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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익주* 

1. 왜 유혈 갈풍의 일상 겸험쩍 기반을 문제삼는가 

1998년 4월 10일， ‘생끔요일 협정’ (Good Friday 뱅reement， GFA) 

으로 일컬어지는 역사적 협정이 극적으로 조인되었다. 이 협정의 골 

자는， 1968년부터 지속되어 온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들 간의 유혈 

갈동의 종식과 항구적 명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북아일랜드 지역의 다 

양한 정파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자치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나아 

가， 북아일랜드 지역을 현재처럼 영국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때dNor야lem Ireland)의 일부로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분리하여 아일랜드 꽁화국에 합병할 것인가 또 아니면 제3의 길을 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차 민주적 자치정부가 안정 궤도에 들어서고 

난 후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듭 것이 

다. 협정의 조인에 곧 이어서 5월에는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공화 

국 모두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지지 하에 협정이 비준되었다. 

곧 이어 총선이 치러져 1998년 7월에는 북아일랜드 자치의회가 부활 

되었다. 총선 결과눈 성금요일 협정의 체결을 주도한 바 있던 온건파 

들이 숭리률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개신교도 온건화룹 대 

표하는 UUP(Ulster Unionist Pa따T)와 가톨릭교도 온건파룹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인휴학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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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P(S띠alDemoσatic and Labour P뼈) 퉁 두 정 당이 각기 수상과 

부수상직을 포함하여 4개썩 각료직을 나누어 차지하고， 자치의회 의 

석수에서 3위와 4위를 거둔 다른 두 개 정당이 각기 2개씩의 각료직 

을 배분받아 총 4개 정당의 거국 연립내각 형태로 된 자치정부가 역 

사상 최초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평화 정착 과정은 순탄치가 않아서， 유혈 사태는 계 

속 되어 오고 있으며， 북아일랜드 자치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그 활 

동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의 작성 시점인 2003년 12월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2002년 10월 14일 이래 1년 이상 정지되어 왔던 

자치의회 및 자치정부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2003년 11월 26일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총선의 결과는 1998년과는 반대로 두 진 

영 모두에서 강경파들의 승리로 나타났다. 개신교도 진영 내에서는 

애당초 성금요일 협정 자체를 반대했던 강경파 개신교도들을 대표하 

는 정당인 DUP(Demoσatic U띠onist Party)가 제 1당이 되었으며， 가 

톨릭교도 진영 내에서도 IRA에 대한 정치적 대변자의 역할을 해오던 

S뻐lFèin이 제 I당이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자치정부를 새로이 구성하 

고 성금요일 협정의 정신에 따른 평화정착 과정이 당초에 목표하고 

계획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 상 

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외부 세계의 일반인들에게는 혼히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식되고， 또한 북아일랜드인들 스스 

로도 이 갈동의 쌍방을 지 칭 할 때 관용구로서 .가톨릭 교도’ 

( Catholics)와 ‘개신교도’ (Protestant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 

상 이는 순수한 종교적 갈등이기보다는 민족 갈등(e배피c confliα)으로 

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는 갈등이다(Larsen 1982a: Murray 1995: 

Caims 2000: 438). 즉，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아일랜드인이라고 인식 

하는 가톨릭계의 소수민족(즉， Irish Ca삼lolics) 과， 다른 한편으로 스스 

로를 영국인이라고 인식하는 개신교계의 다수민족(즉， British 



북아얼핸드의 민족 갈풍파 일상에서의 타자성 청험 5 

Pro1J얹밟lts) 사이에서 천개되어 용 수백 년의 역사적 뼈리활 지년 갈 

풍인 것이다1) 

이려한 황아일랜드에서의 민족 갈풍용 2차 대전 이후 혐재에 이르 

기까지 서유럽 지역에서는 단띤코 가장 심각한 유혈 갈둥이었다. 그 

도 그럴 것이， 1968년 이래 현재까지 이 유혈갈둥으로 인한 사망자입 

수만도 약 3 ， 200명에 달하는데， 북아일랜드의 인구가 150만 명에 활 

과함옳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높윤 희생융이기 때문이다. 양 진영 내 

온건따툴씌 대표자로서 성금요일 협정윷 성립시킨 두 주역이라 활 수 

있는 JohnHume(당시 SDLP 당수)파 David 파imble(당시 UUP 당수) 

두 사람에게 1998년 10월 노벨평화상이 공동으로 수여되었다는 점윤 

바로 서구인들에게 북아일랜드의 유혈 민쪽 갈풍이 얼마나 심각한 것 

으로 인식되어 왔던가를 반증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2) 

1) 엄밀하게 딸하연， “가홉릭교도 = 아일랜드계， 개신교도 : 영국계”라는 동 

식도 성립하지 않는다. 가홉릭교도라는 범주 속에는 Irish , Northem Irish , 

British 둥 세 가지 상이한 민족정체성올 지닌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개 

신교도라눈 범주 휴에는 British, Ulster, Northem Jrish , Irish 둥 네 가지 상이 

한 민족정체성올 가진 사랍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Ruane & Todd 

1996: ch. 3; Moore & Sanders 2002 참조). 다만， 가톨릭교도들의 압도적 다 

수는 스스로흘 아일랜드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고， 개신교도을외 압도적 

다수는 스스로률 영국인으로 인식하는 사랍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 

는 다른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처럼 ‘아일랜드계 가홉릭교도’ 와 ‘영국계 개 

신교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용 감안활 때， 북아일렌드에서 

의 유혈 갈동 사태는 단순한 종파주의쩍 갈둥도， 단순한 띤족 갈동도 아닌， 

‘민족-종파주의적， (e버no-sectarian ) 갈동(Shir!ow 2(03)이라고 보는 것이 보 

다 엄밀한 인식일 것이다. 

2) 이상의 북아일랜드 유혈 갈동 사태의 최근 전개과정에 판한 매우 간략한 정 

리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The Guardi찌1의 인터넷 싸이 

트인 Guardian Unlimited (http://www.guardian.co.파dNorthem_Ire!and) 및 아 

일랜드 꽁화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The lrish n願S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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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그것에 대해 유의미한 타자(signifìcant other)의 위치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의 대비관계 속에서 그 경계가 상정적으로 구성되는 공 

통체로 보는 것은 이제는 당연시되다시피 하는 관점이다(Anderson 

1983: Cohen 1985 참조) . 그렇게 볼 때， 상이한 민족 사이에 유혈 갈 

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민족은 각 민족공동 

체의 상징척 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민족적 타 

자(Other)로서 서로에 대해 작용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Hutchinson & Smith 1996: Part vn: Halpern & Kideckel 2000 참조) . 

