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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이끼께 자유무역 지대에서의 감시문화와 도덕경제의 문제

조경진**

1.

문제제기

자유무역지대는 정부가 규정하는 경제특구 지역으로서， 외국자본을
끌어틀임으로써 지역 또는국가경제를활성화시키는경제개발계획이자
실천지침이다. 이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한 개발은 1970년대와 80년

대에 개발도싱택에서 많이 채택되었었대Dicken

1988;

Hagga띠 199이.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역시 중앙으로부터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닥후된
최북단 지방과 최남단 지방에 1975년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였다.
최북단의 이끼께 자유무역지대 (ZOFRI ，

소프리)는

초기에

수출품을

Zona Franca de Iquique ,

이하

조립하는 공업지대 (export-processing

zone)로 기획되었으나， 공엽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입산업이

발달해 현재 수입완제품을 국내와 저13국으로 유통시키는 회물통과항
*

논분을 폼꼼하게 읽어주시고 논평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보다 좋은 제목
을 제안하고 많은 제언을 해주신 원재연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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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ôt) 성격이 짙고 현지 언어로 상업자유무역 지대 (zona franca
comercial)라고도 한다 1)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소프리는 외부 평가기

관에 의하면 남마의 자유무역지대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
대 BID-INTAL

& AZOLCA 1992: 9).

칠례에서， 특히 이끼께 내에서의 소프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소프리들 운영하는 소프리새 20FRI S.A., 20na Franca de Iquique

Sociedad Anónima , 이하 소프리새와 지방언론은 소프리가 이끼께와
제 1 지방)에 가져온 개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전해왔대 20매 S.A.

1997, 1998; El Nortino 2000).

반면에 이곳의 사회학자들은 현지 인들이

소프리의 운영으로부터 배제된 점에 주목하고 유통업으로서의 소프리의
성격이 현지개발에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Gonzáles 1985; Canales 1995). 한편， 소프리가 피노체트 독재정권의
유산이기 때문에， 소프리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것은 피노체트 정권과

관련된 모든 엽적들이 칠레에서 OJ=극화된 반응을 일으거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피노체트가 소프리를 통해서 이끼께와 맺게 되는 인연， 그리

고현지주민들의 이에 대한양가적인 태도는그자체로도중요한주제를
이루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루어졌다{Cho

2004; Frazier 1998).

그런데 정작 소프리에 드리워진 피노체트의 그림자 때문에 자유무역 지

대로서 소프리의 특수성과운영방식에 대한분석， 나.o}가서 그것이 지역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위의 곤살레스의 글외에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기존의 인류학적 연구들은 소프리와 같이 국가
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성해서 경제 특구를 만드는

1) 수출자유구역 (export-processing zone)과 화물통과행entrepôt ， commercial duty-free
zone) 의 차이에 대해서는 Cho(2004: 227-230) 참조.
2) 약 3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다란 영토를 가진 칠레는 12개의 지방으로 나쥔다
1973년 쿠데타 이후 피노제트 정권은 각 지방 고유의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서 칠레
영토의 최북단을 기준으로 제 1 지방， 제 2지방 등， 최남단을 제 12지방으로 개명하였
다. 이끼께는 제 1 지방의 행정수도이이며 인구는 약 200 ，000명이대 I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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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사실상현지 주민의 사회경제적 조건을상승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자본을 보유한 외부인들과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현지인틀간에 위

화감을 조성해서， 자유무역지대의 지역 공동체는 긴장과 갈등관계로 특
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Femandez-Kelly

1983; Ong 1987; Despres

1991; Driessen 1992) .3)
이끼께는 제3세계의 지방도시라기 보다는 정돈이 잘된 작은 국제도
시(생obal city, cf. Sassen 1991) 라는 인상을 준다. 사진에 나오는 유명한
관광지들처럼 야지수가 해안도로변에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사막 지대
이지만 고층 호댈들이 세워져 있으며 내륙으로 들어가면서는 주택가가
바둑판으로 정돈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지대에 투

자하고 장사를 하러 온 외국인 상인들의 존재가 눈에 띤다. 이끼께와
유사한 구조를 지난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브라질)와 셰우타 자유무역
지대(모로묘내 스페인 영토)를 각각 연구한 데프레스와 드리에센은 자

본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과 이들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지
인간의 불신과 긴장의 관계를 세심하게 묘사하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자료는 제공해주지 않고 이를 계급
적 위화감으로 설명한다{Despres 1991; Driessen 1992). 이끼께에서도
역시 자본을 보유한 외국인과 이들이 고용하는 현지인 시아의 긴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같은 “계급적 위화감”이 왜， 그리고 어떻게 조성되
는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시 빨H서， 그 위화감이 생성되
는 조건과 과정을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유무역지대의 제한
구역 (recinto amurallad이을 경계짓는 높은 담장과 이를 통제하는 엄격

한 경비시스템은 외국인이나 현지인 등 행위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수

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유무역 시스템과 직결되는 또다른 설명적 차원
의 필요성을제기한다.

이 긴장과 감시의 문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자유무역이라는 경제활
3)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사회학 연구들은 개발프로젝트로서의 거시 사회학적인 효과와

의미에 주로 주목한다(Dicken 1988; Haggard 1990; Diniz and Borg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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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일상F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원리와 관행， 두 가지 차원을 면밀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프리에서의 사업은 근본적으로 무관세 조항
때문에 생기는 가격경쟁력， 그리고 그 같은 경쟁력이 유통과정에서 창출
시킬 수 있는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무역 자유화 조항은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럴 경우 공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OJ=한 감시와 제재의 장치들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

리에서의 공식 자유무역 거래와 비공식적 경제활동， 예를 들자면 밀매와

도둑질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종류의
감사와 견제체제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들어냈는지 보여주고자 한
다. 이처럼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적， 비합법적인 거래와 관행에 주목

을 해야만 행위자 집단간의 첨예한 긴장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소프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소프리새 ZOFRI S.AJ

와소프리 제한구역 안에서 수출입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와 외국인 사엽
가{usuario， 소프리의 시설을 시용한다는 의미로， 이하 사용자로 표기한
다)， 그리고 이들 수출입 사업체에 종사하는 현지고용원이 자유무역지대
에서 창출될 수 있는 돈(또는 부， wealth)4)을 어떻게 경쟁적으로 확보하

고 그 같은 과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더
불어， 이러한 경제행위와관행들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성된 돈에 어떠
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 그
리고 이러한 해석들이 이끼께의 지역 공동체 (moral community)를 평가

히는 데 갖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펼자는 자유무
역지대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보다 궁극적

인 목적이었던 지역공동체의 재활성회{revitalization)와보다 넓은 의미
4) 여기서 자유무역지대에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를 돈으로 규정했다 유통과정에서 생기

는 이윤에 가치라고 할수도 있지만， 노동과정론을 근거로 해서 해석되는 노동력에 근
거한 가지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 결과로서의 부{wealth)를 일걷는 것으
로 돈이라는 개념을 썼다 돈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 그것이 교환가치로서 갖는 그 가
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 더 적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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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개발에 과연 성공을 했는지 질문한다.

2.

