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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LA사태의 기억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김현희
**

1992년 로스앤젤레스 사태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다. 본고는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학술논문 또

는 에세이, 인터뷰 등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LA사태를 바라보고, 기술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LA사태의 폭력적 체

험이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집단적 기억

을 구성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 정체성을 주장

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런 학문적 분석은 이방인으로 취급당하던 

코리안 아메리칸의 미국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자들의 목소리는 소수인종들의 입지와 인종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LA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분석은 소수

인종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류사회와의 

교섭을 통해 협상해 나가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고는 코리안 아메리

칸들의 인종 정체성 형성이 사회적 사건에 상호작용을 하는 역사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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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A사태와 코리안 아메리칸1)

1992년 로스앤젤레스 사태(이하 LA사태)2)에 대한 글을 써 온 로즈 김

(Rose Kim 2012a: 2016)은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4.29는 그 정체성과 인

식을 형성하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단언한다. 이 발언은 LA사태가 

현재의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LA 

폭동(riots) 혹은 항쟁(rebellion) 등의 용어보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한국적 용법인 4.29(Sa-I-Gu)란 명칭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로즈 김의 이 발언은 현재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인종질서를 내포한 미국사

회의 질서를 이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했던 

다인종 폭력 사태는 이 지역의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커

다란 충격적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1990년대 LA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Rodeny King)의 구타와 살인에 가담한 

백인경관들이 역시 백인들로 이루어진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로 방면되자 

LA 지역 유색인종들의 경제적 소외와 그때까지 쌓여 있던 인종갈등, 특히 

지역 경찰들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어 폭발한 사건이다

(Johnson, Jr. and Farrell, Jr. 1993; Abelmann and Lie 1995). LA사태가 

지속된 6일 동안 시내의 한인상가가 흑인과 라티노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1) 코리안 아메리칸이 인종범주인지 종족범주인지에 대한 논의에 관련하여, 필자는 미국사

회에서 종족성이 인종화 과정에서 맞물려 구성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Song 2001: 

61 참조).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 정체성 형성을 살펴보는 본고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의 인종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2) 1992년 로스앤젤레스 사태는 관점과 입장의 차이에 따라 LA 폭동(riots) 혹은 항쟁

(rebellion), 봉기(insurrection), 시민 동요(civil unrest), 4.29(Sa-I-Gu) 등으로 불릴 수 있

으나 본고에서는 LA사태로 명칭을 통일한다(김현희 2013: 214 주 4) 참조). LA사태를 

이르는 여러 명칭 중 흑인들의 제도적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항쟁

(rebellion)이라고 하는 반면, 한인들의 이민사의 고난을 강조하는 경우 4.29라고 칭한다. 

인종집단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다른 개념이 동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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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약탈당했다. 한인상가에 대한 집중적인 약탈 때문에 LA사태의 직접적

인 원인 제공을 했던 로드니 킹 사건의 가해자들은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미국사회의 매스미디어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인종갈등을 일으키는 한 

당사자로서 부각시켰다(Abelmann and Lie 1995: 2-6).3) LA사태는 미국 

내 한인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LA사태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사태를 기점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미국이라는 국가 내

에서의 위치 및 귀속감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4)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소수인종으로서의 

개인적 경험의 산물이며 학문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별 인종 정체성

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학자로서의 입장과 활동 또한 개별 정체성

과 유리된 것이 아니다. 이 연구는 오미와 와이넌트(Omi and Winant 1994)

의 인종형성이론(racial formation theory)을 수용하여, 코리안 아메리칸들

을 미국사회의 역동적 변화 과정에서 형성된 인종적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런 측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LA사태에 대한 개인적 

경험의 서술과 학문적 분석을 역사적 사건을 통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

적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이 될 학자들의 저술은 2004년과 2012년 아메라시아 저널

(Amerasia Jounral)5)의 코리안/코리안 아메리칸에 관한 특별기획에 포함된 

 3) LA 사건의 폭력에 가담한 흑인들이 한인 상가를 겨냥한 이유는 한인 상인들과 흑인 고

객들 사이의 빈번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가 배경으로 되어 있다. 이 ‘한-

흑 갈등’에서 한인 상인은 종종 ‘미국인’인 흑인을 인종차별하는 ‘외국인’으로 지탄받아 

왔다. 한인들은 LA 사건이 백인 지배 사회가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한인상인이 흑인소녀를 다툼 끝에 사살한 사건(두순자-할린즈 

사건)을 선정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4) 1992년 이후 코리안 아메리칸의 민족주의(Kim 1997)와 커뮤니티 정치(Park 1999; Chung 

2007),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문화적 인종주의(Park 1999), 코리안과 글로벌 인종적 

위계(Kim 2008), 도시 인종갈등 문제(Kim 2000; Lee 2002),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상흔(Song 2005; Kim 2012a) 등에 대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저작은 주목할 만 하다.

 5) 아메라시아 저널은 미국의 UCLA에서 발행되는 아시안 아메리칸학 저널이다. 이 저널은 

LA지역의 아시안 아메리칸 운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아시안 아메리칸학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의 긴 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LA사태 이후 이 

저널은 다른 학문적 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코리안 아메리칸의 문제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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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자전적 에세이와 논문, 인터뷰들 그리고 참고가 

되는 다른 논문들이다. 이들 문헌들은 LA사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코리

안 아메리칸의 의미, 학자적 입장과 실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들이 

LA사태를 보는 관점과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는 인종 정체성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LA사

태에 관한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개인적 경험담 및 서술은 미국 주류 

언론에서 소외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사회에 통합되는 방식, 일종의 미

국사회에의 신고식으로 간주되는 인종폭력 경험과 그 결과로서의 집단적인 

트라우마에까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 자신의 종족적, 인종적 또는 국가적 정

체성의 형성과정의 측면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즉 이들이 LA사태를 미주 

한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접근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들은 이들 자신의 인종적, 국가적 정체

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창구이기도 하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인종 정체성 형성은 사회적 사건에 상호작용을 하

