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 (2012.10.23)

‘사람이 아니므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인가 도구인가?
지난 10월 18일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는 러시아 국민 47%가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는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부정적 시선과 배타적 태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음을 단적으
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러시아 사람
들 사이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정부 <톨레랑스>(관용) 프로그램의 웹
사이트에는 돈을 벌기 위해 페테르부르크에 온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들을 위
한 만화책 <이주노동자 안내서>(Справочник трудового мигранта, 이하 <안내
서>로 약칭)가 공개되자 큰 논란이 빚어졌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집을 짓거나 수리하고, 청소할 때 주로 쓰는 빗자루, 주걱, 롤
러, 솔 등 도구적 사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주노동자들
이 페테르부르크에 적응하도록 법률적, 의학적, 문화적 차원에서 도와주고 자
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찰이나 의사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자상한 모습으
로 그려졌다. 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자마자 <인권을 위하여>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로부터 비판의 뭇매를 맞게 된 것도 바로 이 대목에서이다.

<톨레랑스>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공개된 <이주노동자 안내서> 표지와 내용 일부.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은 기능적 도구로 묘
사되어 있는 반면, 각 분야에서 이들을 안내하는 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인들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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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듬직한 경찰관이 국경
통과, 체류 기간, 노동 허가 등 러시아연방 내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
한 사항들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인자한 의사가 에이즈 등 인간면역결핍바
이러스(HIV)와 같은 질병 예방에 관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3부
“유용한 조언들”에서는 아리따운 박물관 학예사가 이주노동자들이 페테르부르
크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들려준다. 이 밖에 거
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려서도 안 되고, 민족 전통의상을 항시 차려입
고 다니거나 명품 구두에는 운동복을 걸치고 다녀서도 안 된다고 당부한다.

<이주노동자 안내서>의 주요 구성 내용

이처럼 <안내서>는 페테르부르크 시 당국의 ‘톨레랑스’ 정신과 노력을 구현
하는 친절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책자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문화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법하다. 게다가 당국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책자 내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모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건설 도구로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자신들의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재미있어 했다고 한다. 따라
서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본질적 인간성 대신에 도구적 기능성만 부각하고 있
는 그림들이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외국인 혐오
증(Xenophobia)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인권운동가들의 우려 섞인 비판에 대해서
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내서> 내용 구성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보면, 관계자들이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책자를 둘러싼 내포적 의미는 단박에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포
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사회가 이주노동자라는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에 방어
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직감한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 러시아는 제도적 측
면에서뿐 아니라, <레바다-센터>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심리적 차원에서도 면
역학적으로 단단히 조직화된 규율사회이다. 여기서는 이주노동자든 성적 소수자
든 면역학적 타자들이 특수한 사회적 공간 구조나 질서 속에서 엄격한 통제와
훈육 아래 놓인다. <안내서> 내용은 제1부 시작에서부터 제3부 마지막에 이르기
까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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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런 규율사회에서는 면역학적 주체들의 통제와 훈육 과정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이 비일비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관
련하여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규율사회에서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일상적 삶의 신산스러움을 시각 상상력으로 훌륭하게 그려낸 영화가 있어 아주
흥미롭다. 드미트리 마믈리야(Дмитрий Мамулия)의 <또 다른 하늘>(Другое небо,
2010)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는 타지키스탄에서 온 중년남성 알리(Али)가 먼저 모
스크바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폭압적 경찰관에게서 받는 비인간적 대우, 이후
병원에서 모욕적 상태로 벌거벗고 받는 위생검사 장면들을 매우 실감나게 보여준
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이주노동자로 러시아에 온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어
떻게 다뤄지는지를, 다시 말해 어떻게 통제·훈육되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한다.

<또 다른 하늘>에서 경찰에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알리 모습 <내 남자친구는 천사>에서 거리의 눈을 치우는 이주노동자 모습

이처럼 <또 다른 하늘>에서 생생히 묘사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안내서>는 그들을 둘러싼 러시아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위
장막이 될 수도 있다. <안내서>에서와는 달리 <또 다른 하늘>에서 이주노동자들
에게 경찰은 매우 억압적이고, 의사는 그저 냉담할 뿐이다. 이런 면에서 베라 스트
로줴바(Вера Строжева)의 영화 <내 남자친구는 천사>(Мой парень - ангел, 2011)에
나오는 이주노동자가 엉겁결에 병원 신세를 지고 돌아온 뒤 다시 만난 여주인공
에게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병원 정말 좋대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점적기
(檢尺器)를 든 환자도 죄다 술에 취해 있다니까요!” 이것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지, 과연 누가 더 이상한지 러시아 사회에 대고 따져 묻는 말
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소비에트 시절 러시아 사람들은 ‘민족우호’ 기치 아래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들과도 형제자매 사이처럼 잘 지내곤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을 점점
더 기피하다 못해 사갈시하기까지 한다. 이런 추세를 막아보고자 <톨레랑스> 프
로그램을 만들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타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바로 <안내서>에서처럼 가재도구로 변한 이주노동자들의 괴상
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소되지 않는 한 영화에서 관찰되는
암울한 일상은 러시아 사회의 부정적 자화상으로 그대로 굳어질지 모른다.

* Russia Watch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러시아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 irs@hufs.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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