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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노동

밖의 소비와 여가 영역에서 살펴보며 이주노동자가 이주국에서의

‘힘겨운’ 삶을 ‘살 만한’ 것으로 구성해내고 합리화하는 방식을 기

술하고 해석하는 민족지적(ethnographical) 작업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직된 이주 제도 아래서 공장주나 농장

주의 과도한 노동 관행을 견뎌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만난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주말마다 여가와 유

흥을 즐기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가

만난 주말 모임의 다수인 남성 이주노동자는 여성 이주노동자보다

이주국에서 소비와 유흥을 더 많이 즐기기 때문에 저축을 덜 하고

빚까지 지게 되어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 미등록 상태로 장기 초과 체류하게 된다는 통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남성 이주노동자가 여성 이주노동자

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행

위가 본인과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주노동자

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A공단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의 의식주 소비와 음주가무 등의

여가활동은 필리핀 국민(national)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중에

서도 필리핀 소수종족인 이고로트인(Igorot people)의 집단거주지

‘발리우(baliw)’의 사람들은 종족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소비

와 여가활동을 하고 전통을 실천한다. 이들이 다른 종족을 의식적

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는 다른 종족

과의 거리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일상에서 종족 고유의 음식,

노래, 놀이를 소비함으로써 이곳을 이고로트 중심의 공간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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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구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이곳을 '살 만한 공간'

으로 재영토화한다. 이러한 재영토화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이주노

동을 통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나면 귀환할 곳이 있다

는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

또한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일상적 소비와 여가는 젠더에

따라 분화되었다. 특히 이고로트 남성 이주노동자는 음주가무를

즐기고 문신을 새기고 격렬한 운동을 하며 도박을 즐긴다. 이들은

자신의 남성성과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과시하기 위해 '덜 남성적

인' 것, 특히 필리핀적 맥락에서 제3의 성(third gender)인 ‘바클라’

들과 구별하고 거리를 두는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수행한다. 이러

한 남성들의 소비와 여가활동은 남성성의 과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으며, 이것이 타국에서 고된 노동과 차별적 관행을 감내하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과 보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이 남성

성을 과시하기 위해 행하는 여가활동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대가

가 따르곤 한다. 특히 이들의 남성다운 활동의 과도한 수행은 경

제적 손실을 만들고 여성의 질책과 통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A공단의 남성이주자는 소비와 여가활동을 통해 ‘살

만한 공간’을 만들어 한국이 이들에게 가까운 곳이 되게 하지만,

한국이 진정 이들에게 살 만한 곳으로 인식되기에는 대다수가 미

등록 신분이라는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은 ‘살 만하

지만 살기 힘든 곳’으로 경험되며 ‘가깝지만 가까울 수 없는 곳’으

로 인식된다. 동시에 A공단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인 필리핀과 송금

이나 시민권을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한다. 그

러나 이들이 도박 등의 소비 활동으로 빚을 지고 송금을 중단하거

나 한국에서 새로운 혼외 치정 관계((love affair)를 만들면서 가족

과 본국에 갖는 소속감과 유대감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

적으로 된다. 즉,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필리핀은 ‘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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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곳이고 ‘싫어할 수 없지만 소원해

질 수 있는’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거나 국가 ‘사이에 끼어(in-between)’ ‘초국적

일상(transnational everyday life)(Wessendorf 2010)’이라는 양가적

이고 유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주요어 : 남성 이주노동자, 필리핀, 이고로트(Igorot), 초국적 삶, 소비,

여가

학 번 : 2019-2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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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림 1-1-1] A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 © 유승우

토요일 저녁, A공단에 들어서면 인적이 드물다. 가구를 보러 전시장을

찾는 사람과 차로 붐비는 대낮의 풍경과는 대조적이다. 해가 지고 어둠

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하며 낯선 이를 향해 사납

게 짖어대는 개 여러 마리 때문에 음산함이 느껴질 정도다. 이국적인 얼

굴의 여러 사람이 낯선 이의 방문을 빤히 보며 지나간다.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골목 하나만 접어들면 멀리서 무언가 노래 소

리가 들려온다. 혹시 이슬람 기도 ‘아잔(adhan)’ 소리인가 싶어 귀 기울

여보니 낯익은 팝송이다. 누군가 ‘퀸(Queen)’의 ‘투 머치 러브 윌 킬 유

(Too Much Love Will Kill You)를 열창하고 있다. 노래 소리가 나는 쪽

으로 다가가자 시멘트 건물의 공장들이 나온다. 공장 건물 왼쪽 끝에 나

있는 계단은 발 딛기도 어렵게 어둡다.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 계단을

오르면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역시 공장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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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나 3층으로 오르자 널찍한 마당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샌드위치 패

널 건물들이 나온다.

건물에 둘러싸인 마당 한가운데에는 임시로 설치된 간이 수영장이 있

고 그곳에서 필리핀인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둘이 물장구

를 치고 있다. 한쪽 구석에서는 남자 어른 두어 명이 바비큐를 굽고 있

다. 열댓 명의 사람들은 테이블 서너 개에 둘러앉아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고 있다. 그중 한 명이 무선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아까 공단에 널리 퍼진 소리가 바로 이 노래였다. 또 다른 서너 명은 다

른 쪽 구석에서 다트(dart)를 던지고 있다.

필리핀 남성 리우 씨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한다. 이곳이 바로 필리핀인, 그중에서도 이고로트족

(Igorot people)이 자주 모이는 A공단 내 ‘발리우(baliw)’(가명) 집단거주

지(compound)이다. 연구자가 처음 만난 ‘발리우’는 이렇듯 한국이지만

한국이 아닌 것 같은 이국적 공간이었다. ‘발리우’ 근처 ‘패스토랄’ 마을

에 살지만 주말마다 이고로트족 친구를 만나러 이곳을 찾는 이고로트 남

성 율 씨는 “평일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가,

토요일이 되어 여기에 오면 친구들을 만나고 여유를 되찾아 숨을 좀 쉴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연구자 역시도 그러한 여유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한편 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

(Nuon Sokkheng) 씨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누온 속헹 씨는 추운 날씨에 난방이 끊긴 숙소에서 지병이 악화된 것으

로 추정되었다(KBS 2020.12.13.). 이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었다. 속행 씨의 기사가

처음으로 보도된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한 달간 1,280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546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

였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sometrend)’의 ‘긍부정분석(2021년

10월 12일 검색)’에 따르면 이후 6개월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의 62%

가 이주노동자의 부정적인 현실을 묘사했다. ’차별‘(170건)’, ‘불법’(127건),

‘열악’(62건) 등의 단어가 연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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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이주노동자’ 키워드 뉴스기사 긍‧부정분석 

© Sometrend분석센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연구자가 2021년 2월부터 연구대상을 탐색하

며 만난 이주민 단체활동가들은 한결같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삶을 목

소리 높여 비판하면서 이를 고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

다. 또한 연구자가 참석한 이주노동 토론회에서도 이들 활동가가 공무원

이나 사업주를 대변하는 인사를 향해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착취적

노동 환경을 외면한다고 분개하는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반된 두 광경은 연구자에게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직된 이주 제도 아래서 그리고

공장주나 농장주의 과도한 노동 관행을 견뎌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연구자가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생활공간에 방문하여 직접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일하든 힘든 건 비슷하다”라고 표

현하면서 자신이 여가와 유흥을 즐기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 연구자는 일견 엇갈리고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두 실제가 병존할 수 있는 이유 혹은 비결이 궁금해지기 시작했

다.

한편으로 이주민 단체 활동가가 강조하는 “피해자 관점”(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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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은 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같은 문제가 있

어 보였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현실에 자족하며 사는 모습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

자가 일상을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일면적이라

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들이 처한 노동조건과 생활 여건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

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주노동자가 처한 구조

적 조건의 열악함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이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

을 활용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이에 대처하고, 삶을 행복하게

구성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

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가 이주국에서 “힘겨운” 삶을 “살 만한” 것으

로 구성해내고 합리화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이 같

은 현실의 사회문화적 구성이 미등록 체류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상당

수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들

의 삶과 주체적 행위 혹은 “주체성”(카슬 & 밀러 2013:64)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을 일터 밖의 생활공간에서 남성 이주노동자

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 일터 밖의 생활공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일터에서의 삶은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의 맥

락, 노동 과정에서의 통제와 억압, 그리고 타자로서 이주노동자를 보는

한국인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어 “힘겨운” 일상을 재현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일상이 “살 만한”

것으로 되어 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생활공간을 관찰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필자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바라보

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바라보며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는 임선일(2010b:382)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논문에

서는 이주노동자의 소비에 초점을 두는데, 여기서의 소비란 생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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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영역을 지칭한

다.

둘째, 주요 연구 대상을 남성으로 특정한 이유는 연구자가 한국의 이

주노동자 연구에서 다수인 남성 이주노동자의 일상이 의미 있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Sassen 1996; 1998:84, 91, 120; 카슬

& 밀러 2013)와 이에 대한 여성주의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 덕택에 이주

여성,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노동과 일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 특히 여성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주체성을 소비와

여가와 연계하여 조명하고 있는 논문도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남은

영 외 2인 2010, 송영민 외 2인 2011, 이승희 2011, 이현서 외 3인 2013).

이와 비교할 때 남성 이주노동자가 일상에서 어떤 소비 양태를 보이고

여가를 향유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이들의 삶에 대한 주체적 해석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성 이주노동자의 일상과 소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매우 드물지만,

이주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간간

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일상적 소비와 여가활동을

설명하면서 남성 이주노동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분석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연구자는 남성 이주노동자의 일상적 소비를 언급한 이러한 연구들

에서 흥미로운 통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 이주노동자의 소비가 이

들의 장기체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남성 이주

노동자는 여성 이주노동자보다 이주국에서 소비와 유흥을 더 많이 즐기

기 때문에 저축을 덜 하고 때로는 빚까지 지게 되어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을 충분히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국 귀환에 실패(김민정

2011:351, Massey 1996)하게 되고 이주국에 장기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

다(김현미 2009:48, 52, 56, 60).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몇 가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귀환과 초

과 체류를 선택하는 순간에 직면하기 이전부터 남성 이주노동자는 이주

국에서 본인을 위한 소비와 본국의 가족을 위한 송금 사이에서 딜레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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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 또한 남성 이주노동자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위한

소비를 절제하고 송금액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할 수 있

다(Pribilsky 2012; Walter, Bourgois & Loinaz 2004). 이러한 현실을 염

두에 두고, 남성 이주노동자가 여성 이주노동자보다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연구자는 남성 이주

노동자가 본인 소비와 가족 돌봄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타협

하고, 조정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연구 질문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째, 남성 이주노동자의 일상적 소비와 여가 양태는 어떠한가? 이들이 어

떤 소비활동을 어떤 이유를 들면서 전개하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남성 이주노동자의 소비와 여가 행위는 본인

의 이주국에서의 삶과 본국 및 이주국 가족/친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가? 이들이 이주국에서 소비와 여가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

를 맺고 집단문화를 생산/재생산하는 과정과 이것이 본국 가족과의 관계

를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소비와 여가

행위는 남성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와 초국적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다주는가? 남성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가 진정으로 소비 행태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이들의 초국적 정체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기 위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남성 이주노동자의 일상적 소비와 여가 형태

및 그 규모를 이주노동자의 국민(national)·종족(ethnic) 정체성(3장) 그리

고 젠더(gender)와 연계하여 살펴본다(4장). 둘째,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서 소비와 여가를 통해 한국을 ‘살 만한’ 공간으로 재영토화하면서 동시

에 한국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는 요인과 과정을 살펴본다(5장 1

절). 셋째, 송금과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 필리핀과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필리핀으로부터 탈영토화되

고. 국가 사이에(in-between) 끼이게 되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위치를

가늠해 본다(5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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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소비와 국민(national)·종족(ethnic)1)·젠더(gender) 정체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소비를 통해 단순히 사물의 사용 가치

를 넘어 사물에 부여된 기호 가치를 얻는다(보들리야르 2009). 따라서

소비는 소비자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계층적인 ‘구

별짓기(부르디외 1995)’를 하기도 하고 다 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

(Muniz & O’Guinn 2001 : 전승우&두정 2020에서 재인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소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정체성을 함께 탐

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자국민의 타자로서 간주되어 왔다(한건수

2003), 이주민의 다양한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질적 집단으로 재현되거나

국민국가(nation state)에 따른 국민 정체성만 고려된 채 묘사되었다(윤

인진 2012). 이러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국적(nationality)을 공

유한 이주민이 다른 종족성(ethnicity)을 지니고 실천한다는 사실을 부지

불식간에 간과하게 만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국민과 종족 내에서

도 젠더에 따른 분화는 이주민의 세계관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의 소비와 여가활동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이들을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취급하거나 국적에 따라

정형화(stereotyping)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national), 종족(ethnic), 젠

더 정체성과의 연계 속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민은 이주국에서 자신의 본래 국민(national) 정체성을 강조하기

1) '네이션(nation)'과 '에스닉(ethnic)'의 번역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
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상적 한국어의 맥락에서 '네이션(nation)'은 '국민' 혹
은 '국가'로, '에스닉(ethnic)'은 '종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원거리
민족주의(nationalism)’와 같이 학계에서 통용되는 표현 등에 있어서는 ‘네이
션(nation)’을 ‘민족’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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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소비를 한다. 때로 이주민은 이주국의 주류 국민(nation)과 차별화

를 위해 본국에서보다 더 강한 자신의 국민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비를

하기도 한다(Tsuda 2000). 또한 같은 국민이라도 종족에 따라 다른 소비

를 하기도 한다. 한국으로 노동 이주한 조선족의 경우 중국인으로서 한

족(漢族)과 같은 국적(nationality)을 공유하지만, 본국에서부터 다른 종

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종족성을 인식하고 있다(이현정

2000). 이러한 종족적 차별성을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기제가 소비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민자가 자신의 집합적 정체성을 재현

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음식의 소비이다(권숙인 2005; 오명석

2004).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인류학에서는 그동안 이주민의 음식 소비와

종족 정체성의 관계를 탐색해 온 바 있다(김경민&박준영 2020, 김효진

2010, 차철욱 2004).2)

이주민의 일상과 소비는 젠더 이분법(gender binary)에 기초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러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젠더에 따라 달

라지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의 초점인 남성 이주노동자는 이주국

에서 “초남성적(hyper-masculine)이어서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간

주되기도 하고, 반대로 선주민보다 “남성성이 부족한 존재로 멸시당하기

도”한다(Kato 2015). 남성 이주노동자는 이주국에서 남성성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 남성끼리 모여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다. 하지만 본국

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남성 이주민 특히 기혼인 경우 남성성과 부성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양자를 내면에서 조절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프리빌스키(Pribilsky 2012)는 비혼 남성에게 ‘남성성’ 과시를 위한

과도한 음주와 소비가 가능한 반면, 기혼 남성에게는 이러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남성성’과 ‘부성’이 소비의 정도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 반면 본래의 종족정체성과 반대로 이주국에서 새로운 종족정체성을 얻기 위

한 소비를 하기도 한다.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출신 사람들은 이주국에서

‘문화적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국적인’ 것을 소비하기도 한다(Rosaldo

1997). 전승우와 두정(2020)은 재한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시민권’

을 얻기 위해 ‘한국인스러운’ 소비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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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남성성과 소비의 관계가 여성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 ‘초국적 부모됨(transnational parenthood)’이 모성과 부성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초국적 어머니됨(transnational motherhood)’은 원거

리 돌봄의 과정에서 강화되는 반면 ‘초국적 아버지됨(transnational

fatherhood)은 이주 후의 삶을 거치면서 오히려 약화되어 생계 부양자로

서 역할로 축소되어 오히려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Carling, Menjívar & Schmalzbauer 2012).3) 그 결과 이런 가정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가부장적 남성성을 실현하

는 노동과 송금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남성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월터·부르고아·로이나즈(Walter, Bourgois &

Loinaz 2004)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막노동을 하는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할 때 느끼는 남성성의 손상에 대하여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남성 이주노동자에게 신체의 손상과 실

직은 가부장주의와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남성성을 훼손하는 사

회구조적 폭력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의 소비와 여가활

동을 이들의 국민, 종족, 젠더 정체성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이들의 일상

속의 소비와 여가활동이 이주민 사회 내 ‘소속감(belonging)’을 강화하는

지, 역으로 이들의 소속감이 소비와 여가활동을 촉진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소비와 여가활동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정체

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채수홍 2014:86)와 연계될 때 이주국에서

의 삶이 “살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이다.

3) 역시 이주민이 아닌 경우의 일반적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일본 유흥업소에

서 참여관찰하며 남성성을 분석한 앤 앨리슨의 작업이 대표적인데, 남성들은

여성을 타자화하며 스스로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본인들의 남성성을 구성한

다(Allis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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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일상, 소비 및 재영토화

이주민은 이주국에서 살면서 여러 수단을 통해 본국과 지속적으로 사

회경제적 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편지, 국제전화, SNS, 송금 등의 매개

체를 통해 본국과 이주국을 오가는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경계로 삼아 일방향으로 그리고 일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관념에 천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

다. 국경을 초월하여 혹은 국경 사이에 ‘끼어(in-between)’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들의 다면적인 사회문화적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이주민 삶에서 이 같은 초국경(transborder), 초국가(transnational)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은 1990년대에 이주 연구 분야의 소위 ‘초국적 전환

(transnational turn)’을 통해 이루어졌다(Vertovec 2009). ‘시간과 공간의

압축(time and space compression)’(Harvey 1990)으로 전지구화가 가속

화하면서, 국제이주는 이제 더 이상 일방향적인 인구, 문화, 정체성의 이

동이 아닌 여러 사회를 가로지르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 연구는 곧 초국가주의의 연구가 되어

가고 있다(윤인진 201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국가주의가 국가주의

를 배제하는 관점은 결코 아니다. 초이주자(transmigrant)가 초국적 실천

을 하지만 동시에 본국을 향한 국가주의(nationalism)적 실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국가주의는 국가(nation)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정박하기(anchored) 때문이다(Smith 2001). 또한 이주자는 때때

로 본국을 향해 반국가주의(anti-nationalism)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

이다(이윤경 2017:14).

하지만 말처럼 초국적 이주연구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초국적 관점

을 견지하는 이주 연구는 이주 배경과 동기, 이주민의 이주국으로의 동

화(assimilation)와 이화(dissimilation), 그리고 이주민의 정치적 적응과

저항을 다루어온 기존 이주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

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입국과 송출국을 다층위적으로 연결하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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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문화적 협상·실천·재현을 탐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Basch, Glick-Schiller, Blanc, 1994, Glick-Schiller and

Basch 1995:48).

본 논문은 초국적 이주자의 다층위적 삶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서는 그 중에서 아래로부터(from below)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처럼 초국가주의 이론의 당위성과 초국적 현상을 생산

하는 압도적 힘을 되풀이 설명하는데 머물지 않으려면, 다양한 이주자의

담론적, 행위적 실천을 경험적으로 연구 그래서 초국가주의 이론의 한계

를 성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사실 다국

적 기업, 미디어, 글로벌 거대자본, 세계시민적(cosmopolitan) 엘리트 등

에 주목하는 위로부터(from above)의 초국가주의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위로부터의 연구도 초국가주의의 구조적 조건을 생산할 힘이

있는 집단에 주목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초국가주의 현상이 다층적

으로 탐구되려면 구조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있는 주체의 대항적 실천에

주목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

가 있다(Smith & Guarnizo 2003). 특히 국제 이주민의 다수가 사회 구

조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이

주 연구는 적실할 뿐 아니라 긴요하다.

아래로부터 ‘인간의 행위 주체성’(카슬&밀러 2013:64)에 주목하며 초국

적 이주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이주노동자나 망명자 등 주변

적 위치에 있는 연구 대상을 설정하여 이들을 초국적 흐름의 희생자로만

재현하는 또 하나의 당위적 분석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이주민 노동자를 타자화하거나 피해자로만 간주하는 목적론적

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와 사

회운동도 이러한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불안을 고통받고, 온정적 관심이 필요한 타자로 재현되어왔다(한건

수 2003). 특히 한국의 정부, 언론, 시민단체는 이주민(특히 노동자)을 동

화를 전제로 한 온정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제안해오고 있다

(양정혜 2007, 김세은 & 김수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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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이주자를 아래로부터 연구하고 이들의 주체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M. P. Smith, 1994). 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초국적 삶을 조형하

는 구조적 조건에 적응 혹은 순응하거나, 이를 바꾸기 위해 협상하고 저

항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사회적 관계와 구성되는 문화적 관념을 심층

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래로부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

주민의 초국적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초국가주의가 이주민의 삶에 직

접 연계된 것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Boccagni

2012).

초국적 이주자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주로 고국 가족/친지와의

관계 맺기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이주국과 고국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매개체인 송금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가족의 유대 강화에 미친 효과에 관

한 연구가 많았다(Haas 2005, Kwon 2015, Levitt. 1998, Levitt &

Lamba-Nieves 2011, Walter, Bourgois, Loinaz 2004). 이밖에는 이주민

2세의 부모 고국과의 관계(Wessendorf 2010)나 IT 기술이 초국적 관계

맺기를 촉진하는 방식(Collins 2009)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은 초국적 관계 맺기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지

만, 더 나아가 이것이 일상의 소비와 여가활동에 연쇄적으로 어떤 귀결

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

는 이런 한계를 되짚어보고 아쉬움을 만든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이다.

이주노동자의 송금은 이주민이 본국과 교류하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

이다. 이주노동자는 이주국에서 번 돈을 본국 가족과 친지에게 송금하고

본국 가족은 이를 기반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거나 개량한다

(Glick-Schiller and Fouron 2001, Pauli 2008). 송금은 개인적으로나 국

가적으로나 의미가 크다. 이주노동자가 송금한 돈이 본국 가족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며(Ahmed & Mughal 2019), 이주노동을 많이 떠나는

국가일수록 국가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Chami & Jahjah

2005, McKay 2003, Seddon & Gurung 2002, Thieme & Wyss 2005).4)

4) 역시 국경 내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소비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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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송금에 대한 관심에 비해 소비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 요소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송금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소비를 적게

한다거나 소비를 많이 하면 송금을 적게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소비는

송금의 종속 변수로 다루어져 온 것이다(Glick-Schiller and Fouron

2001, Pauli 2008). 물론 여성 이주노동자가 이주국에서 소비를 통해 자

신의 주체성을 발견한다는 연구(Constable 1997)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족이 아닌 본인의

소비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남성이 소비보다는 생산의 주체

로서 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주민의 소비와 부채(debt)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어왔다. 이주노동자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익이 이들의 불법체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

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는 이주 시작 단계에서부터 브로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주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이주 후 노동 수입은 상당 부분 초기

에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지출된다(Hugo 1996; Jones and Findlay

1998). 이는 이주민의 송금, 소비, 저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임선일

2010a:9). 또한 이주국에서 과소비 및 사치를 하거나 도박 등의 소위 건

전하지 않은 소비로 인한 부채는 결과적으로 이주민을 이주국에 매이게

하고 본국으로 귀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Massey 1996).

남성 이주민이 이주국에서 궁핍한 소비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사

치를 함으로써 남성성을 회복한다는 연구(Osella & Osella 2000) 등이

있지만 남성 이주민이 이주국에서 소비를 하는 양태에 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많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 검토해볼 만한 기존 연구가 없지

는 않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남성

이주노동자가 과음을 하고 알콜 중독에 빠지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제법

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분류하거나(Tang, Hao & Feng 2020) 도시로 이

주한 노동자와 가족의 소비를 비교하는 연구(Li & Luo 2021)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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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Worby 2007, Soe, Hongsranagon, Havanond 2012, Arcury, Talton,

Summers, Chen, Laurienti, and Quandt 2016).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소

비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의식주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과 노동으로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주민의 소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이

루어져 남성의 소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주로

소비자학이나 레저학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연구(예를 들어, 남은

영 외 2인 2010, 송영민 외 2인 2011, 이승희 2011, 이현서 외 3인 2013)

가 많은 것과 사뭇 비교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일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는 이들의 다수가 미등록

(혹은 불법) 노동자5)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동자의 다수가

불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일상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제

한하면서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성(illegality)’은 단순

히 추상적인 법적 용어가 아니라, ‘추방 가능성(deportability)’에 대한 의

식과 경험을 통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이다(De Genova, 2002).

이런 점에서 미등록노동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불법성’에 대한

몇몇 인류학적 연구(예를 들어, Willen 2007, 강윤희 2012, 우춘희 2020)

는 본 연구에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주노동자는 불법성의 공포를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하여 종교 집단과

종족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한다. 이러

한 현상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 ‘공포’, ‘은밀함’에 국한되

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의 공간을 구성하려는 역동적인 실천을 행하고 있음을 시

5)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이다. ‘불법’은 법적

인 차원의 문제이고 이것이 가진 부정적인 함의 때문에 학계에서는 주로 ‘미

등록(undocumented)’이나 ‘서류미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설동훈 2001). 본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이란 단어를 반드시 써야하거나 연구참

여자가 직접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미등록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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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강윤희 2012).

특히 한국에 거주 중인 필리핀 이주민들은 종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

류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이화의 모습으로 보이나 오히려 이들이 공동체

를 통해 이주국에 연착륙할 수 있게 하고 서로의 ‘노하우(knowhow)’를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동화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문동환 2011).

또한 종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주국에 적응하기 위한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권종화 2010). 이 공동체를 공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종교

적 엔클레이브(enclave)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권종화 2010).

이상의 연구는 초국적 이주민, 특히 열악한 구조적 조건 아래 놓인 이

주노동자가 본국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를 경험하지만 이주국에서 사회

문화적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재영토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Deleuze & Guattari 1998, 이진경 2002, 이민경&김경근 2012). 들뢰

즈와 가타리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개념은 원래 물리적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닌데 이진경(2002)이 이주 논의에서 이 개념을 이주자의 삶의 양

식이 전환되는 과정에 적용시켜 보았다. 본래 ‘탈영토화’는 하나의 구조

나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 ‘재영토화’는 그것이 다시 새로운 구조나 체계

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영토화와 탈영토화는 서로 쌍을

이루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주 과정에서 이주민은 익숙한 구조와 체계

를 나와서 새로운 구조와 체계 속으로 진입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이진경 2002; 이민경&김경근

2012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으로 초국가주의 논의에서 국가가 이주민과

디아스포라를 국내 정치경제 체계로 재포섭하는 것을 ‘재영토화’로 표현

하기도 했고(Østergaard-Nielson, 2003a: 21), 글로벌 자본과 초국가적

(transstatal) 기구들이 차별적 지배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다(Ong, 1999: 214).

이주노동자가 이주국의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보다는 종족과 종교를 기

반으로 엔클레이브를 형성하는데 이주국과 고국에 걸쳐 있는 초국적 일

상을 살아내는 이주노동자는 물리적 거주지인 이주국으로부터 탈영토화

하고 본국으로 재영토화하는 시도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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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국적 일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탈영토화

와 재영토화의 실천을 모두 가능케 하는 전략적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민정 2012; 이철우 2008).6)

종족공동체나 엔클레이브 형성은 일견 이주민이 이주한 사회로부터 스

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불법

성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어려움에 맞서 상부상조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초국적 일상에

서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실천이 의도치 않는 ‘부작용(side effect)’ 혹

은 ‘도구적 효과(instrumental effects)’(Ferguson 1990:251-253)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변성은 21세기에 들어 영상통화와 SNS를

위시한 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필리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소비와 여가활

동을 중심으로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한국과 본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영

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과정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자신과 한국 그리고 자신과 필리핀의 거리감을 어떻게 조

정하며 자신의 소속감 혹은 정체성을 변화시켜 가는지 탐구하려는 목적

을 지니고 있다.

(3)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

A공단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보이는 박경태 외 2인(1999)은, 그라노베

터(Granovetter)의 강한 연줄(strong ties)과 약한 연줄(weak ties) 개념

을 활용하여,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이후 박경태(2001)는 필리핀 현지에 가서 A공단

에서 귀환한 필리핀 노동자와 가족을 조사하고 이주에 있어서 가족의 역

6) 초국적 이주는 아니지만 국경 내 이주노동자의 소비와 일상을 살펴보며 이

들의 재영토화를 다룬 시우(Kaxton Siu 2017)의 논문도 참조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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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연구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이주민이 다수인 A공단의 특성을 고

려하여,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신분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가 ‘게토화된 생

존장’을 만드는 과정을 다룬 연구도 있다. 이런 정향의 대표적인 연구가

김현미와 류유선(2013)이 있다. 이밖에 고영란&이영(2013)의 책은 이주

민센터가 주도하여 A공단의 역사와 이주민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

런 저서와 논문은 A공단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때 참조할 가치가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많다. 김민정(2011)은 A

공간의 필리핀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을 포괄적

으로 다루었다. 류유선(2016)은 ‘초국적 가족’은 본국 가족에 귀속되는 경

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가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본국과

이주국 양쪽을 동시에 보면서 이 지역 필리핀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했다. 차옥숭(2031) 역시 여성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계층적, 인종적,

성적으로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공단에 대한 선행연구 중 연구자의 문제의식 및 분석 초점과 맟닿아

있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인

A공단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다룬 논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 김민정

(2020)과 김현미(2014)는 각각의 저서에서 A공단 이주민의 삶의 양태를

짐작하게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A공단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소비와 여가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

하게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일상 속 소비와 여가

활동이 이들의 본래 에스니시티(ethnicity)를 한국적인 것으로 변형한다

는 임선일(2010a, 2010b)의 연구가 눈에 띈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A

공단 이주노동자가 휴식, 집안일, 친구 만나기 등의 순서로 시간을 보낸

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흥미롭게 보았다(임선일 2010:403).

이와는 달리,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는 통념과 달리, 송금을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여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담은 연구도 있다(이주연 외 3인

2011). 해당 연구에서는 송금 등 경제적 가치와 여가의 관계를 ‘여가 협

상(leisure negotiation)’으로 명명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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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연구결과물로 내놓는 민족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인 필리핀 소수종족인 이고로트족에 대한 저서를 읽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연구가 많지만 멕케이(McKay 2006)와 틴단

(Tindaan 2010)의 논문이 대표적이다.7) 본 연구의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인의 젠더 분류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8) 이와 관

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알레그리(Alegre 2022)와 매나란산(Manalansan

2015)의 논문이 있다.

한국에서 필리핀 이주민 내부의 젠더 분화에 대한 연구로는 남성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것이 있었다. 결혼이

주여성은 법적 시민권과 함께 한국에 오래 머무르며 축적한 사회문화적

자원이 있는데 단기 비자를 갖고 들어와 사회문화적 자원이 부족한 이주

노동 남성과 상부상조한다. 하지만 이주노동 남성은 노동과정에서 한국

인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에게도 이러한

감정을 투영하여 긴장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문동환 2010).

그간 한국의 필리핀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필리핀인 내부의

종족 관계나 젠더 관계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여성으로 태어

났으나 남성적으로 크로스드레싱을 하는 필리핀적 분류체계의 성별인

‘톰보이(tomboy)’를 다룬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의 주인공 미셸 씨는

한국에 와서 스스로를 필리핀 맥락의 ‘톰보이’가 아닌 ‘트랜스젠더’로 자

신의 정체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필리핀의 현지적 맥락과는 조금 다르다

고 할 수 있다(장서연 2013).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A공단의 필리핀인

이 자신의 주거공간을 필리핀적 맥락으로 재영토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3

의 성에 대해서도 한국적 맥락의 LGBTQ+ 분류가 아닌 필리핀의 맥락

에서 ‘바클라(bakla)’, ‘톰보이(tomboy)’, ‘바이(bi)’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필리핀 남성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바클라’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A공단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 이주노동자와 9개월 이

7) 이고르트족의 역사에 관해서는 3장 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8) 필리핀의 성적 정체성과 분류법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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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간 동안 생활을 함께하며 참여관찰한 민족지적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해보인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일상 중에서도 이주노동자 스스

로의 소비와 여가에 초점을 두어 이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러한 행위가 초국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과정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북부 OOO시9) A공단에 거주 중인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이다. 연구참여자의 다수는 해당 공단 내 ‘발리우’(baliw,

가명)’ 집단거주지(compound)에 주로 모이는 이고로트(Igorot) 종족 남성

이주노동자이다. A공단에는 현재 약 160명의 필리핀인이 집단거주지

(compound)10) 약 10곳에 모여 거주 중이다. ‘발리우’는 그 중 하나이다.

이곳의 필리핀인들은 주로 자신의 집단거주지를 ‘컴파운드(compound)’라

고 부른다. 가끔 ‘마을(village)’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당초 연구자는 이주노동자 집단거주지역에 진입하기 위해 2021년 2월

부터 서울 마포구, 인천 미추홀구/남동구, 경기 부천시/안산시/수원시/의

정부시/양주시 일대 등 이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경기 군포시/파주시 일대의 이주민 단체, 외국인교회와도 접촉

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의 여파로 이주민 단체의 활

동이 많이 줄어든 데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이

주노동자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연구자는 결국 이주단체 활동가 및 학자 몇 분의 소개

를 받아 4월 초에 A공단에 진입하게 되었다. A공단 내부에서 교회와 함

께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 단체 ‘B외국인복지센터(이하 B센터)’는 해당

9) 연구참여자(연구대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지역명, 기관명, 연구참

여자의 성명은 익명 혹은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10) 필리핀인들은 이를 주로 ‘컴파운드(compound)’라고 부르나 가끔 ‘마을

(vill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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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주노동자와 오랜 기간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A공단에는 B

교회 외에도 공단 내부의 희년교회와 공단 외부의 천주교 교회(Catholic

church) 등의 종교단체가 이주민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

었다. 이중 B교회가 OOO시의 외국인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여기로 이

주노동자가 몰리면서 개신교교회 신도 수가 줄고 있다고 한다(김민정

2010:325).

연구자가 연구지를 찾고 있는 와중에 마침 B교회가 운영하는 B센터에

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인터뷰 작업이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B센터의 책임자로부터 허가를 받

아 인터뷰 진행 및 통역, 녹취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

를 계기로 A공단 이주노동자를 접할 기회를 늘릴 수 있었다. 이후 민족

지적(ethnographic) 연구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생활공간에 진입을 모색

중이던 연구자는 7월에 필리핀인 미사에서 만난 마리아 씨가 친구와 술

모임을 갖는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곳이 바로 서두에서 설명

한 ‘발리우(Baliw)’ 집단거주지(compound)였다.

연구자는 A공단에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B센터의 업무를 도우며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7월부터 IRB 승인 이전까지는 필리핀인 미사에 참

여하고 ‘발리우’ 집단거주지에 진입하여 중간조사를 수행했다. 본조사는

IRB 승인 이후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하였다.11)

11) IRB No. 211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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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A공단 내 필리핀인 집단거주지 약도 © 유승우

A공단에는 현재 약 160명의 필리핀인이 10여 곳의 집단거주지

(compound)에 모여 거주 중이다. 각각의 마을에 는 예전부터 전해지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집단거주지에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

며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마을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연구

자가 파악한 마을 이름은 ‘발리우’ 외에 ‘펜션’, ‘푸키’, ‘미래’, ‘카팜팡안

마을(village)’, ‘레드’, ‘요빌’, ‘패스토랄’ 등이었다. 이 이름들은 타갈로그

어, 한국어, 필리핀 소수종족 언어 등의 이름이 섞여 있다.12) 이러한 이

름은 예전부터 구전(口傳)되어 언제, 누가, 왜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고 대강 추측만 할 뿐이다.

예를 들면 ‘펜션’은 펜션과 같은 형태의 건물이라서, ‘푸키’는 그들의 언

어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기분 나쁠 때 하는 비속어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을 ‘푸키’라고 불러서, ‘미래’는 ‘미래 슈퍼마켓’ 뒤쪽에 있는

마을이어서라는 식이었다. ‘레드’는 공단 내에서 흔치 않은 월세가 비싼

빨간 벽돌집이라서, ‘요빌’은 예전에 비슷한 이름의 교회가 있는 건물 위

층에 있는 거주지라서 그렇게 불린다고 한다. 특별히 이름이 없는 마을

도 있는데 연구자가 초대받은 집에 가서 거주지 이름을 물어보니 어느

12) ‘보보’라는 마을까지 포함하여 10곳인데 이곳은 가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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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샌더스 마을”이라며 농담 삼아 남편 이름을 대기도 했다.

