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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정이라고하면조선이후의하천민인도살업을하는신분의사람이라는일반적인식이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란 호칭은 일반농민의 한 신분을 칭하였고 도살업의 신분은 화척, 재척 등으로 호칭된 북방에서 유입된 이민족으로

조선초기에제민화정책에따라신백정으로그명칭이바뀌었다가조선후기에백정으로불리었다. 정책의실패로농민중심

이던일반인이저급하게여기는직종에종사하면서천대와멸시가운데서살았던다문화의대선배이다. 이들백정이어떻게

그 신분의 굴레를 벗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흐름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을제시하는것이이연구의목적이다. 과거의현상이연구의기반이되므로역사연구자들의연구를기반으로백정해방

운동의원인을파악하고현시점의다문화에관한관점은정부의관련기관의통계를유의미하게해석하여조망하였다. 연구

결과, 백정해방은매우다양한시대적사회적원인과과정을거쳤음을알수있다. 오늘날의다문화사회의현상과도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요인분석에 더해서 해방과정을 좀 더 연구한다면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백정, 다문화, 다문화정책, 형평사, 제민화정책
Abstract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Baekjeing means Butcher after the Joseon Dynasty. In the Goryeo 
Dynasty, the title of "Baekjeong" was named as a general farmer's name, "Hwacheok" and "Jaecheok" from the 
north, but it changed its name to Shin Baekjeong by nationalization polic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y were  
multicultural Ancestors who worked for jobs which people desp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rends of how these were stripped of their identity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deciding on the 
policy of multiculturalism which is the subject of our society today. Based on the researches of historical researchers, 
the study examines the multicultural dynamics of old period and observes the present phenomenon by interpreting 
the statistics of the related institutions of the government. We realized that the reason for the liberation of the 
Baekjeong has a various causes and its causes are similar to the phenomenon of today 's multicultural society, so 
that the depth research on each factor will be added to form a desirable policy base for multiculturalism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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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1.1.1 연구배경
다문화(多-文化)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다문화주

의(多文化主義, 영어: multiculturalism)는 문화적다양성

을 장려하는 생각이나 정책을 말한다. 다문화주의의 이

념은 1970년대에서구민주주의사회에서전면적으로등

장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 가구 인

구와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

고있다. 이런다문화현상은가구조사와인구및외국인

동태조사에서 그 맥을 짚어 볼 수 있다.

다문화가구는외국국적을가졌거나귀화로한국국적

을갖게된외국인이한국인배우자와결혼해이룬가정

을 말하는데 2015년 실태조사결과, 278,036 가구로 추정

되어 국내 총가구 17,339,422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2년 조사결과보다 7.5% 증가하였다❴1❵. 이런 추이
를감안한연구1)에의하면 2020년에는우리인구의 5.5%

수준인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출입국관리에서파악된외국인체류자수자도 Table 1과

같이 2007년 1백 만 명을 초과하였고 매년 거의 10만 명

이증가하여 1백 4십여만명에이른것을감안하면전체

인구의 3%이상의다문화가우리나라에존재하는셈이다

❴2❵.

year 1988 2004 2008 2012

popuration 308 750 1,158 1,445

rate of
increse

- 143% 54% 25%

Table 1. Status of foreign resitent (unit:thousand)

보통다문화정책은인권의간판을달고있지만, 대체

적으로 다문화 정책의 진짜 목적은 값싼 외국인 노동력

을 자국 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시키는 것이다. 그로써

자국민 노동자와 제한된 숫자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심화시켜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산업연수가 그 포문이 되었고 정

1) 설동훈외(2009)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에 의하면 2020년에는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가 총 인구의 5.5% 수준인 27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부가 나서서 다문화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책들을 공

격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그 결실도 미미할

뿐아니라국민적인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는실정인데,

더욱이우리나라는혈통중심의국민주권개념을고수하

는 기존 문화에 익숙하여 다문화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훨씬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의역사연구에서백정신분의사람들이유

목민으로 유입된 다문화의 효시로 보는 시각이 생겨서

이에 대한 사료적 연구는 더 깊어지고 있으나 사회문화

적으로 그들의 삶과 신분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2 연구목적
이근희는 백정을 한반도 땅에 다가와 우리와 함께 피

를 나누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우리에게 꽤

낯설고한편으로는매우친근한집단인데그들이억압받

고 소외당한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다

문화라고명명한새로운구성원들의먼선배에해당한다

고 주장한다❴3❵.
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백정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과는 동떨어진 취급을 받으면서도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기층민이기피하는직업에종사하였고, 한반

