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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1920년대 미국의 노동사는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 핵심적인 문제 

는 왜 노동운동이 제 1차 세계대전아 끝날 무렵에 격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곧 극적 

으로 후퇴했고 또 오랫 통안 쇠진한 상태에 머물려 있었는가 하는 것인테， 역사자들은 대 

체로 이에 관한 대답여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냐 말야다. 그린 대탑은 오래 전해 어탱 

번스틴(Irving 묘erns뼈in) 이 제시한 설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쇠진 상태를 경제 

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 탓으로 돌린다 전반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업 

부문이 고질적인 불황에 시달렸고， 정치적인 판도는 보수적인 랩원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불리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찬가업적이었는 데 반해서 노동자들은 인종과 민족 그리 

고 기능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칼은 설명의 연장선 워에서 데이벼드 브 

로우디 (묘avid 묘:rody)는 기업의 복지제도에 주목하얘 , 만일 1920년대 말에 대공황여 없었 

더라면 그것을 토대로 미국의 노동관계가 안정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1)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틀은 문제의 다른 주요 측면， 즉 노동자들의 의식을 제대로 고려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기된 요인들은 대채로 구조，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의문점들 가령 노동자들은 그려한 요 

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자 했는지 혹은 그들 자선아 노동운동의 쇠퇴에 어떻게 연 

루되어 있었는지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근자에 데이벼드 몽고메리 (Davi뼈 

願ontgorne때T) 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바 있으나， 작업장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쩍 

거기서 벌어진 그 모든 투쟁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운동이 후퇴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였 

다 최근에는 려자베스 코언(따zabeth Cohe때)이 기업 복지제도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이 미 

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의 타 

협적인 경향이 1920년대 쇠진 상태의 열쇠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코언은 주로 뉴딜 

*01 논문은 1994년도 국비 해외파견 연구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음-
1) Irving Ber’nstein, The Lean Yeαrs: A History of the American 뼈'orker， 1920-1933 (Boston: 

Houghton 뼈ifflin ， 1960); David Br’ody, Workers iη lndustriαl Americα : EssαYS on the 20th 

Century Struggle (Oxford: Oxford Univ. Pr.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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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쇠진기에 대한 온전한 설명으로 발전시 

키지 못하였다 2) 

이러한 문제들은 1920년대의 노동계급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이는 대답하기 어 

려운 것이다 사실 최근 한 세대 동안 노동계급 문화에 대한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 

나， 20세기는 여전히 소외된 시대로 남아 있다. 여러가지 떤에서 예외적으로， 1920년대 

에 관해서는 선구적인 연구가 있다. 사회학자 로버트 린드(Robert S. Lynd)와 헬른 런드 

(Helen Merrell Lynd) 부처는 이미 1929년에 발표한 책에서 세기 전환기 미국의 문화 변 

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서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본적으로 사회는 기업가와 노동자 

두 집단으로 나뒤어져 있었고， 이 분열이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문 

화적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전기와 가전제품， 가스와 오븐 

등 19세기 말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하는 한편 라디오와 영화 그리고 자동 

차가 대변하는 새로운 소비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내적으로 결속력이 있는 계급으로서 등 

장하기보다는 기존 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태로 들어갔 

다 3) 이 견해를 노동사가들은 오랫동안 경시하였다. 그것은 우선 린드 부처가 현대 미국 

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었을 뿐， 문화와 노동운동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주목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연구가 인디애나{Indiana)의 먼시 (Muncie) 라는 인구 

35 ， 000명 정도의 소도시， 그것도 미국 태생 백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매우 동질 

적인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탓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1920년대 미국 노동계급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주 

요 무대인 대도시를 배경으로 이질적인 집단들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그와 

같은 작업은 이 시기에 노동운동이 죄퇴한 요인을 해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적절한 사례는 시카고의 남성피복 노동자들이다. 시카 

고는 19세기 중엽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1920년애 270만에 달했고， 이 무렵에 

벌써 증가 속도가 떨어졌음에도 십년 후에는 33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이 곳의 노 

동자들은 인종이나 민족별로 매우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체코인， 유태인， 폴란드인 그 

리고 남부 이탈리아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들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걸쳐서 미국에 도착한 이민으로서 공통된 상황 속에서 서로 비 

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일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적당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틀이 

2) David Montgomeη; The Fall of the House of Labor: The Workplace, the State, and American 

Labor Activism, 1865-1925 (Cambridge: Cambridge Univ. Pr. , 1987); Lizabeth Cohen, Making a 

New Deal: lndustrial Workers in Chicago, 1919-1939 (Cambridge: Cambridge Univ. Pr. , 1990)‘ 

3) Lynd and Lynd, Middletown: A Study in Modern American Cul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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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의 남성피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온건하고 보수적인 

미국의 주류 노동운동에 대항해서 1914년에 미국 남성피복 노동조합(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을 결성하고 곧 그것을 미국 노동운동의 전위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합이 1920년대에 쇠퇴하는 과정에도 뚜렷하 

게 연관되어 있던 집단이다 

이들의 문화를 우리는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지- 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문화 

는 경험의 총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이 총체는 무엇보다도 작업장과 

지역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무리한 일일 뿐더 

러 작업장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문화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몽고메리 등의 연구가 있으 

므로， 이 부분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지역사회의 문화를 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미 다른 

곳에서 우리는 역사의 공간적 맥락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간략하게 줄이자면， 그것은 

공간을 사회적 매체로 보고 공간의 구조가 사회적 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겁토함으로써 역 

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 이 지리를 역사 

와 통합하려고 시도했으나 공간을 용기(容器)로 취급함으로써 실패한 데 반해서， 사회적 

매체로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나타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고 매개하여 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용인한다. 

이 개념은 또한 공간이 인간의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맥락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을 가능케 하거나 저해한다는 점도 인정한다 시간적 맥락이 어떤 사건이나 흐름의 경로 

와 의미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은 위에 말한 두가 

지 점에서 역사의 다른 맥락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4) 

공간적 맥락에서 역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할 방법， 다시 말해서 공간 

적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은 먼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변형시 

키는 데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공 

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노력도 요구한다. 왜냐하면 지리학자 이푸 튀안(Yi-Fu 

윈mn) 이 공간적 경험을 다루는 자신의 저서 5)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 관계란 결국 생활 

경험의 총체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인공 환경에 대해서 느끼고 해석하 

는 방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간적 시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가 

공간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불론이요， 올리비에 준즈(Olivier Zunz) 가 

세기 전환기의 디트로이트에 대한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듯이 6) 사회적 관계가 공간의 구조 

4) 졸고 〈도시사의 최근 동향-“역사의 공간적 차원" >‘ 《서양사연구} 17 0995.4): 235-257 ‘ 

5)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뼈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 , 
1977). 



102 美 國 學 第十八輯(1 995)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체코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인과 

똥구 출신 유태인은 시카고에서 민족별 밀집지역을 확보하였다. 이 대도시의 남서부 

(Southwest Side) 를 중심으로 16.000명의 체코인-이민이건 미국 태생이건 간에-이 모 

여 살았다. 그들은 특히 흘스테드(묘alsted) 가와 。H쉴런드(Ashland)가 사이에 있는 펼즌 

(Pilsen) 지구에 몰려 들었다. 여기서 체코인플은 1871년 시카고 대화재 후부터 그들 자 

신의 교회와 학교와 체육관 그리고 집회장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민족적 성격을 뚜렷하 

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세기 전환기에 이르러 러시아， 폴란드， 이태리로부터 갓 도착한 

이민 때문에 많은 체코인들이 서쪽으로 더 이동하였다 그들은 캘리포니아가와 시카고 사 

계 사이에 새로 밀집지역을 만들었다 “체크 캘리포니아" (Czech Califo:rnia) 로 불린 이 지 

역에는 필즌과 같이 그들 특유의 건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체코인들은 훨씬 더 넓은 지역 

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만큼 이전 같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남성피 

복산업에 종사하는 체코인 청부업자들은 흔히 동포를 따라 다녔고， 제조업자들은 시카고 

도심에 점점 더 많은 공장을 세우면서도 새로 들어온 이민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뿐만 아 

니라 경험 많은 체코인 일손도 이용하기 위해서 필즌을 중심으로 남서부의 낡은 작업장들 

을 여전허 유지했던 것이다 7) 

필즌 북쪽으로 크고 붐비는 유태인 밀집지역이 있었다 이 서부 (West Side) 게토는 

1871년 화재 후에 형성된 것으로. 19세기 말에 시카고로 이주한 50.000명 정도의 동구 

출신 유태인들이 대부분 처음으로 정착하는 지역이었다 그 곳으로 오지 않은 유태인들은 

주로 북서부(Northwest Side) 에 거주하였다. 서부 게토는 시카고 강의 남쪽 지류와 흘스 

태드가， 그리고 뻐번가와 포크(Polk)가로 에워 싸얘 있었는데， 여기서 유태인들은 유태교 

회당과 히브리어 학교를 세우고 이다시(짧뼈ish) 어 신문을 발행하였다. 유태인 남성피복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게토에서 살았다. 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작업장 

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낼 수 있었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심이나 게토 주변의 

서부에는 임금이 좋은 일자리가 많았던 것이다. 사실 남성피복산업을 지배한 것은 하트 

6) Zunz, The Changing Face of lnequality: Urbanization, lndμstrial Development, and lmmigrants 

in Detroit, 1880~1920 (Chicago: Univ. ofChicago Pr., 1982). 