북아일랜드의 민족 갈등의 경우에서도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과 

영국계 개신교도들은 각기 자기네 집단은 옳고 좋은 집단， 상대편은 

그르고 나쁜 집단으로 상정하는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실 역사 

속에서 발생해 온 사건들은 이러한 인지구조를 통해 해석됨으로 인하 

여 사건들이 지니는 의미나 성격에 대한 해석은 물론， 사실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인식은 다시 두 민족 집단의 일부 과격파 구성원들로 하 

여금 ‘정의로운’ 행위로서의 폭력적 행위를 상대 민족 집단의 구성원 

들에게 행사하게 만옮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갈둥 관계에 있는 민족 집단을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보는 정도를 넘어서 그르고 나쁜， 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서 타자화시키는 인지구조가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일상에서의 그러한 경혐의 

기반이 없이 단순히 먼 과거에 자기 민족 집단이 상대 민족 집단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민족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복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현재의 자기 민족 집단 구성원의 대 

다수로부터 용인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 민족 갈 

싸이 트인 Ireland.com & πle Irish T피les (htφ:// www.íreland.com) 퉁 두 곳의 

특집자료실에 올라 있는 내용틀을 주로 창고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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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에셔의 유혈사태는 정규군깐의 전쟁의 형태롤 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련아메리카 풍지에서 혼히 나타나는 바와 갈이 열대 빌렴 

이나 고산 지대의 자연 조건올 활용한 게릴라전의 형태훌 취하는 것 

도 아니다. 그것운 양측의 민병대 조직들(p따'aII1ÍlitaηT grOUPS) 상호간 

혹운 아들 민병대 조직들파 영국 정부의 공권력인 경찰 및 군대와의 

충툴의 형태로 주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룹 민병대 조직툴윤 영국 및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모두에 의해 ‘테러리스트’ 조직들로 규정되어 

공권력에 의한 체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일반 시민툴 

속에서 섞여 살면셔 비밀 조직의 형태로 자신들의 활동올 전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병대의 폭력적 활동들이 수십 년의 세쩔에 

걸쳐 지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올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두 

민족 집단의 다수 구성원툴로 하여금， 비록 민병대웬률이 하뭇이 상 

대 민족 집단의 구성훤올 죽이거나 부상흉 입히게 훨 폭력 행위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옳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나쁜 사랍들， 잘못올 저 

지른 사랍들은 상대 민족 집단이라고 보게 만드는 인식의 구조가 일 

상적 경험올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옵올 반중하는 것이라 생 

각된다. 

이런 정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아일랜드의 유혈 민족 갈몽이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민족 집단의 보홍의 구성원룹이 일상 속에서 상 

대 집단의 타자성( Otherness)올 경험하는 양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 

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아일랜드의 유혈 민족 갈둥이 워낙 세계 

언론의 주목올 받다보니 그러한 갈동의 발생과 지숙의 원인둡윷 설명 

해 보고자 하는 션행 연구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지만 3 ) 그 중에 북아 

일랜드인률의 일상적 경험이 갈동의 재생산 구조와 어떤 식으로 연관 

3) 북아일랜드 유혈 갈흉외 훤인율 포활적으로 환석하고 있는 연구활의 대표척 

인 예로 Darby (1983). Row낭10m & W때ne(1988). Dunn(l995). Ruane & 

Todd(1996). Nic Craith(2002) 둥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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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특히 갈동 

관계애 있는 두 민족 집단이 일상 생활의 여러 영역들에서 서로 상대 

방의 타자성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경험들의 결합이 

어떻게 갈등 구조의 재생산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더욱 드물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아일랜드 일상 생활의 어떤 영역들 

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대 집단을 타자로서 경험하게 되는가 

를 분석해보고， 나아가 그러한 일상적 경험의 양태가 향후 성금요일 

협정에 따른 명화의 정착 과정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간단히 논의하 

고자한다. 

본 연구자가 북아일랜드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한 경험은 없기 때문 

에 이 논문에서는 북아일랜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의 성과들을 중심 

으로 하여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성과들에서 보고된 사실들을 주 

된 자료로 삼아， 이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북아일랜드인들의 일상 

적 경험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해 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아 

일랜드 공화국의 한 소도시 지역에서 박사논문(Hw:와19l992)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가툴릭과 개신교도들이 일상 생활 속에 

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 격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집중적 조사 작업을 

실시했던 경험은 북아일랜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올 밝혀둔다 4) 

4) 한 가지 덧불이자면， 본 연구자는 현지조사 기간 중에 시의회를 옵서버 자격 

으로 참관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린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페인당 소속의 

한 시의왼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는 lRA의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털 

었다가 체포되어 수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출옥한 후 곧바로 그런 사실 때문 

에 시의회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던 인물이다 본 연구자는 그 인물 

과 북아일랜드 문제 둥에 대한 선페인당의 정치적 노선에 관련하여 여러 차 

례 토론올 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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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상쩍 쩡햄의 개념 정의의 문제 

북아일랜드 민쪽 갈풍의 당사자 집단인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 

과 영국계 개신교도툴이 일상 속에서 상대 집단융 어떻게 타자로서 ,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의미내용훌 지년 타자로서 경험하고 있논가홉 

논의하기 휘해서는 무엇이 일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의 문제 

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성이라는 깨념은 본시 엄밀한 

조작적 정의룹 내려가가 어려운 개념이다. 글자 그대로 매일 매일 반 

복적으로 일어나는 것툴만올 일상적인 것으로 규쩡한다면 청의상의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폴리겠지만， 그럴 경우 일상성의 개념을 흉 

해 셜명해보고자 했던 현상들의 대부분이 아예 논외로 되어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 정올 감안하여 여기서는 매일 매일용 아 

니더라도 띨주월， 한활 혹은 일년 풍의 시간 단위룹 통해 비교적 규 

칙척으로 반복되는 경험들도 일상적 경험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논의 

활젓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상적 경험이라는 범주의 외연율 확장할 경우， 

북아일랜드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혈 갈동’ 이라고 포팔하는 

폭력 사건들까지도 일상적 경험에 포함되게 된다. 유혈 폭력 사건률 

이 사랍들의 일상적 경험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이 갖 

는 함의를 탐구해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입은 분병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혈 갈둥 사건둘을 발생시키 

는 데 있어서， 그것과는 독립된 변인으로 볼 수 있논 북아일랜드인들 

의 일상적 경험의 다른 측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다. 따라서 순환혼의 오류활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일상적 경햄이라 

는 범주에서 두 민쪽 집단간 유혈 충툴외 사건률은 제외하기로 한다. 

일상성의 개념 정외에 관련된 또 다른 어려움온， 톡정 시점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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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집단 내의 어떤 구성원들에게는 일상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가 

령， 학교 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은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 

년의 구성원들에게는 일상적 경험이지만， 학교를 마친 성인 구성원들 

에게는 더 이상 일상적 경험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축구라든가 켈 

트 민속 스포츠와 같이 종파주의적 함의가 짙은 스포츠 활동의 경우， 

클럽 활동 동을 통해 그런 스포츠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는 일상적 경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적 경험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경혐의 집단 내 분포의 문제는 선행연구 

들에서 보고된 바의 북아일랜드인들의 일상 생활 패턴에 관련한 사실 

들을 주된 분석 자료로 삼는 본 연구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근원적 

한계점이다.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분포의 문제 

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학교 생활의 경험처럼 

북아일랜드의 주민들 거의 모두가 이미 거쳤거나 아직도 거치고 있는 

일상적 경험， 그리고 특정 스포츠 활동처럼 주민 대다수는 아니더라 

도 상당히 큰 일부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를 모두 포괄하여 논의 

를 전개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일 

상성’ 아라는 개념 자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 

라， 민족 집단간 유혈 충돌이라는 매우 극적이고 특별해 보이는 사건 

들이 아주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적 경험의 기반 위에서 재생산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종파에 따라 분리된 학교 생활 

초등학교에서 중둥학교-한국으로 치자면 중고둥학교-에 이르 

기까지 학교 생활의 경험은 북아일랜드에서의 민족 갈퉁이 재생산되 

는 일상적 경혐의 내용 중에서도 중심축을 이룬다. 그 이유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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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둔 학교뚫이 상01 한 총파훌에 의해 셜립되어 각 교단률이 학교 훈 