방법론

이 연구는 1997년과 1998년에 사전조사를 거쳐， 2000년에 진행된 필
자의 이끼께 현지조λ배 근거하고 있다. 필자는조λ에 착수하기에 앞서，

다루게 될 내용이 사업과 사업 관행이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다행히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거래관행은 조직
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경로들을 파악히는 것은 어렵지 않았
다. 그러나각개별 사업체와관련된구체적인 정보， 즉사업규모， 거래액
수， 거래관계， 인사관리 등은 접근하기 매우 힘들었다. 돈 거래나 사업에
관한 작은 지식 하나도 외부인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의 관행을 파악해내고 정리하는 작업은 필자에게도

매우도전적인 것이었다. 누가돈이 얼마나 있으며 그돈을어떻게 벌었
는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겠는가! 방법론적으로 돈에 관한 정보는 위험
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경제적 거래와관행이 합법성과불법성의 경계를넙나드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펼자의 연구목적이 불법적 관행

을 고발히는 것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재 자체 때문에 정보제공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에 두고 조시에 착수해야만 했다.
조사는 먼저 공식적 기관과 사업체들을 파악하고 방문히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필자는 자유무역 지대 운영회사인 소프리사의 국조L급 간부
들과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신청해서 운영회사의 목적과 방침에 관한 자

료를 수집하였다. 그 후 제한구역 내에 수출입사업을 하는 사용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rapport형성이 좋았던 사용자 9업체5)를 정해서 정
5) 샘플이 되었던 사용자 집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사용자 5 업체， 인도 사용자
2 업체， 칠레인 사용자 2 업체였다. 소프리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온 상인들이 수는 많

지는 않았지만 거래하는 규모가 주로 컸기 때문에 상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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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사용자외는 공식적 인터뷰를 가급적이변 피했다.
초기에 이를 몇번 시도하기는 했으나，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

감이 너무 강해 그 이후로는 사담을 근거로 내용을 정리했다. 그 내용을

써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지만 본명은 쓰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였다. 물론
이 업체들에 다니는 현지인 직원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과의 대화 역시
녹음하지 않았고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그리고 그 고용자와 정보를 공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선행되었었다 6) 조사 후반기에는 한국인 시용자의

의류업체에 판매직원을 할 기회가 생겨 참여관찰을 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암시가 되었으나 필자가 미처
확인5찌 못한 정보들도 있다. 다른 정보제공자와의 대회에서 v}확인

(cross-check) 이 가능한 것은 그리 하였지만 루머성 담론은 루머로서 갖
는 의미를 찾아내서 담으려 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주어진 퍼즐조각
을 맞추는 방식으로 모아졌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성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보니 그 퍼즐조각들은 뚜렷한 패턴을 보이면서 모아졌

다. 어찌보면 말로 전해지지 않는 사실틀을 돈의 흐름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펼자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고， 또 얘기하기를 꺼리는

주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안달을 하지는 않았다. 말
끼가 논의했듯이，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운 소재를 다룰 때 숨겨진 정보를
다 알아낸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지하고 있었다 한국출신 사용지들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자를 반기고 사
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어도 소프라 내에서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한국사업가들이 그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지면을 벌어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뭇을 전한다 또
한 그틀이 고용하거나 한 때 고용했던 현지인들도 알게 되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
고 인터뷰를 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이 전해준 내부인으로서의 이야기
들{inside story)은 매우 귀중한 정보였다. 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6) 소프리밖에 있는 현지 사람들의 소프리에 관한 이해와 해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필
자가 소프라밖에서의 연구생활을 할 때 가능했다 자유무역지대 설립배경에 관한 조사
를 할 때 이끼께 시， 제 1 지방 정부， 이끼께 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끼께의

Artu ro Prat대학의 교수와 학생 등 다OJ한 사람들이 외부인의 관점을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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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으로 많은 정보를 광산에서 캐오듯이 가지고 오는 것이 인류학의
주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대Malkki 1995: 51). 돈에 관한 한
침묵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이
연구의 경우 신비힘L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데 주력을하지 않았다.

3.

소프리의 공식 사업구조

1975년에 재정된 자유무역지대 법안 D. L. 889는 이끼께 X빠무역지

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섣정하고 있다: 1)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모
든 물품은 칠레 국세청이 부과하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변제받는
다; 2) 무기， 마약 등을 포함한 파괴적인 물품외 모든 물품이 수입가능하

다;

3)

수입된 물품은 자유무역지대에 한해서 현지 이끼께 주민과 관광

객에게 소매로 판매될 수 있다; 4) 수입물품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제한구역 (zona

amurallacla , recinto

amurallado) 내 창고에 재수출을 위

한준비가될 때 까지 무관세로보관될 수 있다기 이 법이 지칭하는자유
무역지대라는 것은 이끼께 북서부에 칠레정부가 지정한 장벽이 쳐진 공
간이다. 이 조한운을 다시 요약하자면， 소프리 내에서 수출입 사업은 도

매나 소매로 이루어질 수 있되， 소프리 장벽 밖에 이루어진 이들 물품의
소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는 하나 수입관세를 물지는 않는
다. 이 수입된 물품들이 이끼께가 자리잡은 칠레의 제 1 지방내에서 유통

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나 소프리를 통해서 들어옹 물품이 제 1 지방

의 경계를 벗어날 때에는 수입관세와부가가치세 모두가 적용된다. 이는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들어온 물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며， 수도 산티아고와 타 지방에서 유통되는 물품들과 가격경
쟁을 일으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7) D.L. 889는 20때 S.A 가 발행하는 사용자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대 20FRl S.A., 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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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도에 소프리가 만들어질 당시에 자유무역지대 제한구역 (zona
amurallacla)은 약

40

헥타르에 불과했으나 25년시어에 240헥타르로 확

장되었다. 이 구역은 바둑판으로 짜여져 있어， 각 블록{manzana) 에는

갈쁜(galpón) 이라는 수출입 사업체 사무실과 창고들이 자리잡고 있다.

도매 거래는 이들 갈쁜에서 이루어진다. 이 구역 북서쪽 끝에는 소프리
몰{ZO돼IMall)이라는 쇼핑센타가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서는 모둘로

(módulo) 라는 상점에서 소매거래가 주류를 이루나 이쪽에 와서 도매로
물건을 해가는 상인들도 있다. 소프리 몰 역시 확장공사를 거쳐서 200개
에 달했던 모둘로의 수가 1998년에 가서는 약 270로 늘어났고， 새로 확

장된 구역에는 무대와 푸드코트를 설치해서 일종의 문화레저공간으로의
변신도 꾀하고 있다.

소프리는 소프리새 ZO때 S .A.)라는 반국영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었던 초기시절에는 지방정부에서 그 운영을 관할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독립해서， 주식
의 51%는 국가개발공사인 코르포(CORFO，

Corporación de Fomento)

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칠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그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투자가들은

칠레의

Agrupación de Fondos de Pensiones)들이다.

연금투자기관(묘P，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소프

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라사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소프리사는 자유무역 지대 구역의 땅을 수출입 사업
에 종사하고자 승}는 사용자{usuario， 사업체 혹은 그 사업체 소유주 둘
다 지칭할 수 있다)에게 임대해주고 사업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다. 소프
리사는 또한 소프리 내에서의 수출입 사업을 감독하고 또 단속하기도

한다. 즉， 소프리를 통과히는 물햄1 대한 보고를 받으며 모든 수출입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 정보를 국가기관들， 예컨

대 지방정부， 칠레 관세청과 재무성， 칠레 경찰과 공유한다. 그러나 소프
리시는 단지 감독과 운영만 히는 비영리 단체는 아니다.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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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땅을 개발하고 임대하는 부동산거래가 그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
했었다. 소프리에서의 사업붐은 자유무역지대 안팎의 부동산 가격을 급
격히 상승시켜주어 1980년대에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
던 지역이기도 했다. 소프리사와 사용자들 모두 이 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8) 현재 소프리시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감행하여， 시용

자가현지에 있을펼요성이 없는온라인창고업을이미 시작해서 사실상
자유무역 지대에서의 무역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관세 시대로 돌입한 칠레의 특수성에 맞춰서 사업방식을 유연하
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에 소프리시에 등록된 사용자 수는 1 ， 677개 업체에 달했다.

〈표 1) 에 나와 있듯이， 사용자의 대다수는 칠레출신이다. 그 중에 칠레
의 대표적인 전자유통 업체 등 잘 알려진 기업들도 있으나 현지에서 오

랫동안 장사를 해온 현지 상인들도 있었고， 물품이 제3국으로 통관히는
과정만 관장하는 일종의 free-lancer을 하는 현지의 중간상인도 많았다.

