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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1} 한통의 투셔와표참의 탄생
지난 2003년 여름 호치민 총영사관에 한 통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한인회 회보발행과 관련된 회계부정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회보발간
을 전담해 왔던 한인회 간부가 변직되면서 일으킨 보복성 폭로였다. 폭
로한 내용이 “관례화”된 회계비리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동기도 순수한
것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조용하게 처리할수있는사건임에분명했다.

한인회가 호치민 한인사회에서 상징적인 대표성을 행사해왔고， 호치민

영사관과 한인회가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결말이 자연스럽게 보였다. 하지만이 투서 한통은호치

민 한인사회에 잠재해 있던 여러 가지 성격의 갈등을 드러내는 ‘사회적

‘

이 연구는 전북대학교가 지원한 2004년도 전반기 선임교수연구비의 도웅으로 수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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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Victor Tumer 1974) 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

다.
투서 한 통으로 촉발된 한인사회의 내부적 갈등은 약 6개월에 걸친
정치과정을 거쳐서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처음에는 총영사의 주도
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1) 하지만 이 회

의가 본래의 의도를 넘어서서 한인회의 대표성 문제와 한인사회 지도부

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자리로 변모하였다
이 회의에 참여한 상사와 투자기업단체의 대표들은 한인회 활동에
대한 호치민한인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평가를 거론하며 한인회운영을
“이제 자영업자가 아닌 투자업체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미 “교민사
회가 투자엽체로 중심이 이동”된 마당에 지금능력도 없고 “말썽도 많

은” 영세자영업자나 원로가 중심이 된 한인회의 성격을 바꿀 펼요가 있
다는 논리를 폈다. 정작 베트남 정부를 상대할 일이 많은 투자기업이
대표성 있는 공식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일부는 이런 용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인회의 정신적 지주인 “원로”들은 한인회운영의 재정적， 기술적 문제를
주로 거론하며 논의가 한인회 지도부의 계층적 성격이나 한인회의 정통
성 문제로 비화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회의의 흐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한인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사

람이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장기체류자인 자영업자가 떠욱)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묻혀 버렸다.
사태의 섬각성을 느깐 한인회 인사들은 다음 날 총영사와 따로 비공
개 모임을가졌다. 회의내용은공개되지 않았지만이들이 전날의 용직임
1) 이 대책회의의 내용은 호치민 한인잡지인 Chao Vietnam 14호(04/08) 에 실린 회의록
과 이날 회의에 잠여한 한인인사들의 인터뷰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후의 진
행과정 역시 Chao Vietnam 17 , 20 , 23 , 24 , 28호에 실린 보도기사와 인터뷰 기시를
참조하고 이를 펼자가 2004년 여름에 현지에서 만난 한인들의 진술과 대조하여 재구

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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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음을 짐작할수 있는 몇 가지 정황어 있다. 먼저，
총영사가 당연직이었던 한인회고문직을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인회 특히 한인회징F에 대한 불신을 이례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이
때를 기점으로 투자업체대표들이 베트남정부의 인가를 받은 합법단체를

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인회는
각종 단체가 포함된 별도의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한인회의 기존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러한갈등의수습방향을제시할수있는곳은호치민총영사곤꿰었

다. 외국인의 단체결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회주의베트남의 통제 때문
에 호치민한인사회에서 총영사관의 권위는 상당했다. 공식적으로 총영

사관은 의견을 경청할 뿐 강제력 있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
했다. 하지만 총영사핀버 한인단체에 보낸 메시지는 분명했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모임이 처음 열렸을 때 총영시는 호치민한인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외국교민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해외공관의 관리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지만 베트남 한인회는 한

국인이 이국에서 결성한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관리가 불가피하
다”고 말했다{Chao Vietnam 04/08 , p , 24) , 한인회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총영사관에 있다는점을상기시킨 것이다. 이런 경고에도불구하고한인
회가 총영사관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낀 총영사는 곧 한인회고문직을
사퇴해버렸다. 한인회가 베트남 실정법상 인가받은 단체가 아니라 총영
사관의 보호 아래 운영되는 반(伴)합법적 모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
려할 때， 사실상 한인회를 불법단체로 전락시킨 결정이었다.

이러한 결정에도불구하고한인회가회장경질과같은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저항하자이번에는투자기업의 손을들어주었다. 첫 대책회

의가 열린지 약 한달 반 만인 9월 15 일 총영사가 투자기 업 중심의 합법단
체결성을 제안하면서 한인사회 지도부의 변회를 예고했다. 물론 한인회

가 성격상 인기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호치민한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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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변할 새로운 대표합법단체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장차 합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 한인회가 새 단체의 하부조직으
로 편입될 기능성을 연 결정이기도 했다. 한인회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
히 투자기업을 위해 내린 편파적 결정이었다.
영사관의 협조와투자기업협의회의 노력에 힘입어 2003년 12월5 일

마침내 호치민한인사회의 숙원이었던 합법대표단체가 ‘한국상공인연합
회(The

Korean Chamber of

αmmerce

and Industty) ’ 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 2) 호치민한인사회에서 코참으로 약칭되는 이 단체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한인회의 운명에 대한 논란을 야기 시켰다. 하지만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코참， 한인회， 총영사관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삼자 모두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부담을 느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코참은 한인회의 편입여부를 한인
회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한인회의 상이한 역할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인회는 총영사뺀l 대한 성의 표시로 한인회장을 사퇴시커고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어른답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자 총영사관도

한인회를 예전의 관례처럼 보호감독 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체면을

찾았다.

2) 코참은 281 개 투자기업과 상사의 사장과 주재원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을

나열해 보면 호치민 투자기업협의회 (55개)， 동나이투자기업협의회 (35개)， 빈증성투자기
업협의회 (36개)， 의류협의회 (68개)， 상사협의회 (24개)， 금융협의회 (8개)， 건설협의회(1 8
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묘참의 조직에는 자영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
상 자영업협의회 (37개)도 첨가되어 었다. 하지만 코참 산하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무역엽자이며 자영업의 주류를 이루는 식당， 가라오케， 식품점 등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회원은 거의 없다. 코참의 회장은 한 투자기엽의 고용사장이 맏고 있으며
코참 산하 각 단체의 회장도 투자기업의 사장， 고용사장， 지점장 등이 맡고 있다. 대
조적으로 한인회(회원수 800명)， 부인회(회원수 %명)， 원로회(회원수 46명)의 회장은
자영업자나 자영업자의 부인이 맡고 있다 코참의 회원수는 각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
한 회원사가 많아 부풀려져 있는 반면 한인회와 관련단체의 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수가 많아 축소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코참과 한인회 등 단체의 간부와 회원의
직업과 연령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면접 당사

자들의 요청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코참이 투자
기업 사장과 주재원 중심이고 한인회가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어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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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참 탄생괴정이 남긴 의문

펼자가 호치민을 방문한 2004년 여름 코참과 한인회는 영사관이 제

공한 문화원건물 안에서 사이좋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코침이나
한인회가 서로의 활동영역을 침범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사례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총영사관은 두 단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병존이
당연할 뿐 아니라 한인사회에 도웅이 된다고 설명했다. 어떤 단체가 한
인사회를 대표히는가에 대한 자존심 씨움은 어리석었던 과거의 일로 여
기는듯보였다.
불과 반년 전까지 내홍을 일으켰던 한인사회라고 믿기 어려운 평화

공존을 목도하면서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병존할 수 있는데 생
채기를 내면서까지 씨운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사회에서나 목격할 수

있는 일부 지도층의 주도권 싸웅에 불과했던 것일까? 총영사관과한인회
의 감정씨움으로 한인회의 존립이 일시적으로 위태로워 보였을 뿐， 이와
는 별도로 언젠가 이루어질 코참의 탄생이 한인회 버리를 계기로 조금

앞당겨졌을뿐인가?
이런 의문은 호기심을 일으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

의 의문으로 확대재생산 되었다. 필자가 호치민한인에게 호치민한인사
회의 특징과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던지면 이런저런 대답의 과정에서
코참 탄생과정의 일화가 자주 언급되었다. 심지어 필X까 호치민에 1 년
반{1998년 기을 -2000년 봄)동안 살면서 만났던 지인들과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도 이 일화가등장하곤 했다. 코참이 탄생핸 과정에서 일어났