도에공존하는삶을유지해오다가여러가지요인이작

용해서 동화된 사례를 남긴 다문화 선조이다

지금우리나라에유입된다문화들도차별과어려움을

겪으면서공생하고있는데종사하는직종별로는 단순노

무자 29.0%, 서비스종사자 18.7%로 우리나라전체의단

순노무직 13.4%, 서비스 10.5%와 비교하면 단순노무나

서비스 등의 일반 서민이 기피하는 저급한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백정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

다고 할 것이다❴4❵.
이런 점들을고려해볼때, 서양의다문화정책과우리

나라의다문화에관한정책적현실이다르지않고수백

년 전의 백정들에 대한 정책과 삶도 역사학자들의 주장

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의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로 다가온 다문화의 정책적 방향은 매우 중

요한 선택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어

려움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하나로 동화되었고 백정이라

는그신분이완전히사라져버린여러가지요인에대해

보다정밀한연구를통하여미래의다문화정책의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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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과 범위
본연구는다문화주의나문화상대주의등의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회의 특정 상태나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것이아니라과정적인내용을잘살펴서그의미를

찾아내는데 주안하기에 다문화주의와 정책에서 제시된

용광로 이론이나 샐러드볼2)과 같은 목적성 정책방향을

찾는 연구와는 다르게 사회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분명히사회현상을다루는연구이지만백정이라는신

분이존재하던고려와조선시대의현상으로서그실체적

인 증거나 설문 등이 불가능하고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

로연구한선험연구를바탕으로현대의문제를풀기위한

관점을찾아내는역사연구적인틀을가지고접근하는한

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등장하는 다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관련

국가기관들의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이미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재해석하는 차원의 분석을 가함으로써 구체

성이 있는 접점을 더하여 연구하고, 추후에 이 논문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인식을 조사하

는추가연구시에는설문과통계적분석을곁들여서연

구해 나갈 것이다

2. 본론
2.1 백정의 호칭과 신분 변화의 고찰

2.1.1 백정호칭의 역사적 변화
김남옥은왜 고려의양인들은백정이라고 불렸나? 라

는 제하에서 백정하면 도살업 종사자와 조선 명종 때의

임꺽정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개나 소의 도살이나 유기,

피혁제조에종사하는사람을백정이라고칭하게된것은

조선시대라고 주장한다. 이전 고려 시대에는 특별한 직

역이 없는 계층이 백정이었으며, 대대수 농민들이 여기

에 포함되었으므로 백정농민이라고도 하였다❴5❵.
즉, 고려시대의 백정은 조선시대의 백정과 다르게 일

반평민 중에서 정역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칭한 것

이다. 이런 백정의 의미는 정(丁)을 사람으로 보느냐 토

지로보느냐는상이한주장이있지만백(白)을없다는의

2) 미국정부가내세운다문화정책인용광로이론은미국인으로
서 하나의 용광로에 모두 융합된 미국을 지향하자는 것이고
아메리카원주민들의 독립움직임에 대한 정책으로 실패하자
모든인종과민족이고유의특성을가지고한데모으는셀러
드볼과 같은 나라를 지향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미로 해석하여 일정한 역이 없는 농민백성을 총칭하는

것이라는 데는 일치하는 견해를 제시 한다❴6❵.
조선 초기에 백정들을 농민으로 전환하여 역을 부담

시키기위한노력이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재인(才人),

화척(禾尺), 수척(水尺), 양수척(揚水尺)으로 불리던사람

들은농경에종사하지않고정착하지도않는생활이어서

호적에등록되지도않아실태파악이어렵고아울러조세

부담층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따

라서 이들을 일정한 지역에 정착시키고 평민과 더불어

살도록하기위해세종 5년에백정으로고쳐부르게되었

던 것인데 고려시대의 양인에 대한 호칭과 혼돈하지 않

기위해신백정(新白丁)이라 하여다른평민과구분하다

가 조선 말엽에 백정으로 고착되었다❴7❵.

