각
한다. 실제로 한국 관광업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사장과 한국인 관광객은 이 
같은 생각을 표현했다. ‘우린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데, 얘들은 독립 못하는 거보
니 원주민으로서 정체성이 없나 봐요.’ ‘우린 우리 민족이란 생각이 강하잖아.’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 달리 차모로인들은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오히
려 우리만큼 강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외였던 것은, 차모
로인의 정체성이 그들의 독립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터뷰한 
현지 역사 전문가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
하지 않아 차모로인이 독립의지를 갖기는 힘들다고 에둘러 회피하였으며, 일반인
이었던 차모로인 B는 미국 시민권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한국 관광업체
에서 일하는 차모로인 직원은 미국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말한 미국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과 차모로인으로서의 정체성의 교
묘한 혼합과 연결된다. 즉, 이들은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시민권과 
그 혜택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이전까지 식민지배자 중 가장 
좋은 대우를 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괌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이란 타이틀이 주는 영예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차모로인의 
강한 정체성은 유지하되 독립은 하지 않고 미국 안의 차모로인으로서 존재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차모로인은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자처하지만, 동
시에 차모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려고 한다.

3.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 괌을 살펴보았다. 
괌에 영향을 끼친 외부세력은 크게 세 국가들로 미국, 스페인,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괌의 역사 교과서와 
JROTC 행사나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 미군 세력, 그리고 역사박물관을 살펴보
고, 현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역사 교과서나 박물관, JROTC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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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서는 미국에 대한 역사적 기억 및 국가적 일체감을 주조하기 위한 시
도들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작용에 따라 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들은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라는 데에서 도
덕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현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심
층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말할 때의 ‘미국’이란 사실 미국 
본토에 대한 일체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나고 자란 땅인 괌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하며,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적 정치 체
제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체제보다는 미국 시민권을 통해 주
어지는 여러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제적 이유로 미군에 입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나가
려는 노력이 있음을 특히 젊은 세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괌의 역사 교과서와 가
톨릭 종교 시설, 그리고 음식, 건축, 언어 등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들을 참고하
였고 현지인 인터뷰를 실시했다. 현지인 인터뷰의 결과 스페인이라는 외부 세
력에 대한 인식은 마젤란이 괌을 ‘발견’했다는 것과 그들이 가톨릭을 괌에 전파
했다는 것 정도이며, 사실상 ‘잔상’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사실 차모로의 문화 속에서 융합된 형태로의 스페인 문화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차모로어에 스페인어가 일부 들어가 있으며, 괌의 일상적 건축 양식
에 빨간 지붕 건축물이나 석조 아치문 등 스페인의 건축 양식이 배어 있다는 
것, 그리고 차모로 전통 음식으로 판매되는 레드 라이스(Red Rice) 등이 사실
은 멕시코로부터 전래된 스페인 음식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종
교 측면을 보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전래된 외래 종교가 ‘차톨릭
(CHAtolic)’으로 명명해도 될 정도로 차모로 문화와 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 융합이 잘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스페인의 
유화 통치 및 결혼 등을 통한 혈연적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스페인이라는 외부 세계는 인식적 측면에서는 잔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문화 측면에서 괌, 특히 차모로 문화 속에서 혼종(hybrid)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과거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잔학한 식민통치를 행했던 것으로 기억되
고 있다. 그래서 괌의 다수 역사 서적에는 이 시기 일본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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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전쟁 시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괌에서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일본인 
관광객들이며, 이들을 겨냥한 관광 상품이나 일본어 간판 등을 많이 볼 수 있
다. 이는 과거 일본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면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모로인들은 과거의 식민지배의 기억과는 별개로, 관광업이 사실상 괌에서 가
장 주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비즈니스적 관계로 이해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해 큰 거리낌을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일본과 괌의 관계는 
과거의 식민지배의 기억을 넘어 관광업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관계로서 재정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괌과 외부세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차모로인들은 단
순히 외부세력의 침투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 가운데에서도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하며, 자신들의 민
족적 자긍심과 아이덴티티를 지켜 왔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
지만 여전히 자신은 차모로인이라고 말하고, 미군에 복무하지만 미국에는 충성
심을 바치지 않으며, 스페인에서 들어온 종교인 가톨릭을 믿지만 이를 자신들
의 토착문화의 일부로서 재탄생시켰고,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 과거의 
적이었던 일본을 거리낌 없이 관광객으로 유치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미국-스페인-일본으로 이어지는 외부 세력의 삼
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차모로인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독립을 추구하는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고, 미군 주둔지에서 흔히 일어나는 반기지 운동조차도 극히 
미미했던 것을 보면서, 괌 사람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식민지배를 거치고 외부 세력의 
강력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면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
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켜 나가는, 그리고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
는 차모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외부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괌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토착민으로서 
자긍심을 차모로인들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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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감 ∥