는 역사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관점과 실천으로

서 학자들이 LA사태를 논의하는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소수인종들이 어

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류사회와의 교섭을 통해 

구성해 나가는지 조사한다. 나아가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이 코리안 아메

리칸에 대한 담론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학자들의 

LA사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코리안 아메

리칸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범주로 만들어지는 과정”6)을 보

다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내러티브와 분석은 이들의 경험이 동화 내러

적으로 다루는 특별기획을 마련함으로써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 및 학생들이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6) 본문에서 논의하듯이 LA사태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논의는 미국사회의 인종범주로서의 

코리안 아메리칸 범주의 형성과정을 드러낸다. 인용구는 심사위원의 표현에서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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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에서 파생된 모델 마이너리티 담론7)이나 인종주의적인 컬러 블라인드 

담론에서 규정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코리안 아메

리칸 학자들이 LA사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

고 후속 조치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또는 코

리안·아시안 아메리칸 학자로서 어떤 길을 택하는지는 기존의 인종담론인 

모델 마이너리티 또는 컬러 블라인드8) 담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대안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작업은 LA사태 이후로 인종적 폭력의 

피해자로서 다른 소수인종과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지지하

면서 모델 마이너리티나 컬러 블라인드 담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해체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그런 의미에서 이들 학자의 개인적, 학문적인 노력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

체성 형성에 하나의 모범 또는 지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7) 아시안 아메리칸은 미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소수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다. 그러나 

모델 마이너리티는 허구성이 강한 것으로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국내 보수적인 기득

권층의 안위, 인종차별적인 현실의 왜곡 등이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Lee 

1999; 최협 2002; 이찬행 2014 참조). 모델 마이너리티는 단순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모델 마이너리티는 또 하나의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담론인 ‘황화론(黃禍論, Yellow Peril)’의 이면으로서 아시안 아메리칸은 ‘보통’의 

미국인과는 구분되는 사회문화적 기질과 관습을 가진 과잉적 존재임을 강조한다(Okihiro 

1994). 

 8) 민권운동시대를 거친 미국사회에는 이제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종주의적 담

론이다. 컬러 블라인드 담론은 법적으로는 인종간 평등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사회현실적

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적 불평등을 간과한다(Kim 2000; 이찬행 2014)

 9) 아시안 아메리칸의 이주역사를 다루거나 권능감 및 정치적 활동주의를 연구하는 저술들

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류사회의 담론인 컬러 블라인드 또

는 모델 마이너리티 담론에 대한 비판을 제공한다. 정문기(Jung 2006), 에리카 리(Lee 

2003)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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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사태와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적 형성 

1) 인종범주의 역사적 형성과 역동성

인종(race)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산물이다.10) 인종형성이론

(The racial formation theory)을 주장한 오미와 와이난트(Omi and Winant 

1994: 55)에 따르면, 인종이라는 범주는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 것으로, 특정 인종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며, 

변화하는 사회적, 역사적 과정에 따라 변형되고, 해체되기도 하는 것이다. 

인종형성과정(racial formation process)은 여러 인종 프로젝트들(racial 

projects)이 작용하는 과정이며, 각각의 인종 프로젝트들은 인종 관계를 해

석하고, 인종범주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며, 또한 인종과 인종 관

계를 문화적으로 재현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인식과 방향성을 가

지고 있다(Omi and Winant 1994: 56). 기본적으로 여러 인종 프로젝트들이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회적 지배질서를 반영하는 인종구조가 구성, 유

지, 재생산되며,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인종 프로젝트가 이데올로

기로서 작용하거나 또는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인종형성(racial formation)은 사회의 여러 집단들의 경쟁에서 빚어지는 

사회관계와 자원의 분배, 또한 이를 뒷받침하거나 유지시키는 문화적 기제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인종형성이론에 따르면 거시적으로는 사

회제도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인종적 경험(특정한 방식

의 사회적 자원의 분배 또는 문화적 체험 등)을 겪게 됨에 따라 인종은 사회

적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 오미와 와이난트의 인종 이론에 의하면, 인종이란 

신체적 차이에 근거하는 본질적인 속성이 발현된 결과이기보다 인종개념과 

10) 인종의 기원에 대해 로저 산젝(Sanjek 1994)은 인간집단들 간의 위계적 질서를 만들기 

위한 틀(framework)라고 주장한다. 산젝(ibid.: 1)은 1400년대 이후 유럽인들이 지리상의 

탐험에 나서면서 “내”가 속한 집단과 “그 외 인간집단들” 사이의 서열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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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주는 사회관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산물

이며, 사회위계질서의 구축과 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본 연구는 인종을 사

회문화적 산물로서 보는 입장을 수용하여 특정 집단의 인종성이 어떤 사회

적 경험과 정치적 논리를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되는지 코리안 아

메리칸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상위범주로 여겨지는 아시안 아메리칸 범주 자체도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종범주이다. 역사적으

로 ‘오리엔탈’이라는 명칭이 적용되던 중국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인들

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말레이계는 다른 인종으로 분류가 됐던 적도 있었으

나, 2차 세계대전과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인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증

가는 미국 태생의 아시아계 후손들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아시아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 및 폭력은 이들이 하나로 단결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Espiritu 1993). 인종폭력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아시

안 아메리칸 범주는 서로 다른 출신지역, 국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종족/민

족집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인종 역사의 산물이다. 한편, 아시

안 아메리칸 범주의 성격 또한 미국사회의 인종질서에 의해 형성되었다. 서

로 다른 종족/민족집단으로 구성된 아시안 아메리칸은 미국사회에서 항상 

불안정(precarious)한 존재였다(Bow 2007: 26). 보우(ibid.: 24)는 아시안 

아메리칸이란 범주의 불확정성(indeterminancy)을 강조하면서 이런 불확정

성은 미국사회의 백인과 흑인으로 양분된 인종구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

다. 인종 문제를 백인-흑인의 문제로 파악하는 미국사회에서 백인일 수도 

흑인일 수도 없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제3자적 위치에 처한다(Kim 2000: 

16-19). 이들은 유색인종으로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었으나, 흑백 대립으

로 구조화된 인종 정치의 결과로 인한 인종의 불확정성 때문에 뚜렷이 정립

된 인종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

상으로 하는 모델 마이너리티 담론도 사실 백인과 흑인사이의 인종화된 계

급구조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인종적 담론으로서 이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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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Ngai 2004: 7)는 인종은 항상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선언한

다. 인종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범주의 경계와 그에 부여되는 사회적, 정치

적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인종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종

적 위계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항상 진행 중’인 프로젝

트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종화된 주체들의 실천과 사회제도의 변혁

을 통해 인종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코리안/아시안 아메

리칸 학자들의 인종 주체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례를 통해 아시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학문적 저술이라는 실천

이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의 학문

적 저술활동이 기존의 인종질서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조망

해보고자 한다. 

