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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아마 멕시코와 미국처럼 각별한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
없을 것이다 우선 이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가까운 사이.
이며 이 지리적으로 가깝다 는 현실은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뿐만이‘ ’
아니라 정부간에 공적 관계에도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국 국경.
을 넘나드는 인구는 매일 백 만 명에 이르며 멕시코 총 인구의 2/3
가 미국에 친척을 두고 있을 정도로 양국민은 얽혀 살고 있다 국가.
간에도 양국은 서로에게 맹방이어서 멕시코는 자본주의 체제의 최고

판관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자이고 미국에게도 멕시코는

대외정책의 우선적인 파트너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미국은 먼 나라.
이기도 하다 특히 이 두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 차이의 경제를. ‘ ’

이 논문은 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2002 (KRF 2002-072-BM2086).
** Sang-Rae L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examerica & Chic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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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나라이다.1) 가끔씩 양국의 역사도 그러했다 텍사스의 독립과.
미멕 전쟁이 그러했고 멕시코 혁명 때 차례에 걸친 미국의 군사2․

적 개입도 그러했다 쿠바혁명에서 년 칠레에서 년대 중미내전. , 73 , 80
에서 그리고 년대 그라나다와 파나마 침공에서 멕시코는 미국과90
대립에 가까운 이견을 보였다 카터 대통령이 고백한 것처럼 미국. “
에게 멕시코와의 관계가 힘든 것이라면 멕시코에게 너무도 고통스런

것 이었다 이처럼 멕시코와 미국은 멀리하기에는” (Lester, 1994: 21).
너무도 가까운 관계이고 대립과 협력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
기후 위치 지형 등의 자연지리적 요소는 국가 간 또는 지역의, ,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입장 또는 권력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 , ,
친다 특히 어디에 있느냐 하는 위치 는 매우 중요하다 예. ‘ ’ (location) .
를 들어 지리적으로 라틴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미국에 가깝게 위치하

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적대 또는 협조를 더 빈번하게 만( )
드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다 또 유럽과 멀다는 사실은 중남미의.
독립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멕시코와 카리브 지역에 대해 미

국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요

소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가(Latin America A Political Dictionary: 7). ‘
까이 있다는 것은 양국 또는 양자 관계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미국 멕시코 관계의 특수성은 운명 과도- ‘ ’
같은 지리적 인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국가의 관계가 특별하고 각별하기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일 역시 간단하지 않다 중요한 이슈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 ’ .
적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양국은 통상협력 에너지문제 마. , ,
약퇴치 공동외교 등 숙명적인 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 ‘ ’ .

1) 멕시코는 미국과 만나면 한없이 작아진다 멕시코의 총생산은 펜실베니아 주 예산.
정도로 미국의 그것의 에 불과하다 멕시코의 일인당 소득은 미국인의 에도4.12% . 1/5
못 미친다 미국인은 평균 년의 교육을 받지만 멕시코인은 절반정도인 년 동. 15.5 7.7
안 학교에 다닌다 멕시코인과 비교할 때 미국인은 컴퓨터는 배 는 배 휴대. 8 , TV 3 ,
전화기는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8 (Nexos: 5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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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멕미관계에서 가장 고전적인 현안은 뭐니 뭐니 해도 이주․

이다 특히 밀입국과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역사적으로 미(Migration) . ․

멕전쟁이 종전되고 새로운 국경이 설정된 이후 항시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으나 양국 간 공식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문제 해결에 대.
해서 미국 내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동인에 대해서도 입장과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멕시코와 미국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이며 이.
특별한 관계는 지정학적 숙명성에서 비롯되며 그러기에 양국간 현안

과 이슈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멕시코간의 지리적인적 관계를 상징하는- ․

국경과 이민이 양국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민의 문제는 역사문화적으로 양국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

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저수지이며 동시에 이주는 사람이 이동하‘
는 것이기에 지리와 인간의 공유 내지는 중첩의 문제이다 국경선을’ .
넘나들며 상호 교감하는 양태는 흡사 이제 국경은 단순한 경계 선이‘ ’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며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마치 하‘ ’ ,
나의 공동체인양 보이게 만든다 따라서 국경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
지는 인적 이동은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이민과 국경이 멕시코와 미국에 어떠.
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 외에 움직임의 자유 를 개념적 토‘ ’
대로 하는 신자유주의 논의를 포함한 동시대적 정황과 어떠한 관계