던 일들이 호치민한인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들이 일

상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문제를 코참 탄생일화가 적절하게 설명해주

고 있기 때문임에 분명했다. 왜 이미 평화롭게 해결된 일화가 아직도
이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호치민사회
에서 드물게 열어난 큰 사건이었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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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위의 두 가지 의문， 즉 코참
탄생과정에서 한인사회의 내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이유와 아직
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답을 시도해 본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연구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코참-한인회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그l자 한다. 이를 위
해， 호치민에 한인이 유입된 원인과 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별로 어떤 특정의 사회경제적 집단들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호치민한인이 각 시기에 세대별로，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어떤 변화

를 경험했는지 기술한다. 둘째， 코참한인회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

해 호치민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집단들이 어떤 차별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각 집단의 생활조건의 차이가 생겨난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건의 차이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시화되는지
살펴본다. 셋째， 코참-한인회의 감등을 일상적 인 삶의 맥릭에서 이해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호치민한인사회의 각 사회경제적 집단이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느끼는 서로에 대한 ‘사회적 거리김-(social distance) ’을

설명한다. 또한 이런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연맹social network) ’

의 형성과 이 연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경험을 기술한다.
펼자가 던진 두 가지 의문에 답하면서 이 논문이 최종적으로 목표하
는 바는 호치민한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호치민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호치민한인사회의 불안정한 체류신분과 연계시켜 설명한다.

스스로를 베트남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할 수도 없고 취득하려 하지
도 않는 “이방인”으로 정의한다. 호치민한인에게 집은 “꾸밀 필요가 없

는 보금자리”이며 학교는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곳”이다. 호치민한인의

삶이 이처럼 일시성이라는 동일한 조건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의 정체성은 다원적일 것이다. 호치민한인이 차별적으로 가지
고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경험이 차별적인 정제성을 만들어
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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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치민한인사회의 역사

1) 개녕101전의 호~I민연언: 1 셔|대 힌인
호치민(옛 사이공)에 한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시대부터이다. 김기태 (2002a: 314) 가 당시 현지에 살았던 한국인을 변접
한 기록에 의하변， 1945년 해방 당시 사이공에만 약 2 ， 0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100여명의 한국인이 북쪽에 살다가
남북분단 후 남하했다. 이들은 대부분 군인， 군속， 부녀정선대 등 강제징

집 된사람들이었다. 하지만신흥%뱀 김태성 사장처럼 규모가큰무역회
시를 운영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한국인도 있었다{김기태 2002a: 314).

이들은 대부분 해방 후 베트남 사회의 차별을 피해 남북한으로 나뉘
어 귀국하거나 제 3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결과 50명 미만이 50년

대까지 현지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이며 64년 한국군이 베트남에 나타났
을 때는 20-30명만이 살고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60-70년대 호치민에

살았던 노인들의 증언과 외교관의 탈출기 등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이대용 1981 참조) .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중 일부는 베트남
국적을 획득하여 현지인으로 살았으며 대부분 전쟁의 와중에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건너간 것 같다.

이들이 호치민에 정착한 젓 한인세대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 하지만 현 호치민한인사회와 연속성을 갖는 첫 세대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들이 현지에 동화되어 현지인과 구분되는 한인 집단을

이루며 살지 못했거나 해외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외국인집
단으로 독특하게 재생산되고 있는 현재의 한인과는 성격이 달랐던 것이
다. 일제 때 징용을 왔다가 현지인으로 살아갔던 유남성 3) 이 2003년 유
3) 유남성은 정용을 왔다가 잔류하여 북부의 굽대와 광산에서 일했고， 남하한 뒤에는 윌
남의 한국인 교포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김기태가 Chao Vietnam 10호(03/06) 에 쓴
칼럼에 의하면 그는 68년도에 월남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었고 공산화가 된 후 4년간
호치민에 살다가 귀국했다 이후 한국에서 일본정부로부터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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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달리함으로써 정용세대는 전사{前史)로서의 의미만을 남기고 사라
져갔다{채수홍 2004:

6).

호치민한인사회의 역사에서 설질적으로 유의미한 1세대는 베트남전
쟁의 와중에 호치민 등 중납부 일원에 진출해 산 적이 있고， 베트남의

개방정책 이후 다시 호치민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호치민 한인사회에서는 “원로”라고 부른다. 현재 호치민에는 99년 결성
된 원로회의 회원 50여명을 포함 100여명의 원로가 살고 있다.

원로들은 64년-73년 사이에 파월장병과 함께 월남으로 건너 왔다.
이들 중 소수는 “총 연인원 32만 명의 파월장병"(파월전사편찬위원회

1997:

283) 에 포함된 사람도 있다. 원로회원의 자격기준인 만 60세를

갓 넘긴 “젊은 원로”들은 전쟁당시 의무복무를 하던 중 지원병으로 월남
에 건너 올수 있는나이였다. 하지만 “진짜원로”로 대접받고 있는 70세
남짓한 한인들은 파월 당시 최소한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전쟁특수를 노리고 진출한 기업의 기술자나 개인사업자였다. 호치민원
로들이 전쟁 당시 종사한 직업을 나열해 보면 “미군군속 PX 군무원， 미
군 납품업， 식당

• 선물센터 • 식품점 등 자영업， 무역업"(채수홍 2004:

등이다.

6)

원로들이 파병군인이 아니라 직장인이거나 사업가였다는 시실은 이
들이 전쟁의 와중에 베트남 여성과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투수당 20센트를 포함 50여 달러의 수당을 받은{이상우

1984: 283-284)

일반병의 경우 베트남여성과 동거할 시간적， 경제적 여

유가 없었디{채수홍 2004: 7). 이와 비교하여 원로의 대다수는 베트남
여성과 살 수 있었고 일부는 ‘라어따이한’으로 통칭되는 자녀를 생산했
다 4) 원로들의 이런 과거는 이들이 호치민에 재정착한 동기를 설명해
움을 벌였다 한 원로의 증언에 의하면 유남성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오히려 베트남

국적을 유지할 만큼 베트남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4) 라이따이한의 숫자는 호치민한인의 숫자만큼이나 추정의 폭이 크다 라이따이한의 주

례를 많이 섰던 조 모씨는 약 1 천 명 정도가 존재하고 부모를 찾은 수가 500-600명
정도라고 말한다 반면 라이따이한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정 모씨는 2 천 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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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원로들은 대부분 호치민생활에 대한 강한 향수와 애착을 가
지고 있다. 베트남 가족과 재결합하여 살고 있는 원로 중에는 베트남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Chao Vietnam 04/02. p .49 참조) .

원로들이 현지에 강한 애착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으로 한국에
대한 미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원로들은 외국에 “나가 돈을

벌어 (한국에) 들어와서 까먹기를 반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전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사업기반이 없는 한국에서 사업실패를 거듭한

뒤 돈을 벌기 위해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동 등지를 떠돌았다. 유명한
원로 가운데 유난히 “중동멤버”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이들에게 베트남 진출기능성은 황혼에 찾아 온 마지막

기회였다.

원로들이 호치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이었다. 한국인
이 본격적으로 호치민에 진출한 92년 이전에 건너 온 50여명의 한인 가

운데 다수가 이들 원로였다. 당시 이들은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호주로

이민 간 교포들의 도움으로 비지를 만들었다. 작고한 배 모씨의 경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합자기업까지 만들어냈다. 호치민에 산
경험이 있고 연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 모씨가 호치민 외곽에
가게를 열고 그 주변에 원로들이 모여들면서 호치민한인촌으로 유명한
‘팝반하이 CPham Van Hai)'가 탄생하기도 했다.

원로는 한인정착사의 상징적 존재일 뿐 아니라 한인사회에서 현지화
가 가장 잘되어 있는 자영업자로 인식된다. 원로는 베트남전쟁 때부터

“교민”모임이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정통성을 찾으려는 한인회사람들에
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현지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
자들에게도 선례가 되는 존재다. 반면 코참사람들에게는 “팝반하이의

말 많은 한인회 노인네들”이기도 하다.

