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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LA카운티와 인접한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아시아계 인구가 남북으로 길

게 퍼져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에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로 이주해 오고 있는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이주소수자들이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모습과 전혀 다

른 새로운 형태의 소수자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이주소수자들은 새로운 

토로 이주할 때 최소한의 개인적 자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물질적인 성

공을 위해 적응하고 노력한다. 다수집단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사회적 자

본(social capital)을 가진 그들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동화의 상임과 

동시에 삶은 끊임없는 인정투쟁의 연속이다. 그러나 새로운 소수자들은 

이와는 달리 충분한 자산을 이미 소유한 채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이주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토에서 자신들의 

역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도 다르다. 기존의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다수집단이나 다른 소수집단과 분리되는 공간적, 관계적 폐쇄

성을 지니고 있다면, 새로운 소수자들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함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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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 쇼핑, 교육, 음식점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적인 문화 공간을 형성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이주민들의 집단거주지(ethnic enclave)

에 따라 형성되어 있던 경계가 새로운 소수자들의 등장으로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소수자들이 최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와 삶의 공간이 기존의 이주소수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재 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특징적인 모습은 어떠한 차별성

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들이 던지는 이주소수자 연구에 한 함

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주소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자원을 지키고 새로 이주한 지역을 

재 토화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 도시나 지역을 장악하여 

민족 집단거주지를 형성해 왔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

니아 주에서도 민족적 국가적 출신별로 국경 아닌 국경이 그어져 있다. 

예컨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엔젤리스의 차이나타운에는 중국인들이 주류

를 차지하면서, 상권과 지역문화를 독차지 하 다. 그 지역적 경계 안에

서는 중국어, 중국문화가 득세하 고, 미국에서의 작은 중국을 표방해도 

될 정도에 이른다.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도 오렌지카운티의 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와 가든 그로브(Garden Grove)를 중심으로 리틀 사이공

(Little Saigon)이라는 베트남 지역공동체를 뿌리내리고 있다. 한인들은 

로스엔젤리스 코리아타운과 오렌지카운티 가든 그로브를 중심으로 한국 

이민자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소수자 집단인 

멕시코 출신 히스패닉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로스엔젤리스 다운타운은 물

론이고 산타아나(Santa Ana)를 중심으로 오렌지카운티의 여러 도시들에 

걸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오렌지카운티의 소수민족 공동체

는 각각의 공간적 역을 차지함으로써 출신 국가별로 보이지 않는 국경

선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소수자의 등장으로 인해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지금까지 

이주자 집단거주지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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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카운티 내에서 아시아계 인구의 급격한 이민증가이다. 사실 아시아

계는 최근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을 능가하여 가장 급속하게 이민이 증가

하고 있으며, 주로 동부와 서부지역의 도시와 그 주변에 정착하고 있

다. 캘리포니아는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새로 이주하

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LA와 오렌지카운티에 집중적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 둘째, 최근에 이주해 오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경제적 자산을 상

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

는 지역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주요 도시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가난한 이민자들의 진입

이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

시아계이며 이곳에서 그들은 백인집단과 등한 인구비율을 유지하고 있

다. 말하자면 오렌지카운티의 새로운 이주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터에서 

소수자이면서도 소수자가 아니다. 오렌지카운티의 도시들 중 얼바인

(Irvine)은 이러한 형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적인 공간이다. 얼

바인의 소수자들은 이주소수자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시민적 권

리와 보편적 인권, 복지, 불공평한 경쟁, 그리고 최소한 이와 관련된 차별

의 문제에서는 상 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얼바인의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지금까지 이민자들이 보여준 정

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민족별 집단거주지가 

형성되는 과정, 민족공동체를 중심으로 문화가 공유되는 형태, 이민자 집

단 간의 경계를 구성하는 방식 또한 다른 모습을 띤다. 그렇다면 얼바인

의 새로운 이주자들의 삶의 공간은 기존의 이주 소수자들이 만들어 왔던 

집단거주지와 어떤 점이 다르며 나름의 독특성이 있는가? 새로운 소수자

들이 그들의 토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삶의 공간은 실제적으로 민

족적 국가적 경계를 허물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소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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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다수자와 소수자, 소수자와 소수자가 함께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표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2. 민족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변화

일반적으로 ‘이주의 지구화’를 통한 소수자들의 이주에 한 담론은 소

수자들이 다수자 사회에서 지역과 문화의 연결이 단절된 탈 토화된 이

방인으로 재 토화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의 문제에 집중한다

(Tomlinson 1999). 이주소수자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누려왔던 존재의 안

정감이 위협받는 반면 새로운 토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누린다(최종렬 2009). 이 과정에서 소수자들의 시민적 결

속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

는 소수자 권리의 불인정에 맞서 정치적 공동체의 집합적 이익을 정당화 

하는 인정투쟁과 인정의 정치학의 요구가 이주소수자 논의의 중요한 주제

로 등장했다.(송재룡 2009; 호네트 1996; Kymlicka, 1995, 2007; Taylor 

1994). 

또 다른 한편 이주소수자에 한 연구들은 이주소수자와 토착국민 사

이의 관계를 구분하는 요소로 자민족중심주의, 경쟁, 그리고 권력의 차이

에 집중한다(심보선 2007; 오경석 2007; 윤인진 2008; Noel 1968). 그리

고 소수자에 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관련된 토착국민과 이주소수자의 

관계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권력관계로 상정한다(김정규 2015). 토

착국민은 자민족중심주의를 자신의 역과 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용하고, 경쟁은 토착국민이 지배를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배계급이 자민족중심주의를 사용하는 방식과 경쟁의 다양한 형

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김정규 2013; 김종태 2012; 한경구⋅
한건수 2006; 황정미 2011). 



오렌지카운티의 새로운 소수자들   95

접촉상황의 이러한 특성들은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의 관계가 두 집단 

간의 경쟁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을 짜

는 것과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이 실제적인 경쟁을 하기도 전에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다수집단이 소수

집단에게 일방적인 패배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집단의 자원소유에 

한 비교우위도 경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소수집단

의 입장에서도 다수집단과의 경쟁을 얼마나 수월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는 소수자들이 새로운 토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김

정규 2013).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수집단과 그렇지 않는 소수집단이 서로 간에 느끼게 되는 위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실제적인 경쟁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위협이다. 소수자들의 등장은 다수집단에게는 실제적이고 현실적

으로 그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 또한 다수자들

이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공간이 이방인들의 등장으로 

인해 방해받게 되고, 그들과의 원하지 않는 접촉이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소수자들은 다수집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수자들이 태

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평등의 경쟁시스템이 던지는 두려움을 견

뎌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다수집단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사회

적 압력과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내적 긴장상

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둘째,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경쟁 상황과는 별

도로 소수자들이나 다수집단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협이다. 이것은 막연한 

고정관념이나 주장 등에 기초하여 소수자 또는 다수집단들의 존재 자체

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지된(perceived) 경쟁 또는 

상징적(symbolic) 위협이라고 한다(Blalock 1967; Stephan⋅Stephan 

2001). 다수자의 경우에는 소수자들의 등장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

는 해를 두려워해서 소수자에게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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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소수자의 경우에는 다수자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소수집단과 다수집단과의 관계에서 인정의 정치

학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쟁적인 구도가 사회전체에 실제적

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 사회에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긴장관계는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그것이 편견과 차별의 역사적 경험이 

되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러나 매일의 일상에서 다인종, 다민족 구성

원들을 접하고 다문화적인 삶이 익숙해진 다문화국가로서의 미국에서는 

이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다양성의 가치가 국민 통합의 주된 

가치로 떠오르게 된지도 벌써 오래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차별받던 흑

인이 통령을 지낼 정도로 인정의 정치학이 제 로 수행되고 있는 나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흑과 백의 극단적인 긴장관계가 완화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분리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사

회 안에서의 인종, 민족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 

원래 분리정책은 흑인이 해방된 이후에 남부에서 시작된 인종차별적 정

책이다. “같지만 분리하여(equal but separate)”라는 기치로, 노예에서 해

방된 흑인들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권리가 수행되는 공간은 다를 수 있다

는 것이 그 요지이다. 예컨  흑인도 백인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만 백인학교와 흑인학교는 분리되어 있다든지, 버스를 탈 때도 흑인 자리

와 백인 자리가 나뉘어져 있고, 같은 식당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식사하는 

테이블이 구분되어 있었다. 분리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최 한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인은 백인 로, 

흑인은 흑인 로의 삶을 서로의 공간에서 유지함으로써 주로 백인들의 

인종적인 안온감을 지키려는 시도 다. 물론 “분리”만 강조되고 “동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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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분리정책은 표적인 인종차별정책 중 하