를 갖는지를 보론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장과 장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의 약사2 3 - (略
를 조망하고 그곳의 경제적 움직임과 사회적 문제들을 고찰함으)史

로서 멕스아메리카의 발전과 한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과 장에서는 국경의 언어생활 문화적 고유성 멕시코계 인구 구4 5 , ,
성 및 이민자 네트워크 등의 변동과 추이를 통해 멕스아메리카의 현

단계적 의의와 전망과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어 장에서는 멕스아메. 6
리카의 국경과 이민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샌디에고 티화나에서 공-
동체적 일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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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스아메리카 희망과 좌절의 공간. :Ⅱ

국경과 멕스아메리카1.

멕시코와 미국을 경계하는 오늘날의 국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년 미국멕시코 전쟁의 결과였다 세기 초 영국과 불란서에서1846 - . 19
직물산업이 발전하여 미국의 면화 생산과 공급이 증가하면서 텍사스

동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지역에.
는 이미 만 천 명의 누에바 에스파냐 즉7 5 (Nueva España(New Spain),
멕시코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멕) .
시코 정부는 미국인들의 이동과 정착을 식민 차원에서 환영하였으나

미국이 동부 텍사스 지역의 매도를 요구하자 년 미국인의 이민1830
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 지역들이 점점 아메리카화되고 급기야 미국.
인들이 텍사스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년 산타 안나 군은 알라모1836
요새를 점령하였다 텍사스군의 반격으로 산타 안나 군은 퇴각하고.
텍사스공화국이 선포되었고 년 미 의회는 텍사스의 공식합병을1845
승인하였다 멕시코에서는 텍사스를 회복하자는 여론이 일어났고 미.
국이 리오 그란데 지역까지 진출하자 양측간의 국경분쟁은 더욱 빈

번해졌고 급기야 미국과 멕시코간의 전쟁이 년 발발하였다 이1846 .
전쟁에서 멕시코는 패하여 년 텍사스 뉴 멕시코 애리조나 캘1848 , , ,
리포니아 일부를 미국에 이양하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서명하고-
전쟁은 종전되었다 김달용 이처럼 이 국경은 그 성립( , 1994: 10-11).
과정에서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국경들과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국경분쟁들이 일시적이며 국지적인 것

과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장기간의 격렬한 전쟁의 결

과로서 설정되었다 게다가 재조정된 국경의 범위도 중남미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광대했다는 점에서 이곳은 다른 국경과는 매우

다른 사적 배경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국경이 갖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멕시코가 패함으

로서 이곳에 살던 멕시코인들은 멕시코로 귀국하던지 아니면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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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 된 멕시코에 그대로 머물었고 이들이 바로 멕시칸어메리칸‘ ’ -

의 선조가 되었다 결국 이들은 국경을 넘어 미(Mexican-Americans) . “
국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국경이 그들을 넘어 미국인이 된(We never

자들이었다crossed a border. The border crossed us.)” (Nova, 1988: 52).
처음에 이들은 이 지역의 다수였고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그러나 철.
도가 부설되고 앵글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지위를 잃,
게 되었고 오히려 차별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미멕전쟁의 결과로 형성된 오늘날의 국경은 총 이며 엘3.141km․

파소 시우닫 후아레스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리오 그란데 강이 국-
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메마른 국경선이 태평양까지 이어진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고원사막지대이고 미국의 개 주4 (California, Ari-

와 멕시코의 개 주zona, New Mexico, Texas) 6 (Baja California, Sonora,
에 걸쳐있다 이 국경은Chihuahua, Coahuila, Nuevo León, Tamaulipas) .

단지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일 뿐만이 아니라 앵글로색슨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국경이기도 한다 또 이 국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적 격차가 큰 두 나라가 만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 국경에는 멕스아메리카 가 있다 이곳은 매우 멕시(Mexamerica) .

코적인 미국이다 여기서 멕시코적 이란 말은 인종 언어 종교 문. ‘ ’ , , ,
화 역사 등 매우 다의적으로 멕시코와 긴밀한 유사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래서 이곳은 미국 속의 멕시코이기도 하다 멕. ‘ ’ .
시코인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멕시코는 둘이 아니다“

란 말이 있다 그러나 멕스아메리카라는"(Como Mexico, no hay dos) .
또 다른 멕시코가 있기에 이제 멕시코는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도 한다.
기실 멕스아메리카란 사회역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지리․ ․

적 용어이다 이 개념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가로 에. (Garreau)
의하면 와 휴스턴을 잇는 멕스아메리카는 가장 발전하는L. A.