량으로 추정한다. 원로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모씨의 경우 무려 1-1 .5만 명가량의

라이따이한이 있다고 주장한대정경뉴스 03/09.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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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빙fO l후. 호치민한인 :2셔|대 만인

베트남이 외국자본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외국
인투자법이 제정된 1987년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베트남의 진의를 탐색
하려는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입질을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이다

(pforde and Vylder 1996: 258). ‘외국인베트남직접투재 Foreign Direct
Investment, FDl)’는 92년 처음으로 20 억 달리를 넘어선 뒤， 86 억 달러
가 쏟아져 들어 옹 96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le Manh Hung

1998 참조) . 하지만 97년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로 검억 달러로 급감한
뒤 2000년까지 완만한 하강세를 계속했다{Kotra 2004: 1-3).

이와 같은 베트남 외자유치의 증감은 5대 투자국5) 의 하나인 한국경
제의 여건과 궤를 같이했다. 한국자본의 베트남투자가 시작된 92년부터
투자액이 점증해 Il\1F 직전인 96년에는 8.3억 달러로 절정에 이르렀다

(Kotra 2004: 1-3).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가 대우， 삼성， 현대，
선경， LG 등 한국의 대기엽으로부터 쏟아져 틀어왔기 때문이다. 부산

신발업체와 대구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는 큰 규모
의 공장들이 이전한 것도 이 시기이다.

호치민한인 2서때는 이와 같은 한국자본의 베트남 이동이리는 맥락
에서 형성되었다. 인프라구축을 위한 개발특수를 겨냥하거나 싼 노동력
을찾아서 자본이 이동하면서 자연히 한국의 인력이 호치민과인근지역
으로 따라 들어왔다. 국교수립에서 Il\1F 직전까지 이루어진 2세대의 형
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92년부터 94년까지 약 3년간은 모색기였다. 한편으로， 한국의 대기
업이 베트남시장으로서는 대규모 투자지만 자신으로서는 비교적 소규모

의 투자를 큰 부담 없이 설행했다. 실험적이라고 뺨도 무방한 공장이
5)

베트남 경제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등

big

five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범중국계， 일본 한국의 자본이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재 FÐI)의 약 6oo!o정도를 차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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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시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무역을 위한 상시를 섣립했다. 예를 들어，

포스코， 삼성， 현대는 자신이 70년대에나 운영했음직한 형태와 규모의
생산라인을 설치해서 가동했다. 신한은행과 제일은행 역시 한국의 지점
보다결코크지 않은점포를개설했으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작은사무실
을 얻어 상사를 운영했다. 다른 한편으로 선발， 섬유， 봉제， 의류， 가방
등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일부가 선구적으로 공장을 옮겨
왔다. 선점효괴를 노린 모힘을 감행한 것이대 Smith D , A. 1996) ,
초기투자의 결과가 안정적이고 시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한국기

업들이 95년과 96년에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눈치를 보고 있던
노동집약적 공장들이 경공업 중심지인 호치민으로 이전을 서둘렀으며

이미 진출한 공장들도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건설 붐
이 일어나고 이제 막 기지개를 펴던 호치민의 소비시장도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초기에 진출한기업들이 흑지를내며 투자비용을회수하
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디-(Chae 2003: 231-232) ,

이러한 투자열기에 힘입어 50여명에 불과했던 호치민한인도 투자모

색기에만 2천명 이상으로 불어났고 투자가 절정에 달했던 96년 말에는

5천명을상회했다. 호치민한인인구를 넉넉하게 추산히는 사람들은 이때
이미 8천명을 넘어섰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인인구가 급증한 것
은 기업투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투자기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시
장이 형성되면서 식당， 잡화점， 가라오케를 펼두로 자영업이 빠르게 성

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소규모 자본으로 무역을 하거나 시장을
타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호치민한인사회에서는 흔히 첫 대변에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

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 10년이 넘었네요”라고 대답하면 모색기 (92-94

년)부터 진출했던 2세대 한인이고， “ 10년이 다 되어가네요”라고 대답하
면 투자절정기 (95-96년)에 진출한 2세대 한인이다. 이들은 공히 한국경
제의 베트남 진출과 안착을 이루어내며 호치민한인사회를 형성시켰다는

호치민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학 l 채수홍

113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 호치민과 호치민한인사회가 어떤
상태였고 자신이 진출한 이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자랑스럽게 설명하곤 한다. 하지만 모색기와 절정기에 진출한
2세대는 유사한 경험만큼이나 질적으로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방적공장의 임원은 92년 호치민에 처음 와서 “백투더퓨처 (back

to the

future)" 라는 영화를 떠올렸다고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의

60-70년대로 돌아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속옷차림에 맨발로 뛰
어노는 아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가로등이 없어 유난히 일찍

찾아오는 밤， 귀한 과자를 내놓는 공산당간부 등이 자신의 어린시절과
유사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92년에 온 한인들은 변변한 호댈이나
아파트가 없어 소련군 장교가 쓰던 숙소나 여관 등에서 지냈으며， 저념
이 되면 책을 읽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고추장， 김치， 라면도 한국

에서 공수하던 시절이었다.
호치민에 외국인이 몰려들면서 이런 광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오토바이가 차츰차츰 늘어나고， 주요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고 외국인

을 위한 숙소와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한국인을 위한 식당이나 식품점도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94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초
생활시설이 조금씩 들어서는 수준이었다.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의 식당， 골프장， 가라오케，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이나 오락시설은 드물

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대기업 산하의 상사 • 투자업체
직원이나적게 받는노동집약적 공장의 현장매니저나생활수준의 격차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회사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특별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다{Chae

2003: 232-235).

이런 상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초기투X까 성공적으로 평

가되고 한국자본이 몰려오기 시작한 95년경부터이다. 외국자본의 투자
가 매년 증가하자 호치민에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시
설이 빠른 속도로 갖추어졌다. 고맑f파트가 들어서고 외국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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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편의점이 소규모로 문을 열었다{Leshkowich 2000 참조). 외국

인이 즐길 수 있는 곧프장과 호댈 가라오케가 승인을 받고 외국인 자녀
가 다닐 수 있는 골프장이 문을 열었다. 호치민 주민에게 외국인을 위한

운전기사나 가정부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호치민의 이러한 변모는 호치민 한인내부의 생활격차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대기업에 속한상사나투자업체의 직원은중소기업체
의 직원보다 월급이 많을 뿐 아니라 “품위유지”률 위한 회사의 지원이
풍부했다. 고급 아파트가 제공되고 최소한 회사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

다. 무엇보다 회사의 지원으로 자녀를 새로 생겨난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직원공동숙소률 시용하면서 “독선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월급쟁이”와 구분되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호치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나날이 변모해가는 소비시장이 호치민한인사회의 사
회경제적 분회를 가속화시카고 이를 문화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직원보다 심각하게 피부로 느낀

것은 자영업자였다.95년 이후 호치민한인의 수가 두 배 기깝게 증가한
것은 기업의 신규투자못지않게 자영업자가많이 이주해왔기 때문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자본이 영세한 이들은 한인고객을 상대로 한 식당，
선물가게， 이발소， 식품점 등을 자렸다. 그 결과 한인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되며 채산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의 수도 늘고 장사도 예전만 못해지면서 이들과 대기업의
투자업체직원을 위시로 한 주재원과의 사회경제적 거리감이 커지기 시
작했다. 전체 한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자영업이 독과점적 성격을
띠고 있던 초기만 해도 주재원과 자영업자는 면대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재원이 상대하는 자영업자도 다변화되고 양자의 생활

격차도 커지면서 이들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이 과정에서 차츰
“몸으로 때우는 자영업 7-]-'’와 “돈 많은 월급쟁이”가 서로 구별되는 집단
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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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호치민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했던 2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한인사회는 초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을 잃고 점
차 차별적인 집단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화는 1997년 아

시아금융위기가 호치민한인사회에 미친 영호t을 자양분으로 더욱 심화되
어 갔다

3) IMF 이후의 호치민 한인 :3서|대 한언
아시이금융위기(이하 IMF) 가 호치민한인사회에 미친 영향은 한국사
회 못지않다. 증가일로를 걷던 한국자본의 베트남 유입이 IMF 다음 해인