그외 외국인 시용자도 약 600 엽제로， 특히 중국인과 인도， 파키스탄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은 눈에 띠기 때문에 실제 숫자
보다 그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소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용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도
자신의 갈쁜이나 모물로를 보유하지 않고도 영업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고， 수출입 물량이 있을 때만 일하는 사용지들도 많다. 소프리사의 한
직원은 2000년도에 실제로 활동했던 사용자 업체를 약

9007R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 9)
8)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은 자유무역지대 사업에서 핵심적인 사업이고 또한 그 지역

전체의 개발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았으나 자유무역 지대를 논의하는 다른 연구에서
는 이 주제는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수출입 산업 혹은 제조업 등이 자유
무역지대의 주된 사업으로 보이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소프리사의 부동산 거래와 이끼
께 지역에서의 땅투기 바람은 불모지였던 사막지대를 황금지대으로 변모시켰다-(Cho

2004).
9) 소프리사 연구개발부장 Gonzalo Cid Passarini와의 인터뷰. 2000년 8월 이끼께 뿐만
아니라 사업이 망했거나 정리가 되었는데도 미처 소프리사 본부에 사용자 철회 절차
를 거치지 않는 회사들이 등록되어 남아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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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신국가별 소프리 시용자 쉬200이
출신국가

칠레
인도
볼리비아

대만

중국인민공화국
파키스탄

마국
아근헨티나

페루
대한민국
일본
파라과이

파나마
H 라질
프}E1 。는프l

뉴질랜 E

기타
합계
출처

사용자수

1,065
111
77
71
58
50
35
35
26
23
18
13
13

9
8
5
60
1,677

ZOFRI SA 2000

소프리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동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직

물， 의류， 중고자동차 등을 비롯해서 북미와 유럽에서는 건축자재， 기계
류， 부엌살림， 식품과 주류， 담배 등 그 종류가 다OJ=하다. (표 2) 와 〈표
3) 은 각각 수입된 물량의 원산지와 지난 10년간 소프리에서 거래된 물

량에 대한 매출액을 도착지별로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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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신국가별 소프리 수입물량 (1990'"'-'1998)
(단위 백만 달러)

5000

·함 1
口기타

4500

口힐빼

口홈흉
口대한민국

4000

디대안

口영혼

3500

口미 국
口중국인인 흥화국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90

출처

ZOFRI

〈표

1991

1992

199 3

1994

1995

1 996

1997

1998

S.A. , 1998

3) 도착지별 소프리 판매물량 (1990'"'-'1998)
(단위- 백만 달러)

1400
a 제 l 찌냉 /학랴 1II ~↑

- 청예기타지방

1200

口제 3 극

1000

800

600

.00

200

1990

출처

19 9 1

1992

1993

199

‘

1995

199619971998

ZOFRI S.A.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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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프리의 국내외 판매량(1990-1998)
(단위 백만달러)

1400 r

I

I

-•

-•

0 국내시장

. 빼외시장

1200 T-•

1000

---

十-←

800 I

600

400

2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출저’ zo태1 S.A. 1998 자료 재구성

소프리사는 소프리를 외회를 벌어오는 장치로， 다국적성을 지닌 시장
으로 지속적으로 선전해왔다. 소프리사의 선전 슬로건이 말해주고 있듯
이， 소프리를 “아시아태평양으로 통하는 비즈니스 관문(Puerta de

Negocio a Asia-Pacífico)" 으로 선전하고 있다. 소프리사가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이미지는 많은 수의 해외투자가， 곧 사용자가 외국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은 칠레의 소비자보다는 제3국의 소님비lμx
자}때

게 다가섬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수입된 소비재가 현지
에서 구매되기 보다는 제3국으로 더 많이 팔림으로써， 그 경제활동의 잔

여효과{churreo [trickle-down effect])로 현지 고용도 촉진하고 자본이 축
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불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물건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 경제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립경제(enclave economy) 의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프리

人까 공개히는 그래프들을 재구성해서 국내/국외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74

w 비교문화연구』 제 11 집 2호(2005)

사실상 수입품의 국내소비가 제3국으로의 재수출보다 약간 적을 뿐이다

( (표 4) 참조) , 다시 햄， 이끼께가자리잡은제 1 지방과칠레의 타지역
을 합해놓으면 외국으로 재수출된 물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장으로서 소프리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할 때 이를 이곳에 와서
장사를 했던 사용지들의 입챔l 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소프

리로 몰려들어왔던 이유는， 국내시장과 제3국(페루， 볼리비아 나。F가서
는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브라질 등)의 시장규모가 제법 컸고 소프리의
무관세 조항 덕분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대규
모 물량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프리가 만들어진 1970년대 초기에
아직도 칠레는 수입대체화 산업화 전랙ISI)의 잔재들이 남아있어 수입

품에 대한 관세가 무척 높았고(주변국의 사정 역시 비슷했다)， 따라서
전자제품， 직물， 의류 등은 중상층 시민들만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1979년 칠레의 경우， 제품에 따른 차별화된 관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2000/0의 세금

이 부과되었었다 10) 여기에 부가가치세 15%가 추가로 빠져서 소프리를

통해서 수입된 물품은 더욱 더 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었다.
가격경쟁력 덕분에 소프리는그야말로수입품의 천국으로자리를잡
아갔다， (표 3) 이 보여주듯이， 이끼께를 비롯한 제 1 지빙F에서의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 총수입량의 27， 2%를 현지에서
소비하였다. 자유무역지대가 가져다준 고용기회 덕분에 현지 이끼께 주
민들은 중산층 가정을 꾸미기 위해 소프리몰의 주고객이 되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칠레국민을 소비자로 개조시커려는 피노제트 정권의 문화
적 기획과 맞아떨어졌었다 11) 현지 주민들은 보다 싼 가격에 같은 소득
10) 피노체트 정권의 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졌다 2000
년도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 일괄적인 6%의 관세율만 적용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을 비
롯한 많은 국기들과 무관세 협정도 칠레가 앞장서서 제결하고 있다

11) 피돼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라드먼(Milton Friedman) 의 신째주의론에 경도되었
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X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cαlStable and Valenzuela
1991: 190; Valdés 1995; Moulian 1997) 특히 발데스에 의하면， 피노체트는 프리드먼
,

이 주창한 소비자의 선택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구성에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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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산티아고 시민이 구매할 수 없는， 1980년대 전후로 소위 사치품
이었던 각종 전자제품， 특히 벨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12) 오디오 플레이어， 년텐도， 카메라 등을 살 수 있게 되었

다. 뿐만 아니라 이끼께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 언저리에 새로운 주
택가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쓰인 건축자재는 모두 소프리 몰에
서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니-0]-가서， 소프리가 80년대 중반부

터 일본， 한국， 미국 등지에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허용하게 되면서 자
기용보유율도높아졌다. 소프리에서 파는물품의 소비는그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소프리 덕분에 한때 소유할 꿈도 못
꾸었던 생활용품을 사람들이 하나씩 장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현
지소비는 1990년대 중반에 붐을 이루게 되면서 이끼께에는 각종 사채업
지틀(financieras) 이 공공연하게 간판을 내결고 등장하기 시작했었다. 일

부 주민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물건을 사러 다녔던 것이다
더불어 페루와볼리비아국경이 불과트럭으로 4-5 시간거리에 있는
지리적 입지 덕분에 이틀 국가로 상엽의 망을 확대하여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 바다와 접목된 영토를
칠레에게 빼앗겼었기 때문에 자유무역항인 소프리를 통한 수입품의 유
입은 환영할만 했었다 13) 이 물품들이 칠레국경에서 볼리비아나 페루로

개인이 자유흡게 선택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자유주의의 개념은 피노제트에게

칠레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철학과 미래의 비천을 제공해주었다
이 비천하에서 정치적 시민은 경제적 소비자로 대체되어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인간형으로 이해된대 cf. Friedman 1962 ’ 15; Valdés
1995: 31) , 연금제도를 비롯한 공적부문을 사유화시키고 관세를 낮추는 일련의 정책으
로 피노체트는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합랴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학을 동시에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칠레는 완전한 대중소비사회로 재편성된다(Moulian 1997: 13)
12) 소프리에서 가장 대량으로 팔린 전자제품은 (특히 1980년대에는) 주로 한국산이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카메라 등은 삼성전자， 대우전자가 주류를 이
루고 LG는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뚜)대우의 지사장으로， 그리고 그 후에 개인사업을
하느라 20년 넘게 소프리 시용자로 몽을 담고 있었던 한 한국사용자에 의하면 (:;0)대우
는 매우 공격적으로 물품을 이 쪽으로 수출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13) 물론 수입품이 칠레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 특히 예전에 볼리비아 영토였던 이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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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때 원칙적으로는 이들 국가의 관세가 부과되었어야 했는데， 관행
상 1998년도까지 이 원칙을 강제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었다.1980년대
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페루와 볼리비아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갈쁜에
서 물건을 해갔다고 한다 보통 대형 고속버스로 이끼께에 도착해서 이
들 바이어들만 수용하는 저가 모댈을 숙소로 잡고14) 낮에는 제한 구역