나로 기록되고 있지만, 적어도 분리된 공간으로 인해 백인과 흑인의 접촉

의 빈도가 줄고, 접촉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인종적 갈등의 소지

를 줄이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행해진 인종분리정책은 폐지 된지 오래되었지

만, 분리정책의 근간은 미국 사회 내의 다양한 역에서 구조적으로 고착

화되어 있다. 예컨  경제적 계급에 따라 거주지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

다. 잘사는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가 뚜렷하게 나누어져서 거주지의 계

급적 분리가 뚜렷하다. 종교생활에서도 분리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백인

은 백인 교회, 흑인은 흑인 교회, 한인들은 한인 교회, 중국인은 중국인 

교회 등과 같이 인종과 민족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 

부분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미국으로 보이지

만 조금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인종, 민족, 계급을 기준으로 공간적으로 

나누어져서 미국인들은 독립적인 삶을 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잡함과 다양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깔려있다. 다시 말하면, 집단의 특성에 따른 공간적 분리는 실제

적인 경쟁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위협과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

지된 경쟁 또는 상징적인 위협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이러한 분리정책의 역사적인 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구성원의 전체적인 통합보다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을 상 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문화의 

누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은 다

수집단이 보다 쉽게 민족 집단거주지의 형성을 용인하도록 향을 미치

고 따라서 민족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쉬운 사회적 환경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이주자의 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한편, 미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은 원한 이방인들로 여전히 인식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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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짐멜(Simmel)은 이방인으로서의 이주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토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규정한다(Simmel 2005). 이주자들은 자신들에게 실존적 존재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나 민족과도 같은 초월적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주자들의 자아정체성은 여전히 과거의 고향에 의해 규

정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undell 2004). 그래서 부분의 이주자

들은 새로운 토에 걸 맞는 정체성을 제 로 확보하지도 못한 채 기존

의 다수집단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운명을 지녔다. 

부르디외의 용어를 빌리면, 이주자들은 그들의 삶의 장(field)이 새로운 

토로 이동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수집단 구성원들의 

삶의 장(field)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Bourdieu 1989). 새로운 

장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이주자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지위가 주어지고 

다수집단 구성원들과의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통해 지배-종속의 관계로 자

신의 자리가 재정립된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장에서 자신이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habitus)를 들여놓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수집단의 

아비투스와 경쟁, 적응, 또는 갈등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 이주자들

은 다수집단의 아비투스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지배자의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다수집단의 사고방식, 지배형태, 문화양식이 자연스러

운 질서라는 형식으로 이주자들에게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무차별

적으로 부과된다. 

이주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들의 집단거주지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다. 집단거

주지는 심리적인 동질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들의 아비투스를 아무런 제

한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주자들은 민족공동체 안에서 지배-

종속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평등한 아비투스를 수행할 수 있고 아비투스

와 장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공간은 고정된 특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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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고 사회관계의 단순한 배경으로서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단순한 틀도 아니다(밸런타인, 2014). 민족공동체의 공간

은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적인 역할을 한다. 비록 자신이 이 공간의 밖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

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이주자

들은 민족공동체의 공간을 이용한다. 

그런데, 요즘 남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이주소수자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소수자 공동체는 지금까지 전형적으

로 나타났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 오렌지

카운티로 이주하는 아시아계 소수자들은 이주소수자와 민족공동체를 조명

해 온 연구들이 분석해온 방식과 같은 틀에 넣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오렌지카운티의 한쪽에서는 이주자들의 공동

체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이주소수자들은 기존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지역적 공동체에 적응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집단거주지, 소수자집단들의 삶의 공간과 이

주 형태가 전통적인 민족공동체의 공간적, 관계적 특성을 벗어난 새로운 

모습으로 구성되고 있다. 소수자가 아닌 소수자 그리고 그들이 재 토화

하는 공간에 해서는 지금까지 소수자 담론이 제 로 담아내지 못한 것

으로써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3. 오렌지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314만 명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

아에서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이다. LA카운티가 1,012만 명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샌디에이고카운티로서 326만 명이다. 카운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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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는 미국 전체에서 인구 규모가 6위에 이른다. 그리고 미국에서 카

운티 단위로 세 번째로 아시아계 소수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오렌지카운

티 아시아계 소수자는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로스엔젤리스가 속해

있는 LA 카운티, 북캘리포니아의 산호제이(San Jose)가 속해있는 산타클

라라(Santa Clara)카운티 다음이다. 오렌지카운티 북쪽으로는 LA카운티, 

그리고 남쪽으로는 샌디에이고(San Diego) 카운티와 인접해 있어 서부에

서 가장 큰 도시인 LA와 샌디에이고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

다. 오렌지카운티 안에는 34개의 크고 작은 도시가 경계 없이 연결된 거

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를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LA의 

교외지역(suburban)의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오렌지카운티는 이제 수많

은 첨단 기업들이 새롭게 자리 잡는 신경제지역으로 부상해서 주변의 

도시인 LA와 샌디에이고와는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할 정도가 되

었다. 

카운티의 서쪽은 태평양과 인접하고 있는데 해안을 따라 남북을 잇는 

1번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 헌팅턴 비치(Huntington Beach)에서 남쪽 

나 포인트(Dana Point)까지의 크고 작은 도시들은 미국에서도 주택가격

이 가장 높은 부촌을 이루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에서 백인의 인구가 가

장 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내륙 도시들은 나란히 카운티 전체를 남북으

로 관통하는 405번과 5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히스

패닉과 아시아계의 인구 부분이 그 도시들 안에서 크고 작은 민족공동

체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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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렌지카운티 지도

출처: SOCALPULSE: http://socalpulse.com/oc/maps/oc-overview/

미국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의 가구당 수입 

중앙치는 2015년 기준으로 $75,400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전체의 가구당 

수입 중앙치가 $61,100 이고 미국 전체는 $53,000이다.1) 카운티 단위로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에서 9번째로 가구당 수입이 높다. 가구당 수입 중앙

1) Statistical Atlas: http://statisticalatlas.com/county/California/Orange-County/Household- 
Income#figure/county-in-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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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100,000이 넘는 비율이 37%나 되는데 이것 또한 미국 전체에서 

10위이다. 캘리포니아는 29%, 미국전체는 23%이다. 하위 20%의 가난한 

가구들의 수입을 비교해도 오렌지카운티의 가구당 수입은 $31,500으로 

미국 전체에서 9위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오렌지카운티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도 상 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애

너하임(Anaheim)으로 34만 명 정도이고 그 다음이 카운티 행정 중심지

인 산타아나(Santa Ana)에 3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얼바인은 세 번째

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22만 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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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처: U.S. Censu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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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는 인종적 지배집단이

라고 할 수 있는 백인 인구가 44%(non-Hispanic white)로 과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종적 소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히스패

닉이 33.7%로 소수자들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계가 17.7%를 

차지하고 있다. 흑인인구는 1.5%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증가율을 살펴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2>는 오렌지카운티의 인종 민족 별 인

구 증가율을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10년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집단은 아시아계로서 증가비율이 무려 41%나 

된다. 하와이나 태평양 연안 원주민이 17%, 흑인 16%, 라티노 14%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완전히 압도적이다. 백인 인구 비율이 9%가 감소한 

것은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한다면 오렌지카운티 전체 인구 중 아

시아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아

시아인 이민자수의 증가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걸쳐서 

급증하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2065년이 되면 아시아계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자집단이 될 것

이라고 한다.2)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남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의 아시아계 인구의 증가는 전체 아시아계 인구 증가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히스패닉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는 산타아

나인데 시 전체인구의 78%인 26만 명의 히스패닉이 거주하고 있다. 아

시아계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얼바인으로 전체 주민의 39%

에 해당하는 85,000명이 아시아계이다. 

2)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http://www.pewhispanic.org/2015/09/28/modern-immigration-wave- 
brings-59-million-to-u-s-driving-population-growth-and-change-through-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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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렌지카운티의 민족공동체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큰 민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히스패닉으

로서 그들 부분이 멕시코계이며 산타아나를 중심으로 거 한 민족 집

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타아나의 히스패닉 비율

은 78%나 되는데 이것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히스

패닉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들 중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소수자들은 베트남계(6.1%)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2.9%), 중국(2.7%), 필리핀(2.4%), 인도(1.4%), 일본

(1.1%) 순이다. 이들 아시아계 민족 집단들 중 오렌지카운티에 뚜렷한 민

족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은 베트남계와 한인들이다. 베트남계

는 ‘리틀 사이공’이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와 가든 그로브를 중심으로 

거 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인들은 가든 그로브를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베트남계에 려 점점 쇠퇴해가

고 있다. 그러나 그 신 풀러턴(Fullerton)과 부에나 팍(Buena Park)에 

코리아타운의 중심이 옮겨가서 한인들의 민족공동체의 중심이 이동하 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계 아시아인들은 인구수는 한인들과 비슷하지만 차이나타운

이라 할 만한 민족공동체가 오렌지카운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인

접한 로스엔젤리스에는 거 한 차이나타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인들이 

LA에 규모가 상당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오렌지카운티에 뚜

렷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비된다. 필리핀, 인도, 일본계 

등은 오렌지카운티 내 뚜렷한 민족 집단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LA에는 필리핀 타운과 “리틀 도쿄”라고 불리는 일본 타운이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필리핀계는 다른 아시아계 소수자들과 비교해

서 인구수에 비해 집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

다도 다른 아시아계들에 비해 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같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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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끼리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고, 직업을 구하기

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거주지의 필요성이 상 적으로 그리 

절실하지 않다. 