영에 깊숙이 판여하고 있기 때문이다(Smi냥11995) . 그런 구조 속에서 

아이룹윤 만5세가 되어 초동학교에 입학활 때면， 부모의 결정에 따라 

가톨릭 계통의 학교 혹은 개신교 계통의 학교에 나뉘어 보내지게 됨 

다， 물론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이미 출생하여 세례훌 받올 때 부 

모에 의해 아이는 어느 교파에 속활 것인지가 결정되며， 이때 부모들 

은 자신이 특정 종파의 신앙파 의례률 얼마만큼이나 실천하고 있는지 

와는 거의 무관하게 자신의 집안 배겸에 따라 아기를 가톨릭교회 혹 

은 개신교회에서 세례률 받게 한다(Larsen 1982a: 134)6) 즉， 따주 확 

별한 개인적 동기와 결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모들운 자녀플 

올 자신들의 집안 배경파 일치하는 교파의 교회에서 세례훌 받게 한 

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해당 교파띄 초풍화교에 자녀률 입 

학시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아이가 초동학교훌 졸업하고 

중등학교를 진학활 때가 되면， 역시 부모 면에서 아주 특별한 개인적 

동기와 결단이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와 동일 

한 교파에서 쩔립한 중둥학교에 보내진다. 이런 식으로 부모뚫에 의 

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선돼은， 10년이 넘는 긴 시기에 걸친 

학교 생 활올 통해 아이 뜰로 하여 금 민족-종파주의 척 인 (ethno ’ 

sectarian) 역사관， 취향 내지 판섬， 그리고 친구관계망을 지닌 성인으 

로 자라나게 함으로써， 결국윤 북아일랜드에서의 아일랜드계 가훌릭 

교도들과 영국계 개신교도툴 간의 갈퉁융 재생산시키는 데 결정적 기 

능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종파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학교 생활을 흉해 사랍들 

6) 유럽의 다른 나라률에 비해 북아일랜드는 가톨릭이건 개신교이건 종교 생활 

옳 실천하고 있는 사랍률의 비훌이 놓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최소한도로 

나마 신도로서의 생활융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외 비옳은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Morrow 1995: 157; M어llister 2뼈: 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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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일랜드 및 영국에 관련된 역사 전반， 그리고 특히 북아일랜드에 

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혈 갈동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전혀 상이하 

게 바라보는 관점을 학습하게 된다. 지면의 제약상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6) 

우선， 가톨릭계 학교들에서는 아일랜드 민족주의(퍼sh nationalism) 

를 기조로 한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역사를 가르친다. 그것은 영 

국에 의한 식민 지배에 맞서서 아일랜드 민족이 독립올 쟁취하고자 

전개한 끊임없는 투쟁의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 갈등의 역사적 기원은 17세 

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교개혁의 결과 개신교 국가가 된 

영국은 유럽 본토 쪽으로 마주 보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이라는 막 

강한 가톨릭 국가들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영국으로서는 이를테면 동뒤 쪽에 해당하는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가톨릭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영국의 지배 

를 벗어나기 위한 반란틀을 수시로 일으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 

졌다. 이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7세기에 들 

어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 지역의 개신교도들에게 아일 

랜드로 이주하면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아일랜 

드의 가톨릭교도틀로부터 토지를 빼앗아 개신교도들에게 분배해주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식민화(plantation) 정책에 따라 영국에서 개신 

교도틀이 많이 이주해 간 곳은 오늘날의 북아일랜드 지역을 포함하는 

얼스터(Ulster)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스코틀랜 

드로부터 개신교도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이로써 아일랜드라는 섬 전 

체로 놓고 보자변 인구의 20%에도 못 미치는 소수민족인 영국계 개 

6) 북아일랜드의 대립하는 두 민족 집단이 지닌 역사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하 

의 서술은 Nic Craith(2002). Ruane & Todd (1996: ch. 2). Bucμey(1989) . 

Foster(1988) 퉁올 주로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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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도옳이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딴용 인구의 60%률 약간 상회하는 

다수민쪽이 되는 혐재의 갈동구조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훌릭계 학교들에서 가르쳐지는 역사의 내용이다. 

한편， 개신교계 화교률에서 가르쳐지는 역사에서도 오늘날의 유혈 

민족 갈동의 기원에 해당하는 사기는 17세기초라고 보지만， 당시 웰 

스터 지역의 상황파 그 의미룹 해석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개신교 

도물의 역사판에 따르면， 당시 얼스터 지역이 본래 아일랜드계 가뚫 

릭교도물의 땅이었으며. 이률 염국계 개신교도률이 강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pt치 미국이나 호주는 봉디 그 지역 웬주민률의 소유지 

였으므로 그플에게 뚫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운 ‘불합리 

한’ 주장이다. 그둡온 영국계 개신교도들이 미국 및 호주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17세기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도 주인없는 미개혀 황무지 

나 다흘 바 없던 토저훌 개척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률의 션조률 

이 미국이나 호주 지역에서처럽 얼스터 지역에도 문명과 기목교라는 

진보룰 가져다 준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미국이나 호주외 원주띤옳 

과 달리 아일랜드인률용 이미 가훌릭교훌 믿고 었었지만， 이는 진정 

한 기독교로서의 개신교률 말살시키려 E는 종교였다는 의미에서 개 

신교도률은 여전히 자신률의 조상이 얼스터 지역에 기독교률 가져다 

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신교도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이 

얼스터 지역에 처음에는 보다 발전된 놓법 -작물 경작 방법 및 가축 

사육볍 -올 가져다주고， 이어 19세기에는 산업화라는 혜택올 가져다 

주어 생활수준의 향상올 가져왔으며， 기타 학교제도나 행정제도， 의 

회민주주의 풍 문명화된 생활양식올 가져다주었다고 본다 7) 

7} 소수파이긴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를 방식으로 17세기 역사훌 해석하는 사 

랍뜰도 영국계 개신교도률 가훈데서는 존재한다. 이 해석에 의하연. 아웰랜 

드계 가홉릭교동률이 아일랜드의 주인에 해당하는 민쭉으로 간주하는 켈트 

쪽보다도 앞서서 짤던 띤족- 이뚫윤 스코훌랜드 지역에 살던 픽료(Pict)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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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종파들에 의해 셜립된 학교틀에서의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과 영국계 개신교들의 역사 해석이 대립하 

는 두 번째 중요 지점은， 1914년 1차 대전의 발발로부터 1922년 남부 

아일랜드 지역의 독립에 이르는 시기이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6 

년 부활절에 아일랜드의 완전 독립을 위해 영국에 대한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일단의 젊은 급진파 민족주의자들이 더블린을 중심으로 무 

장봉기를 일으킨 바 있다. 비록 이 봉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그 지도 

자들은 처형올 당하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일랜드인들의 여론은 

영국으로부터 의 완전 독립 을 지 향하는 공화주의 (Republicanism) 쪽으 

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1차 대전 종료 직후 치러진 1918년의 총선에 

서 남부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신페인 (Sinn 

Féin) 당 소속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는데， 이들온 1919년 1월 더 

블린에서 모여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의 이름으로 영국에 대항한 독립전쟁을 선포하 

면서 곧바로 게릴라전의 형태로 전쟁에 톨입하였다. 3년간 지속되는 

게릴라전 속에서 국내외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영국 정부는 1921 

년 말 마침내 아일랜드의 전체 32개 카운티 (county) 중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부의 26개 카운티틀의 독 

립을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1922년 l월부터 남부 

아일랜드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의 일파라고 주장된다--이 캘트족의 첨입에 저항하여 마지막까지 싸우던 지 

역이 얼스터였는데. 더 이상 저항하기 곤란혜지자 그들은 바닷길로 짧은 거 

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저지대(Lowland Sco이and) 지역으로 도피해서 살게 되 

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17세기에 스코틀랜드로부터 이주해 칸 개신교도들이 

얼스터의 주인이 된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옛 터전인 시온을 되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영국계 개신교 

도들 가운데서도 강경파에 해당하는 일부 사람들이 수용하는 역사해석이다 

(Bucμey 1989: Moore & Sanders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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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력계 학교뜰에서 가르쳐지는 역사에서는 위의 시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전개를 수백 년에 걸찬 영국의 식민 지배에 출하지 않고 