2) LA사태를 보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시선

토바니(Thobani)는 “국가는 그 자체의 안정과 일관성의 외양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중재자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수자 

집단들을 서로 싸우게 한다.”고 주장한다(Thobani 2007: 18, Leong and 

Carpio 2016: vii 재인용). 토바니의 통찰력은 LA사태의 성격을 ‘한-흑 갈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수인종끼리 서로 대립하도록 만들고 백인 중심의 

사회지배층은 제3자 또는 중립적 입장으로 물러나 있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Joo 2010). 한-흑 갈등으로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아시안 ‘모델 

마이너리티’와 다른 문제적 소수민족의 대립을 부추겨 왔던 정부와 언론의 

행태와도 연결될 뿐 아니라 인종차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백인 중심

의 컬러 블라인드 담론과도 상통했다(Abelmann and Lie 1995; 이찬행 

2014).11) 백인 지배층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 한-흑 갈등이 LA사태의 

11) LA사태를 한-흑 갈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단지 흑인들뿐 아니라 

라티노 등 다른 인종들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LA사태에 여러 

인종집단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적시하기 위해 다인종 폭동으로 일컫는 것은 이러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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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담론들에 대해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인종에 관한 실천

들—인종 관계를 분석하는 관점들을 계발해내고, 인종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들을 생산해내는 활동들은 어떤 의미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LA사태 충격의 여파 속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은 한인 소상인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자’ 또는 ‘경제적 착취자’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반박

하는 공헌을 하였다(Cho 1993; Kim 1993). 이들은 LA사태를 겪은 한인 

이주자들의 관점과 입장을 알리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LA사태의 근본

적인 원인은 소수인종집단 간의 갈등과 충돌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인종구조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92년 당시 많은 한인들은 

출신국가인 한국과의 연대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뚜렷한 인종의식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Kim 1997). 이런 의식은 LA사태로 인해 반전된

다. LA사태 직후 코리안 아메리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일레인 김

(Kim 1993: 219)과 같은 학자는 한인 이주자들이 단순한 인종차별자가 아

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사회의 인종적 틀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미 조(Cho 1993) 또한 LA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인들을 

소외시키고 흑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미국사회의 인종구조를 비판한다. 

조는 LA사태에서 한인들은 “삼중의 희생양(triple scapegoat)”12) 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미국사회의 인종구조의 희생자로서 

다른 유색인종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판에 입각한 것이다(Johnson Jr. and Farrell Jr. 1993; Abelmann and Lie 1995). 그러

나 다인종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한-흑 갈등이라는 설정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수인종집단 간의 갈등에만 관심을 두게 하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백인 중

심의 인종질서와 백인지배층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없게 만든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Kim 2012a: 2015).  

12) 한인들이 미국 인종구조의 희생양이었다는 발언은 앤젤라 오를 비롯한 여러 코리안 아

메리칸 기자 및 활동가들에 의해 알려졌고 다른 한인들에게 널리 수용되었다. ‘삼중의 

희생양’은 첫째, 한인들의 상가가 약탈과 방화로 폐허로 변하고, 둘째, 공권력이 한인타

운의 폭력사태를 방관함으로써 백인 커뮤니티가 무사할 수 있었으며, 셋째, 대중매체가 

이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룸에 따라 한인들의 입장이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를 의미한다

(Cho 1993: 197). 이 한인들이 입은 삼중의 피해는 한인들을 ‘모델 마이너리티’ 고정관

념으로 바라본 백인지배사회의 관행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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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사태를 통해 한국이라는 출신국가로부터 파생하는 연대감보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사회 특히 미국의 인종구조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에 관

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학자들의 분석이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백인 중심의 인종구조를 비판한 논의들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는 희생자’

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담론으로서 전파되는 데 기여를 했지만 이 희생양 

담론은 후에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노퍼(Nopper 2006)는 1992년 LA사태 

당시 공권력이 의도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믿음은 ‘사실’이라기보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픽션’이라고 주장한다. 이찬행(2013)은 한인 이주자들이 자

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희생양 담론을 강조하고 유포시킨 측면이 있

다고 주장한다. 즉 희생양 담론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무력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위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발견은 코리안 아메리

칸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만큼 순진하거나 무지하지는 않다는 사실보다 

주류사회의 담론에 반응하고 대립하여 대항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인종적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레인 김과 조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직면하는 이방인 취급 문제를 해

결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인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면 2000년대 학자들은 LA사태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LA

사태의 경험 자체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규정하는 큰 분수령이 되었음을 시

사한다. 1992년 LA사태 이후 십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는 학자들의 

LA사태에 대한 관심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범주 자체보다 그 내면적인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LA사태의 여파가 당시 젊은이들이었

던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개인적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것이

다. 예를 들면, 로즈 김(Kim 2012a)이 파악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

은 LA사태의 충격과 폭력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소수인종의 경우) 인종적 

정체성의 주된 내용이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민형 

송(Song 2005)도 LA사태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인종적 소수자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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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포함하는 미국사회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로즈 김

과 송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을 내면적 문제로서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개별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종갈등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한다.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분석은 결과적으로는 백인지배체제에 대한 비

판을 수반한다. LA사태를 백인 중심의 인종질서와 연관시킨 분석과 더불어 

LA사태를 인종적 폭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코리안 아메리칸 개개인에게 깊

은 영향을 미쳤다는 담론을 생성해낸다. 또한 사회비판을 통한 정치적 변화

라는 현실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기도 한다(Cho 1993; Kim 2000; Joo 