[사례 1-3-1 리우 씨가 설명하는 ‘발리우’의 뜻]

리우 씨 : 여기는 ‘‘발리우’라고 불리는데 타갈로그어로 ‘미친(crazy)’이

라는 뜻이야.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 근데 너도 알 듯이 

우리가 미친 사람들은 아니잖아?(웃음)13)

(2021년 9월 11일, ‘발리우’ 마을)

집단거주지들은 대체로 공장 위층이나 공장 옆에 붙어있는 여러 방으

로 나눠진 샌드위치 패널 혹은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다. 김현미와 류

유선(2013:66-77)은 이러한 A공단의 집단거주지 형태를 원룸형 방, 공장

형 방,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연구자가 돌아본 각 집단거주지에

는 대부분 여러 필리핀 종족이 섞여 살고 있었다. 때로는 방글라데시나

네팔 등 타국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함께 살았고 드물게 한국인이 입주해

서 사는 곳도 있었다. 특이하게도 카팜팡안(Kapampangan)족과 본 연구

의 주요 연구대상인 이고로트(Igorot)족은 대부분 다른 종족과 달리 한두

곳의 집단거주지에 모여 사는 경향을 보였다. 소수종족일수록 종족 정체

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김민정(2009:91)에 따르면 A공단 내 필리핀인 주거공간 다수가 협소하

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레드’ 건물의 방은 한국인이 많이 사는 빌라 형태의 구조

이고 ‘펜션’ 건물은 말 그대로 펜션과 같이 깔끔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

태의 구조의 주거지이다. 김민정의 주장과 달리 협소한 공간이라 하더라

도 A공단의 대다수 필리핀인은 다른 필리핀인과 함께 소비와 유흥을 거

주하는 방밖의 야외에서 주로 즐기기 때문에 거주지의 협소함으로 인하

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 점에 대해

13)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번역했는

데 이는 연구참여자가 (1) 영어로 말했고 (2) 그 내용이 연구자에게 친구처럼

말했던 것이거나 (3) 때로는 가르쳐주듯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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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추후 상세하게 기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지역적 기반은 A공단 내의 ‘발리우’ 마을이지만 연구자는

필리핀인의 동선에 따라 A공단 내에 다른 마을에 방문하기도 했고 A공

단 외부의 공장으로 이직한 필리핀인의 집단거주지에 방문하기도 했다.

때로는 연구참여자가 다른 지역의 필리핀인을 만나기 위해 연구자와 함

께 OOO시를 넘어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하기도 했으며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다른 거주지와 공동체를 참여 관찰할 수 있었다.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 오후부터 유흥을

즐기기 때문에 참여 관찰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평일 저녁

에 생일파티, 기념일, 특별한 사건 등이 있을 때는 약속을 잡아 방문하기

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자의 신분과 연구주제 및 연구목적 등

을 밝히고 참여 관찰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가 B센터에서 일을 하고 미사에도 참여하며 여러 필리핀인을 만

나다 이를 인연 삼아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 마리아 씨로부터 필리핀인

마을로 초대받을 수 있었다. 그 덕택에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여서 한국인을 경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들의 신뢰(rapport)를 얻을 수 있

었다. 어색해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센터장과의 인연을 언급하면 이들도

본인과 센터장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었다.

조사 기간 중 이고로트 남성 율 씨는 연구자가 이고로트족에 대해 엄

청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에 가까운 격려를 하기도 했

다. 코코 씨는 인터뷰 사전 설명 중에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자,

실명도 상관없다며 본인이 한국에서 찍은 여러 사진을 손수 보내주기도

했다. 영상 형태의 소셜 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틱톡 등)를 매

우 즐기는 이곳 필리핀 노동자들은 연구자에게 글로 쓰는 것보다 영상으

로 찍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이고 심사위원들도 너의 말을 믿어

줄 것이라고 걱정과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특히 리우 씨는 “우리 이고

로트족이 이렇게 밤새 술을 먹고 강한 종족이라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한국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권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발리우’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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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연구자를 이고로트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고

소개하곤 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매번 연구자의 신분을 다시 정정해서

알려주어야 했다.

다른 종족 필리핀인이 ‘발리우’를 방문하여 이고로트인들에게 타갈로그

어로 저 ‘한국인(Koreano)’은 누구냐고 물으면 이들은 연구자를 ‘한국인’

이 아닌 ‘이고로트인’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후 이고로트인이 연구자를

불러 “너 이고로트 맞잖아?”라고 하면 연구자는 그 처음 만난 필리핀인

에게 “응 나 이고로트 전사(Igorotak)야”라고 농담을 했고, 당황하는 다

른 종족 방문자에게 필리핀 이주노동자 문화를 연구하는 중이라고 밝히

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오프라인 현지(field)와 함께 필리핀인이 자주 활용하는 페이스북도 이

들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 온라인 현지(online

field)라 할 만 했다. 페이스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도 자주 생중계

하여 노동 현장을 직접 관찰하지는 않았음에도 노동 과정을 비교적 상세

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외부 식당에 나가 식사할 때, 마당에 여

럿이 모여 술 마시고 노래할 때, 방에서 혼자 노래할 때, 길거리에서 춤

출 때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을 생중계하여 직접적인 참여 관찰 없이

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자주 가능했다.

연구자는 B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다 필리핀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필리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여 관찰을 하게 되면서 인터뷰로 파악한

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을 많이 관찰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필리핀인

연구참여자도 이런 참여 관찰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말을 많이 했다. 코

코 씨는 “거기서(B센터에서) 인터뷰만 하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아냐?”라며 “그런데 너는 여기서 우리를 직접

보았으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 거야”라고 말하곤 했

다. 율 씨는 이고로트 문화에 대해 책을 쓰라고 연구자에게 제안했었는

데 연구자가 A공단에 거주 중인 이고로트족을 인터뷰해서 필리핀에 사

는 이고로트인의 현지 문화를 대해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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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필리핀인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자

“아 그렇지. 직접 가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A공단 외부에 있는 자동면(가명)에서 만난 카팜팡안족 여성 라

라 씨는 자신도 A공단 내부에 살았었지만 “거기는 너무 말들이 많고 특

히 술을 먹고 하는 말들은 허세이고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라고 충고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양측의 충고는 연구자

가 참여 관찰하고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판적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코코 씨는 술자리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프레디 씨와 합심하여 마술

을 선보이며 연구자를 속이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

면서 “너를 속이긴 했지만 너를 바보로 생각하지는 않고 가족으로 생각

한다(we make fool of you but we don’t think you’re a fool we’re

family)”라고 놀리기도 했다. 이는 B센터에서 ‘인터뷰어(interviewer)’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연구자가 필리핀인의 생활공간에 진입하여 외부자

가 되었음을 실감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연구 과정에서 필리핀인 85명과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본 논문

에서는 글의 맥락에 적합한 64명만 등장한다. 이 중 16명은 공식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함께 생활하면서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공식 인터뷰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다. 이밖에도 연

구자는 필리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3명의 태국인과 6명의 한국인과도

연구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현지연구 참

여자의 수가 훨씬 늘어난다. 연구자는 연구의 초점을 이고로트족 남성에

두었지만 다른 종족, 결혼이주여성, 바클라 등의 기타 성별의 인물들로부

터도 얻은 정보와 관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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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연구 대상의 종족과 젠더 

총합 남성 여성 기타(바클라, 바이)
85명 45명(53%) 31명(36%) 9명(10%)

인터뷰 및 대화는 주로 영어로 이뤄졌고 이따금 타갈로그어와 한국어

로 진행했다. 대졸자의 경우에 대체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고졸자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다. 간혹 영어가 능숙지 못

하거나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대화했다. 타갈로그어(Tagalog language)는

타갈로그족의 언어이지만 필리핀의 법정 국어(national language)로서 필

리핀어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연구 대상인 이고로트인(the Igorot)은 같

은 종족 간에 주로 일로카노어(Ilocano language)를 사용한다. 그래서 일

로카노인과는 일로카노어로 소통하며 다른 종족과 소통할 때만 타갈로그

어를 쓴다. 이고로트족 내 다양한 하위종족그룹이 각각 모어(mother

tongue)를 가지고 있으나, 하위종족그룹 간에는 실상 언어 소통이 어렵

다. 그래서 이고로트인도 중앙어(lingua franca)라 할 수 있는 일로카노

어로 대화한다. 이고로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로카노어로 소통하지 못

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였음을 고백한다. 언어로 인한 종족 간 친밀성과

거리감은 본론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겠다.

종족(ethnicity) 인원 비율 필리핀 내 비율
이고로트(Igorot) 17명 20% 2%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 3명 4%
일로카노(Ilocano) 21명 25% 9%
비자야(Visayan) 12명 14% 32%

타갈로그(Tagalog) 21명 25% 28%
카팜팡안(Kapampangan) 10명 12% 3%

잠보앙게노(Zamboangueno) 1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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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주요 연구 대상

순번
이름

(가명)

젠더

(gender)
연령대 집단거주지

종족

(하위종족)

혼인 

여부 

1 티아고 남성 40대 ‘발리우’ 이고로트

본국

에서 

결혼

2 잭 남성 30대 ‘발리우’ 이고로트 비혼

3 알리 남성 30대 자동면 이고로트 비혼

4 리우 남성 20대 ‘발리우’
이고로트

(칸카나이)

(리자 

씨의 

아들)

5 프레디 남성 30대 ‘발리우’→자동면 이고로트

본국

에서 

결혼

6 얀 남성 30대 ‘발리우’ 카팜팡안 

한국

에서 

결혼

7 루크 남성 40대 ‘발리우’

일로카노

(부인이 

이고로트)

한국

에서 

결혼

8 샘 남성 10대 ‘발리우’
이고로트+

일로카노

(루크 

씨- 

리자 

씨의 

아들)

9 윌리엄 남성 50대 ‘발리우’

타갈로그+

화교

(부인이 

이고로트)

본국

에서 

결혼

10 아르템 남성 50대 ‘발리우’
비자야

(세부아노)

본국

에서 

결혼

11 앤젤 바클라 30대 ‘발리우’→푸키
비자야

(힐리가이논)
비혼

12 스텔라 여성 50대 ‘발리우’
이고로트

(칸카나이)

본국

에서 

결혼

13 에이미 여성 30대 ‘발리우’
 비자야

(세부아노)
비혼

14 리자 여성 40대 ‘발리우’
이고로트

(칸카나이)

본국

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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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

(가명)

젠더

(gender)
연령대 집단거주지

종족

(하위종족)

혼인 

여부 

15 릴리 여성 50대 ‘발리우’
비자얀

(와라이)
?

16 율 남성 40대 ‘패스토랄’
이고로트

(칸카나이)

본국

에서 

결혼

17 렉시 여성 50대 ‘패스토랄’ 타갈로그

한국

에서 

결혼

18 그레이스 여성 50대 ‘패스토랄’
비자야

(세부아노)

한국

에서 

동거

19 도도 남성 20대 ‘펜션’ 카팜팡안 비혼

20 아델 여성 40대 ‘펜션’ 타갈로그

한국

에서 

결혼

21 시저 남성 20대 ‘레드’ 타갈로그

한국

에서 

결혼

22 디제이 남성 20대 ‘푸키’ 카팜팡안

한국

에서 

결혼

23 샌더스 남성 30대 ‘샌더스 마을’ 카팜팡안

한국

에서 

결혼

24 콩 남성 30대 ‘샌더스 마을’ 일로카노 비혼

25 루시 바클라 50대
공단 내 집단거주지 

외
일로카노 비혼

26 크리스 바클라 50대
공단 내 집단거주지 

외
일로카노 비혼

27 아길레라 바클라 40대
공단 내 집단거주지 

외
일로카노 비혼

28 베로니카 여성 40대
공단 내 집단거주지 

외

비자야

(잠보앙게노)

한국

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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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

(가명)

젠더

(gender)
연령대 집단거주지

종족

(하위종족)

혼인 

여부 

29 짐 남성 50대 공단 내 공장 기숙사
비자야

(힐리가이논)

본국

에서 

결혼

30 코코 남성 30대 공단 외부 (아파트)
이고로트

(칸카나이)

본국

에서 

결혼

31 에드윈 남성 40대 공단 외부 (아파트) 이고로트

본국

에서 

결혼

32 마리아 여성 40대 공단 외부 (아파트)

일로카노

(남편이 

이고로트)

본국

에서 

결혼

33 나은 여성 10대 공단 외부 (아파트)
이고로트+

일로카노

에드

윈-

마리

아 씨 

딸

34 바트 남성 20대
공단 외부 (공장 

기숙사)

이고로트

(본톡)
비혼

35 제시 여성 30대 공단 외부
비자야

(세부아노)

한국

에서 

결혼

36 레나 여성 50대 ‘레드’ 이고로트 ?

37 리암 바이 40대 독립 건물
비자얀

(힐리가이논)
비혼

38 레이첼 여성 30대 ‘푸키’ 카팜팡안 비혼

39 로날드 남성 30대 (공단 내로 추정) 카팜팡안 비혼

40 졸리 바클라 30대 서울 이고로트 비혼

41 미겔 바클라 30대 세종
이고로트+

일로카노
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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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

(가명)

젠더

(gender)
연령대 집단거주지

종족

(하위종족)

혼인 

여부 

42 카터 남성 40대 패스토랄 일로카노

한국

에서 

결혼

43 라라 여성 30대 ‘발리우’→자동면 카팜팡안 비혼

44 토레스 남성 50대 충남 이고로트

본국

에서

결혼

45 킹 남성 30대 공단 내부 이고로트 비혼

46 크리스탈 여성 50대 공단 내부 타갈로그

본국

에서

결혼

47 리리 여성 30대 ‘펜션’ 일로카노 비혼

48 카밀라 여성 30대 공단 외부 타갈로그 이혼

49 티케이 남성 20대 ‘펜션’ 카팜팡안

한국

에서

결혼

50 티파니 여성 20대 ‘펜션’ 카팜팡안

한국

에서

결혼

51 테일러 여성
40대 

추정
‘푸키’ 타갈로그

한국

에서

결혼

52 조니 바클라
40대 

추정
‘레드’ 일로카노 비혼

53 디디 남성 30대 서울
타갈로그 

추정
비혼

54 존 남성
40대 

추정

공단 내 집단거주지 

외
타갈로그

한국

에서 

결혼

55 한나 여성 30대 ‘펜션’ 타갈로그

한국

에서 

결혼

56 바비 바클라 40대 공단 내부 카팜팡안 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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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

(가명)

젠더

(gender)
연령대 집단거주지

종족

(하위종족)

혼인 

여부 

57 캐롤 여성 30대 ‘샌더스 마을’ 일로카노

한국

에서 

결혼

58 빌 남성 50대 공단 내부 일로카노 ?

59 살라 남성 20대 경기 일로카노

본국

에서 

결혼

60 메건 여성 20대 ‘레드’ 타갈로그

한국

에서 

결혼

61 웨인 남성 30대 자동면 이고로트 비혼

62 파블로 남성 50대 ‘패스토랄’ 타갈로그

본국

에서 

결혼

63 리즈 여성 50대
공단 내 집단거주지 

외
타갈로그 이혼

64 시어런 남성 30대 자동면 타갈로그 비혼

이외 방글라데시인 7명, 태국인 3명, 베트남인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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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이주 배경

1) A공단의 역사와 기억

[그림 2-1-1] A공단의 전경 © 유승우

A공단의 역사는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90년 이전은 문헌을 중심으로 1990년 이

후는 문헌과 더불어 현재 A공단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기억

을 통해 재구성해보겠다.

1950년대까지 경기도 북부 OOO시 A공단이 있는 지역은 무덤이 있는

야산이었다. 1960년대부터 ‘음성 한센인’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

는데 이는 1961년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한센병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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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질병’에서 ‘거택(居宅) 치유 질병’으로 전환되면서 1963년 한센인의

강제격리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완치되어 전염성이 없는 한센 음성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영란&이영

2013:38). 주로 종교단체가 이들의 생계를 지원했고 영국인 박 바우로

(Paul Burrough) 신부도 그런 활동을 하는 선교사였다. 그가 이 지역 땅

4만 평을 매입하여 가옥을 짓기 시작했고 점차 이곳은 ‘음성 한센인’ 마

을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영란ㆍ이영 2013:39).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 지역 한센인은 축산업을 시작했

다. 1980년대 후반 들어 경제 구조의 변화로 축산업의 이윤이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환경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이 지역에 공단 설립을 유도

했다. 때마침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가 필요했던 영세공장주들이 입소문

을 듣고 이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덕에 한센인은 땅과 건물을 세

놓은 임대주가 될 수 있었다. 이때 들어선 공장은 대부분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가구공장이었다. 이후 A공단은 세간에 “경기도 가

구공단”으로 알려지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이 급상승하였

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3D’ 업종 기피 현상도 심화하였다(임선일

2010b:382). 그래서 노동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해외 이주노동자의 수입

이 불가피해졌으며, 주 노동력 수입처는 동남아시아였다. 항간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한국에 대한 지명도가 올라간 것도 동남아시아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임선일 2010a:35). 하지만

A공단에 동남아시아 노동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조

정,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 부족,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고임금 일자리

부족의 필연적 결과였을 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A공단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가 다

수 들어오기도 했다. 이때 들어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절대다수가 미등

록(undocumented) 신분이었다. 1994년에야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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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다수인 A공단은 한때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해방구’로 불리기도 했다(박경태 외 2인

1999:830). 이후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지의 이주노동자도 이곳에 합류하여 2000년대에 이르면 A공단

이주노동자 수가 2,000명에 달하게 된다.

A공단에서 연구자가 만났던 필리핀인 중 이곳에 들어온 지 가장 오래

된 사람은 크리스 씨이다. 일로카노(Ilocano)족이자 필리핀 제3의 성

(third gender)인 ‘바클라(bakla)’인 그는 1997년에 A공단에 왔으며 입국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외환위기(IMF 사태)가 터져 실직하게 되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 몇 달을 굶었다며 당시 필리핀인의 고생담을

자주 이야기하곤 한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A공단에 들어온 화교-타갈

로그 혼혈 남성 윌리엄 씨는 힘든 기억을 토로하기보다 닭을 직접 길러

서 공단 밖 수곡리(가명)에 가서 ‘사봉’(sabong, cockfighting)을 즐기던

추억을 회상했다.

2005년 고용허가제 시행 전후로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여러 차례 진

행했다. A공단은 단속 당시 공장주, 이주민지원단체 B센터, 이주노동자

가 함께 8시간 동안 단속에 저항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MBC

2005).14) 그 덕분에 연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소수만이 강제 출국하

였고 다수는 방면(放免)되었다. 해당 지역의 유명세 덕에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이곳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사면’을 언급하기도 했

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도 해당 공단에 대한 대규모 단속은 계속되었

다(한겨레 2008.11.12., 오마이뉴스 2018.11.13.).

이고로트족 남성 율 씨는 2005년에 A공단 내에서 만난 타갈로그 여성

과 결혼하고 딸을 낳았다. 율 씨 가족은 당시 직접 단속을 당하지는 않

았지만 계속되는 대규모 단속에 불안감을 느껴 율 씨만 남기로 했고 아

내와 딸은 친정이 있는 필리핀 마닐라로 돌아갔다. 일로카노족 남성 카

터 씨 역시 B센터 책임자가 공장 앞의 길에서 몸을 던져 차량을 막아

단속이 지연되는 동안 도망친 기억이 있으며 센터장에게 항상 고마운 마

14) https://imnews.imbc.com/replay/2005/nwdesk/article/1914272_30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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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간직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던 A공단 이주민 유입은 2000년대 중반 이

후 대규모 단속으로 증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A공단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0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3년에는 700-800명까지 감소하였다

(ibid.:72). 이런 상황에서 A공단의 대다수 공장주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으로부터 보호하

자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공장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가 항상 공생의

틀에서 주조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착취적 공장주가 있어 이주노동

자의 적대감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공단에서는 공장주와 이주노동자의 대립을 완화하는 독특한

중재자가 있었다. 공장 부지를 소유한 한센인 임대주가 착취적 노동 관

행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임대주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센

인이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살아온 경험 때문에 공장주가 노동자를 착취하

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공장주가 있으면 압력을 행사

했다. B교회의 관계자는 공장주-임대인-이주민의 이 같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리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영란&이영

2013:171).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외부에도 알

려져 오늘날까지도 A공단에는 한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지

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1998년 설문조사 당시 200명으로 추정

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53.7%였다. 지역적으로는 필리핀 일로

코스(Ilocos) 지방 출신이 22.4%(설문 응답 116명 중 2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박경태 외 2인 1999:830). 이는 필리핀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지역 거주자 비율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처럼 A공단에 일로

코스 지역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지역 주민의 해외 이주노동 역사

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ibid.:832). 본 연구의 주요 연구참여자인 이고로

트족이 이 지역 출신이다. 이고로트족은 현재 코르딜레라 자치구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에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조

사에서는 자치구로 독립하기 전 지방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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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에서 현 코르딜레라 자치구에 해당하는 지역 출신은 116명 중

2명(카가얀 1명, 이푸가오 1명)으로만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리핀인의 종족이 아닌 출신 지역만을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연

구자가 조사 기간 중에 만난 일로코스 지역 출신 일로카노족이 연구자가

만난 전체 필리핀인 중 20%를 넘게 차지했다. 그럼 그러한 20%대의 높

은 비율이 1990년대부터 A공단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고로트족은 연구자가 만난 비율에 따르면 10%를 넘는 것으로 추

정되는데 1990년대에는 2%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설문조사에서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 노동자 비

율은 68.5%였다(임선일 2010a:27). 미등록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2011년 조사에서는 미등록 신분이 8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김민정 2011:324). 연구자가 A공단에서 조사할 때는 등록 신

분인 필리핀인이 나타나면 주변 필리핀인이 연구자에게 “E-9(고용허가

제로 들어온 비전문인력 비자)”라고 알려줄 정도로 등록노동자는 소수였

다. 연구자가 만난 필리핀인만 따져보아도 90% 가까이가 미등록 노동자

였고 10% 정도만이 등록노동자였다. 힐리가이논(Hiligaynon)족15) 바클라

등록노동자 앤젤 씨는 “이곳은 특히 미등록 노동자가 숨기 좋은 곳이라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는 필리핀 전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

였기 때문에 거의 ‘리틀 마닐라(Little Manila)’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단과 거주지가 분리되어있는 다른 이주민 밀집지와 달리 해당 지역

은 직주일치 또는 근접 구조라 공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은 한국의 다른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찾아보기 쉽

지 않다(고영란&이영 2013:). 이 때문에 A공단은 ‘게토(ghetto)’(김민정

15) 힐리가이논족은 비사야 제도(Visayas)에 광범위하게 거주하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비자야족(Visayan people)의 하위종족그룹이다.

A공단에서 만난 힐리가이논인은 보통 본인이 ‘일롱고(Ilonggo)’라고 표현하

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힐리가이논’을 사용한다. 로잘

도(Rosaldo) 부부가 연구한 루손(Luzon) 섬 동부에 거주하는 ‘일롱고트

(Ilongot)’족은 현재는 부칼로트(Bugkalot)족으로 불리고 이름은 유사하지만

이들과는 다른 종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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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 혹은 ‘게토화된 생존장’(김현미&류유선 2013:77)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A공단 필리핀인은 평일에는 일을 마치고 주로

A3공단 내부에 머물렀지만, 주말이나 명절 때에는 시내로 나가 유흥을

즐기거나 서울을 포함한 타 도시나 지역으로 나간다. 이처럼 이들이 외

부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A공단의 이주노동자 거주지

를 폐쇄적 ‘게토’라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럽다. 일로카노족 바클라 조니

씨는 여행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바쁘다며 미등록 신분임에도 전국을 다

니느라 주말에 A공단 내부에 머무를 일이 거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삶터인 A공단의 역사가 지금처럼 지속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3년 후부터 A공단이 아파트단지 건

설을 위해 재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

회 2021 참조). 이 지역 재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곳의 국민, 종족

적 다양성의 기반이 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끝을 맺을 것이다. 그

럴 경우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될지 두고 볼 일이

다.

2) 이주 동기와 이동 경로, 초국적 연결망

(1) 이주 동기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왜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어떤 나라와 한국의 어떤 지역을 거쳐 A공단에 이

르게 되었을까? A공단에 온 필리핀인에게 입국 동기를 물으면 하나 같

이 “필리핀은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적어서”라는 경제적 이유를 든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주의 주요 계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다. 필리핀 평균 대졸 초임은 한화로 약 40만 원, 고졸 생산직 초임은 약

30만 원이다(KOTRA 2021). 한국으로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A공단에

서 대체로 200만 원 전후의 월급을 받는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이주

를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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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1 : 남매보다 수입이 많은 티아고 씨]

티아고 씨: 나는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이 있어.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동생은 지금 학교 교사이고 남동생은 경찰이

야. 나는 대학 영문과에 갔는데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

어서 졸업을 안 하고 그만뒀지. 나는 바기오(Baguio)에서 

그랩(Grab) 기사를 했어. 한국 돈으로 약 30~40만 원 가

량을 벌었는데 월급이 적어서 동생들은 다 집을 마련했지

만 나만 집이 없었지. 3년 전에 아내의 친척이 여기에 있

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여기 공장에서 270만 

원씩 받아. 남동생은 이제 (다른 직업에 비하여 수입이 많

은) 경찰 10년 차가 돼서 200만 원씩 버는데 이제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이 벌어.

(2021년 9월 5일, A공단 외부 식당)

[사례 2-2-2 : 앤젤 씨의 성장기]

앤젤 씨 : 나는 비자야(Visaya) 제도 바콜로드 시(Bacolod City) 출신

이야. 부모님은 발루트(balut, 곤계란) 사업을 했는데 가난

했어. 내 친구들은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대학을 다 갔어. 

나는 영어도 잘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갔어.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서류 문

제도 있었지.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했고 어머니

는 문맹이라 출생신고도 안 했던 거야. 게다가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니까 그냥 대학을 안 갔지. 그래서 

20살 때부터 마닐라 근처 케존(Quezon)으로 가서 혼자 독

립해서 살았어. 거기서 일본사람이 사장인 가구공장을 다

녔어. 지금이랑 일이 비슷해. 보름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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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벌었어. 지금은 한 달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주말에 

‘온라인 판매(online selling)’ 일까지 하면 하루에 10만 원

을 추가로 벌어. (중략) 공장 동료가 한국에 가겠다고 한국

어 시험을 본다고 해서 나도 따라갔어. 그때서야 비자를 

받으려고 출생신고를 한 거야. 그리고 TOPIK도 보고 EPS

를 신청해서 한국에 오게 됐지.

(2021년 8월 12일, A공단 외부 식당, 10월 20일, 2022년 4월 19일 

페이스북 메신저)

‘발리우’에 사는 이고로트족 남성 티아고 씨는 관광(C-3)비자를 가지고

온 미등록노동자인데 본인의 월급이 270만 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마을

에 사는 힐리가이논(Hiligaynon)족 바클라 앤젤 씨는 고용허가제로 온

등록노동자인데 기본급이 180만 원이며 부업으로 10-20만 원을 더 번다

고 했다. 필리핀 임금과 비교해보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임금이 필리핀에서의 임금의 6-9배 정도인 것이다. 이렇듯 임금 차이는

이주노동의 주요 동기로 작동한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에 온 이유를 물으면 거의 예외 없

이 경제적인 것 외에도 우연히 걷게 된 삶의 여정과 다양한 욕망이 동기

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고로트족 남성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

어온 등록노동자 프레디 씨 사례 역시 경제적 동기만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 더 나은 기술과 장래를 향유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개인

적 목표가 동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사례 2-2-3 : 프레디 씨의 경력과 직업적 열망]

프레디 씨 :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엔 바기오 근처에서 광부를 했어. 

일당을 받고 술집에 가서 일당을 다 탕진하는 생활을 했

지. 술집에는 그런 광부가 많아서 취한 사람을 노리는 

소매치기도 많아. 내가 훔친 적도 있고(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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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씨 : 필리핀에서는 그런 광산업이 많아. 국가가 하는 건 소수고 

대다수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야. 일단 파보고 거기서 값비싼 

게 나오면 인부들이 나눠 가지는 거고, 아니면 본전도 못 건 

지는 거지.

프레디 씨 : 그렇게 살다가 술집에서 아내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좀 

더 나은 벌이를 주는 직장을 찾으려고 친척한테 승합차

(van)를 빌려서 소규모 운송업을 했어. 마닐라 공항에서 

중국 부자를 바기오로 오가게 해주거나, 어떤 가족이 피

크닉을 갈 때 단체로 기사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 바

기오에서 은행 경호원도 했어. 그 때는 15,000 페소(약 

35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어. 더 좋은 직업을 찾아 

항공정비사가 되려고 항공정비학원도 다니고 수료까지 

했는데 자격증을 따려면 큰 돈이 필요하더라구. 그래서 

결국 포기했지. 그러던 중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국어 학원을 따라

서 등록했어. 한국어를 2개월 정도 배우고 한국어 시험

을 봤는데 50점만 넘으면 합격이었거든. 난 60점을 맞았

어. 그 다음으로 기술 관련 시험을 보는데 볼트와 너트

를 조이고 못질을 하는 등의 간단한 시험이었어. 처음 

학원에 등록한 170명 중 3명만 빼고 모두가 고용허가제

(EPS) 비자(E-9)를 발급받아 등록노동자로 오게 된 거

야. 

 (2022년 2월 6일 자동면 웨인 씨 공장)

고노곤 출신의 바트 씨 역시 한국에 오게 된 개인적 사연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군에 들어가서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

서 본톡(Bontoc) 지역의 폴리텍 대학에서 회계와 재무 전공으로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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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군인이 되기 위해 군인학교 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

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으며, 프레디 씨와 유사

하게 한국어 학원을 다녔고 고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을 보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군인학교보다 고용허가제 합격 발표가 먼저 나자 바트 씨는

이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정말 신의 가호였는지

그가 한국에 온 이후 군인학교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결과는 탈락이었다.

이제 서른에 가까워졌고 ‘성실 근로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 5년가량만

더 한국에서 일할 계획이다. 그에게 군인의 꿈은 이제 멀어졌지만, 아직

도 미련이 남아 그의 팔에는 공군의 상징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오게 된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군인이었으면 힘

들었을 텐데 차라리 한국에 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하

곤 했다.

이처럼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경제

적, 개인적 처지와 이에 조응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는 이주

동기를 설명하고 있을 뿐 이주가 현실화할 수 있었던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가진 여러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먼저, 한국으로의 이주에 성공한 필리핀 노동자의 자국 내 계층적 위

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은 한국인의 통념과 달리 먹고

살기 힘들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 이들이 실제 이주를 실행할 수 있

었던 것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아주 가난하지는

않고 살만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이주 동기를 물으면 한국과 필리핀의 상대적

임금 차이를 주로 거론한다고 해서 이들의 경제 수준이 필리핀에서 절대

적 하층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입증하듯이, 한

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1999년 설문조사에서는 80.4%

가 자신이 고국에서 상층 블루칼라 이상 계층이었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

다(박경태 1999:832).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외

국을 상상하고 어학을 포함한 제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

식과 외국에서의 정착에 도움을 줄 사회적 연결망이 필요하다.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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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적어도 최하층이 아닌 그 이상의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Haas 2005:1271).

연구자가 A공단에서 만난 필리핀인 중 본국에서 가난했다고 밝힌 노

동자도 앤젤 씨 한 명뿐이었으며, 대다수는 자신이 중산층 정도라고 말

했다. ‘발리우’에 자주 놀러 오는 이고로트 남성 바트 씨는 코르딜레라

자치주의 마운틴 프로빈스(Mountain Province) 북쪽 본톡(Bontoc) 고노

곤 바랑가이(Gonogon Barangay) 출신이다. 이런 시골에서 사는 그도 본

인의 가족이 시골에서 도시로 농산물을 팔아서 먹고살 만한 중산층 출신

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은 이들이 이주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관계망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해외

이주노동을 실행하는 과정은 물론 결심하는 과정에서도 초국적 연결망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연구참여자에게 ‘왜

이주노동을 하려고 결심했는지?’ 다음에 ‘왜 한국인지’를 물어보면 대개

한국에 가족, 친족, 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필리핀인이 가족관계를 동원하여 국제이주를 실행하는 ‘가족 간 연쇄

이주(chain migration) 현상’은 장기간 미등록 이주노동을 가능하게 해주

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김민정 2020:118). 연구자가 만난 필리핀 이주노

동자도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신분에 상관없이 대부분 한국에 가

족이나 친지를 갖고 있었다. 미등록노동자인 이고로트족 남성 티아고 씨

는 장모의 사촌이 ‘발리우’에 살고 있었고, 이고로트족 남성 율 씨는 지

금은 필리핀으로 돌아간 어머니의 친구가 A공단에 있었다. 이고로트족

남성 프레디 씨는 전 직장 동료가 한국에 먼저 왔고, 바기오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던 후배 코코 씨가 ‘발리우’에 있었다. 이고로트족 남성 바트

씨 역시 삼촌은 김포, 사촌은 일산에 살았다. 힐리가이논 족 바클라 앤젤

씨는 한국에 전 직장 동료가 있었다.

‘발리우’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고로트족 남성 코코 씨 가

족은 이주노동자가 고국에서부터 형성한 사회적 연망을 중심으로 이주가

가능하고 이를 한국에서의 초국적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관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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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코 씨는 3년

전 연줄을 바탕으로 한국에 왔는데 금세 ‘발리우’에서 중심인물이 되었

다. 코코 씨의 외향적인 성격도 한 몫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코코 씨

의 친척이 ‘발리우’에 사는 중심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2-2-1] ‘발리우’의 이고로트족 코코 씨의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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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씨의 어머니 릴리 씨는 아직 아들이 어리던 1990년대에 다른 자

매들과 함께 한국으로 노동 이주를 왔다. 코코 씨는 필리핀에 남아 어머

니와 떨어져 자랄 수밖에 없었으며,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다.

코코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풍습인 ‘캐롤 부르

기(caroling)’를 하며 마을을 돌던 중 싸움을 목격했는데 이를 말리려다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코코 씨를 돌봤

다. 코코 씨의 어머니 릴리 씨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한국에서 레이

씨를 만났다. 레이 씨는 자상하고 현명했던 공동체 회장으로 A공단 필

리핀인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다. 술자리에서는 그가 도

박왕이었다는 소리도 자주 나온다. 어떤 이미지가 사실이건 그는 지병으

로 A공단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얼마 후 어머니는 단속을 당해 필리핀

으로 강제 출국되었다. 코코 씨는 이미 성인이 되어 아내와 딸 둘이 생

긴 후 필리핀에서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코코 씨는 가족을 부

양하기 위해 2018년 ‘단기 체류(C-3)’ 비자를 가지고 A공단으로 왔다.

이때 이종사촌인 리우 씨와 함께 왔는데 코코 씨의 이모이자 리우 씨의

어머니인 리자 씨도 ‘발리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릴리 씨의 두 자매, 즉 코코 씨의 두 이모는 여전히 A공단 내 ‘발리우’

에 거주 중이다. 코코 씨의 셋째 이모(릴리 씨의 셋째 언니) 스텔라 씨는

화교-타갈로그인 혼혈 남성 윌리엄 씨와 함께 살고 있다. 윌리엄 씨는

50대 중반으로 ‘발리우’ 거주민 중 가장 나이가 많아 가끔 맏형 역할을

하지만, 20대 남성들과도 격의 없이 술을 마시고 온라인 사봉(sabong,

cockfighting)을 즐기며 어울린다.

코코 씨의 막내 이모 리자 씨는 한국에 와서 일로카노족 루크 씨와 재

혼했다. 코코 씨와 함께 한국에 온 리우 씨는 리자 씨와 필리핀의 전남

편 사이에서 얻은 첫째 아들이다. 리우 씨 역시 코코 씨처럼 어머니인

리자 씨의 한국 이주로 세 살에 헤어졌다가 최근에야 어머니를 다시 만

난 것이다. 리우 씨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어울리

며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있는 한국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등록 노동 이주를 오게 되었다. 그는 현재 A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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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의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 야간

근무만 자원하다가, 2021년 연말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주간 근무로

전환했다. 리우 씨는 ‘발리우’에서 모이는 이고로트 성인 남성 중 막내다.

한편 리우 씨의 어머니 리자 씨와 남편 루크 씨는 한국에서 아들 샘을

낳았다. 샘은 부모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미등록 신분이지만, 고등학교까

지는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어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루크 씨는 B

센터의 필리핀 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술을 거의 안 마시고 발

리우 마을의 주말 모임에도 열성적으로 참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인

인 리자 씨가 중심 가족의 일원이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경

제력도 갖고 있어 루크 씨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리우’에서 이고로트인이 자주 모이고 마을회관처럼 공용으로 쓰다시

피 하는 집의 주인은 티아고 씨인데, 그의 장모는 스텔라 씨와 리자 씨

의 사촌이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티아고 씨의 부인이 코코 씨와 리우 씨

와 6촌 관계인 것이다. 코코 씨, 리우 씨, 티아고 씨의 사례처럼 필리핀

인의 국제이주에서는 모계(母系)가 ‘가족 연쇄 이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김민정 2011:351).

[사례 2-2-4 : 코코 씨와 에드윈 씨의 친척 관계]

코코 씨 : (연구자: 에드윈 씨랑 어떻게 친척이야?) 에드윈의 사촌 싱

클레어랑 내 이종사촌 애니가 부부야. 그래서 우린 다 가

족이야. (연구자 : 엄청 먼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너무 

먼 친척 아니야?) 안 멀어. 한국인들한테는 멀다고 느껴지

려나? 우리(필리핀 사람)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해.

(2021년 8월 15일, 발리우 마을)

코코 씨의 또 다른 이종사촌 애니 씨는 싱클레어 씨와 결혼했는데 이

들 역시 A공단에 살았다. 싱클레어 씨는 역시 이고로트족인 자신의 사

촌 에드윈 씨를 부산에서 불러들여 ‘발리우’에 함께 거주했다. 에드윈 씨

는 일로카노족 마리아 씨와 필리핀에서 결혼한 ‘오리지널 커플’(류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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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5)이며, 마리아 씨가 바로 연구자를 ‘발리우’ 마을로 초대한 인물

이다.