끊임없는 톡립 투쟁올 전개해 온 아일랜드인룹의 민쪽해방 투쟁이 마 

침내 쩔실올 이폼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l차 대전올 치료느라 영국 

정부가 여념이 없다시피 한 기회률 톰타 1916년 부활절에 봉기를 일 

으킨 것은 민족적 의지룹 거슬러 이민족에게 식민 지배률 당하고 있 

던 아일랜드인틀의 정당한 민족적 권리라고 인식된다. 영국 정부의 

현법에 따라 아일랜드롤 포함한 영국 연합왕국 전역에 걸쳐 치려진 

총선에서 납부 아일랜드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더볼련에서 따로 

모여 아일랜드가 독립 꽁화국업올 선언하고 영국에 대함한 독립전쟁 

올 선포한 것도 마찬가지로 피식민 민족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개신교계 학교률에서 가르쳐지는 역사에서 1916년의 봉기는 

아일랜드계 가흉릭교도들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칸주된다. 왜냐하 

면 1차 대전 발발 당시에는 의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민족주의 운동왈 

주도하던 Irish Nationalist Party의 영도 하에 일단은 영국의 전쟁 숭리 

를 돕겠노라 선언하며 수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인들이 영국군으로 

자웬입대흘 하여 전쟁에 동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서는 영 

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무장봉기를 감행 

한， 따라서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률의 신의 없융올 반충하는 단적인 

사건으로서 1916년 봉기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해석훤다. 또한 1918년 

부터 1921년간에 걸쳐 전개된 사태 역시 ,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에 따 

라 선출된 띄원뜰01 영국 정부와 민주주의적 질서롤 부정하는 행동올 

벌인，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행위들운， 이유야 어찌 

되었둔 영국 왕판에 대한 충성올 서약한 바 있으면서도， 호시탐탐 기 

회만 노려다가 서약올 어기고 영국의 동뒤에 칼올 꽂는， 신뢰할 수 

없는 아일랜드계 가활릭교도들의 전형적 행위로 영국계 개신교도들 

에게는받아률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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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해석이 대립하는 세 번째 주요 지점으로서 아일랜드인 

들이 완곡한 표현으로 The Troubles’ 라고 부르는 최근 30여 년간의 

유혈 갈둥에 대한 해석을 살며보자. 가톨릭계 학교들에서 가르쳐지는 

역사에서는. 1922년 남부 아일랜드의 독립과 동시에 탄생한 새로운 

지정학적 실체인 북아일랜드에서 다수민족인 영국계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을 탄압하는 행태가 자행되어 왔 

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저항 중의 일부가 1919년의 아 

일랜드 공화국군의 계보를 계숭하였다고 자칭하는 IRA를 주축으로 

한 민병대 세력에 의한 무장투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한 

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계 학교들에서 가르쳐지는 역사에서는， 민주 

주의의 기본 원리는 정치체의 구성원 다수에 의한 법치임을 감안할 

때. 북아일랜드에서 다수자인 개신교도들의 집합척 의지가 지배하여 

옹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IRA 둥의 무장투쟁은 민주적 기본질서률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로운 

생활을 희망하는 선량한 대부분의 가톨릭교도들의 뜻에도 배치되는 

‘테러리스트’ 들의 불법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몇 가지 현저한 해석상의 차이가 나는 지점들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종파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학교 생활의 경험은 북아일랜 

드의 대립하는 두 민족 집단인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과 영국계 개 

신교도들이 현재의 유혈 갈동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를 해석하 

면서 각기 상대 집단올 그룻되고 나쁜 사람들， 또한 자신의 민족 집 

단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바라보게 만드는 주된 배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족-종파주의적인 역사관은 비단 역사 과목의 수업을 통해 

서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학습된다 8) 뿐만 아니라， 뒤 

8) 역사관의 차이는 북아일랜드라는 현재의 지정학적 실체를 인식하는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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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좀더 자세히 껄명하겠지만， 종파에 따룬 학교 생활의 훈리는 북 

아일랜드에서 가장 높은 대중적 인기룹 누리는 축구나 첼트 민속 스 

포츠 풍파 환련하여 그에 때한 취향올 민쪽-종파주외적으로 형성되게 

만드는 데 주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령， 켈트 민속 스포 

츠는 아일랜드 가흩릭계 학교툴에서는 학교 당국에 의해 권장되는 팀 

스포츠인 반면， 영국 개신교계 학교들에서는 화생흘에게 아예 접해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 시철의 경험에서 생져나는 이 

러한 차이는 화창 시철율 마치고 성인이 되었올 때， 서로 다른 민쪽 

종파에 숙하는 사랍플이 스포츠률 매개로 자연스럽게 친구관계륨 행 

성하는 떼 장애요인요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종파에 따라 환리되 

어 있는 화교틀에서 10년 이상의 시기률 보내면서 성장하는 동안， 사 

합뜰이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 친구관계망용 자연히 같은 민 

쪽-종파에 속하는 사랍들로 한정훨 깨연성이 커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도， 학교생활의 경험운 북아일랜드에서의 민족 갈퉁이 재생산되는 웰 

상 경햄척 기반의 중대한 일부률 이룬다. 

까지 영향옳 미친다. 그리하여 아일랜드계 가훌릭교도뚫은 이훌 North of 

Ireland' 라고 주로 지칭함으로써 남쪽 아일랜드와 홍일되는 것이 쟁상척인 지 

역이라는 의미훌 담는다. 반면， 영국계 개신교도툴윤 1.Jlstei’ 라고 혼히 지칭 

하는데. 여기서의 'U1ster'’ 는 아일랜드의 4개 Province 종의 하나로 총9개의 

카운티옳용 포함하는 지역이 아니다. 그것온 1921년 아일랜드에 쪽랩옳 허용 

하는 초약이 런던 정부와 아일랜드 톡립군 사이에 체결되던 당시， 개선교도 

들이 주민씌 다수훌 이후는 지역이어서 영국 연합왕국(United Kingdom)의 

일부로 남게 된 6개의 카훈티만율 총칭하며， 따라서 영국계 개신교도률이 주 

인인 영토라는 의미률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아일랜드의 주요 도시 충 

의 하나로 1972년에 발생한 피의 일요일 (Bloody Sunday) 사건’ 의 배갱율 이 
훈 도시는 아일랜드계 가훌릭교도률에게는 Den캠+는 이홈으로， 영국계 개신 

교도옳에게는 Londonderry라는 이륨으로 상이하게 불린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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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족간 대립의 구도를 재현하는 기념일과 의례들 

북아일랜드의 두 적대적 민족 집단이 상대편올 자기네 민족의 안티 

테제에 해당하는 타자로서 가장 극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실천 

의 영역은 아마도 각종 기념일들과 그에 즈음하여 행해지는 의례들일 

것이다. 특히 두 민족 집단이 각기 특정한 역사적 사건올 기념하는 

의례로서 벌이는 퍼레이드들은 북아일랜드의 민족 갈동을 가장 가시 

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랍돌로 하여금 자신이 속하는 민족 집단은 둘 

중 어느 쪽인가률 수시로 확인하게끔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9) 

우선， 영국계 개신교도들은 명예혁명에 의해 영국의 왕으로 추대되 

었던 오렌지공 윌리엄이 가톨릭교도였던 제임스 2세의 왕정복고를 도 

모하고자 반란올 일으킨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들올 제압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벌에 나선 끝에 1690년 7월 12일에 있었던 Boyne에서의 

마지막 대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개신교도틀에 의한 아일랜드 지배 

를 최종적으로 확립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해마다 7 

월에 개최한다. 이 퍼레이드는 각 타운이나 촌락 단위로 조직되어 있 

는 ‘오렌지회’ (0빼ge Order)라는 결사체가 주관하는 행사여서 ‘오 

렌지 퍼레이드’ 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렌지 퍼레이드가 열릴 때면， 해당 지역의 개신교도 남자들은 어 