98년에는 1 천3백만 달러로 바닥을 쳤다. 한국자본의 투자가 절정에 탈했
던 96년의 0.15%에 불과한 규모였다{Kotra 2004: 3). 예정되어 있던 일

부 투자가 일정대로 진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전무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치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모기업이
한국에서 도산하거나 은행의 관리체제 하에 놓이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위기는 호치민한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몰고 왔
다. 하지만호치민 진출기업에 대한 IMF의 충격은차별적이었다 대기엽
의 상사나 자회사의 대부분이 한국본사의 경영난으로 사엽이 위축되었
지만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진 않았다. 또한

노동집약적 공장을운영하는중소기업이라고모두 IMF의 어려움을경험

한 것은 아니다. 섬유업체나 의류업체의 경우 대부분 한국본사가 도산의
위기를 맞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아예 생산기지를 통째로 옮겨와

O때 방식의 주문생산을 하던 선발업체나 봉제업체는 IMF 태풍권 밖에
있었다. 일부 신발업체는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활용해서 오히려

한국에 두둑한 자산을 만들어 놓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IMF가 호치민한인에게 미친 영향은 더욱 차별적이었다. 한국정부산
하의 기관이나 대기엽의 주재원들도 한국으로 보낼 보고서가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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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일이 힘들어지긴 했다. 하지만 경제생활의
위축을 심각하게 경험하진 않았다. 한국의 모기업의 입장에서 보변 호치
민의 소수직원에게 지출하는총비용이 크지 않았을뿐아니라관례적으

로 해외근무자에게 지원해 온 혜택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호치민의 한국계 은행직원들은 요동치는 환율을 점검하
고 모기업이 위기에 처한 현지기업을 관리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자신이

살던 고맑f파트에 대한 지원금이 끊기거나 해외근무수당이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지는 않았다. 반면 대다수 중소투자업체의 직원들은 회사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건비를 줄이라는 본사의 압력에 직면하곤 했
다. 베트남 직원의 월급을 동결하느라 비지땀을 흘린 것은 물론 인원감

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도하라는 본사의 압력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수당이 삭감되기도 했고， 회사가 지원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싼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공장기숙사로 옮겨 가는 일도 발생했다.
자영업자가 받은 충격은 더 심각했다. 투자가 위축되고 한국과 호치

민을왕래하는“영양가있는유동인구”가줄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겪

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규모자본을 들
고 유입되어 동종업종의 점포를 열었다. 소비자는 줄고 경쟁지는 또 늘
어난 것이다. 실제로 IMF 사태에도 불구하고 호치민한인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잠재적 자영업자인) 실업자가 한국으

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 힘입었다. 그 결과 대다수 자영업자가 주
재원-투자기업사장과 느끼는 사회경제적 격차는 전에 비해 더 커졌다.
급성장한 호치민소비시장은 호치민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치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경공업 육성과 소

비시장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9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부
터 호치민의 소비시장은 만개하였다-(Nguyen Khac

Vien and Huu Ngoc

1998: 216) , 자전거가 활보하던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넘쳐났다. 시내 곳
곳에 대형 슈퍼마켓이 등장하고 각종 외국상품을 파는 가게가 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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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외곽에 여러 개의 골프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고 내외국인을 위

한 여러 종류의 가라오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시내 중심과 안푸
(An Phu) 에만 있던 외국인 전용 고급 아파트도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경쟁적 소비시장과 IMF 되
택에 전보다 싼 값에 접근가능 해졌다. 호치민소비시장의 환골탈태는
IMF로 전보다 더 벌어지고 있던 호치민한인의 사회경제적 격치를 심리
적으로 더욱 크게 벌려 놓았다{Chae 2003: 232-235 ).
약 3년간 계속된 어려웅을 극복하고 호치민의 한국기업들은 2001 년

부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자본의 베트남투자도 2001 년부
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6) 베트남 경제도 매년 7%의 고성장을 계속하
면서 내수시장을 겨냥한 한국기업의 숨통을 퇴우고 있다{Kotra 2004:

1-3). 눈여겨 볼만한 것은 IMF 회복기의 한국자본투자가 전과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투자증가는 과거와 달리 신규투자
의 증가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업체의 추가자본투자가주를 이루고
있디-(Kotra 2004: 1-3). 이런 흐름은 한국자본의 투자증가가 한국인의

유입을 예전처럼 이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에
대해 최근통계상호치민의 한국기업체 수가늘고 있는사실을지적하며
의분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근자의 한국기업체 수의 증가는 한국인
유입효과가 미미할 정도로 소규모인 봉제 • 섬유업체가 연계산업체가
많은 호치민으로 지속적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명으로

운영되던 공장의 실명화가 가능해 진 것도 한 몫 했다.
투자기업을매개로한한인의 호치민유입이 전처럼 활발하지 않은데
도 2001 년 이후 한인의 수가 급증하여 1-1.2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은 그 만큼 소규모 자본으로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건너오는 한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지난 2000년
초 호치민을 떠날 때만 해도 30-40개 정도였던 한인식당이 현재는 광고
6)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1 년부터 전년대비 5 1.3%, 2002년 134.3%, 2003년 18 .5%
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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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나와있는것만 70-80개에 이른다는것이 이를의미한다. 이 밖에도
이발소， 당구장， 가라오케， 식품점， 선물가게 등 한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인인구의 급증을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한인사회에 직업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한인촌은 팝반하이와 꽁핵 Cong Hoa)로 대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
항인근의 대형 쇼핑몰 ‘수퍼볼’ 근처를 포함하여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다. 이런 지역에 가면 특별한 직업 없이 전전승}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호치민에서는 연줄 없는 사람이 영어나 베트남어를 구사할 능

력도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하러 왔다가 사기를 당하고 귀국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다.
운이 좋아가게를차렸더라도동종업종의 경쟁이 섬해 파산한뒤 부랑아

신세가되기도한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3세대 한인의 등장은 호치민한

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를 기속화시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 투자업체의 대표가 코참의 결성을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인사회의
주류가 자영업자에서 투자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일리
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만 놓고 보면 투자기업의 사장과 대기업 주재

원이 IMF 이후 더욱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호치민한인사회에
자영업자와 그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부류가 많아지고 있는 현
실에서， 한인사회가 투자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래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해석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문제

를 일으키는 부류”를 암묵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며 이를 근거
로 한인사회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사회경제적 분회를 바탕
으로 형성되는 일상적인 삶과 문화의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펼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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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치민한인의 생활비와 사회경제적 분화

현재 호치민 한인의 숫지는 대략 1만~1.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
지만 말 그대로 추정수치이다. 인구추산이 힘든 이유는 단기제류자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4년 동안 관광객， 보따리 장샤

국제결혼희망자， 투자희망자 등이 부정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추산을 더
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제류히는 경

우 총영사관11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2004년 8월 현재 3 ， 300여명에 불과하다.
호치민에서 한인의 총인구수를 물어보면 8천에서 2만 명까지 다OJ=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몇 가지 근거도 동원된다. 식당이 100여개고 손님
수가 200명 정도 되니까 2만 명은 족히 된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펼자

가 파악한 설재 식당 수는 70-80개 내외이고 손님 수도 평균 150명 남짓
이라고한다. 손님이 많은시내 한인식당의 경우관광객이 주요고객이라
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각종 한인종교단체에서 파악한 신
자 수만 더해도 8천명이 넘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펼자가 파악한 바로는

각종 종교단체에 등록된 한인선자는 2개 개신교회의 1 ，500명을 포함
3 ， 000명 정도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추정치를 종합해 볼 때
호치민에는 총영사관， 종교단체， 은행 등에 이름을 올린 등록상주인구가

3-4천 명 정도 되며 미등록상주인구도 이와 비슷한 숫자가 아닐까 한다.
여기에 유동인구를 4천여 명을 합치면 대략 1 만~1 만2천 명의 한〈국)인이
호치민에 체류하고 있는 것 같다.