내 갈쁜을 방문해서 도매로 물건을 해가는 방식이었다. 이 때 물건이
국경을 넘어가는 일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물량이 눈에
띠게 많을 경우 바이어들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자국세관 직원에게 뇌물

을 줘야 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세를 무는 경우
는 많지 않았다 15) 왜냐하면 한 버스가 싣고 가는 벨레비전 박스의 개수
나 옷감의 길이 등을 일일이 셀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별 단속이 있을 경우， 작은 물품을 나르고 있을 때에는 이미 훈련
받은 야마{llama， 안데스 지역의 가축)로 하여금 단속구역을 벗어난 지

역에 물품을 나르게 할 수도 있었다. 물량이 많을 경우， 트럭은 칠레영토

에 머물면서 반대편국경의 세관직원들이 갈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보통
이었다. 칠레 쪽에서의 세관검사자들은 이 같은 관행을 묵인했었는데，
이들이 할 일은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물건들이 다시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대뒤에 볼 것이지만 사실

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볼리비아인들은 탈갑지 않게 생각한다. 볼리비아에서

는 아직까지도 칠러l를 침략자로 이해하고 였으며 반칠레 감정이 높다고 한다 반면
칠레에서는 볼리비아인들의 높은 원주민 구성 비율 때문에 이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

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끼께를 통한 소비재의 유입은 OJ국간의 적
대적 감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루어졌다-

14) 소프라의 잔여 경제적 효과는 이 같은 서비스엽의 확대를 의미한다. 소프리가 영업
을 시작하면서 이끼께내의 숙박업과 운송업이 크게 성장했었다， 필자가 볼 기회가 있

었던 볼리비아 바이어를 수용하는 모텔의 경우 한 방에 약 5개의 침대를 놓고 각 침
대당 약 미화 $5를 받는 수준이었다 최저의 비용으로 체류를 했어도， 이들 바이어들
은 때에 따라서 전자제품， 직물， 장난감， 의류 등을 컨테이너 채로 사갔다고도 한다

15) 이 지역에 처음으로 사전조사를 갔던 1998년도에 필자가 페루국경을 넘었을 때의 일이
다 페루영토 입구에 여기저기 붙은 포스터에는 우리는 절대로 뇌물을 먹지 않는대 i
Somos incomlptiblesD 라고 쓰여져 있었다 같이 동행하던 소프리의 한국인 사용자는
씁쓸하게 지적하기를 저렇게 선전을 히는 것은 실제로 뇌물 주고받기가 관행이라고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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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많은 물량이 다시 국내로 유통된다). 이런 방식으로 페루， 볼리비아의
관세를 물지 않는 것이 이미 너무 상례화되어 있어서 소프리 내에서 이
관행을 두고 밀매 (conσaband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 물건들이

불법적으로 다시 함H 무관세로 이들 국경을 넘어가는 관행을 보통 “국
경을 넘는다{cruzar

la

frontera)" 라고 했었다. 페루와 볼리비아가 각각

1997년과 1999년에 소프리 물품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물기 시작했을
때， 16) 소프리의 사용지들은 이를 두고 “국경을 폐쇄했다-( cerraron

la

frontera)"로 표현했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경이 폐쇄
되었다는것이 아나라물건이 세관을거치면 가격이 상승할것이기 때문
에 바이어들이 더 이상올 인센티브가 없어져서 거래물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2어0년이 되었을 때 이들 국가와의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을 때에도 현지 언론
은 이 변회에 대한우려를 표명하지 못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설이었
지만 기존의 소프리 사업이 주변국의 법을 어기면서 행해졌었다고 지면

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이다.

4.

소프리에서의 비공식 사업 밀매와 도둑질， 그리고 감시문화

필자가 처음으로 소프리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인상은 자유무역지대
가콕구치소같다는점이었다. 소프리의 제한구역은철조망과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회물차와 승용차가 출입할 수 있는 두개의 대문
은 각각 무장을 한 경비원 두 명이 지키고 서 있다. 사람들이 넘나드는
행인출입구에 역시 경비원이 배치되어있다. 자동차는 들어가고 니올 때
내부검시를 받고(사용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나가려 해도 트렁크는 꼭
열여줘야 한다) , 회물차가 출입할 때는 구비서류를 꼭 갖춰서 출입한다.
16) 이 시기에 페루와 볼리비아도 각각 인근에 자유무역지대를 두기 시작해서 직수입을
무관세로 하기에 이르렀었다 더 이상 이끼께를 통해서 물건을 해올 필요성이 없어졌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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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은 검사를 받지 않지만 아주 기끔 임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뒤지는 경우가 있다. 물건을 제한구역의 갈쁜에서 소프리몰의
모둘로로 옮기려 해도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흔히

무관세 조항을 국가의 비개입으로 이해하고， 상거래가 국가의 권위와
개입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뭇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소프

리에서는 보호구역 자체가 지니고 있는 면세 특권 때문에 더욱 더 보호
되어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는 역설적인 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성되는 돈， 곧 이윤은 물품이 출입히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자체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품

이 제한구역을 출입하는 방법에는 공식적이며 합법적인 관행이 있으며
비공식적이며 비합법적인 관행이 공존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를
점유하려고 소프리사， 사용자， 갈쁜의 현지직원은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물론 사용자끼리도 경쟁한다). 이들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가며 일상

생활에서 매일 매일 부딪친다.
소프리에서의 공식적인 감시체제는 소프리사가 관리한다. 여기서 일

차적인 목적은 소프리를 통해서 수입된 물건들이 칠레의 일반시장， 즉
제 1 지방을 제외한 타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
론 그 이유는 이 같은 밀매가 가격경쟁을 일으켜서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를 히는 경우， 소프리를 통해서 무관세로 수입
된 물품의 경우 소프리몰에서만 판매될 수 있다 17) 따라서 경비원들은

제한구역을 넘나드는 화물치들이 모든 서류들을 구비했는지 확인해야 한

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소프리사와 칠레 관세청의 도장과
승인을 받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l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만

전담해주는 서비스 업체틀도 있다. 해외로 물건이 가는 경우 목적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물건이 국경을 통과할 때 소프리사와 관세청에 국경통
과 확인장을 보내야만 한다. 물건이 해외가 아닌 국내의 목적지로 가는

17) ZOFRI S.A., Duty-Free Zone Rules and Regulations 1998(updated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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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 1 지역을 지나 2지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물어야 한다. 물론
이 절차에서도 확인장을 받。1야 한다. 소프리를 통해 들어온 물건들이
혹시나 일반시장으로 유출될까봐 심지어 사용자의 자가용까지도 제한구

역을 벗어날 때 세세한 검시를 받는 것이다. 많은 경우 사용자들은 이미

경비원과 친숙한 사이지만 출입구에서 시용자는 항상 자가용을 멈추고
트렁크를 열어줘야 하며 때로는 차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경비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츰춤한 감시체제에도 불
구하고 소프리 물건들은 사실상 일반시장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질을

반영한다. 가장 흔히 눈에 띠는 것은 이끼께와 산티아고를 비롯한 칠레
의 모든대도시의 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수입담배이다 18) 칠레산담

배 한갑이 800 페소였을 당시， 거리에서 파는 미국산 담배는 한갑에 500

페소였다. 이끼께에서는 국산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소매로 소프리몰에서 담배 한보루 값은 약 7000 페소로， 한 갑당
가격은 약 600 페소로 쳐진다. 그러니 거리에서 파는 담배는 도매로 약

4000에서 5000 페소에 거래됐던 가격의 담배를 풀어놓은 것이다. 산티
아고에서도 역시 거리에서 수입담배가 500페소에 팔리고 있었다. 담배

외에도 약간의 이윤을 남기고 노점싱벼l 팔만한 작은 물건이면 모두 쉽게
유출되 었다: 향수， 19) 공테이프와 공CD， 작으면서 싼 전자제품， 작은 장
난감류， 건전지 등을 노점%벼1서 파는 경우를 전국적으로 볼 수 있었다.