인종/민족별 거주지의 뚜렷한 특징은 도시의 주택가격  별로 뚜렷하

게 나누어진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위치한 소위 말하는 ‘비치 시티

(beach cities)’들은 부분 백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예컨  주택

가격이 비싸기로 이름이 나 있는 라구나 비치(Laguna Beach)와 뉴포트

비치(Newport Beach)는 백인 인구가 80%를 넘고 부분의 비치 시티들

은 백인인구가 70%에 이른다. 반면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히스패

닉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 다운타운 주변의 오래된 주택가

들이다. 

(1) 히스패닉 공동체-산타아나(Santa Ana)

산타아나라는 이름으로 뉴타운이 만들어져서 처음 이름이 명명된 후 

1886년 시로 병합되었다. 오렌지카운티가 1989년 로스엔젤리스로부터 분

리되면서 카운티 의회자리가 부여되었다. 산타아나는 현재 오렌지카운티

의 재정과 행정 중심도시이다.3) 현재 인구가 2016년 기준으로 33만 명

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1

번째로 큰 도시이다.4) 

인구분포는 히스패닉이 253,928명으로 전체 인구의 78.2%를 차지해서 

다수집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아시아계로 32,900명이 살고 있으

며 전체의 10%, 그리고 백인이 31,500명으로 9.6%, 흑인은 4,362명으로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산타아나의 이러한 인종비율은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과 비교해서 히스패닉이 41%나 더 많은 반면 백인은 30%나 

더 적다. 흑인과 아시아계도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비율보다 더 낮아서 

3) City of Santa Ana, Facts and Figures, http://www.ci.santa-ana.ca.us/facts/ 
4) Statistical Atla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Santa-Ana/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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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계 히스패닉들이 도시 인구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닉 

인구는 산타아나 북쪽에 인접한 오렌지카운티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인 애너하임(Anaheim)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산타아나

가 행정중심 도시인 반면 애너하임은 디즈니랜드가 위치하고 있고, 로스

엔젤리스 엔젤스(Los Angeles Angels)와5) 같은 오렌지카운티를 표하

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는 등 오렌지카운티의 문화, 예술, 상업의 중

심지라고 할 수 있다. 애너하임의 히스패닉 인구는 177,000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백인이 931,000명으로 

27.4%, 아시아인이 52,000명으로 15.3%를 차지한다. 히스패닉들은 오렌

지카운티 전역에 걸쳐서 살고 있지만 역사가 상 적으로 오래 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434,000명으로 오렌지카

운티 전체 히스패닉 인구의 42%가 집해서 거주하고 있다. 산타아나와 

애너하임은 LA와 샌디에이고를 연결하는 5번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서 샌디에이고 남쪽 멕시코 국경에서 LA에 이르는 연결축의 역할을 하

고 있다. 국경을 넘어 온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정착

하 다. 

산타아나는 1970년 만 하더라도 히스패닉 인구가 25%가량이었으며 

인구의 부분이 백인이었다. 그러나 1980년 에 이르러 히스패닉 이민

자들의 급증으로 인해 히스패닉 인구가 45%로 늘어났고 1990년 에는 

도시 인구의 65%가 히스패닉이 되었다. 히스패닉인구가 늘어나자 자연스

럽게 백인인구는 교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중산층 이상의 아

시아계 인구도 백인들과 함께 도시를 떠났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히스패

닉 이민자들로 도시가 채워졌다. 가난한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도시에 몰

려들어 범죄율도 높아지게 되었고 멕시코계 외에는 이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멕시코계의 집단거주지가 형성

5) 1997년 디즈니사가 팀을 소유하면서 팀 이름을 Anaheim Angels로 사용하다 2005
년 팀의 주인이 바뀌면서 Los Angeles Angels of Anaheim으로 팀 이름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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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편, 산타아나는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아니다. 산타아나의 가구당 수

입 중앙치는 $53,300인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61,100보다 낮고 오렌

지카운티의 $75,400과 비교하면 $22,000이나 차이가 난다. 오렌지카운티 

도시들 중에서도 가구당 수입의 측면에서는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렇

다고 해서 산타아나가 아주 가난한 도시는 아니다. 미국 전체 가구당 수

입 중앙치가 $53,000인 것을 보면 미국 전체로 볼 때는 평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적인 지표가 다른 주에 비해서 더 높

고, 특히 오렌지카운티는 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 적인 

저소득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도시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득이 낮은 도시지역에 형성되는 슬럼과 같은 곳이 산타아나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51.7%로 절

반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귀화한 미국시민들이 14.9%, 그리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32.9%나 된다. 그러므로 산타아나에 거주하는 히스패닉들

의 절반이 1세  이민자들이다.6) 그래서 산타아나에 들어서면 어보다 

스페인어가 귀에 더 많이 들린다. 통계에 따르면 집에서 스페인어를 주로 

쓰는 인구가 72.7%에 달한다.7)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중 어를 아주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산타아나는 언

어적으로 전혀 미국에 동화가 되지 않은 민족공동체의 특성을 그 로 지

니고 있다. 도시의 곳곳이 멕시코적인 분위기가 흠뻑 묻어나서 교통안내

판이 어로 된 것만 제외한다면, 멕시코의 한 도시를 옮겨 놓았을 정도

이다. 인구, 문화, 시의회 모두 멕시코계 히스패닉이 장악하고 있다. 관공

서나 상점, 식당에 들어가면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시내 곳곳의 벽과 건물에는 멕시칸 아메리칸을 상징하는 벽화와 그림들

6) Statistical Atla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Santa-Ana/National-Origin
7) Statistical Altla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Santa-Ana/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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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들의 민족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도시에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가 형성될 경우 도시

의 일부분이나 몇 개의 블록에 걸쳐서 제한된 공간 안에 만들어진다. 그

러나 산타아나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민족공동체이다. 멕시코 출신이 아

니면 이 도시에서는 이방인이다. 말하자면 멕시코계 사람들의 재 토화가 

제 로 실현된 곳이요 그들의 해방구이다. 오렌지카운티의 도시들 중에서

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최근 개발된 도시와는 달리 식당, 상점, 마켓 등 

생활공간과 주거공간이 단일한 공간에 함께 형성되어 있어 타 지역과 구

분되는 민족적인 문화 경계가 아주 뚜렷하다. 

산타아나에 직장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계 히스패닉들에게 산타

아나는 낯선 땅이 더 이상 아니다. 적어도 이 토에서만은 그들은 최

의 다수집단이고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공간 안에 그 로 재현해 낸다. 

이주소수자들의 아비투스가 새로운 장에서 다수집단의 아비투스와 경쟁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단지 이들이 받아들이는 다수집단의 가치는 미국식 

자본주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질적인 민족 집단거주지가 뚜렷하게 만

들어 질수록 외부와는 단절된다. 집단거주지가 도시에 부분적으로 형성되

어 있다면 외부와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단거주

지는 문화적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공동체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상

징적인 구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상점과 식당을 방문

하고 문화를 즐기는 등 집단거주지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

는다. 하지만 산타아나와 같이 도시 자체가 거 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

고 있으면, 공동체 밖의 외부자들에게 그 공간은 선뜻 다가가기엔 부담스

러운 곳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스미스(Smith, 1993)는 지리적 공간의 크기는 정치적인 의미를 띤다고 

주장한다. 지리적 스케일은 경계와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

회적 통제와 투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의 크기는 곧 권력

과 연결된다. 도시의 공간은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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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투쟁과 도전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산타아나의 히스패닉 공동체는 전형적인 형태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는 민족공동체가 지니는 미덕을 마음껏 제공하

면서 멕시코계 히스패닉들이 새로운 토에서 위상을 높이는 토 의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사

람들에게는 낯선 공간, 그것도 내부적으로 순혈도가 아주 높은 그 공간의 

크기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권력과 거기에 따른 위압감이 동시에 부과된

다. 그 결과 그 지역의 문화적 고립과 단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멕

시코계 히스패닉 이외의 사람들은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남게 

된다. 

(2) 베트남계 공동체-리틀 사이공(Little Saigon)

베트남계는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인접한 가든 그로브, 파운틴 밸리

(Fountain Valley) 그리고 산타아나 일부까지 포함한 오렌지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중 가장 큰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계가 상권을 이

루고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 흔히 리틀 사이

공이라고 부른다. 오렌지카운티에 베트남계 이주자들이 거 모여 살게 

된 것은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을 탈출한 난민들이 샌디에이고 

난민 수용소를 거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정착하 기 때문이다. 