7) Eugene Ray McCarthy, “The Bohemians in Chicago and ’Their Benev어ent Societies: 1875-1946," 

(M .A. thesis , Univ. of Chicago, 1950), pp. 15~24; Jacob Horak, “Assimilation of Czechs in 
Chicago" (Ph.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1920), pp. 22-29; Nellie Mason Auten, “Some 
Phases of the Sweating System in the Garment Trades of Chicago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 (뼈ar. 1901): 6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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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프너 앤드 맑스(묘art， Schaffner & 聊arx)의 하트 형제나 버나드 쿠픈하이머 (Bernard 

Kuppenheimer) 혹은 줄리어스 로즌월드(Julius Rosenwa뼈)와 같이 19새기 중엽에 미국 

으로 이민온 똑일계 유태인들이었다 그러나 동부 유럽에서 옹 사람들은 대부분 정통 유 

태교(Orthodox Judaism)를 믿었던 만큼， 독일계 똥포의 개혁 유태교(Reform 빠daism) 와 

백인 같은 생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8) 

폴란드인들은 1910년에 모두 2 1. 000명 정도애 달했는데， 그 중 절반은 북서부(Northwest 

Side) 에 모여 살았다. 거기서 그들은 이미 1867년에 밀워커 (뼈ilwa뻐kee) 가와 디비션 

(Division) 가 사이의 교차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성 스타니슬라우스 코스트카(앓. 

Stainslaus 효.os해a) 라는 최초의 폴란드인 가톨릭 교회를 세웠고， 그때부터 약 40 1년 동안 

폴란드인 이민이 계속해서 몰려 들었다 “폴란드인 도심 " (합olish Downtown)으로 알려진 

이 밀집지역에서는 그들의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기업과 신문사 그리고 친목단체들야 

변성하였다. 폴란드인 남성피복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정착지에서 살았다. 거기서 폴란드 

인들은 앞서 왔던 독일인 청부업자들을 대신했고， 제조업자들은 세기 전환기부터 대규모 

공장을 세웠다. 성 아덜벼트 교구(짧. Adalbert’s Parish)는 필즌과 거의 겹치는 폴란드인 

밀집지역인데， 거기에도 남성펴복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나머지 폴란드인 정착 

지 , 다시 말해 서 남부 (South S뼈e) 에 있는 두 개 지 역 과 사우스 시 카고 (Sα따h 않ücago) 에 

있는 한 개 지역에는 주로 도축장이나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다 9) 

남부 이탈리아인들은 대개 서부의 유태인 게토나 북서부의 폴란드인 밀집지역 주변에 

정착하였다 북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원래 도섬에 몰려 들었으나， 거기에 많은 기 

업체들이 들어섬에 따라 시카고 강 서쪽으로 이주하였다. 북부 이탈리아인 정착지는 북부 

(뼈orth S뼈e) 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 곳에는 19세기 말부터 남부 이탈리아안들이 합류하 

여 폴란드인 밀집지역을 침범하면서 강 북쪽 지류를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이들 남부 이 

탈리아인틀은 뒤늦게 도착한 이민으로서 기존 밀집지역을 외곽에서부터 침범했기 때문에， 

1차대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착지도 숫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두 지 

역에서 특색 있는 기관과 건물을 수립하였다. 시카고의 대다수 이탈려아인 남성피복 노동 

자들은 이들 지역에 살면서 유태인 혹은 플란드인 청부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작업장이 

나 제조업자가 경영하는 대규모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10) 

8) Louis ￦irth， The 갑hetto (Chicago: Univ. of Chicago Pr. , 1928), chs. 9-12, pp. 153-261; Edward 

Mazur, “Jewish Chicago: From Diversity to Community," Ethnic Chicago , revised and 

expanded ed. , edited by 뼈elvin G. 표Iolli and Peter d’A. Jones (Grand Rapids, Mich.: William 묘. 

Eerdmans, 1977), pp. 46-68; Irving Cutler, “The Jews of Chicago: From Shtetl to Suburb," 

Ethnic Chicago , pp. 69-108; Auten, “Sweating System," pp. 611-612. 

9) Edward R. Kantowicz, Polish-American Politics in Chicago, 1888-194θ (Chicago: Univ. of 

Chicago Pr., 1975), pp. 14-22; Auten, “Sweating System," pp. 6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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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밀집지역에서 이민은 친숙한 공동체를 재창조하려고 애썼다. 유럽에서， 그들 

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촌락이나 읍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 지역적 혹은 지방적 사 

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세기 전환기의 구세계에서는 지방색이 여전히 강했던 만큼. 방언 

괴 상이한 생활방식 때문에 이민은 출신 지역에 따라 모여 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족밀집지역 안에서도， 모국의 한 마을이나 한 지방에서 온 사람틀이 흔히 서로 

인접한 거주지를 택하고 소집단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뉴욕에는 이탈리아인들이 바우 

어 리 (BoweIγ) 및 멀 베 리 (Mulberry) 가와 이 스트 휴스턴 (East Houston) 및 커 낼 (Canal) 가 

로 둘러싸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거기서 이태리인들은 대개 동향인끼리 모여 살면 

서， 조그만 구역들을 서로 나누어 사실상 각각 독차지하였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유태인 

밀집지역에서 리투아니아계 유태인들은 리투아니아계 유태인들끼리 또 우크라이나계 유태 

인들은 우크라이 나계 유태 인들끼 리 모여 들었다. 보스턴의 북단(North End) 에 사는 이 탈 

리아인들도 모국 출신지에 따라 지역을 세분하였다11) 물론 어떤 이민집단도 하나의 소수 

민족 정착지를 완전하게 지배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민 밀집지역은 인구의 유동성 때문 

에 점진적인 그러나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밀집지역에서는 인신적 상호의존 관계가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 

는 끈의 구실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민에게는 모국에서 유래한 면식관계가 중요했는데， 

그것은 흔히 그들이 낯익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안과 우의를 찾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구계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동향인이 도착하면 이웃에 사는 동포들과 어울리는 습속이 

있었다. 나중에 시카고의 어느 남성피복 공장에서 일하게 된 펄 스펜서 (Pearl Spencer)는 

그런 식으로 미래의 남편 윌리엄(￦illiam) 을 만났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네미로프 

(Nemirov) 출신이었는데， 그 곳은 바로 펄이 태어난 읍이었다. 윌리염은 열네살 되던 해 

에 폴란드의 로즈(Lodz) 로 갔으나， 결국 징병을 피해서 시카고로 왔다 펄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펄의 아버지와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었다 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펄과 

아버지는 윌리엄을 만났고. 저녁에 건너 오라고 일렀다. 펄 스펜서의 회상에 따르면， “유 

럽에서 누가 오면 ......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 보게 하는 게 관습이었는데， 그건 사람 

들이 안부를 묻고 고향에서 누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서는 어떻게들 사는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요 덧붙여서 그녀는 “당연히 아버지는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조그땅게 자 

리를 마련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펄과 윌리엄〕가 만났어요”라고 말했다 12) 

10) Humbert S. Nelli, Italians in Chicago, 1880-1930: A Study in Ethnic Mobility (New York: 

Oxford Univ. Pr., 1970), pp. 22-40; Auten, “Sweating System," p. 607. 

11) Robert E. Park and Herbert A. Miller, Old World '}}aits l 'ransplante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21), pp. 146-147, 198-202, 242; William M. DeMarco , Ethnics and Enclaves: 

Boston’S Italian North End (Ann Arbor, Mich.: UMI Research Pr. , 1981), ch. 2, pp. 15-34. 

12) Interview with Pearl Spencer by Elizabeth Balanoff, 8 June 1976, transcript of O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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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었다. 이민은 전통이 공동체적 사회통제의 이민 밀집지역에는 구대륙의 게다가，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면 고향에서처럼 수군거 

알려지지 않은 어느 이민 여 이름이 리거나 따돌리든지 아예 맞대놓고 꾸짖기도 하였다. 

성은 1910년대 말에 쓴 회상록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통제가 체코인 청년들 사이에서 이 

그녀는 시카고에 도착한 직후 고향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온 젊 루어졌는지 보여준다. 

은이들을 알게 되었다. 일요일마다 스무 명 정도가 모여서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 

“야 그녀는 을 추기도 하면서 어울렸다. 거기에 이민 제 2세대 소녀 한 명도 합류했는데， 

뿐만 아니라 “시시덕거리고 여봐란 듯이 

껴떤 소녀는 。1

보이는 옷을 입었을” 

웃으며 끊임없이 껍을 씹었다 어느 일요일에 파티를 하고 있는 동안， 

소년과 새롱거리다가” 춤추며 놀더니 함께 산보를 나갔다. 얼마 후에 

한 데다가 값싸고 천하게 

누군가 두 사람이 

“뒷뜰에서 입을 맞추고 껴안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것은 체코인 이민에게는 지나친 일이 

었던 모양이다. 회상록의 필자는 “그 소녀가 들어오자 나이든 부인네 한분이 그런 행동은 

놓았다. 적어 이렇게 이어서 말했다”고 썼다 것이라고 없는 용납할 수 엉뚱한 짓이고 

않았고 그녀와 어울려 놀던 소년은 무시당하고 또 미 “그 소녀는 모임에 다시는 나타나지 

움을 샀다" 13) 

더욱이， 이민은 또한 구대륙 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질병 혹은 사고 때문에 

이민은 대부분 비재신교도 곤궁에 처한 동포를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전통도 유지하였다. 