호치민한인사회에서 한인에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물으면 거의
대부분 한달 생활비를 기준으로 대답한다. 특정인이 “잘 사는지” 물어보
면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 보단 “어느 정도 쓰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뿌리내리지 못히는 체류외국인으로서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다수한인은 기회가닿으면 떠날사람들이다. 호치민에서 월
생활비가 중요한 것은 여행지에 가면 재산이 얼마인지 보다 돈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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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는가가 중요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호치민한인의 삶에
내재한 ‘일시성 (temporaliη) ’ 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도 반영
되어 있는 것이다.
호치민한인사회의 상류층은 2-3백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부 거부(巨富)도 있다. 투자초기부터 호황
을 누렸던 신발업체 소유주는 한국에서도 준(準)재별로 통한다. 하지만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호치민한인이 아니다. 연중 몇 개월씩 호치민에
머물면서 회시를 돌보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지만 한국이 ‘베이
스캠프(base camp) , 이고 대개 공장도 여러 나라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호치민한인사회의 상류층은 1 백만 탈러 이상을 투자했고 생활비

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규모가 웬만한 투자
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대부분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변 호치민한
인 중에 중상층과 확연히 구별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극소수이다.

호치민의 중상층은 3천 달러 정도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호치민한인의

5%

정도인 500여명이 이런 사람들이다. 소위 주재원이라

고 분류되는 사람들로 대기업의 상사나 투자기업직원이 핵을 이룬다.

수는 많지 않지만 총영사관11 근무하는 외교관과 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나 해외협력단{Koica) 의 직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재원으로 분

류되진 않지만 중소투자업체의 전문경영인이나 소규모투자업체의 사장
도 이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중상층이다.
중상층의 범위를 좀 넓게 집아 1 천여 명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다.

주재원이 ‘아류’ 라고 생각하는 500여명을 포함시키면 이런 추정이 맞

다. 주재원과 아류의 차이는 3천 달러 이상의 생활비가 부담스러운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재원이 아류보다 재산이나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

다. 주재원의 경우 큰 지출항목， 예를 들어， 월세와 자녀학비를 회사가
지원하여 부담이 없는 반면 아류의 경우 지원을 적게 받거나 자비부담을
하기 때문이다. 아류에는 중소기업임원과 영세한 투자기업의 사장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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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이룬다.
중류층은 생활비를 2천 달러 이상 지출할 수밖에 없지만 3천 달러
미만으로 줄이려고 노력히는 사람들이다. 주로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

한다. 이들의 생활을 수입만을 기준으로 보면 주재원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순수입이 주재원의 월급보다 많은 자영업자도 제법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게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항목이 많아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해 둘 펼요가 었다. 무엇보다 애써 번 돈을 고맑f파트

월세나 고급차량에 지출하는 자영업자는 매우 드물다.
중하층은 생활비가 2천 달러를 넘지 않아야 히는 사람들이다. 주로
중소기업의 공장매니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독선이거나

가족이 한국에 있다. 중소기업이 현장매니저의 가족생활비까지 감당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회사는 대신 숙소와 세끼 식사를 제공
한다. 대다수 공장매니저는 모든 월급을 가족에게 보내고 1 천 달러 미만
의 현지수당으로 생활한다. 호치민에 온지 얼마 안 되는 매니저는 수당
까지 보내고 공장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지생활에 익숙해지면

유흥오락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많아져 수당도 부족해지곤 한다. 개인적
으로 집을 구해서 살면 2천 탈러 정도는 지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히층은 1 천 달러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호치민에서 가족과
함께 1 천 달러로 생활하기란 쉽지 않다. 독신의 경우에는 1 천 달러 이하
로도 살아갈 수 있다. 베트남인처럼 살면 30ι500 달러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지에서 1 천 달러를 벌면서 그 이하로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실제로 하층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는 주기적 • 잠

재적 설업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달에 300 달러를 손에 쥐기도 힘든 사람
이 많다. 이들이 “문제한인”으로 분류되는 것도 기초생활을 위해 타인에

게 피해률 줄 기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호치민한인이 서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별히는 기준이 되는 생활
비 항목은 크게 3가지 즉， 주택 임대료， 자녀교육비， 문화비이다. 차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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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 식비， 전화비， 각종 세금 등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 세

항목에 비해 비용차이가많지 않다<(표 1) 참조) .특이한것은거의 모든
가정이 가정부를 두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지인의 조력을 받을 일
이 많은 한인으로서는 가정부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정부의 월급은 (한국)요리솜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0-80달러로 정해져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표

1) 사회경제적 지위별 월 생활비7)
(단위

교육비 전기/

교통비

전화

기타

총계

집세

식비

3,000

500

1,500

200

200

500

100

1,000

8 ‘ 000

주재원

(2,500) 500

1,000
(770)

200

100

300

100

500

5,100
(3 ,270)

자영업

1,000

200

200

60

250

60

300

2,370

300

1,570
(1 ,060)

200

1,000

투자기업사장

공ε빼니저
문제한인

300

(500) (300)
200

300

(A뻐 1) 수도

(핸드폰) 오토바이 치랑/기사

가정부

USD)

0

(200)

60

150

(60)

100

0

50

150

0

문호벼|

주’ ( )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녀가다니는학교는호치민한인이 서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판별

하는가장중요한기준의 하나이다. 호치민한인의 자녀가다니는학교에
는 3종류가 있다. 먼저， 상류층과 중상류층 자녀가 다니는 국제학교가
있다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투자업체의

사장과 직징F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주재원이다. 자녀가 중학생이라
가정해 보면 1 인당 입학금만 22 ，000달러이고 학기당 수업료가 1 ，000달
러 정도 든다{호치민시한국학교 2004: 15).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약 770달러 정도이다. 이에 비해 한국학교의 경우 입학금 500달러， 학기

7)

이 표는 필자의 면답자료， 한인잡지， 호지민관련 웹사이트의 글 등을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생활비지출은 개인차가 크겠지만 각 사회경제적 집단이 이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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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업료
교

300

2004: 15).

달러， 통학버스와 급식비가 50달러이다{호치민시한국학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약 110달러 정도이다. 자녀를

현지학교에 보내면 월 30달러 이하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인학생의 다수는 중상층인 (대기업과 공관원

직원인) 주재원의 자녀다.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
체의 사장은 자녀를 한국이나 제3국의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고， 중류
층인 자영업자의 경우 학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영엽자가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자녀 1 인당 (사교육비를 포함) 매월 1 ，0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호치민에는 2003년 3월 현재
210명의 학생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대부분이 500여명에 탈하는
주재원의 자녀대호치민시한국학교

2004: 7).

이와 비교하여， 한국학교의 학부모는 대부분 자영업자와 (회사의 지
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임원이다.2004년 8월 현재 한국학교

에는 유치원， 초중고를 합쳐 5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대호치민시한국
학교

2004: 7).

이들 가운데 6개월 이상 학비를 못낸 학생도 60명이나

된다. 이 중 2-3 명만이 고의로 학비를 내지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녀이다.

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부모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열악한” 환경의 현지학교에 자녀를 보낸다.2003년 3월

현재 120여명의 한인자녀가 현지학교에 다니고 있다{호치민시한국학교

2004: 7). 이 가운데는 어머니가 베트남인이어서 일부로 현지학교를 선
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부모가 자녀를 가능한 한 교육환경이
나은 국제학교나 한국학교에 보내려고 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도적으
로 현지학교에 보내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호치민에는 윌 100달러
정도의 한국학교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한인”도 상당수 있다.