2010년 센서스 기준으로 총 184,000명의 베트남계가 오렌지카운티에서 

살고 있다. 그 중 웨스트민스터에 36,000여명, 가든 그로브에 47,000여

명, 산타아나에는 23,000여명, 파운틴 밸리에는 11,000명이 거주하고 있

어서 리틀 사이공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베트남계 인구는 117,000여명 가

량이 된다. 말하자면 오렌지카운티 베트남계 인구의 64%가 이 지역에 모

여 살고 있는 셈이다. 절 적 인구기준으로는 가든 그로브에 베트남계가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도시 전체의 인구비율로 따지면 웨스트민스터의 

인구 중 40%를 베트남계가 차지해서 가든 그로브의 28%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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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은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베

트남계 인구비율로는 가장 높다. 산타아나의 베트남계 비율은 7.1% 정도

인데 웨스트민스터, 가든 그로브와의 경계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

다. 파운틴 밸리는 전체 인구의 21%가 베트남계이다. 

리틀 사이공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계 소수자들의 고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등지

고 난민자격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인들에게 잃어버린 도시이자 돌아갈 

수 없는 도시인 사이공은 마음의 고향이고 노스탤지어이다. 그래서 리틀 

사이공이란 의미는 공간적인 베트남계 민족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베트남인들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상징

성을 가지고 있다. 리틀 사이공은 공간적으로는 산타아나 중심의 멕시코

계 민족공동체에 필적할 정도로 넓게 자리 잡고 있지만 산타아나와 같이 

하나의 도시 전체가 민족공동체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LA의 차

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처럼 도시의 일부로써 제한된 공간에 집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리틀 사이공은 공간적으로 오렌지카운티의 

크고 작은 여러 인접도시에 걸쳐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 지구를 

편입하면서 확산되어 왔다. 그 중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가 웨스트

민스터이다.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리틀 사이공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장로

교 신자들이 1880년 부터 자리 잡은 곳인데 제2차 세계 전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기일 때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오렌지카운티

의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 적으로 새롭게 개

발된 도시인 남쪽의 코스타 메사(Costa Mesa)나 얼바인에 비하면 발전 

속도가 아주 더디었다. 1970-80년 에도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 쇼핑

센터의 상당부분이 비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활발한 지역은 아니었다

(Rose, 1986). 상 적으로 침체된 이 지역에 캠프 펜들턴(Camp 

Pendleton)을 떠나 온 베트남 난민들이 하나 둘 정착하기 시작했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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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 다. 

이러한 베트남계의 정착에 당시 주변 교회의 도움과 역할이 컸다. 미국

이 베트남 전쟁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일말의 책임감과 

죄책감, 이에 따른 베트남 난민에 한 인간적인 동정심이 교회를 중심으

로 적극적으로 베트남 난민들의 정착을 돕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베

트남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 미국으로의 정착, 그리

고 그들 자신의 공동체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

인 도움의 손길에 해 고맙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Nguyen, 2015). 말하

자면, 리틀 사이공은 다수집단의 유죄의식과 소수집단의 감사가 서로 얽

힌 공간이다. 그러므로 다른 소수민족 공동체와는 달리 리틀 사이공은 다

수집단의 우호적인 분위기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다수집단

이 민족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베트남 공동체가 형성되자 웨스트민스터 

시 정부가 1980년  말 정식으로 남북으로는 트래스크(Trask)와 맥파든

(McFaden) 그리고 동서로는 매그놀리아(Magnolia)와 유클리드(Euclid) 

사이를 “리틀 사이공”으로 지정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와 가든 그로브를 가로지르는 볼사 애비뉴(Bolsa Avenue)는 리틀 사이공 

확산의 중심적인 도로 역할을 하 다. 

리틀 사이공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양한 소수자집단들이 교외지역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간적인 확장을 해 나갔

다. 예컨  베트남계는 백인소유 던 쇼핑센터, 상가, 마켓 등을 구입하여 

베트남 식으로 변모시켰다. 쇼핑센터와 상가는 베트남 사람들이 임 해 

들어와서 베트남 상품을 팔고, 베트남 식당을 열었으며, 베트남계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등도 자리 잡게 되어 베트남계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중심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80년 에는 오렌지카운티 전역에 

백여 개의 인도차이나계 비즈니스 업체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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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변화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LA 교외지역 북쪽에 자리 잡고 있

던 백인들의 지역을 차이나타운으로 바꾸어 나가던 방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가들이 형 수퍼마켓을 열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 둘 씩 베트남 상업 지구를 만들어 나갔다. 미국 인구센서

스 자료에 따르면, 1982년에서 1987년 사이에 베트남계가 소유한 사업장

이 4,989개에서 25,671개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베트남계의 당시 인구증

가는 같은 기간에 135% 증가한 반면 사업장 수는 415%나 증가하 다

(Nguyen, 2015). 이러한 베트남 공동체의 확장에 다수집단의 불만이 없

었던 것은 아니었다. 웨스트민스터 백인 거주자들은 베트남계 상권의 팽

창에 해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서명을 추진해서 제출하는 등 우려하

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리틀 사이공에서의 베트남계 사업체들의 확

장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으며, 그 속도는 아시아계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리틀 사이공은 경제적으로 주변의 지역과 비교해서 그리 부유

한 공동체는 아니다. 가든 그로브의 가구당 평균 수입은 $59,400 정도이

고 웨스트민스터는 그 보다 더 적은 $52,600이다.8) 이것은 히스패닉 민

족공동체가 자리 잡은 산타아나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가장 많은 베트남

계가 살고 있는 가든 그로브의 아시아계 평균은 $55,400, 인구에서 베트

남계 비율이 가장 높은 웨스트민스트의 아시아계 평균은 $44,600밖에 되

지 않는다. 이러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베트남계 공동체의 경

제적인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아마도 이들이 

난민의 지위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 이주 초기 자산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리틀 사이공에는 베트남 커뮤니티의 표적인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안 가든 몰(Asian Garden Mall)을 비롯해서 베트남 식당, 상점, 

8) Statistical Atla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Garden-Grove/Household- 
Income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Westminster/Household-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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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등이 곳곳에 퍼져있는데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있어 베트남 타운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  베트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

리고 도시 곳곳에서 베트남의 특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베트남어를 말하고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리틀 사이공은 신

문, 라디오, TV 방송, 뮤직프로덕션 등 베트남계 문화 관련 사업체들의 

중심 역할을 해서 미국 곳곳에 퍼져있는 베트남계의 문화적 수도의 역할

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베트남계 이주자들에 의해 재 토화가 진행될수록 

민족공동체 안에서의 폐쇄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컨

 볼사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는 몰에 들어가면 전체가 베트남 관련 비

즈니스와 스토어뿐이다. 모든 상점 간판은 베트남어로 되어 있고 베트남

어를 모르면 아주 낯선 곳이 된다. 그곳이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거나 느

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만큼 일상생활에서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웨스트민스터에서 베트남계 중 어를 아

주 잘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65.9%, 가든 그로브에서도 그 비율이 64.8%

에 이른다.9) 이 비율은 캘리포니아 주 평균치 보다 더 높아서 민족공동

체 안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들의 미국 문화 동화정도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공동체 밖의 외부인이 지역공동체로 들어올 때 느끼는 

이질감의 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리틀 사이공은 인접도시

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확장될수록 공동체의 통합은 느슨

해 질 가능성이 크고 외부와 고립된 것이 아닌 열린 공동체로서의 모습

을 띨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베트남계 이주자들의 재 토화도 확

장된 지역에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어 본질적인 변화 없이 민족적 경계만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9) Statistical Atla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Garden-Grove/Language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Westminster/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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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리아타운-가든 그로브(Garden Grove), 부에나 팍(Buena Park), 

풀러튼(Fullerton)

오렌지카운티의 전통적인 코리아타운은 가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었

다. 가든 그로브 블루버드(Garden Grove Blvd.)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

게 늘어선 한국식 상점과 식당, 마켓은 LA 코리아타운의 축소판이다. 오

렌지카운티 한인회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형식료품점인 아리랑마켓

이 들어서 있는 코리아플라자 몰이 가장 중심이 되지만 주변에 H마트와 

더불어 한인들이 운 하는 서점, 약국, 미용실, 자동차 딜러와 정비소, 식

당들이 가든 그로브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상점들

의 간판은 한국어와 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크기가 부분 더 크고, 

어떤 상점은 아예 간판에 어가 없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물론 이 지역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어 사용이 낯설게 여겨질 경우도 있다. 길을 따라 쭉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공간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이제는 코리아 거리 정도로만 불리게 되

었지만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의 문화적 토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지만 근래에 가든 그로브 코리아타운은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 가든 

그로브에 베트남계가 늘어나서 코리아타운 쪽으로 그 공간을 확장해 오

자 거주하던 한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시작해서 한인들의 거주 인

구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리아타운의 상

점들은 언뜻 보면 80년  모습 그 로 간직하고 있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시 에 뒤처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타운 내 비어있는 상점들이 오

랫동안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코리아타운의 식당과 한국 마켓에

서는 베트남계와 히스패닉들이 한인 못지않은 주된 고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가든 그로브를 떠나려고 마음먹은 한인들을 더

욱 재촉했다. 그래서 가든 그로브는 한인 거주자들은 거의 떠나고 현재는 

마켓과 상점, 그리고 식당 등만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마저

도 주된 고객이 한인들이 아니라 베트남계나 히스패닉으로 바뀌어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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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운이 쇠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가든 그로브를 떠난 한인들이 주로 자리 잡은 곳이 풀러튼과 부에나 

팍을 중심으로 하는 인접지역이다. 이 지역에 오렌지카운티 한인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풀러튼은 인구 14만 명 정도의 도시로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인구규모로 7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 지역에 2001

년부터 2004년 사이에 상가와 주택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한 ‘아메리지 

하이츠(Amerige Heights)’라는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한인

인구는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지역 교육구가 뛰어나다

고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인구가 급증하여서 현재 전체인

구의 24%가 아시아계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주자 인구로는 멕

시코가 35%, 그 다음이 한인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필리

핀 이주자이지만 5%에 불과해서 한인 이주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한인

들의 비율이 57.6%로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인 59.7% 보다는 조금 낮

다.10) 풀러튼의 가구당 수입 중앙치는 $67,400으로 캘리포니아 주보다는 

높지만 오렌지카운티 전체 보다는 낮은 편이다. 아시아계 가구당 수입은 

$74,10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오렌지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아시아계 중앙치보다는 조금 낮다. 