들로서 미국인 선교단체들이 자선사업을 통해서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 

부조 그렇지만 이웃 사람들 사이의 비조직적 민족별로 많은 자선기관을 수립하였다. 로
 

버사 아다믹크 우호적이었다 더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n: 
J--즉각적이었고 가더 

그런 전통에 대해 (Berlha Adamik)는 시카고에서 태어난 폴란드계 남성피복 노동자로서 

공장 노동자였던 아 

살던 집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 곧 사람들이 어머니와 버사를 포함 

해서 남은 일곱식구를 찾아오+서 위로하고 “장례식을 거들었다 정육점 주인은 “자투리 

고기”를 주고 제과점 주인은 “하루 묵은 빵”을 주었으며， 어떤 이가 버사 아다막크에게 

“예쁜 실내화”를 사다 주어서 그녀는 그것을 손수건으로 자주 닦곤 했다 14) 이탈리아인들 

그녀가 일곱살이던 1907년에 , 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갖고 있었다 

버지가 가족이 

조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근 은 다른 민족집단에 비해서 자선 단체를 많이 

알프레 드 판도치 (Alfred Fantozzi) 는 1890년 대 에 미 국에 린 부조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Project in Immigration and Labor History, Roosevelt University, Chicago, Illinois, book 26, pp 

21-22. 

13) 묘orak， “Czechs in Chicago," pp. 56-57에서 인용. 

14) Interview with Bertha Adamik, transcript of Oral History Archives of Chicago Polonia, 
Chicago Historical Society, Chicago, Illinois, box 1, side 1, pp. 1-2; side 4,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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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시카고의 맥코믹 팩스(McCormick Works) 에 취업했는데， 어떻게 동포들이 이웃을 

서로 도왔는지 기억하고 있다 그의 회상에 따르면， 

어떤 이가 일자리가 없고 돈도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빠지면， 보통 친구 몇명이 힘을 모아 

서 일종의 모금을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이든 판이든 간에 모았지요 대개 50전 

이나 1불씩 내놓았지 그렇게 해서 오륙십 불쯤 모이면， 그걸 그 사림에게 갖다 주어서 한고비 넘 

기도록 도와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 조직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친하다는 뜻이었지 15) 

끝으로， 이민의 민족 지도자들이 흔히 공동체의 관념에 호소하였다 물론 이민은 민족 

밀집지역에서 벌이는 축제와 체코 혹은 폴란드 독립운동 같은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였 

다 그런 기회는 다른 민족과의 접촉과 더불어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 

지만 공동체에 대한 요청은 강했는데‘ 그것은 특히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조직된 생활 

을 해왔던 유태인들 사이에서 그랬다. 유태인 지도자들은 유태교회당이나 자선단체 등의 

기구 이외에도 유럽에서처럼 “유태인의 모든 공동체 생활을 통제할 중추적 권위”가 있어 

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6) 

그것은 그러나 꿈에 불과했다. 공동체에 대한 요청 그 자체가 미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전통적인 공동체적 통제가 없다는 현실의 이면이었다. 이 점은 신세계를 구세계와 비교할 

때 명백하였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수도 코브노(Kovno) 에는 대략 25.000명의 유태 

인이 살았는데. 1920년대 초에 신학교 하나와 예쉬바(Yeshivah， 정통 유태교 중등교육 기 

관) 셋 그리고 초등학교 15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가 그보다 열배나 많은 사카 

고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 정통파 신문 데일리 쥬이쉬 쿠뢰에 (Daily Jewish 

Courier)는 그 요인이 여러 가지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물론 코브노의 유태인들이 

공동체로 조직되어 있는 데 반해서 시카고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17)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 공동체가 

속박당했다. “공동체란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으면 무기력하기 마련”이라고 

이 유태인 신문은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카고의 정통 유태교 공동체는 유태교의 기본 율 

법에 관계가 있는 일에서조차도 개인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건설적인 일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8) 

15) Interview with Al삼ed Fantozzi by Anthony Mansueto, 27 May 1980, transcript of the Ita1ians 

in Chicago Ora1 묘istory Projec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rcle Librarγ， Chicago, 
Illinois, box 12 folder 75, p. 13. 

16) Daily Jewish Courier , 6 Oct. 1920, Chicago Foreign Language Press Survey [ 이 하 Press 

Survey 1, Chicago Historical Society, Chicago, Illinois, reel 38. 또한 ibid. , 13 Jan. 1920, Press 

Survey, reel 38도 참조하라-

17) Ibid. , 14 Feb. 1922, Press Survey, ree132 또한 ibid. , 18 Jan. 1924, Press Survey, reel 38도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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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경제적 공동체와 종류가 달랐다. 민족 공동체는 유럽의 전통적 그러므로 이민의 

이거나 민족적인 필요 때문에 생겨난 강제적 규제와 불가피한 협력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 

촌락은 공동체의 자원이 토대를 두고 있었다.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의 에 

미국의 이민 공똥체는 문호를 개방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입주를- 억제했치만， 

촌략이나 유태인 유럽 민족 공동체는 과거 더욱이 환영하였다 얼마든지 동포라면 하여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고 자율적이 정착지와는 달리 하나의 집단적 설체가 아니었다 

공동체적 행동 이민은 민족 공동체가 개인의 일에 개입하기 위해서 

을 감행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19세기 말애 반민굴 공간은 1910년대와 20년대에 광범위하게 재편성되었다-시카고의 

그리고 빈민과 혼란이 미국의 대도시를 특정짓는 현상으로 등장하 과 흔잡， 범죄와 부패 

자， 환경 이 쇄신과 진보에 쟁관을 물리적 긴요하다고 믿는 개혁가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개선하려고 하는 운동이 대두하였다. 대니얼 버념 (Da뼈elBumham)은 혁신주의자로서 생 

애를 일관한 것은 아니지만， 1909년에 발표한 사카고 도시계획 (Chirago Plan) 에 개혁적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細ovement)을 장시한 건축가요 빠려 인 관념을 불어 넣었다. 

그
 
참여할 

남작에게서 영감을 받은 도시계획가로서， 

번영에 물질적 해방되어 불안에서 모든 시카고인들이 정신적 

수 있도록 시카고를 재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 

죠르주 오스망(Georges Ha뼈sman) 

동자들을 포함하여 

의 

혼잡한 구역은 빈곤과 부도덕과 흔란의 혼잡은 버넘의 계획에서 주요한 표적이 되었다. 

필요불가결한 근면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 번영에 온상일 뿐만 이니라， 

노동자는 가정과 주 “홀륭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장애묻이었다 희적 

그런 여유와 휴식을 취할 수 었는 기회가 충분히 안락하게 지내야 하고， 속에서 변환경 

충분치 않으면 모든 노동은 고역이 되어 버린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시카고를 산업과 개발을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는 점이었다 도시 하부구조의 혼잡이 

그러므로 한편으 주목해야 할 점이었다. 이것은 특히 중심지로 간주했기 때문에， 교통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 운송 방볍， 로 버넘이 병심한 것은 “상업시설의 개량， 사람과 재화의 

다른 한편으로 그는 빈민굴 해소책을 제시하 그리고 편의의 증진" 20) 이었다. 애물의 제거， 

18) Ibid. , 7 뼈ar. 1923, Press Survey‘ ree138. 
19) Thomas S. Hines, Burnham of Chicago: Architect and Planner, Phoenix ed. (Chicago: Univ. of 

Chicago Pr. , 1979), ch. 14, pp. 312-345. 

20) Daniel Burnham and Edward Bennett, Plan of Chicα:go (Chicago: The Commercial Club of 

Chicago, 190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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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홀스테드가와 시카고가의 교차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심의 빈민굴 전 

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버넘은 이렇게 역설하였다. 

시내 철도의 전화 사업이 머지 않아 시행되면 이 구역의 불결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 

나 빈민굴은 그래도 남을 것이다. 해결책은 전세계에서 써오던 것과 같다. 첫째， 불건전한 구역을 

가르는 넓은 관통도로를 건설할 것 둘째， 혼잡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절한 여유 공간을 제공하 

고， 가료와 보도 그리고 심지어 건물의 내부도 완벽한 청결 상태로 유지하도록 위생 규정을 설치하 

고 엄격하게 집행할 것 2Jl 

그러므로‘ 버넘의 계획은 남성피복 노통자들이 모여 사는 악명 높은 혼잡 구역에 영향 

을 끼치게 되었다. 시카고 도시계획 위원단(Chicago Plan Commission)은 1909년 11월에 

시장 프레드 뷰스(Fred Busse) 가 시의 개발을 감독할 기구로 설치했는데， 이 위원단은 버 

넘의 안을 기본계획으로 채택하였다. 이 기구는 이후 20년 동안 버넘의 계획을 홍보하고 

주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먼저 거대한 철도 시설물들이 시카고 강의 남 

쪽 지류에서 서쪽으로 한 구간 떨어진 커낼가를 따라 생겨났다 시카고 앤드 노스웨스턴 

철도(Chicago and Northwestern Railway) 의 종점 은 버 념 의 제 획 이 발표되 던 때 에 이 미 건 

설 중이었는데 1911년에 완공되었다 1차대전이 끝나기 전에 화물역이 두 개 더 건설되 

었고， 1925년에는 유니온(Union) 역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요한 간선도로가 뚫렸다. 

12번가(후에 루즈벨트(Roosevelt) 로)는 1912년에 워배쉬 (￦abash) 와 애쉴런드 사이의 2 

마일 구간에서 대폭 확장되어 도심에 이르는 동서 연결 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 

었다. 애쉴런드와 로비 (Robey , 후에 데이번 (Ðamen) 가) 그리고 웨스턴 (Western)을 확장 

하고 또 막힌 곳을 뚫어서 남북 관통도로로 만들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오그던 (Ogden) 

이 서부와 북부를 직접 연결하는 사선 통로가 되었다 22) 

이러한 도시 공간상의 변화는 호반 간척사업과 미쉬건(聊ichigan) 가 및 왜커 (Wacher)로 

개발 등과 더불어 많은 수의. 아마 수만 명의 시카고인들의 이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소유자들， 특히 영향력 있는 상공인 연합회 (Commercial Club) 를 중심으 

로 버넘의 제안을 홍보하고 시카고 도시계획 위원단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데 적극적이 

었던 부유한 기업가들은 재산 가치가 크게 오르고 세금 수입도 상당히 늘어난다고 강조하 

였다 23) 다른 한편， 세입자들은 주택이 철거되거나 재산가치와 함께 집세가 올랐기 때문 

21) Ibid. , p. 108. 