물건의 유통을 감시하는 츰춤한 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소프리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국가를 사실상 대신하는 소프리

사가 수입품의 유통을 최대한으로 합법적인 선 안에 국한시키려고 히는
만큼， 소위 멸매를 하는 사람틀은 더욱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관계당국

18) 소프리를 통해서 수입된 담배와 공식경로를 통해서 수입된 담배는 그 포장이 틀려서
식별가능하다 공식경로를 거쳐 들어온 담배는 칠레의 상품 바코드가 찍혀있다
19) 많은 경우 “보따리 장사”를 히는 경우도 있었다 소프리볼에서 소매로 향수를 사고
가방에 실고 산티아고로 내려와 길에서 파는 상행위가 성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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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시망을 벗어날 묘안들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변， 담배를

빼돌리는 방법은 다OJ=했다. 이 묘안들중 가장 합법적인 색채를 띠는 관
행은 볼리비아 바이어로 하여금 1 개의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담배를 사
게 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국경지대로 운반한 후， 국경에서 칠레
관세청에 회물이 나간다는 신고를 하는 서류를 남겨두고 볼리비아 국경

을넘어가는척하는방식이다. 볼리비아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는 0따는
담배보루가 담긴 가마니들을 싣고 다시 칠레 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담배를 멸매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보다 소량으로 도매를 해서 서류률

구비한 채 제한구역에서 나와， 담배는 빼고 빈보루 박스만 서류와 함께

국경으로 보내 물건이 들어있는 것 처럼 속이는 방법이었다. 때로는 관
세청 직원들이 물건을 아예 눈으로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만
탈랑 들고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20) 물론 운송비를 안 들이는 이
마직막 방법이 가장 성행했었다.
밀매가 이같이 활발하고， 또한 이러한 밀매가 소프리의 성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감시체제는 단순히 관계당국이 단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 전시효괴{ perfonnative

function)로 있는 듯 보인다. 관세청 직원들과 소프리사 직원들이 연루된
밀매와부패의 루머는 사실상존재하지 않지만， 소프리사가 각종 서류심
사 절차와 경비원， 관세청을 동원한 이 감시체제는 감시는 하고 있었는
20) 안도라의 자유무역지대에서도 이 같은 밀수가 일반적 관행이라고 한다 안도라는 스

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소도시 국가로， 수입된 물품은 주변국으로 관세가 빠진
가격으로 재수출된다 보따리 장사{paquetaires) 라 불리는 이들 밀매상틀은 험악한 페

레네 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현대적 운송체제를 확보하고 있다고 현지 연구자들은 언
급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현지인들은 보따리 장사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이

해한다， 겸찰에 적발되면 보따리를 다 버리고 도망가면서， 이 모험 자체가 헛되었었다

는 실망을 감수하면서도 이 험악한 산을 넘어가고， 먼 곳까지 가며， 때로는 경찰과의
대연을 피하기 위해 걸어다니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영웅으로 본다，( d' Argernir

and Pujadas 1997: 76) , 칠례에서는 밀매상을 영웅시하는 경향은 없었다 뒤에 또 언
급하겠지만 사실상 이들을 밀매상으로 이해하고 그 행위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이
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담배 밀매상은 주로 볼리비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
다고 생각한다 한편， 페루와 볼리비아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그 국가의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 역시 소프라사의 공식 담론에서 항상 제외되어 있었다 이끼께
시민들 역시 이 밀수담배를 애용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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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통제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완전한 통제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이 관행을 묵인하기로 했던 것인가? 묵인하는 이유논 이

관행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기 때분인가?
관계당국 인사들은 열만큼 이 밀매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가?21)

제한구역의 경비원들이 맡은 또다른 임무는 갈쁜에서 나가는 수출입

회사 직원들이 물건을 훔치고 빼돌리는가를 감시하논 젓이다. 이 같은
감시는 고용직원들이 갈쁜에서 물건을 빼돌린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지고

있고， 직원들은 사실상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직원들이 제
한구역을 넘니들 때， 특히 퇴근시간에는 자가용과 가방을 검사받는다.
직원들에 대한 감시는 따라서 소프리사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섣상 시용자들 역시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지지한다.
소프리 내 사용자와 현지 고용인들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
는 경우가 무척 많다. 고용인들은 감시체제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빼돌릴

묘안들을 찾아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갈쁜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모둘로(같은 사용자 등록)의 직원들과 짜서
물건을 모둘로에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갈쁜에서는 사용자{즉， 사장
님)가직접 운영을하고또나올때 경비원을거쳐외야하기 때문에 감시
망을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모둘로에서는 재고품 조사

(inv，εntan이를 약 2개월에 한번씩 정도 수행하는데， 꼼꼼하게 하지 않으
면 물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필자가 한국인 사용자의 모둘로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의 일이다.
한국의 중저가브랜드의류를수입해서 팔고 있었던 이 회사는소프리내

에서도 규모가 제법 큰 회사로， 갈쁜의 창고도 제법 큰편에 속했고， 소프
리 몰에는 모둘로가 3개， 제한구역 밖의 또다른 볼에 상점 한 개를 가지

21) 실제로 필자의 정보제공자였던 한 현지인은 내게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고 다닐 것
이라면 차라라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하면서 진담 섞인 농담을 건네

곤 했었다

“돈의 출처를 추궁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명제를 펼자에게 상기시켜준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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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나름대로 이끼께에서는 준명품에 가까운 명성을 가진 브랜드였

다. 한국인 시용자 부부가 운영을 하였는데， 직원은 모둘로 판매직원까
지 합하면 15 명이었고， 이는 소프리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회사였다. 매

출액은 사장이 밝혀주지 않아서 알 수 없었지만， 부사장으로 지난 10년

간 지내왔던 현지직원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에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에는 하루에 도매로 5-6천 달러어치를 팔았었다고도 한다. 필자가 현
지조사를 갔던 2000년에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재수출되는 물량이 급격
하게 줄어들어서 주로 소매로 장시를 하고 있었고， 장사가 잘 되는 탈이

면 매출이 5천 달러 정도밖에 안되어서 직원월급도 주기 힘든 설정이었
다 22)

자선의 성실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현지인 부사장은 장
사보다는인사관리， 그중에서도직원들의 도둑질이 가장큰골칫거리라
고 항상 얘기하곤 했었다. 감시망이 츰춤해도 직원들 역시 물건을 빼돌
리는 데 아주 세련된 기법들을 고안해낸다는 것이었다. 부사장은 이 회
사의 창고관리자가 태도도 불손하고 물건을 빼돌리는 것 같아서 해고하
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사장에게 여러 번 했었다 한다. 한번은 회사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가죽잠바를 입고 출근을 해서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했더니 뻔뻔스럽게도 친척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고 집잉f됐다고
했다. 회사직원들이 회사 옷을 구매하그I자 할 때 직원할인을 받아서 살
수도 있는데， 창고보관자는 옷을 산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감

시체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건을 빼돌렸을까? 부사장 말로는 옷의
경우 빼돌리기 가장 쉽다는 지적을 해주였다. 티셔츠나 스웨터는 다른

겉옷 밑에 입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가죽잠바 역시 겨울 잠바
속에 입고 제한구역을 나갔을 것이라고 부사장은 추정했다. 부사장은

22) 이 회사의 부사장과의 최근 전회통회에서 (2005. 6. 15 ,) 회사의 갈쁜이 정리되고 이
제 모둘로 두 개에서만 소매영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프리에서 거래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각 사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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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보통 직원들이 물건을 빼돌리는 경우 직접 소비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팔기 위해서 빼돌려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또 한 의류
수출입 업체에서는 모둘로에서 다섯명의 직원들(주로 젊은 여성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용지들은 이들을 “ niñas [여자애들.]"로 부르기도

한다)23) 이 서로 짜서 물건을 빼툴리다가 사조벼1 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

었다. 직원들은 모둘로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영수증을 조작했었다 한다.
사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300달러 가량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는
데， 직원들이 집에 가게를 차려놓고 그 물건을 팔았다고 하며， 이끼께의