[사례 2-2-5 : 율 씨가 한국에 온 과정과 가족의 초국적 연결망]

율 씨 :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농구선수를 했어. 그래

서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었어. 그러다 대학생 때 

정강이 부상을 당했지. 정강이에 물이 차서 수술을 하게 된 

후로 더 이상 농구를 못 했어.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

공해서 졸업 후에 학원에서 코딩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

서 개발 업무도 했어. 근데 재미가 없었지. 내 관심사는 밴드 

활동이었어. 바에서 공연하면서 술을 엄청 먹고 일도 자주 

빠졌지.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나를 공항으로 데려갔는데 

그때도 나는 술에서 덜 깬 상태였어. 엄마가 아는 사람이 한

국 A공단에서 일한다고 나에게 비행기표, 여권, 돈, 서류까지 

챙겨서 나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태운 거야. 그때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 간다고 말도 못하고 왔어. 세 달 후에

야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3년 내로 안 돌아오면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2년 뒤에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웃음). (중략) 엄마가 알던 그 사람은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갔어.

(2021년 8월 26일, A공단 외부 식당)

이처럼 ‘발리우’ 마을 주민인 대부분의 이고로트인이 한국에 친족을 보

유하고 있었으나 율 씨의 경우는 친족이 없어 지인을 통해 온 사례였다.

하지만 이고로트족인 율 씨도 궁극적으로는 그의 이주를 위해 어머니가

역할을 담당한 셈이었다. 그래서 크게는 A공단 작게는 ‘발리우’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은 절대다수가 친인척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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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을 활용하고 이주하고 정착하며 미등록 노동자로 장기체류하고 있

다. 이들에게 이러한 초국적 연결망은 이주의 결심, 실행, 적응의 전 과

정에서 핵심적인 자원이자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지

A공단 ‘발리우’ 마을 주민만의 특성만은 아닐 것이며, 한국의 필리핀 이

주노동자, 더 나아가 한국의 이주노동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내에서 또 다른 소수 종족인 카팜팡안족 남성 도도 씨는 A공

단에서 카팜팡안족이 많이 사는 ‘펜션’ 집단거주지(compound)에 살고 있

다. 도도 씨는 여동생이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하는 덕분에 일반적인 브

로커를 통하는 것보다 쉽게 한국에 올 수 있었다. 그래서 도도 씨 외에

도 사촌 6명이 한국에 오게 되어 ‘펜션’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아빠와 동생이 관광으로 한국에 와서 도도 씨와 친척

들을 보고 갔다. A공단에서 이고로트족 뿐 아니라 또다른 소수종족인

카팜팡안족도 친족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이주해온

것이다. 이와 같이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이주 동기와 과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에 초점을 둔 경제적 설명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자본 특히 초국적 사회적 연결망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는 사회적 자본이 큰 사람일수록 ‘약한 연줄

(weak ties)’을 많이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강한 연줄(strong ties)은 대

표적 사례는 가족 및 친족, 약한 연줄은 친구, 아는 사람,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이주와 취업, 현지 적응에 있

어서 약한 연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견해가 있다(박경태 1999).

하지만 연구자가 만난 A공단의 필리핀인은 취업이나 현지 적응과정에서

는 약한 연줄까지 적극 활용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이주 과정에서는 친

족 등의 강한 연줄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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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 경로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이주노동을 하는 필리핀인은 약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윤경 2017:177). 한국에는 필리핀인 62,398명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데 여기에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13,095

명(법무부 2019)16)을 더하면 대략 7-8만 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머무르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아랍에미리트, 대만,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에 이은 아번째 필리핀 노동

력 유입국이다(Bohning 1998:343).

필리핀인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노동 이주를 다니

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닌 다수의 나라를 오가며 경험한다. A공단 필리

핀인 역시 한국에 바로 온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다른 나라

에서 일한 사례도 많이 있다. 필리핀인 이주노동자가 A공단에 정착하게

된 경로는 다음과 같은 두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에서 일한 뒤 한국에 들어왔는지 바로 한국에 왔는지, 둘째, 한국에

와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 A공단에 정착했는지 바로 A공단으로 들

어와 거주했는지 여부이다.

한국 이전에 다른 나라의 경험이 있는 대표적 사례는 이고로트 남성

에드윈 씨이다. 필리핀에서 에드윈 씨는 비간(Vigan) 출신의 일로카노족

여성 마리아 씨와 대학에서 만나 결혼을 했다. 이 부부는 필리핀에서 낳

은 두 아들을 에드윈 씨의 부모에게 맡겨놓은 채 함께 중국 상하이로 건

너가 중식당과 술집에서 일했다. 그러다 2008년에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에드윈 씨의 지인 소개로 부산에서 일했다. 이후 사촌 싱클레

어 씨를 통해 부부가 함께 A공단으로 오게 되었다. 마리아 씨 역시 계

속 일을 했는데 A공단 근처의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셋째 딸 나은이를

임신하게 되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구 전시장에서 에드윈 씨와 함께

일했다. 나은이 역시 샘처럼 미등록 신분이지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16)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021.1.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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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회사에서 에드윈 씨만 남으라고 하자 마리아 씨는 2021

년부터 다른 가구회사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다.

에드윈-마리아 씨 부부는 발리우 마을에 살다가 회사 사장님이 자신의

아파트를 월세로 내주어 현재는 코코 씨와 총 4명이 함께 살고 있다.

코코 씨의 큰 이모인 이고로트족 여성 스텔라 씨 역시 한국에 오기 전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녔다. 1965년생인 스텔라 씨는 1982년 첫 번째 남

편과 결혼했는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1987년 싱가포르에 가서 입주 가

사노동자(“domestic helper”)로 일했다. 필리핀에 돌아온 이후에는 남편

의 불륜으로 결별하였다. 그 후 다시 대만으로 건너가 병원에서 일하다

가 성당에서 화교-타갈로그 혼혈인 윌리엄 씨를 만나서 노동 비자로 3

년을 더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여정을 거쳐 1999년에 먼저 한국에 온

동생(코코 씨의 어머니 릴리 씨)을 매개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와

A공단의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발리우’에 살고 있는 카팜팡안족 얀 씨는 대학에서 선박 관련 기술을

배우고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한국 선박 회사에서 일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일이 힘들어 대만 반도체 공장으로 옮겨갔는데 대만에는

필리핀인이 많아 필리핀 여자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

다. 얀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로 이주했는데, 중동 국가라 여자친구를

만들기 힘들고 술도 먹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던 차에 친구로부터 한국을

소개받고 다시 이주해 오게 되었다. 얀 씨는 처음에 광주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 A공단으로 와서 ‘발리우에 정착하게 되었다. 얀 씨는 카팜팡안

족이지만 ‘발리우’에 살아서 같은 카팜팡안족보다 이고르트인과 더 자주

어울리는 특이한 경우였다.

이처럼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필리핀인은 한국

에 들어와서도 다양한 경로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친족이나 친지만이

아니라 종족 관계가 적극 활용된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프레디

씨는 처음에 경상남도 사천의 공장으로 배치되었다. 그 공장에는 필리핀

인이 많았고 이들의 종족도 타갈로그족, 비꼴족(Bicolano people), 카팜팡

안족 등 다양했다. 그런데 다른 종족의 필리핀들이 프레디 씨를 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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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Igorot)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했다. 이에 프레디 씨는 어린 시절 학

교에서 배운 대로 이고로트족은 스페인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을 내세우며 싸웠는데, 다른 종족 동료들이 이를 믿지 않고 말도 안 되

는 소리라며 비웃었다고 한다. 그래서 근처의 다른 이고로트인과 만나

술을 마시며 위로를 받고 회포를 풀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계속된 동

료와의 갈등 때문에 결국 해당 공장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후 바기오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코코 씨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고로

트족 친구가 많이 사는 A공단으로 오게 되었다. 프레디 씨는 A공단에서

3년 정도 일하면서 발리우 마을에 살았는데 2021년 말에 비자를 포기하

고 A공단 근처 자동면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정

도 ‘발리우’로 놀러 온다. 프레디 씨의 사례처럼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내

부에서 종족성을 화두로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며 그 결과 동일한 종

족이 모여 거주지를 형성하고 인근에서 일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발리우’ 마을은 이주노동자의 이러한 종족을 둘러싼 정체성 정치의 결과

물이기도 하다.

다른 곳에서 동족이 함께 살 수 있는 A공단으로 오는 필리핀 이주노

동자의 일반적 경로와 달리 A공단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 경우도

드물게 있다. 2017년에 A공단에 와서 A공단 내에서 여러 지역을 옮겨다

니다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고로트 남성 잭 씨가 그런 사례이다.

그는 2021년 12월에 B교회 신부님의 소개를 받아 월급 190만 원을 주는

강릉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어 처음에는 ‘발리우’ 마을에서 강릉

까지 출퇴근했다. 월요일 새벽 카풀을 통해 다른 동료와 강릉으로 갔다

가 금요일 저녁이면 돌아왔다. 이러한 생활을 한 달 정도 지속하다가 원

래 다니던 A공단의 가구공장 사장님이 2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2022년 1월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같이 일하게 된 부장님이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역정을 내고 가구의 도면을 보여

주면 일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화를 자주 냈다고 한다. 그

래서 연구자에게 “크게 말해(say louder).”와 “도면 보여줘(show me

plan)”를 어떻게 한국어로 하는지 물어보며 화를 내기도 했다. 결국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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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이런 노동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2022년 2월 공장을 다시 그만두었

다. 충북 진천에 있는 필리핀 친구가 더 좋은 처우의 공장을 소개해 주

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갑자기 공장의 직원들이 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오지 말라고 말을 바꿨다. 잭 씨는 오갈 곳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려서 잭

씨는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 와중에 A공단의

원래 다니던 공장 사장과 공단 내 길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사장은 욕을

했고 잭 씨는 얼른 지나쳐 집으로 와버렸다. 주말 내내 걱정하던 잭 씨

는 A공단에 한번 방문했던 이고로트족 남성 토레스 씨를 통해 또 다른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다. 연구자는 공장의 한국인 팀장과 통화하여 근

무조건과 처우 등에 대해 통역을 해주었다. 팀장은 기본급은 200만 원

후반대이지만 특근이 많아 1.5-2배를 주는 초과근무를 다 할 경우, 월급

이 500만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주소를 물어보자 팀

장은 토레스 씨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토레스 씨 역시 자신도 온 지 얼

마 안 되어 주소를 모르겠다며 숙소 앞에 붙어있는 주소표지판을 보내주

었다. 위치는 충청남도 당진이었다. 2022년 3월, 잭 씨는 A공단의 필리

핀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당진으로 떠났다.

잭 씨의 사례처럼 필리핀 이주 노동자는 종족을 토대로 하여 집단 거

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 결과 종족별 마을이 형성되고 있지만, 인근 직

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나면 집단거주지

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쉽게 안정된 거주지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

하며, 심지어 ‘발리우’ 마을처럼 선호하는 종족 중심의 집단거주지를 찾

아도 완전한 정착에 실패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더 나은 정치경

제적 상황을 모색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종족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한국 사

회 내 이주노동자가 특히 미등록 노동자로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조건은 수시로 이런 실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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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와 여가의 종족에 따른 분화

1)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종족 분화와 ‘발리우’ 마을

A공단은 방글라데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네팔인, 태국인, 베

트남인도 다수 있는 다국적(multi-national) 지역이다(고영란&이영

2013:48). 필리핀인은 같은 나라 사람(nation)이더라도 그 내부에 다양한

종족성(ethnicity)을 지니고 있다. A공단은 ‘게토화된 생존장’이라고 표현

되기도 하는데 이곳이 다른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다르게 직장과 집,

노동공간과 생활공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김현미&류유선

2013:77). 또한 한국인과의 접촉이나 다른 국민과의 교류는 대체로 회사

에서 노동을 할 때만 이루어지며 일상적으로는 거의 필리핀인과 어울리

며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필리핀과 다른 국민(nation)과의

접촉보다는 필리핀인끼리의 빈번한 접촉으로 내부에서 종족적 분화가 강

화된다.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필리핀인으로 뭉치고, 필리핀의

타 종족과 만났을 때는 동족으로 뭉치는 ‘분절적(segmentary)’(에반스 프

리차드 1994[1940])정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A공단에서 필리핀 마트를 운영하는 한국여성 로즈 씨에 따르면 약 10

년 전만해도 일로카노족과 카팜팡안족의 갈등이 심했다고 하나 현재는

종족 간 갈등 양상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A공단에 있는 약 10

개 필리핀 집단거주지 대부분에 다양한 종족이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종족적 분화는 이고로트족의 집단거주지 ‘발리우’나 카팜팡

안족의 집단거주지 ‘펜션’ 등 몇 개 소수 종족의 집단거주지에서만 뚜렷

하게 나타난다.

이주국 사회에서 종족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이주민에게 시민권

등 제반 권리를 부여하면 이주민 종족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족공동체 형성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 양극단 사이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카슬&밀러 2013). 이 주장이 맞다면 A공단에

는 한국 사회에서는 드물게 종족 중심으로 강한 결속을 가진 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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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이는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약 80%가 한

국 사회에서 주목받기를 꺼려하는 미등록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특

이한 현상이다(김민정 2011:324).

[그림 3-1-1] ‘발리우’ 집단거주지(compound)   © 유승우

[사례 3-1-1 코코 씨의 이고로트족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코코 씨 :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서 친구가 많아. 너도 항상 웃고, 힘

들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너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 (중략) 내 생각에 이고로트족은 강해. 

이고로트족은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없어

도 살아갈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 뭔데? 산에서 와서?) 

응. 내 생각에 이고로트족은 다른 필리핀인들보다 강해. 우

리는 강하고 인내심이 있어. 우리는 공장에서 다른 필리핀

인들이 들지 못하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 우리는 전사

들(warriors)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모든 필리핀

인들이 친절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친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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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씨 : 너는 우리 이고로트족처럼 용감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

까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거야

(2021년 11월 20일, 2022년 6월 3일, 페이스북 메신저)

연구자가 처음 ‘발리우’에 방문했을 때, ‘패스토랄’ 마을에 살지만 주말

에는 ‘발리우’로 오는 이고로트 남성 율 씨는 한국에 사는 필리핀인 문화

를 연구한다는 연구자의 말을 듣자, 에드윈 씨를 가리키며 “저 친구는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이니까 연구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

했다. 필리핀 내부 종족 관계에 큰 호기심을 느낀 연구자가 일주일 후에

율 씨와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을 때, “에드윈 씨가 정말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인지” 재차 묻자 근처에 앉아있던 이고로트인 너댓

명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율 씨는 “그거 농담이었는데 어떻게 기

억하고 있었냐?”라며 멸종위기종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멸

종 위기 인간(endangered human)’이라고 용어만 약간 수정했다. 이어 그

는 연구자에게 ‘발리우’에 주로 모이는 필리핀인이 소수종족인 이고로트

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이들에 따르면 필리핀인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지배로 서양인의 성

(family name)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고로트인 중에는 종족 고유의 성

이나 이름(given name)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이름만으로 이고로트인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율 씨는 이고로트인도 소수종족인데 에드윈 씨가 이

고로트 족에서도 수가 많지 않은 종족 고유의 성을 가지고 있어 ’멸종위

기인간‘이라고 더 자주 놀림을 받는다고 설명해주었다. 신기해하는 연구

자에게 ‘발리우’ 마을의 이고로트인은 산에 살던 조상, 부족(tribe) 간 전

쟁을 했던 역사, 머리 사냥(headhunting) 문화, 전통 문신(tatoo)에 대해

신바람을 내며 알려주었다. 이밖에도 필리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living treasure) 타투이스트 왕오드(Wang-od) 씨, 영어를 못하는 그녀

를 속이고 수익을 챙긴 서양인 유튜버, 본인의 고향인 루손 북부 코딜레

라 지방 산간 날씨 등에서도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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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1-2 : 율 씨의 종족 자부심]

율 씨: 나는 필리핀 사람인 것보다 이고로트족인 것에 더 큰 자부심

을 느껴. (중략) 바기오에서는 안 그러는데 마닐라 같은 곳에 

가면 시골 사람이나 산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옛날에 필리핀 어느 장관이 이고로트인은 필리핀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고로트인이 엄청 시위했었어. 근데 

여기(A공단)서는 종족을 구별하지 않고 다들 어울려 지내. 

(2021년 9월 5일, A공단 근처 OO산)

율 씨가 말한 역사는 1943년에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었던 카를로스 로

물로(Carlos Romulo)가 “이고로트인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에피소는 1904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St. Louis, Missouri)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World

Exposition)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필리핀 산간 지방에서 온 야만인

(barbarians)’이라는 이름으로 이고로트인과 이고로트 마을(Igorot

village)이 전시되었다.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자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때 전시된 야만인인 이고로트인과 ‘필리핀인

(the Filipino)’은 인종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후 1960년

까지 이고로트인의 중심도시 바기오에서는 로물로 장관을 비판하는 격렬

한 시위가 이어졌었다(Tindaan 2021).

연구자는 이고로트인의 자부심이 예상보다 강한 것을 느끼고 율 씨에

게 필리핀인과 이고로트인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소속감을 느끼는지 묻

자, 율 씨는 ‘당연히(of course)’ 이고로트인이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

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이어 율 씨는 “그렇다고 이고로트인끼리만 어

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자기 집이 있는 패스토랄 마을에서 다른

종족 필리핀과 종종 술자리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조사기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고로트인은 주

로 이고로트인과 어울렸다. 주말 술자리에서 술을 먹을 때는 다른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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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섞이지만, 특히 술 마시기 외의 여가활동을 할 때는 동족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일요일에 등산을 가거나 평

일 저녁에 농구를 할 때는 거의 같은 종족만 모였다. 평일 근무가 끝난

후 혹은 주말 낮에 A공단 외부에 있는 농구장에서 한국인과 즉석 시합

을 자주 하며 이를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생중계한다. 가끔 해설도 하는

리우 씨가 시합 장면을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 줄곧 “한국인 vs 이고로

트인(Korean vs Igorot)”이라고 종족을 밝혀서 쓰지, “한국인 vs 필리핀”

이라고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 연구자가 누가 이겼냐고 물었을 때에도

“이고로트인이 이겼다”라고 답한다.

이고로트인이 거의 배타적으로 동족끼리 모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언어적으로 이고로트인은 같은 일로카노어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이고로트인은 하위종족 그룹별로 각각의 모어(母語)가 있지만 필리핀의

이고로트인 주요 거주지역인 코르딜레라 자치구의 공용어(lingua franca)

는 근처 일로코스 지방에서 일로카노족이 사용하는 일로카노어이다. 발

리우에 사는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 남성 리우 씨는 이고로트 정체성

이 매우 강한데 “우리 안에는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다수의 이고로트인은

말을 하기 전에 외모로 서로를 알아보기보다는 패션 스타일 등으로 알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름을 알면 이고로트 고유의 이름이나 성

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종족 구별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이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주로 쓰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알아본 후에 그 사람의 종족을 추정했다. 이는 다종족 사회에

서 흔히 언어와 출신 지역을 통해 종족을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바

트 씨는 이고로트족 중에서도 고노곤(Gonogon) 출신의 본톡(Bontoc)족

이고, ‘발리우’에 다수 거주하는 코코 씨의 친척들은 남부에 거주하는 칸

카나이(Kankanaey)족이다. 이러한 하위종족 그룹은 모어가 달라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일로카노어로 소통하는 것이

다. 율 씨는 칸카나이족이지만 출신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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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로카노어가 더 편하다. 프레디 씨도 일로카노어를 주로 사용하

며 필리핀 국어인 타갈로그어보다는 영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이고로트족의 모임에 함께 한 타갈로그족이나 카팜팡안족 등은 이고로

트인이 일로카노어로 대화하면 연구자에게 “난 지금 이방인(alien)이다.

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매우 자주 했

다. 종족 공용어를 사용하면 타 종족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언어적 소외

감을 자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고로트인은 일로카노어를 구사하면

서 다른 종족을 의식하는 경우에만 타갈로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친화성 때문에 이고로트족은 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이나 일로

카노족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사례 3-1-3 : 일로카노어를 쓰는 이고로트인을 보고 놀란 일로카노

족 콩 씨]

콩 씨 : 내가 필리핀에서 바기오에 처음 갔을 때 시장에 갔어. 이고

로트 사람이라 당연히 자기네 말을 쓰고 나는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말을 써서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고로트 사람들이 왜 일로카노어를 쓰는 거

지?

 (2021년 9월, ‘발리우’ 마을)

콩 씨는 이고로트인과 농구를 함께 하고 술자리에도 자주 어울리는 일

로카노족 남성이다. 콩 씨는 바기오에 갔다가 이고로트인이 자신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일로카노어를 써서 오히려 놀랐다는 일화를 들려주었

다. 콩 씨가 말한 이러한 언어적 요인 때문에 A공단 안에서도 일로카노

(Ilocano)족은 이고로트족과 유독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

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이유는 필리핀에서 이고로트족의 거주지역과

일로카노족의 거주지역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하여 A공단에서는 이고로트-일로카노 종족 간 통혼(通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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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부부(예를 들어, 발리우 마을의 리자 씨-루크 씨)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을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half-half)이라고 말하는 사

람(예를 들어, 발리우 마을의 리우 씨, 세종에 사는 미겔 씨)도 흔히 접

할 수 있다.

둘째, 이고로트인 공동체에는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여러 문화적 기

제가 발달해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공동체 차원의 다양

한 행사이다. 2021년 6월 13일에는 필리핀의 독립기념일(6월 12일)을 기

념하여 B센터에서 필리핀 공동체 행사가 열렸다. 여기서 이고로트인은

전통복장을 하고 전통악기인 ‘공(gong, 징)’을 치며 전통노래에 맞춰 전

통춤을 추었다. 이 행사에서 전통복장을 갖추어 입고 공연한 필리핀인은

이고로트인이 유일했다. 연구자가 필리핀인 마을에 진입한 것이 7월이었

기 때문에 해당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2021년 12월 19일 B센터에

서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A공단 내 이주민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이고로트인이 개막행사에서 전통춤을 추는 것을 직접 관

찰할 수 있었다.

종족정체성을 강화하는 이 같은 언어적, 문화적 기제에 힘입어 이고

로트인과 카팜팡안인은 A공단 내에서 독보적인 종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발리우’와 ‘펜션’이라고 불리는 주거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2021년 11월까지 ‘발리우’에 거주 중인 15명 중 10명이 이고로트족이거나

이들의 가족이었다. 다른 집단거주지와 비교해보면 ‘푸키’ 마을에는 주민

11명 중 일로카노인 6명, 비자야인(Visayan) 2명, 타갈로그인 2명, 카팜

팡안인 1명이었다. ‘샌더스 마을’의 경우 카팜팡안인 6명, 일로카노인 3

명, 힐리가이논인 1명, 타갈로그인 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고로트의 ‘발리우’ 마을과 카팜팡안족의 ‘펜션’ 마을을 제외하고는 다양

한 종족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 특히 필리핀에서 24%를 차지하여 비자

야(Visaya)족과 함께 다수 종족인 타갈로그족은 A공단에서 소수일 뿐

아니라 독자적인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보다 여기저기 섞여 살고 있다.

유의할 점은 직장 바꾸기, 월세 조정,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등

의 이유로 이사가 잦아 이고로트인이 영구적으로 발리우에 모여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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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에드윈 씨의 가족 3명과 코코

씨 총 4명은 ‘발리우’에 살다가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일로카노족 바클라 아길레라 씨가 잠시 그 집에서 몇 달 살

다가 갈등이 생겨 나갔고, ‘푸키’ 마을에 살던 이고로트족 프레디 씨, 티

아고 씨, 잭 씨가 이곳으로 이사와 살고 있다.

프레디 씨에 따르면, 티아고 씨가 ‘푸키’ 마을을 떠나 ‘발리우’ 마을을

온 것도 온라인 사봉(sabong, cockfighting)을 하다가 스텔라 씨(티아고

씨 장모의 사촌, 코코 씨의 큰 이모)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었다. 티아고

씨의 친척인 코코 씨는 연구자에게 티아고 씨가 두 가지 실수를 했다며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 주었다. 스페인에 있는 부인을 두고 한국에서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다 들킨 것이었다. 실제 티아고 씨는 이미 연구자

에게 (스텔라 씨가 아닌!) 스텔라 씨 여동생 리자 씨(코코 씨의 작은 이

모)에게 빚을 진 것과 여자친구가 있다고 귀뜸해 준 바 있어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었다. 티아고 씨는 술을 좋아하고 A공단 내외부의 많은 필

리핀이 같이 어울리는 중심인물이어서 프레디 씨까지 ‘발리우’ 마을 주민

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발리우’ 마을 안이나 밖에 살던 이고로트

인이 종족 및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거

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상적인 것은 이처럼 거주지의 결정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고로트인의 사회적 관계와

종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은 통상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곤 한

다는 점이다. 이고로트인은 ‘발리우’에 살지 않더라도 토요일 오후가 되

면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A공단 내외부에서 ‘발리우’로 속속 모여든

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토요일도 평일처럼 일하지만(김현미&류유선

2013:76), A공단 필리핀인은 “유흥을 매우 중시”하여 주말에 일하는 사

람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 이고로트인도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경우

가 일부 있었지만, 오후까지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는 ‘발리우’ 마을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주말 모임이 보통 토요일 낮

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토요일 낮부터 발리우 마을 마당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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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시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코코 씨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곳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자 불만을 자주 표출하면서 돈을 덜

받더라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새 직장 사

장님이 토요일 근무 후 회식을 권하면 불만을 표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마음이 ‘발리우’ 마을 주말 모임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발리우’에서 다양한 음식과 술을 소비하며 여

흥을 즐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코코 씨가 이처럼 주말 휴식을 놓치

지 않으려고 집착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이

되면 ‘발리우’에는 주민인 이고로트인 10여 명과 다른 거주지에 사는

2-3명의 이고로트인, 이들의 절친인 일로카노(Ilocano)인 2-3명이 모여

함께 먹고 떠들고 논다. 2021년 8월 여름 휴가철에는 A공단만이 아니라

각지에서 이고로트인이 모여들기도 했다. 서울 도봉구, 성동구, 고양 일

산구 등 다양한 곳에 사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리우’를 찾았으며, 마

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일하는 이고로트인은 한우갈비를 가지고 왔다. 그

러자 여느 때처럼 요리를 주로 담당하는 바트 씨와 알리 씨가 손을 걷어

붙이고 나섰으며, 다양한 종족과 젠더(남성, 여성, ‘바클라’)의 필리핀인

30-40명이 한 주의 고된 노동을 씻으려는 듯 한껏 요리와 여흥을 즐겼

다.

하루는 세종시의 농장에서 일하고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 바클라인

미겔 씨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구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A공단 필리핀

인과 페이스북으로 대화하는 것이 일상의 낙(樂)인 그와 나날이 필리핀

인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늘어나고 있던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연구자에게 결혼이주여성인 이모를 통해 세종에 오

게 되었고 인근에 필리핀인은 이모와 자신뿐이라 너무 외롭다고 호소했

다. 그래서 A공단 필리핀 친구들에게 자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년에 한번 정도만 A공단에 놀러

오는 그를 직접 본 사람은 적은데 대부분 ‘발리우’ 주민은 대부분 그를

친구로 간주한다. 덕분에 그는 멀리서나마 ‘발리우’에서 열리는 주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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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모임에 페이스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발리우’의 주말은 소

비와 여흥을 통해 이고로트 종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필리핀인 이주노동

자가 함께 소속감을 느끼고 이국에서의 삶의 고단함을 달래는 매우 중요

한 시간이다.

A공단 내 건물 소유주의 다수는 여전히 선주민이었던 한센인이지만

(김현미&류유선 2013:66), 공장주나 전시장 사장도 많아지고 있다. ‘발리

우’의 집들도 대부분 B센터 옆에 있는 가구전시장 사장이 소유주이다.

필리핀인이 “미스터 킴(Mr. Kim)”이라고 부르는 건물주는 보증금 20만

원에 17만 원을 매달 방별로 받지만 ‘발리우’에 거의 오지 않는다. 2년

전에 화재 사건이 난 적이 있어서 CCTV를 ‘발리우’ 3곳에 설치해 놓았

을 뿐 이 역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한

다. 이처럼 건물주가 이들의 삶에 간여하지 않기 때문에 ‘발리우’는 사실

상 이고로트인을 중심으로 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자율적인 거주 및 유

흥의 공간이다.

‘발리우’에서도 소비와 유흥의 거점은 티아고 씨와 잭 씨가 함께 사는

집이다. 이들의 집에는 40인치 TV, 소파, 테이블이 있는 작은 거실, 부

엌,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통돌이 세탁기가 설치된 화장실, 퀸 사이즈 침

대가 놓인 방 두 개가 있다. 이고로트인은 보통 마당에 모여서 노는데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주로 티아고 씨 거실에서 음식과 술을

즐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잭 씨보다 무리와

잘 어울리는 티아고 씨의 방에 누워 수다를 떨다가 잠이 들곤 한다.

이처럼 A공단 필리핀 노동자는 종족을 중심으로 거주지와 소비 및 유

흥의 공간을 형성한다. 이로 인하여 다른 종족이 ‘발리우’의 일상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종족을 보면 종족 간 배타성이 작동하는 것은 아

닌지 의심할 수 있다. 확인이 안 된 사실이긴 하지만, 필리핀인이 한국으

로 이주노동을 온 초기에 이들 사이에 우발적인 종족 갈등이 일어난 적

이 있다는 풍문이 돌기는 한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소문이 여전

히 유효한 이유는 이들이 종족 중심의 일상과 어울림에 대하여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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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필리핀 노동자의 갈등이 등록/미등록 신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등록노동자와 미등록노동

자가 서로 갈등이 생기면 전자가 후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고영란&이영 2013:164). A공단에서도 필

리핀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신분을 거론하는

사례가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눈에는 등록/미등록 신분이

일상에서 거리감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A공단 이주노동자

사이의 거리감은 법적 신분보다는 국민/종족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

으로 보였다.

‘발리우’의 이고로트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힐리가이논족 바클라 앤젤

씨는 주말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이고로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페이스북에 “방역 규칙은 규칙이다(Protocol is

protocol).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올렸다.

미등록이 대부분인 이고로트인은 이 말을 미등록 노동자를 신고해서 추

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정말 신고할지도 모른다”라며

전전긍긍하고, 다음날인 토요일에 모일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앤젤 씨를

한국어로 ‘또라이’라고 비난했다. ‘바랑가이(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결국 자신들이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한 끝에, 코코

씨가 금요일 밤에 앤젤 씨를 찾아가 설득을 했다. ‘발리우’의 모임에 종

종 참여하던 앤젤 씨는 이후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다가 2021년 12월

에 ‘푸키’ 마을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Ⅰ-3-(3) : 앤젤 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잭 씨와 바트 씨]

잭 씨 : “규칙은 규칙이다(Protocol is protocol).”이라는 말은 진짜 

웃긴 말이야. 필리핀인은 언제나 법에는 예외가 있다고 생

각해. 근데 그래서 필리핀이 못 사는 걸 수도 있어. 돈이 많

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갔다가도 언제나 보석으로 

나오거든.

바트 씨 : 자기가 비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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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자가 있지만, 비자보다 여기 친구들이 훨씬 중요해. 

(여권을 꺼내 들며) 이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난 친구

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이걸 찢어버릴 수도 있어. 

(2021년 8월 21일, ‘발리우’ 마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던 앤젤 씨는 사실 ‘패스토랄’에 살다 ‘발리우’로

이사 온 사람이다. 패스토랄 마을의 방은 커튼만 쳐놓고 두세 명이 같이

사는 구조여서 사생활이 없었다. 그래서 빈방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월세가 좀 더 비싼 ‘발리우’로 이사를 감행했다. 앤젤 씨는 처음에는 다

른 종족인 이고로트인과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일련의 감정싸움을 겪게

되자 매주 참석하는 주말 모임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결국 마을을 떠나

게 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발리우’에서 살았던 일로카노족 바클라 아

길레라 씨도 이고로트인과의 갈등으로 이사를 했고 결국 앤젤 씨와 함께

‘푸키’로 이사를 갔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고로트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종족을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고로트인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어울

리지 못하는 종족은 마을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고로트인인 율 씨의 경우 ‘패스토랄’ 집단거주지

에 살고 있는데, 주말마다 이고로트인의 집단거주지인 여가 활동을 즐기

기 위해 ‘발리우’로 온다. ‘패스토랄’의 술 모임에도 가끔 참석하지만, 주

말에 주로 모이는 ‘발리우’와 달리 ‘패스토랄’ 마을 사람은 매일 밤 모여

서 술값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다. ‘발리우’ 모임에 자주 참석하다 보니

이제 ‘패스토랄’의 필리핀인들이 자기를 질투할까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율 씨는 어느 날 ‘패스토랄’ 모임에 연구자를 초대했고, ‘패스토

랄’에서 모임을 끝낸 후 연구자와 함께 발리우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는

이고로트인이 주로 동족 중심으로 일상을 영위하지만, 다른 종족과 어울

리는 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고로트인의 소비와

여가활동은 친근감을 느끼는 종족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마을에 사는 다른 종족이 이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배타적으로 대응

하지는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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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발리우’에 살지만 이고로트족이 아닌 사람도 일부 있다.

이고로트족 리자 씨의 남편이자 일로카노족인 루크 씨, 이고로트족 스텔

라 씨의 남편이자 타갈로그-화교 혼혈인 윌리엄 씨, 카팜팡안족 남성 얀

씨, 세부아노족 남성 아르템 씨, 와라이족 여성 릴리 씨, 힐리가이논족

바클라 앤젤 씨 등도 살고 있다. 이 중 루크 씨와 윌리엄 씨, 얀 씨는 주

말 모임은 물론이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면 이고로트인과 어울린다. 심

지어 윌리엄 씨와 얀 씨는 이고로트인의 공용어인 일로카노어를 구사하

지 못한다. 그렇지만 타갈로그어로 소통하면서 어울리는데 거리낌이 없

다. 이처럼 ‘발리우’의 일상은 이고로트 종족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

렇다고 다른 종족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2) 이고로트 전통의 실천과 종족 정체성

  [그림 3-2-1] 이고로트 전통 춤 © 유승우

‘발리우’ 마을의 이고로트인이, 다른 종족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는 않

지만 이고로트 종족 중심의 공동체라는 사실은 일상 모임에서만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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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이들은 자신이 이고로트족이라는 자부심을 보여

주기 위하여 문화적 전통을 연행하고 과시하기도 한다. 이런 이벤트는

‘발리우’가 이고로트 중심의 종족공동체라는 사실을 타인에게 좀 더 극적

으로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1년 12월 19일 B센터에서는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A

공단 이주민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때 이고로트인은 개막 기념행사에

서 전통춤을 연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바트 씨가 서울 상봉역 근처

에 있는 ‘코르딜레라 형제애협회(Cordillera Brotherhood Organization)’에

서 이고로트 전통 의상과 한국의 징과 유사한 ‘공(gong)’을 빌려왔다. 또

한 코코 씨는 연구자에게 공연 전후의 내레이션을 요청했으며, 전통춤에

대해 잘 아는 킹 씨가 연구자에게 이고로트 춤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인터

넷 사이트를 보내줬다. 킹 씨는 전날 밤 원래 이고로트인이 전통 춤을

많이 췄는데 점점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전통과 진정성

(authenticity)을 잊어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행 당일 이고로트인은 순서대로 ‘타키크(Takik)’, ‘사쿠팅(Sakuting)’,

‘발랑방(Ballangbang)’이라는 연주를 하며 춤을 췄다. 킹 씨가 보내준 설

명에 따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어 내렸다.

[사례 3-2-1 : ‘마운틴 프로빈스’의 종족 댄스(Ethnic Dances 

Mountain Province)에 대한 소개 글]17)

17)

https://www.icbe.eu/mprovince-articles/677-ethnic-dances-in-mountain-pr

ovince

타키크(Takik)

타키크는 마운틴 프로빈스(Mountain Province) 서부의 ‘아플레

(Aplais)’와 유사한 결혼 댄스이다. 댄서는 6명이며, 각각은 일정한 비

트를 치며 조화를 이룬다. ‘솔리바오(종족 전통 북drum)’를 치는 것이 

댄서들을 가이드한다. 드러머(drummer)는 쪼그려 앉아 왼손과 오른손

으로 솔리바오를 번갈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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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춤의 연행은 이주민의 날 행사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야

에도 이어졌다. 성탄절 전야에 이고로트인은 여느 때처럼 티아고 씨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기투합하여 아직 반납하지

않은 ‘공(gong)’을 꺼냈다. 코코 씨가 연구자에게도 간단한 리듬을 알려

주더니, 이윽고 거실 테이블을 중심으로 공을 치며 돌기 시작했다. 흥이

나자 이내 문을 열고 나가 ‘발리우’ 마을의 집들을 돌기 시작했다. 그러

  남성 댄서가 출발하고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원형으로 움직이는 남

성 댄서와 짝을 지어 춤을 춘다. 댄서 옆에 있는 것이 ‘서너브

(sunub)’다. 서너브의 소리는 매우 뚜렷해서, 솔리바오, 즉 첫 공

(gong, pingsan)에 답하고, 그 후에 철 부분을 감싸쥐면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좋은 타키크 음악을 위해서는 솔리바오, 서너브, 

핑산, 핀두아, 타키크 등의 적어도 대여섯 개의 악기가 세트로 구성된

다. 