22) Carl W. Condit, Chicago, 1910.20: Building, Planning, and Urban Technology (Chicago: Univ, 

of Chicago Pr. , 1973), pp. 249-252, 253ft'; Harold M. Mayer and Richard C. Wade, Chicago: 

Grηwth of a Metropolis (Chicago: Univ. of Chicago Pr. , 1969), pp. 272-326. 

23) “Ten Years of the Chicago Plan Commission, 1909-1919,'’ The Commercial Club of Chicago 

Year Book, 1919.1920 (No place: The Executive Committee ofthe Commercial Club of Chicago, 
1920), pp. 273-303; “Status of Plan of Chicago Improvements," ibid. , pp. 3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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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사를 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버넘의 계획에 따라 시행된 개발 사업이 이 시기 시 

카고의 인구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혼잡한 지역에서 살던 시카 

그 계획을 시행하기 전부터 더 나은 주택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부인할 고인들이 심지어 

수 없는 사실이다. 요점은 도시 공간의 대규모 재편성이 그와 같은 인구이동의 추동력으 

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버넘의 계획이 발표된 때부터 20년 동안， 혼잡한 도심지에서 갇혀 있던 민족집 

단들， 특히 남성피복산업에서 주요한 노동력 공급원이었던 집단들이 새로운 정착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체코인들은 다른 신이민 집단보다 미국에 일찍 도착하고 이 산업에 먼저 진출 

한 바 있는데， 1909년 도시계획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서진 운동 

을 시작하였다. 1914년 시카고에는 유럽 태생과 미국 태생을 모두 포함해서 102 ， 000명이 

넘는 체코인이 살고 있었다. 시카고의 어느 구역이든 체코인이 없는 구역은 없었지만， 서 

쪽으로 팽창해서 론데일 (Laundale) 로 불리게 된 “체크 캘리포니아”에 거의 50 ， 000명이 

살았고 필즌에는 20 ， 000명 정도만 남아 있었다.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일부 체코인 

은 론데일로 침입하는 다른 민족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 

수는 론데일에 인접한 교외이면서도 시카고 도심으로부터 6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시세 

로 (Cicero) 로 옮겨 갔다. 1920년에는 여기에 15 ， 000명 이상의 체코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가장 큰 민족집단으로서 소콜(Sokol) 체육관과 반교회사상(Free 맘10Ug뼈) 학교 그 

리고 상조회 같은 특색있는 기구를 건립함으로써 그 지역의 분위기를 지배하였다 24) 

서부 게토의 동구계 유태인들도 서쪽으로 움직였다. 체코인들과 달리 이들은 주로 버넘 

의 계획 때문에 노스 론데일 (North Lawndale)로 3 내지 5마일을 껑충 뛰었다 1910년대 

전반에 게토의 동쪽 끝에 철로가 생기고 화물역이 나타났으며，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많은 

공장이 침범해 들어왔다 제퍼슨(Je윈ferson)가와 맥스웰 (Maxwell)가 부근에서 유태인들은 

대부분 떠나고， 그 대신 이탈리아인과 다른 민족이 모여 들었다. 그 곳의 어느 국민학교 

에서는 세기 전환기에 취학 아동의 95퍼센트가 유태계였으나， 1916년에는 이탈리아계로 

바뀌어 버렸다. 상당수의 유태인틀이 북서부로 갔지만， 다수는 12번가 전차가 크로포드 

(Crawford ’ 후에 풀래스키(판빼aski) 가)까지 연장됨에 따라 노스 론데일에 정착하였다. 1 

차대전 말에 오면 거기에는 대략 100 ， 000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카고의 전체 유태 인구 225 ， 000명의 절반에 

살고 있었는데， 이는 시 

유태인들에게 가장 조금 못 미친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사회 기관이었던 유태인회관(Jewish 맘eople’s Institute) 이 1927년에 서부를 떠 

나 론테일 중심부에 큰 건물을 마련하여 이주하였다 25) 

24) Denni Hlasatel , 20 Sept. 1914, 12 Oct. 1922, reel 1; ibid. , 7 뼈ar. 1916, reel 5; ibid. , 13 뼈ay 

1917, reel 6, 모두 Press Survey에 있음; Walter Bishop Spelman, The Town of Cicero: Hist07γ， 

Advantages, and Government (Chicago: No publisher, 192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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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L一연장 폴란드인들은 밀 워키 (Milwaukee) 가 철로가 로렌스(Lawrence) 까지 북서부의 

현저했는 점진적이었으나 그래도 이동은 이들의 이주하였다-북서쪽으로 따라 철화됨에 

그들은 다 버 시 (Diversey) 와 끝날 무렵까지 전쟁이 그러하였다 1차대전 때부터 특히 데， 

대다수는 로마 가롤릭 교회 애디슨(Addison) 사이에 폴란드인 구역을 뚜렷하게 형성했고， 

의 성 웬시슬라우스 (St. Wenceslaus) 성덩이나 성 히아신스 (St. 묘yacinth) 성당에 다녔다. 

이주하 폴란드인이 
oJ- 。
m- τr 더 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아본 데 일 (Avondale) 로 1920년대에는 

그리하여 1930 여， 정착한지 한 세대도 못되는 독일인과 스칸디나비아인들을 대체하였다‘ 

1을 차저하는 가장 큰 중 4분의 이 지역에서 전체 인구 48 ， 000명 오면 폴란드인이 

민족집단이 되었다 26ì 

년에 

언저리로부터 멸칩지역의 폴란드인 남부 이탈리아인들은 서부의 유태인 게토외 북부의 

이들도 시 전역으로 흩어지고 있었지만 주로 서쪽과 북쪽으로 두 민족을 따라 움직였다 

하우스 허
 

E 이탈리아인들은 제인 애덤스(얘ane Addams) 가 세운 서부의 것이다 이주했던 

모였 교차 지역에 부근을 떠나 홀스테드가와 마쉬필드(Marshfield) 가의 (묘따l 뾰。use)의 

넘는 13.000명 l이 중 5분의 그곳에는 시카고 전체 이탈리아인 60.000명 다 1920년에 

로비에 그 다음 10년 동안 그들은 더욱 서쪽으로 이동하여 웨스턴에서 있었다. λ}. -:ì 
2 J..!-。1

교두보는 1910년대 이탄리아인 
1::J 1::J (")1 
τ'1기一""1 이르는 구간의 해리슨(묘arrison) 가에 집중하였다. 

그곳의 인구는 디비전과 노스(North) 그리고 홀스테드와 웰즈 말부터 와해되기 시작했고， 

(Wells) 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작은 이탈리아" (Little Italy) 를 건설하였다 27)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그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갓 도착한 이민 

남성피복 노동자들은 그러한 인구 이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들에게 

그것은 작업장이 대개 영세한 청부업체로 살았는데， 보통 작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으로서 

고용하거나 해고했기 재빨리 데 따라 값싼 노동력을 는
 

하
 

벼
ι
 

불안정하게 물량이 작업 서 

늘리고 가 

25) The Reform Advocate, vol. 42, week of 23 Sept. 1911, reel 38; Sinai Congregation Annual 

Meeting , 4 May 1915; Chicago Hebrew Institute Observer, Dec. 1916, reel 38; Forward , 7 Aug 

1920, reel 38; American-Jewish Year Book, 1918-19, pp. 326-327, reel 36; Chicago Hebrew 

Institute θbseruer， Dec. 1918-Jan. 1919, reel 34; The Reform Aduocate, vol. 74, week of 27 

Aug. 1927, reel 37; Chicago Jeωish Chronicle , 8 Sept. 1933, reel 37, 모두 Press Survey에 있음‘ 

26) Dziennik Zwiazkowy , 27 Feb. 1917, 그리고 Dziennik Zjednoczenia , 22 Sept. 1921, 둘 다 Press 

Survey, reel 55에 있음， “The Story of Milwaukee Avenue ," Logan Square Community 

Collection, Neighborhood History Research Collection [이 하 Neighborhood Historyl , Chicago 

Public Library, Chicago, Illinois, box 1 folder 29. 아본데일의 폴란드 인구에 관해서 는 다음을 

참조하라 “Avondale ," Louis Wirth and Margaret Furez, eds. , Local εommunity Fact Book, 
1938 (Chicago: Chicago Recreation Commission, 1938); Kantowicz , Polish-American Politics 

pp. 25, 165-168. 