호치민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또 다른 준거는 어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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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는가이다. 호치민에서 중상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월
2， 000달러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살아야한다. 이름 있는투자기업의 사
장이나주재원은 보통 월

2,500-3,000 달러의 아파트에 산다. 호치민에는

호텔 수준의 경비와 룸서비스가 제공되고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이 완비
된 이런 아파트가 10여개 있다 8) 이런 아파트에 살면 룸서비스와는 별도

로 가정부를 고용하며 살림담당과 자녀담당을 따로 두기도 한다. 이런

집에 사는 대부분의 한인은 기사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며
주말이면 부부가 함께 골프를 즐긴다 평범한 직장인인 이들이 한국에서

는 꿈도 꿀 수 없는 “호화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월세를
전부 지원하고 인건비가 한국의 1/15의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주재원이라고 모두， 호치민시민이 일년 봉급을 다 모아도 윌세를 낼
수 없는，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아류’ 주재원은
질은 떨어지지만 유사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에서 산다 9)

월세가 1 ， 000-2 ， 000달러인 이런 아파트에 사는 주재원은 중소기업의 임

원이나 중요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최근에는 냐베 공단의 뒤쪽에
푸미흥이라 불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며 이 지역에 윌세
1 ， 000달러가량의 아파트에 사는 한인이 급증하면서 한인밀집촌이 형성

되고있다.
주재원과 달리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주택에 산다. 중섬가만 아니면
1 ， 000달러 이하의 월세로 3-4층 자리 주택을 구해 펼요에 따라 가게나
창고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엽자가 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처럼 다목적 활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변 돈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이 있는 자영업자
8) 호치민시 1 군과 λ에공강 건너에 퍼져 있는 고밝}파트로 유명한 것은 Diamond
Plaza , Stanford, Norfolk, Sky Garden , Parkland , Chancellor 등이다 이 밖에 소위
지점징L급 한인이 많이 사는 안푸(An Phu) 라는 고급주택도 있다 최근에는 호지민 외

곽의 냐베 (Nha Be) 에 새로 조성된 푸미흙 phu My Hung) 아파트단지에 Waterfront라
는 고급주택이 들어서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9) 한국회사가 지은 10군의 ‘대동’ 아파트와 ‘탄대Thanh Da) ’의 아파트촌이 이런 종류
에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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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지라도 고밝f파트에 살면서 시내에 위치한 가게로 출퇴근하는 경

우는 드물다 특히 한인밀집촌에 가게가 있는 자영업지는 대부분 위층에
살림집이 딸린 주상복합주택에 삼고 있다.

확실한주거지가있는주재원이나자영업자와달리한인밀집촌에방
만 하나 얻어 생활히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인멸집촌 거리에

늘어선 한인가게의 주요고객이 바로 이들이다.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상품을 사거나 특정한 한국음식을 먹기 위해 팝반하이로 대표되는

한인밀집촌을 찾는 한인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인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인근에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식품점， 가라오케가 산
재해 있다. 그 결과 땀반하이나 꽁화 같은 유명 한인밀집촌은

100-200

달러짜리 방을 얻어 놓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사업기회를 타진하
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한인의 주무대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문제한인’ 이라는 경멸적인 지칭이 생겨
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지역에 방을 얻는 것도 버거워 월세가
20-30만동(1 2-15탈러)에 불과한 빈민촌의 “별집”에서 사는 한인까지 등
장했다
호치민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크다는 것은 중하층이나 하층

의 월세와 생활비가 중상층이 한나절에 쓰는 오락비용에 불과할수 있다
는 사설에서 극명하게 입증된다. 호치민의 직장남성의 가장 전형적인

여가생활은 골프장과 가라오케에서 이루어진다. 상류층 인사， 주재원，
‘아류’ 주재원， 자영업자 등 다OJ한 층의 한인남성이 주말을 보내는 가

장 전형적인 방식은 골프치고， 석사하고， 가라오케에 가는 것이다. 호치
민한인사회에서 골프는 한국보다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은행대리，

공장매니저， 관광가이드， 식당주인， 가라오케주인， 식품점주인 등 다양
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콜프
동호회도 공개된 것만 17개나 있다{Chao

Vietnam 04/03. p. 26) 하지만

얼마나 경제적 부담 없이 골프를 치고， 어떤 수준의 가라오케에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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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호치민에서도 콜프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다. 골프채 같은 펼수
준비물은 논외로 하더라도 골프장 회원권이 없으면 불편하고 추가비용

이 든다. 회사소유나 거래은행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주재
원은 별 문제가 없다. 반면 자영업자는 10， 000달러를 상회히는 골프회원

권이 없으면 주변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지동차와 운전기사까지 없다면
차량을 섭외하여 선세를 져야 한다 무엇보다 골프를 즐길 정도면 삭사

와 가라오케에 드는 비용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아야 체면이 선다. 하지
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한인도 많다.
한인이 이용하는 가라오케도 수준차가 상당하다. 시설이 좋고 여급
이 세련된 가라오케는 한 테이블에

200 달러 이상은 지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고급양주를 먹고장시간즐기면 1 ， 000달러 가까어 나올수도 있다.

호벨에 부속된 이런 가라오케는 주재원들이 손님접대용으로 애용한다.
대기업 지사의 직원은 이런고급가라오케를단골삼아자주틀른다. 술자
리의 누군가가 회사에서 “(접대비용으로) 영수증 처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주재원도 개인비용을 지출해야 할 경우는 이보다 좀 싼 가라오케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한인소유 가라오케의 다수는 시설과 여급의 “수
준”이 고급가라오케보다 못하다. 그 대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
고 가격도 평균 100달러 정도로 저렴하다. 개인적으로 회포를 풀러 가는

경우에 선호히는 곳이 이런 “한국가라오케”다. 좀 더 비용을 절익봐려면
영세한자영업자나공장매니저가즐겨 찾는“로칼üocal)가라오케”에 가

면 된다.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이런 가라오케는 값이 한국가라오케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고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다. 물론 영
세자영업자나 공장매니저는 이런 곳도 자기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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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인사회의 분호}와 정체성의 정치학

1) 샤회적 거리감과 일상적 갈등
호치민한인에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집단에 속한 한인은 “사는

곳”과 “노는 곳”이 다른 사람이다. 사는 동네， 아이 학교， 노는 곳이 다른
사람이다. 한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한인남성은 식당주인이나 식품점 주

인을 중요한 업무로 만날 열이 거의 없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대출신청
적격자가 아니라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식당주인의 부인이 은행원의 부인을 모임에서 만나는 일도 거의 없
다. 호치민부인회 회원인 이 여성은 은행원부인을 지적하며 “투자기업

쪽 부인과는 잘 모르는 사이”라고 말한다. 식당을 하다보니 인사는 나눈
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가지는 않는
다. 게다가 “큰 회사에서 봉급 타는 사람”의 부인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외국교회에 다닌다. 자신은 식당일을 돕느라 엄두도 못 낼 “골프와 수영
을 즐기는 국제학교엄마”다.
한국계 은행에 다니는 한인 남성이 정작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투자기

업을 관리히는 일이다. 골프를 같이 치고 가라오케에 같이 가는 사람도
투자기엽 사람이다. 물론 이들과 친한 것이 업무 때문만은 아니다. 아파
트에서， 국제학교에서， 골프장에서， 호댈 가라오케에서 일상적으로 부딪

히며 속내를 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 가라오케 하는 사람들”
이나 “한인촌에 사는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지지도 않고 관심사도 다르

다. 금융， 보험， 회계， 컨설팅，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반면 한인밀집촌에 있는 식당주인이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차명으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단골손님이다. 지주 찾는 식사손님일
뿐아니라수입이 “짱짤한” 환치기 고객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경로로
송금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동{Dong) 이나 달러를 받은 다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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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 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약 20개 업체에서 200명 정도가

월급날 이 식당을 통해 송금을 한다. 이 식당주인은 최근 족발집을 필두
로 많은 식당이 환치기를 하기 때문에 고객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자영업자나 작은 공장직원들과 친한 이유가 꼭 돈
때문만은 아니다. 한인촌 거리에서， 한인학교에서， “로캘 local)가라오
케”에서 부딪히며 현지생활의 시름을 잊기 때문이다. “수위 있는 집(아

파트)"에 살면서 “고개 뺏뺏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는 자주 만날 일도
없고 화제도 다르다. 환치기업자， 사채업자， 이웃 베트남인， 결혼중매업

자， 열치기 조폭(조직폭력배) 등 한인거리에 나타났다 앤+지는 다OJ=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처럼 호치민한인사회에서 ‘사회적 거리김-(social distance) ’ 이 커

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인이 자신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르고 ‘아비
투스(habitus) ’ (Bourdieu 1984) 가 다른 한인에 대해 점차 무관심해지고