김반석

처음에 정향진 교수님이 답사를 함께 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다. 예전 답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긴 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6일 동안 교수님으로부터 
빡세게 필드워크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나름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기대
가 되었다.

괌에서의 실제 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빡빡했다. 아침부터 조별세미나, 
전체세미나, 조사, 노트정리, 조별세미나, 전체세미나를 하고 나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나니... 비록 인류학적 훈련을 빡세게 한다고 각오는 하고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었다. ‘아, 쉬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체력
적으로 힘에 부치는 조사이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만큼이나 보람이 있었던 것 같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조사지의 이곳저곳을 쫓아다니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현지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감을 곤두세워서 관찰할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다. 
비록 관광지도 많이 못 둘러보고, 해양레저는커녕 바닷물에 발 한번 담가보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괌을 느끼고, 즐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어디를 가나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이 알게 된 사실들로 지루
할 틈이 없었다.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도 꽤나 지치긴 했지만, 그러한 새로움
을 접할 때마다 다시 의욕이 솟아 이곳저곳 종횡무진 조사를 다니곤 했던 기억
이 난다. 필드워크의 매력과 즐거움을 느낀 것만 해도 이번 답사의 큰 수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도 큰 행복이었다. 조사를 하는 중간중간
에 조원들과 함께 만든 소소한 즐거움들, 같은 방을 쓴 형들과 나눈 시덥잖은 
농담들, 함께 먹은 K마트 피자, 밤늦게 나눈 속 깊은 이야기들, 힘든 하루의 
끝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교수님의 시낭송까지, 이 모든 것이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다른 무엇보다
도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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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답사는 졸업을 앞둔 내게 학부 시절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소중한 추억
이었다.(물론 다음 학기도 남았지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정향진 교수
님,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김학유

이번 괌 기행은 처음의 본격적인 현지조사였다. 5박 6일의 기간은 괌이라는 
하나의 복합적인 공동체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짧은 시간이었다. 하
지만, 그 짧은 기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현지
조사가 어떠한 것인지는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지조사에 
대한 경험 또한 현지조사의 모든 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현
지조사의 재미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면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와는 다른 배경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들과의 사소한 
대화들, 그들의 친절 등으로부터 틀에 박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의 기쁨을 맛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상에의 탈출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 불편함의 
경험과도 다르지 않았다. 앞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견디고 극복
해내야 했다.

현지조사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한 두 마디로 압축해서 말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다양성을 보기 위한 방법론인 현지조사 또한 다양한 면을 갖고 있고, 그
렇기에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박승모

일상을 떠나 괌에서 따뜻한 공기를 마시니 마음도 따뜻해졌다. 많은 일을 겪
고 고생도 했지만 가장 뿌듯한 건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들
여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서야 차모로인을 구성한 역사의 과정을 알아낼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답사의 
과정은 오만과 편견을 벗겨내는 인류학적 성찰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소설의 
결말처럼 마지막까지 이 답사의 여정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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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결