27) NeUi, ltalians in Chicago , pp. 36-40, 204-207 

노동력을 크게 그렇지만 19세기 말부터 시카고의 제조업체들은 자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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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본을 투입한 대규모 그럼으로써 유지하려고 했다. 능한 한 생산 물량을 일정하게 

매력이 주택지로서는 그2:;ζ1← 。
。 Ö -C그런 것이다. 이용하고자 했던 충분히 생산 능력을 공장의 

없지 만 교통이 편리 했던 도심 에 집 중되 었다. 물론 교통수단은 노동자가 교통비 를 져 출하 

공장얘 앤드 맑스의 하트 새프너 못하였다-주지 않는 한 이주의 여지를 열어 려고 허지 

서 일하던 폴란드인 애나 마일즈(Anna Miles) 는. 1910-11년 파업 때 정말로 불만스럽게 

일을 했다는 점인데， 1마일 정도를 걸어 

모두 걸어 “전차는 다녔지만 거의 

그것은 집까지 

그녀의 기억으로는， 

10시간씩 

다녀야 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다녔다”는 것이다 28) 

생각했던 것은 하루에 

남성피복 노동자들 대부분이 대중교통 수단을 오면 서카고의 말에 그렇지만 1910년대 

그들은 전보 떨어진 곳으로 어주할 수 있었다. 멀리 도심에 집중되는 공장에서 이용하여， 

얼마나 되었는지는 기준 염금을 토대로 계산하기가 어려 벌었다. 평균 소득이 다 더 많이 

놀았기 때 없을 때는 매년 몇주씩 그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도급제로 일하변서 일아 운데， 

그 또 제조업체와 청부업체 사이에 상당한 암금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이며 

소득이 늘었다는 것을 보얘주는 

남성피복 노동자들은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더 

1차대전에 참가한 이후에 미국이 렇지만 1917년 4월에 

오랫동안 일을 증거가 있다-몇가지 

조직사업을 지휘하고 있던 프랭크 로 이때 미국 남성피복 노동조합의 시키고지역 하였다 

힐먼 그는 노조 위원장 시드나 전블럼 (맘rank 묘osenblum)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시카고에서 성과가 빨려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양 (Sidney 圓illman) 에 게 보고하는 가운데 , 

끝나 별고 대우도 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29) 전쟁이 복공들이 지 금만큼 돈을 많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남성피복산업 조직한 후에는 시의 고 노조가 시카고를 완전히 

속하는 노동자들의 그래서 최하 집단에 올랐다. 주당 30불 이하를 벼는， 임금이 상당히 

논다고 하태라도 없어서 12주 동안 일이 1년에 인상되었다 30) 아틀이 임금은 20퍼센트 

액수는 사회학자 어니스트 버지스(E:mest 

5인 가족을 기 준으로 850불올 

。1육박하는데， 1.500볼 수준에 연간 소득은 

묘때rgess) 가 1919년에 시카고 노동계급 가계를 조사할 때 

설정한 것이다 3ll 

28) Internew with Anna Miles, transcript of John E. Philbin Oral Histo때T Project, Papers 얘 the 

Chicago and Central States Joint Board [이 하 CCSJB Pa멍ersl ， the Þ..malgamated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Union, Chicag'。 묘istorical Society, Chicago, Illinois box John E. Philbin Oral 

Histroy Project and Others folder Anna Miles. 

29) Frank Rosenblum to Sidney 묘illman， 20 Aρr. 1918,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Papers, 1910-1975 [이 하 AC￦ Pa명ersl ， Labor-뼈anagement Documentation Center, 

Catherwood Libraη;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box 5 folder 7. 

30) Board of Arbitration for the Agreements between the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and Chicago Clothing Manufacturers, Decision of December 22 , 1919, ACW Papers , 

box 38 folder 16. 

대해서 가계에 는
 

하
 

생활을 여유있는 잡으면서 연간 기본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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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는 물론 불황이 있었고 임금이 삭감되기도 했다. 그래도 임금은 비교적 높아서 

많은 피복업체들이 시카고를 떠나려고 한 반면에 노동자들은 버티려고 했다. 모리스 긴즈 

버그(Morris Ginsbu:rg)는 전쟁 전에 조그만 작업장에서 양복 상의를 만들다가 전후에는 

노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노임 

은 괜찮았소. 그래서 눌러 붙었지 " 32) 

더구나 대다수 남성피복 노동자들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뜻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들은 다른 직 종의 노동자보다 젊 었다. 남성 피 복 노조의 시 카고 지 역 협 의 회 (Chicago Joint 

Board)가 1919년 말에 중재위원회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0병의 노동자를 고용 

하고 있는 어느 대규모 업체에서 5분의 4가 40세 미만이었고. 3.7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던 다른 업체에서는 같은 비율의 노동자들이 35세 미만이었다. 여성은 시카고에서 더욱 

많아진 반면에 흔히 결혼하변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 

다. 남성 중에는 전후에 “고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체로 젊고 가족 규모 

도 작았다 시카고 지역협의회가 1921년에 가족 상황을 조사했을 때， 기혼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57퍼센트에 불과했고， 그들 중 대부분， 정확하게 말해서 7할이 자녀가 없거나 

둘 이하였다 이 지역협의회가 1919년에 만든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남성피복산업에 

서는 청년층이 두립고 소위 표준 (5 인〕 가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분명히 큰 가족을 거 

느린 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산업 부문만큼 생계비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33) 

그러므로. 1920년대에 남성피복 노동자들은 시카고 전역과 교외에 분산하여 살고 있었 

다. 이들의 거주형태는 1937년에 로버트 마이어즈(Robert J. Meyers)가 남성피복산업에 

관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만들어 넣은 지도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지도 참조) . 

미국 남성피복 노동조합은 1910년대 중엽부터 임금 인상에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거주형 

태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거주형태 때문에 문제에 부딪혔다 거주 

지가 광대한 공간에 분산된 데 따라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는 지리적 거리 때문에 시카고 

의 남성피복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점점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다. 그것은 이미 1910년대 말에 분명해셨다. 노조 집회는 보통 저녁 8시에 열렸으므로， 

노통자들은 집회에 참석하려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행을 한 차례 더 해야 하였다. 그래 

서 지역협의회 산하 노조들은 조합원 다수가 사는 구역에 사무실을 두었다. 재단사틀은 

31) Ernest W. Burgess, “A Study ofWage-Earning Farnilies in Chìcago," Illinois, Health Insurance 

Cornrnission, Report , 1919, pp. 179-317, 특히 pp. 185-186 

32) Interview with Morris Ginsburg, transcript of John E. Philbin Oral History Project, CCSJB 

Fapers, box John E. Philbin Oral HistOIγ Project and Others folder Morris Ginsburg. 

33) The Farnily Status of Clothing Workers, ACW Papers, box 38 folder 18. 또한 다음도 창조하라 

Surnrnary of Dependent Schedules, ACW Papers, box 38 folder 12; H. K. Hewitt to Jacob 

Potofsky, 10 Jan. 1923, ACW papers, box 246 fold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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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능공으르서 별도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도심의 작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사 

무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태인이 다수인 상의공(上衣工)과 하의공(下衣工)들은 서부에 사 

무실이 있었고 스훼멘인과 폴란드인이 다수인 동의공(뼈衣工)들은 밀워키와 노스가 교차하 

는 가까운 북부에서 집회를 가졌다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부담이 어느 정도 저해 

요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917년 말에 노조가 남성피복산업의 전시 호황을 이용 

해서 한창 조직운동을 하고 있던 때， 서카고 지역협의회는 어떻게 하면 여행의 부담을 극복 

할 만큼 적극적인 분위기를 평노조원들 사이에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였 

다- 지역협의회의 간부이자 사회노동당(Socialist Labor 망arty)의 당원이었던 피셔 (A. N. 

Fischer) 는 작업장 대표 회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조합원들이 노조 집회에 관심을 갖도록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카고가 지리적으로 매우 

넓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변멸하게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고， 일부는 노 

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45분 내지 1시간 정도 차를 타야 하는 실정이다 35) 

시카고 지역협의회의 지도자들은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시카고 조직이 반노조적인 사용 

자들과 전쟁 상태에 있던 1910년대 말에는， 평노조원들이 전투적이었기 때문에 지역협의 

회는 고심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지도자들이 전투성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니 

지만 그러나 시카고의 노동자윷을 완전히 조직하고 나자 피셔가 지적한 문제는 기이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시카고를 장악함에 따라 노조 지도부는 일자리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노조원에 대해서 강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권한은 궁극 

적으로 사용자가 두려워할 만큼 평노조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었 

다 이제 교전상태가 휴전상태로 대체 물론 경기의 변동과 경쟁의 격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사용자의 의구심과 작업장의 일상적 알력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했지만-되었으므로， 

노조 지도부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면서도 호전적이지는 않은 평노조원이 필요하였다. 지 

도부가 찾아낸 답은 교육이었다. 1920년 5월 미국 남성피복 노조의 집행위원회 (General 

Executive 묘oard) 는 다가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정신적 발달을 지원할” 교육국의 설치 

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안을 해결하 

느라고 지금까지 조직 전체가 매우 바쨌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경시했다고 하면서， 여기 

에 “사활이 걸려 있다” 고 강조하였다 36)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이미 1919-20년 겨울에 실험한 바 있던 교육사업을 즉시 확대하 

였다 저역협의회는 소속 노조들이 시작한 교육 업무를 본보기로 삼아 음악회와 강연회를 

34) Jacob Potofsky to McDonald’s City Directory, 8 May 1915, ACW Papers, box 38 folder 9. 
35) A. N. Fisher to Potofsky, 16 Dec. 1917, ACW Papers, box 20 folder 29. 

36) 뼈inutes ofthe GEB Meetings, 4-? May 1920, ACW Papers, box 16 fold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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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자체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1920-21년 겨울이 다가오자 지역협의회는 

“우려 프로그램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조합원의 요청도 쇄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것을 계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대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하였다 37)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1920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8차례의 강연회를 

열기로 하였다 주제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설정했고， 연사는 연방 산업관계 위원단(U. 

S.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의 장직 을 역 임 했 던 프 랭 크 월 쉬 (Frank P. Walsh) 나 

1919년 강철 파업의 ;ζ ;z1 
~， 지도자로 후에 그lλ、~ cI-.9-

。니。 E 영도했던 윌리엄 포스터 (William Z. 