2010). 백인 중심의 인종질서에 대한 저항은 역사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이 

형성되는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중요 

부분은 기존의 인종질서에서의 어정쩡한 지위를 탈피하여 보다 확실한 입지

를 찾고자 하는 정치화 경향이다(Espiritu 1993).13)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인종질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코리안/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화를 이야

기하는 것은 이런 백인 중심 인종질서에 대한 소수인종집단들의 저항 혹은 

비판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3. LA사태의 폭력과 트라우마   

1) 인종적 주체로서의 자각: 1992년의 충격과 “깨어남”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종종 LA사태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

면서 “믿을 수 없는,” “경종(wake-up call),” “깨어나다(awaken)” 등의 표현

을 동원한다(Kim 2004; Danico 2012; Park 2012). LA사태 20주년 기념의 

특집호인 2012년 아메라시아 저널은 LA사태를 목격한 한인 2세 학자들의 

13) 물론 백인 중심의 인종질서를 내면화하여 모델 마이너리티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두드

러진다. 그러나 모델 마이너리티의 표상을 추구하는 이들이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은 아

시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역사적 형성에서 정치적 운동이 차지하는 영향과 연관이 없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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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싣고 있다. 현재 맨해튼 커뮤니티 칼리지의 사회학 교수인 로즈 김은 

당시 LA 타임즈의 리포터였다. 그녀는 초보 리포터로서 LA사태를 취재해

야 하는 상황에서 리포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었음을 토로한다. 

 

나는 가상 속의 객관적인 리포터와는 전혀 다르게 폭력과 화염에 싸인 나의 

홈타운을 공포에 빠져 지켜보았다(Kim 2012b: 63)

LA 출신이었던 로즈 김의 경우 LA사태는 그녀 가족의 생활기반과 커뮤

니티에의 소속감을 뒤흔들었고,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위협을 가한 

사건이었다. 사태의 발생지에서 떨어져 있던 이들도 미디어 방송을 통해 LA

사태를 경험했다. 물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은 충격은 로즈 김

에 못지않았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교수인 사회학자 

대니코의 경우는 LA사태가 이전의 인식세계와는 들어맞지 않는 충격적 사

건이었음을 전한다.

나는 LA 센트럴 지역에서 LA사태를 충격과 공포에 싸여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연관된 경관들이 무죄방면 되었다는 소식에는 놀라

지 않았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이 화염에 휩싸였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다. 카

메라 폰,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전 시대에는, 공공장소에서의 경찰의 폭력

행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 많은 사람들은 로드니 킹을 구타하는 모습

이 비디오테이프에 찍힌 경관들이 처벌을 받고 마침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

한 경찰의 인종적 차별이 시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나를 비롯해서 경찰관들

의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극에 달한 혼란이 LA의 코리아타운에서 발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

지 못했다(Danico 2012: 34).    

대니코는 미국사회의 제도적 폭력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

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소수인종의 관점에서 제도적 차별은 새로운 발견

이 아니라 일상적 폭력인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과 또 거기서 

파생된 폭력이 코리아타운을 휩쓸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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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모델 마이너리티… [에게 있어], 미국의 인종주의는 매우 예외적인 현

상”이었던 것과 같다(이찬행 2014: 175). 미국이 인종주의 사회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인종 폭동’과 같은 폭력적인 사건은 코리안 아메리칸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LA사태는 경종(wake-up call)을 울렸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었고 직접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한인 상인들과 

같은 종류의 타격이었다. 불길에 휩싸이고 있는 LA 코리아타운은 새로운 

인종적 발견의 상징이 되었다.

택우 리(Taeku Lee) 또한 TV를 통해서 LA 상황을 지켜본 충격을 묘사하

고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거리에서 TV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 충격은 

매우 컸고 그는 며칠 동안 TV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고 서술한다. 

1992년 4월 29일 일리노이 주 하이드 파크는 아직 추위가 서린 맑은 날씨였

다. 박사과정 첫해 봄학기를 보내고 있었던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막시즘 세미

나들에 관한 여러 생각으로 머릿속이 분주했다. 저녁을 먹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TV를 켰을 때,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전날 사건들과 로드니 킹 사건의 평결

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그 후 6일 간 나는 나의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꼼짝하지 

않고 천사들의 도시가 정치적 저항과 살인적인 적대감이 분출되고 비극과 눈물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Lee 2012: 39).   

지금은 UCLA의 정치학 교수인 리는 LA사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에 대해 그것은 일상생활로부터 유리되는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한다. LA지

역의 해묵은 구조적인 차별로부터 발생한, 넘쳐나는 분노와 저항, 그리고 

그런 감정적 폭발로 인해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사람들의 또 다른 분노와 

비애가 한순간에 강도높게 다가와서 로드니 킹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

다고 생각했던 이들—LA 지역의 한인들과 멀리 떨어진 일리노이 주의 박사

과정생—이 LA의 폭력적 현장에 동시적으로 함께 묶여있음을 보여준다. 

LA사태는 아시아계 소수인종자인 그들이 평화로운 ‘미국적’ 삶에 안주할 

수 없는 인종적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게 만들었다(Lee 2012: 40). 인종차별

이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나의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리(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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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는 LA사태를 경험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 집단에 

비해 다른 코리안/아시안 아메리칸에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

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낀다고 보고한다.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내러티

브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인종적 주체라는 자각을 통해 하나의 코리안 아메

리칸에게 일어난 일은 코리안 아메리칸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각은 ‘인종주의자’이고 ‘배금주의자’로 알려

진 ‘이방인’으로 고정관념화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모

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

에 없게 한다(Danico 2012: 36).