이번 괌 해외답사는 학부생으로서 타지로 떠나 현장연구를 하는 것이 처음이
었기에 설레는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이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난 괌
에서, 때로는 힘들었지만 현장에 부딪히는 인류학자의 일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괌과 외부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가
장 큰 어려움은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
씨 속에서 의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짜증이 나기 일쑤였고, 현장연구를 마
친 후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고생을 하고, 또 그러한 고생의 결과로 연구 질문에 걸맞은 현상을 발견하면서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두 번째 어려움은, 지적 결과물을 생산
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머리아픔'이었다. 괌에 가기 이전 한국에서
부터 수많은 기관들에 컨택을 해보았지만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매일매
일 수집하는 방대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엮는 일도 너무나 어려웠으며, 오늘 본 
자료들을 확장하기 위해 다음 날에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봐야할지 등을 결정
하는 데에 매우 치열한 사고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실 휴양지에까지 가서 
별도의 자유 시간 없이 현장연구와 필드노트정리, 팀원들 간의 의견 공유만으
로 빡빡하게 돌아가는 일정에 때로 불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와 
같이 치열한 고민, 어려움이 있었기에 첫 번째 현장연구가 더욱 의미 있고 소
중한 것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잘 생각해보면, 현장연구 과정에서 작은 기적들을 종종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1월 11일에는 괌에 주둔하는 미군들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무작정 정부
청사 옆에서 열리는 베테랑 데이 행사에 찾아갔는데, 친절한 차모로(괌의 토착
민) JROTC(주니어 rotc)들이 급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매우 의미 있는 대답
들을 많이 해주었다. 또한 그 옆에 위치한 태평양 전쟁 박물관에서도 박물관 
공간구조, 역사 서술방식, 관광객의 수 등을 허투루 보지 않고 의미 있는 패턴
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숙소에 돌아와 이를 필드노트에 정리하면서 매우 
값진 발견을 할 수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모든 것들이 
현장연구 과정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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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흥미로웠고, '작은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기
적은 현장연구 마지막 날이었던 11월 14일에 다시 한 번 일어났는데, 괌에 스
페인이 끼친 영향을 찾기 위해 방문한 마을의 성당들에서 너무나 친절하고 소
중한 informant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전 컨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도 인터뷰를 할 수 없으면 어쩌나 매우 걱정했지만 교리공부를 하고 있던 성당 
유아부와 선생님을 만나 그들의 카톨릭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카톨릭 관
련 권위자 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 괌 전반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기도 했
다. 

이러한 작은 기적들은 인류학과 현장연구의 매력에 대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괌에서의 경험을 보고서로 엮어내는 것이 쉬운 일
은 아니었지만, 정말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다영

괌에서 답사를 진행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저와 다른 조원들, 다
른 조의 선후배님들을 보면서 모두들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엉성했던 주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참여관찰 및 면담 연구로 채워나가는 모습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학번의 여성 동지 없이 답사에 온 쓸쓸한 인류 
12를 챙겨주던 인류학과 선후배님들 및 동기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더라
면 외로워서 밤마다 울었을 거에요. ㅠㅠ

아, 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저를 볼 때면 괌 답사가 가을날의 짧은 추억이
었구나 싶습니다. 졸업이 머지않은 저에게 이번 답사는 인류학도로 참여하는 
마지막 답사일 듯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답사 기간 동안 정말 재미있
고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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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괌에 갔다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답사를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현지 사람들과도 얘기를 나누어보고 그랬더니 괌이 어느새 친구처럼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건 인류학과 답사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쉬운 답사는 아니었다. 특히 조사의 방향을 잡을 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반기지 운동? 베테랑? 투표권? 역사인식? 대주제뿐 아니라 
소주제도 참 끊임없이 바뀌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었다. 그래도 이런저런 시
행착오를 겪으면서 조사했던 외부세계라는 주제를 통해 단절된 소세계(小世界)
가 아닌 열린 체계로서의 괌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그들이 외부세계를 
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러고 보면 
좋았던 기억이 정말 많다. 빨간 투몬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나눴던 농담, 서브웨
이에서 다 같이 필드노트를 정리하면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서점에서 흘러나오
던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숙소에서의 은재공쥬^.^ 같은 게 두서없이 생각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장예린 

지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간 인류학과 답사로 괌에 다녀왔다. 
답사 준비 과정부터 만만치 않아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언제 가
도 설레는 장소인 공항에 가고 비행기를 타니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설
렘도 들었다. (본토는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곳에는 처음 가보는 것이라 여권
에 U.S. immigration 도장이 찍힐 생각에 조금 들떴지만, 도착하자마자 
immigration을 세 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에서 그 환상이 또다시 깨지며, 답
사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었다.  