Foster) 같이 중도파에서 극좌에 걸치는 인물들이었다 38) 분명히 노동자들을 강연회로 끌 

어들이려는 목적에서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강연에 앞서 대개 시카고 교향악단(Chicago 

Symphony Orchestra) 이 연주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연주하는 음악은 대체로 전통적 

인 민요와， 드보르작(Anton Dvorak) 같은 민족주의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하는 대중적 

인 고전음악이었다 결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두변째 음악회가 끝난 뒤， 사카고 지 

역협의회의 서기 모려스 피쉬 (師a때rice C. Fisch) 는 뉴욕에 있는 본부의 사무 부총장 제이 

콩 포타프스키 (Jacob Potofsky) 에 게 “우리 의 두번째 음악회는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대성공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39)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카고 지역협의회의 지도자들은 여행의 부담을 감안하고 이민 밀 

집지역의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였다. 그들은 조합원을 노조 활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1920년 11월에 강연회를 시작하 

면서， 야간학교를 개설하고 문법과 영어 

피쉬는 포타프스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고 노동운동을 가르치는 학급을 조직하였다

시카고 지역협의회가 “이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물론 작업이 끝난 뒤에 사람을 모으고 야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40) 

그래서 시카고 지역협의회의 지도자들은 강연회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서부의 

합원과 이탈리아인 조합원을 위해서는 애쉴런드 회관(Ashland Auditorium) 에서 

유태인 :;z. 
~→ 

.9- 0 1-* 드로 
口，.터 E프 

여섯 차례 열고， 남서부의 체코인들을 위해서는 소콜 사카고 회관(Sokol Chicago 묘all) 에 

서 두차례， 그리고 북서부의 폴란드인과 스칸디나비아인들을 위해서는 위커 파크(￦icker 

Park) 혹은 손호펀즈( Schoenhofen’s) 회관에서 두차례 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음악회를 

시작하는 시간은 금요일 저녁 8시，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주당 44시간 끈무제를 전제로 

37) Handout ofthe CJB Educational Committee, [1920] , ACW Papers, box 40 folder 3. 

38) Ibid.; Social Activities ofthe Chicago Joint Board, A. C. W. of A., Papers ofthe Chicago Joint 
Board [이 하 CJB Papers] , the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Chicago, Illinois 

39) Fisch to Potofsky，ι 27 Nov. 1920, ACW Papers, box 20 folder 28. 

40) Ibid. 또한 ACW Papers, box 40 folder 3애 들어 있는 야간학교 안내문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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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음날 반공일로 일한 뒤에 주말 동안 푹 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긴장을 푸는 

시간으로 정하였다.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우리 조합완과 가족아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조합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41) 사설 지역협의회의 지도자들이 조합 

원야 속한 민족 공동체의 사회적 펼요를 고려하는 것은 영-연한 일이었다， 요랫동안 작업 

장의 화약이라고 생각했던 민족감정。1 1910-11년 총파업에서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강력 

한 지렛대라는 점이 드러녔고， 노조 지도자들은 민족감정의 파꾀력을 뚜려워하면서도 거 

기에 내재된 흡인력을 원했가 때문에 파업 이후에 민족간확 통합이 아냐라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교육사업을 통해서 사카고 지역협의회는 물려적 공간을 거의 정복 

하고 조합원의 충성심을 거의 확보하는 듯했다. 조합원들은 강연회에 수천 명씩 폴팩 들 

었다. 그들의 반응은 열렬했고， 그래서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1922-23년 겨울애 강연회를 

16변 그리고 다음 해에는 때변 열었다. 그렇지만 돌이켜 료면 즈ξ합원의 반응윤 노풍운똥

에 대한 관섬만큼이나 문화적 사회적 활통에 대한 요구를 표현한 것아다. 첫째로， 융악애 

대한 요구가 너무나 명백했거 때문에 사카고 지역협왜회 교육위완회 (E얘뼈ca뼈。nal 

Committee)는 1922-23딴 겨울의 열여섯 차례 강연회 중에서 두 번은 “강열 없는 융악 

회”를 열었고， 다음 해에는 열다섯 차례 중에서 네 번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조합원들은 교육얽원회가 권장한 것처렴 자녀까지 데리고 가쪽과 함께 강연회애 

왔다. 그래서 시카고 지역협의회가 바라지 않던 결과가 생겼는데， 한가지는 어린이들야 

강연회에서 자주 소란을 파웠다는 점이다. 다른 한가지는 많은 조합원。} 자녀를 톨보거나 

사교를 하가 위해서 강연 도중애 돌아다녔다는 점이다. 그래샤 교육위원회는 1921-22년 

겨울의 강연회 안때문얘다， “자녀를 동반한 조합원은 강연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1념해주시 

기 바랍니다”라고 쩌넣었다. 게다가 청중에게 “강연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기 

를”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문구를 써넣었을 뿐만 아다많， 

“강연 중에 폴아다니면 집회에 방해가 됩니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42) 그랴하여 시 

카고 지역협의회의 조합원들은 강연회를 가족과 함께 즐가는 문화적어고 또 사희적얀 기 

회로 변형시켰던 것이다. 

사카고 지역협의회의 교육사업은 1924-25년 겨울에 와서 분명히 걱정거리가 되얘벼랬 

다- 지도부는 이제 몇가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축제적인 쾌활성을 평상척얀 

침착생으로 대체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차들은 무엇보다도 음악만 연주하는 집회릎 

하나만 납캠 놓고 모두 철폐함으로써 강연회를 10회로 줄였다. 또 그들은 민족간 조화를 

41) 圓andout ofthe CJB Educational Committee, [1921], ACW Papers, box 옛o folder 3 

42) 뼈andout of the CJB Educational Committee, [1922], Social Activities of the Chicα:go Joir뼈 
Board, A. C. W. of A., CJB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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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하기 위해서 전처럼 강연회를 지리적으로 배분하면서， 북서부에서만 집회 시간을 수 

요일 저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일요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옮겼다 아마 이것은 조합원들 

이 다음 날의 작업을 생각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나온 조치인 것 같다 더욱이 지도자들은 연사를 내부에서 충원하고자 하였다.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더 이상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연사들， 특히 。명한 급진적 인물 

을 초청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전현직 노조 간부들을 내세웠다. 물콘 미네소타(Minnesota) 

주의 연방상원의원에게 급진적인 농민 노동당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준 적도 있지만 말이 

다 43) 

이러한 변경은 교육사업의 일신이라기보다는 교육사업의 포기 에 앞선 전주곡이 었다. 그 

렇게 변경함으로써 시카i의 노조 지도부는 강연회를 평노조원들 사이에서 충성스럽고 적 

극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관점에 

서 보면， 그러한 변경의 결과 강연회가 매력을 잃었다 평노조원들이 새로운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낼 길은 없지만， 몇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 시카고 지역협의 

회는 1926년에 강연회를 중단했고 그 대신 지역협의회에 소속된 몇개 노조가 그것을 이어 

받았는데， 주제는 대체로 지역협의회와 다른 것들이었다. 지역협의회가 주제의 범위를 노 

동조합， 특히 남성피복 노조 자체로 줄여 갔던 데 반해서， 노조들은 민주주의의 이상이나 

인권 혹은 여성운동과 같이 넓은 정치적 주제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연사는 대개 외부에 

서 초빙하였다 44) 이런 현상은 조합원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카고 

지역협의회는 1924-25년 겨울에 교육사업에 전과 같은 정열을 보여주지 않았다. 지역협 

의회는 강연회 계획을 변경하면서 두 번의 집회에 관해서는 연사나 주제를 발표하지 않았 

는데，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었다. 그러 므로 많은 조합원들이 더 이상 강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은 노조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시카고 지 

역협의회가 1919년에 노동자를 완전히 조직하고 난 뒤 처음 치른 간부 선거에서 조합원들 

은 다섯 중에 세명 꼴로 투표를 했다 지역협의회 서기 모리스 피쉬는 뉴욕의 제이좁 포 

타프스키에게 보내는 펀지에서 선거가 “매우 뜨거운 행사”였다고 알렸다 45) 투표율은 

1925년에 공산당의 후보 네이선 그린 (Nathan Green) 이 지역협의회 간사장직을 놓고 현 

직에 있던 새뮤얼 레빈 (Samuel Levin) 에게 도전했을 때까지 오르내렸다. 그렇지만 그 이 

후부터 1920년대 후반 내내 시카고 조합원 중에서 절반 정도만이 선거애 참여하였다 46) 

43) Handout ofthe CJB Educational Committee, [1924] , CJB Papers 

44) Social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Locαls， A C. W of A , CJB Papers에 들어 있는 안내문 

을참조하라 

45) M. C. Fisch to Potofsky, 27 Dec. 1919, ACW Papers, box 20 fold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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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지역협의회는 1925-26년 겨울에 강연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자체의 교육사 

업을 종결하였다- 거기에는 그렬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남성피복 노조는 뉴욕은 물론이요 

시카고에서도 중대한 쟁의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통해서 노조가 사용자의 시험을 통과할 

만큼 강력하다는 점과 지도부가 평노조원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다는 접이 드러 

났다. 더욱이 노조의 재정은 바로 그 쟁의 때문에 또 조합원 감소 때문에 허약했다. 그렇 

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카고 조합원들이 강연회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행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외면함으로써 지역협의회로 하여금 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평노조원들은 작업 후에 집회에 나와서 노조 활동에 참여 하게 만들려 던 

교육사업의 목표 자체를 좌절시켰던 것이다 

물론 지역협의회 산하 노조들이 그 나름대로 조합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지부노조 수준에서도 평노조원들의 관심이 퇴조하는 현상을 우려했던 것이다. 재단사 노 

어느 집회에서， 

일부에서 제기했고 불참자에 대해서 다시 

하였다 " 47) 다른 한편 지부노조들은 자체 

있었던 1926년 4월에 
~ '-
그二τ: “집회 참석에 관한 규약을 시행하는 문제를 

1불씩 벌금을 징수하기로 ...... 만장일치로 결의 

교육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렇지만 시카고 

지역협의회가 음악회겸 강연회를 포기한 다음에 교육사업을 재개한 것은 상의공 노조나 

하의공 노조 혹은 동의공 노조처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규모 노조들뿐이었다. 이들 

노조의 사업조차도 산만하게 진행되다가 1928년 초에 중단되고 말았다 48) 

시카고 지역협의회의 교육사업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광대한 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해서 노조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는 문화적 변동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새로이 정착한 지역사회의 문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착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일부 정착지는 원래 중산층을 위해서 개발되었다가 곧 

심대한 사회적 변화를 겪었지만 예전에 형성된 특정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정착지도 다양한 직종과 민족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옮에 따라 노 

동계급 거주지구로서 뚜렷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다른 정착지들은 안정된 노동계급 지 

역으로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정착지의 특징은 새로운 거주자들의 총체 

46) 1920년대의 투표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Chicago Joint Board Staff Elections, 1919-

1929, CJB Secretary Files, CJB Papers, Fisch to Leo Wolrnan, 23 Sept. 1921 및 Table Showing 

Mernbership and Arrears, 둘 다 ACW Papers, box 38 folder 12에 있음. 