2.1.2 백정신분의 변화와 현상
조선후기 백정이란 호칭이 자리잡혀 근대에 까지 그

신분이유지되던백정은북방에서유입된유목민으로한

반도와 인연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만길은 백

정의 기원을 만주에서 온 이방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들유목민은자신들고유의생활양식을유지하면서농경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활로 야생동물을 잡

아먹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색적인 음악과 오락을

제공하였으며때로는돈을벌기위하여매춘을하기도하

였다. 그런생활양식은토착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어려

웠으며, 그들자신도한곳에머물러생활해야하는농경

사회의 풍습에 적응할 수 없었다❴8❵.
이근희는 호종(胡種)에서 한자 호胡의 쓰임새는 많지

않고, 한반도에 존재했던 재래의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

터 유입된 이종(異種)의 사람과 문물 등을 표현할 때 자

주 쓰이는 글자인데 우리말에서는 이를 ‘오랑캐’라고 읽

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거란족, 말갈족, 몽골족 등

이유입된근거를고려사와조선왕조실록의기록을제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3)

제민화 정책을 펼쳐도 오히려 반발하여 도적이나 강

도의 무리가 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백정의 신분은

우리나라의격동기인 19세기말과 20세기초반의사회변

혁과정에서그천박한신분을벗어내고오늘날우리사회

에는 백정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 신분적 계급은 완

3) 백정, 외면당한 역사의 진실에서 백정을 조선의 이방인으로
서 존경감보다는 멸시, 친근함보다는 배타적인 감성을 받은
사람들로 세밀하게 거란족, 몽골족, 일부의 만주족이 고려에
유입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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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사라져버렸다. 물론, 이런 사회의변화는최상위층

인 왕족과 귀족도 사라지게 하였지만 이런 엄청난 변화

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다문화 정책 방향연구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2.2 백정신분 극복의 밑거름이 된 토양
2.2.1 정책적 영향
사회계층의분화과정에서천민출현이의도적인것이

었는지아니면예상치못했던것이었는지는여전히논쟁

적인 주제라고 전제하면서 백정과 기생은 보조계층인가

쓸데없는 신분인가를 화두로 던진 박종성은 노예제도의

생성과정을전쟁포로와정치적반역자에게부과된천역,

즉결코원치않았던역할의강제부여가구체회되고역

사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 사회적 최하층민 발생의 계기

가 된 셈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펼친다. 우리나라의 백정

은 조금 다르게 자발적 유입인들이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가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지

배계층에게이익이되는관계를유지하면서도멸시와천

대의 대상으로 살아왔다고 본다❴9❵.
이런 백정들에 대해서 조선 초기에 펼친 제민화정책

은이들에게엄청난영향을미쳤다. 태조때배극렴, 조준

등은조선국가의국정과제 22개항가운데재인과화척

등이도적이되어우마를제상하지못하게하고땅에정

착하여농사를짓게하는내용을포함하였고경제육전에

등재되어 법령화 되었으며, 성종 대까지 지속적으로 수

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시행되었다❴10❵.
제민정책은 실패하였으나 강제로 지정된 곳에 모여

살면서 일정한 직업을 세습하고 이름, 의복, 혼인, 교육

등의 삶의 전반에서 제한과 억압은 물론, 멸시와 수탈에

시달리는 삶은 지속 되었다. 그러기에 정책의 역기능이

자신의 신분을 벗어 버리고 싶은 욕망과 도전을 촉발하

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2.2 외부세력에 의한 영향
외부세력에 의한 영향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앞에서다룬정책적인

영향도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내부적 요소일 수 있지

만백정들에게는자신들의의지와상관없는강제적정책

은 큰 외부적 요인일 수 있다.

조선초기제민화정책에대한동화의실패가곧일탈

의 근거가 된다는 견해나 체제 부적응이 절도와 강도로

이어지는단서였다는논리는과잉도약이다. 실록기록자

들역시정확한원인과상황을고려치않고소문에근거

해 거의 대부분 백정과 범법자를 동일시하거나 천민을

무뢰한으로 순간 내면화해 버리려는 사고의 틀을 쉽게

버리려 들지 않았다는 점은 치명적 한계로 남는다고 지

적하면서 실록의 편협을 아쉬워하기도 한다❴11❵.
제민화 정책뿐 아니라 정책의 실패를 다른 시야에서

백정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역사기록도 백정들의 입장

에서 본다면 대단한 외부적 악재였음이 분명하다.

반대로 당시에 선교사들 중에서 이들의 삶에 관심을

을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

게 하고 지배계급이나 정치지도자들에게 이들의 신분제

도를타파하도록요구한움직임은절망적삶의끝자락에

있던 백정들에게 엄청난 외부적 영향이었다.