재래시정~f，εria) 에 팔 계획도 세웠었다고 한다. 이 직원들은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사용자{사

장) 역시 경찰이 관계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현지 언론
에서도 관섬을 갖게 되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소프리에서 이 같은 사건들은 자주 있었다. 직원이 물건을 빼돌리거
나 훔칠 때 사용자는 위의 경우처럼 경찰을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게 하
려 한다. 따라서 소문으로 이 회사， 저 회사의 직원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는 말은 흔히 돌지만 이런 내용의 기시들이 현지신문(보도할
것이 없어작은뉴스라도꼭보도하는지역신문)에그규모가아주크지

않는 한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프리 내에서는 너무 흔히 있는 일이
라， 사용자들은 그다지 놀라지도 않고， 위에 묘사된 방법이 이에 대처하
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례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축적

되어 사용자들은 현지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굳혀진 것을 알 수 있었
다. 칠레인과 외국인 사용자 모두 소위 히층민 혹은 원주민의 게으름과

성실성의 부재를 탄식하고 그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반면에 이같이
23) 소프리에서 생별에 따른 고용구조 역시 연구해볼 만한 주제이다. 여성인력은 임금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판매원으로 많이 고용된다. 더불어 소녀， 혹은 여자아이
라는 뭇으로 해석되는 níñas 이라는 호칭이 보여주듯， 이들은 아이 취급을 받고 엄격하

게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펼자가 일했던 모둘로에서는 이들이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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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빼돌리는 직원들， 특히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하는 직원
의 경우{경리를보거나판매를하는직원들) 그중의 일부를빼돌렸다고
해서 회사가 타격을 받을 것도 아니므로 훔치는 것을 도덕적인 문제로

삼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들이 받는 최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근거

로 두면서 자신의 몫을 되찾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도둑질을 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한다. 한 경리직원의 경우， 사용자 카
드 대금 고지서를 보면서 이끼께의 한 식당에서 썼던 액수가 자신의 한
달 윌급이라며 한탄하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소프리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직원들이 물건이 아닌
현금을 훔칠 때이다 직원들이 사장， 곧 사용자의 현금을 빼돌리는 경우

도 종종 있는데， 그 액수는 작게는 푼돈에서 10만 달러에까지 이르렀다.
한 사용자는 직원을 채용했더니， 그 직원은 제한구역의 같은 블록에 자

리잡은또다른수출입회사의 직원이었으나돈을훔친 것이 발각되어 해
고를 당했던 여직원이었다 한다. 방법들도 다OJ하다. 금고에서 지폐 한
두장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장의 백지수표를 한 장 끊어 서명을
연습， 모빙F해서 현금화시킨 디옴에 잠적하기도한다. 어떤 경우， 경리담

당직원이 회계를할때 영의숫자를잘못읽었다거나， 컴퓨터에 입력시
킬 때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하기도 한다고 한다.
필자가 현지조시들 하던 2000년， 볼리비아와 페루의 국경 폐쇄때문

에 거래가상당히 줄어들었을때라， 갈쁜의 사장들은문을 열고도손님
이 없어 인터넷 바둑을 두거나 신문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

다. 사업이 잘 안되고 심심해서 그랬는지， 필자가 한국인 시용지들을 방

문할 때， 이틀은 필자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사업의 산경험에 관한 얘기
를 들려주었다. 필자가 만난 모든 한국인 사용자들은 직원들이 물건이나
돈을 훔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한 사용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 비서가 어떻게 미화 13 ，0어불을 챙겨갔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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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서는 이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의 택시회시를 세웠다고 한다. 택시
회사를 운영히는 데 자금이 모자라서， 처음에는 이윤이 생기변 갚을 생
각으로 빼돌린 소량의 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같이 큰 액수가

되었었다는 것이다. 다른 회사의 경우， 송금은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현지 직원들은 현금을 못 만지게

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 비서는 회사에 오랫동안 봄을 담고 있었
고， 사장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믿었던 터라 그에게 송금을 믿
고 맡겼던 것이라 한다.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돈이 송금되지 않았음

을 알게 된 사용자는 비서를 추궁했더니， 도리어 비서가 아주 당당하게
사건의 정황을 설명해주면서 그간 사장님의 이중장부를 복사했으니 고

발하려면 해보라는 고자세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경찰에서 이중장부를
손에 넣게 되면 일단 소프리사가 거래량 미신고로 벌금을 추정할 것이
고， 칠레 관세청 (Setvicio de Impuesto Intemo)24) 에 벌금을 내야 할 것

이고，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비서는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고 이중장부의 복사본을 협박용

으로 준비했었던 것이다.
사용지들이 이중장부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었다. 사용자
가 이중장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소프리사와 관세청의 어떤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관행이 존재하는 것인가? 사용자의 입징에서는 당연
히 자신이 소프리에서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를 밝히려 하지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프리에서 만들어낸 소득에 비례해서 추정당하

는 각종 비용과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소프리는 사실상 관세와 부
가가치세를 물지 않을 뿐이지， 사용허가비， 사업등록 회비 등을 제외하
고도 다OJ=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부가가치세와 다른， 많은 시용자들이

24)

칠레의 관세청은 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탈세에 관한 관용은 일체 존

재하지 않는다， 관세청 직원을 매수하려다가 혼이 났다는 한국 사용자도 있었다 관세
청 직원들은 소프리 내에서 충분히 공포를 일으카는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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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악명이 높은 가치상승세 (Impuesto

ad valorem, added-value tax-부7까치세와 다름)가 있는데， 사용자는
수입품

CIF 가격 25) 의 10%1를 국7에 내야 한다.2000년도에 이 세금을

6%로 줄인다는 계획이 있었고， 2005년까지 3%로 줄인다고 했었다. 이

세금은 무슨 명목으로 내느냐는 질문에 한 현지직원은 냉소적으로 “국
가가 수입이 펄요하니깐 지어내는 것이지(Inventan porque el país

necesita ingresos fiscales)" 라고 전했다. 거기에다가 사용자의 판매량에
따른 국제보상서] (Impuesto 영obal complementario) 가 있는데 판매량

액수에 따라 5%에서 45%까지 추정된다. 사용자들은 이 같은 세금을 내
지 않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쓰는 것이었다.

세금문제와 별개로 시용자가 자신의 소득을 밝히지 않으려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소프리사가반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소프리와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와 공유한다. 외국인 사용자들 말에 의하면， 지방

정부 인사를 만날 때 칠레 자선단체에 기부하라는 권유를 자주 받는다고
한다. 칠레에서 모은 재산의 일부는 칠례에 돌려줘야 하논 것이 않겠느
냐는 논리로 접근한다고 한다. 한 중국인 시용자 말에 의하면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거의 협박에 가까울 때도 있다고 한다. 특히 영주권을
갱신하러 지방청시를 방문할 때 말단 공무원까지도 기부얘기를 하면서
“비싸게(영어로 “haughty" 라는 말을 썼다) 꾼다”라는 것이었다. 소프리

에서 수출입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평생영주권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야지만 외국인으로서 입지가 덜 불안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사설이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그들의 사업태도， 그리고 기부 여부에

따라 영주권 유효기간이 3년， 5년， 10년 등으로 차등지워진다는 얘기였
다. 한 한국인 사용자는 칠례에서 잘 알려진 Hogar de Dios 단체에 기부

를 했다는 사실을 필자에게 알릴 때， 그것을 지역사회에의 기여 차원으
로 설명을 했었다. 이 사실을 필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전했을 때 그렇게
25) CIF가격은 물건이 수입되는 가격을 의미핸데， 그 구성은 물건 원개 cost) ， 운송되는
데 드는 보험료(insurance) ‘ 그리고 운송비 (frεight) 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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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안되는상황어었다는얘기를들었으나，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외국인 시용지들로부터 뇌물을 받

고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훔치는 관행에 대해서 위에 언급한 한국 시용자 회사의 현지인 부사

장은 필자에게 항상 조금 창피하다는 듯이 얘기를 히곤 했었다. 너무
일상화된 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렵다는 듯， 그녀
는 “여기선 모든 사람들이 도둑절을 한디-{Aquí todos roban)."고 했다.