47) Minutes of Shop Meetings and Grievance Board Meetings of Hart, Schaffner & Marx Cutters , 
Oct. 1925-Dec. 1928, 26 Apr. 1926, CJB Papers 

48) Social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Locals, A. C. W of A., CJB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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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활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시세로는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이 곳은 원래 머드 레이크(Mud Lake)로 알려진 습지 

의 일부로서 20세기 초끼지 중산층 교외로 발달했고， 대략 3 ‘ 000명 정도의 주민이 대부 

분 석조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웨스턴 일렉트력(￦estern Electric) 

사의 거대한 호손(묘awthorne) 공장을 위시해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노동자 가 

족이 이주하였다. 대공황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 공장 하나만 해도 38 ， 000명의 노동차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시세로에 살면서 전체 인구 75 ， 000명 중에 

서 가장 뚜렷한 요소가 b 되었다. 시카고 트라윤(Chicago 짧ibune)지의 보도에 따르면， 주 

민들은 “사세로에는 부자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생각했다 49) 그래도 그 곳외 

환경은 초기의 체코인 정착지역과 달리 “새롭고 또 “현대적인” 것이였다 아 지역의 개 

말이 끝난 지 10 1년도 더 지난 1946년에 시카고권의 체코인블을 소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시세로와 버윈 (Berwyn) 같은 교외는 견실한 주택뿐만 아니라 넓은 공간과 정원 그리고 건강한 공 

동체 생활 등 매력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의 자녀가 많이 모여 들었는데， 이들은 부 

모세대의 셋방살이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사람들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벽돌로 짓거나 벽토로 치장 

한 아름다운 단독주택과 이개가구용(二個家口用) 주택이 대부분이어 서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는 재미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50) 

훌륭한 주택과 아름다운 경관 이외에， 시세로에는 도로가 대부분 포징되어 있었고 상점 

에는 “현대의 모든 이기 ’‘ 바꾸어 말해서 “전가 세탁가에서 라다오까지 모든 것”이 진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륜의 기자는 시세로를 “미래만 바라보는 열아홉살 젊은 

이처럼 기민하고 신선하며 자신에 찬 곳”이라는 묘사하였다 그리고 체코인들을 포함해서 

거기서 사는 소수민족은 “자식들의 삶은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이라고 하였다 51) 

1920년대의 론데일은 시세로만큼 “새롭고” 또 “현대적인” 구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태인 이민과 그 자녀들에게는 훨씬 나은 정착지였다 이 구역이 아직 시세로의 일부였 

던 1870년대부터 토지 개발사업자들이 평탄한 습지에 투자하여 벽돌로 상당한 규모의 중 

산층 주책을 건설하였다. 곧 여유있는 이민이 도착했다. 비교적 부유한 채코인들이 남쪽 

에 정착하고， 경관이 빼어나다고 알려져 있던 캘리포니아를 따라 구역의 이름을 지은 다 

음 곧 시세로를 향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동안， 성공한 유태인들은 북쪽에 아주해 

49) Oney Fred 8weet, “New, Growing, Thrifty, Clean-That’s Cicero," Chicago 암'ibune ， 21 July 

1929, Newspaper Clippings Files, Chicago :Historical Society, Chicago, Illinois, file Towns. 

Cicero. 

50) “The Czechs in Chicago," lnter，ρreter ， June 1946, pp. 13-14, Press Survey, ree16. 

51) Sweet, “New, Growing, Thrifty,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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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가와 의사 그리고 판사를 중심으로 사교단체를 만들었다 52) 론데일에는 또 맥코믹 

원스 같은 대규모 공장과 이민 노동자들도 모여 들었고， 이런 경향은 1890년대 중엽부터 

뚜렷해졌다. 이들 노동자는 디가구(多家디)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 주택은 1895년부터 

19141년 사이 론테일에 주택 3.700호가 건립되던 사기에 지배적인 양삭이 파었다. 그렇자 

만 이런 건물은 빈민가의 버좁은 공동주택과 달리， 대체로 이재가구응 이층 건풀이거나 

십개 가구 미만을 수용하는 현대식 아파트 건물이었다. 폼데일은 개말이 끝나고 대공황기 

부터 빠르게 퇴락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런 건물이 주조였다 53) 더구나 1919년 봄에 어떤 

기자가 이 지역을 둘러보고 유태계 사회주의 신문 포워드(Fo:rvva:rd) 에서 묘사했듯야， 론대 

일은 “훌륭한 집에다 앞뜰에는 잔디밭이 있고 건물 사이에는 정원이 있는” 구역이었다 

이 기자는 “유태인 정육점과 유태교 회당 그리고 유태계 선율이 없다면 ..... 이 곳어 유태 

인 구역인져도 알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54) 그러므로 론테일은 ‘게로’ 와 날카룹제 대비 

되는 곳이었다. 정통파 유태계 신문 쿠리에의 기자는 론데일이 “세상에샤 가장 아릎답고 

안정된 유태인 지구”라고 찬양하변서， “이 곳을 ‘유태얀 게토’ 라고 부른다면 부당할 잣” 

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썼다. 

요즈음 발전하고 있는 론데일 유태인 구역은 성격이 전혀 다른 곳이다 그 곳은 아름답고 자유로운 

지역이다 구역 전체가 나무와 풀로 덮여 았다. 산책 나온 유태인들은 미국의 축복에 감사하떤서 ... 

- 자랑스럽 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유태인 구역은 아직 요람기애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유태인 기구가 여릿 들어서고 있으 

며‘ 화려한 더글러스(Douglas)가를 따라 걸을 때마다 아름다운 집과 커다란 회당이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뛰고‘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에서 이렇게 좋고 안락한 주택지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유태인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1" 라고 외치고 싶다 55) 

1920년대의 아본데일은 안정된 노동계급 구역이었다 이 지역은 시카고를 시장으르 삼 

아 곤교 농업에 주역하던 제퍼슨 (Jefferson) 읍이었으나， 19세기 말에 시에 편입되고 나서 

정비가 안된 밀워키 유료도로 대산에 전차가 다니고 상하수도가 들어오자 빠르게 발전혀 

였다. 아본데일과 인근 로건 스퀘어 (Logan Sq뼈are) 에 독일계와 스칸디나비아계 이만이 모 

얘 들었고， 그와 함께 라야언 앤드 힐려 (Lion and 묘ealy) 악기사 같은 제조업체도 공장을 

52) Lawndale (Chicago: Lakeside, 1875) 및 Lawndale News , 2 May 1946, 둘 다 Chicago Historical 

Society에 있음. 또한 다음도 참조하라 Denni Hlasαtel ， 9 Mar. 1903, 15 Sept. 1913, reel 6; 

Daily Jewish Courier , 27 Oct. 1911, reel13; ibid. , 13 Dec. 1912, reel 38; ibid. , 13 Feb. 1914, reel 

32, 모두 Press Survey에 있음-

53) Chicago Plan Commission, 돼ousing in Chicago Communities: Community Area No. 29 

(Chicago: Chicago Pìan Commission, 1940), pp. 1, 4. 또한 다음도 참조하라 gαily News , 13 

May 1941, Newspaper Clippings Files, Chicago 묘istorical Society, file North Lawndale. 

54) Forωard ， 2 May 1919, Press Survey, reel 38. 

55) Daily Jewish Courier , 17 Oct. 1916, Press Survey, reel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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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다. 그 결과 아본데일에서는 주택 경기가 1차대전 동안 잠시 가라앉은 외에는 오래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로 단독 주택과 이개가구용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런 건물들 

이 대공황에 이료기까지 구역 전체의 건물 중에서 5분의 4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양식이었 

다. 게다가 시카고의 다른 구역보다 주택 보유율도 훨씬 높았다， 론데일의 주택 보유율이 

25퍼센트에 불과했던 데 비해서 여기서는 37퍼센트였던 것이다 56) 따라서 대전 전에 아 

본데일에 살고 있던 어느 폴란드인은 동포들이 그 곳으로 모여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폴란드인들이 혼잡하고 더러운 지역에서 떠나， 깨끗하고 유 

익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아본데일로 몰려 드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 

는 그 곳의 환경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집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고 

최근 몇달 사이에 도로도 포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경관이 나아지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57) 수년 후에 어떤 폴란드인 기자도 그 점을 인정하 

면서 특히 주택 보유율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대전 중에 많은 폴란드인들이 재산을 조금 

모아서 좋은 집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고 있던 정착지가 너무 낡고 혼잡했기 때문에 

아본데일에 와서 모아 놓은 돈으로 좋은 집을 지었다" 58) 

이탈리아인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구정착지에 묶여 있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공간적 이동에 따라 사회생활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가지는 

사회적 유동성이다 당대의 관찰에서 나타나듯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보이는 더 나은 환 

경은 이민이 미국에서 성취한 물질적 진보를 표현하였다. 이-마 그 곳에 살던 노동자들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자손처럼 여전히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59) 그렇지만 

그들은 작업장에서 한 두 단계 승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사다리에서 조금이나마 상 

승하는 것을 인식하고 60) 또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함으로써 기꺼이 그것을 과시하였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공간적 이동으로 인해서 민족기구에는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56) Introduction to Logan Square Community Collection, Neighborhood History; “The Story of 

Milwaukee Avenue"; Chicago Plan Commission, Housing in Chicago Communities: Community 

Area No. 21 (Chicago: Chicago Plan Commission, 1940), p. 11; “Avondale ," Wirth and Furez, 
eds. , Local Community Fact Book, 1938. 