2.2.3 내부의 자기 개혁
19세기중엽의한국사회는큰혼란기를맞게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는 지배 탄력성을 잃어갔고

외부적으로는구미열강에의한이질문명의도전과내부

적으로는 신분사회체제의 폐지요구가 이어져서 근대 국

민국가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 셈이다❴12❵.
1894년 갑오경장 때 개화파 정부의 신분제 폐지의 법

제적조치로최저(social underdog)의 존재인백정계급에

대한신분철폐의안도존재했지만차별대우나수탈은사

실상 완화되거나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진주에서 발발

한형평사운동은백정세력들의자기개혁의발로임을그

발지의 내용들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형평사 발기인이 만든 주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공

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러고

로아등(我等)은 계급을타파하고모욕적칭호를폐지하

여교육을건장하며아등(我等)도참다운인간이되는것

을 기(期)하는 것이 본사의 주지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여성백정은남성백정이도살한고기를행상활동

으로판매하는역할을담당하였기에조선시대의일반여

성들과는 다르게 백정공동체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생계

를 담당하는 대등한 위치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을 넘볼

수 있다. 이는 1920년대부터 일어난 형평여성회 활동이

이런 짐작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기체 충분하다.

이는 신여성들이 다소 관념적이고 다른 계층의 계몽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행상을통해지득한지식과자립능력은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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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차별의모순을느끼는자각과저항이변화를이끄는

내부 혁신의 힘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13❵.

2.2.4 사회(산업)환경의 변화
백정은 일반인들이 꺼리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독

점적직업으로될수밖에없는도축업, 수육판매업, 유기

제조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갑오개혁 이후 이런 직종에

일반인도참여하고경제적으로유력한자들이경제적부

의 축적을 위해 도살장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

였다. 급기야 1896년에는 법규에 의해 규제 대상으로 편

입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독점권과 자율성으

로유지되던백정들의독점분야에경쟁이강화되고부패

관리와 일제의 수탈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되어생존에위협까지느끼는삶의위기가도래하였기에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은 당연하다❴14❵.

2.2.5 사회적 관심의 변화와 지원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물결은 일제의 압제에 대한 새

로운 운동을 시작으로 전 사회에 번지게 되었고 1919년

3.1운동을계기로우리사회는사회운동의시대로접어들

게 된다. 각양각색의 사회단체들이 독립운동을 펼쳤고

집단의이익대변단체들도그목소리를내기시작하였다.

백정들의신분제폐지를앞세운형평사의운동은백정들

의이익대변단체들과는다르게민족적정신함양을바탕

으로하고있어서당시의신문들과다른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다가 형평사 내에 비밀결사대

가있다는핑계로진보적인지도자들을체포하고온건파

앞잡이를세워서 1935년 형평운동이완성된것으로대동

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급격하게 쇄락하였으나 백정들이

일반평민과동일한입장에서형평사운동을일으켜서대

등하게 인정받은 것은 사실로 남았다❴15❵.

2.3 백정신분철폐를 통해 본 다문화사회를 향한 
담론 

2.3.1 포용성을 기반한 패러다임의 변화
백정이 하층민으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그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우리사회에서도그신분이나직업에대한흔적조차없이

사라진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선험이

있는 우리가 제2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사회적으로세계와이어져있어서경제체계를

중심으로하는대부분의정책과문화적고찰이선진국의

제도에대한모형이나적당한변형으로이루어지거나모

방행정의 경향이 많다 이제는 우리사회에 꼭 맞는 옷으

로 입기위한 우리만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선의 새로운 정책의 하나인 새 국가 기틀과 변혁을

위한백정의제민화정책이국민들의공감대와당사자의

참여가없어서실패하였고더큰사회문제와잘못된관

습을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라는 용어에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단일민족의 허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다문화정책

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문화는

수 십 년이나 100년 정도만 거슬러 비교하면 전혀 다른

문화적 양상을 가진 새로운 문화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를 단일 민족문화로 인식하고 다른 문화

들이 동화되거나 적당히 존립하는 의식과 정책은 결코

세계화와 다문화의 출발점이 아니다. 세월과 사회의 변

화가 과정적으로 흐름의 현상을 가져오듯이 인종간, 세

대간, 계층간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로서의 인식전환과

정책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2.3.2 지향성과 함의가 있는 다문화정책 방향  
우리나라의다문화는미국이나서구사회가경험한이

민과난민또는정복이기반이된다문화와그기초가다

르다는 것을 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단순화한 것

Table 2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16❵.

Country Total
Korean

-Chinese
Chinese Veitnam

Uzbeki-
stan

Total 1,163,821 313,813 213,277 148,417 45,652

Male 663,432 172,804 84,743 71,137 31,005

Female 500,389 141,009 128,534 77,280 14,647

Table 2. Foreign Resident Status

한국계 중국인이 27%, 중국인 18%로 중국인이 45%

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인이 15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

이고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이 각각 4만 5천명

을 초과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

정해야 하는지는 이 표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사

회는아직까지어떤지향성보다는선진국이나이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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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을 완전

히 새로운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

는지를좀더다각적으로깊이있게연구하여정책을마

련해야 할 것이다.