사쿠팅(Sakuting)

사쿠팅은 스틱을 리드미컬하게 쓸어내리는 음악과 함께 하는 춤으로 

체조와 유사하다. 댄서들은 한 쌍이 되어 스틱을 딸깍(click)거린다. 

가벼운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

해서는 연습과 숙달이 필요하다.

발랑방 또는 탈리벵(Ballangbang or Talibeng)

  가장 흔한 춤인 발랑방은 징을 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

고 많은 여성 댄서가 필요하다. 마운틴 프로빈스의 서부 지방체(베사

오, 사가다, 타디안, 바우코, 사방간)에서 유래되어 널리 퍼졌다. 마운

틴 프로빈스 동부 버전 발랑방은 파통(pattong)이라고 한다.

  남성 공(gong, 징) 연주자는 5명 이상, 여성 댄서는 1-10명 이상으

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춤이

다. 남성 공 연주자는 예술적으로 우아하게 걷고 몸을 흔들면서 원형

으로 움직인다. 여성 댄서는 음악 연주자의 기교와 스타일에 따라 적

절한 스텝과 몸짓, 팔의 자세를 취하며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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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필리핀인들이 문을 열고 반겨주었다. 이들은 같이

춤을 추며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기 시작했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음에도 이고로트인은 흥에 취해 마당에서 공을 치며 마을을 몇 바

퀴 돌았다.

종족 전통춤을 동반한 순례를 마치고 티아고 씨의 집으로 들어오자 이

윽고 이고로트 남성 에드윈 씨와 결혼한 일로카노 여성 마리아 씨가 자

신의 결혼식에서 추었던 전통춤을 추었다. 한참 동안의 춤이 끝나고 마

리아 씨는 연구자에게 자기도 태어나서 공을 치며 추는 이고로트 전통춤

을 처음 시도해보았다며 “미친 거 같지만 즐겁다(crazy but joyful)”라고

말했다. 연구자가 “나도 이고로트의 혼을 느낀 것 같다”라고 말하자 바

트 씨는 이제 이고로트의 샤먼인 ‘맘부농(mambunong)’에게 세례를 받으

면 되겠다며 연구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다음 주인 새해 전야(New year’s eve)에도 이고로트인은 ‘발리우’ 마

을에서 공을 쳤다. 코코 씨는 이러한 춤에 대해 이고로트인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고,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풀

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각지의 이고로트인이 연말

을 맞아 공을 치며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여럿 보여주었다. 바트 씨는

연구자의 졸업식과 결혼식에서도 전통 공연을 해주겠다며 얼른 결혼하라

고 농(弄)을 건넸다.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가 아니어도 이고로트인은 술이 취하면 종종

‘시시위트(Sisiwit)’라는 이고로트의 전통 가락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었

다. 2022년 2월에는 ‘푸키’ 마을의 술자리에 놀러 가서도 이 가락에 맞추

어 춤을 추며 다른 종족에게 춤사위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

을 이고로트인이 유튜브에 올리자 다른 이고로트인이 댓글을 달며 호응

하였다.

이들은 이 밖에도 ‘여동생이 내게 물어봤다’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이고로트 모어(母語)로 쓰여진 이 노래는 환경이 파괴된 현실을 안타까

워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8) 노랫말을 새겨보면 이고

18) https://www.youtube.com/watch?v=_KLrcpDP8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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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인이 자본의 탐욕으로 망가진 환경친화적 전통 생활을 그리워하고

이국에서 노동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같아 듣는 이를 숙연해지

게 만든다.

[사례 3-2-2, 노래 ‘여동생이 내게 물어봤다(Saludsod Ni Ading)’의 

가사]

(여동생) 오빠, 가서 보자. 

어른들이 말했던

숲의 아름다움을

(오빠) 안녕, 동생아, 내가 말해줄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여동생) 잠자리는 어디에 갔어? 

공중으로 뛰어올라 

모기를 먹고     

다른 곤충들은 먹던

(오빠) 잠자리는 사라졌어. 

이제 우리 동네를 싫어해.

공기에 독이 있어서

(여동생) 마농, 가서 목욕하자

흐르는 강물에서

올챙이를 잡고 싶어.

(오빠) 강물이 마르고 있어.

거기서 목욕하면 병이 생길 거야.

이제 물고기도 사라졌어.  

Manong inta kita-en man

Kinapintas ti kabakiran

Nga isistorya-en ti ka-aduan

Ay ading ibagak kengka

Nag adu't nagbaliwan na

Ti ag law-law idi ken itadta

Ayan dagiti tuatu aglagtu-lagtu 

idjay ngatu

A-mangan lamok ken daduma 

nga insekto

Awan dagiti tuatu, kagurgura da ti 

law-an tayu

Naur-nong ti rugit idjay ngato

Chorus:

Dung dung ay si dong ilay

insinaliduma-ay

Dung dung ay si dong ilay

Manung inta agdgos karayan nga 

agayayus

kayat ko nga agtiliw iti bay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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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나무 밑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시원하고 달콤하고 상쾌한

(오빠) 우물은 말랐어. 

산들이 벌거벗게 되니까

탐욕스러운 벌목꾼 때문에

(여동생) 보고 싶어.

날아다니는 새를

지저귀는 새를 

(오빠) 새들은 사라졌어.

새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어.

그들의 둥지가 부서졌어. 

(여동생)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

멧돼지를 볼 수 있을 걸.  

(오빠) 나무를 베었어. 

그리고 멀리 가져갔어. 

자본가들이

(오빠) 미안해 동생아.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서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었어.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

을 찾아.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는?

karayan maawawan makagaddil a 

pag digusan

natay payen dagiti ikan

kayat ko nga uminom, ubog jay 

puon ti kaykayu

nalamin naimas ken maka-ay-ayo

awanen ti ubog tayu

ti bantay ket makalkalbo

gapu ti agum nga agtrostroso

kayat ko a masirip agtaytayab a 

bilbilit agkankanta da iti twit twit 

twit

awanen dagiti bilit, tinmayab da 

nga agsangsangit

balay da pinukan dagiti pangit

kayat ko nga kumalay-at 

sang-sanga ti kay-kayu

tapno matan-awak ti alingu

pinukan da ti kay-kayu,

ingpan da idjay adayu para iti 

dadakel a negosyo

ladingi ket ading ko

saan a matumpal ti kayat mo

nadadaelen ti aglawlaw tayu

Saludsod mi ket sungbatam

Anya ngata't masakbayan

ti sumarsaruno a kaput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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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예술을 즐기지 않더라도 이고로트인은 모이면 케이블 채널이나

인터넷 플랫폼(OTT)으로 영화를 많이 본다. 주로 할리우드 영화지만 이

고로트 언어로 하는 영화를 보기도 한다. 2021년 9월 추석 연휴 첫날이

었던 토요일, 연구자가 ‘발리우’에 방문하자 이고로트인 서너 명이 티아

고 씨 거실에 모여 유튜브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부소, 마지막 머리 사

냥꾼(Buso, The Last Headhunter)’라는 이고로트 영화였다.19) 티아고 씨

가 유튜브에서 “이고로트 영화”라고 검색해서 찾은 것인데, “옛날 영화

라 지루하면서도 조상(祖上) 이야기라 재미있다”라며 몰입했다.

[사례 3-2-3, 영화 ‘부소, 마지막 머리 사냥꾼(Buso, The Last 

Headhunter)’ 줄거리]

이고로트족은 필리핀에서 여러 하위종족그룹(sub-ethno-linguistic

19) 유튜브 “BUSO- THE LAST HEAD HUNTER (2012 Igorot Movie)”

https://youtu.be/Q_fPbpwcSnA

농작물의 풍요를 위해 다른 부족 사람의 머리를 사냥(headhunting)

하던 전통을 이어오던 이고로트족 주인공 ‘둥라완(Dunglawan)’은 

도시로 가서 기독교로 개종한 딸 ‘탈라우(Talaw)’가 데려온 남자친

구가 영 탐탁지 않다. 다른 이고로트인과 그 남자친구의 머리를 사

냥하려고 하는데 ‘탈라우’가 남자친구를 도망치게 하고 자신이 대신 

자는 척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둥라완이 그걸 모른 채 딸을 죽이게 

된다. 둥라완은 이후 산속을 헤매다 죽은 딸의 영혼을 보게 된다. 

(바트 씨는 이것이 필리핀 전설에 존재하는 화이트 레이디 white 

lady라고 설명했다.) 

둥라완은 그 영혼에 이끌려 결국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개종하게 

된다. 그는 이고로트족 마지막 머리 사냥꾼이었는데 머리 사냥 풍

습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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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이 외부에 의해 단일 종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고로트인은 자신

을 ‘부족(tribe)’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미국 식민지 당시 미국이 자국의

아메리카 원주민을 ‘부족’으로 구분하던 관행을 필리핀에도 적용한데서

연유한다(McKay 2016). ‘발리우’의 이고로트인 역시 출신 지역에 따라

서로를 ‘부족(tribe)’으로 구별했다. 예를 들어, 바트 씨는 고노곤

(Gonogon) 출신의 본톡(Bontoc) ‘부족’이고, 코코 씨의 친척들은 남부 칸

카나이(Kankanaey) 부족이다. 하지만 다른 종족을 상대할 때 부족으로

서보다 ‘고산지대인(highlander)’이라는 이고로트족의 통합적 정체성을 강

조한다.

‘발리우’ 마을의 이고로트인이 한국에서, 가끔 내부에서는 부족을 구분

하기도 하지만, 내세우는 정체성은 바로 이 종족 정체성이다. 이같이 통

합적으로 구성된 종족에 정체감을 표시하는 것은 고국을 벗어난 필리핀

인이 자기 정체성을 강조할 때 흔히 의지하는 집단 분류법이기도 하다

(Tindaan 2020). 외부인과 접촉한 상황에서 최대한 분절적 집단의 범위

를 최대한 확장하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에반스 프리차드

1994[1940]). ‘발리우’ 마을의 이고로트인은 전통춤을 추고, 전통 노래를

부르고, 조상의 영화를 시청하면서 종족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통합적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소속감과 연대 의

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일상에서 전통을 실천하며 정체성을 확인하

는 이런 과정은 이고로트인이 다른 종족을 의식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

도 ‘발리우’ 마을을 이고로트 종족 마을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3) 국민(national)·종족(ethnic) 정체성과 일상적 소비

[사례 3-3-1 : 시저 씨의 취업 인터뷰]

시저 씨 : 월급은 얼마인가요?

한국인 사장 : 얼만큼 받으면 되는데?

시저 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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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씨 : (옆에서 끼어들며) 250 주세요.

한국인 사장 : 250? 그래. (함께 온 부인과 아기를 보며) 너가 가족

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250 줄게. 근데 나도 너

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야 하니까, 첫 달에 250

주고, 만약에 일 잘못하면 거기서 깎을 수도 있어.

시저 씨 : 네

코코 씨 : (한국어) 시저 일 잘해! 전에도 이거 했어.

한국인 사장 : 근데 너 비자 있어? 단속 오면 걸리는 거 아니야?

시저 씨 : .......

코코 씨 : (한국어) 사장님 나도 비자 없어. 안 걸려. 괜찮아.

(2021년 8월 21일, A공단 외부의 가구 전시장)

연구자는 코코 씨의 부탁으로 시저 씨의 일자리 면접에 통역으로 참석

했다. 코코 씨가 가구 배달 업무를 하다가 A공단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가구전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 한국인 사장이 다른 외국인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코코 씨는 결혼도 했고 최근에 아이도 낳

았는데 실직한 시저 씨가 떠올라 추천하였으며, 시저 씨는 사장과 주 6

일, 하루 9시간 근무에 월급 250만 원에 합의했다. 면접이 끝난 후 코코

씨는 연구자에게 시저 씨가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라 자신이 대신 대답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비슷한 일을 했을 때 270만

원을 받았다며 사장이 가족이 있으니 2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생색

을 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은 300만 원 이

상의 월급을 받는데 일이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가서 외국인을 고용하려

한다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사례 3-3-2 : 시저 씨의 취업 인터뷰]

코코 씨 : 나는 200만 원을 받는데 그 중 150만 원을 가족에게 송금

해. 그리고 난 사장님 집에 살아서 월세를 안 내고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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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만 원 정도 내. 다른 생활비로 30만 원 정도 쓰고 나

머지 20만 원 정도가 내 용돈(allowance)이야. (연구자 : 

돈이 부족하지 않아?) 돈은 중요치 않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2021년 9월 19일, ‘샌더스 씨’ 마을)

이고로트족 미등록노동자인 코코 씨는 전 직장에서는 주 6에 250만 원

을 받았는데 지금은 주 5일 일하면서 200만 원을 번다고 했다. 반면 이

고로트족 등록노동자인 프레디 씨와 바트 씨는 본인의 월급이 200만 원

초반이라고 밝혔다. 역시 ‘발리우’에 사는 힐리가이논(Hiligaynon ;

Ilonggo)족 등록노동자 앤젤 씨는 기본급이 180만 원이며 온라인 판매

부업으로 10-20만 원을 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보면, A공단 미등록(undocumented) 이주노동

자는 주말을 포함한 초과근무를 무리해서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적으로 250-2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미등록노동자는 대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다. 이와 더불어, 미등록 신분은 급여 협상에

장애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교섭력을 높인다(김현미 2020:20, 채

수홍 2014:14).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고용허가제 등록노동자와 달리 미

등록노동자는 처우에 불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공장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공장주는 고용에 따른 각종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등록(documented) 노동자의 경우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 수당을 더하면 2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다.

대부분 한국에 온 기간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숙련공으로 평가받지 못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 신분이라 공장주와 4대 보험을 분담하고 나면

미등록노동자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수입 총액과 지출 내역을 밝히기 꺼

렸다. 아길레라 씨는 “필리핀인은 친구끼리 월급을 서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하지만 라포(rapport)가 형성되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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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빚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도 했다. 이런 진술 태도는 현장 연

구 초기에 B센터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진솔한 답변 방식과 확

연하게 달라 연구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했다.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

서 이런 현상이 양국 노동자의 진솔함 여부보다는 수입과 지출 액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추정해보게 되었다.

처음 연구자가 면담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근무 후 다른 공장에서 야

간에 추가로 일하는 ‘투잡(two job)’을 강행하며 400만 원 이상을 번다고

자랑했다. 술자리에서 알게 된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코로나 이전에

는 월급이 500-7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을 겨우 넘는다고 투

덜대기도 했다. 이들의 진술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방

글라데시 노동자가 필리핀 노동자보다 수입이 많다는 것은 추정 가능해

보였다. 그 이유가 필리핀 노동자가 방글라데시 노동자와 비교할 때 초

과근무, 특히 주말 노동을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서 연구자는 필리핀 노동자가 일견 일상의 여

가와 유흥을 위하여 할애하는 시간이 많고 그 결과 소비 지출을 많이 하

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수입이 적어 소비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추정하게 되었다. 이런 가정은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

자의 수입과 소비에 대한 면접을 실행할수록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평균적인 지

출 규모와 소비 양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들은 월세 및 관리비 등 주거비용으로 30～40만 원, 식비로 10～20

만 원, 음주 등 고정적 유흥에 10～20만 원, 도박, 타투, 자전거 구매 등

유동적 여가에 20～30만원, 기타 경조사비 등으로 10만 원 정도를 지출

한다. 여기에 본국 가족에게 100～150만 원 송금한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이 필요할 것이다. 등록인

지 미등록인지에 따라 월급이 180～27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부수입까지

고려해보면 이들의 가계부는 최대 110만 원(=290만 원-180만원)이 흑자

이거나 80만 원(=190만 원-27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계산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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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계산은 연구자가 현장 연구에서 관찰한 바와 대체로 일치한다.

A공단 필리핀 노동자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에 따른 적은 수입

으로 최소한 과시 소비나 유흥을 위해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넉넉

한 형편은 아니었다.

[표 3-3-1] A공단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의 가계부

출처 : 인터뷰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작성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용품 소비는

주로 마트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이 애용하는 마트는 일로카노족 남성 우

디 씨와 한국인 여성 로즈 씨 부부가 운영하는 공단 내 ‘필리핀 마트’이

다. 2003년에 결혼한 이들 부부는 전에 필리핀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호

프집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중반 미등록노동자 단속이 심해지자 공장노

동으로 돈을 모아 마트를 개장하였다. 연중무휴로 아침 7시부터 새벽 1

시까지 여는 ‘필리핀 마트’에는 동남아산 식재료, 필리핀 향신료, 각종 생

활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가게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자리를 갖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로 북적거린다.

이곳의 남성 사장 우디 씨는 A공단 내 가구공장을 다녀서 다른 필리

핀인과 친분이 두터우며 이곳저곳 술자리에도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가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월급

(등록) 

180～230만 원

(미등록) 

250～270만 원 

송금 100～150만 원

월세 및 관리비 30～40만 원

부수입

(온라인 

판매, 도박 

수익 등)

10～20만 원

식비 10～20만 원

(고정적) 유흥 

: 술, 담배 등
10～20만 원

(유동적) 여가 

: 도박, 타투, 자전거 

구매 등

20～30만 원

기타 경조사비 10만원

계 190～290만 원 계 180～270만 원

총계 -80만원 ～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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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주로 로즈 씨가 지킨다. 로즈 씨도 ‘푸키’ 마을에 살다가 자동면으

로 이사간 라라 씨와 자매(sister)처럼 친한 사이라 가끔 술자리를 함께

하며,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필리핀인과 소통은 가

능하다.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A공단 필리핀 노동자들은 ‘필리핀 마트’에

외상을 달아놓고 돈이 생기면 갚는 식으로 거래를 하며, 외상을 갚을 때

는 필리핀 관습에 따라 밤을 피해 아침이나 낮에 돈을 낸다.

이들은 마트에서 팔지 않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

게를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마트’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

아, 한센인 건물주 자녀가 운영하는 맞은편 가게를 구매한다. 가게 주인

이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페이

스북(Facebook)을 통한 온라인 거래도 자주 활용한다. 온라인 판매는 필

리핀 이주노동자가 일을 끝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열린다. 주로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자

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식재료와 의류를 농장이나 창고에서 떼

어와서 쇼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판매한다. 방송에 접속한 사람은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내 것(mine)’이라고 댓글로 외치며 이후 쇼호스트가 안내

하는 절차에 따라 입금한다. 그러면 쇼호스트는 먼 곳은 택배로, 가까운

곳은 직접 물건을 배달해준다. 온라인 판매는 한 번에 최소 3-4시간씩

진행되며 최소 3-4명이 1-2시간씩 돌아가면서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 대

금을 나누어 갖는다.

A공단 이주노동자는 온라인 판매 방송을 통해 주로 옷이나 신발 등을 구

매하는데 가끔은 판매자가 되어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온라인 상업활동

은 주로 여성의 영역이다. 타갈로그족 여성 렉시 씨는 망고, 구아바 등 동

남아 과일과 채소를 대구의 지인으로부터 받아와서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올려 판매한다. 또한 주변에 상품을 무료로 시식하게 한 뒤 페이스북 댓글

로 “그건 그렇고 망고 좀 살래?”라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 마찬가지 방식으

로 타갈로그족 여성 크리스탈 씨도 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

2022년 2월 일로카노족 여성 마리아 씨는 집에서 직접 ‘시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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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mai)’를 만들었다. 시오마이는 중국의 ‘샤오마이(shaomai)’와 유사한

필리핀식 만두인데, 마리아 씨는 이것을 B교회에 가서 필리핀인에게 팔

았다. 마리아 씨 가족과 함께 사는 코코 씨가 먹고 싶다고 해도 마리아

씨는 돈을 받는다. 그래서 코코 씨는 4개의 시오마이를 10,000원에 사서

친구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상인 역할은 제3의 성인 바클라

에게도 많이 보인다. 바클라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도 제법 있다. 일로

카노 바클라 크리스 씨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한 해 전부터 아예 전업

판매자가 되었다. 그는 온라인 판매로 공장 월급 정도는 벌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처럼 온라인 판매가 성행하는 것은 필리핀인이 국민/종족 음식을 자

주 요리해서 먹고 이를 위해 동남아 각지의 식자재를 구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한국 음식도 먹지만, 집에서 가족/친지가 모여

국민/종족 음식을 요리해서 함께 먹은 것을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다. 이와 더불어 동남아, 국민, 종족 음식은 물론이고 옷과 잡화류의 경

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면 농장과 공장과의 사실상 직거래로 값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재 유통이 활발한 것은 이들이 문화적 불편함을 감

수해야 하는 한국인 중심의 시장을 활용하길 꺼리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

만,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점차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에 익

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호혜성을 실천해야 하는 각종 이벤트도 요즘은 온라인을 매개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세이다. 상호 부조가 이루어지는 경조사는 대부분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애호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고 축하와 조의

(弔儀)가 오간다.

연구자가 만난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평균 20-30명 정

도와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

의 경조사이며 거의 매 주말에 이벤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다. 이 중 가장 빈번한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생일잔치이다.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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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 열리면 주인공과 가족은 여러 국민/

종족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을 맞는다. 잔치에 참석한 객들은 뷔페식 음식

을 즐기며 선물로 가져온 술을 함께 마신다. 생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친지는 페이스북에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데 보통 50-60명이 참여한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가족이 상을 당할 때는 조의 메시지가

200-500개 정도까지 달린다. 필리핀에 차려진 상가에 직접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애닲음은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기 마련이어서 댓글도 많고,

동료 노동자는 넉넉지 않은 생계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의금 전달도 사회

적 의무감을 강하게 느낀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현장연구를 실행하는 동

안 제시 씨의 언니가 필리핀에서 출산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구

자는 이때 ‘발리우’만이 아니라 A공단 각 ‘마을(compound)’ 대표가 조의금

을 모아 집단거주지와 이름이 적힌 노토와 함께 제시 씨에게 전달해주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조의금은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정도였다.

2022년 2월에는 ‘펜션’ 마을에 사는 리리 씨 오빠가 필리핀에서 오토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연구자는 ‘푸키’ 마을에서 다른 종족 필리

핀인과 함께 있었다. 몇몇 사람이 리리 씨 오빠의 부고 소식을 듣자 바로

펜션 마을로 함께 이동했다. 리리 씨는 슬퍼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리리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떠들어야 된다면서 술을 마시고 인생에서

수학이 중요하냐 영어가 중요한지에 대하여 논쟁을 했다. 다음날에도 다

시 리리 씨 집에 모여 카드 게임을 한 뒤 판돈을 장례에 보태 쓰라고 리

리 씨에게 주었다. 이처럼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경조사를 계기로

경제적 상호 부조를 실천하기도 하지만, 국민-종족의 문화적 규범을 실행

하며 서로를 위안하고 동일한 국민 또는 종족으로서 결속감을 다졌다.

필리핀인은 다수가 공단 내에 거주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

근하기 때문에 교통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공장이 먼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이때는 대부분 한국인 직원과 카풀을 한다. ‘발리우’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프레디 씨뿐이다. 친구로부터 200만 원에 구매

한 프레디 씨의 중고차는 먼 곳을 갈 때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프레디

씨가 1년 전부터 금전적 부담 때문에 자동차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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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합법(semi-legal)’ 차량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프레디 씨와 동료들이

먼 외지에 가다가 차에 펑크가 났는데 보험사를 부를 수 없어 지인의 도

움을 받아 5천 원을 주고 예비(spare) 타이어를 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

래서 요즘은 먼 곳은 “무서워서” 못 가고 인근에서만 운행한다.

이처럼 사고가 나면 처리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A공단 필리

핀 이주노동자들은 차보다 오토바이를 선호한다. 동남아시아의 가장 보

편적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이들에게 익숙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언제 한국을 떠날지 모르고 경제적 여유도 많지 않은 이주노동자로서,

이들은 오토바이도 50-100만 원 정도의 중고를 구매한다. 필리핀 이주노

동자에게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중고 오토바이는 장거리 여행에 적

합하지 않아 이들이 공단 밖의 세상과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

에 없다. 게다가, 율 씨에 따르면, 최근 미등록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가 단속된 경우가 있어 내심 꺼리는 분위기마저 형성되어있다. 그래서인

지 율 씨도 최근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A공단 특히 ‘발리우’에서 교통수단은 많지 않으며

거의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는 동네 사람이

장을 보거나 인근에 놀러나갈 때 서로 쉽게 빌려 사용하는 공동 재산처

럼 활용된다. 이처럼 외부를 상시로 쉽게 오갈 수 있는 자가(自家)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은, 이주노동자의 팍팍한 일과 넉넉지 않은 생

계 조건과 더불어,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리우’ 같은 마을 내부

에서 활동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부에서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국민 혹은 종족 중심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실천은 이들에

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이 일상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물리적, 경제적 조건과 소비양태는 이처럼 이들의 국민·종족

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자가 교통수단과 비교되게,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셀폰

(cell-phone)” 혹은 “폰(phone)”은 이들을 거리 제한 없이 외부와 자유롭

게 연결해 주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 휴대폰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두 일상 활동인 본국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거주지 내 소비, 여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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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휴대폰은 설령 중고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제품(특히 애플과 삼성 갤럭시)”을 선호한다. 휴대폰 기기는

선불로 ‘유심(USIM)’ 카드를 사서 번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가운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기만 구입하여 와이파이가 있은 곳에서

만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절대다수가 페이

스북을 사용하고 요즘은 무선 네트워크(WIFI)를 쉽게 접속할 수 있어

굳이 유심카드를 넣어 통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필리핀의 가

족과 소통할 때도 페이스북에 영상 통화 기능이 있어 불편함이 거의 없

다. 그렇다해도 유심카드를 장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들의 일상 속의 소비가 대개 절약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의 소비 양태에서 드러나는 ‘넉넉지 못함’은 이

들이 일상에서 과소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는 점을 말해주기도 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충족시키기 힘든 사회문

화적 활동의 공백을 종족 중심의 거주와 일상적 소비 활동이 메워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이주 경로와 브로커의 종류에 따라 입국을 위한

비용으로 500-1500만원20) 가량을 지불한다. 주로 친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지불하기 때문에 입국 후 한동안은 이 채무 때문에 본국 가족으

로의 송금이 어렵다. 임선일(2010b:411)은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5년이

지나면 이러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사치성이 나타나고 한국적’인 소

비”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처럼 변화한 소비양태는

본래의 “국가(국민)”와 종족(ethnic group)의 정체성을 최소한으로 남기

고 변형시킨다. 하지만 연구자가 경험한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한

국 지향적 사치성 소비를 할 여유가 크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

의 어려운 정치경제적(political economic) 조건이 국민·종족 중심의 일상

소비를 강화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또한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이처럼 국

민 내부에서 일상의 소비를 매개로 상호 작용함에 따라 다른 나라 사람

20) 인터뷰에서 필리핀인은 이렇게 꽤 큰 차이가 나는 비용을 진술했는데 이는
입국을 위해 활용한 경로와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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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인)과의 정체성 구분이나 대립보다는 국가 내 종

족 간의 변별성과 상호 작용이 현저하게 표출되었다.

실제로 종족성이 강한 이고로트인의 일상적 소비와 여가 활동을 관찰

하고 있으면, 이고로트 종족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정형화하며 다른 종족

의 문화와 변별성을 드러내려는 주민의 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발리우’ 주민은 이고로트인이

일상에서 사치성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종족 고유의 철학 때문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터뷰 3-3-3] 이고로트인의 소비 철학

프레디 씨 : 우리 이고로트족은 검소해. 너가 만약에 바기오(Baguio)

에 가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바기오

에서는 부자도 싼 티셔츠를 입고 다녀. 만약에 바기오에

서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 허세 부리는 사람이거나 사기꾼이니까 조심해

야 돼.

(2021년 9월, ‘발리우’ 마을)

이고로트인이 자신의 종족 문화와 인성을 긍정적으로 정형화하고 재현

하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거론하는 다른 종족의 부정적 소비 양태와 인성을 강조하는

것의 진위도 분명하지 않다. 연구자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마을의 종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내부인의 진술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종족이라고 일상에

서 눈에 띄게 사치성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렇지만 이고로트인은 다른 필리핀인 가운데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노

동자를 우연히 만나면 이를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로 해석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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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로트인과 농구를 하다 만난 카팜팡안족 남성 도도 씨와 디제이 씨

는 이고로트인과 눈에 띄게 다른 패션스타일로 농구장에 나타나곤 했다.

이고로트인은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농구를 하거나, 등산을 가거

나, 자전거를 탈 때에도 거의 “츄리닝(트레이닝복)”, 점퍼, 함께 맞춘 농구

유니폼을 입는다. 반면, 도도 씨와 디제이 씨는 언뜻 보아도 맵시나는 자

전거 전용 의류와 비싸 보이는 헬멧과 고글을 쓰고 나타났다. 자전거 역

시도 이고로트인이 타는 중고 자전거와는 확연히 다르고 값나가 보였다.

연구자가 이고로트인 남성 프레디 씨와 함께 자전거 가격을 추측해보

다가 농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도 씨에게 물었고, 그의 자전거는 200만

원, 디제이 씨의 자전거는 100만 원가량의 신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후 카팜팡안족 집단거주지인 ‘펜션’ 마을에서 도도 씨를 다시 만

나 어떻게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살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본인은 ‘싱

글’이라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사정이 조금 나을 뿐이지 다른 카팜팡안족의 형편

이 이고로트족에 비하여 나을 것이 없으며 양 종족 모두 비싼 물품을 사

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연구자의 고개를 끄

덕이게 하는 명쾌한 설명이었다.

‘발리우’의 이고로트인이 자신을 “단순하고”, “겸손한(modest)” 소비 생

활을 하는 종족으로 묘사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환대

(hospitality)”이다. 사실 환대는 필리핀 초등학교에서부터 필리핀인의 전

통 덕목으로 가르쳐지는 가치이다(김민정 2000:156). 그런데 A공단의 이

고로트인은 환대가 이고로트족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

했다. 이고로트인은 누구든 집에 초대하여 밥과 술을 제공하며 함께 논

다며, 바기오에 가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 밥과 잠자리를 요구해도 다 응

할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했다. 코코 씨는 이고로트인의 이런 문화와 집

단적 인성(personality) 때문에, 다른 종족 필리핀인이 ‘발리우’ 마을에 많

이 놀러 오는 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고로트인은 손님을 초대하면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거나 음식

을 베풀어 환대해야 한다고 믿었다. 연구자에게도 술자리에 음식을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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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져오는 건 괜찮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계산을 하지 말라고 만

류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식사비 갹출 관행

을 필리핀인은 “찹찹(chop-chop)”이라고 부르는데, 필리핀 국민 그 중에

서도 특히 이로고트족의 문화에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알아서 내는 것

이 옳다고 말했다. 이고로토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환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여유가 있음에도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을 보아도 굳이 표를 내서는 안 된

다고 한다. 이러한 이들의 모임 비용은 대체로 각자 먹을거리나 술을 들

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생일이나 장례식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주로 주

최자가 부담을 했다. 그래서 코코 씨의 경우 유흥 모임을 좋아하는 성격

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일 무렵에 형편이 넉넉지 않자 생일 파티를 열

지 않고 유흥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석이나 연휴 등의 공동행사

때는 모임의 참석자들이 미리 1만 원씩 갹출하여 근처 오일장에 가서 함

께 장을 보고 저녁을 같이 해먹었다. 느슨한지만 이런 규범의 존재 때문

인지 율 씨가 ‘발리우’ 마을에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여자친구에게만 돈

을 쓴다는 비난은 그가 없는 자리에서만 제기되었다.

이처럼 ‘발리우’ 주민은 넓게는 필리핀 국민으로서 좁게는 이고로트 종

족으로서 사치스럽지 않고 전통을 중시하는 소비를 통해 타인을 환대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일상의 맥락에서 확인한다. 국민·종족

전통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이 같은 담론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전통

음식을 소비하는 행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 가운데 음식 소비 행위

를 매개로 필리핀인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례를 몇 가지만 소

개하면 아래와 같다.

A공단의 필리핀인은 고기를 간장에 졸여 만드는 일종의 간장조림인

‘아도보(Adobo)’를 매우 자주 요리한다. 돼지고기 ‘아도보’도 있고 치킨

‘아도보’도 있다. 고기를 넣고 각종 향신료와 식초로 간을 내어 만드는

스튜 ‘디노구안(Dinoguan)’과 이것보다 더 신맛이 나는 스튜 ‘시니강

(Sinigang)’도 자주 먹는다. ‘필리핀 잡채’라고 표현하는 ‘판시트(Pancit)’

도 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필리핀인이 먹는 파스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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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스타와 달리 토마토소스로 만든 것만을 의미한다. 필리핀인은 육식

을 매우 즐겨서 주말에는 거의 숯불로 굽는 바비큐를 구워먹는다. 고기

가 없으면 ‘스팸(Spam)’과 같은 통조림 햄을 먹는다. 햄을 구울 때 식용

유를 엄청 붓고 튀기듯이 굽는 것이 특징이다. 돼지머리, 곱창, 피(blood)

도 굽거나 볶아 먹는다.

필리핀 군인이 야외에서 엄청 많은 양의 음식을 펼쳐놓고 ‘음식과의

전쟁’을 벌이듯 손으로 먹는 ‘부들 파이트(Boodle fight)’문화도 자랑스럽

게 얘기한다. 이러한 부들 파이트는 보통 생일과 같은 파티에서 행해진

다. 밥솥으로 쌀밥을 많이 해놓고 아도보나 디노구안 등의 필리핀식 반

찬을 밥과 곁들여 손으로 먹는다. 남성일수록 손으로 자주 먹고 이를 자

랑으로 생각하지만, 수저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식재료를 사서 필리핀

음식을 주로 해 먹는데 그렇다고 필리핀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다. 배달

이 쉬운 중국 음식이나 치킨을 야식으로 먹는다. 하지만 가능한 한 필리

핀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으려 한다. 예를 들어, 이따금 한국 라면을

먹는데 이때 국물을 졸여 고추를 넣어 먹는다.

필리핀 국민이 즐겨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하는 말이 “우선

먹어(eat first)”이다. 이들은 필리핀인은 아침에 외출을 하든, 낮에 일을

끝나고 길을 떠나든, 저녁에 술모임을 갖든 항상 먼저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야 일이 진행된다고 말한다. 어떤 일을 하든 먼저 먹어야 하는 것이

필리핀 전통이라는 것이다. 음식을 우선시하고, 요리를 할 줄 알고, 술을

마실 때는 ‘풀루탄(pulutan)’이라 부르는 육류 안주를 먹어야 필리핀인이

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음식의 소비는 필리핀인의 국민 정체

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인터뷰 3-3-4 : 필리핀인의 요리]

율 씨 : 필리핀인은 최소 하나씩은 자기만의 스페셜 요리를 하나씩 

갖고 있어. 

코코 씨 : 한국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부인에게 밥 달라고 한다며? 

회사 갔다 오면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힘들다고 밥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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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들었어. 그건 부인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거야. 부

인이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느라 남편보다 두 배 더 힘

들어. 나는 부인을 여왕처럼 모시려고 해. 아침은 전날 밤

에 요리해놓은 음식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도 내가 밥

을 해 먹어. 필리핀 남자는 그렇게 해.

(2021년 8월 15일, ‘발리우’ 마을)

  [그림 3-3-1] 닭을 잡는 이고로트인 © 유승우

발리우 마을에 모이면 이고로트족 중 잭 씨도 가끔 요리를 하지만, 바

트 씨가 메인(“main”) 요리사이다. 동족들은 이고로트인 가운데 바트 씨

가 제일 어리기 떄문에 요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트 씨는

이런 주장을 거부한다.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이고로트인도 요리에 나서

는 것을 보면 이는 규범이라기보다 바트 씨 놀리기에 가까웠다.

[인터뷰 3-3-5 : 바트 씨가 요리를 담당하는 이유]

바트 씨 : 내가 어려서 요리하는 거 아니고 아무도 안 하니까 자발적

으로 요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리를 하는 거지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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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서 잔치를 엄청 크게 했어. 결혼

식이나 세례식 같은 마을의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대

량으로 요리해서 다 같이 나눠 먹어. 사진 검색해서 봐봐. 

그러면 어른들이 요리를 하고 아이들도 옆에서 요리하는 

것을 보고 도와줘. 나도 그러면서 배웠어. 남자아이나 여

자아이나 상관없어. 그때부터 배워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중략)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군인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것으로든 요리를 해야 돼. 나도 군인이 되고 싶

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요리가 쉽지 않은 거 생각하면 군

인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2021년 7월 31일, 8월 18일, ‘발리우’ 마을) 

이고로트인만의 음식 소비 전통은 이런 규범을 통해서보다 이들 종족

이 즐기는 특별한 음식의 조리와 집단적 섭취에서 확인된다. 이고로트인

이 조리해 먹으며 종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특별한 음식 가운데 가장 대

표적인 것이 개구리 요리이다. 이들은 개구리 고기를 지인을 통해 구매

해서 함께 조리해서 먹었다. 코코 씨에 따르면 이고로트인은 이처럼 고

유의 음식을 소비하면서, “한국인은 물론이고 다른 필리핀 종족과도 다

른 자신을 느끼고,” 이를 통해 ”타국에서 이고로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

끼며 스트레스를 푼다.“

[인터뷰 3-3-(7)] 이고로트인의 음식문화에 대한 다른 종족 앤젤 씨

의 생각

앤젤 씨 : 이고로트족이 지금 닭을 잡고 있니? 난 지금 다른 마을 와

있는데 타는 냄새를 맡아서 알았어. 나는 무서워서 닭 못 

잡아. 이고로트족은 개도 먹어. 나는 개를 키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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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먹지 않아. (중략) 나는 비사야(Visaya) 출신인데 우

리 부모님은 발루트(balut, 곤계란)를 키워서 장사를 했어. 