57) Dziennik Zwiazkowy , 27 Feb. 1917, Press Survey, reel 55 

58) Dziennik Zjednoczenia , 22 Sept. 1921, Press Survey, reel55. 

59) 예를 들어 다음을 창고하라. Bennett M. Berger, Working-Class Suburb: A Study of Auto 

Workers in Suburb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 , 1960); Herbert J. Gans , The 

Levittowners: Ways of Life and Politics in a New Suburban Community (New York: Pantheon, 
1967); William Kornblum, Blue Collar Community (Chicago: Univ. of Chicago Pr. , 1974). 

60) 다음을 참고하라. Stephan Thernstrom, Pouerty and Progress: Social Mobility in a Nineteenth 

Century City (Cambridge, Mass.: 묘arvard Univ. Pr. , 1964); idem, The Other Bostonians 

Poverty and Progress in the American Metropolis, 1880-1970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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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관련이 있다. 체코인과 유태인 그리고 폴란드인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는 무엇보 

다도 동포의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구정착지에서도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었다 그렇지만 민족의 비율파 밀도가 달랐던 것이다. 체코인들은 

이미 1920년에 시세로에서 가장 큰 민족집단이었지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조금 넘었 

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민족들， 특히 두번째로 큰 집단으로서 전체 인구의 6분의 1 

을 차지하던 폴란드인을 배제하고서는 시세로를 움직여 나갈 수 없었다 1930년에 유태인 

틀은 노스 론데일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주도적 위치에 있었으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서 숫적으로 규모가 작은 다양한 민족집단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해에 아본데일의 폴란드인도 지역 인구의 4분의 1 정도였는데， 독일인， 스웨덴인， 노르웨 

이인 등 여러 민족과 뒤섞여 있었다 61 ) 

초기 정착지와 비교해서 그처럼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민족집단의 사회생활은 불리하였 

다 물론 어떤 구간에는 특정한 민족집단이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회당 그리고 교 

구학교 등 민족기구들이 들어차 있었으나， 그래도 민족성에 관한 우려가 높아졌다. 한편 

으로 체코인과 유태인과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는 “이민족”에 대해서 불 

평하였다. 폴란드인은 밀워키가에 유태인 상점이 생겨서 폴란드인의 상권을 잠식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었고， 유태인은 더글러스 팍크(Douglas Pa:rk) 지구에 이탈리아인들이 들어 

오는 것을 싫어했다 62)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지도자들이 동포들이 민족성에 대해서 점 

점 뚜렷하게 무관심해진다고 걱정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보다도 내부에 대해서 더 난감하게 

생각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국어와 민족 종교-

널리 인정받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의 교육이 민족성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고 믿고서 오랫 동안 이에 힘써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우려가 물질 

적 진보에 관련된 불길한 형태로 등장하였다. 

왜냐하변 공간적 이동은 많은 사람들을 민족기구로부터 어느 정도 풀어 주었기 때문이 

다. 시세로의 체코인들은 1922-23 학년도가 시작되는 시기에 마사리크 (T. G. 뼈asaτyk)의 

이름을 딴 반교회사상 학교를 세웠으나 I학년 학급과 2학년 학급은 입학생이 없었다. 학 

교 임원들은 많은 체코인들이 “반교회사상 단체의 활발한 회원인 듯이” 행세하고 있을 뿐 

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학교 이사회는 불리하고 때로는 골치아픈 조건에 직 

면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무관심， 모든 체코인 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63) 정통파 유태인들은 사카고 서부를 떠난 뒤에 “유태인으 

61) Spelman, Town of Cicero , p. 15; “North Lawndale," Wirth and Furez, eds. , Local Community 

Fact Book, 1938; “Avondale ," ibid. 

62) Dzniennik Zjednoczenia , 22 Sept. 1921, reel 55; Forward , 2 뼈ay 1919, reel 38, 둘 다 Press 

Survey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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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떤 기 

자는 특히 부유한 북부의 유태인들을 겨냥해서. “그들은 자녀에 대한 유태교 교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태교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지도 않으며， 그 중에 

서 현대식 상류 인사들은 ...... 개혁파 교회에 다니기도 한다”고 비판히였다 64) 

민족기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미국화 과정으료 연결되었다. 물론 많은 이 

민이 민족성이란 미국 정신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10년대 중엽에 1차대전 때 

문에 미국인들이 이민의 애국심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자 일부 체코인들-예를 들면-

은 체코인이 민족석 특성을 잃지 않고도 미국적인 가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 

느 체코계 언론인은 “이민의 출신 배경을 표시하는 계라는 말은 분열의 징표가 아니라 통 

합의 징표”라고 썼다 65) 그렇지만 다른 이민들은 민족성과 미국 정신 사이의 긴장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긴장은 새 정착지에서 강화된 것 같다 어느 폴란드인 부인은 폴란 

드인 민족교회 (Polish National Church) 에서 발행하는 주간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고뇌를 털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한때 교회 가까이서 살아서 거기서 미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에 나갔다고 밝혔다 1929년 초에 쓴 이 펀지에 따르면， “어느 

날 무엇엔가 흘렸는지 나는 냥편을 설득해서 교구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어느 새 동네에 

조그땅고 예쁜 집을 샀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네덜란드인， 스코틀란드 

인， 이탈리아인 등 “낯선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새 집은 옛집 

보다 훨씬 더 예쨌지만 비실용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자녀가 교구 부속학교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녀는 두 딸이 자신도 모르게 

네덜란드인과 이탈리아인을 남편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크게 상심하였다. 그 

래서 이 폴란드인 부인은 “폴란드인 교회 가까운 데서 살았더라면 애들이 폴란드인 행사 

에 나가고 여러 모임에도 끼었을 테고， 그렇게 해서 폴란드인 신랑감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남편의 탄식을 듣게 되었다 66) 

공간적 이동에 수반된 세번째 변화는 공동체 문화의 와해다. 이는 민족기구에서 벗어나 

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회라는 더 큰 과정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민들은 1차대전 이후의 

신정착지에서 이민 공동체의 골조에 해당하는 민족기구들이 퇴락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교회와 교구 부속학교는 인적 · 재정적 자원이 감소하는 데 따라 난관에 봉착했 

고， 민족주의 단체들도 불절적인 변에서는 물론이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지원이 약화되는 

63) Denni Hlasatel , 12 Oct. 1922, Press Survey, reel 1. 

64) Dαily Jewish Courier , 6 Apr. 1922, Press Survey, 1'ee1 32. 또한 íbid. , 24 Aug. 1922, P1'ess 

Survey, reel 32도 참조하라 

65) Denni Hlasatel , 13 Oct. 1915, Press Survey, ree1 6 또한 ibid. , 5 June 1918, 4 Sept. 1921, Press 

Survey, ree1 6도 참조하라 

66) Przebudzenie , vol. 3 no. 1, 6 June 1929, Press Survey, ree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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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처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민。1 경영하는 상접틀은 민족간 경계선을 넘어서 고객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악화되는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민은 만족 공동체 

내의 사회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재조정하였다. 당대인들은 이민이든 토착만이든 간에 이 

변화를 막연하게 미국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 점은 오늘날 이민사 연구자들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딴 사실 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미국화 못지 않게， 공동체 

문화 대신에 자본주의의 특정적인 문화가 대두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이마 언급 

했듯이 이민이 미국에서 가져온 문화는 원래 유럽의 전통적 공동체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민이 재창조한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사윤재산과 그에 대한 개별적 통쩨에 토대 

를 두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활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공동체는 원 

형으로부터 변질한 것이었고， 그 문화는 사라져 자는 전통의 유산으로서 공간적으로 밀집 

한 거주형태라는 여건 속애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1 1차대전 야후에 바로 

이 여건이 소멸함에 따라 민족 공동체는 새로운 문화적 변동을 겪게 된 것이다. 

이 변동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주형태의 변화를 넘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 

요하다. 우선 민족 공동체의 여러 가구들을 중심으로 이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추적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똥체의 개념과 자본주의 문화의 특정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있 

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은 이민의 문화 변용에 관한 기존 연구， 특히 자본주 

의에 대한 적응을 접진적이고 순조로운 과정으로 이해하는 수정주의 。1 민사에 대한 전면 

적인 비판을 수반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아민 노동자들의 거주형태가 1차대전을 전후하얘 도 

심 밀집에서 광역 분산으로 바렘에 따라 의미있는 문화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 

것은 그들이 사회적 상승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국화라는 과정을 의식 

한 데서 보인다 

의 대두와 더불어 

이 두가지 변화는 별도로 논의할 공동체 문화의 쇠퇴 및 자본주의 문화 

노동운동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띤 노동 

운동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동원하는 과정으로서 작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에도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확 

같이 미국 남성피복 노동조합이 새로운 거주형태에 직면하여 노동자들의 충성심과 적극성 

을 함양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1920년대 미국 

노동운동의 퇴조를 설병하가 위해서는 노동계급 문화， 특히 여기서 밝힌 바와 같이 거주 

형태에 연관된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포팔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절 

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