칠례에서 구리가 개발되기 시작했던 1930년대 엘 떼니엔떼 (El Teniente)

광산에서도 훔치는 것이 아주 상례화 되어있다고 한다. 구리 광산 노동
자 계층의 형성을 연구한 클루벅은 훔치는 관행은 노동자들이 파업외에
감행할 수 있었던 또다른 종류의 저항행위， 그 이상이었다고 한다. 저임
금과혹독한 노동조건， 그리고 불확설한 미래라는 삶의 조건에서 그들은

구리 원석， 도구 등 광산회사로부터 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훔쳐서 자신

의 복지대책으로 썼던 것이며， 클루벅은 이를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이해
한 젓이대Klubock 1998).

모둘로에 일하는 현지 여성 판매원의 삶의 조건은 어찌 보면 이들

노동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아침 10시부터 저 1걱 8:30 까지 엠분
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서있으면서 약 200달러가 안되는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해야 했다. 그 중에는 현지대학에서 지질학으로 학사 학
위를 받은 여성도 있었다. 위의 부사장 역시， 간부이기는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혹독한 조건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8:00
부터 저녀 8:30까지， 갈쁜을 열고 닫고， 모둘로를 모두 열고 닫는 일을
해야 했고， 그 시어에는 외국인 시용자가 스페인어 구사가 서툴렀기 때
문에 사업전반을 돌봐야 했었다. 모둘로들이 일요일에도 분을 열기 때문

에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프리 초기부터 “niña" 로 시작

해서 25 년만에 부사장이 되었건만， 임금은 1500달러 선이었고， 그것도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고 1,200 달러로 삭감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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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이 없기는마찬가지였다. 펼자를더욱놀라게 했던 것은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없었다는 점이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지불해
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지만， 궁극

적으로 저금을 못하는 것이 이들 삶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의 분배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와 이 감시를 벗어나

고자 히는 관행은 더욱 더 팽팽한 긴장구조를 만들어낸다. 사용자중에
직원을믿을수가없어서 소프리에서 영업히는지난 18년동안두부부가
같이 휴기를 떠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사장을 현지

고용인들은 또 역으로 비웃는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빼돌릴 수 있고 그 사실 자체가 시용자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

다 그러나한편 이런류의 소극적 저항방식은그들의 삶의 조건을향상

시커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도둑질 등의 저항행위는 일단 합법적 정당
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동조를 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동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조직적인
피고용자저항운동으로발전해나갈소지가적었다. 소프리에서 실제로

직원 노동조합이 있기는 했으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일외에 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조합원이 30명도 되지 않았었다 26) 소프리

에서는 저임금과 고용복지를 문제삼고 이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차원의
행동이 없었다 27) 제임스 스콧이 논의했듯이 약한 자가 “숨겨진 대사

(hidden transcript)"를 가진 것은 권력관계의 긴장상태를 기늠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스콧의 논지에는 이런 숨겨진
대사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극하고 개선하는 돌파력이

26) 소프리 노통조합장 Ne[son Mondaca와의 인터뷰. 이끼께 2000년 3월 18일
27) 오히려 고용인의 복지를 둘러싼 문제들은 회사내에서 시용재사장님)와 일대일로 해

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마의 다른 곳들과 유λ봐게 직원이 지곰이 필요할 때 사장
이 그 돈을 빌려주거나 대주는 것으로 처리되는 patron-client 관계가 성립되었다. 특
히 남자직원의 가족이 아프거나， 부인이 출산을 해야 할 때 병원비가 없을 경우 사장
이 그 비용을 내주는 것을 두어번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셰퍼휴즈가 브라질의 사례를
두고 논의했듯이， 이같은 종속적 관계는 장기적으로 직원의 지위를 상승시켜주지 못하
고 오히 려 종속을 강화시컨대 cf.

Scheper-Hughes 1992)

다시 생각히는 “자유무역” l 조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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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있는가에 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끼께에서 고용된 직원들
은 나름대로 숨겨진 대사와 행위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해 저

항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열망들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서 이슈화되고 조직적으로 협상되었던 전례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는 실
정이다.

펼자와 기깝게 지냈던 한 한국인 사용지는 최근 전회통화에서 모둘
로와 갈쁜에 디지캠 (di멍tal

video

camera)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었다. 그 쪽 직원과는 얘기를 해보지 못했으니 현지 직원들의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데 그 반응은 기존의 반응과
크게 디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항상 신종 기술
을 도입하여 그 기술을 믿고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고용된 직원들

은 항상 이 감시망을 빠져나올 궁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 시스
템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긴장관계의 특수성은 그

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긴장관계 역시 소프리가 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존재한다. 소프리가 자유무역지대로서 그 어떤 시장성도 가

질수 없을때 이런감시체제가무슨의미가있을까? 어쩌면 이런관행도
이제 소프라의 점차적인 쇠퇴와 함께 무관세 협정 때문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소프리시를통해 원격의 사용자가직접 구매자와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소프리에서는 갈쁜과 모둘로， 모두 점차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현지에서의 사용자와 고용직원도 필요없게 될지도 모르

기 때문이다.

5.

결론: 돈과 지역공동체
이처럼 공식거래， 밀매， 혹은 도둑질을 통해서 생성되는 가치는 소프

리의 도닥적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감시망들이 총츰히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밀매나 도둑질을 비합법적이며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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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러나 물품이 합법적인 경로로 소프리를 빠져나왔다고 해도 페

루， 볼리비아 국경에서 다시 밀수된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를 부
상시킨다: 칠레의 합법성은 인정하되 외국의 법은 무시해도 좋다는 전제

가 깔려있고， 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칠레인의 멸시 때문에 강화되기도
한다. 한편， 한 직원이 말한 것과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사장이 부르는
것이 값이라면，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허 임의적으로 매겨지는 것이

며 따라서 그 일부를 빼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듯 소프리에서 창출된 돈을 일관성있게 이해히는 가치체계가

부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관행 배후에 깔려있는 문제는 결국 소프
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무궁무진함과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임
의성에 있다.
소프리에서 생성된 돈은 이같이 다0.，1=한 채널과 창의적인 방법에 근

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의심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것은 소프리를 매개로 한 검은돈이 이끼께의

경제에 순환되고 있다는 일련의 루머에서 반영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루머는 사용자들 중에 페루나 볼리비아와 거래하면서 마약밀매를 하는

상인들이 있다는 루머였다. 실제로 한 칠레인 사용자는 어느날 미세한

차이까지 첼 수 있는 저울을 사려고 이 갈쁜 저 갈쁜에 문의를 한 직후
마약밀매자라고 소문이 돈 적이 있었다. 또 흔한 루머는 이끼께의 많은
고층빌딩들이 소프리를 통해 세탁된 검은 돈(plata mafiosa)으로 만들어
졌다는 루머이다. 해변가 옆에 길게 늘어선 고층 빌딩틀을 가리키며 많
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소프리의 검은 돈에서 나왔다고 전해주었었다.

같이 소프리에 출퇴근하던 한 현지인은 파키스탄 시용자의 중고차 사업
체를 지날 때마다， 저 사람들은 차값을 조작해서 돈세탁을 한다고 여러

번 일러주었다. 차를 실제로 싸게 팔고선 영수증에는 고가로 판매한 것
처럼 해서 다른 경로로 들어온 검은 돈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설명이었다. 소프리의 돈세탁에 관한 루머는 미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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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뤄진 것을 보면 루머가 아닌 사실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28) 최근

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CIA가 Al-Qaecla의 자금조달 통로를 수
λ념}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Hezbollah와 Hamas에게 자금조달을 해

주는 단체를 이끼께에서 발견했다 한다. 이 단체는 소프리에 공식으로
등록된 사용자였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Al QaεCIa외는 연관이 없다고

했다 한다 29) 소프리와 관련된 이러한 놀라운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
하고 소프리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고 이 사건을
넘겼다.