풀러튼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한인이 경 하는 비즈니스, 한

식당 등이 도처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상권을 이룰 만큼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보다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

다. 주택단지에는 한집 건너 한인들이 모여 살 정도로 많이 살고 있지만 

같은 주택단지에 산다고 해서 한인 네트워크를 특별히 구성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같은 동네 살아도 한인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민족적 유

를 맺고 있지 않아서 아주 느슨한 형태의 민족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10) Statistical Atla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Fullerton/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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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 인접하고 있는 부에나 팍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인 상권의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인구 8만 여명의 도시인 부에나 팍은 히스패닉

이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계로 28%, 그리고 백인이 26% 

정도로 인구 구성이 되어 있다. 아시아계가 백인 보다 더 많은 것이 특징

이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로는 멕시코가 29.5%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이 

15.7%로 그 뒤를 이어서 아시아계로는 한국인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11) 이 지역 한인들의 증가는 부에나 팍이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 최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과 큰 관계가 있다. 가구당 수입 중앙치

는 $66,400이고 아시아계는 $73,300이어서 풀러튼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취 블루버드(Beach Blvd.)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코리아타운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한인 상권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H마트, 시온마켓

(Zion Market)과도 같은 형 한인식료품점을 중심으로 “K타운”이라고 

불리는 쇼핑몰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식당을 비롯하여 의류점, 미용

실, 은행, 제과점 등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

행하고 있다. 이곳의 새로운 한인 공동체는 가든 그로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류열풍이 그

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도 속속 진

출하고 있다. 

겉으로 보여 지는 건물의 모습으로 볼 때 여느 백인 중산층 동네에 자

리하고 있는 세련된 형태의 몰과 부에나 팍의 K타운은 차이가 없다. 한

국적인 상징도, 한국을 나타내는 구조물이나 건물도 없다. 완전히 미국사

회에 동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식 문화의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 상점마다 한국어 간판을 쉽게 볼 수 있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11) Statistical Atlas: http://statisticalatlas.com/place/California/Buena-Park/National-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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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연스러운 한인 공동체의 역할을 그 로 하고 있다. 겉모습은 세

련되게 바뀌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이주자들의 생활패턴, 관계, 언어, 문

화적 관습과 태도 등은 그 로 유지 보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인 이

주자들의 문화적 토가 본질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공간적으로 세련되

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부에나 팍이다. 예컨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어를 잘하지 못하는 비율이 69.9%나 된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 평균

인 58.7%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민족공동체가 뚜렷하게 형성된 곳일수

록 다수집단의 문화에 한 동화 정도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에나 팍

의 한인 공동체도 전형적인 민족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얼바인(Irvine), 새로운 소수자의 땅

얼바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리스 남쪽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 위치한 현재 인구 25만 명의 도시이다.12) 도시의 역사는 약 

5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도시이자 자립

도시이며,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 등 여러 기관에서 선정한 미국에

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최상위에 랭크되고 있다.13) FBI 범죄 통

계 보고서(UCR)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에 최근 10

년 동안이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14) 201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가

구당 연 수입 중간 값이 $92,663, 주택 중간 값이 $622,500이다. 캘리포

니아 전체 평균이 각각 $60,190과 $373,100인 것을 볼 때 얼바인은 아

주 살기 좋은 부유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15) 

12) Molina, Alejandra (May 6, 2015), "Irvine surpasses 250,000 population mark", 
Orange County Register

13) Businessweek, 2011. 9.; The Best City in the U.S. 5위,  CNNMoney.com; Best 
Places to Live 6위 2012,, 24/7 Wall Street(247wallst.com); The best-run city in 
the U.S. 1위

14) 얼바인 시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s://legacy.cityofirvine.org/about/demographic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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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많은 이주자들이 미국 국내외에서 몰려들었는데 

특히 아시아계 인구의 유입이 뚜렷하다. 백인이 45.7%, 히스패닉이 9.8% 

그리고 아시아계가 38.2%로 소수인종이 과반이 넘고 백인 다음으로 아시

아계가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아시아계 중 중국계가 30% 그리고 두 

번째 한인들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97%에 

이르고 학졸업자가 65%에 이르러 고학력 인구의 집지역이다.16) 소

수의 하와이 출신을 제외하면 아시아계의 가구당 수입이 $98,800으로 백

인을 제치고 가장 높다. 도시 인구 중 37%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1

세  이주자들인데 이중 80.2%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아시아계 

이주자들 중 한국이 1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도 9.6%, 이란 

9.5%, 중국 8.5%, 타이완 7.8%, 베트남이 7%, 필리핀이 5.1%, 그리고 

일본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곳이 

이곳 얼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멕시코 출신 이주자는 3% 밖에 되지 않

아 오렌지카운티 소수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히스패닉 인구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얼바인은 부유한 도시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자들도 예외가 아니며, 이주자들도 저마다 많은 자산을 가지

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이다. 

도시로서 얼바인의 개발은 오렌지카운티의 여타 도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닌다. 얼바인의 부분 땅은 얼바인 컴퍼니(Irvine Company)가 

소유하고 개발한 곳이다. 따라서 얼바인은 태생적으로 계획도시이다. 다

른 도시들처럼 개척자가 있고, 이주소수자가 들어가서 자신들의 민족 집

단주거지를 형성하기도 하고, 적응하고 정착하면서 기존의 문화와 이주자

의 문화가 서로 부딪혀가며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Portes & Manning, 

1986). 얼바인은 거 한 자본이 터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이주

자를 불러 모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와 상

15) City-Data.com: http://www.city-data.com/city/Irvine-California.html
16) 2010 Census U.S. Census. United States Censu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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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을 배치하고, 충분한 크기의 공원과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도시 기본 설계를 구축하여 도시 건설 초기 단계에

서부터 구체적인 방식과 미래에 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얼바인 땅의 부분이 얼바인 컴퍼니의 소

유 기 때문이었다. 얼바인 컴퍼니의 근본적인 목표는 기업 활동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수한 도시 기반시설, 

자연환경, 커뮤니티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단지, 학을 

비롯한 우수한 교육시설 구축, 문화적 다양성, 뛰어난 행정서비스 등이 

개발의 중요한 핵심 목표 다(변필성⋅안 진, 2007). 그 결과 얼바인은 

실리콘밸리처럼 IT를 비롯한 첨단 산업들이 거 자리 잡게 되어 남캘리

포니아의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HDTV를 만드는 

비지오(Vizio)같은 제조회사, 세인트 존(Saint John)같은 패션회사의 본사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터를 잡고 있다. 더 나아가 현  기아차

의 미국 본부도 위치해 있는 등 글로벌 기업의 미국 진출 허브의 역할도 

함으로써 얼바인은 더 이상 LA나 샌디에이고 같은 주변 도시의 위성

도시가 아닌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순식간에 변모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이러한 기업에 취업할 정도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거나 경제적, 사회적인 자산을 충분히 가졌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바인의 소수자는 풍부한 자산을 이미 갖춘 소수자들

임과 동시에 물질적 성공의 가치가 강조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완전히 

적응한 새로운 소수자들이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 유입되자 얼

바인 스펙트럼(Irvine Spectrum)과 같은 형 쇼핑몰에는 젊은이들의 에

너지가 넘친다. 특히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높은 교육열은 이 지역의 공립

학교를 더욱 좋게 만들어 뛰어난 학군을 만들었고 이것이 다시 또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치안도 안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가진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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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 점점 더 많은 부유한 아시아계 이주자들이 얼바인으로 몰려들

고 있다. 그중 으뜸이 중국계이고 그 다음이 한국계이다. 특히 돈 많은 

중국인 이주자들은 얼바인 주택의 최  구매자들이다. 한 보고서는 최근 

얼바인에서 새로 지은 집 구매자의 80%가 중국 사람이라는 결과를 밝히

고 있다(Durden, 2015).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인들 부분은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 경기를 부양하고 떠받치는 주요 역할을 하 다. 