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주일 예배룰 보러 가는 정장으로 차려 입 

고， 오렌지색의 장식 목도리를 두른 채， 영국 연합왕국의 국기인 유 

니온잭을 앞세우고 드럼 및 파이프 밴드의 반주에 맞춰 시가행진을 

9) 이러한 기념일과 의례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체계화된 논의롤 전개하 

고 있는 연구서로는 J때nan (l997)이 있다. 또 Laπen (l982b)은 이에 관한 민 

족지적 연구의 드문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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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언다. 이 때， 성인 여생들파 여자 아이뚫용 연도에 5:.열하여 구경 

하면서 지나가는 퍼레이드 행혈뚫에게 환호와 박수훌 보내훈다. 쭉히 

。1 퍼레이드의 행혈대들이 틀고 지나가는 대형 깃벨그렴들의 내용운 

영국계 개신교도윷의 역사판윷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에는 17셰 

기의 역사적 사건똘이 가장 빈벤한 소재로 동장한다. 공통적으로 동 

장하는 Boyne 전투 외에도， 1641년에 얼어남 가훌릭교도틀의 반란 때 

개신교도들이 대 량 화살옳 당한 사건， 1689년 제임스 2세의 왕정복Jl 

훌 지지하는 아일랜드 가톨릭 반란군에게 Londonderry(Derry ) 시가 

몇 개월깐 포위당한 채 버틴 끝에 ‘Apprentice Boys’ 로 불리는 소년률 

의 기지로 훤군에게 연락이 되어 포위훌 벗어난 사건 퉁이 

있다. 

7월외 첫 두 주얼간 북아일랜드 전역에 컬쳐 크고 작용 타훈뚫에서 

날짜흘 조금씩 달려 하며 거행되는 이 퍼레이드들에윤 50만명이 념는 

개선교도뜰이 참7}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북아일랜드 개신교도률 

의 총인구가 90만명 정도임올 감안한다면， 이 퍼레이드률이 얼마나 

중대한 의의활 부여받는 행사인가훌 쉽사려 가늠해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시가행진운 단순히 타운 중심가률 지나가는 것에 그쳐 

지 아니 하고， 그 지역 내에 소수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가훌릭교도물 

의 거주구역까지 지나간다. 그럽으로써， 자신들이 북아일랜드의 지배 

세력이니 가훌릭교도돌운 함부로 셜치다가는 옛날에 그랬던 것처웹 

크게 화훌 입용 것이라는 위협의 때서지률 전닿함과 동시에. 집단 내 

부적으로는 누가 같은 개신교도로셔의 우리 편. 에 속하는 사랍률여 

며 , ‘우리’ 의 딴결된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률 맛보는 정험옳 하게 하 

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오헨지 휘레 φ1 드의 대열이 가훌릭교도의 집단 

거주구역올 지날 때면 그 곳에 거주하는 가률릭교도 젊윤이옳과의 총 

롤이 벌어지윤 일도 다반사이다. 이런 충율은 대개는 가벼운 설전이 

나 투석전 혹융 몹싸옵 정도로 끝나지만， 때로는 사랍이 죽거나 중상 

올 입는 심각한 총률로 비화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퍼레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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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Parade Committee)라는 조정기구가 생겨나 가톨릭교도들과의 심 

각한 충롤이 빚어지지 않도록 퍼레이드의 코스를 조정하고자 개입하 

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은 특정 코스까지도 포함하는 퍼레이드가 

300년의 역사를 지닌 자신틀의 ‘문화적 전통’ 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하려 드는 경향올 보인다. 

한편， 아일랜드계 가톨력교도들도 연례 퍼레이드를 통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올 표현한다. 하지만， 소수민족인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 

들의 퍼레이드는 그를이 지역사회에서 인구상 다수파를 이루는 소도 

시들이나 혹은 인구상 소수파일지라도 도시의 규모가 커서 절대 인구 

수가 많은 지역들에 국한되어 행해진다. 규모 변에서 아일랜드계 가 

톨릭교도들의 퍼레이드는 오렌지 퍼레이드에 비하면 매우 작다. 

이들이 벌이는 퍼레이드 중 가장 혼한 것은 기원 5세기에 아일랜드 

에 기독교를 전파하여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으로 간주되는 성 패트력 

을 기리는 St. PatricK’ sDay 퍼레이드이다. 성 패트릭이 살았던 시대 

는 종교개혁에 따른 가톨릭-개신교 대립과는 무관한 시대임에도 불구 

하고 성 패트릭의 날인 3월 17일에 거행되는 퍼레이드는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만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퍼레이 

드가 종교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데 반하여 일부 지역의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플이 벌이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 기념 퍼레이드는 정치 

척 색채가 명백한 행사이다.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이 벌이는 이러한 퍼레이드들에서도 대형 

깃발그렴들이 퉁장한다.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의 경우에는 성 패 

트력의 모습 같은 종교적인 내용의 깃발그림이 주를 이루지만， 부활 

절 봉기 기념 퍼레이드의 경우에는 처형된 봉기 지도자들의 모습 같 

은 정치적 메시지가 명백한 깃발그림들이 퉁장한다. 그리고 아일랜드 

계 가톨릭교도들의 퍼레이드에서는 언제나 아일랜드 공화국올 상정 

하는 삼색기가 동장하여， 영국계 개신교도들의 퍼레이드에서 영국 연 

합왕국의 국기인 유니온책이 퉁장하는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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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굽한 것뚫흙 수반퇴는 의례가 퍼헤이드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념일뚫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념일툴 중에도 민족주의척 색채가 명 

백한 기념일들이 존재한다. 영국계 개신교도틀외 주요 기념일에 속하 

는 것은 ‘Somme 전푸’ (Ba버e of the Somme) 기념월이다. 이는 l차 대 

전에 영국군으로 자원한 Ulster Volunteer정 소속 개신교도틀 가운데 

1916년 7월 1일 프랑스의 Somme 강 유역에서 벌어진 독일군과외 대 

전투에서 전사한 수천 명의 넋올 기리는 기념웰이다. 이것은 같윤 해 

4월 부활절 때 영국의 위기롤 틈타 더불린에서 무장봉기활 일으킨 아 

일랜드계 가훌릭교도툴의 행태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영국계 개신교 

도들의 조국 영국에 대한 충절(loya1ty)이 드러난 사건으로 개신교도 

들윤인지하고있다. 

여에 반하여， 아얼랜드계 가톨력교도흘은 1916년 4월 15일외 부활 

절 봉기훌 펴레이E까지는 안 하더라도 규모가 큰 기념식윷 흉해 기 

념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I없활동올 하다가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형올 받댄 중에 1981년 감옥에서 단식투쟁올 하다가 사땅한 

Bobby Sands 퉁 10명띄 아일랜드 민쪽해방투사돌올 기리는 기냄식옳 

치르기도 한다. 요컨대， 퍼레이드 및 기타외 기념일 의례풀온 홉아얼 

핸드의 두 민족 집단 성원들로 하여끔 자신률은 어느 민족 집단에 속 

하며 자기 민쪽 집단의 적온 누구인가훌 명백히 확인하게 만드논 일 

상적 경험의 영역용 이루고 있다. 