답사 소감을 말하자면 괌은 참 재미있는 곳이었다. 비록 휴양지로서의 괌을 
전혀 즐기지는 못했지만, 인류학 현지 조사로 괌을 바라보니 어쩌면 휴양지로
서의 괌보다 더 재미있는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고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괌에 갔기 때문에’ 이 재미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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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된다. 분명 괌에 가기 전에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다
는 것을 알고, 괌이 카톨릭 국가라는 것 또한 알았지만 너무나 오래된 역사라
고 생각해, 감히 이에 대해 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인
류학 현지 조사라는 명목이 아니라면, 겁 없이 성당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에
게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말을 걸고 인터뷰를 할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
다. 아가냐 대성당에서 미사를 보려고 했지만 미사를 하지 않아 우연히 그 옆 
gift shop에서 만난 아주머니, Tumon의 Blessed Diego de San Vitores 성
당에서 만난 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들과 선생님, Tamuning의 St. Anthony 
& St. Victor 성당에서 만난 Catholic’s daughter of America 모임을 하던 
50대 아주머니들과 87세 할머니 (이 할머니는 괌 초대 governer의 배우자였
다! Tamuning에 있던 Guam Premium Outlet을 비롯한 지역 땅을 시아버지
가 모두 가지고 계신 유지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 할머니와 친척 관계이신 50
대 아주머니 한분께서 우리를 Guam Premium Outlet에 까지 차로 태워다 주
셨다.) 까지, 어떻게 영어도 잘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한국 여
자애들에게 그렇게나 친절하게 대해 주셨을까. 한국에서도 인류학 현지 조사를 
하며 느끼는 바이지만, 인류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학문이라 새삼 연구자 
본인에게는 피곤하면서도 매일 매일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학문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그리고 이를 이번 괌에 가서도 절실히 느꼈으며, 꽤나 재미있는 지
역에서 했던 재미있는 답사라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박재형

안녕하세요. 외부세계 팀의 대학원생 조교였던 박재형입니다. 괌의 뜨거운 날
씨와 터프한 일정 때문인지 많이 지쳐 있었던 듯한(?)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 
보다 저희 조의 학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조사해주고, 힘든 일정을 잘 소화
해줘서 저는 그저 고맙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의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의 경우 주제에 접근하는 것 과정 자체에
서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들 
열심히 하고,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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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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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는 
첫날부터 끊임없이 걸었던 
관광 1조. 일정 내내 유독 

걸어가는 뒷모습 사진이 많다. 
뙤약볕 아래였지만 생각보다 
걷는 게 힘들지는 않았다. 

다만 처음엔 횡단보도 신호등 
표시가 헷갈려 잠깐 헤맸다.

사실 호텔, 쇼핑몰 등이 
몰려있는 투몬(Tumon) 

지역에서는 버스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창문이 

뚫려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왠지 들뜬다.

해변엔 많은 
휴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처음 본 괌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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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걷다가 호텔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니코 호텔에 도착했다.
일본인 관광객이 주를 이루는 이 호텔의 정통 중국 요리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매주 수요일 밤 차모로 빌리지에서 열리는 차모로 야시장이다. 차모르 
야시장에서의 댄스홀. 대체로 나이가 지극한 어른 분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춤을 추면 안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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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로 야시장에서 만나기로 했던 관광 1조와 관광 2조.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서로 못 찾다가 우여곡절 끝에 만났다. 

기념으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관광조 단체 셀카!

여행 3일차 아침. 로비에서 모여서 안정모 조교님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지치지 
않은 기색이지만 조금 있다 이들은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고 마구 걸어 다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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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절벽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 패키지여행을 온 많은 한국인들은 정기버스를 
타고 오전에 사랑의 절벽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오전에 사랑의 절벽은 한국인들로 붐볐다. 

사랑의 절벽에 있는 한인 망고 주스 가게.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한국말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인운영’이라고 적혀 있는 간판도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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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와 2조가 함께 사랑의 절벽을 갔다 온 다음, 
각자 일정으로 헤어지기 전에 PROA에서 먹은 점심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관광객들을 둘러보며 인터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어슬렁거리다 말을 걸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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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가이드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있다. 
갑작스럽고 은밀한(?) 인터뷰였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결국 젊은이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기는 했지만 여하튼 재미있는 
인터뷰였다.