무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재원들은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요즘은 한인밀집촌에 감 기회가 통 없어”라고 말한다. 주재원이
사는 고밝f파트에 가본 적도 없다는 영세한 자영업자도 제법 만나게
된다. 이런 사회적 거리감 때문에， 자영업자에 물으면 “한인사회가 일부
주재원과 대다수 교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주재원에게 물으

면 “교민의 다수는 투자업체(직원)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밀한다. 한 한인은 이런 현상을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했

다.
호치민한인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무관심하게 “따로 살기”

와 한정된 ‘사회적 연맹 social network) ’ 안에서 “끼리끼리 살기”가 이
처럼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호치민한인사회의 규모나 형성기간을 고려

할 때 주목할 만하다. 불과 13년 남짓한 시간에 1만여 명의 인구가 이처
럼 빠르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놀라

운 일이다. 호치민한인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주재원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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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평범한 대기업 직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렇

다. 한국에서는 은행의 창구에서 고객과 씨름하고 있을 대리나 과장이
기사를 두고 고급외인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미국지
사에서 일하면 회사의 동일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평범한 월세를 잘면서
식당을 경영히는 교포를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지

위가 일시적이고 특수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을 주재원이 “일상적인
삶을 매개”로 다른 한인 집단과 차별성을 확신하고 “따로 살기를 실천”
해가는 과정이 흥미롭다{Bourdieu 1987).

자영업자도 주재원이 누리는 지위의 일시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

으며 이를기반으로비판적인담론을전개한다. 펼자가면담한자영업자
들은 이구동성으로 “벌집에서 사는 한인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살면서 “너무 표시 나게 사는 것이 문제”라거나 “봉급 타는 사람이

집에 몇 천불 쓰는 것을 우습게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부는
“골이 비었다”거나 “IMF가 또 외.o þ 정신 차릴 것”이라논 극단적인 표현
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재원은 자영업자를 “떨 배워

사업하기도 껑껑거리는 사람들”이라거나 “사업할 기본기가 없는 사람”
이라고부르며 자신이 누리는지위가능력에 걸맞는것이라는점을간접
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를 거론하며 “봉사할 줄도 돈 쓸
줄도 모르는 노랭이(구두쇠)"나 “베트남 사람에게 벌 붙어사는 사람”등
의 “낙인찍기 (stigmatization) "와 “이름 붙여주기(labelling)"(Hall 1991)

를 통해 자신과 차별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비판적 시각과 담론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영업자의 가게가 아니면 양자가 이런 심각한 언쟁

을 주고받을 기회조차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자리를 가려가며”
비판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재원에게 “쓴 소리 좀 했다”거나 “큰
소리로 싸웠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는 종종 만날 수 있다. 실제로 한인
밀집촌에서 “호댈 가라오케에서 얼마를 썼다”고 “떠벌인” 관광객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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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당히는 일은 가끔 열어난다. 한국에서 찾아 온 방문객에게 호치민
한인의 생활을 소개하던 “명망 있는 투자기업체 사장”이 동석한 “원로
자영업재’에게 모욕적인 비판을 받은 사건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한

인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이야 한다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
어나는 이런 일상적 갈등은 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감이 큰 호치민한인사
회에 항상 잠재되어 있다.

2)

코참과 한인회의 갈등: 정체성의 정치학

사회경제적 분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면서 호치민한인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집단 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논문의 도입부에서 소개한 코참

한인회의 갈등이다. 코참과

한인회의 갈등이 섬각해지자 총영사관은 이를 “아군끼리의 주도권 싸
용”으로 인식하고 해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싸웅은 자영업자와 투자
기업이 서로 아군(我軍)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벌인 주도권 다툼이었

다.
양측이 벌인 정치적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한 내용은 “아군끼리
이러면 안 된다”라는 담론이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자신의 주도권 아래

들어오는 한에 있어 아군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인회는 어느 교민
사회나 한인회 산하에 다른 단체가속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포섭을

시도했다. 총영사관의 “엄호”를 받아 주도권을 쥐고 있던 코참은 “음식
점 주인도 투자자”라며 자영업자협의회를 산하기구로 편성하며 포섭을
시도했다. 합법적인 단체구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코참이 “아군끼리니

까” 차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

다.
결국 주도권을 쥔 코참이 포섭에 실패하자 배제를 결심했다. 한인회

는 “같은 한{국)인끼리”이러면 안 되니까 좀더 논의를 해보자며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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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이 끝난 일”이라는 코참의 대답이

돌아왔고 결국 호치민한인사회의 유일한 합법대표단체가 결성되었다

(Chao Vietnam 03/11. pp. 12-13). 물론 명분상 자영업자협의회도 산하
에 편성되었고 코참인사와 가까운 일부 자영업자가 “배신자” 소리를 들

으며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양측이 딴 길을 가게 된 근본
적인 이유는 정치적 포섭의 설패 때문이 아니었다. 서로를 배제하는 뿌
리 갚은 인식 때문이었다. 양측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탈랐다.

무엇보다 호치민한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양측의 인식이 너무 달랐다.
코참이 한인회를보는 기본시각은 “말썽 많은자영업자의 모임”이라

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허가받지 못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로 인
해 언제든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기업과 주재원은 합

법적인 사업을 하며 국위률 선행}는 한국인이지만 자영업자는 “근본적
으로는 불법적인 영업 때문에 나라 망신을 시킬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코참 사묻뻐l 게는 자영업자의 모임인 한인회는 “덕망 있

는 사람은 안 가는 곳”이다.
이에 대응하여 자영업자가 코참을 보는 기본시각은 “돈 벌어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돈을 별기위해 왔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지
모르는 현설은 같지만， 자신은 코참사람과 달리 현지에 적응하며 사는
“교민”이다. 다시 램~， 주재원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에 불과하지만
자영업자는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는 핸국)인”이다. 주재원이 현지인

과 담을 쌓고 고급외인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는 가난한 현
지인과섞여주택에살면서현지인과부대끼며살고있다는것을강조하

고싶어 한다. 한국인 망신을시거는사람은자선이 아니라오히려 “황제
처럼 메스껍게” 살면서 "300달러로도 살 수 있는 곳에서 낭비를 일삼

는” 주재원이라고 역설한다. 주재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믿는다. 호치민한인사회가 “교민”의 상정인 한
인회가 아니라 “돈 많은 한국인”의 상정인 코참에 의해 대표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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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자영업자가대항담론의 수준을념어 진정으로현지화를시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먼저， 자영업자는 현지인

과 친멸하게 생활하는 만큼 현지인과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대부
분의 자영업자는 주재원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베트남인 보다 위계상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
려 든다. 같은 맥락에서 한인학교의 학부모회에서 한인학생의 베트남

어머니를 차별하기도 한다. 심지어 가장 현지화가 잘 되어 있다고 자타
가 공인하는 원로들도 자신의 생을 이야기하면서 베트남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자진해서 꺼내지 않는다.
코참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보이는 이런 모순된 행동이 결국 호치민
한인은 한국인일 뿐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보는 현지

화란 현지인과 결혼을 하거나 현지인과 섞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에게 모범을 보이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인과의
화합을 방해하는 쪽은 현지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익의 일부를 현

지에 환원하는 투자기업이 아니라， 한인빌집촌을 형성히여 살면서 문제
를 일으켜 한국인에 대한부정적인 인식을확산시키는사람들이다. 이들
이 한인밀집촌의 문제를 거론하여 자영엽자와 한인회를 은연중에 비판
하는 공적담론은 많다. “처음에 가면 일단 망하는 곳.. “빌려 준 적도

없는 돈을 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곳.. “백전노장으로 그늘져 보이는
사람이 사는 곳.. “아이 학비도 못내는 사람이 사는 곳”등이 그것이다.
물론코참사람들도오스카루이스(1 %1) 의 ‘빈곤의문화’를떠올리

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담론이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전체 자영업자 중에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한인밀집촌

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많은 자영업지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나 주재원 못지않게 다른 한
인과 현지인에게 봉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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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없고 사기 당했다는 사람은 많은” 한인밀집촌에서 가장 범죄와 무
관한 사람들이 자영업자다.
한인회를 지지히는 사람， 특히 원로들은 이런 과장된 인식이 “온 지