2.3.3 다문화 주체의 내부적 역량 강화와 변화의 
주도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장벽이 언어적인 문제이고 각

주체간의 동등성이나 상호성이 있어야 다문화간의 상호

발전과안정적정착이나주역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다문화현상을 광의로 바라보면 다

음의 Fig.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1. Korea's multicultural structure

가장 중심의 층에는 같은 문화권으로 인식하는 중국

동포와 새터민으로 일컬어지는 북한 동포가 있다. 이들

은언어적문제는쉽게극복될수있으나현대적사회변

화와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을 이탈하여 이 땅에 정착하려 하는 북한이

탈민족의 남한사회의 정착과 안정은 매우 복잡 미묘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나와서

제3국에서 불법체류의 과정을 거치고 죽음과 마주하는

시간을넘어서정착하려하지만가족과의생이별과불안,

변절과 반목의 딱지, 사회문화적 부적응은 이들과 우리

에게단순한언어적소통너머의고통이큰장벽으로존

재 한다❴17❵.
다음의 층으로 다민족의 층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동

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이 두터운데 언어적 문화적

이질감이 깊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는 계층이다.

그외에인종, 종교, 연령, 게층, 성별등의다양한문화

적 뿌리가 이런 민족적인 문제와 혼합되고 얽힌 다문화

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그 계층

별주체가각각다른문제를인식하고자체적인극복노

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표출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2.3.4 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서의 다문화 인식
우리나라는 초고속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길을 걷고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이런 문제의 해소에 중요

한역할을하는중대한기로에서있다. 선진국들의경우

난민이나 침략에 의한 저렴한 노동력으로 하부 층을 이

루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그 기본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나라의경우에는우수한인력에의한경쟁력을유지하는

나라로서 전혀 다른 정책적 접근을 요구한다.

앞에서선교사들이백정들을바라보는방향이적당한

수준의안착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백정자신들이깨우

치고 지도자가 되는 인물을 만들어서 그 계층을 스스로

가혁신하고독려하는시야에서출발하고있음을주목하

여야 한다. 우수한 백정에게 일반인도 걷기 어려운 의사

와같은지도자의길을걷게하고그지도층에의해견인

되는 백정해방운동이 좋은 표본이 된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의 백정해방운동4)은 세계를 놀라

게한 일이라고 극찬을 받는 예시가 되었다. 세계로 눈을

돌려 보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비롯하여 쇼팽과 아

인슈타인이적당한이민자를넘어세계를변화시키는지

도자가 되었듯이 다문화사회가 단순히 저급한 사회구조

를지탱해주는것이아니라미래의새로운경쟁력을마

련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이 확고하여야 한다.

3. 결론
백정은북방으로부터우리나라에유입되어그들의삶

의 강점인 유목과 제살 등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한반도

에동화되기를원했으나제민화의정책이백성들의호응

도얻지못하고백정들의참여도이끌어내지못하여그

들의 삶을 더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이름, 복장, 거주, 관

혼상례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당하는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백정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4) 정준모는 "사무엘F무어선교사의 생애와 선교"에서 마르다
헌틀리(M.Hantley)가무의의백정해방사역을세계를뒤집어
놓은 사건(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평가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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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결과

는 크게 3가지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Fig. 2에서 살펴

볼 수 있다.

Fig. 2. Overview of the Underdog's Liberation 
        Movement

정책적인 영향의 부분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실정과

괴리되어실패하고사회적차별이더심해지기는하였으

나 강제로 한 곳에 거주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이 전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

였으나그들의의식과사회지도층의각성을얻어내는선

험적 계기는 된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3.1운동을 기점으로 사회운동의

움직임이활발해졌는데이것은백정들에게도영향을미

쳐서형평사운동을자체적으로일으키는동기가되었고

특히사회(산업)의변화는그들을위기로몰아서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백정내부의자발적인역량에의한탈출과

변화가 모색된 부분이다. 물론, 선교사나 사회지도층이

교육과 선도를 주어서 깨달음을 통해 내부역량을 쌓는

계기가되기도하였지만, 백정여성들의폭넓은사회와의

접촉에 의한 내적역량과 부의 축적에 이은 새로운 도전

은백정들이사회로뛰쳐나와신분제도를타파하려는움

직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동력을 얻고 지속가능한 경

쟁력을위해서는다문화를중심으로하는정책이필요한

데, 우리사회를 견인하는 중요한 축으로 다문화의 정책

을 수립하고 국민적인 함의와 다문화 스스로의 참여와

변화를이끌어내어새문화로서의세계화와새로운경쟁

력으로서의 다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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