2) LA사태의 기억과 트라우마

미국 인종구조 속에서의 폭력적 체험으로서 미주 한인의 트라우마를 다

루는 민형 송과 로즈 김은 2000년대의 시점에서 LA사태를 되돌아보며 LA

사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든 아니든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는 깊은 상흔을 남겼음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로즈 김(Kim 2012a: 

2001)은 1992년 LA사태 때 한인들에 가해진 폭력의 경험과 그에 따른 트라

우마가 한인들의 집단의식에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런 집단의식이 한인

들은 자신들을 인종화된 주체로서 자각하게 된 바탕을 제공했다고 본다.14) 

김(Kim 2012a: 2001, 김현희 2013: 245 재인용)은 LA사태로 미주 한인들

이 한국 출신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서 미국사회의 인종적 폭력과 트라우마

를 공유한 인종화된 주체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폭력 사건은 미국 유색인종의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Chan 1991), 

폭력 사건이 이들 인종적 소수자의 정체성이나 행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

음은 이미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Zia 2000).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살펴보더

라도 중국계 또는 일본계, 필리핀계에 가해진 폭력적 사건은 이들이 미국사

14) 미국사회에서의 삶에는 인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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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가지는 위치를 재고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인종적’ 성격을 재정립

하는 계기가 되었다(Zia 2000; Nagi 2004).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에 

의한 일본계 이주민 및 시민권자들의 강제격리수용은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가해진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이창신 2009; Nagi 2004). 2차 세계대전 

중 적대국가와 혈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계 이주민 및 시민권자

들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사건은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남았다(윤은하 2012: 10).

LA 사건으로 인한 코리안 아메리칸 범주의 인식은 공통된 폭력의 경험으

로부터 시작한다. 대니코는 LA사태로 인해 남부 캘리포니아, 아니 전 미국

의 한인들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Danico 2012: 35). 결국 LA사태는 대니코에게 있어서 미국의 인종 

관계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집단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인종 문제는 이제 거리를 두고 냉정을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전에서 급박하게 개입을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된 것이다. 

여기서 인종적 주체는 그가 속한 인종집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온 까닭에 항상 집단적 정체성을 그 존립의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Fanon 1986: 112-113). 

(물리적) 폭력은 특정 지역의 상인들에게만 일어난 것이지만 전체 코리안 커

뮤니티는 폭력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대중매체 때문에 폭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구성하였다(Kim 2012a: 2015).

   

로즈 김(ibid.: 2001-2002)은 소수인종의 인종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미국

사회의 폭력성 특히 인종적 폭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LA사태

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이는 LA 지역의 한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인종 정체성은 LA사태의 물리적 폭력성

과 이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진행되어 문화적으로 귀결된 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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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2002). LA사태 20주년을 기리는 논문에서 김(Kim 2012b: 63)은 LA

사태가 그녀의 홈타운, 조국, 종족 및 인종 정체성을 재고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한다.15) 

송(Song 2001: 81-82)은 로즈 김과 같은 맥락에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을수록 박해받는 민족 구성원들은 서로 접한 관계에 

있음을 느끼고 생존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본다. 이때 집단으로서의 민족에

게 의미 있는 문화란 공유되는 언어, 예술, 관행 등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 행위들을 공통된 것으로 소급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공유된 트라우마

의 문화이다. 이것이 역사적 트라우마의 내러티브이다(Song 2001: 95). 송

(Song 2005)은 LA사태에 대한 한인들의 입장을 담은 4.29 다큐멘터리의 

분석에서 ‘멜랑꼴리아’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접근하며 인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 부분과 심리적 상흔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멜랑꼴

리아라는 개념은 유색인종에게 있어서 주류 문화로의 동화는 그들을 배제하

는 지배적인 규범과 이상을 채택해야 하는 역설을 내포한다(Eng and Han 

2000: 670). 멜랑꼴리아는 유색인종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상실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상실에 대한 긍정적 대응 즉 극복은 

불가능하다. 이 인종적 멜랑콜리아는 LA사태의 트라우마에서도 부각된다. 

LA사태로 인해 “멋진 미래를 위한 투자와 희망의 상실”을 경험한 한인들의 

처지는 도달할 수 없었던 곳에 대한 깊은 슬픔의 상태이다(Song 2005: 

157). 이것은 이민자들의 아메리칸드림이 무너졌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백

인 중심의 인종질서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의 깨달음이다. 송은 LA사태를 겪

은 가족들의 지속되는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인종갈등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15) 로즈 김은 LA사태의 특수성은 이전의 인종 폭동이 사실 백인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반

해 LA사태는 소수인종집단인 흑인-라티노들이 다른 소수인종집단인 한인들을 향해 행해

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은 더욱 더 충격이 컸다는 것이다. 그

녀는 매스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가 한-흑 갈등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인

종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상기한다. 그녀는 인종갈등을 강조하는 담론은 대중을 인종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종집단들의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 집단 간 위계

를 정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Kim 2012b: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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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전달한다. LA사태를 겪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지속되는 상실감

은 다른 소수인종집단들의 인종적 경험과 중첩되고 다시 연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미 어떤 실천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다. 소실한 재산이나 희생된 가족들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불가능함을 가지고 미국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다. 송은 LA사태를 겪은 한인들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코리안 아메리칸

들의 감수성이며 심리적 상태임을 재확인한다. 이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인종적 주체로 형성되는 내면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로즈 김과 송은 인종차별과 갈등이 개개인의 정신과 심리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LA사태를 분석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과 차이가 있다. 이전 학자들은 인종갈등의 원인이 무엇

이며 악화된 소수인종집단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백인 주류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촉구하는 경향이 있었다.16) 그러나 2000년대 발간된 로즈 

김이나 송의 연구는 LA사태가 코리안 아메리칸의 집단적 심리에 미친 영향

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이 LA사태를 기점으

로 해서 재형성되었음을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고 있다. 인종차별의 폭력성

의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로즈 김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험이 시기적으로 

앞서 도래했던 다른 아시아계 이주민 집단이 겪었던 인종차별과 같은 선상

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17) 즉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에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치시키려는 작업이며, 이방인이 아닌,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로즈 

김이 LA사태를 통해 코리언 아메리칸의 LA사태의 경험을 아시안 아메리칸

16) 예를 들면 조와 같은 학자는 직설적으로 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등 인종갈등 해결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강조하였다.