발루트는 안 무서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괜찮아. 아길레

라 집에서 가끔 해 먹는데 너도 줄게.

(2021년 9월 20일, 페이스북 메신저)

연구자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들은 이고로트족이 개도 요리해 먹는

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구리나 개를 요리해 먹는

행위가 이고로트인이 산(highland)에 살던 원주민(“indigenous”)이고 야

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좌라고 해

석하며 자부심을 표현하곤 했다. 이들이 음식을 통해 표현하는 종족 문

화와 정체성은 다른 종족과의 변별성만이 아니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다. 어느 날 연구자는 이고로트족과 결혼한 일로카노족 여성

마리아 씨가 이고로트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에도 끝내 개구리 요리를 거

절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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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와 여가의 젠더에 따른 분화와 남성성

1) 소비와 여가의 젠더에 따른 분화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종족별로만 아니라 젠더에 따라서도 나뉘

어 모였다. 젠더에 따라 분리되어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가와 유흥

을 즐길 때 젠더에 따라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A공단에는 남성 모임

과 여성 모임이 따로 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 제3의 성(the third

gender) 중 하나인 ‘바클라(bakla)’는 상대적으로 여성과 더 어울리는 듯

보였다다.

2021년 8월 중순 A공단 여름 휴가 기간에 ‘발리우’ 마을 주민이 이들

의 광장인 셈인 마당에 모여 놀았다. 젠더와 나이와 상관없는 주민 모임

이었다. 이때 에드윈 씨는 연구자에게 이 모임을 방글라데시인과 비교하

며 남녀노소 함께 노는 것이 필리핀 문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에 힐리가이논족 바클라 앤젤 씨와 A공단 외부에 사는 타갈로그족 여성

카밀라 씨의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그 여파로 다음 주말부터 다른 종족

의 여성은 발리우 마을 마당에 모이지 않기 시작했다.

몇 주 뒤 주말 모임을 새벽까지 즐기던 이고로트 남성 몇 명이 ‘발리

우’에 사는 타갈로그족 여성 에이미 씨의 방을 방문했다. 거기에는 남성

두 명과 발리우 마당에 나타나지 않던 두 여성인 카밀라 씨와 에이미 씨

가 모여있었다. 이 자리는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 위주의 술자리로 보였

다. 남성들은 마치 불청객처럼 주로 두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

문이다. 연구자는 지난번 일시적 갈등으로 발리우의 마당에서는 남성이,

방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놀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해보니 오히려 발리우 마을에

서 남녀노소 어울린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뿐이었고 남녀의 소비와

유흥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실행되고 있었다. 심지어 같은 마당에 있더

라도 이고로트족 남성은 주로 티아고 씨 집 앞에 테이블을 펴고 바비큐

를 즐겼고, 이고로트족 여성은 이의 반대쪽에 있는 스텔라 씨 집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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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놀았다. ‘바클라’인 앤젤 씨는 주로 티아고 씨 집 쪽 마당에서 남성

과 어울렸지만, 8월에 갈등을 겪은 이후에는 발리우 마을 밖에 있는 루

시 씨의 집에 가서 주말 시간을 보냈다.

연구자는 이 같은 젠더에 따른 놀이 공간의 분화가 일시적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것

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B센터에서 만난 마리아 씨가 연구자를 처음

‘발리우’로 초대할 당시 자신이 ‘발리우’에서 노는 유일한 여성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마리아 씨를 제외한다면 ‘발리우’ 마을

의 주말 모임의 참석자는 마리아 씨의 남편 에드윈 씨를 위시로 한 이고

로트인과 일부 다른 종족 남성이 전부였다. 에드윈 씨의 말처럼 필리핀

인은 남녀노소가 함께 놀기도 하지만 ‘발리우’ 마을의 주민은 남녀유별까

지는 아니어도 남녀가 따로 노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고, 소비와 유흥을

위한 주말 모임은 이러한 젠더 분화가 극명하게 가시화되는 장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남성, 여성, 바클라가 노동과정에서 성적으로

분리될 수 있겠지만, 소규모 노동집약적 공장이 대부분인 A공단에서 이

런 성적 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펜션’ 마을에 사는 20대 카팜팡안족 남성 티케이 씨와 여성 티파니

씨 부부는 하루 종일 붙어 다닌다. 티케이 씨는 연구자와 당구장에 가면

서 “티파니와는 집에서, 회사에서도, 놀 때도 함께해. 하루 종일 같이 있

는 거지”라고 말했다. 그런데 연구자가 관찰한 바로는 주말 유흥 모임

때는 꼭 붙어있지 않았다. 티파니 씨 혼자 친구가 많은 ‘푸키’ 마을로 놀

러 갈 때도 있고, 함께 ‘펜션’ 마을에서 놀더라도 티파니 씨는 아델 씨의

집 안에서 다른 여성과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수다를 떨었다. 그러는 동안 티케이 씨는 마당에서 농구를 하고, 술을 마

시고, 마이크와 앰프를 연결해서 노래를 불렀다. 금술 좋기로 유명한 이

부부도 노는 무리가 따로 있었다. 이처럼 A공단의 여러 마을의 소비와

유흥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 주도하는 모임이 나누어져 있었다.

[사례 4-1-1: 여성이 주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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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 씨가 10만 원 상당 고가의 마이크를 구매해서 펜션 마을 사람 

여럿이 앤젤 씨의 집으로 모였다. 바클라 앤젤 씨, 아길레라 씨와 타

갈로그 여성 테일러 씨와 이고로트 여성 레나 씨, 차바카노 여성 베

로니카 씨 등이 있었다. 모임은 여성이 다수였고, 테일러 씨의 남자

친구인 카팜팡안 남성 디제이 씨 등 남성은 소수였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놀았는데, 남성은 여성이 시켜면 가끔 한 두 곡 부를 뿐 모임

의 주체인 여성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2022년 1월 29일, 푸키 마을)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도하는 유흥 모임 때 양자에

특별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바클라나 바이는 주로 여성 모임에 함께

했다는 점이다. 바클라가 이렇게 여성 중심의 모임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연구자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들이 남성 중심 모

임의 ‘남성성(masculinity)’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분위기를 꺼리거나,

불편해하지 않나 추정해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다시 언

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사례 4-1-2: 바클라 및 여성이 함께하는 모임] 

새벽 즈음에 ‘발리우’에 모여있던 이고로트 남성 몇몇은 카드 게임을 

하러 ‘샌더스 마을’로 향했다. 방문하려던 집에 불이 꺼져있고 잠이 

든 것 같아서 다시 일로카노족 바클라 크리스 씨의 집으로 발길을 돌

렸다. 크리스 씨의 집에서는 15명 정도가 즐겁게 노는 모임이 한창이

었다. 이곳에는 이고로트족 여성 레나 씨와 서울 신림동에서 온 힐리

가이논족 여성 줄리 씨 등 다수의 여성이 모여 있었다. 이와 더불어 

조니 씨 등 바클라 두어 명이 함께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남성은 

연구자와 함께 간 이고로트인 4명과 역시 신림동에서 온 줄리 씨의 

사촌 디디 씨 등 소수였고 이들은 주로 여성과 바클라가 즐겁게 이야

기를 나누고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022년 2월 20일, 크리스 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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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3: 여성이 주도하는 모임에 주로 참석하는 바클라]

앤젤 씨는 다른 마을에 갔을 때 남성들에게 ‘바클라’라고 “가벼운” 놀

림을 받았으며 여성과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스페인 크레올 언어

인 차바카노를 쓰는 잠보앙게노족 여성 베로니카 씨의 생일파티에 갔

을 때도 여성들과 바클라가 모여있었다. 베로니카 씨의 남편 존 씨는 

사과를 깎아 주고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

클라와 여성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모임이었다. 

(2021년 9월 16일, 베로니카 씨 집)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과 여성의 세계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짐작 가능한 사실이지만, 남성은 여성 모임에서 어색함을 감추

지 못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합류를 해야 하거나, 밤이 늦어 남성 모임

이 끝나고 방황을 할 때 추가로 여흥을 즐기고자 할 때 주로 남녀의 합

류가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모임 참여에 배타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주로 남성이 여성의 모임에

가면 자신이 놀던 방식으로 마음껏 남성성을 드러내며 놀 수 없는 한계

를 불편해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성별 문화의 차이는 A공단 여러

마을의 모임을 더욱 성에 따라 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례 4-1-4: 남성이 여성 주도 모임에 참여하는 계기]

2022년 2월 설날 연휴 때 리리 씨의 오빠가 세상을 떠나서 펜션 마

을의 리리 씨의 집에 갔다. A공단 여러 마을에서 일어나는 경조사는 

남녀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날도 다수의 

여성과 바클라가 있었고 잠시 시간이 흐르자 소수의 남성이 합류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 리리 씨는 슬퍼서인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분

위기는 주로 타갈로그족 여성 한나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2년 1월 30일, 펜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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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5: 여성 주도 모임이 어색한 남성] 

‘발리우’에서 모이는 이고로트인이 일로카노족 친구 샌더스 씨의 부인 

생일을 맞아 ‘샌더스 마을’(실제 필리핀인은 ‘필리핀 마트’나 ‘마트 뒤’

라 부름)을 방문했다. 하지만 샌더스 씨가 나와서 입구에서 여자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자, 이고로트 남자들은 들어가길 꺼렸다. 잠시 실

랑이하다 그냥 들어오라는 샌더스 씨의 말에 남자들은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남성은 따로 모여 시끄럽게 술을 마셨다. 다트를 

던지다 이윽고 새벽이 되어 어두어지자 카드 게임을 했다. 그 마을에 

사는 여자들은 옆방 침대와 바닥에 앉아 소일거리를 하며 담소를 나

눴고,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 남성 리우 씨만이 잠시 문 앞에 서서 

그들과 떠들었다. 이날 남자들은 평소 남성 모임에서와 행동거지가 

달랐고 내내 어색한 모습이었다. 

(2021년 9월 19일, ‘샌더스 씨 마을’)

이러한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소비 및 유흥

활동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남성 모임은 여성 모임에 비하여

술을 훨씬 많이 마셨다. 율 씨는 연구자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노는 이유를 묻자, 필리핀에서는 과거에 여성이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

는 것이 용인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물론 이런 금기는

이고르트족 사이에서도 과거의 규범일 뿐이다.

실제로 이고로트 여성인 마리아 씨는 술을 좋아하고 잘 먹어 남성 모

임에도 종종 참석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다. 힐리가이

논족 바클라 앤젤 씨는 남자가 남자와 친하고 여자와 여자가 친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성적 분리와 차별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도 술을 많이 마시면 남녀의 차이가 없고 남성 모임에 참여하

는 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례 4-1-6: 남성과 여성의 술 마시기에 대한 생각] 

율 씨 : 남자는 맨날 술을 마시고 여자는 가끔만 마시는데 그래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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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는 거 같아. 옛날에는 남자들 술자리에 여자들이 참여하

면 안 된다는 문화가 있었어. 여자들에 대한 보수적인 문화였

지. 예전에 필리핀 여성은 파티에 가려면 부모님이나 연장자

에게 허락을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실 수 없었어. 

가더라도 가족 최소 1명이랑은 동행을 해야 했어.

앤젤 씨 : 남자는 남자랑 놀고, 여자는 여자랑 노는 게 보통 친구 관

계잖아. 필리핀 문화에선 그게 자연스러워. 나는 여자랑 더 

친하지만, 남자와 여자 술 모임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거 

같아. (2022년 6월 9일, 페이스북 메신저)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남성의 음주는 남성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들이 술을 잘 마셔야 “남성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술을 잘 마시는 것이 “강하다(strong)”라고 자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필리핀인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지 자주 내세운다. 리우

씨는 “우리 이고로트족이 이렇게 밤새 술을 먹고 강한 종족이라는 걸 영

상으로 찍어서 한국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말한 바 있다. 반대로 술을

잘 먹지 못하거나, 술자리 도중 먼저 떠나는 남성에게는 “약한 생물

(weak creature)”이라고 놀린다. 건배(“tagay”)를 할 때, “아침까지 마시

자(Tagay hanggang umaga)!”라거나 “죽을 때까지 마시자(Tagay

hanggang mamatay)!”라며 농반진반으로 폭음(binge drinking)을 서로간

약속하고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종 역시 다수가 알코올 도수가 높

은 소주를 마시고 소수만이 맥주를 마신다. 하지만 도수가 높다고 무작

정 사서 마실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비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한국에 수입되어 비싸진 필리핀 브랜드의 술보다는 한국의 술을 구

매한다. 필리핀에서 대중적인 술인 ‘산 미겔(San Miguel)’ 맥주나 ‘레드

홀스(Red horse)’를 많이 언급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한국 브

랜드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다.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필리핀에서 자

주 마시는 브랜디인 ‘푼다도르(Fundador)’를 마시고 이따금씩 ‘알폰소

(Alfonso)’나 ‘조니 워커(Johnny Walker)’ 등을 마신다. 이것들은 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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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 필리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연구자로서는 율 씨와 앤젤 씨 중 누가 필리핀인, 특히 이고로트족의

남녀의 분화와 차별에 대하여 합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

었다. 다만 한국 남성인 연구자는 처음에는 ‘발리우’ 마을에서 남성이 요

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는 것이 신기했다. 또한 A공단의 필리핀 남

성이 한국 문화에서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되기 십상인 가사노동을 많

이 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하지만 A공단에 타국에서 혼자 살림을 꾸려

가야만 하는 남성 이주노동자가 많고, 연구자가 주로 남성 모임의 소비,

여가, 유흥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점차 자각할 수 있었다. 이후 ‘발리

우’ 마을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관념이 가사노동을 비롯한 생활세계의 곳

곳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발리우’ 주민인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 남성 리우 씨는 최근 공

단에서 만난 여자 친구 태국인 파이 씨에게 집안 살림을 떠넘기기 시작

했다. 그래서 파이 씨가 리우 씨의 집에 거의 상주하며 리우 씨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만 했으며, 파이 씨는 리우 씨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기 같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사례 4-1-7: 남성 이주노동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관념]

바트 씨 : 피크닉을 가면 아버지가 닭을 잡고 나는 내장(곱창)을 세척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엄마랑 여동생은 상을 준비하고 치

우는 일을 했고 ... 여기는 남자만 있으니까 남자가 다 해

야지. (2021년 12월 19일, ‘발리우’ 마을)

바트 씨의 위 진술은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 ‘발리우’에서 일어나는

가사노동의 남녀 분업의 현실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고로트 중심

의 종족 마을 ‘발리우’ 에서는 적어도 소비와 여가 활동에서 남녀의 공간

적 분리와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분리가 남성과

여성의 놀이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여

성 차별적 관행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발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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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성이 적어도 여성 주도의 모임을 존중하고 있고, 소비와 여가 활동

에서 여성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급적 동성끼리 어울리고 여성 모임을 어색하게

여기는 이면에는, 이고로트족의 남성 중심 문화 특히 ‘남성성

(masculinity)’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바클라를 주변화시키는 남성성21)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소비와 여가 활동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

와 남성성에 대한 관념이 잘 드러나는 때는 남성과 바클라가 함께 하는

순간이다. 바클라는 생물학적에 특성에 토대를 둔 기존의 ‘이분화된 젠더

(gender binary)’ 분류법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변이적 혹은 초월적

(trans)’ 존재이다. 이런 점 때문에, 소위 제3의 성별(性別)인 ‘바클라’는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소비와 여가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성별

분화에서 경계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과 주로 어울렸으며, 남성은 이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았으

나 거리를 두었다.

[사례 4-2-1: 바클라의 개념]

졸리 씨 : 우리는(바클라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이라고 불려. 

연구자 : 여성처럼 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아니고?

졸리 씨 :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해야 트랜스젠더지.

21) 코넬(2013[1995])은 상황과 계층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남성성/들’을 ‘헤게

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주변적 남성성’으로 분류

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노동자 계층은 ‘주변적 남성성’을, 게이 남성은 ‘종

속적 남성성’을 실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따른 위의 분류를 따르기 어렵다. 그래서 주

류를 이루는 남성 노동가 ‘중심’이 되어 ‘바클라’를 주변화시키는 것으로 분

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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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트랜스젠더는 수술 여부가 상관 없는데?

졸리 씨 : 우리는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을 하는 거지. 트랜

스젠더는 아니야. (중략) 나는 한국이 부러워. 왜냐하면 서

로 관심이 없고 자유롭잖아. 그래서 나 같은 바클라를 보

면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물어보고 그러는 거 같아. 

필리핀은 안 그래. 필리핀은 동네에 누가 누군지 다 알거

든. 그래서 굳이 게이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만큼 참

견도 많이 하니까 힘들어. 

(2021년 7월 31일, ‘발리우’ 마을)

바클라는 제3의 성에 대한 필리핀식 분류법의 산물이다. 필리핀에서는

남성과 여성 외에 바클라(bakla), 톰보이(tomboy)를 더하여 4가지 성별

을 구분하기도 하고, 여기에 바이(bi)와 걸(girl)까지 포함해 6개의 성별

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Ceperiano, Santos, Alonzo, & Ofreneo

2018:3). 이러한 지역적 용어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통칭하는 서구적 개념인 LGBT+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

명이 아직 필리핀에는 없다 (ibid.:9).

[인터뷰 4-2-2: 바클라 앤젤 씨의 필리핀 성별에 대한 설명]

앤젤 씨 : 필리핀에서는 게이랑 트랜스젠더를 똑같이 여성이 되고 싶

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남자를 좋아하면 게이이고, (호

르몬) 약을 먹으면 가슴이 생기니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

고, 트랜스플랜트(transplant) 수술을 하면 트랜스여성

(transwoman)이 되는 거야. 근데 수술에는 돈이 많이 필

요하니까 필리핀 사람은 수술을 많이 못하고 약만 먹어. 

나도 ‘다이안느 35(Diane35)’를 먹었어. 그 약을 먹을 때는 

술을 안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내가 술을 좋아해서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안 먹고 있지. (중략) 나는 (진정

한 바클라가 되려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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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래서 요즘은 화장을 잘 안 해. 

(2021년 8월 31일, 페이스북 메신저)

 

서구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필리핀의 ‘바클라’는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Questioning 등) 가운데 게이

남성(gay men)과 트랜스여성(transgender women 혹은 transwomen)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바클라와 대칭적 위치인 ‘톰보이’는 게이 여

성과 트랜스남성(transgender men 혹은 transme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Ceperiano, Santos, Alonzo, & Ofreneo 2018:8). 필리핀의 맥락에서는

남성이 ‘여성스러운’ 옷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스러운’ 옷을 입는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 혹은 transvestite)을 하는 것이 이러한 성별을 규

정하는 중요한 변별점이다.

따라서 LGBTQ+와 단순 대응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성별(sex)-

젠더(gender)-섹슈얼리티(sexuality)를 모두 고려해야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바클라는 ‘여성적(feminine)’으로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면서

[gender],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sexuality], 지정(assigned at birth) 성

별[sex]로서 남성이다. 이를 거칠게 정의하면 여성적인 게이 남성

(feminine gay man)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톰보이는 ‘남성

적(masculine)’으로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며[gender],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sexuality]. 지정 성별[sex] 여성이다. 대략 남성적인 레즈비언 여

성(masculine lesbian woman)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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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필리핀의 ‘걸’, ‘바이’, ‘바클라’ 개념

출처 : Ceperiano, Santos, Alonzo, & Ofreneo 2018 토대로 연구자

가 작성

이 둘과 비교하여, 여성적으로 꾸미지 않으며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지정 성별 남성, 즉 남성적인 게이 남성(masculine gay man)은 ‘바이

(bi)’라고 한다. ‘바이’는 LGBTQ+ 체계의 ‘바이섹슈얼(bisexual)’에서 유

래된 말이다. 하지만 필리핀 맥락에서 ‘바이’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필리핀에서의 ‘바이’는 지정 성별

남성인데 크로스-드레싱을 하지 않는, 즉 남성적 젠더 정체성을 유지하

면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킨다. 필리핀에서 ‘바이’가 이

성애를 하거나 여성과 결혼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고

이들은 본래 동성에게 매력을 느낀다(Ceperiano, Santos, Alonzo, &

Ofreneo 2018). 또한 남성적으로 꾸미지 않으며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지정 성별 여성, 즉 여성적인 레즈비언 여성(feminine lesbian woman)은

‘걸(gir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Ceperiano, Santos, Alonzo, & Ofreneo

2018:10).

실제로 바클라인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성-젠더 정체

성을 물으면 바클라라고 대답하지만,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소녀(girl)이

나 언니(타갈로그어로 ate)라는 언어를 사용했다. 또한 타인도 자신을 이

런 지칭으로 부르길 희망했다. 또한 이들은 바클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정 성별

(sex assigned 

at birth)

젠더 정체성

(gender)

성적 지향

(sexuality)
필리핀에서의 명칭

남성(man)

남성스러운

(masculine)

남성 ‘바이(bi)’

여성 남성

여성스러운

(feminine)

남성 ‘바클라(bakla)’

여성 (논의하지 않음)

여성(woman)

남성스러운

(masculine)

남성 (논의하지 않음)

여성 ‘톰보이(tomboy)’

여성스러운

(feminine)

남성 여성

여성 ‘걸(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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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섹슈얼리티보다는 크로스-드레싱과 같은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

해주는 것을 선호했다.

[사례 4-2-3: 바클라 루시의 성적 정체성과 젠더] 

필리핀인의 경우 나이가 많은 여성에 대해 ‘마미(mommy)’나 ‘마더

(mader)’라고 부르는데 A공단 이주노동자들은 나이가 많은 바클라 

루시 씨에게도 마미나 마더라고 같은 호칭을 썼다. 또한 한국에서 온

라인 판매로 돈을 꽤 벌고 있다는 크리스 씨와 대화 중에 연구자가 

“필리핀에서도 ‘사업가(businessman)’이었어요?”라고 묻자 다른 바클

라들이 “아니 ‘여성 사업가(businesswoman)’였지”라고 정정해줬다. 

이외에도 연구자가 바클라에게 잘 생겼다고(handsome) 말하면 난 

잘생긴 게 아니라 예쁜 거지(not handsome but beatufiul)이라고 정

정해주곤 했다. (2021년 9월 7일, 루시 씨 집)  

[사례 4-2-4: 바클라 바비 씨의 경험]

카팜팡안족 바클라 바비 씨가 자신이 40이 넘도록 여전히 성 경험이 

없다고 고백하여 다른 바클라들이 놀랐다. 바비 씨는 한국에 오기 전 

이라크 미군 부대의 매점에서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이라크

인들이 사랑이 아닌 성 경험만을 원했고 자신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때문에 아직도 경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7일, 루시 씨 집) 

이와 더불어, 바클라인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서

구 기독교의 성별 이분법의 영향을 받기 전에 필리핀에서 전통적으로 인

정되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들은 이런 문화적 전통 때문에 필

리핀인이 바클라와 같은 제3의 성에 관대하다며 한국에서 이를 “이상하

게”보는 시각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한국이 자유롭다”(사례 4-2-1의 줄리 씨 진술 참조)말할 때는, 필리핀

에서처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타인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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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했을 뿐이지, 한국이 이성애가 아닌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관

대하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개방적인 성 정체성 관념에 대한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

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제3의 성’이 서구 기독교

의 영향을 받기 이전 남아시아에 존재하던 성별이라고 보는 관점이 통용

된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바클라는 인도의 히즈라(hijra), 태국의 카토이

(katoey)와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이해된다(Alegre 2022). 또한 필리핀에

서는 바클라를 동남아시아의 트랜스-여성적(trans-feminine) 정체성의

하나로 간주하여, 수마트라의 와리아(waria)나 카토이와 함께 다룬다

(Wilson 2019).

이밖에도 필리핀인은 바클라가 스페인 식민지 이전 애니미즘을 믿던

루손 지역의 ‘바요그(bayog)’, 비사얀 지역의 ‘아소그(asog)에서 연유했다

고 믿기도 한다. 이들은 남성적 성 규범에 어긋나게 ‘남색(sodomy)’을 하

던 남성 샤먼이다. 이들이 이런 실천을 했던 이유는 여성 샤먼이 지배적

인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여 샤먼이 되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Brewer 1999).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필리핀인은 바클라를 전통적

으로 인정되었던 성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성 관념과 행위에 관대한 시선

을 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의 구성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적어도 다른 동남아시아인들처럼 제3의 성에 대하

여 (적어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민과는 비교되게) 상대적으로 관

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A공단 이주노동자들도 동료

가 바클라라고 해서 이들의 성적 정체성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다.

[인터뷰 4-2-5: 필리핀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열린 마음] 

코코 씨 :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게이(gay ; bakla를 의미)’가 

더 눈에 띄게 하고(showy) 다녀. 필리핀인은 게이에게 열

린 마음(open mind)를 갖고 있고 존중해. 게이도 좋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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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야. 하지만 게이는 게이(gay is a gay)니까 조심해

야지. 내가 친구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어젯밤에 왔던 게

이는?) 그 게이(졸리 씨)는 좋은 게이(good gay)야. 

(2021년 8월 1일, ‘발리우’ 마을)

코코 씨의 말대로 필리핀인 중 바클라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로 외모가 눈에 띄지만, 이들에 대한 동료의 시선은 그리 차별적이지 않

았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중에는 바클라가 상당수 있다. 연구자가

‘발리우’ 마을에 간 첫날 힐리가이논족 바클라 앤젤 씨를 만났다. ‘발리

우’ 마을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이고로트인이 다른 곳을 왔다 갔다 하던

앤젤 씨를 불러 한국인 친구를 만나라고 소개해 주었으며 이때 한국인인

연구자에게 그가 ‘레이디보이(ladyboy)’라고 귀띔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

다. 바로 다음 주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온 이고로트족 바클라 졸리 씨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연구자는 A공단에서 현장 연구를 하는 동안 필리

핀인 바클라와 바이를 10여 명 만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만난 사

람 중 1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런 소개를 받으며 깨닫게 된 점은 바클라가 남녀 이분법에서 중간

적 혹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범주를 비교적 자유롭게 오

가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이었다. 바클라는 남성 술 모임에

여성보다 더 자주 끼었고, 동시에 남성보다 더 자주 여성의 모임에 참가

하며 친구처럼 지냈다.

[사례 4-2-6: 태국 출신 게이]

발리우에 사는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 남성 리우 씨의 여자친구는 

태국인이었다. 그녀의 사촌오빠 창 씨도 A공단에서 함께 와서 일했

다. 어느 날 연구자는 리우 씨로부터 창 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잠시 후 창 씨는 연구자에게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진짜 같냐고 물었고, 연구자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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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혐오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밝히기 무섭다며, 연구자에게 당신은 

괜찮냐고 물었다. 연구자가 당연히 존중한다고 하자 매우 고맙다고 

하며 여기서도 자기랑 친한 사람만 안다고 했다. 

(2022년 3월 6일, 발리우 마을)

태국인 게이 창 씨의 이런 반응은 조금 의아스러웠다. 연구자가 A공

단에서 필리핀인 바클라가 자신을 당당하게 표출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제3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한국

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발리우’를 위시한 A공단 필리핀인 마을에 사는 이주노동자

가 삶터를 자신의 문화에 맞게 국지적으로나마 재영토화하고 있다는 사

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연구자는 이들이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

선이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무조건 적응하고 동화하기보다는

A공단 안에서라도 필리핀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성별체계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생활공간을 자기 문화에 맞게 다시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

다.

하지만 동료 필리핀인이 바클라의 성적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

별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들이 바클라와 밀접하게 어울리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바클라와 남녀 노동자 사이에서 갈

등이 발생하고 감정 대립이 고조되면 성적 정체성이 거론되는 일도 가끔

일어났다. 특히 A공단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바클라를 존중한다

고 말하다가도 이들에게 거리감과 적개심을 표출하는 일이 여성보다 더

잦았다.

[사례 4-2-7: 게이에 대한 율 씨의 비난]

율 씨 : (루시 씨의 생일파티에 갔다온 연구자에게) 게이는 악마야! 

절대 걔네들 믿지마. 루시가 성당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도 못 

믿어. 나도 게이들이랑 친하게 지냈었어. 근데 게이들은 술에 취하면 

너를 이용하려고(“take advantage”) 들 거야. 막 만지려고 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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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야(kuya, 형)로서 너한테 충고하는 거니까 내 말 믿어. 

(2021년 9월 12일, ‘발리우’ 마을) 

[사례 4-2-8: ‘발리우’ 남성 집단 내에서 바클라 희화화하기]

연구자는 2022년 설날 연휴의 첫날은 ‘발리우’ 마을에 살다가 푸키 

마을로 이사 간 앤젤 씨의 초대로 푸키 마을에 갔다. 앤젤 씨 집에서 

푸키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펜션 마을에 사는 리리 씨의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펜션 마을로 다 같이 이동했다. 이후 

연구자는 앤젤 씨의 호의로 그의 집에서 잤다. 다음날 연구자는 주 

연구대상인 ‘발리우’ 마을로 갔는데, 코코 씨는 연구자를 보자마자 어

제 어디서 잤냐고 물었다. 이어 바클라 집에서 잤냐고 하면서 한국어

로 “X 빨렸어?!”라고 놀리자, 주변에 있던 이고로트 남자들이 일제히 

웃었다. (2022년 1월 30일, ‘발리우’ 마을)

‘발리우’의 남성 노동자는 아주 갈등이 심할 때가 아니면 바클라의 성

적 정체성을 대놓고 거론하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들과 거리감

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일부 짓궂은 남성 이주노동자는 바클라의 말투를

따라 하거나 여성 호르몬제 복용으로 나온 가슴이나 브래지어를 만지려

하기도 했다. 남성 모임에서도 바클라가 없으면 약해 보이는 행동을 빗

대어 ‘바클라’ 같다고 놀리기도 한다. 필리핀인에게 ‘바클라’라는 용어 자

체는 공식적으로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지라도(Manalansan

2015), ‘발리우’의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의 맥락에서 집단적

으로 남성성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과정에서 바클라를 남성성이 부족한

존재로 낙인찍고 주변화했다.

때로 이들은 한국 남성인 연구자에게도 필리핀 남성의 남성성을 확인

하고 승인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이런 행위는 바클라와 어울리고 모임을

갖는 여성의 시각과 행위와는 사뭇 달랐다. 바클라와 여성은 남성성의

확인을 위해 남성들이 자신을 주변화하는 현상을 겪으며 어느 정도 공감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또는 여성은 남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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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하려는 남성과 달리 굳이 바클라에게 낙인을 찍을 이유가 없는지도

모른다.

[사례 4-2-9: 발리우 남성의 바클라와 거리 두기] 

연구자가 ‘발리우’에 온 ‘바이(bi)’ 리암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자, 

앤젤 씨가 우리 둘을 자신의 모임에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

고 싶어 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이고로트인들이 (바이와 어울리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고, 가지 않으려 했다. 결국 코코 씨가 나타나 

타갈로그어로 앤젤 씨와 리암 씨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고, 연구자에

게도 가지 말하고 말렸다. 이에 이들은 연구자게 다음에 가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중략) 이후 이고로트인들은 연구자에게 그들이 카드 

게임을 하려고 연구자를 데려 가려는 것이라며 도박은 나쁜 것이니 

말려들지 말라고 충고했다. 또한 오늘은 이고르트인이 연구자를 초대

한 것이기니 가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했다. (중략) 잠시 후 (연구자가 

설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프레디가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그들이 ‘게이’이기 때문에 연구자를 성추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

략) 며칠 후 연구자는 앤젤 씨와  리암 씨의 모임에 다시 초대를 받

았다. 가보니 바클라가 주도하는 모임이었으며 바클라 5명, 바이 1

명, 여성 3명, 남성 1명이 모여 있었으며 술자리를 갖고 즐거운 대화

를 나누었다. (중략) 다음날 코코 씨로부터 연구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바클라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걔네들이 너를 만지지 

않았냐?”고 물었다. (2021년 8월 15일, ‘발리우’ 마을)

[사례 4-2-10: 바클라와 여성의 친화적 모임] 

  연구자는 바클라인 루시 씨가 한국에 온 지 25주년 되는 날을 기

념하는 모임에 초대되었다.루시 씨는 ‘발리우’ 마을과 필리핀 마트 사

이의 건물에 필리핀인과 살고 있었다. 이날 모임에도 10여 명의 바클

라, 바이, 여성이 참석했다. 남성은 레이첼 씨의 남자친구 로날드 씨

와 연구자뿐이었다. 또 다른 바클라인 앤젤 씨는 “우리는 (다른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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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서로 모어(母語)는 다르지만, (제3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통하는 면이 많아서 자주 모인다”라고 말했다. 화기애애

하게 모임이 끝나갈 무렵 루시 씨는 다음주 일요일이 자신의 생일이

라며 참석자들을 다시 초대하고자 했다. (중략) 루시 씨 생일 잔치에

는 약 20명 되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는 지난 참석자에 더하여 코

코 씨의 친척인 이고로트 여성 레나 씨, 타갈로그 여성 렉시 씨 등 

더 많은 여성이 와있었다. (2021년 9월 7일, 루시 씨 집)

이처럼 바클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비교가 될 만큼 친밀도

가 달랐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바클라 전체를 매도하면서 이들과 적대적

인 혹은 갈등 관계를 일상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

자가 바클라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염려했던 코코 씨는 “바클라는 바클

라”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동시에 ‘좋은 바클라’와 ‘나

쁜 바클라’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이는 코코 씨가 바클라의 성적

정체성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성끼리 모였을 때 남성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거나. 바클라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선호

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바클라의 성적 정체성과 행동거지를 거론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발리우’ 이고로트족 사이에서 좋은 바클라로 평가되는 사람은 공교롭

게도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banker)였다. 서울에서 온 이고로트 바클

라 졸리 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온라인 투계에서 현금을 빌려주

거나 이를 ‘사이버 머니’로 바꿔주는 사채업자였다. 이고로트 남성 여러

명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일

로카노족 바클라 크리스 씨였다. 그는 공장을 다니다가 온라인 판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다. 티아고 씨가 리자 씨에게 돈을 빌렸다

가 월 10%라는 이자가 너무 세서 크리스 씨에게 급전을 빌려 돌려막기

를 했다. 티아고 씨는 크리스 씨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연구자

에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공단 필리핀인은 이주노동자의 넉넉지 않은 경제여건 때문에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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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을 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부장으로서 고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해야 하고, 집단의 놀이 문화에 휩쓸려 과도한 소비를 하기도 하는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제법 있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면에서는 대개 여성 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주머

니 사정이 나은 것으로 보였다.

분명한 점은 A공단 사채업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바클라라는 사실

이다. 티아고 씨처럼 급전이 필요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 중에는 사채업

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채는 결국 이들에게 더 큰 경

제적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 월 10%에 달하는 사채업자

가 좋게 평가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A공단 이주노동자가

“좋은” 사채업자와 “나쁜” 사채업자를 나누는 것은 원금 상환을 요구하

는 방식과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의 사채 이자는

0-10%로 다양하다. 티아고 씨가 바클라 크리스를 칭찬하는 것은 그가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남성들

이 말하는 바클라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적 정체성

보다는 이들 중 일부가 사채업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발리우’ 남성들이 바클라를 주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건 “나쁜” 바

클라는 “술이 취하면 몸을 만지는” 사람이로 정형화(stereotyping)된다.

프레디 씨는 “나쁜 바클라”를 필리핀 신화에 나오는 ‘시요코이(Siyokoy)’

같다고 말헀다. 시요코이는 몸은 물고기이고 얼굴은 인간 같은 일종의

인어(人魚)인데, 사람을 홀려서 익사시키고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

프레디 씨는 “바클라가 남성을 술에 홀린 다음 만지는데, ‘사이렌(Siren)’

은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외모가 추한 시요코이가 바클라”라고 비유를

한 것이다.

반면 바클라인 이주노동자는 이런 오해를 자주 접해 알고 있으며 자

신은 그저 농담을 좋아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이라

는 반응을 보였다. 남성과 바클라 사이의 이런 견해 차이에 대하여 상세

하게 물으면, 양자 모두 서로의 호감도와 적대감에는 개인적 편차가 있

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을 뿐”이라



- 107 -

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이들의 해석대로 ‘발리우’ 남성 이주노동자가

이따금 바클라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

된 개인적인 갈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오해를 가능하게 하고 현실

화시키는 과정에서 ‘발리우’ 남성 집단이 일상적 소비와 여가 활동의 맥

락에서 남성성을 표출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을 분명해 보인다.