주택디자인도 중국인이 좋아하는 식으로 넓은 거실, 아일랜드를 가진 큰 

부엌으로 바뀌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시아계가 많아서 여러 세 가 독

립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실, 주방, 출입구를 설계한 집들이 인

기를 끈다. 집주소를 지칭하는 길 이름에 중국인이 싫어하는 숫자인 4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려하기도 한다. 그 결과 얼바인의 집값은 계속 가파르

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 한해에만 27% 증가 했으며 주택 중간가격이 

$745,000에 이른다. 주택 구입자 중 가장 많은 성씨 25개가 아시아계 성

씨이고 그중 가장 흔한 성씨라고 할 수 있는 Chen, Lee 그리고 Wang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바인 전체 주택 구입의 25%를 차지한다고 한

다(Huang, 2013). 이런 추세라면 아시아계가 얼바인 주택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날도 멀지 않았다. 

중국계와 한국계 등 아시아인들이 거 얼바인으로 유입되어 인구 규

모도 상당한 정도이지만 얼바인에는 특정 민족이 중심이 되는 집단거주

지나 독점적인 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많은 몰이 존재하지만 

주민들의 인종적 다양성만큼이나 몰에 입점한 업소들도 다국적이다. 물론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중국인과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몰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몰들 조차 산타아나, 리틀 사이공, 부에

나 팍 등에서 볼 수 있었던 형태로 독점적이지 않다. 예컨  표적인 한

인 상권이라고 불리어지는 컬버(Culver Drive)와 월넛(Walnut) 교차로에 

위치한 헤리티지 플라자(Heritage Plaza)에 입점한 약 100여개의 업소 중 

한인 관련 업소는 20개도 채 안 된다. 이 몰에는 미츠와(Mitsu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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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lace)와 같은 일본계 형 마켓을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 등 다

른 소수계의 업소들과 미국식 상점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한인 

업소를 비롯한 소수계 업소들도 특정 소수계 만을 주고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소수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몰을 얼바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은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주거지의 형태이다. 특정 소수민족이

나 인종만으로 집되어 있는 주택단지나 주거지가 없다. 그래서 주로 주

택단지 주변에 형성되는 상권이 특정 소수계만 상으로 하지 않는다. 둘

째, 얼바인 시차원에서의 다양성 정책이다. 초창기 도시 개발 때부터 인

종,민족적 다양성을 하나의 목표로 두고 계획해 왔기 때문에 특정 소수계

가 특정 지역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셋째, 소수민족 

출신 중에 몰 소유주가 드물다는 것이다. 한인이나 중국계가 소유한 몰이 

많이 있다면 다른 도시들에서처럼 자연스럽게 한인 상권이나 중국인 상

권 중심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얼바인 컴퍼니가 다수의 몰을 소유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몰 소유업체들은 몰의 수익을 극 화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업체를 입점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얼바인 거주자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

라 몰의 임 료도 아주 비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 소수민족 집단거주

지에서 볼 수 있는 세하고 가족운  중심의 업체들이 입주할 수가 없

을뿐더러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세련되고 최신이며 

이미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업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

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얼바인 상권에는 민족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얼바인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 소수자와 소수자, 다수자와 소수

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국적 자본과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 특히 물

질주의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 자본의 유입은 

인종적 민족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편견과 차별의 요인들을 적절히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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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얼바인에 자리를 잡은 IT 관련 기업뿐 만 아니

라 많은 첨단 산업들에서 아시아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얼바인

의 집값을 높여 차별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내는 것도 세계 두 번째 경

제 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계의 자본이다. 새로 문

을 여는 식당과 상점들 중 상당수가 아시아계 자본가들이 투자하는 프랜

차이즈들이다. 말하자면 아시아계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이 얼바인을 중

심으로 거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기업가들은 물질적 자산과 기술이 결여되어 있고 

어조차 제 로 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민족공동체가 가져다주는 사회자

본에 기 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공동체가 주는 재

정적이고 인간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터하

고 있던 민족공동체가 복합적인 경제적 교환에 필수적인 다양한 요건들

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한 

수준 성공하게 되면 한 단계위의 새로운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않는 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왔다(Woolcock, 1998).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얼바인에 진출하고 있는 소수민족 기업가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아니다. 

그들은 이미 거 한 자본으로 무장한 채 민족적 특성을 상품으로 팔고 

있지만 그것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느 소수민족에 속한 것이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모호함은 아시아계라는 

정도로만 구분되는 상징성으로만 남아있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그다

지 중요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얼바인에서 가장 크고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형 식료품점은 한인 자본의 H마트(한아름)와 시온마켓이다. 두 식료품점

은 여느 미국 형 식료품 체인과 다르지 않다. 특히 H마트는 동부, 남

부, 서부 할 것 없이 50여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형 유통마켓

이다. 이곳에 진열된 것은 한국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일본, 베트

남 등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들이다. 마켓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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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마트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한국적 전통을 가진 아시아 식료품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로고도 다름 아닌 “Asian Grocery”이다. 당연히 소비자

들의 인종, 민족적 배경도 상품들의 국적만큼이나 다양하다. 얼바인과 바

로 경계한 터스틴(Tustin)에17) 2016년 개업한 식당인 “Wokano”는 민속

적 식당이 자본과 결탁하여 어떻게 발전하는지 잘 보여준다. 물론 10개 

정도의 점포가 다른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식당기업이다. 식당 내부는 서

양식(미국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듯 세련되고 깔끔하다. 음식가

격도 그리 싸지 않다. 그 식당은 스스로 “Pan-Asian, Sushi, Asian”이라

고 밝히고 있다. 실상, 중국과 일본음식을 중심으로 한국, 동남아 음식 등

이 메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시안 레스토랑이면 그것으로 족하지 초

밥을 파는 식당 주인이 중국계라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

이 아니다. 타이완에 뿌리를 둔 버블 티(bubble tea) 가게는 캘리포니아

만 해도 수백 개의 점포가 있다. 흔히 보바 티(Boba tea house) 하우스

로 변되는 가게는 여느 커피전문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도시적인 

모습이다. 거기서 팔고 있는 보바로 불리는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들어진 

구슬처럼 생긴 알갱이와 우유가 함께 섞인 시원한 음료가 크게 유행하지

만 그것이 타이완 것인지, 중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다. 그냥 최신 스타일이고 건강에 유익할 것 

같은 아시아 음료인 것이다. 이러한 식의 소수민족 자본과 사업은 얼바인

의 소수민족들이 펼쳐나가는 형태와 닮았다. 이제 남은 숙제는 부르디외

가 말하듯 그들의 인적, 경제적 자본을 또 다른 형태의 문화자본과 사회

자본으로 어떻게 은 히 교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얼바인은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다(Bourdieu, 1986). 

얼바인의 다민족 다문화 현상과 소수자들의 경계의 상실을 가장 잘 보

여 주는 축소판이 있다면 앨튼 파크웨이(Alton Pkwy)에 위치한 다이아몬

17) El Camino Real 길에 위치한 식당으로 Jamboree Rd를 중심으로 얼바인과 터스틴

의 바로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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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잼보리 몰 (Diamond Jamboree Mal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몰은 처

음 계획할 때부터 아시아계 중심의 다국적 몰로 개발되었다(Wang, 

2013). 여타 다른 몰들과 마찬가지로 형 식료품점과 은행 그리고 여러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지만 그 형태와 구성은 독특성을 지닌다. 한국계 

형 식료품점인 H마트가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마트 안에는 한국 

상품만이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있는데, 디

스플레이 방식과 인테리어는 앨버슨(Albertsons)이나 랠프스(Ralph’s)와 

같은 주변의 형 미국 식료품점과 닮았으며 매우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

고 있다. 그 옆에 한국계 신한은행이 위치하고 있고 이층으로 된 몰 아래

층에는 부분 음식점들이 그리고 위층에는 미용실, 치과와 개인병원, 스

파 등과 같은 업점들이 들어서 있다. 