괌의 한 장애인학교를 토요일에 빌려서 한글학교를 열고 있었다. 
사진은 한글학교의 수업모습이다. 여자아이들이 확실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 

구부정한 남자아이의 포즈가 멋있다. 



160

한글학교에서 한인 교민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관광 2조. 집중하는 뒷모습!

한글학교의 쉬는 시간. 
선생님들이 휴게실로 오시고 아이들도 곧 선생님들을 따라와 휴게실로 놀러 온다. 
한글학교 이사장님과 인터뷰 중이었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바람에 인터뷰를 

잠시 중단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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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다.
운좋게도 게스트하우스 주인 분을 우연히 만나 인터뷰할 수 있었다.

연합가족 관광객에게 적합한 게스트하우스의 구조. 
룸이 여러 개 있고, 룸마다 싱글 또는 더블 베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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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답사를 시작한 첫날. 친절한 바바와 제이드 덕분에 트럭 뒷칸에 타고 
이동했다. 따뜻한 햇살, 바람, 아름다운 풍경! 중간에 비가 몰아쳐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반쯤 난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사진은 출발할 당시의 뽀송한 모습!

가장 먼저 들린 곳, 라떼스톤 공원(Latte Stone Park). 바바와 제이드가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 이야기 속에서 차모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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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남부는 관광지화가 덜 
된 만큼 차모로 마을이 좀 

더 발달해 있었다. 
사람들이 키우는 닭과 소가 
곳곳에 보였다. 이동하는 
중간에 소를 씻기고 계신 
차모로인 아저씨를 발견! 

호스를 건네주시기에 다들 
돌아가면서 소를 씻겨볼 수 

있었다. 신기방기.

 

직조장인 마이클의 차고에서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했다.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팔찌, 
곤충모양의 독특한 장식물 

등이 눈에 띄었다. 

바바가 항상 씹고 있던 
비틀넛. 우리가 

신기해하자 체험할 
기회를 주었다. 

약한 환각효과가 
있는데 씹으면 이가 

빨개진다. 개인적으로 
맛은 끔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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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로 창조 설화가 얽혀있는 앗츠푸아(Atsu Fua)이다. 
아름다운 절벽을 배경으로 인류의 진화과정을 표현해보았다.

제프파고 민속촌(Gef Pa' Go Culture Center). 원래는 소금을 만들고 코코넛을 가는 
일터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관광객과 차모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케빈이 코코넛을 가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갈아낸 과육으로 만든 캔디맛이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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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넣은 사진. 코코넛 주스는 밍밍했다.

케빈이 선물한 꽃과 장난감을 착용하고(?)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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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날에는 괌피디아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긴 시간이었음에도 
한결같이 유쾌하고 성실하게 이야기를 들려준 고마운 분들이었다.

괌피디아 창립자인 샤론.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모로보다 더 차모로답다"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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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날 오후, 스페인 광장(Plaza de Espana)에서 역사보존청 직원인 앤드류의 
이야기를 들었다.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인터뷰가 종종 강의처럼 

흘러갔다.

앤드류를 만나고 온 저녁, 점차 연구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각자 생각들을 
하나로 정리하기 위해 칠판을 빌려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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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날 점심, 바바와 니콜을 만나 괌에서 유일한 차모로 전통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식당의 음식들은 실제로 그들이 집에서 종종 먹는 음식들이라고 한다.

오후에 방문한 SKC(Sagan Kotturan Chamoru). 사진 속과 같은 건물들 9채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각각 박물관, 기념품샵, 화가의 작업실, 카누 제작소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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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폴의 작업실. 그는 차모로 전통문양과 기하학무늬, 3D를 접목시킨 작품을 
그린다.

전통 조 사진의 마무리는 우리의 유쾌한 친구, 바바의 사진으로. 괌에서 그들과 
함께한 나흘은 그 자체로 값을 수 없는 선물이었다. si yuus mas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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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드워크 첫째날이 마침 11월 11일로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이어서 공식 
행사를 보러 갔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 JROTC 단원들의 제식 훈련(Drilling 

Ceremony) 모습입니다. 