5. 띤쪽깐 대랩외 구도홉 완충시킬 개인적 차헨의 연젤 
망부재 

이상에서 살며본 바와 갈이 북아일랜드인들용 함교 생활의 갱험이 

나 각총 기념일에 즈옴하여 거행되는 의례에의 창여의 경햄올 흉해 

두 개의 만쪽 집단옳 법주객으로 대렵시켜 파악하는 사고방식옳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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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속하는 집단과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민족 집 

단올 그 내부척 편차는 사상한 채 전체로서 뭉뚱그려서， 그것도 부정 

적 뒤앙스를 지닌 고정관념 (stereotype )을 가지고 파악함으로써， 결국 

은 상대 집단의 구성원 전체를 싸잡아서 나쁘고 잘못된 사람들， 자신 

의 집단의 생폰에 근본적 위협이 되는 사랍들로 명가해버리는 인지구 

조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적 인지구조(Larsen 

1982a; McFarlane 1986)에 내재된 맹점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각 집 

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일상 생활의 다른 영역들에서 상대 집단에 속 

하는 개인들과 친분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바 

꾸어 말해서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와 영국계 개신교도라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적 분극(social di찌de)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개인척 차원 

의 유대관계들(cross-cu며ng ties) 이 존재한다면， 두 집단간의 상호보 

복성 유혈 충돌은 그만큼 줄어 들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러한 인지 

구조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길 것 

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상황에서는 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랍 

들이 상대 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랍들과 일상적 상호작용올 통해 개 

인적인 친분관계의 연결망(network)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매우 적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북아일랜드에 

서 일상 생활이 영위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웃관계， 친족관계， 직 

장 동료 관계， 혹은 스포츠 동 여가활동올 매개로 형생되는 친구관계 

둥둥 어느 측면에서도 사랍들이 맺게 되는 친분관계는 자신과 같은 

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는 경향이 농후 

하다는 것이다(H없TÏs 1972; Donnan & McFarlane 1983; McFarlane 

1986; Caims 2000 참조). 

우선， 북아일랜드에서는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 민족에 따른 사회적 

분리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Adair et al. 2000; 

S비rlow2003; H따ris 1972; Larsen 1982a). 즉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실 

질적인 이웃관계 형성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근린주구틀이 같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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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집단에 휴하는 사랍률로 이휴어지게 되며， 놓촌 지역의 정우에는 

하나의 촌합 전체가 같윤 민쪽에 속하는 사랍뚫로 이루어지게 되는 

식의 패턴이 나타난다. 나아가， 도시 내외 하나의 근린주구 혹윤 놓 

촌 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촌락 내에 상이한 민쪽에 속하는 사랍들외 

가옥이 혼재되어 있는 겸우에조차도 그 분포상올 면밀히 살펴보면， 

해당 풍간 내에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작은 란련주구률로 나혀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도확 같용 민쪽 

에 속하는 사랍률의 가옥들끼리 똘려 있는 양상윷 보인다. 이처럽 주 

민틀이 이웃률과의 친분판계훌 맺기 위한 실질쩍 단위가 되는 문린주 

구둡이 동얼한 민쭉 집단에 속하는 사람률로 이루어지게 됩으로 인 

혜， IO) 사랍룹이 개인척 차원에서 자71와는 다른 민쭉 집단에 속하는 

사람훌과 이웃에 살면서 친분환계률 맺게 되고， 그률과의 교분율 촉 

매로 하여 다륜 민족 집단의 구성원플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쩡적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사랍률로 일색씬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도 개인에 따라 다양한 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올 활 수 

있게 될 가농성이 사전에 봉쇄되어 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혹정한 도시의 내부 공간 중 상당한 크기훌 차지하윤 한 부 

분 전체가 하나의 민쪽 집단 사람들의 밀집 거주 구역으로 형성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런 구역운 상대 민족 집단융 부정척으로 타자화시 

키면서 자신의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척인 이미지훌 부여하는 집합책 

차원의 논리훌 왕성하게 생성해내는 일종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된 

다. 북아얼핸드의 도시내 구역틀 중 영국계 개신교도들이든 아일랜드 

계 가흉릭교도뜰이둔톡정 민족집단의 밀집 거주구역-이런 구역뜰 

10) 이러한 양상온 Troubles'’ 로 불리는 일련의 유혈 충물 사태가 지속되면서 더 

욱 강화되는 추셰훌 보여 왔다. 사랍훌은 짧은 민족 집단 성훤풀이 많이 모 

여 사는 곳에 가서 거주함으로써 폭력 사태로부터 자신과 가쭉용 보호합 수 

있으리라고 기대훌 한 것이다(Ad외ret aJ， 2000: 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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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민의 계급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 계급 거주구역들 

이다-들에서 민족-종파주의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호전적인 내용의 벽화나 대형 벽낙서(맑'affiti)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하나의 도시 내에서 상이한 민족 집단의 밀집 거주 구역들 

이 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하게 될 경우， 그 접촉지대 (inter옮ce) 

에 해당하는 공간은 두 집단들 사이의 폭력적 충돌이 가장 빈번히 일 

어나는 공간으로 되어 버리고 마는 경향올 보이게 된다. 실제로 북아 

일랜드 주요 도시들에 있는 이런 접촉지대들 중의 일부에는 소위 ‘평 

화분계션’ (peace 파le)이라 하여 철제 회전 창살문올 설치해 놓고 경찰 

혹은 군대가 경비를 서면서 사람틀의 출입올 통제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사실은， 이런 조치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촉지대 

에서 유혈 충돌 사건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틀보다 월퉁히 

높다는 사실이다(Shirlow 2003). 

거주 공간의 격리로 인해 상이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에 

이웃으로서의 친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잠재척 가능성 자체가 극 

히 제한되어 있올 뿐 아니라， 직업 활동파 관련해서도 다른 민족 집 

단에 속하는 사랍들과 직장 동료로서의 친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자칫 배신 행위를 당하여 경 

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두려워하게 되고， 따라서 기왕이면 

같은 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람올 고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 

다. 특히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이 주로 영국계 개신교도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아일랜드계 가톨 

릭교도들에 대해 이미 지니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 즉 그들은 게으 

르고 놀기 좋아하며， 언제 배신행위를 할지 모르는 사랍들이라는 고 

정관념 (McFarlane 1986: 92-3 참조)은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를 고용 

하는 것을 선뜻 내키지 않는 일로 느껴지게 만든다. 반대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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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같용 민쪽 집단에 속하는 사랍옳파 

더활어 일활 수 있는 직장올 찾으려 툰다. 이상파 갈온 구인자와 구직 

자 쌍방의 태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집합적 결파 중 하나는， 아알랜 

드계 가톨웹교도 집단 구성원들의 실업율이 영국계 개신교도 집단 구 

성원률의 실업옳에 비해 북아일랜드 경제의 상태가 어떠하툰 환계없 

이 항시 뭘뚱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11) 그리고 이러한 사실온 다 

시 아일랜드계 가훌릭교도툴로 하여금 그률의 아일랜드 민족주의책 

역사판에 비추어 현실옳 해석하게 만든다. 즉， 영국계 개신교도들이 

경제적 자원롤올 탈취해 가서는 자기뜰끼려만 나눠 가지는 결과로 아 

일랜드계 7~훌웹교도률윤 궁핍한 생활옳 치속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비단， 고용-펴고용 판계의 측면에서뿔 아니라， 북아일랜E외 주민 

들이 일상생활옳 영위해 나가면서 상업 및 서비스 시셜훌 이용하는 

혜턴에 있어서도 지왕이면 같온 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랍이 운영하논 

곳들올 이용하는 경향옳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아일랜드의 소도 

시나 촌확툴에서 인구 규모에 대비해 본 적청치로 평가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상점이나 술집뜰이 발견되는 현상온 바로 이같윤 청 

향성 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 이 다(Harris 1972: 6: Larsen 1982: 

132: Adairetal, 2000: 1986-7: Shirlow2003: 86) , 다시 말해서， 가령 

l개의 세탁소만 있으면 총분할 동네에 민쪽 집단별로 하나썩 2개의 

세탁소가 생져나께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쪽 집단에 따라 분리된 

상업 및 서비스 시썰 이용 겸향으로 인해， 단팔관계흩 통해 다룬 민 

족 집단의 구성원윷파의 개인척 친분 판계를 형성활 수 있는 가놓성 

도 크게 제한용 받게 됨다. 