아시아계 특화 몰인 만큼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등의 다국

적 다문화 식당, 제과점과 커피점 등이 입점해 있는데 각 나라에서 이미 

유명한 프랜차이즈이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이름이 이미 나 있는 음식

점들이 부분이다. 이민자 가족들이 세로 운 하는 토속적인 곳은 존

재하지 않는다. 특이할 만한 것은 몰의 중앙에 자리 잡은 다국적 상점들

의 간판이 모두 어로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각국의 언어 표기는 가까

이 가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예컨  신한

은행은 “SHINHAN BANK”로만 표기하고 있지 어디에도 한글은 표기 

되어 있지 않다. 순두부 가게인 ‘북창동순두부’는 ‘BCD TOFU HOUSE’ 

라고 어로 표기하고 한쪽 끝에 네모 칸을 쳐서 아주 작은 크기로 한글 

상호를 써 놓았다. 타이완의 유명한 제과점 체인인 “85℃ Bakery”에서도 

중국 한자를 발견할 수 없다. 또 다른 한국 음식점은 “Urban Seoul”, 중

국 음식점 이름은 “Capital Seafood Restaurant”, 타이완 국수집은 “Chef 

Hung Noodles”, 타이 음식점은 “Thai Bistro”, 일본 음식점은 “Tokyo 

Table”, 베트남 쌀국수집은 “Pho Saigon Pearl” 등과 같이 상호를 어 

위주로만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국의 언어로 주로 상호를 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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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족 집단거주지 안에 위치한 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음식점 안에 들어가서도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어가 부분이다. 물론 

해당국 언어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주

된 언어는 모두 어이다. 누구나 어를 할 수 있으면 어느 나라 음식이

든 주문하고 맛보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잼보리몰

에서 어만 들리는 것이 아니다. 커피점, 식당, 주차장에서는 다양한 언

어들이 메아리친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사회적 압력도 

분위기도 없다. 하지만 그들이 어를 못해서 자기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

이 아니다. 실제로 얼바인에 거주하는 소수자들은 산타아나, 웨스트민스터, 

부에나 팍에 살고 있는 소수자들에 비해 어를 못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 

<표 1>은 얼바인의 특수성을 보다 쉽게 살펴보기 위해 앞서 논의 한 

오렌지카운티 내 민족공동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산타아나, 웨스트민스

트, 부에나 팍의 주요 지표를 함께 요약 비교해 놓은 것이다. 오렌지카운

티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자료도 비교를 위해 포함하 다. <표 1>을 보

면 얼바인은 집에서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 중 중국계는 39.6%, 한인은 

45.8%, 베트남계는 29%, 스패니시는 20.7% 만이 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런데 부에나 팍의 한인들은 69.9%, 웨스트민스트의 베트남계는 65.9%, 

산타아나의 히스패닉은 56.5%가 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

교하면, 이주 소수자라도 얼바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족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같은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에 비해 상 적으로 어를 더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바인의 소수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계 이주자들도 39.6%만 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수치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평균인 56.1%, 오렌지카운티의 

46.1%와 비교하면 상 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차이나타운이 있는 LA카운티 중국계들은 59.8%가 어를 잘하지 못한다

고 답하 다. 

다이아몬드 잼보리 몰이 민족적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의 기치를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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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번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주 소수자들의 언어적 동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몰에 국한되지 않고 얼바인 전체로 확

산되어 그 결과 얼바인은 소수자들의 땅이지만 저마다의 민족적인 경계

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 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실 이주자

들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은 민족 집단주거지 형성의 주요 요인 중 하

나이다. 체로 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인도나 필리핀 출신

들은 충분한 크기의 이주인구가 있음에도 눈에 띠는 민족 집단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민족공동체가 소수자들의 

어 능력이 뛰어 나서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졌다고 한다면 얼바인

의 소수자는 바로 그러한 소수자들이다. 

산타아나 웨스트민스터 부에나 팍 얼바인 오렌지카운티 캘리포니아

어 잘하지 못함 (단위: %)

스페인어 56.5 - - 20.7 46.9 44.9

베트남어 - 65.9 - 29.0 59.5 59.7

한국어 - - 69.9 45.8 57.9 58.7

중국어 - - - 39.6 46.1 56.1

가구당 수입 중앙치 (단위: US $)

전체 53,300 52,600 66,400 90,600 75,400 61,100

백인 63,000 69,600 70,400 90,400 85,200 71,200

아시아인 54,600 44,600 73,300 98,800 78,300 76,800

히스패닉 50,700 50,600 56,000 80,200 56,600 47,100

졸이상 졸업자 (단위: %)

전체 11.9 20.3 28.0 64.9 36.8 30.6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백인 32.1 34.5 23.9 26.5 18.7 20.0 57.0 66.7 41.2 48.2 38.1 41.5

아시아인 25.5 27.1 19.8 26.3 50.1 57.2 70.2 80.9 47.9 54.0 47.5 50.4

히스패닉 5.1 4.8 9.4 8.3 10.8 10.8 44.9 42.3 13.8 12.3 11.7 10.0

출처: Statistical Atlas 통계자료 재구성: http://statisticalatlas.com

<표 1> 얼바인과 민족공동체 소재 도시의 주요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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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인 소수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수준이 아주 높으며 부유한 사

람들이라는 것이다. <표 1>에서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졸이상 학사학

위를 가진 졸업자가 얼바인 전체 거주자의 64.9%이다. 얼바인은 민족공

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고, 캘리포니아 

주와 오렌지카운티와 비교해서도 두 배 정도 더 높다. 소수민족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산타아나에 거주하는 히스패닉들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 여성이 5.1%, 남성이 4.8%만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얼바인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중에는 여성 44.9%, 남성 

42.3%가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무려 8배가 차이가 난다. 베트

남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웨스트민스터에 거주하는 아시아계는 여성 

19.8%, 남성 26.3% 만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한인들이 다수인 

부에나 팍의 아시아계는 웨스트민스터 보다는 훨씬 높아서 여성이 

50.1%, 남성이 57.2%가 학졸업자이다. 하지만 얼바인의 아시아계는 여

성 70.2%, 남성 80.9%가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민

족공동체가 있는 지역의 소수자들과 비교해서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타아나의 히스패닉 그리고 베트남인이 다수를 차지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아시아계는 오렌지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 전체와 

비교해서도 교육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학력의 차이는 수입과도 연결된다. 얼바인의 가구당 수입 중앙

치는 <표 1>에서 보듯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얼바인

의 소수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계의 수입은 가장 높은데, 이는 

웨스트민스터 아시아계의 두 배 이상이나 되고, 부에나 팍의 아시아계 보

다는 1년에 $25,000 이상을 더 벌어들인다. 물론 학력이 전적으로 수입

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  산타아나의 히스패닉은 졸자가 5% 

내외 밖에 안 되는데 가구당 수입이 $50,700인 반면, 웨스트민스터의 아

시아계는 졸자가 20% 내외가 되지만 가구당 수입은 $44,600에 그쳐 

히스패닉들 보다 더 못하다. 그것은 아마도 산타아나의 멕시코계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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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웨스트민스터의 베트남계들 보다 이민의 역사가 더 길고, 어사용 

능력이 더 뛰어나서 상 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인근 멕시코에서 개인적 자본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

게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의 베트남계는 베트남전쟁 후 

아무 것도 없는 난민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자본이 전무 한 상

태에서 시작했고, 어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일자

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마 주된 이유일 것이다. 

얼바인의 아시아계 소수자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베트남계와는 정

반 의 모습을 띠고 있다. 어가 능통한 사람이 많으며 높은 교육수준으

로 무장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기 쉽고, 본국에서 바로 이주한 사람들도 

충분한 개인적 자산을 얼바인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

반적으로 이주소수자들이 새로운 토에서 맞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어

려움인 언어, 자본, 교육 이 세 가지 요소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오

히려 그들은 문제없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다수집단의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 더 많은 개인적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

람들이다. 얼바인에 위치한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UCI)은 얼바

인에서의 아시아계 소수자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2016년 학

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 아시아계가 47%나 된다. UC Davis가 38%, 

UC Berkeley는 34%, UCLA 31%, UC San Diego는 42%를 각각 차지

하고 있다.18) 가장 우수한 학들 중 하나인 이러한 학들의 아시아계 

소수자들은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

의 민족적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를 문제

없이 말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

다. 결혼하여 가족이 생기면 얼바인처럼 아이들 교육시스템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보바 티

18) Diverse Education, http://diverseeducation.com/top100/BachelorsDegreeProducers 
201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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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시고, 스시와 중국음식이 함께 나오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

며, 85℃ Bakery에서 프랑스식 빵과 커다란 타이완식 빵을 함께 구입하

고, H마트에서 스리라차 소스19)를 살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얼바인에서 아시아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백인 중산층의 도시 얼바인이 새로운 소수자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

에 적지 않은 향을 끼쳤다. 한국계 이민 1세 인 강석희(Sukhee Kang)

가 2008년에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어 2012년까지 재임

하 고 그 뒤를 이어 같은 한국계 이민1세 인 최석호(Steven Choi)가 

2016년까지 재임하 다. 그 동안 얼바인 시의 여러 위원회와 교육계에서

는 아시아계의 진출이 활발했다. 최석호는 시장 경력을 발판 삼아 2016

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로까지 진출하 다. 아시아계 소수자들은 경제적 

성취에 비해서 정치적인 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부분의 미국 

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얼바인은 예외적인 

도시이다. 아시아계 소수자들은 얼바인의 정치, 산업, 소비, 인구구성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수자들이 만들

어 나가는 얼바인은 소수계 이주자들이 민족별로 경계를 지은 폐쇄된 공

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다. 그리고 그 지역적 경계를 넘어 소수집단과 

소수집단,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

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바인의 소수자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특성을 떨치