17) 코리안 아메리칸 저널리스트인 K.W. 리는 일관되게 한인들에게 일어난 LA사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이주자와 시민권자들을 대규모 집단 캠프에 강제수용했던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인종적 불의라고 주장한다(Park 1998: 41). 또한 그는 LA사태를 유태계 

폴란드인이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바르샤바의 유태인 게토에 감금되고 후에 학살되었

던 사건에 비유하여 “미국의 바르샤바(our made-in-America Warsaw)”라 부른다(Lee 

2012[199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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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 수렴시키려고 하는 반면 송은 소수인종의 심리적 내면의 분석을 

통해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성을 강조한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측

면을 강조하는 시도들은 소수자집단들이 인종집단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대

한 이해에 기반함과 동시에 다시 그 형성과정을 촉진, 강화시킨다.  

4.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과 인종 정치  

1) 코리안 아메리칸 목소리를 대변하기

2004년 아메라시아 저널의 특별호인 “한인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 Korean?)”는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LA사태

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1992년 사태가 십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인의 역사에 관련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

심장하다고 할 것이다. 이 특별호의 편집주간이었던 에드워드 태한 장

(Chang 2004: ix)은 현재 한인의 의미를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또는 새로

운 맥락 속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코리안 아메리칸의 지

평을 제시하려 한다. 이 특별호는 바깥 세상과의 소통 속에서 코리안 아메리

칸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민형 송(Song 2004)은 일레인 

김과의 인터뷰, “4.29 다시 보기: 일레인 김과의 인터뷰(Sa-I-Gu Revisited: 

Interview with Elaine Kim)”에서 LA사태 직후 상인들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를 담았던 다큐멘터리 4.29의 의미를 다시 살피고 있다. 일레인 김은 

LA사태 이전에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부재했던 문제점을 지적

하고 다큐멘터리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흑인은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조차도 이방인 혹은 이민자로 여겨지는) 한인들의 목

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이 인터뷰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무엇을 담을지 누구

의 목소리를 담을 지 고려하는 한인 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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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당시 코리안 아메리칸은 미국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

고 합법적인 시민으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의 캐리커쳐로만 인식되고 있었

다(Kim 2009: 32; Joo 2010: 108). LA사태에 대한 대중매체의 초점이 한인

과 흑인의 갈등에 놓이게 되고 한인 상인들의 인종차별적 언행이 사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당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교수였던 

일레인 김은 주로 영어가 서툴렀던 상인들이 대부분인 이민세대의 목소리를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 기록을 시작했다. 

나는 나중에 다큐멘터리 4.29 속의 한 인물이 된 한 여인을 소개받았다. 그녀

는 자신의 가게가 있던 자리의 잔해들 사이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끔찍해.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아.”라고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 처음에는 

그녀는 로드니 킹 평결이란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냥 자신의 가게에

서 간단한 스낵을 만들어서 파는 일만 반복해서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녀가 알

던 세계는 그녀가 살던 아파트와 가게 밖에 없었다. 아파트와 가게, 그 두 가지가 

그녀의 스무 해 동안의 미국생활의 전부였다. 이제, 모든 이들이 LA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 끼일 수가 없었다. 나는 영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느낀 바를 전달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또 한 여인을 만났다. 

PBS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 그녀를 세웠을 때, 그녀는 들뜬 기분이었다. 그 옆에 

있던 딸이 그녀의 말을 통역해 주었다 … 그러나 그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그녀

의 인터뷰가 방영될때, 그녀의 (누군가 던진 잉크에 맞아서) 더러워진 얼굴의 이

미지만 보일 뿐이었다. 방송국은 그녀가 한 말을 영어로 통역하지 않았다. 어쩌면 

영어 내레이션을 쓰거나 자막을 쓰는 것은 너무 번거롭거나 또는 너무 비싸거나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한 번도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없었다

(Song 2004: 232).

목소리가 지워진 채 얼룩진 얼굴만 클로즈업된 한인 여성의 모습은 그 

당시 피해를 입은 많은 한인 상인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한인 

상인들은 LA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

는 없었다. 대중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가진 것을 잃은 한인들의 서투른 

영어와 원색적인 울부짖음은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강화할 

뿐이었다. LA사태에 대한 대중매체의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요 피해자인 코리안 아메리칸 상인들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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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그녀와 대실 김-깁슨(Dai Sil Kim-Gibson),18) 크리스틴 쵸이(Chrisitine 

Choy)19)가 힘을 합쳐 4.29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하는 데 동력이 되

었다.

우리는 한인 이민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줄 방도를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 나는 대실 김-깁슨, 크리스틴 쵸이에게 전화

를 걸어 영상 작업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4월 29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우리는 빌린 장비를 가지고 LA로 떠났다. 우리는 기금을 모을 시간도 없이 시작

했다.

다큐멘터리 4.29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 공헌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

다.20) 일레인 김은 다큐멘터리 4.29가 코리안 아메리칸들로부터 많은 비판

을 받았음을 순순히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특

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강변한다. “무지한 한인”에 대한 비판이 공정하지 않

다고 지적하는 일레인 김은 한인 이민자들은 인종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고려한다. 미국에서는 “섹스, 스포츠, 범죄 등 모든 것이 인종이라는 렌즈”

를 통해 보여지는 데 비해 한인들은 인종화된 경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Song 2004: 236). 인종과 인종화된 경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한

인들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들에 대해 적나라한 분노와 자신들을 지

켜주지 못한 미국이라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4.29에 대한 비판에는 이들의 

언행과 관점이 미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목소리

18) 코리안 아메리칸 영화감독 및 작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비인간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던 한국 여성들의 문제를 다룬 “침묵의 소리(Silence Broken: Korean 

Comfort Women, 2000)”를 제작했다.