3) 일상적 소비 및 여가와 남성성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젠더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소비와 여가활동 영역은 운동(sports)과 도박이다. 이것들은 여성

이주노동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

성성의 과시가 잘 드러나는 영역이다. 또한 운동과 도박은 이들 남성이

자신을 바클라를 포함한 여성적인 것과 구별하게 만드는 활동이면서 동

시에 자신의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이들과 얽히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

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그림 4-3-1] 이고로트인 농구팀 유니폼의 ‘카부냔’ ©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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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 미국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필리핀인의 국기(national sport)로

여겨진다(임수원ㆍ박현권 2011:70, Antolihao 2012). 이들은 주말이 되면

팀을 구성하여 농구 경기를 하며 일상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필리

핀에서 하는 길거리 농구 영상도 자주 본다. 이를 반영해 B센터에서는

매년 여러 필리핀 공동체와 협의해 ‘필리핀인 농구대회’를 개최하며, 이

대회는 A공단의 오랜 전통이다(김현미 2014).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에도 코로나-19로 간소화되어 토너먼트로 진행되었지만 2021년 대회가

어김없이 개최되었다. 약 한 달 동안(10월 10일 – 11월 7일) 열린 이

대회에는 종족별(카부냔, 비자야), 회사별(한국DI), 회사가 위치한 지역별

(수곡리, 자동면, 가도리), 거주지역별(펜션, 패스토랄)로 8개 팀 총

60-7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고로트인은 이고로트의 신화에 나오는 신(神)인 ‘카부냔(kabunyan)’

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로 개종한 이고르트인

에게 전통 신 카부냔과 기독교의 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물어보았는

데. 이들은 양자 모두 동일한 신이라고만 답을 해주었다. 이들의 인식이

어떻든 기독교를 믿는 이고로트인이 농구팀의 상징으로 전통복장을 입은

종족의 신을 내세운 것은 눈에 띄는 일이었다.22)

참가자들은 프로선수처럼 진지하게 농구 경기에 임했다. 팀별로 유니

폼을 맞추고, 커다란 선수용 운동 가방을 들고 다녔다. 경기도 프로 게임

처럼 동작을 취하며 규정을 적용하는 심판을 두 명이나 두고 진행되었

다. 심지어 마이크를 쥐고 선수의 등 번호와 동작을 알려주는 장내 아나

운서 역할을 하는 필리핀인도 있었으며, 경기가 끝나면 주최 측에서 커

다란 트로피도 증정하였다. 무엇보다 대회의 전 과정을 수많은 사람이

동영상으로 찍고, 라이브로 중계하고, 페이스북에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

했다.

22) 카부냔은 이고로트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엄밀히는 기독교의 신과

다르다고 알려져있다.

https://www.facebook.com/1911042379157392/posts/kabunyan-is-the-popul

ar-god-of-the-igorots-accordingly-this-kabunyan-went-down-f/19147437

821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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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도 대부분

열광적으로 농구를 즐긴다. 이들은 자기 팀을 위해 응원을 하고 다른 관

객들과 응원 경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대회에 연구자와 함께 참가한 유

일한 한국인(코코 씨 친구)이 필리핀인의 농구 방식이 너무 거칠다고 말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자랑스럽게 대응하였다. 농구는 필리핀 남

성에게 거칠게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대표적 남성 중심의

여가 활동이다.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남성끼리 자주 즐기는 또 다른 운동은 이들이

“라이드(ride)”라고 부르는 자전거 타기(cycling)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

전거를 갖고 있어 주말이 되면 A공단 인근인 청평, 가평, 구리, 서울로

“라이드”를 떠난다. 이들은 때로 멀리 인천, 춘천, 파주까지 다녀오는 위

험을 즐긴다. 필리핀 남성 절반 이상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만. 소수(예

를 들어, 도도 씨와 디제이 씨)를 제외한 남성은 50만 원대의 값싼 ‘산악

자전거(MTB)’ 모양을 가진 50만 원대의 값싼 중고자전거를 탄다. 게다

가 자전거를 탈 때 구비 해야 하는 ‘사이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위험

을 감수하고 험한 곳을 헤쳐나가는 운동이야말로 ‘남성다움’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인식한다. 농구와 마찬가지로 자건거 타기는 이들에게 용감하

고 거친 과정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남성 취향의 운동이다.

[사례: 4-3-1: 힘든 자전거 타기] 

율 씨 : 자전거를 타고 춘천까지 갔는데 전날 먹은 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토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나 혼자 기차를 타고 돌

아왔어. 인천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인천은 너무 멀어서 올 

때는 차를 타고 돌아와야돼. (중략) 이런 여름에는 너무 더

워서 못 가. 5분 가다가 세븐일레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또 5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또 세븐일레븐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웃음). (2021년 8월, ‘발리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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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와 자전거 타이 이외에 A공단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가 즐기는

운동으로는 등산과 복싱이 있다. 이들은 1년에 한두 차례 A공단 근처에

있는 C산을 올라 정상에 있는 태극기옆에 필리핀 국기를 내걸고 사진을

찍는다. 복싱의 경우에는 주요 경기를 함께 모여 챙겨보며 열광하지만

직접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운동도 농구와 자전거 타기처럼 남성끼리

어울리며 험하고 거친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운동들은 남성 중심의 여가 활동이라는 구분점을 상징적으로

형성하며 이들을 여성 및 바클라와 차별적으로 만들지만, 이를 계기로

남성과 여성이 (때론 바클라까지) 얽혀 서로를 정의하는 정체성의 정치

를 직접 이끌어 내지는 않는다.

실제로 여성과 바클라는 남성이 위험을 감수하며 즐기는 운동을 선호

하지는 않지만 이에 반감을 표시하고 저항하기보다는, 남성의 여가 활동

으로서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농구대

회는 남성의 전유물이지만 소수의 여성이 참여하여 보조하는 역할을 하

는 정도는 목격할 수 있다. 개막식 때 팀당 한 명씩 여성이 ‘뮤즈(muse)’

라는 이름으로 선수단 입장을 선도하고 시상식 때 아름다운 여성에게 주

는 상을 받기도 했다. 연구자는 여성이 이주노동자 사회에서 남성 놀이

터라 할 수 있는 당구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이처럼 “소극적으로 협력

하는 척하는” 태도를 목격할 수 있었다.

[사례: 4-3-2: 당구장에 간 이주노동자 여성의 태도] 

B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마친 이고로트 남성 코코 씨는 연구자에게 

당구를 함께 치러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고로트-일로카노 혼혈 

남성 리우 씨, 리우 씨의 태국인 여자친구 파이 씨, 카팜팡안 남성 

티케이 씨, 티케이 씨의 아내이자 카팜팡안 여성 티파니 씨가 함께 

했다. 당구장에 가서 남성들은 포켓볼을 쳤고 포켓볼을 칠 줄 모르는 

여성들은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구경만 하였다. 그러다 무료해지

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치킨을 시켜 먹기도 했다. 한 3시간을 남성끼

리 놀다가 티파니 씨가 관심을 보이자 티케이 씨가 여성들에게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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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2022년 3월 13일, A공단 외부 당구장)

운동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소비와 여가 활동이지만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영역은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의 외

모 가꾸기이다. 언뜻 보면 A공단 필리핀 공동체의 남성은 외모를 돋보

이게 만들기 위한 활동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여성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남성 이주노동자는 퇴근하면 주로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마

을을 돌아다니며 특히 여름에는 윗옷을 벗은 채 마당을 활보하기도 한

다. 머리는 실용적인 스포츠머리나 반삭발 형태로 짧게 자르고 모자를

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개인당 모자를 4-5개씩은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발도 거의 집에서 해결한다.

[사례 4-3-3: 집에서 처리하는 외모 가꾸기] 

‘발리우’ 마을에서는 이발을 잘하는 사람이 친구에게 전기면도기로 직

접 해준다. 흥미롭게 이들은 이발 과정을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라이

브로 보여주기도 한다. 에드윈 씨는 딸 나은이가 머리를 잘라주었고, 

이 역시 생중계했다. 그는 염색도 집에서 직접 하고 가끔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개한다. (2021년 9월 4일, '발리우’ 마을) 

이런 모습과 동영상만 보고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가 용모 가꾸기에

관심이 없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이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피어싱(piercing)과 타

투(tatoo)이다.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귀에 피어싱을 하

고 있고 타투가 자랑거리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이 크고 작은 타투

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원하는 상징과 그림을 피

부에 새기고 싶어 한다. 타투가 남성의 생애를 표현하고 소망을 담고 있

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트 씨는 군인을 꿈꾸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후 자신의 꿈인 해골 무늬인 공수부대(airborne) 마크를 팔에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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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투는 그가 A공단의 태국인 타투이스트에게 받은 것이었다. 코코

씨도 페이스북에서 일로카노족 남성 타투이스트를 발견하고 A공단 외부

아파트로 그를 불러 용감한 ‘마우리족’을 새기는 시술을 했다. 그에 따르

면 원래 하룻밤 12시간 가량에 걸쳐 진행될 시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

취 크림을 바르지 않고 술을 마시며 버텼다고 한다. 결국 너무 고통이

심해 결국 6시간 정도만 받고 포기했지만, 다음 주에 연구자와 함께 타

투이스트가 사는 지역로 직접 가서, 기어코 원하는 타투를 가질 수 있었

다.

[사례 4-3-4: 비싸지만 영원히 몸에 남는 타투] 

코코 씨는 타투를 하기 위해 연구자와 함께 일로카노족 남성 타투이

스트가 사는 경기도 안산에 방문했다. 코코 씨는 필리핀 바기오에 사

는 어머니와 아내의 집을 보수하기 위해 소비 지출을 아껴 송금을 하

다가, 어느 날 문뜩 자기 자신에게도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다. 휴대

폰을 구입할까도 망설였지만, 에드윈 씨로부터 휴대폰은 몇 년만 있

으면 구형이 되지만 타투는 몸에 영원히 남는다는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다. 타투는 2주에 걸쳐 주말마다 진행되었고, (거금) 1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2022년 3월 5일, 경기도 안산)

연구자는 왜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고 고통을 감수해가며 타투를 하

고 싶은지 이고로트 남성 여러 명에게 이유를 캐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은 “필리핀 남자라면 다 하니까”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하곤 했

다. 하지만 코코 씨는 웃통을 벗고 타투를 새긴 몸의 사진을 과시적으로

소셜 미디어에도 올리고 한국인 친구에게 “한국에서는 조폭들만 해?”라

거나 혼잣말로 “오 완전 악마(devil) 같은데?”라는 말을 했다. 또한 그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감추고 마취를 하지 않고 고통을 참

아냈다는 사실만을 강조했던 점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타투에 대하여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담론을 전개하며 뿌듯해하는 모습은 코코 씨에게

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었다.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타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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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한 남성성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명했다.

운동에 열중하는 남성에게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던 필리핀 여성 이주

노동자들도 가끔 이처럼 남성성의 과시를 위해 피어싱이나 타투에 목매

는 남성 이주노동자에게는 힐난의 눈초리를 주고 때론 직접 말리기도 한

다. 남성의 소비와 여가 활동에 가급적 간섭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들의

시각에서 가까운 남성 이주노동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코코 씨의 시술을 지켜보던 에드윈 씨가 문신이 없

는 자신의 왼팔에도 타투를 가지고 시술을 하고 싶다고 하자, 아내인 마

리아 씨가 질색을 하며 “이미 미남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목격

하기도 했다. 반면 리우 씨의 태국인 여자친구가 타투를 한 모습을 본

율 씨가 “태국에서 마피아일 수도 있다”라며 못마땅하게 말한 것을 보면

이들에게는 타투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에는, 운동이나 타투 시술과 같이 여

성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 용인하거나 소극적으

로 대응하는 것들과 비교할 때 성격이 크게 다른 소비 및 여가 활동이

있다. 도박도 얼핏 보면 여성이 거의 하지 않고 남성이 열중하는 활동이

지만 사회적 평판과 귀결점(consequence)이 앞에서 설명한 농구, 자전거

타기, 피어싱, 타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중 가장 소소한 수준의 도박은 다트 던지기이다. 어디에 가나 이들

이 실내 한 켠에서 몇 천원부터 몇 만 원까지 걸고 ‘더블(double)’이라는

다트 게임을 즐기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다트 게임에서는 경기가 과열되

면 가끔 5만 원 이상을 걸고 하자고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천원이나 만 원 단위의 내기가 이루어진다.

한국인도 즐기는 45개 숫자 중 6개를 맞추면 1등이 되어 상금을 받는

‘로또 6/45’에도 필리핀인 다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1인당 5천원 정

도를 구매하는데, 당첨번호를 발표하는 토요일 9시 즈음이 되면 인터넷

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이를 공유한다. 이들이 한국 로또에 열중하면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사이에는 여러 이야기가 떠돌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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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에 당첨되었는데 미등록 노동자라 비자가 없어 누군가 대신 받

아줬다는 등의 에피소드가 명확한 근거 없이 회자된다.

한국의 ‘로또 6/45’를 활용하여 필리핀인이 페이스북에서 주최하는 일

종의 파생상품도 있다. 주최자가 참여자의 돈을 거둬 자신의 수수료를

떼고 매주 한국 로또에서 발표하는 6개의 번호 중 3개만 맞추면 당첨자

에게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바트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 주에 대략

630명이 참여했다면, 1인당 4만 원씩 걸었으니 총 2500만 원이 모였고,

이 중 주최자가 200만 원을 수수료로 떼고 2,300만 원을 당첨자에게 나

눠주는 방식이라 한다. 당첨자가 한 명이면 혼자 2,300만 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5천 원씩 구매해야 하는 상품도 있는데 이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베팅 금액이 작은 만큼 상금이 500만 원이다.

[그림 4-3-2] : 온라인 사봉 사이트에 접속한 휴대폰 화면 

© 유튜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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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박은 바로 ‘사봉

(sabong)’이다. 투계(cockfighting)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도박은 인류

학자라면 기어츠(Geertz 2009)의 ‘심층 놀이 : 발리의 닭싸움에 관한 기

록들(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라는 글이 떠오르겠

지만)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도 알려진 적이 있다. 필리핀인들이 1990

년대 중반부터 일요일마다 수곡리에서 오프라인으로 도박성 투계를 진행

했고 경찰에 50여 명이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고유숙&이영

2013:51).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닭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실제 투계를 벌

였다고 하여 한국인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김민정 2020:98).

현재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오프라인 투계 대신 온라인 투계

를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다. 온라인 사봉은 필리핀에서 365일 24시간 내

내 끊임없이 진행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된다. 베팅

은 보통 게임당 2천원-5만 원 정도이며 전세계 사용자가 거는 판돈이

게임 당 4,000-5,000만 원에 달한다. 대다수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는

사봉을 즐기기 위하여 한 달에 5-1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말하지만, 가

끔 수십만 원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발리

우’에 모인 남성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투계

(sabong) 사이트에 접속하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어떤 닭이 이길지 돈을

걸고 즐거워한다.

사봉의 진행 규칙은 다음과 같다. 타갈로그어로 ‘있다’를 뜻하는 ‘왈라

(wala)’ 측과 ‘없다’를 뜻하는 ‘메론(meron)‘ 측에서 투계 주인과 투계를

내보낸다. 왈라 측의 닭은 빨간 띠, 메론 측의 닭은 하얀 띠를 두르고 있

다. 필리핀인은 투계 주인의 유명세와 승률, 투계의 걸음걸이를 보고

2-3분 내로 액수를 정해서 베팅을 한다. 보통 양쪽 닭에 대략 4-5,000만

원씩 판돈이 걸리는데, ‘발리우’의 남성 노동자들은 대체로 2천원-5만 원

까지 건다. 투계 판돈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해야 한다. 에이전트의 계좌로 원하는 액수를 이체하고 메신저로 입금

완료 스크린샷을 보내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준다. 보통 에이전트는 본

23) https://youtu.be/6VmzFYD6_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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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중개업무를 한다. 앞서 언급한 서울에 사는 이

고로트족 바클라 졸리 씨도 이 일을 한다. 경기 시간은 게임당 대략 5분

인데 양쪽 닭이 싸우다 한쪽 닭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승부가

갈리는 것이다. 이들은 이처럼 잔인하고 그래서 “남성적”인 도박인 투계

에서는 닭(chicken)이 아니라 “수탉(cock)”이나 “전사(warrior)”라는 용어

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례 4-3-5: 바트 씨가 사봉에서 딴 돈] 

2022년 1월 20일, 바트 씨는 사봉에서 드디어 110만 원을 땄다. 다

른 이고로트 친구들과 시내에 가서 마사지를 하고 왔다. 마사지 가격

이 14만 원, 3명 다 내줘서 52만 원을 썼다. (2022년 1월 20일, ‘발

리우’ 마을)

사봉은 한 사람이 시작하면 너도나도 다 같이 하게 되기 십상이다. 실

제로 ‘발리우’에서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매 주말에 사봉을

했다. 사봉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된 티아고 씨는 B센터에서 진행하는 설

문 조사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에게 “왜 (설문지에) 사봉에 대한 내용은

없냐? 그럼 내가 많이 작성했을 텐데”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12월

부터는 윌리엄 씨나 티아고 씨 등 사봉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게임

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자 ‘발리우’ 마을의 여가 활동의 분위기가 특

히 주말에 일시적으로 사그러들기도 했다.

필리핀인 남성 이주노동자가 즐기는 도박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카

드 게임이다. 이들은 ‘럭키 나인(lucky nine)’이라는 게임을 많이 한다.

요즘은 대개 10만 원 이내로 게임을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수백만 원

의 판돈이 오갔다고 한다.

[사례 4-3-6: ‘샌더스’ 씨 집에서 열린 카드 게임] 

‘발리우’에 자주 오는 일로카노족 남성 샌더스 씨의 부인 글레이스 씨

의 생일날, 이고로트족 6명의 남성과 1명의 힐리가이논족 남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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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없어 샌더스 마을이라고 붙인 지역에 있는) 샌더스 씨의 집에 

방문했다. 음식과 맥주를 한창 먹고 새벽이 되어 졸린 여성과 아이들

은 방에 들어가자, 남성들의 ‘럭키 나인’이 시작되었다. 카드 게임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짐 씨가 돈을 많이 땄으며, 이고로트족 남성 리

우 씨와 함께 간 힐리가이논족 빌 씨가 5-7만 원 가량을 땄다. 이들

은 1-2시간 카드를 친 이후 ‘발리우’로 돌아왔다. 다음날 리우 씨는 

늦게까지 자고 있었고 리우 씨 어머니 리자 씨가 어젯밤 생일파티 후

에 카드 게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리자 씨의 조카 

코코 씨는 자신은 카드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떠났다며 당당한 기색

을 보였다. 리자 씨는 리우 씨가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 연구자에게 

물었지만 모른다고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었다.

(2021년 9월 19일, ‘샌더스 씨 마을’)  

A공단 필리핀인이 도박을 매우 즐기는 데는 남성끼리 친교를 다지려

는 것도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의 고단함을 도

박의 스릴로 해소하려는 것이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이승철

2018, Lee 2020). 무엇보다, 연구자가 이 장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자 한

것처럼 젠더에 따라 분화된 사회에서 남성이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

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필리핀 남성 이주

노동자의 일상 속 도박을 더 적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와

는 별도로, 연구자는 이런 소비와 여가 활동 행위가 남성과 여성을 더욱

구별되게 만들 뿐 아니라, 양자 사이에 긴장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연구자는 남성 이주노동자의 특정 소비와

여가 활동은 남성 집단 내부만의 일이 아니고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을

평가하고, 남성 행위에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남성의 소비

와 여가 활동은 도박 외에도 다양하다. 가장 자주 남녀 사이에 다툼을

만드는 원흉은 술 모임과 운동이다. 특히 주말마다 남성이 과도하게 술

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여성의 불만은 상당하다. 필리핀 남성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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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한 두 명씩 방에 들

어가 잠을 청하고 대부분 일요일 정오에서 때론 저녁까지 잠을 잔다. 그

래서 B교회에서 필리핀인을 위한 타갈로그어 미사가 열리는데 많은 여

성은 일요일에 교회 미사에 참석하는 데 반해 남성은 술을 먹고 자느라,

일어나도 운동하러 가느라 교회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다. 여성은 “꼭 참

석해야만 한다”고 믿는 미사에까지 매번 불참하면서 술과 운동을 지나치

게 즐기는 남성을 이해할 수 없어 “자주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술과 운동의 탐닉보다 훨씬 여성을 화나게 하는 것은 남성이 불법적

혹은 탈규범적 성격이 강한 성적(性的) 일탈과 도박에 불필요한 돈을 지

출하는 행위이다. 코코 씨는 바기오에 있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는 남

편이고 딸들과도 친구 같은 아빠지만 회사에서 만난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다. 이와 함께 외로울 때면 가끔 ‘타이 마사지’ 업소에 가서 ‘추가

(extra)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그는 “남자로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설명할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코코

씨는 영상통화 덕분에 이제 가족을 예전만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통화를 너무 자주 하면 할 말이 없기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율 씨는 성매매를 안전하지 않아서 안 하는 대신 삼척에 거주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 가끔 실수로 ‘여자친구(girlfriend)’라고 말하다가 이내

그냥 친구라고 정정하는 여성이다. 이 사실도 필리핀에 있는 부인에게는

당연히 비밀이다. 그는 부인도 필리핀에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고개를 흔든다. 여기에

자신의 관심은 딸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도 덧댄다. 이런 율 씨의 당당한

태도에 A공단 마을의 여성들이 고운 시선을 보낼 리 만무하다.

[사례 4-3-7: 여자친구 사귀는 유부남 코코 씨와 살라 씨의 대화] 

코코 씨가 안산으로 타투를 하러 갔을 때 타투이스트 살라 씨의 아내

는 필리핀에서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감시했다. 잠시 담배를 피기 

위하여 밖에 나간 코코 씨가 살라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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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국에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다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아

는 아내가 자신의 메신저를 보고 들켰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코

코 씨는 살라 씨에게 성인인데 아내에게 통제받으며 사냐며 조롱했

다. 그러면서 자신은 필리핀에 부인이 있고 딸도 있고 전 부인에게서 

낳은 딸도 있지만, 한국인 여자친구가 2명 있는데 부인이 이를 이해

해준다고 허세를 부렸다. (2022년 3월 16일, 경기도 안산시 살라 씨의 집)

코코 씨가 이후 연구자에게 한국인 여자친구 1명은 최근에 헤어졌고

다른 1명은 결혼이주여성 제시 씨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것이

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딸들이 트로피(trophy)라고 말

하자 살라 씨가 기가 죽었다고 해석했다. 그에게 여성은 보조적 위치이

거나 트로피와 같은 존재로 간주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는 남성끼리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일 뿐, 남성 역시 여성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하고 있고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대가로 기존 가족이 붕괴하여 힘들

어하거나, 질책을 받고 여성의 통제와 관리를 수용하게 되는 사례가 A

공단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종종 발견되었다.

이주노동자 남성은 소비와 유흥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고 여성은

돈을 아끼기 때문에 모은다는 통념이 있는데 A공단에서 인터뷰한 이주

노동자의 경우 대개 그것이 맞다고 답했다. 본국에 가족이 있는 이주노

동자의 경우 본국에 있는 부인에게 송금하는데 부인이 그 송금액을 받아

서 경제활동을 하고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송금을 저축과 같은 것

으로 진술했다. 실제로 여성이 고국에서이건 한국에서이건 남성이주노동

자의 돈을 관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느 날 코코 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친해진 한국 남성과 대화를 한

후에 그가 부인과 따로 돈을 관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인은

왜 그런지 연구자에게 물었다. 옆에 있던 프레디 씨도 부인의 통제 아래

송금을 하는 코코 씨가 현명하다고 거들었다. 부인의 요구대로 월급을

받자마자 송금해야 다른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불필요한 소비 행위로 돈

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국에 부인과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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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씨의 경우에는 한국에 결혼 이주한 필리핀인인 여자친구가 카드를 주

어 지출 내역을 통제하고 있다. 일찍이 1990년대에 A공단에 투계를 도

입했다며 “윌리엄의 역사”를 쓰라고 권유했던 윌리엄 씨도 미등록 신분

과 부인 스텔라 씨가 무서워 투계를 그만 두었다. A공단의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가 이처럼 연애나 도박을 위하여 과도한 소비 행위를 한 뒤

갈등을 겪고 여성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일이 빈번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A공단 남성 이주노동자는 음주, 운동, 문신

새기기, 여성 사귀기, 도박 등 남성 위주의 소비와 여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남성성을 확인한다. 남성성의 본질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어떤 내용(contents)으로 남성성으로 구성하

는지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운동과 같이 몸을 직접

사용하거나 몸에 타투를 새기는 육체적 실천을 하면서 도박 등으로 위험

을 무릅쓰는 행동을 하고 과음을 통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성은 당연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젠

더, 특히 바클라와 자신을 차별화하고 바클라를 주변화하면서 자신의 남

성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가 타국에서 고된 노동과 차별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

게 일시적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는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대가가 따랐다. 이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남성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여성의 질책과 통제를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경험이 이들의 초국적 삶의 좌표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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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삶

1)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한국

(1) 소비와 여가를 통한 ‘살 만한’ 공간 만들기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

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는다(김민정 2020:111). 한국 사회에서 달갑

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이들은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만보다는 만족감을 표현하려고 애썼다.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일은 힘들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만족한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당연하지(of course)!”

라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한국에 대해 명시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여성 이주노동자 그레이스 씨 한 명이었다. 그는 한국에 돈 때문

에 온 거라 그다지 좋지도 않으며, 원래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기에 혼자 집에서 필리핀 방송만 본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

어난 그녀의 딸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미등록임에도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다. 그레이스 씨는 딸의 국적 획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녀 자신은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자녀가 한국을

미래에 살 만한 곳으로 여기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A공단에서의 생활이 나름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족감이다. 앤젤 씨는 A공단을 ‘리틀 마닐라’라고 불렀다. 실제 한국에

서 ‘리틀 마닐라’로 칭해지는 곳은 서울 혜화동에 있는 필리핀 공동체다

(권종화 2004:20). 이곳에는 혜화동 성당을 중심으로 필리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있고 주말마다 시장이 열려 많은 필리핀인이 모인다. 앤젤 씨는

A공단이 서울의 ‘리틀 마닐라’보다 인구는 적지만 다양한 종족의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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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필리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의 한국인은 대개 고용주나 건물주로서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대

면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갑을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이 관계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단의 한국인도 공장, 임대, 가게 등의 사업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존재이다. A공단 내 한국인은 이주노동자에

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갑’인 동시에 이들에게 의존한다. 이주노

동자의 ‘불법 체류’ 단속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김민정

2020:88).

등록노동자는 ‘성실 근로자’가 되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고, 미등

록노동자는 귀환을 미룬다. 이고로트인 이주노동자 다수는 어떻게든 한

국에 남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한다. 바트 씨는 현재 고용허가제

로 온 등록노동자인데, 2022년 6월 경 비자가 만료된다. ‘성실 근로자’로

지정되어 추가로 일하고 싶으나 혹시 공장주가 이를 거절하면 전략적 대

응을 하겠다고 말한다.

[사례 5-1-1 : ‘성실 근로자’ 지정을 기대하는 바트 씨]

바트 씨 : “두꺼비”(한국어로)가 무슨 뜻이야? 사장님이 나를 ‘두꺼

비’라고 불러서. 그래도 사장님은 좋은 분이셔. (중략) 나

는 ‘성실 근로자’로 지정될 거야. 만약에 사장님이 나를 

‘성실 근로자’로 지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음 휴가 때 필

리핀 가서 안 돌아오겠다고 할 거야. 내가 공장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해서 내가 없으면 당장 사람 구하기가 어

려울 테니까. 근데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아마 해주

실 거야. 

(2021년 9월, '발리우' 마을)

한국에서의 노동과 거주를 연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들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가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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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등록 신분과 관련한 법적 제약, 고국과 이주국에서의 생활 여

건, 오랜 해외 생활의 경험, 개인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 등 여러 이유

가 이들의 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

게 만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경제

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선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

실을 상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주를 강제적으로 통제하려 하지만 현실에서 이주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비숙련 노동자의 정주를 막으려는 정책

이 오히려 순환 이주(circular migration)가 아닌 정착을 촉진하기도 한

다. 심지어는 이주민이 본국의 가족을 이주국으로 초청하게까지 만드는

역설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Haas 2005:1280). 이런 현실은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와 국가의 제도나 정책적 이

유가 주로 거론되지만, 이를 넘어서서 이들의 생활 세계에서 주체들의

경험과 의식을 볼 수 있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이런 점을 숙고하면서 연구자는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예상과

달리 현재 한국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할 필요를 느꼈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외부자의 예견과 다르게 현재의 삶에 대

하여 행복감을 표현하는 사회문화적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이 말하는 행

복감이란 사회문화적으로 무엇에 준거를 둔 것일까?24) 하지만 “왜 이곳

에서 살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살 만하니까”라는 연구참여자의 진솔한

답은 논리적 동어반복(tautology)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가 연

구자에게 준 실마리는 “어떻게 이곳은 살 만한 곳이 되었는가” 혹은 “왜

24) 다수의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B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

한 방글라데시인 웨인 씨는 한국이 ‘파라다이스(paradise)’라고 말하기도 했

다. 자신은 술은 거의 안 마시지만, 한국에서 클럽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헬스도 다니고 안 하는 게 없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의 친구 버락 씨는 웨인 씨가 유흥을 즐기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다

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며 그 소식을 들은 고향 부모님이 매일 우신다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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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 이곳을 살 만한 곳으로 느끼는가”를 살피도록 인

도해 주었다. 앞 장과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이 절에서는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특히 ‘발리우’ 마을 주민이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

동체를 어떻게 필리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재영토화하는지를 여가

활동 중 음주가무의 예를 들어 기술해보겠다.

 [그림 5-1-1]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필리핀인 야부 제니린

(Yabu Jennelyn)  © 유승우

필리핀인이라면 대부분 음주가무를 즐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A

공단에서도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말마다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자주

춘다. 율 씨는 필리핀인은 술을 조금 먹을지언정 못 먹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교회 미사에 열심히 참가하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나 개

인적인 사정 때문에 술 모임을 꺼리는 필리인도 소수 있었지만, “음주가

무 하면 필리핀인”이라는 이들의 평가는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들은 주로 주말 밤에 모여서 술판을 벌이지만, 평일 저녁에도 기회

가 닿으면 음주가무를 즐겼다. 연구자가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주말마다

술 모임이 있냐고 묻자 리우 씨는 “아니 매일 이러지”라며 웃었다. 한국

에서 매일 밤 술을 즐기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며 기존에 수행하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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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음주문화의 일 뿐이라는 것이다. 혹시 이고로트 족 고유의 문화가

아닐까 하여 카팜팡안 족이 주로 거주하는 ‘펜션’ 마을의 도도 씨에게 물

어도 “주말마다가 아니고 매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종족과는 무관

하게 필리핀인이라면 음주문화를 A공단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다.

노래 역시 술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유흥이다. 코로나-19 이전에 필

리핀 이주노동자는 노래방에 자주 갔다. 코로나-19 술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각자의 집에서 자체 노래방을 즐긴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노래

제목과 ‘카라오케(karaoke)’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해 반주를 틀고 번갈

아 가며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노래자랑에 대비

하여 집집마다 좋은 성능의 마이크와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는 마당 같은 곳에서는 그냥 다 같이 합창을 하기도 한다.

또한 누군가 기타를 가져오면, 필리핀인 대부분은 기타 연주가 가능하다

는 말을 입증하려는 듯이, 서로 돌아가며 기타를 치고 한 곡조씩 뽐낸다.

이들이 즐기는 노래는 주로 퀸(Queen), 로드 스튜어트(Rod Stewart), 윌

리 넬슨(Willy Nelson), 스틸하트(Steelheart), 비지스(Bee Gees)의 곡이

다. 한국에서 ‘7080 올드팝’으로 불리는 영미의 팝(pop)과 컨트리

(country) 음악인 것이다.

필리핀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관계 맺기를 매우 즐기기에 혼자든

여럿이든 페이스북 라이브로 노래하는 모습을 생중계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고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물론 이

런 분위기를 모두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1월 30일 연

구자가 자동면에 방문했을 때 이고로트족 남성 웨인 씨는 “필리핀인

80%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나는 20%에 속한다”라며 노래하는 자

리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이윽고 그도 친구들의 강요에 노래를

불러야만 했다.

노래를 좋아하는 만큼 필리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함께 즐

긴다. 필리핀인이 세계 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영상을 검색해서

함께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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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2: 노래를 잘 하는 필리핀인에 대한 자부심] 

크리스 씨 : 필리핀인은 재능이 많아.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나 ‘엑스 팩터(The X Factor)’ 같은 전세계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항상 필리핀인이 순위권에 올

라가. 필리핀인은 노래를 잘 불러. 한국에도 많이 나왔잖

아. (SBS) ‘스타킹’ 프로그램에 나왔던 채리스 펨핀코

(Charice Pempengco) 알지?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월드’ 같은 미인대회에도 필리핀인이나 필리핀 혼

혈이 빠지지를 않아. 필리핀 피가 섞이면 예뻐지거든. 근

데 한국인은 아니더라. 한국인이랑 필리핀인이 결혼하면 

한국인 유전자가 너무 센지 안 예뻐. 

(2021년 9월 16일, 베로니카 씨와 존 씨 부부의 집) 

노래만큼은 아니지만 춤도 평일 낮의 공장, 주말 밤 길거리를 가리지

않고 자주 춘다. 코코 씨는 ‘발리우’ 마을에서 춤을 즐기는 사람으로 유

명하다. 그는 ‘틱톡(TikTok)’ 앱의 음악에 맞춰 관능적인 댄스를 추며,

가끔은 한국인 공장 사장님에게 춤을 추게 하여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한

다. 코코 씨가 춤 영상을 올리면 필리핀에 있는 코코 씨의 초등학생 딸

도 화려한 댄스 영상을 아빠에게 전송하여 화답한다. 이에 대해 코코 씨

는 “누구 딸인데!”라며 의기양양해 한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살 만한 것으로 느

껴지게 만드는 여가 활동은 음주가무만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있

을 때마다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감상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B센터

에서 매년 여름 지원하는 여행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근교로 자

전거 하이킹을 떠나기도 한다. 또한 틈을 내어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구

경을 하고 오기도 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유튜브

로 촬영해올리기도 한다. 아길레라 씨는 A공단의 가구공장에서 일하지

만, 온라인 판매를 하는 동료들과 물류창고가 있는 인천 영종도, 경기 파

주시, 고양시 등지도 자주 오간다.25)



- 127 -

이러한 사례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일상

에서의 소비와 여가를 매개로 만들어가는 소비 습관, 적당한 만족감, 사

회적 관계망형성 등이 이들에게 한국을 ‘살 만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와 류유선(2013:63, 77)은 이런

사회문화적 구성 과정에서 이주민의 ‘장소 귀속성’이 만들어진다는 견해

를 제시했다. A공단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성 여부에 크게 구

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기고, 이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밤

에 파티나 축제를 열 수 있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처럼 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주국의 생활공간을 자신의 친밀한 공간으로 느끼는

‘장소 귀속성’을 갖게 되면 이들이 귀환을 유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이다.

더 나아가 연구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A공단의 마을에서 “살 만하

다”라고 말하며 ‘장소 귀속성’을 표현하는 추가적 이유가 이들이 필리핀

에서 향유하던 여가 문화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는 곳을 필리핀에서의 소비와 여가 문화와 유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영토화하면서 굳이 귀환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필리핀인, 특히 ‘발리우’의 이고로

트인이 ‘간단한 삶’과 ‘즐기는 삶’을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런 재영

토화 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런 추정을 할 때 유의할 점은,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특히 ‘발리

우’ 마을의 이고로트인이 한국으로 이주한 일차적 동기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고국보다 나은 정치경제적 조건을 얻고자 한국

에 왔다. 유흥과 여가 활동을 즐기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여유롭지 않은

경제생활, 정치적 신분, 사회문화적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살 만

한 곳’이라는 이들의 표현이 상당히 양가적일 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 유

25) 연구 중에 만난 방글라데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자신은 여행을 좋아해

서 한국에서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며 어디든 말만 해보라고 너스레를 떨

었다. 이런 점을 보면 여행을 즐기는 것이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고유한 특

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A공단에서는 대체로 필리핀인이

방글라데시인보다 여흥을 더 즐기는 국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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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렇다고 살기 ‘나쁜’ 것도 아닌 그 중간 수준에서 그저 살기 적당한 정도

라는 ‘살 만한’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기

[그림 5-1-2] 산 정상에 오른 이고로트인 © 연구참여자 C씨

A공단 필리핀인이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들이 정

말 ‘살 만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미등록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한국인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

도 이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A공단의 필리핀 노동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등록노동자 단속이

다. 이들은 단속이 이따금 이루어지고 강도도 세지 않아 “별 것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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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 있다. 일단 단속에 걸리면 이들이 한국에서 구축한 삶

의 뿌리가 뽑힐 수 있기 때문이다. A공단의 이주노동자 다수는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예를 들어, 단기여행 비자 C3)로 한국에 온다. 고용허가제

로 왔더라도 다수는 체류 기간을 초과한 미등록(undocumented) 상태이

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법성’은 일상생활에서 추상적인 의미로만 다가오

는 것이 아니라 ‘추방-가능성(de-portability)’을 담지한 구체적 경험으로

자리 잡는다(De Genova 2002, 우춘희 2020).