다옴으로 스포츠의 영역올 살펴보자. 척어도 이 영역에서만용 사랍 

들이 민쪽에 따륜 분리， 대립， 반목올 념어서 상이한 민쪽 집단의 구 

11) 가령 19790년대와 1980년대 전체훌 용해서 가훌릭교도률의 설업옳온 개신교 

도률보다 2배 이상 수훈에 머물러 있었다(R때ne&Toddl996: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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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라고 일견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아니하다. 이미 앞에서 학교 생 

활의 경험올논의하는중에 켈트민속스포츠는가톨릭계 학교틀에서 

만 행해짐을 언급한 바 있다. 켈트식 축구(Gaelic Football)와 헐링 

(hurling)으로 대표되는 켈트 민속 스포츠는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 

들 사이에서는 축구에 이어 가장 애호되는 팀스포츠이다. 그러나 영 

국계 개신교도 성인들 사이에서는 종파에 따라 분리된 학교 제도로 

인하여 애당초 그에 대한 취향이 형성될 수가 없으므로 켈트 민속 스 

포츠는 재미없고 이해할 수 없는 스포츠로만 인식될 뿐이다. 

한편 축구(soccer)는 두 민족 집단 모두에서 가장 애호되는 팀스포 

츠이다. 그러나 남북 아일랜드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체인 켈트 민속 

스포츠 협회 (Gaelic Athletic 않sociation)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축구를 ‘외국 경기’ (foreign 뿜mes). 즉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므로 영 

국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스포츠로 간주하여 켈트 민속 스포츠 

를 하고자 하는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들은 해서는 안 될 금지 스포 

츠로 규정한 바 있다(Hw:없191992: 150-3). 이러한 금지 규정은 1971 

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가톨릭교도들 사이에서 

도 축구의 인기도는 급속도로 상숭하여 현재는 켈트 민속 스포츠를 

능가하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B띠rner 2001: ch. 4). 

그런데， 두 민족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축구를 실제로 행하거나 

혹은 관전하기를 즐김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매개로 한 개인적 친분 

관계가 두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맺어지기는 그리 용이치가 않다. 왜 

냐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직되는 아마추어 수준의 축구 클럽들 

과 그 서포터들은 거의 모두가 동일한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로 이루 

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세미프로 내지 프로 축구 

클럽들의 경우에조차도 일부 팀들은 서포터들의 반웅을 고려하여 리 

그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로 머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민족 

집단 출신의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기를 포기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북아일랜드의 민족 갈풍과 일상에서의 타자성 경험 27 

보여 왔다. 

이런 여건 하에서 상이한 민쪽 집단율 기반으로 하고 있논 률럽뚫 

간에 축구 경기가 치러질 경우 자칫 서포터룹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커지며， 이로 인해 때로는 파행적인 리그 운영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예로 북아일랜드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영국계 

개신교도툴의 。}성으로 꼽히는 벨파스트의 Linfield 클렵의 경우， 같 

은 멜파스트에 소재하면서 아일랜드계 가훌릭교도률윷 서포터로 확 

보하고 있는 Cliftonville 팀과의 경기 시에는 안전상의 이유룹 들어 홈 

앤드 어왜이의 원칙옳 무시하고 언제나 Linfield 룹럽의 홈 경기장에 

서 경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북아일랜드 촉구협회 (Irish Football 

A잃ociation)가 승인한 톡별 배려를 최근까지 30년 가까이 누린 바 있 

다 (Baimer & Shirlow 2001). 

또 하나의 예는 아일랜드계 가훌릭교도툴올 서포터들로 가진 Derry 

City FC의 경우이다. 북아일랜드 축구협회가 산하 클럽출의 압도적 

다수률 이루는 영국계 개신교도툴융 서포터로 보휴한 클럽 팀틀과의 

경기 때에 역시 안전상의 이유훌 틀어 De띠r City FC의 홈 경기장에 

서 경기롤 할 수 없게 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Deπy City FC는 

1972년 북아일랜드 축구 리그를 탈퇴하였다. 그 후 이 쿨럽은 1985년 

부터는 아일랜드 꽁화국 축구 리그에 소속될 수 있도록 유럽촉구딴맹 

의 특별 배려률 받윤 바 있으며 (Hassan 2(02) . 현재도 아일랜드 공화 

국 축구리그에 계속 참여하면서 아일랜드 공화국옳 대표하는 롤럽팀 

으로서 휴랩 차원의 대회에도 창여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례툴윤 매 

우 휴별한 사례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북아일랜드의 맥락 속에서는 

축구률 매깨로 상이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개인룹 사이에 친분 판계 

가 형성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올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명가된다. 

그러나 쭉구나 캘트 민속 스포츠의 경우와는 닿리. 또 다른 인기 스 

포츠 총목인 럭버와 골프의 경우에는 상이한 민족」종파 접단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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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들 사이에 스포츠를 매개로 친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실재한다. 이 두 스포츠의 경우는 관련 협회가 북아일랜드를 넘 

어서서 남북 아일랜드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체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대항전이 벌어질 때는 ‘아일랜드팀’ -아일랜드 공화국팀이 아 

님 -이 구성된다. 특히 홍미로운 것은 럭비의 경우로서，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간의 럭비 경기가 열리게 되면， 영국계 개신교도와 아일랜 

드계 가톨릭교도의 구분이 없이 아일랜드 웅원단이 아일랜드 공화국 

을 상징하는 삼색기를 혼들며 웅원하는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럭비나 골프 같은 스포츠들은 주로 중산 

충 사랍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사실이다. 마치 노동자계급의 밀집 

거주구역들에서 벽화 둥의 형태로 다른 민족 집단과의 적대적 대립관 

계흘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중산충 거주구역들 

에서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없는 것처렴，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노동자 

계급 내지 서민충이 즐기는 스포츠들에서는 민족 집단에 따른 분리와 

대립이 지속되는 반면 중산층이 즐기는 스포츠들에서는 그런 분리와 

대립이 일시적 내지 부분적으로나마 극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떤 사랑들올 자기와 민족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로 심지어 스포츠와 같은 여가 활동의 영역에서까지 노골적으로 배제 

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교양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중산층 

의 가치관 내지 태도와 연관되어 생겨나는 현상이다(Donnan & 
McFarlane 1983; McFarlane 1986; Larsen 1982a). 

끝으로 주목할 점은 두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혼인을 통해 

성립하는 친족관계의 휴대가 형성될 가능성은 회박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찌 보면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웃으로서든， 아니면 직장 

동료 내지 단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든， 또 아니면 특정 스포츠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로서든 간에， 북아일랜드의 대립하는 두 민족 집 

단 구성원들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극 

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생겨난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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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에서는 가흩릭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촬 가 

리켜 ‘혼합혼’ (rnixed naruniage)이라고 일컴는데. 이러한 혼합혼이 성 

립되는 비용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Harris 1972: x; Ruane & 
Todd 1996: 64-5). 애당초 일상적 상호작용올 흉해 상이한 민족 집단 

에 속하는 남녀가 친해질 수 있게 될 여지 자체가 적올 뿜더러， 쩔사 

남녀가 연띤관계에까지 이룬다 하더라도 막상 혼인올 고려할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강한 만류에 직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혈 때 합교를 비롯하여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뜰이 민족-총파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혼인올 강행할 경우 장차 겪게 될 

온갖 시련올 생각해 보고 나셔는 당사자률이 혼인하려던 생각을 포기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관한 한， 가톨릭교단이 최근까지 가 

훌릭교도로서 세혜흘 밤지 않은 사람과 혼인을 하려는 사랍에게는 장 

차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툴윤 가톨릭교도로서 양육할 것올 

미리 서약한 후에나 혼인을 숭인해주어 왔던 것도 북아일랜드에서 혼 

합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올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12) 