19) 코리안 아메리칸 영화제작자. 그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

가?(Who Killed Vincent Chin?, 1987)”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정치화와 대항 역사 만

들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 한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원생은 이 다큐멘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한인들

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Park 199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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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기에는 너무 물질적이고 세련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일레인 

김은 코리안 아메리칸들 모두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한인 상인들의 목소

리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문제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문제이고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정적 분노와 절망 등을 전달하여 미디어에

서 간과되었던 이들의 입장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LA사태의 문제를 파악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주지시키려는 취지였다.21) 

2)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 만들기 

(1) “코리안 아메리칸의 얼굴과 목소리”

미주 한인의 역사에서 LA사태는 코리안 아메리칸에 관한 담론을 근본부

터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을 통해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Chang 2004: vii). 한인의 의미는 LA 사건 

이전 한인 이민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인이 위치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다문화 

정치와 인종, 경제적 상황 등과 관련되어 구성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LA

사태 이후 한인 상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인 

2세들의 등장에 힘입은 바 크다. 한인 2세들은 이민자들의 자녀였지만 종종 

이민 1세대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한-흑 갈등에 관련해서 한인 

상인들의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21) 영문학자 일레인 김(Kim 1993)은 이 논문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LA사태에서 입은 상

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아메리칸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일레인 김은 ‘한’이라

는 한국적 정서를 통해 LA사태의 고통이 한인 이주자들에게는 한인들이 오랜 역사 동

안 감내해 온 시련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주장한다. 김(Kim 1993: 223)은 자신이 미국

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외국인으로 오인받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 허용되지 않는 즉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 입장을 강요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토로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은 한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너무 한국적

이고 완전한 미국사람이 아니”라고 비난받는다고 지적한다(ibid.). 김은 미국사회에서 코

리안 아메리칸들이 외국인 또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 한인들이 한을 강조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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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0). 그러나 이들은 LA사태로 인해 이민 1세대의 문제들도 코리안 

아메리칸의 문제라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2세 변호사 앤젤라 오가 의

도했든 아니든 그가 주류언론에 등장하여 코리안 아메리칸의 입장을 이야기

하기 시작한 것은 한인 2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Oh 2010: 46).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젊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앤젤라 오의 

ABC 나이트라인의 출현은 어떤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다. 이들은 냉소적 

또는 객관적, 중립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스스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할 당사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대니코(Danico 2012: 36)는 

1992년 이후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이 대두되고 LA사태를 관심 있게 

다루기 시작하자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코리안 아메리칸의 얼굴과 목소

리”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LA사태는 이민자 자손이라는 것을 외면하던 1.5 또는 2세들이 행동을 취하도

록, 시민으로서 또는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일깨웠다(ibid.: 36).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LA사태를 어떻게 이해

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기본적 틀을 제공할 수 있었다. LA사태와 그 

후의 짧은 시간 내에 자신들이 목격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주류사

회와의 불소통과 소통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

한 교훈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LA사태 발발 후 수년 내에 “로스엔젤레스가 불탄 자리에 코리안 아메리카

가 탄생했다(As Los Angeles burned, Korean America was born)”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Chang 2004: vii). 리(Lee 

2012: 43)는 LA사태가 코리안의 의미, 아시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재구성하

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은 학문적 분석을 통해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이들이 코

리안 아메리칸의 얼굴과 목소리를 포착하는 작업의 핵심은 인종적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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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정치를 분석하고, 문제시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2) 인종 정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

LA사태는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이 무엇보다도 인종 정치를 이해하고 

인종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를 부각시켰다(Lee 2012: 42). 

앞서 언급한 조(Cho 1993)는 LA사태 다음 해 발간된 글에서 일찍이 인종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는 “한인들

(외부인)이 흑인들을 착취한다.”는 지배인종집단에게나 향해질 수 있는 왜

곡된 비판이 소수자 집단인 한인들에게 자행된다고 지적한다(ibid.: 206). 

조는 마치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사회의 지배인종인 것처럼 공격당하는 

것 자체가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조(ibid.: 207)

는 근본적인 문제는 더 이상 백인과 흑인 관계로만 풀어나갈 수 없는 미국의 

인종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남미계와 아시아계의 여러 이주집단이 유입

됨에 따라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인종 관계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조(ibid.: 208)는 복잡다양한 인종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이론의 정립 및 실천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조에게 있어서 이론은 사회현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

다. 그녀는 학자들이 인종갈등문제를 직면할 것을 촉구하는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학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자들에게도 한-흑 갈

등을 잘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면서 백인 중심적인 사회구조에서 코리

안 아메리칸들이 부수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이 나서

서 비판해야 하며,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으면 다른 소수

인종집단의 학자들이 침묵하지 말고 나서서 저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변한다(ibid.: 209). 

1993년에 조가 학자들의 참여를 촉구한지 20년이 흐른 후에 리(Lee 

2012)는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는 LA사태가 미국의 인종 정치와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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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고 진단한다(ibid.: 

42). 그에 따르면 이제 인종에 대한 코리안 아메리칸 및 아시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관심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코리안 아메

리칸학의 성장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성장을 시사한다. 대니코(Danico 

2004, 2012)는 LA사태로 인해 코리아타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

을 가지게 되었고, 한인 집단의 세대 간 관계와 인종 간 관계의 교차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나디아 김(Kim 2004: 1) 역시 1992년 사태는 인종 

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수인종 간 갈등관계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나디아 김(Kim 2008) 자신은 한인과 흑인/라티노와의 갈등관계를 설

명하기위해 한인의 인종적 선입견을 형성하는 글로벌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22) 이는 클레어 김(Kim 2000)이 뉴욕의 한인 상가를 둘러싼 

갈등관계를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 인종간의 관계 역학 속에서 

접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인종 관계와 인종 

정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3) 정치적 활동주의에 대한 관심

한편으로 사회학 교수인 에드워드 박(Park 2012: 44)은 LA사태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반응은 한인들의 폐쇄적인 사회관계와 

고립에서 벗어나 정치 참여와 풀뿌리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본다. 자연

스럽게 그의 학문적 작업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 참여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박은 LA 코리안 아메리칸의 커뮤니티 정치 노선의 분화

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한국계라는 것이 더 이상 연합하는 이유로서 불충

분함을 보여준다. 이미 미국의 인종 정치, 민권 운동의 역사, 지역 상인과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 등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내의 분화에 

22) 나디아 김(Kim 2004: 17)은 한인의 인종적 편견은 글로벌 인종적 위계의 영향을 받았

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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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앞선 리와 마찬가지로 박은 LA사태가 

한인들의 변화에,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정치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