소프리에서 만들어낸돈에 대한해석이 이러하니， 이 같은돈을근거
로 지역개발을 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설프고 의심스러운 명제가
되고 말았다. 소프리의 자유무역지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인정하듯 대의보다는 개별
적인 행위자 집단간의 이해관계만 존재한다. 소프리사는 제한구역내의

부동산값을 턱없이 올리면서 시용자들에게 장사할 밑천까지 빼먹어가려
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기업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장
려하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자신은 살아남고， 시용자와 그

들이 고용했던 현지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
사용자들 역시 현지 경제에 대해 기여한다는 의식과 관행은 없다. 외국
인 사용지는 재산을 모으고 다른 제3국， 특히 미국 등으로의 이민을꿈문
다. 심지어 부도가 날때는 가방만 싸고 제3국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
다 30) 칠레인들은 자식들을 산티아고로 유학보내면서 중앙으로 진출할

28) New York Times , March 27 1996.

“ Prosperity

in Chile nourishes drug trade."

이

끼께 지역에 대해 논문을 쓴 인류학자 프레이져도 이 기시를 인용하면서 이끼께에 드
라워진 묘한 기운을 묘사하고 있다{Frazier 1998: 184)
29) Santiago Times, May 23 2002 “ [Chilean] Govemment says Hezbollah activity
'under control.'"
30) 1998년 사전조사를 했을 때 펼자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던 한
중고트럭 수입 사용자가 2000년에는 도주하고 이 곳에 없었다 약 70,000 달러의 부

채를 현지 은행에 진 채 시용하던 아파트와 차를 두고 한국으로 튀었다는 것이었다.
2000년에 또다른 한국인 사용자 부부가 이같이 도주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곳의 한

국사람들은 그들이 두고 간 살림 몇가지를 펼자가 정착할 때 건네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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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리를 했었다. 현지의 고용직원들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일말의 환상도
가지지 않았다. 자신들도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곤 했었다 그리고 어렵게라도 대학만은 산티아고로 보내는
현지인들도 있었다. 사용자가 주어진 소프리의 조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떠날 것이라면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개인주의적 논리로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 소프리가 만들어내는 톤과 부는 지역개발이라
는 대의에 기여한다31)는 인식보다는 이에 관련된 개인들의 재산을 축적
하는 교두보 역할만 한다는 식으로 이해된다.
소프리는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는 매혹적인 존재이면서도 그 감시
체제를 통해서 누구나 범죄자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었
다. 그런데 모두가모두를속이는과정으로소프리의 엔진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기엔 충분하였다. 여기서 만들어진 서로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나 불선은 소프리사와 시용자， 그리고 현지 고용원

각 집단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존재했다. 그래서
딱히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항하는 구도로서 이런 행위를 취했
다고 할 수 없고， 그 불선의 분위기는 이끼께 전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각종의 돈{부)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소프리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공동제의 사회적 재생산， 곧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적 화햄l는 실패를 했다.
역사적으로 초석광산의 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라는 특수성을 지
닌 이끼께는 지난 세기말， 즉 19세기말의 전지구적인 지원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자본으로 광산이 개발되었

31) 소프리가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해석은 엇갈린다. 곤살레스
와 같은 현지의 비판적 사회학자는 소프라 영업의 잔여효과-(churreo) ， 곧 서비스업의

확대， 고용의 확대， 부대시설과 사업의 확대 등 만으로는 안정된 지역경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Gonzáles 1988)

한편， 1990년대 소프리의 효과 때문에 이끼께의 설업률이 전국에서 최저를 이룩했고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여기서는 소프리의 지역 사회에의 기여를 측정하기 보다는 이를 둘러싼 의마에 초점
을 맞추어서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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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현지 노동력으로 광물이 추출되어， 해외에 헐값으로 팔렸던 역사적

경험이 이 도시민들 의식에 새겨져 있다. 초석개발 이후에는 사료로 쓰
이는 어분{fish-meal) 가공업이 1960년대부터 약 10년 동안 지역경제를
유지해주었다. 이 때는 해외자본기들이 아닌 안헬 안헬리니(Angel

Angelini)와 같은 산티아고의 유지들이 어업시스템과 공장을 개발하여

칠레의 대표적 기업가이자 갑부가 되기도 하였다. 소프리의 경제적 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지인이 아닌 외부 소수의 부를 축적하게 히눈
경제구조였다. 지난 100년 동안 자본주의의 생리를 역사적으로 경험하
고 터득한 이끼께 현지인들은 소프리에서의 편향된 부의 축적은 그다지

새로운 경험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초석개발 시대에 칠레에서의 최초의 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초석광산들이 문을

닫는 1950년대말에는 지역경제를 재활성화시키자는 지방운동이 대단히
활발했었디-(cf. Cho 2004). 인류학자 타우식과 내쉬가 여타 남미지역에

서의 자본주의의 침투를 연구하고 이에 대해 현지주민틀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저항했던 것처럼， 이끼께 도시민들은 전통적으로

주어진 삶의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틀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힘탱시 키고자 했었대Taussig 1987;

Nash 1993; cf. Frazier 1998). 아엔데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중단되고
피노제트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러한 자생적인 운동을 전면적
으로 qr화시켰다. 이런 단절은 또한 피노체트 정권이 장려하그찌 했던

시장 지율화를 통한 소비사회의 안정화，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전환하

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의 제도화 프로젝트의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Moulian 1997; Spooner 1994). 이같은 정치적 조건의 변화는 이끼께
시민들로 히여금 새로운 대응책과 조직화를 요구한다. 특히， 이끼께의
경우， 노동은 이제 육제노동이 아닌 판매업이나 단순 사무직으로 특정지
워지기 때문에 과거 노동자의 정체성은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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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비재가 범람하는 소비유혹의 홍수속에서， 소비를 통해 중산층
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안받고 있다. 그런데 생산에
근거한 정체성 보다도 이같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열
망들이 오히려 계급적 성격을 띤 집합행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계급투쟁， 지방 재활성화 운동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공동체

를 재건하는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기들과 맺고 있는 현

재， 소프리의 면세특권은 특정한 경제적 가치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된
다 2000년 이후 많은 사용지들이 철수하고 소프리 λ까 먼저 전자상거래

들 장려하려는 주체로 부상한 것은 어쩌면 예고되었던 일이었는지도 모
른다. 소프리사는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전략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제한구역내 임대중심의 사업을 전자창고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사용

자가 했던 역할을 없애고 인터넷으로 생산자와 구매지를 직접 연결해주
겠다는 야섬찬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용자가 철수하면 자연히
그 직원들도 정리해고가 될 것이다. 소프리와관련된 각종 서비스업체들
역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 때 이 지역은 예전에 그러했듯이 또다른
경제개발 인센티브에 의존해야 하게 될 것인지， 혹은 내부에서 공동체
재건의 밑천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원리를 만들어내게 될지 지켜봐-oþ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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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commercial duty-free zone, duty-free incentive, wealth,
surveillance, Chile

Rethinking "Duty-free Trade":
Surveillance and the Question of Moral Economy in lquique, Chile

Kyungjin Cho'

In 1975, the repressive Pinochet regime installed a commercial
duty-free wne in Iquique, the capital city of OUle's northernmost region,
Tarapaci ZOFRI(Zone Franca de Iquique) has since been known for its
success, and has been commented as a desirable development engine for
a once economically-depressed region. On the other hand, local
sociologists have been skeptical about the trickle-down effects the wne
has brought for its inhabitants.
This paper explores the economic mechanism by which ZOFRI
operates, and the social repercussions of such practices on the Iquiquefio
community. Previous research on duty-free wnes have focused either on
their macro socio-economic effects, or the social tension derived from class
differences between wealthier traders and local employees. This study
suggests a different approach that focuses on the social practices generated
by the duty-free incentive. The duty-free incentive is the basis by which
wealth is generated in the Free Zone, and different participants in the wne
' Part-time lecturer, Yonsei University

seek to appropriate this wealth. Administrators at ZOFRI S.A, the Free
Zone's administrative company, the traders who conduct business within
the zone(usuarios), and the local employees who work for the usuarios
constantly create new transaction methods to fully take advantage of the
duty-free incentive and thus create wealth from this source.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the duty-free incentive, ZOFRI S.A
has created an elaborate surveillance system The co-existence of illegal
means of transaction, stealing and an elaborate surveillance system has
brought about fissures in Iquiquefio society where wealth is increasingly
associated with black money, money laundering and drug transactions. In

all, such a dystopic vision of local community questions the hitherto axiom
that ZOFRI has brought about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