동시에, 전술한 바와 같이, 때때로 실제 경험 세계 속에서는 사회문화

적 과정을 통하여 ‘불법성’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다. 그 결과 “불법적”

삶의 공간이 오히려 안전하고 우호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김현

미&류유선 2013). 또한, 불법 신분이 필연적으로 당사자의 이동성을 제

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A공단의 이주노동자의 다수가 미등록 신분이라

이동성이 낮다는 분석(임선일 2010a:148)도 특정한 설명의 맥락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이들이 공단 지역을 벗어나 생활을 하고 여행도 가는

것을 보면 미등록 노동자의 이동성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

이 부족하다. 이처럼 일상의 맥락을 고려하면 드 제노바(De Genova,

2002)의 주장처럼 미등록 신분이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상시적으로 속박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A공단에서 불법성은 이주노동자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일상 속에서 때때로 조각(阻却)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여러 차례 경험한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두려웠던 순

간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단속에 대한 걱정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참여 관찰이 코로나-19

가 횡행하던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

정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연구자의 현장연구 동안에는 단속이 전혀 없

었고, 이주노동자의 경계심도 늦추어졌으며, 이들의 일상이 전보다 외부

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세계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다고 느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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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센터의 장은 연구자에게 보수와 진보 세력이 번갈아 정권을 잡아도

이주노동자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코로나-19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후에는 단속이 없었다. 단속에는 미리 고지를 해주는 정기 단속과 불

시에 들이닥치는 수시 단속이 있는데, A공단에 대규모 단속은 2008년에

이뤄졌다. 대선 후보 시절 A공단을 찾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강경 정책을 구사하며 대규모

단속을 지시했고 이때 많은 이주노동자가 추방되었다. 그 이전에는 산업

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바뀌던 시기에도 대대적 단속이 있었는데,

A공단에서 회자하는 단속 관련 에피소드는 그러한 이주노동자 제도의

과도기였던 2005년과 2008년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단속에 대한 경험은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대부분에게 트라

우마로 남아 있다. B센터에서나 A공단 내부에서나 단속과 관련하여 “트

라우마”를 언급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았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당시보다는 줄어서 이제는 단속을 다소 먼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단속

이야기를 꺼내면 대개 어떤 필리핀인이나 방글라데시인이 어디에 있다가

“걸렸다더라” 식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아길레라 씨나 율 씨처럼 단속의

여파를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뉘앙스는 사뭇 달랐다.

[사례 5-1-3: 단속을 경계하는 아길레라 씨] 

아길레라 씨 : A공단 외부에 나갈 때는 괜히 좀 불안하지. 그래서 나

는 버스를 안 타. 택시만 타지.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유니폼 입은 사람이 있는지 둘러봐. 단속하는 사

람들은 명찰이 있는 유니폼을 입잖아. 여기 공단 안에

서는 괜찮아. (2022년 1월 30일, '발리우' 마을)

[사례 5-1-4: 단속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율 씨]

율 씨 : 2005년 대규모 단속이 자주 있었는데 무서워서 아내와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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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필리핀으로 보냈어. (연구자 : 단속 때문에 버스를 안

타는 사람도 있다던데?) 나는 버스 타는 방법을 몰라서 안 

탔었지(웃음). 지금은 너도 알 듯이 삼척으로 자주 버스타고 

다니잖아. 사실 택시가 좋지만, 너무 비싸서. (중략) 단속은 

그냥 운이 안 좋으면 되는(걸리는)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내

가 걸리면 ‘아, 내가 운이 안 좋았구나. 이번에는 내 차례구

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 단속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의 일

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2022년 2월 6일, 자동면 웨인 씨 공장)

아직 단속을 당해 본 경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이 같

은 단속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에 2018년

에 와서 4년정도 머물렀고 단속 경험이 없는 코코 씨도 연구자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자 약간 긴장한 표정을 감

추지 못했다. 연구자가 “왜 자꾸 따라오지?”라고 말하자 “그냥 자기 갈

길 갈 거야”라며 오히려 연구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경찰차가 다른 길

로 사라질 때까지 주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마찬가지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시저 씨와 메건 씨 부부도 차 안에서 일어난 이때의 일시적 정적에

동참하였다. 잠시지만 연구자에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이들에게는 경

찰차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대부분

이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고 있고 한국인과 한

국 사회가 행사하는 무언의 압력을 내면에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

내 주었다.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논외로 하더라도,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을 가지고 한국인과 일상에서 맺는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다.

A공단은 다른 곳에 비해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우호적이라고 정

평이 나 있긴 하다. ‘상호의존적 커뮤니티’(김민정 2011:324) 또는 ‘임대인

(선주민)-공장주-이주민의 삼위일체’(고유숙&이영 2013:171)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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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이를 대변한다. 이런 용어는 A공단의 세 주체가 서로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한국인의 마찰이 없을 순 없다. 공단에 인접한 한국인 주민만 해도 이주

노동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은 A공단을 외국인노동자의 ‘우범지대’

로 지칭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 택지개발과 지가상승을 바란다.26)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타국인 한국 사회에서 사는 일은 이밖에도 여

러 어려움을 견디고 해결해야 하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자녀를 한

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은 특히 언어, 정체성, 그

리고 귀환 시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가족 구성원끼리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이고로트족 여성 리자 씨와 일로카노족 남성 루크 씨가 한국에서

낳은 아들 샘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건너온 리우 씨와 이부

(異父)형제이지만 한국어는 통하지 않는다. 리우 씨는 샘이 일기장으로

썼던 공책에 랩(rap) 가사를 연습 삼아 쓰다가 “형과 한국어가 안 통해

서 슬프다”라는 글귀를 발견하고 심적 갈등을 겪었다. 이고로트족 남성

에드윈 씨와 일로카노족 여성 마리아 씨의 딸 나은이, 타갈로그족 남성

파블로 씨와 세부아노족 여성 그레이스 씨의 딸 리나도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이 그리는 미래가 다르다. 부모는 필리핀 귀

환을 당연시하지만,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는 자녀는 낯선 필리핀을 선

택하지 않고 싶어한다.

문제는 이들 부모가 자녀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도 미등록 신분이 걸

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절충안으로 부모가 자수하여 벌금

을 내고, 자녀는 영주권을 받는 대신 한시적으로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

는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

지라도 파블로 씨는 딸을 설득하여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고 생각한다.

[사례 5-1-5: 한국에서 태어나 딸에게 귀환을 설득하는 파블로 씨]

2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2704?page=15 (2021.10.19.접속,

2022.6.18.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으로 접속 불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2704?pag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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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 씨 : 리나는 이제 고2인데 한국에서 대학에 못 가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돼. 리나는 가기 싫어해서 내

가 필리핀에도 한국인 많다고, 거기 가서 한국인과 놀면 

된다고 설득하고 있어. 

(2021년 12월 23일, 패스토랄 마을)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상에서 한국인과 밀접하게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 공단 안팎에서 한국인과 특별한 사회적 관계

를 맺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만날 뿐이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과는 노동 공간에서 일상적이고 긴

밀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이 노동과정에서 서로 긴

밀한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중간관리자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며 부대낀다. 이들이 흔히 “사장은 괜찮은데 부장이 화를 자주 내 힘들

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공단에 가면 한국인이 작업장에서 “새끼야”라는 호칭을 많이 써서

필리핀인도 이런 호칭에 익숙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서로 “새끼야”라고 장난 삼아 부르기도 하고, 자신

이 화가 나면 습관적으로 “새끼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런 점을 풍

자하듯이 한국 여성 로즈 씨가 운영하는 필리핀 마트의 간판에는 “새끼

야(siekya)”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연구자도 실제 샌더스 씨 생일파티에서 “부장님”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필리핀인 이주노동자에게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새끼야”라

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필리핀인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것

을 보고, 연구자가 “부장님”에게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식 대

하듯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일하는 가구공장

에 이주노동자가 많은데 필리핀인과 특히 친하다며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다. 이윽고 “부장님”이 자리를 파하자 코코 씨는 “새끼야”라는 말을 좋

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 편이야”라고 자조 섞인 해

석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필리핀들은 그 “부장님”의 외모와 태도를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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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그를 “키키티(kikiti, 모기 유충)”라고 놀린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이들은 노동과정에서 한국인과 밀접

하면서도 딱히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조직

내 위계 관계와 미등록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참지만 이

에 대한 “일상적 저항”(Scott 2004[1976])까지 멈추지는 않는 것으로 보

인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대다수가 미등록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인지 그리고 한국인과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일상에서 많이 하기 때문

인지 한국에 오래 살고 있지만 한국어를 애써 습득하려 하지 않았고 습

득해도 굳이 쓰려고 하지 않아보였다. 이에 더하여 한국에서 필리핀 본

국의 공용어인 영어를 쓰는 것이 문화적 위계상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2021년 12월 19일 B센터에서 열렸던 이주민의 날 행사에서 A공단 각

국 공동체 회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태국, 베트남 공

동체 회장은 비교적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지만, 발리우 마을에 사는

필리핀 공동체 회장인 루크 씨는 혼자 영어로 발표를 했다. 이에 사회자

는 “못 알아들었지만 좋은 말 했겠죠?”라며 다수 한국인 청중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런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은 필리핀인 이주노동자는

자신과 한국인의 영어 실력을 비교하길 좋아했다.

[사례 5-1-6: 한국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비하]

리우 씨 : 지난주부터 B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줘서 등록을 하고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

들을 수가 없어서 ‘아 이건 너(연구자)한테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 너처럼 선생님이 영어를 하면 좋은데 우리

가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 

같은 거야.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한국어를 못 한다고 

해서 바보가 아닌데, 바보 같이 보이겠지?

루크 씨 : 한국인도 영어를 잘 못 하잖아. 영어를 하긴 하는데 발음

이 달라서 알아듣기 어려워. 차라리 이게 영어라고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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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면 좋은데 말이야.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라이뜨! 오쁘!”라고 나한테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린

가 내가 모르는 한국어인가 하고 못 알아듣지. 근데 사장

님은 이게 영어인데 왜 못 알아듣느냐는 거야. 그러면 그

제서야 아 ‘불 끄라는(light off)’ 얘기였구나 이해를 하지. 

(2022년 3월 12일, '발리우' 마을)

[사례 5-1-7: 영어에 대한 리우 씨의 자부심]

리우 씨 : 너도 영어를 잘하니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 통하잖

아. 그래서 나도 여러 나라를 가보고 문화를 체험할 거야. 

그래서 한국 여자를 만나보고 싶기도 해. 

(2022년 8월, '발리우' 마을)

[사례: 5-1-8: 코코 씨의 한국인과 영어에 대한 생각]

코코 씨 : 한국인은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지를 않아. 서로 다르고 이

해를 못하면 맞추려고 해야 되잖아. 너도 여기 '발리우' 마

을에 와서 우리 언어를 모르지만 영어를 하고 우리도 영어

를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서로 달라

도 맞춰가야지.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지는 않

고 자신에게 맞추기만을 강요해. 

(2021년 12월 19일, B센터)

이들이 이처럼 일상에서 대면하는 한국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행

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계기를 통해 자주 확인

할 수 있다. A공단의 이주민의 날 행사에서 목격한 다음 에피소드도 이

런 점을 잘 보여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B센터에서 준비한 영상에 타

갈로그족 여성 리즈 씨의 인터뷰가 나왔다. 영상 속 리즈 씨는 영어로

“한국에 와서 좋고 내가 만난 모든 한국인은 친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었

다. 그걸 본 코코 씨는 연구자에게 “30%의 한국인만 친절하다”라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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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씨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했고, 행사가 끝나고 '발리우' 마을에 와서는

“10-20% 한국인만 친절한 것 같다”라고 정정했다. 연구자가 이렇게 말

한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인이 자신을 이용만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자신이 아프면 쉬게 해주고, 일 외에도 자신에게 신경

을 써주면 좋은데, 회사가 일만 시키려 하고, 몸이 아프면 고장 난 기계

처럼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날은 코코 씨가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을 보더니 지금의

한국문화가 아니라 옛날의 한국 문화가 필리핀 문화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필리핀인은 같은 마을에서 음식을도 나누어 먹고, 서로 집에 자

주 놀러 가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도 함께 하는데 자신이 접하는 한국

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교류도 전혀 없다며, 요즘 한국인은 모두 그런 거

냐고 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연구자가 코코 씨 아파트를 올려다

보니 “서로 오가며 인사하자”라는 현수막이 마침 걸려있었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한

국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점을 자주 강조했다. B센터에서 방글라

데시인 하산 씨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방글라데시인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나라”(방글라데시인은 고국을 ‘나라’라고 표현함)가 발전을 안 하

는 것”이라며, “한국인처럼 열심히 빨리빨리 일하고 돈을 많이 모아야

발전한다. (방글라데시인이) 이런 걸 배워야 한다”라고 열띠게 주장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구자가 만난 필리핀인 중 그런 식으로 한국

과 한국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

려 한국인은 너무 일밖에 모르고 회사에서 퇴근도 안 하고 여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단순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사는 필리핀인의

현명함을 강조하곤 했다.

[사례 5-1-8: 한국인 다른 필리핀인의 행복관을 주장하는 리우 씨]

리우 씨 :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 가장 부자인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부자인 거야. 우리는 인생을 즐겨야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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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해서 실력을 기르면 돼. 네가 

농구를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잖아. 

그렇게 (필리핀인처럼) 단순하게 살면 돼. 

(2021년 9월 4일, '발리우' 마을) 

하루는 여럿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투계를 하는 와중에 티아고 씨가

자신은 휴대폰이 없어서 투계를 못 한다고 투덜거렸다. 알고 보니 전날

새벽에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

는다는 것이었다. 티아고 씨는 자신의 사진들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없어 큰일이라며 근심에 휩싸였다. 연구자가 무슨

사진이 있길래 그리 걱정하냐고 묻자 “비밀이 담겨 있어”라고 답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사귄 여자친구 때문으로 짐작되었다.

연구자가 티아고 씨를 돕기 위하여 콜택시 회사에 연락하니 상담원은

탑승자가 외국인 아니었냐며 탑승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자가 콜

택시 문자 받은 기록이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탑승기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묻자 그제야 택시기사가 새벽에 운행하고 자느

라 전화를 안 받았을 거라는 등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후 상담원

과 수차례 전화를 한 끝에 택시기사와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택시기사는

자신이 천안에 가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핑계를 댄 끝에 결국 새벽 4시

경에야 A공단으로 들어왔다. 택시기사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왜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냐고 성을 내고 떠나버렸다. 티아고 씨는 휴대폰 케이스

안에 10만 원가량의 돈을 숨겨놓았는데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라졌

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한국인을 조우하는 이와 같은

일상의 경험이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상상하는 것

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때때로 이주노동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한국인에게까지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2021년 8월 여름 휴가철에

이고로트인이 30명 가까이 모인 어느 날 낯선 한국인이 '발리우'에 나타

났다. 연구자는 티아고 씨의 부엌에서 다른 이고로트인들과 대화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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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

연구자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했다.

연구자가 다가가니 그는 자신이 A공단 내 가구 전시장에서 일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연구자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

이 통역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자는 그가 이주노동자에게 호감을 가지

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지만, 이주노동자 특히 A공

단 외부에서 온 이들은 그가 바로 떠나지 않자 서둘러 자리를 파했다.

필리핀인과 직접 의사소통할 수 없었던 낯선 한국인은 자신이 이주노동

자를 좋아하고 이주노동자가 일을 잘한다는 둥, 혼자 사는데 집에 가는

길에 회사로 가다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서 같이 어울리기 위해 들렀다

는 둥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후 물의를 일으킨 한국인이 떠나자 필리핀인들은 눈치를 주는데도

바로 발길을 돌리지 않은 한국인을 책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낯선 한

국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설령 누군지 알더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가 다른 마음을 품고 미등록 노동자를 신고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도 하였다. 이처럼 낯선 한국인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믿음은

이주노동자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임선일 2010a:147)일 뿐 아니

라, 한국인이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다양

한 일상경험의 소산이기도 하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A공단 외부의 한국 식당에 갈 때면 “한국인

먼저”라며 항상 연구자를 앞장세웠다. 그리고 한국인과 대화를 하고 나

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주 꼬치꼬치

물어보았다. 심지어 이고로트인과 한국인이 농구 시합을 할 때 한국인이

서로 “나이스”, “까비(아깝다)” 등을 외치면 일일이 의미를 알고 싶어 했

다. 물론 이런 행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갑갑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타자화하는 차별적 언어가 발화되고 있지는

않나에 대한 의구심의 발로이기도 했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다수는 미등록 신분이라 단속의 위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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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게 될 수 있고 일상적으로 한국인과의 마찰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필리핀인 내부의 상부상조와 A공단의 우호적 분위기로 이를 어

느 정도 극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민권이 없는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필리

핀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이주국에 오랜 기간 남아있더

라도 이러한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채로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A공단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살면서 겪는 마찰은 한국인뿐 아니

라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만난 때에도 발생한다. 필리핀인은 내부적

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의 사람과는 거의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국적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에 익숙해져

있다.

이주민의 날 행사에서 B센터는 A공단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의 형

제가 A공단 방글라데시 이주민의 삶에 대해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상영

했다. 연구자는 필리핀인과 함께 이를 지켜보았다. 이 영상은 한국인이

A공단 방글라데시 무슬림인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하여 법

무부에 신고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신고 이후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방글라데시인이 산업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빚만 더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자에게는 국적에 관계 없이

A공단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공감과 연대를 불러일으킬만 한 영상

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작 이 다큐멘터리를 본 필리핀인의 반응은 달랐

다.

[사례 5-1-9; 필리핀인의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인식]

코코 씨 : (영상을 보고 나서) 방글라데시인은 원래 힘들게 살아. 그

래서 자살을 많이 하더라구. 우리 필리핀인은 거의 안 그

래. 우리는 힘들고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기려고 하잖아. 

(방글라데시인의 다리 부상으로 인한 수술 장면이 나오자) 

아 나도 요즘 목덜미가 아픈데, 술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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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때문에(웃음).

율 씨 : 나는 피닉피칸(이고로트 전통음식) 만들려고 닭을 사와야 해

서,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 영화는 제대로 안 봤어. 

(2021년 12월 19일, B센터)

이런 편견은 필리핀인 이주노동자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특히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를 폄훼하기 위하여 정

형화된(stereotyping) 성 담론을 자주 전개했다. 베트남 여성의 전통 무

용을 보던 코코 씨는 “필리핀 여자는 뚱뚱한데 베트남 여자는 마르고 섹

시하다”라고 평하기도 했고, 리우 씨의 태국인 여자친구가 타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율 씨는 태국에서 마피아였던 거 아니냐며 놀리기도 했

다.

A공단에서 다른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를 정형화된 ‘국민성(national

character)’ 담론을 활용하여 비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필리핀 이주

노동자에게서만 목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필리핀인이 놀렸던 방

글라데시인도 필리핀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었다. 연구자가

A공단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술자리에 동석했을 때, 방글라데시인은

자신의 높은 월급을 자랑하며 방글라데시인은 일을 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필리핀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몇십 년을

해도 일을 잘 못한다며, 그게 필리핀인이 월급이 낮은 이유라고 역설했

다. 대체로 방글라데시인은 일을 잘하고 필리핀인은 일을 못해서 월급의

차이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A공단 필리핀 (특히 남성) 이주노동자는 한

국에 살면서 미등록 노동자로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이 과정에서 겪

은 경험을 헤쳐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면화한다.

삶터에서 단속을 경계하고 일터에서 한국인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노동

관행을 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영구적인 미래를 도모하며 ‘살 만한 곳’

은 아니라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또한 한국인이나 타국 출신 이주노동

자에 대한 ‘구별짓기’와 편견을 일상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 141 -

이들의 이런 시각과 실천이 이들의 어려운 정치경제적 여건에서 비롯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A공단 내에서 자신

의 거주 공간을 일상의 소비-여가 활동을 매개로 재영토화하며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음주가무와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온라

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공동체 성원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면서, 어

려운 정치·경제적 여건에 속서도 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문화적

장소’(야퍼· 더 코닝 2020:57)를 만들어 간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삶터가 ‘살 만한 곳’이며 동시에

‘살만하지 않은 곳’이기도 한 것은 이들에게 한국이 ‘가깝지만 가깝지 않

은 곳’이 되는 이유가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양가적 시각

은 이들의 초국적 좌표를 만드는 정치경제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구성 노

력 사이의 간극이 때론 메워지고 때론 벌어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보인다.

2) 멀리할 수 없지만 멀어지는 필리핀

(1) 송금과 시민권

[그림 5-2-1] A공단의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송금을 위해 

오는 B센터 내 ATM©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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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가까울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듯이 본국인 필리핀과도 ‘멀리할 수 없지만 멀어지(기도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고국 필리핀과 이처럼 유동적이고

양가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수단이 송금이다. 일반

적으로 이들은 월급의 반 이상을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며 이를 매개로

고국의 가족-친지와의 관계와 거리감이 조정된다.

[사례 5-2-1: 가족에게 송금하는 코코 씨]

코코 씨 : 내가 여기서 일하는 덕분에 필리핀에서 (자신의 가족이) 중

산층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 매달 아내에게 돈을 

150만 원 정도 보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아내가 검소하거

든. 돈을 잘 아껴 써.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

주질 않아.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만, 돈이 

많다고 다 사주다 보면 아이들을 망칠 수 있잖아? 아이들

이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못 사게 하니까 그러면 딸이 나

에게 전화해. 나는 친구 같은 아빠거든. 그러면 꼭 필요한 

거면 돈을 내가 보내주지만 바로 사주지는 않고 아빠 월급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교육시켜. 얼마 전에 딸에게 

삼성 핸드폰을 사줬어.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배고프게 

커서 특히 먹는 거는 다 사주려고 해. 

(2021년 8월 15일, '발리우' 마을)

 

[사례 5-2-2: 전처와 낳은 딸에게 송금하는 얀 씨]

얀 씨 : 나는 필리핀 여자친구의 딸 하나, 대만 여자친구의 딸 하나

가 있고 지금 부인과는 아직 아이가 없어. 나는 그렇게 세 

여자에게 충실해. 지금 부인은 2019년에 한국에 잠깐 와서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결혼했어. (현 부인의 사진을 보여주

며) 근데 지금은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어. (중략) 내가 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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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매달 돈을 보내주고 있어. (현) 부인도 다 알아. 근데 

매일밤마다 내가 여자들과 놀고 있지는 않나 영상통화를 하

지. 저번엔 내가 너도 보여주고 다 남자랑만 있다고 보여줬

는데도 안 믿더라고. 여자랑 있는 게 걸리면 이혼서류에 사

인하라고 할 걸? 근데 여자가 없으면 내가 술자리에 왜 늦

게까지 있겠어?(웃음). (2021년 8일, '발리우' 마을) 

코코 씨는 월급 200만 원 중 바기오에 있는 아내와 두 명의 딸을 위해

150만 원을 송금하며, 프레디 씨는 월급 180만 원 중 100만 원을 송금한

다. 박경태(1999:844)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수입의 62.1%를 송금한다. 해당 연구가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연구자도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종합해 평균 송금액을 추

산해 본 적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이 월 송금하는 평균 액수는 1인당

100-150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월급이 올랐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면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송금 비율은 여전히 박경태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27)

물론 이는 평균일 뿐,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가운데는 이보다 적

은 액수를 보내는 경우도 제법 있다. 율 씨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는 아내와 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비용을 많이 들여 ‘미츠

비시(Mitsubishi)’ 차를 사준 뒤부터는 매월 40만 원씩만 보내고 있다.

율 씨는 이 자동차의 할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 딸의 대학 등록금까지 보내주려면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돈을 벌면 한국에

서 휴대폰을 사서 고국의 가족에게 ‘발릭바얀 박스’라는 국제택배로 보내

는 것이 유행이었다(고유숙&이영 2013:18, 김민정 2020:101). 발리바얀이

란 필리핀 해외 이주노동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27) 이는 III장 3절(page xx)에서 제시한 ‘발리우’ 마을 주민의 가계부 내용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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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를 ‘발릭바얀 박스’라고 부른다. 필리핀 정부가 해외 이주노동을 촉

진하는 방안으로 면세 혜택을 주면서, ‘발릭비얀 박스’는 고국의 가족과

해외 이주노동자의 호혜적 관계를 상징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관행을 기억하는 율 씨가 딸에게 한국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보내

주고 싶어 국제택배를 알아보았는데 가전제품은 품질 보증이 제대로 되

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였다. 그냥 돈으로 보내주고 필리

핀에서 사도 되지 않냐고 묻자 율 씨는 깜짝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며 아

쉬워했다. 이처럼 송금은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멀어질 수 없는’ 가족

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호혜적 고리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이주노동자 중에 송금을 하지 않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다. 이런 경우는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관계가 소원

해졌거나, 한국에서 빚을 진 사람에게만 해당되었다. 송금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이들은 모두 송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송금은 이들에게 ‘멀리할 수 없는’ 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

기 위해 사회문화적 의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사례 5-2-3: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없어 송금하지 않는 앤젤 

씨]

앤젤 씨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돈을 안 보내. 난 형제자매가 7

명인데 다들 돈을 벌고 있어서 안 보내도 되지. 가끔 필요하다고 할 

때만 조금씩 보내줘. 조카들에게도 그렇구. 이제는 내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요즘은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면 지원해 보려고. 여기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최근에 캐

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에이전트(브로커) 비용이 총 1,900만 원 들었

대. 일단 그거부터 모아야지. 소주를 좀 줄이고 (웃음). 

(2021년 8월 12일, A공단 외부 식당, 2022년 3월 14일, 페이스북 메신저)

티아고 씨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송금을 중단한 경우이다. 아

내가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후 자신이 A공단에서 여자친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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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걸려서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내가 장모

님, 언니 등 처가 식구들과 스페인에서 일하며 돈을 괜찮게 벌고 있어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 티아고 씨는 가족에게 줄 ‘깜짝 선물’로 집을

짓기 위해 바기오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런 주

장이 허세 같다며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사례 5-2-4: 티아고 씨가 가족에게 송금하지 않는 이유] 

티아고 씨 : 아내가 장모님과 언니들과 스페인에서 마사지샵을 하고 

있어. 장모님이 두바이에서 일하다가 스페인으로 도망쳐

서 스페인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다가 그 집 남자와 결혼

하게 됐어. 그래서 스페인 비자가 있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내와 아들도 부른 거야. 그래서 가족들에게 돈을 

안 보내도 돼. 근데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바기오

에 집을 짓고 있어. 그래서 필리핀으로 한달에 80만 원

씩 보내고 있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어. 다 짓

고 나서 깜짝 선물로 주려고. 

(2021년 9월 5일, ‘발리우’ 마을)

송금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러 형태의

도박에 빠져 돈이 없거나 빚을 지기 때문이다. 이런 곤경에 빠진 이들은

처음에는 가족에게 송금을 멈출 수 없어 위해 돈을 빌리지만, 오히려 점

점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곤 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음

절(5장 2절)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송금 못지않게 고국의 가족 및 친지

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체는 소셜 미디어이다. 최근

에는 소셜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필리핀 본국의 친족과 친족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의 필리핀인과 사이버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강화하는 이주노

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팅을 통해 가족뿐 아니라 낯

선 필리핀인과도 관계를 맺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류유선 2016).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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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팅을 넘어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업라이브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맺는 소셜 미디어 관계들이 이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10년 전만 해도 국제전화 카드를 구매

하여 공중전화에 줄을 서서 수주-수개월에 한 번씩 가족과 힘들게 통화

를 했고, 이후에는 고국의 친지와 주로 피시방에서 화상채팅을 했다(김

민정 2020:103).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할 수게 되었다. 그 덕에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옆자리 친구에게 바꿔주는 일도 일상이 되었다. 이들은 배

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은 물론이고 친구까지 온라인으로 친밀한 존재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시공간을 압축(time and space

compression)’(Harvey 1990)하면서 이들은 필리핀의 가족의 속사정까지

파악해가며 원거리 돌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되고 있

는 ‘애정과 돌봄의 초국적 회로(transnational ciruits of care and

affection)’(Huang 2010:11, 채수홍 2014:54에서 재인용)는 ‘멀어질 수 없

는 가족 간 관계’를 ‘더욱 멀어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

국이나 다른 국가의 필리핀인과도 자주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프레디 씨

는 평일에 퇴근 후 ‘업라이브(Up-live)’ 어플로 일본에 사는 필리핀 여성

의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게 인생의 낙이다. 가끔 이들과 채팅을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고, 여성이 다른 곳에 올리지 않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 대가로 1-2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보내기도 한다. 여자친구가 없

는 그는 채팅 상대방이 일본에 살아서 아쉽다며 한국에 있었으면 바로

만나러 갔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코코 씨 역시 심심할 때마다 틱톡을 보

다가 필리핀 여성의 방송을 보게 되면 이들과 화상 전화를 자주 한다.

천안, 부산에 있는 틱토커와 전화하면서 본인은 북한에 산다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연구자에게 바꿔주며 이고르트인이라고 소개하는 장난을

하며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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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발리우'에서 막내인 20대 이고로트인 리우 씨는 영국에

있는 필리핀 여성 유튜버와 화상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필리핀 현지

에 있는 유튜버와 라이브로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말싸움

‘배틀(battle)’을 펼치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리우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

온 영상을 본 리우 씨의 어머니 리자 씨가 “너 뭐한 거냐”고 책망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적도 있다.

송금과 페이스북이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가족, 친지, 지인, 그리

고 새로 사귄 필리핀까지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며 이들을 고국인 필리핀

과 더욱 멀어질 수 없게 만들어주었다면, 이들의 시민권 문제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고국과 거리를 둘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A공단 필리

핀 이주노동자의 다수는 비자가 없는 미등록 상태이지만 이들은 엄연히

필리핀의 당당한 시민권자이다. 이들은 한국과 필리핀에 걸쳐 초국적 삶

을 살고 있지만 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초국경 시민(trans-border

citizens)’(Glick-Schiller and Fouron 2002:362)도 아니고 필리핀에 매어

멀어질 수 없는 존재임에 분명하다. 이들은 주한필리핀대사관과 밀접하

게 관계를 맺고, 특히 미등록노동자일 경우,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이곳

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필리핀 시민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원거리 민족주의’(long distance

nationalism)’(Glick-Schiller and Fouron 2001)를 실천하면서 ‘멀어질 수

없는’ 필리핀과의 친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9일로 예정된 필리핀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

고로트인이 녹사평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을 찾아 유권자등록을 했다. 그

리고 대사관에 있는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사진과 함께 주먹을 앞으

로 내미는 ‘두테르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후 이들은 인근에 있는 이태원으로 이동해 필리핀 바에 가서 한잔하

고 사진을 찍고 ‘#봉봉 마르코스 2022(#BBM2022)’, ‘#봉봉 마르코스를

2022년 대통령으로(#BBMforPRESIDENT2022)’ 등의 태그를 달아 페이

스북에 올렸다. 바트 씨는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미등록 이주노동

자인 코코 씨는 등록노동자인 바트 씨에게 한국어로 “너는 불법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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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록을 못 한다고 놀렸다. 물론 이들 모두 한국에서의 합법 신분인지

와 무관하게 고국 선거에 참여할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등록노동자인 사람이 고국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고국에서 불법

신분임을 자인한 거나 진배없다고 농을 한 것이다.

A공단의 필리핀인들은 한국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만, 고국의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거주지인 한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고국의 정치에 자연스럽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족마다 선호하는 정치인

이 있어보였는데 특히 A공단의 이고로트인이나 일로카노인은 대개 봉봉

마르코스를 선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는 필리핀에서 21년간 대통령을 역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Emmanuel Edralin Marco)의 아들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65년

부터 1986년까지 필리핀에서 정적을 암살하고 장기간 철권통치한 독재자

이지만, A공단의 필리핀인 특히 이고로트인에게 인기가 좋다. 이고로트

인 에드윈 씨와 일로카노인 부인 마리아 씨는 본국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로 지었을 정도이다. 지금도 이들 부부는

아들을 페르디난드의 별명을 따라 ’마꼬이’라고 부른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대한 이고로트인의 생각은 잭 씨를 통해 더 자

세히 파악할 수 있다. 잭 씨는 마르코스가 나쁜 독재자라는 것은 가짜뉴

스라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필리핀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코

코 씨는 봉봉 마르코스가 100% 대통령이 될 거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는 일로카노인이라 일로카노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이고로트인과

가까운 일로코스 지역에 살아서 이고로트족을 차별하지 않는다고도 했

다. 이런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기 위해 이고로트인 농구팀은 2021년 농

구대회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봉봉 마르코스의 상징인 두 손가락을

들고 찍었다.

필리핀 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 특정 후보의 지지와 출신

지역 및 종족은 큰 연관성이 없다(Pulse Asia 2022). 이를 반영하듯,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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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다른 종족 필리핀인도 광범위하게 봉봉 마르코스를 지지했다. 이

고로트인은 권투 세계 챔피언 출신 스포츠 스타인 매니 파퀴아오

(Manny Pacquiao)는 비자야 제도 출신이라 비자야 족의 압도적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자야족인 앤젤 씨는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파퀴아오를 복싱선수로서는 좋아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경험이 짧고 어차피 정치인은 다 똑같다며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카팜팡안인 얀 씨는 봉봉 마르코스를 좋아하지만 지지하지는 않는

다고 했으며, 타갈로그족 여성 아델 씨는 봉봉 마르코스를 지지했다.

한 필리핀인이 페이스북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페르디난드 집권 시절에 구금, 고문, 사망한 사람의 수를 페이스

북 배너의 일종인 ‘카드 뉴스(card news)’로 올렸다. 그러자 타갈로그족

여성 아델 씨는 그건 다 가짜뉴스라며 “그래서 누가 필리핀 경제를 성장

시켰냐”고 반문했다. 반면 이고로트인인 율 씨는 다른 이고로트인과 다

르게 봉봉 마르코스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인은 모두 말뿐이고 뒤로는

부패해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무관심을 선언했다.

투표일이 되자 이고로트인 에드윈 씨와 마리아 씨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투표하고 기념사진을 올렸다. 이들은 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고 온라인에서 지지 활동을 하는 등 ‘원거리 민족

주의(long distance nationalism)’(Glick-Schiller and Fouron 2001)를 몸

소 실천하였다. 이들에게 고국 선거에의 참여는, 한국에서는 이방인이라

정치적 시민권이 없지만, 필리핀에서는 유효한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라

는 것을 확인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오히려 모국의 시민권에 더 집착하고 정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보다

그렇지 못한 이민자가 모국 정치에 더 적극적이라는 보고가 있다(Portes

1999).

물론 미국 이주자와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원거리 민족주의는

문화적 성격이 판이하다. 전자는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이주국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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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모국으로 이전하는 ‘정치적 송금(political remittances)’(Itzigsohn

and Villacres 2008)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후자

는 모국의 관념을 여전히 견지한 채로 이주국에서 지지 활동을 하고 있

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는 미국이 정치·문화적 헤게모니

(hegemony)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이주민의 다수가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원거

리 정치는 이주민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한국에서의 상실감을 극복

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위한 실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윤경 2017:189).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고국의 시민권은 정치·문화적 징표

(token)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시민권은 고국으로부

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은 시민권자로

서 필리핀 대사관에 다양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리우'

에 사는 카팜팡안족 남성 얀 씨처럼 혼인신고를 위해 대사관에서 간이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필리핀 이주노동자 사이에

치정(love affair), 부채, 폭력 등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도록, 대사관의 중재를 자주 요청한

다.

앤젤 씨가 페이스북에 코로나에 걸린 3명의 A공단 필리핀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생긴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논란은 앤젤 씨가 코로

나의 확산을 막겠다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자

조니 씨가 비판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공단에 20여년 간 거주하

며 필리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로카노족이자 바클라인 조니

씨가 앤젤 씨에게 소셜 미디어가 표현의 자유의 공간이긴 하지만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글을 내리라고 한 것이다.

앤젤 씨는 이에 대응하여 “이런 것은 알려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능이 낮은 거 아니냐”고 조니 씨를 힐난했다.

사태가 점차 악화하자 다른 필리핀인들이 앤젤 씨에게 자제를 요청했지

만, 두 사람은 소셜 미디어에서 싸움을 계속했다. 조니 씨는 명예훼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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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라고 요구했고 앤젤 씨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잘못인지 경찰서

에 가서 따져보자고 했다. 이후 대다수 A공단 마을에서는 앤젤 씨의 행

동이 더 문제라는 여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경찰서에 가면 방역수칙 위

반만이 아니라 미등록 신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등록 신분인 앤젤 씨

가 이를 알고 미등록 노동자를 협박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말 연구자가 이고로트 남성들과 A공단 내 독립 건물에 살고

있는 크리스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조니 씨가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제출할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받고자 했다. 이때 서

명에 응한 사람들은 연판장에 앤젤 씨를 A공단은 물론 한국에서 쫓아내

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자가

읽어 본 조니 씨의 탄원서에는 필리핀인이 외국에 와서 힘겹게 일을 하

고 있는데 앤젤 씨가 다른 사람의 미등록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이

버 명예훼손(cyber defamation)’을 하고 있으니, 대사관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조니 씨는 탄원서를 '발리우'로 와서 이고로트인에게도 서명을

받았다. 상당수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는 대부분 미등록 신분인

이들이 앤젤 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조니

씨가 대사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주노동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

사관의 노무 담당관이 앤젤 씨에게 연락을 해 앤젤 씨가 사과문을 올리

게 함으로써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A공단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한 동

안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했던 이 사건은 대사관의 적극적 중재로 빠

르게 종지부를 찍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송금 및 시민권의

관계는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과 멀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A공단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주 공간을 사회

문화적으로 재영토화하면서 ‘살 만한 공간’ 혹은 ‘게토화된 생존장’(김현미

&류유선 2013) 혹은 ‘엔클레이브’(권종화 2010)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

지만, 그럴수록 더 고국과 얽히고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

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타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고국은 지리적으로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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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점점 멀어져 가는 듯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송금, 소셜 미디어, 시민권을 매개로 전개되는 현실은 이

들에게 고국을 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준다.