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짐멜과 슈츠(Shutz)가 제시하는 

이방인의 사회학은 얼바인 소수자들에게도 여전히 유용하게 적용된다. 짐

멜의 이방인 개념은 삶속에서의 경계에 위치한 모든 현 인들에게 적용

되고 있지만 개념의 핵심은 새로운 토에 제 로 뿌리내리지도 못한 채 

그곳을 떠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돌아갈 고향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19) 베트남 난민 출신인 David Tran이 개발해서 후이 퐁 푸드(Huy Fong Food)에서 

처음 출시된 동남아식 매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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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사람들을 일컫는다(Simmel 1950; 2005). 슈츠는 이방인이란 자신

이 구성원이 되길 원하는 집단이 원히 자신의 소속을 받아들여주거나 

아니면 관용을 베풀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린다(김광기 

2004; Shutz 1964). 그러므로 얼바인의 이주소수자들 또한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예컨 , 그들의 이방인 됨을 위로하고 극복하는 표적인 공간 중 하나

는 교회이다. 얼바인에는 중국인 교회가 여럿이 자리 잡고 있고 중국어로 

예배드리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문화적 허브의 역할을 한다. 교회가 

작은 민족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들에게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다가간다. 이미 천 명이상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형 한인

교회가 두 개가 있으며 수백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여럿이 존

재한다. 일상 속에서는 민족적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

지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저마다의 민족공동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민족적 경계를 긋지 않고 소수자와 소수자,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

께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잡함과 다양함,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소수자들이 이방인으로서 가지는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있기에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매

몰되어 있지만 않고 자신이 터한 토에서 문화적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곳, 이방인의 굴레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삶의 공간

을 재 토화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재 토화의 실천은 모든 소수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소수

자들의 실천은 이전의 이주자들 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며 효율적

인 모습을 띠고 있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놓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존 사회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개방적 문화 공동체를 형성한다. 예컨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라고 굳이 밝힐 필요도 없

으며 아시아계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냥 미국인이라고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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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규정해 버릴 수 도 있다. 공간적으로도 과거의 이주자들이 LA 

등지에 형성했던 것과 같은 민족 집단주거지를 만들지도, 만들려는 노력

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화 공동체는 다분히 공간적으로 파편

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음식을 먹고 

자기 언어를 말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종교를 믿는 문화적 권리를 누

린다. 표내지 않은 듯 표를 내는 것이 얼바인에 거주하는 새로운 이주자

들의 재 토화 전략이다. 그러는 한 얼바인은 소수자와 소수자, 소수자와 

다수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누구의 토도 아닌 탈 토화된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

6. 맺음말: 새로운 이주자 그리고 삶의 공간 

미국 서부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지역이다. 서부개척 시 부터 수많은 

이주자들이 빈손으로 꿈을 실현하러 오던 곳이다. LA와 인접한 오렌지카

운티는 이름 그 로 황금의 오렌지를 따러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정착지

다. 이주자들은 저마다의 오렌지를 따기 위해 이주 정착하 다. 그러나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은 시들해졌고, 더구나 미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부

자동네가 된 오렌지카운티의 진입장벽은 그 만큼 높아졌다. 따라서 오렌

지카운티에는 가난한 이주자들이 딸 수 있는 황금의 오렌지는 더 이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입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주소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의 이주자와는 다른 

새로운 이주자이다. 오렌지를 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황금 

오렌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착하는 지역 중 가장 

표적인 곳이 바로 얼바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렌지카운티의 소수자 민족공동체들은 나

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멕시코계가 중심이 되는 산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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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계의 리틀 사이공, 부에나 팍의 한인 ‘K 타운’도 모두 민족적 

경계를 뚜렷하게 하고 문화적 재 토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민소수자

들이 낯선 곳에서 안온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소수자의 권

리를 지킬 수 있는 인정의 정치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지배

집단의 아비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의 기능을 수행하

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민족적 경계를 뚜렷하게 하면 할수록 이러

한 기능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주소수자 연구

의 담론은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최소인 이주자들이 새로운 땅에 적응하

고 공간을 구성하며, 민족공동체가 이주자들에게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형태와 방법에 집중하 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족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소수집단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다수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집단들과의 경계의 벽은 그만큼 높아진다. 민

족 집단거주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낯설음과 편견 그리고 두려움을 만들어 내는 공간

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과 문화적인 동화에 방해

될 뿐만 아니라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그리고 소수집단과 소수집단끼리의 

인종, 민족적인 분리를 공고화하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의 새로운 소수자들은 일반적인 이주소수자들과는 

달리 시민적 권리, 인정투쟁, 불공평한 경쟁과 복지, 차별 등과 같은 소수

자들이 안고 있는 주된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존의 이주소수자들과 가장 다른 점은 물질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토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이

다. 아메리칸 드림의 이룰 수 없는 그 꿈의 핵심도 물질적 성공이다. 그

런데 새로운 소수자들은 물질적 성공을 위해 새로운 토로 들어오는 사

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유한 충분한 물질적 자산 때문에 새로운 

토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부르디외의 틀에서 살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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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수집단에 필적할 만한 자산을 새로운 장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

들이다. 그래서 단순한 지배-종속의 관계를 벗어나 다수집단의 아비투스

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다수집단의 아비투스에 

해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순응해야만 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다수집단의 아비투스가 실제적 또는 상징적인 폭력

의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이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물질적 성공이 주된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는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

산을 보유한 소수자들은 지배집단의 차별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Schaffer, 2012). 미국 사회의 분리현상은 자본에 가장 취약해서 물질적 

가치는 분리 현상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계급에 따른 

공간적 분리는 물론이고 인종과 민족에 따른 분리도 경제적인 자산의 여

부에 따라 분리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소수자들이 다수집단 속으로 

들어가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언어, 경제적 

자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적 자산이다. 예컨  가난한 아시아

인 이주자는 백인들 동네에 살기 힘들고 백인들의 교회에 가기도 힘들지

만, 그만 만약 유창한 어를 구사하고 부자이면서 좋은 학을 나온 사

람이라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백인 다수 집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부자 소수자에 한 두려움이 적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자산의 

획득이 미국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시아계가 주가 

되는 얼바인의 새로운 소수자들은 물질적 자산의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다수집단인 백인들보다 더 많다. 이같이 이주소수자가 새로운 토에서 

다수집단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이주소수자와 다

수자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현상을 만들어 낸다. 

그렇다고 얼바인으로 변되는 새로운 소수자들의 땅이 희망으로만 가

득 찬 것은 아니다. 비록 민족공동체나 집단주거지의 경계는 불분명할지

라도 계급적인 경계는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교육

적으로 아시아 이민자 공동체는 둘로 나누어진다. 돈 많은 투자자와 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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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전문직 아시아인들, 그리고 낮은 수입, 저학력자로 변되는 아시아

계 이주소수자들이다. 같은 국가에서 온 아시아 이주자들 사이에도 경제

적 다양성은 그 로 존재한다. 예컨  미국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 

건너 온 자산가인 부모가 있는 반면 같은 국가에서 온 노동자계급 부모

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애쓰

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백인은 부자

이고 흑인이나 라티노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인종적 틀도 깨어지고 없

다. 저숙련, 저임금으로 식당, 네일샾,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시

아계 이주자이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같은 아시아인 부자들이

다. 민족적 경계가 사라진 곳에 계급적 경계가 세워진다면 새로운 소수자

들의 토에서는 민족적 유 는 사라지고 계급적 갈등으로 채워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원과 보장된 인권, 차별에서의 배제, 친
한 문화적 공동체를 확보한 새로운 소수자로 변되는 얼바인의 아시아

계 소수자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모든 이주소수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꿈의 실현 자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태생적 이

방인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고프만(Goffman)이 주장하듯 무  위 자신

의 존재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멋진 ‘황색 백인’의 연극을 펼

치고 난후 무  뒤에서는 가면을 벗고 극복할 수 없는 소수자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Goffman 1959, 1963, 
1971). 경제적 자본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한 그들이 새로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

일지도 모른다(Bourdieu 1986). 그러므로 새로운 소수자들의 재 토화의 

실천, 인정의 정치학 추구, 시장사회에서의 경쟁과 성공의 추구, 소수자집

단 그리고 지배집단과의 공적, 사적 역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보다 구체적인 그들의 생활세계와 삶의 공간에 한 탐구가 절실하

게 필요하다. 그들이야말로 낯선 토에서 억압 속에 처한 모든 이주소수

자들이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꿈이자 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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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Minorities in Orange County: 

Life Space and Re-territorialization

Jeong-Gyu Kim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thnic enclaves of Orange County 
in California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migrant 
minorities, their life spaces and forms of re-territorialization. I have 
conceptualized those who migrate with enough economic and educational 
assets as new minorities to distinguish them from existing migrant minorities. 
How Irvine’s new minorities differ from other ethnic enclaves in the 
character of spatial form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is also analyzed. Irvine 
is an open space. It is not a closed or isolated space bordered by ethnic 
groups. Thu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t developing into a space where 
the minority, the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owever, new minorities in Irvine still have limitations. So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how new minorities practice re-territorialization, 
realize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nd pursue competition and success in 
their life-world and life space. 

Key Words

Orange County, Irvine, migration, new minority, re-territorialization, 
ethnic encl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