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LA사태 이후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부상했고 문자 그대로 ‘이민사회’에서 명실공히 ‘미국의 

소수민족사회’로 변화하였다(ibid.: 45). 이런 변화는 앤지 정(Chung 2007)

의 LA 지역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정은 코리안 커뮤니티의 보수적인 기득권층과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

을 제공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소수인종 노동자들과의 연대의 의미를 

되살림으로써 앞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나아갈 길에 대해 시사하

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다인종사회에서의 커뮤니티 정치에 대한 그리고 소

수인종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들이 정치참여와 풀뿌리운동을 통해 코리안/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 정체성

의 구성에 가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5. 결론: 집단 기억과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이 연구는 미국 사회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 정체성의 형성 양상에 

주목하여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학문적 저술에서 나타난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종 분석틀을 재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인종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제공해 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LA사태라는 역사적 국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2년 

LA사태의 폭력성 및 파괴력의 목격와 경험은 한인 2세들을 코리안 아메리

칸 집단의 일원으로서 각성시켰다. LA사태의 결과로 코리안 아메리칸은 소

수인종집단이라는 의식이 강한 인종화된 주체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 자신의 LA사태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학자들의 저술이 인종화된 주체로서의 면

모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 측면도 발견된다. 이들은 LA사태를 기점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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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인종갈등과 인종구조의 맥락 속에서 인종화된 주체로서 ‘코리안 아메

리칸’을 논하기 시작했다.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은 한인 공동체의 ‘내부자

적’ 관점을 반영하여 한인들의 이민생활의 굴곡과 인종갈등문제에 대한 한

인들의 입장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저술이 

한인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한인 자영업자들의 인종주의적․민족

주의적 태도가 인종갈등을 악화시킨 점은 신랄하게 비판되기도 하였다(Kim 

2000, Chung 2007 참조).

학자들은 LA사태는 인종차별적 폭력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각성시키고 

새로운 인종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핵심으로 작용한 사회적 의의가 있

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믿었던 세계, 약속된 사회

적 안전망이 자기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정서적 상태”를 가지게 

된다(안아람 2016: 5). 자신들은 희생양이었다는, 한인 상인들의 울분에 찬 

넋두리들은 이들이 노력으로 성취했던 것들과 함께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내렸음을 표현한다. 한인 2세들은 한인 상인들의 경험을 자신

들의 즉 코리안 아메리칸 전체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트라우마로 상징화하

여 남겼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경험한 LA사태의 트라우마는 단순한 현실

의 인식을 넘어 ‘공감(empathy)’됨으로써 공유된 기억이다(전진성 2006: 

232, 박종욱 2010: 42-43 재인용). 그리고 이 기억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는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이수정 2011: 

91-92). LA사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공유되는 어떤 기억으로 매김됨

으로써 집합적 존재로서 코리안 아메리칸들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자전적 에세이에 나타난 LA사태에 대한 충격

과 공포의 내러티브는 학문적 실천 또한 자신의 동족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임을 드러낸다. 송(Song 2005)과 로즈 김(Kim 

2012a)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집단적인 사회 심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강

조하며 결과적으로 LA사태가 현시점에 있어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송과 김의 작업은 

에드워드 박이나 앤지 정과 같은 학자들이 새로운 코리안 아메리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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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립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작업과 병행한다. 이들 학자군은 코리안 아메

리칸의 정체성에 다가가는 서로 다른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LA사태라는 공

통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로즈 김이 주장하는 것처럼 LA사태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집단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그로부터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

가 새로이 규정되는 데 있어서 1992년 이후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이 의미 

있는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학자들의 주장은 새로운 이민자

들이 계속해서 충원되는 한인 지역 사회의 인식 및 담론과는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적인 이론적 분석과 주장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종종 인종차별적인 주류사회의 담론의 영향을 

제어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인종들이 소수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사회는 인종들 간의 

관계가 사회관계의 주된 부분이고 인종들 간의 복잡다양한 갈등과 협상이 

각각의 인종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점은 인종 

자체에 대한 개념과 인종적 정체성의 역동적 변화로 나타난다. 코리안 아메

리칸의 인종 정체성의 문제도 코리안 아메리칸의 독자적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미국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범주 

안에서 개개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 사회의 인종 범주의 역사적 형성과 인종집

단 간의 갈등의 문제로서의 인종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하는 점이

다. LA사태가 일어난지 십 수 년 뒤인 2000년대에 들어서 로즈 김이나 그밖

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종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것이

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코리안 아메리칸의 학문적 실천은 사회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거나 그 문제를 시정하려는 대안적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학자들의 학문적 여정이나 작업은 오미와 와이넌트

(Omi and Winant 1994)가 말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인종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미를 구성하려는 각자의 노력—코리안 아메

리칸 학자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읽어내고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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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종래의 모델 마이너리티 담론에서 또는 백인 중심의 인종질서에서 

규정하는 주변적인 인종적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정치적 역량이 있는 

소수인종이 되고자 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사회에서 다른 인종집단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코리안 아메리칸 학자들의 인종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기존의 인종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또는 새로운 인종적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사회역사적 

과정에 하나의 담론의 형태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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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mory of the 1992 LA Riots and the Racial 

Formation of Korean Americans: 

A Focus on the Cases of Korean American Scholars 

    Kim, Hyun Hee*23)

The Los Angeles Riots in 1992 is a historical event for Korean 

Americans in light of the way in which it has affected their contemporary 

racial formation. This study relies on selected Korean American scholars' 

essays, interviews and journal articles to look into how they view and 

explain the LA Riots. Their argument that the violence of the Riots 

inflicted the trauma on Korean Americans and became a collective 

memory for them is central to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Korean 

American identity. Such analysis provides a platform for Korean 

Americans who are often treated as outsiders to assert their legitimacy 

in the American soil. Scholarly works play a role in the formation of 

Korean Americans as a racial minority. Also, it sheds light on the ways 

of how a racial minority raises their voice and negotiates with the racial 

majority in order to establish their social standings. The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racial formation of Korean Americans involves various 

kinds of ongoing social interactions which are part of a historical process.

*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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