6. 맺쯤땀: 평화 정착 과정의 난관으로서 일상쩍 타자성 
경험 

북아원랜드의 민족 갈풍에서 대립하고 있는 아일랜드계 가훌릭교 

12) 반면에， 북아일랜드 사회의 전반적인 쩨속화 추세가 혼합 혼인이 생져냐는 

데 유리한 배경척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홉정 

종파의 종교홉 살천하지 않으면서 다만 집안 배정에 따라 주위 사랍들에 의 

해 가훌릭교도 혹은 개신교도로 분류될 뿐인 남녀가 연애률 하게 되어 주위 

의 만류륨 뿜리치고 혼인올 강행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률 보인다. 그럽 

에도 훌구하고 혼합혼의 비율온 3%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 

정된다(Ruane&Toddl99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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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영국계 개신교도라는 두 민족 집단은 종파에 따라 분리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서로 상대 집단을 나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일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의 존립올 위협하는 민족적 타자로서 

인식하는 역사관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관은 단순히 

학창 시절에 습득한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 아니라. 양 집단이 각종 기념일들을 맞이하여 거행하는 퍼레이드 

를 비롯한 의례들에의 참여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강화된 

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와는 다른 민족 집단 

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 내부의 개인적 편차를 고려치 않고 단지 ‘우 

리 편’ 과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의 일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존재로 파 

악해 버리는 고정관념적 인지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아일랜드에서는 민족 집단에 따라 거주 공간이 격리되어 있어 이웃 

으로서의 친분관계가 상이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간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왕이면 같은 민족 집단의 성원 

을 채용하고， 가능한 한 같은 민족 집단 구성원이 경영하는 상업 서 

비스 시설들을 고객으로서 이용하려 드는 경향으로 인해 직장 동료 

내지 단골로서의 친분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크게 제한되고 있으 

며，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 활동의 영역에서도 상이한 민족 집단의 성 

원들 사이에 개인적 친분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 

다. 나아가， 혼인을 통한 친족관계의 유대가 형성될 가능성은 더욱 

더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이웃， 직장 동료 내지 단골， 여가활동을 함 

께 하는 친구， 혹은 친족원으로서의 친분 관계가 상이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게 만드는 일상 

생활의 구조로 인하여， 집합적 차원에서 두 민족 집단이 서로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틀을 개인들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게 된다. 요컨대， 북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도처 

에서 자기와는 다른 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타자성을 경험하면 

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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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아웰랜E인들의 일상썩 경험에 대한 이 률의 논의가 

북아일랜드의 평화 정착 과정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한 마디 

로!영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온 난관들옳 숨지롭께 극 

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정치적， 군사적 이슈들에 

관련하여 두 민족 집단이 타협올 이루어내는 일도 옳론 중요하다. 서 

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그토록 어렵게 구성된 북아일랜드 자치 의회와 

자치 정부가 2002년 10월 이래 1년 이상 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에 이 

르게 원 바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lRA의 무장해제 문제였다. 영국 

계 개신교도 정당률은 lRA가 테러 활동올 완전 중단할 것입올 선언하 

고 감추어둔 무기뜰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폐기하였옴올 보여 주는 

중거롤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이는 lRA 및 그 정치적 

대변자에 해당하는 신페인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도하고도 일방 

적 인 요구이 기 때 문이 다(http://www.guardian.co.따η~o뼈em_Ireland) . 

필자가 강쪼하고 싶운 바는， 설령 당장의 사안인 lRA의 무장해제의 

문제에서부터， 차후 개신교 민병대들의 무장해제의 문제까지 정치군 

사적 문제훌 훌어낸 묘방올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고 가쩡하더라도， 

13) 그런데 두 민쪽 집단깐 갈동의 양상온 너무나 심각하여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포감(fear)옳 안고서 일상 생활융 영위하지 않으띤 안 되는 반면， 다른 나 

라들에서의 민혹 집단간 갈동의 경우처럼 민족에 따른 차이가 가령 선체적 

특질상의 차이나 언어적 차이와 같온 가시적인 차이점들에 기반하고 있지 않 

은 것이 북아일랜드 민족 갈동의 특정이다. 그런 조건 속에서 일상 생활올 

영위해 나가는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른 민족 집단 구성원과의 일시척 

조우(encounter)의 상황률에서 .실수’ 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아일랜 

드인흘은 상대방이 ‘우리 편’ (‘one of our own" )인가의 여부률 항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McF arlane 1986). 하지만， 이러한 확인의 행위- 이률 

‘않U때 (Burton 1979) 혹윤 probing' (Laμar많갱똥en 1녀1982싫쩨a야)에。이1봐라고 한한c다다다다다마t-‘‘~‘‘i‘、‘‘~’-

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률 휘해 다양한 

상징적 자원툴파 매우 우회적인 언어 표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면판계상 

그에 판한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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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두 민족 집단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의 문제가 남게 되며， 이를 풀어낼 수 있으려면 두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대방 집단의 사람들을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거 

하여 인식하게 만드는 현재의 일상적 경험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상 생활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 

다’ 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그 관건은 종파에 따라 분리 

되어 있는 현재의 학교 제도를 얼마나 성공리에 개혁해낼 수 있는가 

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북아일랜드에서는 성금요일의 협정 

이 성사되고 난 이후， ‘통합학교’ (integrated school)라고 불리는 비종 

파적 학교들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통합 

학교의 교과과정은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와 영국계 개신교도들이 

지닌 상호 이질적인 역사관， 스포츠， 문화적 전통 동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 상대방 집단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 

를 지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합 

학교들의 수는 전체 학교의 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 

며 (Fitzduff 2002: 55). 그런 만큼 아직도 평화에의 길은 멸기만 한 것 

이 북아일랜드 민족 갈동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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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 Conflict and Everyday Experience of 
Otherness in Northern Ireland 

Ik-joo Hwang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thnic conflict and 

everyday experience of otherness in Northern Ireland. Although often 

referred to as a sectarian conflict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the 

bloody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is, in its essence, an ethnic conflict 

between Irish Catholics and British Protestants. 

Through many years' experience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which are segregated according to religious denominations, people learn 

the view of history in which those who are located at the opposite end of the 

ethno-religious divide are perceived as 'the ethnic other', who are not only 

in the wrong but also threatening the collective life of their own group. 

Such view of history does not simply remain a viewpoint acquired during, 

school years. But it is repeatedly expressed, practiced and reinforced 

through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annual conunemorative rituals both 

parties to the conflict perform such as the infamous Orange Parades. 

Through these experiences, people come to develop a stereotypical 

cognitive framework in which those belonging to the other ethnic group 

are viewed simply as members of the opposite group with all its negative 



connotations, disregarding the actual individual variation existing within the 

group. 

Unfortunately, however,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personal ties 

between individuals belonging to different ethnic groups are fundamentally 

foreclosed, as there obtains segregation of residential areas also according to 

the ethno-religious divide. Moreover, the general tendency to employ, and 

patronize commercial service establishments run by, a person belonging to 

the same ethno-religious group as oneself as far as possible, hinders 

seriously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workplace colleague or 

commercial patron-client ties. Even in such leisure activities as sport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tie 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situated across the 

ethnic divide is seriously undermined. Lastly, the possibility for the 

formation of kinship ties is more seriously restricted. 

On the whole, owing to the existence of the structure of everyday life 

which fundamentally forecloses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the cross

cutting personal ties, as neighbours, workplace colleagues, friends 

participating in the same sport, or kinsmen, between individuals situated 

across the ethno-religious divide, there remains littleroom for the individual 

to modify the negative stereotyping produced and reproduced at the 

collective level. In sum, the experience of the otherness of those belonging 

to the different ethnic group from one's own pervades the everyday life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hereby rendering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bloody ethnic conflict all the more diffic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