얼마 안 되어 현지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가진 특정이라고 강조한다. 코
참사람들이 한인밀집촌의 문화와 자영업자의 한계를 은연중에 연결시키
듯이， 역으로 이런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인사회와 한인회의 역사

를 부각시키곤 한다. 한인회가 역사적으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정통성
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비록 역사적 단절

은 있었지만， 호치민한인사회 1세대의 존재와 한인회의 역사는 엄연한
사실이다 10) 이런 시각을 반영하여 일부 원로는 ‘교민’ 혹은 ‘월남전부

터 이어 온 교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코참회원은 얼마 안 되고 교민
이 절대 다수”라는 주장을 편다. 코참회원은 잠시 머물다가 감 사람들이

고 현지화한 나머지가 교민의 역사적 맥을 잇는 한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코참과 한인회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의인화된 용어 ‘투자기
업’으로 통칭되는) 주재원과 자영업자가 호치민한인의 정체성을 놓고

벌인 정치적 과정이었다. 이 정치적 과정의 표면적인 목적은 호치빈한인
사회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표성을 획득하는 현설적
인 목표 못지않게 이 두 집단에게 중요했던 점은 자신이 대표성을 가져
야 되는 이유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획득히는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양
집단은 이 정치적 과정에서 합법성， 현지화， 도덕성， 정통성을 회두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집단을 낙인찍는 담론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이러한 담론은， 일회적으로 일어난 정치적 갈등의 특수한 산물이 아니

라， 양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화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0) 한인회의 전신으로는 1955 년 재월교민회와 1975년 공산화 이후 남은 사람들이 결성
한 재월한국인자치회가 있다{김기태 2004b 참조). 흥미로운 것은 일부 원로가 한국과
월남이 수교한 1955 년에 생겨난 재월교민회보다는 공산화 후 탈출을 위해 임시로 결
성된 재월한국인자치회를 현 한인회의 전선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이순흥 2004 참
조) 베트남의 현 사회주의정부가 들어선 이후 만들어진 모임이 진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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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돌이켜 보건데 코참」한인회 싸웅의 결말은 자명했다. 총영사관의 입

챔l 따라 양상이 잠시 달라지긴 했겠지만 코참이 언젠가는 합법적인

한인대표단체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한인회와 같은 해외교민단체를 인
정하지 않는 베트남 정부의 입7.J이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이다. 한인회가

조직력， 자금력， 인적자원 모든 변에서 월등한 조건을 갖춘 투자기업을
상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버거운 일이었다.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으로 되돌아가보면， 한인회가 왜 결

과가 뻔한 이 싸웅을 했는지 다시 궁금해진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결，
자신은독자적인단체로남겠다고선언하고코참의 인가를순순히 도왔
으면 보기 좋지 않았을까? 역으로， 코참은 왜 굳이 자영업자의 심기를

건들이며 한인회를 산하에 두려 했을까 의문이 든다. 못마땅한 한인회를
산하에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보다 처음부터 한인회의 독자적 생존을
인정해 줄 수는 없었을까?
호치민한인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에 답이 있
었던 것 같다. 이 갈등은 두 한인단체가 정치적 이권을 놓고 씨운 “이해
의 정치학-(the politiα

of interεsts)"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호치민한

인이 한인다움에 대한 문화적 준거를 놓고 싸운 복잡한 “정체성의 정치
학-( the politics of identiη)"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Lee 1998: 21). 호

치민한인은 이 갈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삶이 왜 정
당한가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보다 내 집
단의 삶이 더 정당한기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정치학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인지도부의 구성을
놓고 씨움을 벌여야 했던 이유는 물론이고， 양자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
한 후에 의외로 쉽게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도부의 구성이 양 집단의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반영
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체성에 관한 자존심과 정당성을 둘리싼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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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었기에 휴전이 가능했던 젓이다. 같은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이해관

계의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 사건은 양 집단의 구성원에게 회자되며
정체성의 정치학을 위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호치민한인의 ‘정체성의 정치학’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조건이 ‘일시성( temporality) ’이다. 호치민한인은 비자가 있어야

제류할 수 있고 떠나라면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조
건 지워진 삶 때문에， ‘일시적 체류자<Sojoumer) ’ 인 주재원이 현지에

뿌리를 내리려거나 혹은 내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보다 높은 사회경제
적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한국에 가끼울수록， 좀더 정확히 말하자변，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현지에 정착할 가능성이 적을수록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획률이 높다다"(때채수홍 2
잉
어
0
04:

29). 한인사회의 다

OJ=한 사회경제적 집단들은 때론 이런 일시성을 이용하고 때론 비난하면
서 서로간의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처럼 일시성에 의해 조건 지워진 호치민한인의 삶이 전형적인 재
외한인의 삶은 아닐 것이다. 재외한인연구가 주로 관심을 쏟아 온 미국，
일본， 중국， 구소련 등에 사는 ‘정착자{settler) ’ 로서 한인과 비교해 볼

때 호치민한인의 삶과 정체성은 특수하다. 혹자는 동포， 한인， 교민과
같은 접미어를 붙일 수 있는 집단인지부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호치민
한인의 정제성을， 굳이 전형적인 재외한인연구를 연상시킬 펼요 없이，
한국인의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와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 간

명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호치민사회의 특수성은 ‘정
착자로서 재외한인의 초국가주의적 현상’과 ‘일시체류자로서 한국인의

초국가주의적 현상’ 이 교차하면서 호치민한인의 과도기적 정제성을 만
들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호치민한인의 과도기적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예견해보

는 것은 필자로선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호치민한인이 가까운 미래에
법적인 변화나 구성원의 성격변화를 통해 정착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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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학이

호치민 한인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이와 대조
적으로， 호치민한인이 가까운 미래에 정착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호
치민한인사회를 조건 지워온 일시성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몇 가지 가능

성도 상상념H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적법의 변화이다. 양자가 시대적 추이를 따라 혈통주

의원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호치민한인의 정주가 가능해절 수
있을 것이대노영돈

1998 참조). 이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최근 급증

하고 있는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국제결혼이다. 이들이 호치민을 정

주지로 선택하고 목소리를 키우면 호치민한인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겨
날지 궁금하다. 또한 이들의 자식， 즉 2세대 라이따이한이 성장하여 공동

제를 형성한다변 호치민한인사회가 어떻게 변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유한 나라의 자본이 가난한 나라의 노동을 찾아 이동하고，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남성과 인연을 맺으면서， 가난한

나리에 ‘부유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공동체’ 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자칫 예외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도 있는 호치민한인사회의 사례가 재외
한인연구와 초국가주의연구에서 좀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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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the Korean community of the Ho Chi Minh city.

Chae, Suhong*

This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and the ethnic identity of the Koreans in
the Ho 01i Minh city(HCM). As a kind of prologue, this article introduces
an episode of conflict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Korean Association
in

HCM(KA)'

and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ocham)' in 2003.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at competed fo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community in HCM was
intense more than we can expect, and the episode has continued to become
the talk of all Koreans in HCM even after the conflicts were amicably
resolved. This article explains the meaning and the processes of the
conflicts by focusing on, first, the history of the Korean community in
HCM and then on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in the community.
Even though the Korean community in HCM has a short history of
around 15 years,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in the community has
•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l"d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veloped as rapidly as any other Korean communities abroad. Especially,
the difference in economic conditions is remarkable between the small
shop owners called Ja-Young-Yup-Ja (an independent enterprise owner)
on one hand and the owners of the medium and small size enterprises
and the workers of Korean big companies called altogether Ju-Jae-Won
(a resident officer) on the other. 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the
deepening gaps in economic conditions produce different cultural
experience and consequent social dista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conclusion, this article considers the ethnic identity of the Koreans
in HCM in terms of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definition of Korean identity, in other words,
who is "real Koreans" in HCM and how "desirable Koreans" in HCM
should behave in the Vietnamese society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Even though the conflicts of the two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were only a competition fo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ty in appearance, they are actually a manifestation of
identity politics based on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that has
historically developed in the Korean community of the Ho Chi Minh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