태평양전쟁 박물관 (Pacific War Museum) 



2015 가을 인류학과 괌 답사

171

밝게 웃으며 입성하는 미국군의 사진입니다. 전시물들은 대체적으로 일본군은 
침략자(invader)로, 미국군은 해방자(liberator)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장님과의 인터뷰 중 방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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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괌 고등학생들~~ 역사문제에 큰 관심은 없는 듯하기도 했던..?! ㅋㅋ

앤더슨 공군기지 (Anderson Air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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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한켠의 평화사(平和寺)에서 한국인의 시선을 잡아끈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라는 단어! 

일본군의 흔적과 미군의 주둔이 빚어낸 이곳은 
무기저장고로서의 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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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제 새빨간 Tumon 버스 타고 스페인의 영향을 보러 고고~ㅎㅎ

아

가냐 대성당 (Dulce Nombre de Mari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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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냐대성당의 St.maria 성모상입니다. 강에서 떠내려 왔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는, 검은 머리를 가진 괌 특유의 성모상이죠.

St. Anthony& St.Victor성당에서 만난 친절한 인터뷰이들과 함께~ 
이들 모두 Catholic's daughter라는 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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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어 표기로도 같이 
쓰여있어요!　일본인 

관광객이 진~~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일본과 관광자본주의의 
영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ㅎㅎ

이상 외부세계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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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및 편집자 후기 ∥

학생조교 안정모

  조교로서도, 학생으로서도 ‘해외답사’는 처음이었다. 해외답사를 가면 보통 무얼 
하는지, 일정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나의 기억과 경험이 아니라 전임 
조교의 남겨진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갔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날, 답사를 인솔하
는 정향진 선생님은 해외답사란 여행도, 관광도, 엠티도 아닌 ‘필드스쿨(field 
school)’이라고 못 박았다. 필드스쿨로서의 해외답사는 일정기간 동안 현지에서 인
류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5박 6일간의 ‘자유일정’이 주어졌다. 교내에 위치한 롯데
관광을 통해서는 오로지 항공권과 숙박 ‘에어텔’만을 결제했고, 단체 활동은 앤더
슨 공군기지 방문밖에 예정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자유일정이라 해서 마음껏 누리
는 자유관광이 아니라, 철저하고 온전히 인류학적인 조사만을 위한 시간이어야 했
다. 가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까?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다.
  인류학 석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로 사전조사에 나섰던 
일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나는 주소록 하나와 유창하지 않은 일본어만을 장착한 채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정보제공자를 찾아 나섰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모
했었는지. 괌에서도 그랬다. ‘괌의 관광산업’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답사에 임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막막했다. 특히 괌에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상으로만 정보를 검색
하고 정보제공자와 연락을 취하자니 힘든 점이 많았다. 겨우 연락이 닿았던 정보제
공자들은 직접 만나고자 할 때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퉁명스럽게 거절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즐거웠다. 함께 고생했던 학부생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지만 헤매고 어려워질수록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닷가를 무턱대고 걷
다가 마주치는 관광객들에게 말을 건네며 인터뷰를 요청할 때는 얼굴도 빨개졌고, 
단칼에 인터뷰를 거절당하면 숨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학의 말을 빌려 “짝사랑
과도 같은” 인류학적 연구방법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생의 경험도 즐거워졌다.  
  답사를 하면서는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졌다. 귀찮게 하는 조사자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괌의 관광객들과 관광업 종사자 분들.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정신없던 조
교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준 학부생들. 미숙한 조교를 믿고 맡겨주신 선생님. 그
리고 길었던 답사 여정의 마지막까지 훌륭한 편집으로 수고해준 정은재와 심현아
에게 정말 많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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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千字책을 다 배웠을 때

서정주

내가 여섯 살이 되던 해 봄에
나는 漢文書堂에서 千字文을 배웠는데요.

한 열흘 만에 그 1000자를 다 외였더니
선생님과 내 아버지는 아조 좋아라고

쐬酒를 몇 잔씩 들이마시고는
날 받어서 며칠 뒤엔 나를 데리고 뒷山에 올랐어요.

머슴의 지게에 술과 안주를 지우고
어머니도 따라가시어서

모다가 따모은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하늘과 땅에 알리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맛진 술에 거나해지신 아버지와 선생님은

어깨춤도 한바탕씩 추어주셨는데요.
이런 잔치는

아조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선 전해져 온 듯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