(2) 부채(debt)와 치정 관계(love affair)

[그림 5-2-2] 술자리의 흔적 © 유승우

A공단에서 일하다 돌아간 귀환노동자를 필리핀 바탕가스와 민도로

에서 연구한 박경태(2001:33)는 이주노동 중에 도박, 병원비, 생활비 과

다 지출 등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귀환 후 또 다른 나라로 재출국 해

야 하면 이주노동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를 ‘이주노동의 악순환’이라고 칭

했다.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삶에 가족 및 본국과 멀어질 수 없는 ‘관계의

지속’을 이끄는 동학이 존재한다면, 이주노동의 악순환은 이들이 고국으

로 귀환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요인도 동시에 있다는 사

실을 상기시켜준다.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삶의 좌표는 본국 및 본국 가

족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거나 단절시키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밀고 당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송금인 것만큼, 이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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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족과 고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런 요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도한 소비나 도박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이

다.

[사례 5-2-5: 도박과 채무]

바트 씨 : 서울 사는 졸리 알지? 나도 그에게 300만 원 빚졌어. 갑자

기 돈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서 졸리한테 빌려서 도와줬어. 

부모님께도 드렸고. 가끔씩 부모님이 전화해서 나보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으

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도박을 적게 

해. 파주에 사는 내 사촌은 몇백만 원씩 도박하다가 돈을 

잃었어. 그래서 가족들이 더이상 못하게 말렸어. 그래서 내

가 얼마 전에 사촌한테 전화해서 일부러 ‘사봉’(투계) 에이

전트가 필요한데 아는 사람 있냐고 떠봤어. 그랬는데 바로 

알려주더라고.(웃음) 그러니까 요즘도 (사촌이 도박을) 계

속 하고 있는 것 같아. 

(2021.10.20. 발리우 마을)

사실은 바트 씨 역시 도박 때문에 졸리 씨에게 빚이 있었던 것이었는

데 이후 부모님께 도박 빚을 고백했다. 이때 “내가 여기서 일이 힘들어

서 도박을 좀 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주었다. 그는 고용허가제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2년 6월 경 필리핀

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성실 근로자’로 지정이 되면 다시 돌아올 예정이

었다. 하지만 이제는 귀국도 부담스러운 처지가 되었다. 본국의 친척과

지인들이 자신이 한국에 다녀왔으니 “부자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텐데

선물할 돈도 없어” 귀환하기가 겁이 났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생들에게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메신저를 넣

으라고 말했다. 부모님께는 송금을 못하더라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공부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동생들은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게 하기 싫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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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폴리텍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는 여

동생에 대한 자랑도 함께 늘어놓았다.

발리우 마을의 이고로트인들에게 온라인 ‘사봉’에 지출하는 돈의 액수

를 처음 물어봤을 때 이들은 한 달에 5-1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

만 시간이 흐르자 연구자는 80만 원을 잃었다는 사람도 보게 되고 40만

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접하게 되었다. 추정컨대 대략 월 수십만 원 정도

를 잃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코코 씨는 이모인 리자 씨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별도의 브

로커가 아닌 리자 씨에게 돈을 빌려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이후 이모에

게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봉을 하면서 또다른 빚을 지게 되었

다. 그 결과 이제는 이모로부터의 빚과 졸리 씨로부터의 사채 빚을 동시

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 그는 대외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본국의 아내에 보

내야 되어서 다른 데 소비를 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한다.

유흥과 도박으로 삶의 궤적에 좀 더 극적으로 변화가 생긴 사례도 여

럿 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고로트인 프레디 씨는 경남 사

천에서 일하다가 동족 친구의 소개로 '발리우'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던 그가 갑자기 자동면에 있는 회사

에 취직하기 위해 기존 회사가 보장하던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포기하

고 거처도 옮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소식에 놀란 연구자가 프레디

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을 하자 그는 사장님이 괴롭혀서 그랬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두 달 후 프레디 씨는 연구자를 ‘발리우’ 마을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자동면의 새 거주지로 초대했다. 다른 필리핀인 한 명과 공유하고

있는 그의 방에 가보니, 인근에 사는 이고로트 남성 알리 씨와 웨인 씨,

타갈로그 남성 시어런 씨와 그의 카팡팡안족 여자친구인 라라 씨가 함께

술을 먹고 있었다. 다음 날 프레디 씨는 연구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비자를 포기하고 자동면으로 이사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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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2-6: 프레디 씨가 ‘발리우’에서 이사 나간 진짜 이유]

프레디 씨 : 회사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문제는 '발리우' 마을에서 

매일 밤마다 술을 먹는 것이었어. '발리우' 마을의 티아

고 씨는 밤마다 술을 마셨고 나도 술이 좋으니까 맨날 

같이 했지. 그래서 다음날 술이 덜 깬 채로 출근을 하기

도 했고 지각을 하기도 했어. 3일 연속 회사에 안 간 날

도 있었어. 그러고 출근을 하면서 사장님한테는 일이 힘

들어서라고 했지. 사장님은 좋은 분이셔서 더 편한 일로 

바꿔주시기까지 했어. 근데 그러고도 몇 번 지각하고 결

근 하니까 내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

연구자: 그 이유만으로 이사를 한 거야?

프레디 씨 : (중략) (경남) 사천에서 여기로 이직하는 몇 달 사이에 

집에 돈을 보내 줘야해서 리자 씨한테 돈을 빌렸어. 이

자가 월 10%인 거야. 500만 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한 

달에 10%니까 원금을 못 갚아도 이자만 50만 원 씩 내

야 돼. 게다가 티아고랑 술 먹고 ‘사봉(sabong)’을 하다 

보니 졸리 씨한테도 300만 원 빚을 졌지. 그건 월5%야. 

그래서 이제 사봉을 안 해. 

연구자: 그래서 이사까지 갔다고?

프레디 씨 : 근데 매일 발리우’ 마을에서 리자 씨를 보려니 스트레스 

인 거야. 그래서 여기로 이사온 거야. (중략) 여기서는 

시어런 씨가 새로운 공장도 소개시켜주고 (밥값 등 생활

비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 그래서 월급 받으면 생활

비로는 거의 안 쓰고 리자 씨에게 돈 갚고 가족에게 보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2022년 2월 23일, 자동면 웨인 씨 공장)

‘발리우’ 마을에서 프레디 씨와 자주 어울리던 티아고 씨 역시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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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역시 리자 씨에게 돈을 빌렸다. 리자 씨는 티아고 씨가 조카

뻘의 남편인데도 에누리 없이 월 10%의 고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다. 이

렇게 빚을 지게 되면 경제적 도움을 줄 친구가 있는지가 중요했다. 친구

가 빚을 갚아주지는 않지만 생활을 위한 소규모 경비라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A공단에서 도박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한 많은 남성 이주노동

자들이 사채가 버거워지면 도박을 끊고 주변의 이런 도움에 기대어 조금

씩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 채무를 상환하는 동안 이들은 자연히 가족에

했던 송금을 중단하거나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송금을 중단하는 동안에는 가족관계에 금이 갈 위험성이 급격

하게 높아진다. 월터, 부르고아, 로이나즈(Walter, Bourgois, and Loinaz

2004)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남미 출신 육체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상

세하게 밝히고 있듯이, 송금이 갑자기 중단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이주노

동자를 걱정하기보다, 이들에게 연인이 생겼거나 가족에 대한 애정이 식

지 않았나 의심부터 하게 된다. 동시에 이들이 귀향하는 것도 가족에 대

한 경제적 의무를 다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말리고 싶

어 한다.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이처럼 송금이 초국적 가족관계를 유지

하는 핵심인 만큼 이의 중단은 가족의 균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도박과 이로 인한 빚은 이처럼 이주노동자가 고국과 가족으로부터 멀어

지는 ‘이주노동의 악순환’(박경태 2001:33)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도박처럼 과도한 소비를 촉발하여 부채를 지게 하는

여러 종류의 소비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가 고국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귀환밖에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 A공

단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소비 양태에는 도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발리우 마을에 살던 에드윈 씨의 사촌 싱클레어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빠져 살다가 에드윈 씨의 설득으로 몇 년 전 필리핀으로 돌아갔으

다. 율 씨와 밴드를 같이하던 이주노동자 한 명도 잦은 술모임과 과도한

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도박과 술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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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이주노동자의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치

정(love affair)과 외도(extramarital affair)이다. 치정은 과도한 소비를 부

추길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신의(fidelity)를 깨트려 이

주노동자를 가족과 고국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행위이다.

코코 씨는 티아고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가족과 소원해진

이유로 그의 두 가지 결정적 실수를 거론했다. 스페인에 있는 부인 외의

A공단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것과 사봉을 탐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코코 씨는 ‘발리우’에서 더이상 비밀이 아닌 이 사실이

티아고 씨를 과도한 소비(도박), 감당 못할 부채, 그리고 가족 관계의 사

실상 와해라는 연쇄적 곤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

에 빠지는 것이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이주노동자라면 직간접적인 경

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이국 생활의 외로움 때문인지 혹은 자

유분방함을 추구하기 때문인지 유달리 애정 문제에 관심이 많다. 기혼자

의 경우에도 혼외 치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특히 기

혼과 비혼을 불문하고 한국에 성적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

자친구가 있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애인’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필리핀에 배우자나 파트너를 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이들 이주노동자의 행위가 특별할 것은 없을 지도 모른다. 다른

국가 이주노동자에게서도 이런 양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 국가이지만 가톨릭 신자가 국

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종교적 영향으로 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하다. 그래서 기존의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

한 채 본국이나 외국에서 다른 파트너와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재혼’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도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성과 결혼 생활

을 다루며 이 점을 언급한 연구가 몇 개 있다. 예를 들어, 류유선(2016)

은 이런 현상을 초국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가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김민정(2011)은 이 같은 이중적 관계를 주변 필리핀인이 용인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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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했다. 반면 박경태(1999)는 본국의 가족에게 불륜이 발각되어 이

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이 붕괴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발리우’ 마을에서도 ‘새로운 관계’ 혹은 ‘이중적 관계’라고 부를 수도

있는 치정 관계를 맺고 있는 이코로트인 이주노동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류유선(2016)과 김민정(2011)의 분석대로 본국의 가족을 둔

채 한국에서 애인이나 새로운 가족을 꾸리면서 본국의 가족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였지만, 일부는 치정 관계로 가족관계에 균열이 일

어나거나 붕괴하기도 했다.

치정과 기존 가족 관계의 유지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얀

씨의 사례는 독특했다. 그는 대만과 필리핀에서 혼외 치정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외국에 나오면 필리핀 남성은 부인이 있

어도 싱글”이라는 말로 합리화했다. 이어 지금은 자신이 세 명의 여성,

즉 대만과 필리핀에 있는 두 딸과 두바이에서 일하는 부인에게만 충실하

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했다. 하지만 그가 가족에게 신의를 지키고 있다

는 얀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잡한 애정 관계가 있어도 가족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가족관계가 평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하지만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의무만 다하면 된다는 주장이 현실

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티아고 씨는 최근 스페인에 있는 아내와 다투었는데, 그가 A공단

에서 다른 필리핀 여성과 연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처(妻)이모인 스텔라

씨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다른 남성을 만나는 척

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티아고 씨는 아내가 여전

히 전화를 받지 않아 아들과 장모와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가 한국에서 만든 치정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도 아내의 사랑을 계속 받

으며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코코 씨 역시 자신이 바기오에 있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는 남편

이고 딸들과는 친구 같은 아빠”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

다. 이에 더하여 그는 외로울 때면 가끔 ‘타이 마사지’ 업소에 가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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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애써 감추지 않는다. 아내가 이를 알면 화를 내

겠지만 “남자로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설명할 것이라고 자

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배우자와 딸로 이루어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들과의 신의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의문에 답을 제공하려는 듯이 그는 영상통화 덕분에 이

제 가족을 예전보다는 덜 그리워하게 된 것 같다고 고백했다. 또한 가족

과 통화를 자주 하면 할 말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통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연구자의 눈에는 코코 씨도 얀 씨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주노동을 하면서 치정 관계를 당연시하고 이를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에게 최소한의 애정만을 보내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필리핀 남성으로서 그리고 이국에서

외롭게 지내는 이주노동자로서 자신의 치정 관계를 적극적으로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동시에 이들은 배우자와 특히 자녀를 위해 가족관

계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문화적 욕구를 위해 자신

의 성적 욕망을 포기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애인이 있으

면 치정 관계를 타인과 특히 가족 및 친척에게 들키지 않으려 하고, 애

인이 없으면 자신이 가족에 충실하다는 것을 자랑하면 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코코 씨, 얀 씨, (아래의) 율 씨의 사례는 혼외 치정 관계를 긍정

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많은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이처럼 한국에서 만든 이중적 관계를 즐기며,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게 되면 물리적, 심리적으로 본국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한국에서 자유를 더 즐기고 있는 자신을 정당

화하기 위해 고국과 가족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김민정의 연구(2020:113)

에서는 한국에서 일하고 돈 버는 여성 이주노동자가 필리핀에서보다 더

자유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연구자가 보기에는 이런 가

설은 A공단에서 치정을 즐기는 필리핀 남성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적절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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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2-7: 율 씨와 코코 씨의 자유와 외로움] 

코코 씨 : 난 필리핀에서도 자유로웠어.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도 아내는 터치를 안 했으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한국에서

도 (자유로움이) 비슷해.

(2022년 1월 16일, 코코 씨의 집)

율 씨: 내 아내와 딸이 필리핀으로 돌아간 첫해에, 나는 자유로워졌

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서 삼척에 사는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어. (중략) 근데 시

간이 갈수록 딸이 그리워져. 딸이 크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2022년 6월 13일, 페이스북 메신저)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도박, 소비, 유흥,

혼외 파트너와의 치정관계를 즐기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자아를 돌보기

위한 기술”(푸코 2004)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이고로트족의 “단순하게

즐기며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 필리핀

에서 벌이가 시원치 않은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한국에서 상대적

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 생긴 여유를 즐기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사고와 철학에 토대를 둔 소비행태와 관계 맺기가 활성화되

고 이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수록 이들의 고국과 가족은 초국적 좌표 위

에서 ‘멀리할 수 없음에도 점점 멀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다. 28)

28) 본 연구의 대상인 A공단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이주민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관계 금융’의 형태가 다른 지역의 필리핀 공

동체에는 시도된 적이 있었다. 문동환(2013:51-58)에 따르면 해당 연구지역

에서 회비를 걷어 공동 비용 지출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필

리핀인 간의 일종의 신용결사체가 설립되었었으나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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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발리우 마을의 코코 씨나 티아고 씨는 “이제 로또만이 살 길이다”라

는 식의 말을 자주 한다. 이주노동자가 힘든 노동으로 대가로 손에 쥐는

수입만으로는 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누리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넉넉한

일상을 소망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정치경제

적 여건이 궁핍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 이들의 다수가 한국보다 상대적

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필리핀의 산악 지역 소수종족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A공단의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기술하고 해

석하는 민족지적 작업이었다. 연구자가 민족지를 작성하면서 주목한 것

은 이고로트인이 중심인 ‘발리우’ 마을과 인근에서 이들이 일하고 먹고

노는 과정이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한국의 열악한 공단 지대에서, 넓게

는 필리핀인, 좁게는 이고로트인으로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수

행하고 확인하고 있었다. 이들이 노래하고 먹고 놀이를 하는 일상은 무

엇보다 국민/종족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일상적 소비는 젠더에 따라 차별적이었다. 특히 남

성인 연구자에게는 ‘발리우’ 마을 남성이 끼리끼리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

고 문신을 새기고 격렬한 운동을 하며 도박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

왔다. 이들이 자신의 남성성과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과시하기 위해 ‘여성

적인’ 것 혹은 ‘덜 남성적인’ 바클라 등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문화적 과

정을 일상의 소비와 여가활동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은 연구자에게 특별

한 경험이었다.

‘발리우’ 마을의 일상적 소비와 여가활동이 종족과 젠더의 축을 따라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현장을 탐색하면서 연구자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질문이 퇴적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들이 왜 이국땅에

와서까지, 그것도 경기도 북부 공단 거주지에서 필리핀의 소수 종족 정

체성을 재생산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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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우’의 이고로트인은 종족 중심의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종족

을 의식적으로 차별하고 배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끊임 없이 자

신의 주거 공간과 일상의 소비, 여가활동 등을 매개로 이고로트인의 “장

소”를 만들려는 노력은 다른 종족과의 거리감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상에서 종족 고유의 음식, 노래, 놀이를 소비함으로써

이곳을 이고로트 중심의 공간으로 생산하고 구성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곳을 ‘살 만한 공간’으로 재영토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재영

토화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통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나면 귀환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었다.

일상의 다양한 소비 활동을 주도하는 ‘발리우’ 마을 남성이 왜 음주만

이 아니라 도박, 운동, 타투를 과도하게 즐기는가에 대한 의문도 연구 기

간 내내 연구자의 머리를 맴돌았다. 현장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이

들의 소비와 여가활동은 남성성의 과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것이 타국에서 고된 노동과 차별적 관행을 감내하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과 보상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행하는 여가활동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대가가

따르곤 했다. 특히 이들의 남성다운 활동의 과도한 수행은 경제적 손실

의 감수를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질책과 통제를 초래했다.

연구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세 번째 질문은, A공단 혹은 ‘발리우’

마을의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은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가까운 곳이 되었

는가”였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 한국에서 일상을 살면서 한국을 살 만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연구자가 민족지 작업을 하면서 잠

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소비와 여가활동이 이들에게 한국을 가깝게 느끼

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진정 이들에게 살 만한 곳으로 인식

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대다수가 미등록 신

분인 이들에게 한국의 일상은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유보하거나 포

기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의 거주 공간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고 이에 만족감을 표시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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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에게 한국은 ‘살 만하지만 살기 힘든 곳’으로 경험되며 ‘가깝

지만 가까울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장기간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필리핀인에게 고국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일까? 연구자가 마

지막으로 답해보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연구자는 한편으로 A공

단 이주노동자들이 송금이나 시민권을 매개로 가족과 고국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필리핀은 이들에게 멀리할

수 없도록 원초적(primordial)으로 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도박 등의 소비 활동으로 빚을 지고

송금을 중단하거나 한국에서 새로운 혼외 치정 관계를 만드는 것을 보면

서 이들이 가족과 고국에 갖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

고 유동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성찰하면서

연구자는 A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필리핀은 ‘멀리할 수 없지만 점

점 멀어질 수 있는’ 곳이고 ‘싫어할 수 없지만 소원해질 수 있는’ 대상이

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민족지의 작성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이처럼 양가적이고 유동적

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은 연구자 스스로에게 가장

지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연구가 ‘피해자 관

점’(문동환 2010:3)에 집중하고, 이주노동자 문화를 동질적인 것으로 간

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자의 이런 성찰은 개인

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 성원의 삶

을 규정짓는 모순과 가변성이 어떻게 일상의 소비와 연계될 수 있는지

파악해볼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지적 경험으로 남을 것으로 믿는다. 마

지막으로, 본 민족지에서 연구자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거나 국가 ‘사이

에 끼어(in-between)’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 형태와 특성을 특정해봄으

로써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Vertovec 2009)’ 혹은 ‘초국적 일상

(transnational everyday life)(Wessendorf 2010)’이라는 개념을 보다 가

시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한국어가 아닌 필리핀인의 공용어인 영어를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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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타갈로그어를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던 이고로트인의 중심어인 일로카노어로 소통하

지 못한 점은 한계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주로 이고로트족만을 중심

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종족이 이고로트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종족은 소비와 여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고로트 종족 내부 하

위 종족 그룹 내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이주노동자의 삶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도 아쉽게 생

각한다. 향후 여성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165 -

참고문헌

<논문·단행본>

강윤희, 2012,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비교문화연구』 18(2):

5-51.

고영란·이영, 2013, 『우린 잘 있어요, 마석』, 서울: 클.

권숙인,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

체성,” 『국제‧지역연구』 17(4): 33-60.

권종화, 2004, “한국 내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 연세대학

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김경민·박준영, 2020,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과 커뮤니티 양상

비교: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3): 181-241.

김민정, 2011, “필리핀 노동 이주 여성의 일과 한국 생활: 미등록 장기체

류의 역설,” 『한국문화인류학』 44(2): 313-358.

김민정, 2020, 『이주 시대의 젠더: ‘다문화’ 한국사회와 필리핀 출신 여

성들』, 서울: 집문당.

김세은·김수아, 2008,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1(1): 39-73.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

인류학』 42(2): 35-75.

김현미·류유선, 2013, “미등록이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재생산: 경기

도 A공단 사례를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 19(2): 53-84.

김효진,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문화 공유와 전파,” 『지

리학논총』 56: 25-48.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서울: 교보문고.

남은영·박수정·김영빈,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여가와 문화적응의 탐



- 166 -

색,” 『교육문화연구』 16(1): 169-195.

딜릭, 아리프, 2010, “특집: 경계초월자와 도시 연구; 지구화시대의 매체

이주: 초국주의(Transnationalism)의 이론과 실천: 활용, 오용,

남용,” 『도시인문학연구』 2(2): 9-35.

로살도, 레나토 (권숙인 역), 2000, 『문화와 진리』, 서울: 아카넷.

류유선, 2016, “가구화(Householding) 관점으로 본 경기도 A공단 필리핀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 만들기,” 『여성학논집』 33(1):

135-164.

문동환, 2010, “필리핀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 형성과 민족적 경계의 구

성,” 전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박경태, 2001, “특집: 한국 사회 속의 민중: 외국인 이주 노동자: 특집 논

문: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13: 26-48.

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한

국사회학』 33(WIN): 819-849.

보드리야르, 장 (이상률 역), 2015, 『소비의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부르디외, 피에르 (최종철 역),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서울: 새물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서울: 새물결.

설동훈, 2001, “특집: 한국 사회 속의 민중: 외국인 이주 노동자: 특집 논

문: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대책,” 『신학사상』

113: 49-75.

설동훈, 2015, “국내 이주정책의 모순과 대안: 한국의 인구 고령화 이민

정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강좌 발표자료』 pp.

5-32.

송영민·황희정·권유홍, 2011,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고찰한 결혼이주여

성의 여가 분석,” 『관광레저연구』, 23(4): 407-426.

야퍼, 리브커·아나욱 더코닝 (박지환·정헌목 역), 2020, 『도시 인류학:



- 167 -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서울: 일조각.

양정혜, 2007, “소수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미디어 젠더 & 문화』 7:

47-77.

에반스 프리차드, E.E., (권이구·강지현 역), 1994, 『누어인』, 서울: 탐구

당.

윤인진, 2012,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28: 7-47.

이승철, 2018, ““도박자”의 인류학을 위한 연구 노트,” 『문학과 사회』

31(2): 311-326.

이승희, 2011, “다문화 가족 내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제적 특성과 소비행

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 석사학위논문.

이윤경, 2017, “초국가주의와 거주국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학』 40(4): 169-205.

이주연·김혜숙·신희천·최진아, 2011,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가생활 변

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학회지』 35(4): 83-97.

이철우, 2008,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중국적의 논리,” 『한국사

회학』 42(1): 27-61.

이현서·김혜숙·신희천·최진아, 2013,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여가생활 변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여가학연구』 11(2): 31-58.

이현정, 2000, ““한국취업” 과 중국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석사학위논문.

임선일. 2010a, “에스니시티(ethnicity)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의 문화변용 연구: 한국계와 비한국계 이주노동자의 사례 비교,”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임선일, 2010b, “인적자원개발 외: 에스니시티(ethnicity)의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연구,” 『산업노동연구』

16(2): 381-424.

임수원·박현권, 2011, “인문,사회과학편: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일요



- 168 -

농구리그」참가를 통한 한국 사회 적응,” 『한국체육학회지』

50(5): 67-79.

장서연, 2013,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미셸 이야기,” 이주여성인권포럼

편,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 파주:

오월의봄, pp. 124-141.

전승우·두정, 2020, “재한 조선족의 문화적 시민권 획득 노력: 소비자 문

화변용(consumer acculturation) 측면에서,” 『소비자학연구』

31(4): 183-202.

조경희, 2013, “이동하는 ‘귀환자’들: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 이동

과 경계의 재구성,” 신현준 편,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

고 불평등한 동포들』, 서울: 그린비, pp. 209-256.

차옥숭, 2013,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 남양주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담론201』 16(2): 165-193.

차철욱, 2014, “김해 이주민 여가공간의 형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로컬리티 인문학』 12: 85-119.

채수홍, 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교류,”

『비교문화연구』 13(2): 5-39.

_______ 2014, “호치민 한인 공장매니저의 초국적인 삶,” 『비교문화연

구』 20(2): 47-94.

최서리, 2021, “필리핀과 한국 간 사람의 (비)이동성,” 윤종석 편,『아시

아 이주와 모빌리티』, 서울: 씨아이알, pp. 3-21.

카슬, 스티븐·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2013, 『이주의 시대』, 서

울: 일조각.

코넬, R. W. (안상욱·현민 역), 2013, 『남성성/들』, 서울: 이매진.

푸코, 미셸 (이혜숙·이영목 역), 2004, 『성의 역사 3: 자기배려』, 서울;

파주: 나남.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

화연구』 9(2): 157-193.

한유석, 2018, “유연한 이주민 되기: 태국 치앙마이 카친족 이주민의 정



- 169 -

체성 변화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51(3): 365-399.

Aguilar, Jr, 2013, “Brother’s keeper? Siblingship, overseas migration,

and centripetal ethnography in a Philippine village,”

Ethnography 14(3): 346-368.

Ahmed, Junaid, and Mazhar Mughal, 2015, “How do migrant

remittances affect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vailable

at http://dx.doi.org/10.2139/ssrn.2558094.

Allison, Anne, 1994, Nightwork: Sexuality, P leasure, and Corporate

Masculinity in a Tokyo Hostess Club,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tolihao, Lou, 2012. “From baseball colony to basketball republic:

Post-colonial transition and the making of a national sport in

the Philippines,” Sport in Society 15(10): 1396-1412.

Aujero-Blanza, Gerlia, “THE DEVELOPMENT OF HIGH VALUE

EMPANADA WITH DARAG NATIVE CHICKEN (Gallus

gallus domesticus) FIL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Innovations 7(2): 234-247.

Boccagni, Paolo, 2012, “Rethinking transnational studies: Transnational

ties and the transnationalism of everyday life,”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5(1): 117-132.

Brewer, Carolyn, 1999, “Baylan, Asog, Transvestism and Sodomy:

Gender, Sexuality and the Sacred in Early Colonial

Philippines,” Intersections: Gender, H istory and Culture in

the Asian Context 2: 38

Cao, Guangzhong, Kai Li, Ruimin Wang and Tao Liu, 2017,

“Consumption Structure of Migrant Worker Families in

China,” China & World Economy, 25(4): 1-21.

Carling, Jørgen, Cecilia Menjívar and Leah Schmalzbauer, 2012,

“Central Themes in the Study of Transnational Parenthood,”



- 170 -

Journal of Ethnic and M igration Studies 38(2): 191-217.

Ceperiano, Arjohn M., Emmanuel C. Santos Jr., Danielle Celine P.

Alonzo and Mira Alexis P. Ofreneo, 2016, ““Girl, Bi, Bakla,

Tomboy”: The Intersectionality of Sexuality, Gender, and

Class in Urban Poor Contexts,” Philippine Journal of

Psychology 49(2): 5-34.

Chami, Ralph, Connel Fullenkamp, and Samir Jahjah, 2005, “Are

Immigrant Remittance Flows a Source of Capital for

Development?,” IMF Staff Papers 52(1): 55-81.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1998, M ille plateaux, Paris:

Éditions de minuit.

Glick Schiller, Nina, Linda Basch and Cristina Blanc-Szanton,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1): 1-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Glick Schiller, Nina and Georges Eugene Fouron, 2001, Georges woke

up laughing: long-distance nationalism and the search for

hom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2, “Long-distance

nationalism defined,” The anthropology of politics: A reader in

ethnography, theory, and critique, Malden, Mass: Blackwell, pp.

356-365.

Haas, Hein De, 2005,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Development: Myths and Facts,” Third World Quarterly

26(8): 1269-1284.

Harvey, Davi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 171 -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England];

Cambridge, Mass., USA : Blackwell.

Huang, Shirlena, 2010, “Rethinking Transnational Migration in/out of

Asia: Existing Concepts and Fresh Perspectives,”

ASEAN-ROK Workshop Paper. pp. 8-21.

Huang, Zhen, and Cheng Lu Wang, 2018, “Conspicuous consumption

in emerging market: The case of Chinese migrant worke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6: 366-373.

Itzigsohn, José and Daniela Villacrés, 2008, “Migrant political

transnationalism and the practice of democracy: Dominican

external voting rights and Salvadoran home town

associ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31(4): 664-686.

Kwon, June Hee, 2015, “The Work of Waiting: Love and Money in

Korean Chinese Transnational Migration,” Cultural

Anthropology 30(3): 477-500.

Li, Xiaofeng and Li Luo, 2021, “Migration patterns and migrant

workers' consumption,” China Agricultural Economic Review

13(4): 781-798.

Lee, Seung cheol, 2020, “Magical capitalism, gambler subjects: South

Korea’s bitcoin investment frenzy,” Cultural Studies

(London, England) 36(1): 96-119.

Levitt, Peggy, 1998, “Social remittances: Migration driven local-level

forms of cultural diffusion,” The International M igration

Review 32(4): 926-948.

Levitt, Peggy and Deepak Lamba-Nieves, 2011, “Social Remittances

Revisited,” Journal of Ethnic and M igration Studies 37(1):

1-22.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 172 -

society,” The International M igration Review 38(3):

1002-1039.

Manalansan IV, Martin F, 2015, “Bakla (Philippine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Sexuality pp. 113–196.

McKay, Deirdre, 2003, “Cultivating New Local Futures: Remittance

Economies and Land-use Patterns in Ifugao, Philippine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4(2): 285-306.

________________ 2006, “Rethinking Indigenous Place: Igorot Identity

and Locality in the Philippines,”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17(3): 291-306.

Ong, Aihwa,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37(5): 737-762.

_______________ 1999, “The Pacific Shuttle: Family, Citizenship, and

Capital Circuits,” F 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110-136.

Portes, Alejandro, 1999, “Conclusion: Towards a New‒World - The

Origins and Effects of Transnational Activ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463-477.

Pribilsky, Jason, 2012, “Consumption Dilemmas: Tracking Masculinity,

Money and Transnational Fatherhood Between the Ecuadorian

Andes and New York City,” Journal of Ethnic and M igration

Studies 38(2), 323-343.

Rosaldo, Renato, 1997, “Cultural citizenship,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Latino Cultural Citizenship: Claiming

Identity, Space, and Rights, Boston, MA: Beacon Press, pp.

27-38.

Sassen, Saskia 1996, Losing Control?: Sovereignty in an Age of



- 173 -

Globalization,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___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essays on the

new mobility of people and money, New York: New press.

Seddon, David, Jagannath Adhikari and Ganesh Gurung, 2002,

“Foreign Labor Migration and the Remittance Economy of

Nepal,” Critical Asian Studies 34(1): 19-40.

Smith, Michael Peter and Luis Eduardo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Thieme, Susan and Simone Wyss, 2005, “Migration Patterns and

Remittance Transfer in Nepal: A Case Study of Sainik Basti

in Western Nepal” International migration 43(5): 59-98.

Tindaan, Ruth Molitas, 2020, “Recreating Igorot identity in diaspora,”

South East Asia research, 28(4): 465-485.

Tsuda, Takeyuki, 2000, “Acting Brazilian in Japan: Ethnic Resistance

among Return Migrants,” Ethnology 39(1): 55-71.

Vertovec, Steven, 2009, Transnationalism, London; New York:

Routledge.

Wessendorf, Susanne, 2010, “Local attachments and transnational

everyday lives: second-generation Italians in Switzerland,”

Global Networks 10(3): 365-382.

Wilson, Ara, 2019, “Queer anthropology,”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Available at http://doi.org/10.29164/19queer.



- 174 -

<신문기사>

KBS, “포천 농장 숙소서 캄보디아 여성 숨진 채 발견…

이주노동자센터 “한파에 동사 추정”,” 2020. 12. 23일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78273 (2022. 08. 08. 접속)

MBC, “경기도남양주마석가구공단불법체류단속놓고 8시간대치,” 2005. 10. 17일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05/nwdesk/article/1914272_30781.html

(2022. 08. 08. 접속)

국민일보, “[단독] “추워요, 전기도없어요”…마지막진술외면한경찰,” 2021. 01. 14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24363&code=61111111

(2022. 08. 08. 접속)

오마이뉴스, “‘사면’ 검토한다더니 외국인노동자 ‘토끼몰이’,” 2008. 11. 13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

D=A0001011675 (2022. 08. 08. 접속)

한겨레, “문 부수고 퇴로 막고 ‘토끼몰이’, 2008. 11. 12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1497.html#

csidx54f63deb4fe6edc92cffb5d376cd783 (2022. 08. 08. 접속)

<자료>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2021, 『남양주 녹촌지구 도시개발사

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결정내용공개서)』, 경기: 남양주시.

썸트렌드, 『‘이주노동자’ 키워드 뉴스기사 긍‧부정분석』,

https://some.co.kr/analysis/social/reputation (2021. 10. 12. 접속)

KOTRA, 2021,『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

D=220 (2022. 08. 08. 접속)

Pulse Asia, 2022,『March 2022 Nationwide Survey on the May 2022 Elections』,

https://www.pulseasia.ph/march-2022-nationwide-survey-on-the-may-2

022-elections/ (2022. 06. 20. 접속)



- 175 -

Abstract

Reproduction of transnational life

through consumption and leisure

of male migrant workers

- the Igorot people of the Philippines

at the Gyeonggi-do Industrial Comple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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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ethnographical work which examines the daily

lives of Filipino migrant workers at the Industrial Complex A in

Gyeonggi-do especially in the areas of consumption and leisure

outside of work, and then describes and interprets the way how

migrant workers construct and rationalize their 'hard' lives in new

country into 'livable' ones.

Migrant workers struggle to live under rigid immigration system of

Korea, enduring excessive labor practices of factory or farm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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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Filipino migrant workers at the Industrial Complex A

whom the researcher met enjoy leisure and entertainment every

weekend and live satisfactory lives. Male migrant workers, who are

the majority of the weekend gatherings consume and entertain

themselves in the new country more than female migrant workers, so

they save less and fall into debt. This is a myth of male migrant

workers, who overstay in new countr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t is true that male migrant workers consume more

than female migrant workers, and if so, how these actions will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how they

compromise and adjust these relationships.

Filipino male migrant workers' consump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leisure activities such as drinking and dancing are related

to the Filipino’s national identity. Among them, the Igorot people, a

minority ethnic group in the Philippines, who live in the ‘Baliw’

compound engage in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that constantly

emphasize their ethnic identity and practice traditions. Although they

do not consciously discriminate and exclude other ethnic people, these

actions create a sense of distance from other people. By consuming

national and ethnic food, songs, and games in their daily lives, they

produced and constituted this place as a space of Filipino, especially

Igorot people. They reterritorialize this place as a 'livable space'.

This reterritorialization gives them a sense of security that not only

they earn money through migrant labor in Korea, but also that they

have a place to return to after work.

In addition, the daily consumption and leisure of Filipino migrant

workers at the Industrial Complex A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gender. In particular, male migrant workers enjoy drinking and

singing, getting tattoos, exercising vigorously, and gambling.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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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mphasize and show off their masculinity, they perform a kind of

identity politics that distinguishes and distances them from the 'less

masculine', especially the ‘Bakla’s, the third gender of the Filipino

context. These male workers’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are

closely linked to the display of masculinity, which provides some

comfort and compensation to those who endure hard labor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the leisure

activities they do to show off their masculinity often come with

many unexpected costs. In particular, their excessive performance of

masculine activities caused economic loss and often resulted in

women's rebuke and control.

In conclusion, male migrants at the Industrial Complex A create a

'livable space' through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to make

Korea a place close to them, but Korea is also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a livable place, because most of them are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Therefore, Korea is experienced as a

'livable place but difficult to live' and is perceived as a 'place that is

close but not close'. At the same time, migrant workers at the

Industrial Complex A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hilippines, their home country,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remittance or citizenship. However, as they fall into debt due to

overconsumption such as gambling, stop remittances, or create a new

extramarital affair in Korea, the sense of belonging and bond with

family and home country becomes variable and flui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to the Filipino migrant workers at the

Industrial Complex A, the Philippines is a place that ‘can’t get farther

away, but becomes farther away’ and ‘can’t be hated but can become

alienated from’. In conclusion, Filipino male migrant workers at the

Industrial Complex A live an ambivalent and fluid liv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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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in-between’ ‘transnational everyday

life’ (Wessendorf 2010).

Keywords : male migrant workers, Philippines, Igorot people,

transnational life, consumption,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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