지역이다 와 그 주변 지역은 마치 하나의 나라와도(booming) . L. A.
같은 곳이며 다른 끝인 휴스턴은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관심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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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던 그저 평범한 국경도시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

장하였다 특히 석유와 가스의 국제적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센터.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성장의 한계가 없다는 것. ( )
이다 특히 와 캘리포니아의 성장은 지속적이다 경제적으로 이. L. A. .
미 전통적 산업지역인 대호 동북부지역을 대체하고 있으며 정치5 ․

문화적으로도 미국의 중추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2)

멕스아메리카의 멕시코적 부분은 멕시코의 이다 까사그란데1/5 .
(Casagrande)3)의 연구에 의하면 멕스아메리카는 미국 남서부와 국경

도시들은 물론이고 몬테레이 등 멕시코 북부내륙까지를 포함한다.
특징은 멕시코쪽 멕스아메리카는 지형적 인접으로 미국의 영향을 두

드러지며 언어에서는 영어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등 미국 문화

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경제활동도 미국과의 인접성을 반영하여 국.
경도시에서는 마킬라와 나프타로 인해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

고 멕시코 해안을 따라서는 수출농장이 광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 지역은 여당이었던 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었고PRI
현 집권당인 에 대한 지지도가 이전부터 높았던 곳이다 최근PAN .
멕스아메리카는 인구와 산업생산면에서 메트로멕스 의 경(Metromex)
쟁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 멕시코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자연환. ,
경이 척박하고 인구밀도가 희박하여 중심 내륙과는 다른 변방의 역,
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경은 국가 간 충돌과 분

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도 부,
족하고 거기에 그 나라의 정치경제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2) 조엘 가로 는 미국을 경제문화역사적 기준에 따라 플로리(Joel Garreau) - The Islands(․

다와 연안 도서 북동부 내륙 중부 내륙 서), The Foundry( ), The Breadbasket( ), Ecotopia(
부 해안 북동부 해안 서부 내륙 남동부), New England( , The Empty Quarter( ), Dixie( ),

그리고 로 분류하였다Quebec Mexamerica (Garreau, 1981).
3) 루이스 까사그란데 는 지리적 기준과 함께 문화물 종교 미신 언(Louis Casagrande) , , ,
어 수공예 음악 등의 문화적 구분을 강조하여 멕시코를 다섯 지역으로 나누었다, , .

멕시코시티와 인근 주Metromex( Mexico, Pachuca, Queretaro, Puebla, Cuernavaca ), New
메스티소 문화가 강한 전통적 농업 지역 에서 까Spain( ), South Mexico(Chiapas Yucatan

지의 남부 국경 지역 태평양과 카리브의 해변휴양지 그리고), Club Mex( ), Mexamerica
이다(Casagrand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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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한 거주 공간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는 국경.
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증대되면서 국경은 식민화 계획과 자원 인-
구의 재배치를 통한 성장개발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
는 인구와 경제의 역동적 성장은 물론이고 돈과 서비스의 교환 도,
로망을 통한 물리적 연결 전기통신의 교차 사용 자원의 공동이용, ,․

과 보호 등으로 인해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역시 여기(Rodríguez Vignoli, 2002: 23-24). -
서 예외가 아니다 이제 이 국경은 잠재의 국경에서 개방과 성장의. ‘ ’
지역으로 그리고 다시 통합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랜 기간‘ ’ .
중심부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미국 멕시코 국경은 농업생산과-
노동력 공급의 일방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산업생산의 동반자적 영역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경 선을 초월하고 통합하는 멕스아‘ ’
메리카로 구체화되고 있는 듯 하다.

역동성과 기회의 땅2.

소외되고 잊혀진 주변부 멕스아메리카가 오늘날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그곳의 역동성과 다문화성 때문이다 미국의 이며 멕시코의. 1/9
인 멕스아메리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종문화적 다양성이1/5 ․

다 멕스아메리카의 로스엔젤로스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멕시코.
인구가 많은 멕시코 제 의 도시이다 따라서 멕시코시티가 멕시코2 .
의 수도인 것처럼 로스엔젤로스는 멕스아메리카의 수도이며 카우보

이 장화는 멕스아메리카의 상징이며 경제 붐은 멕스아메리카의 키워

드이다(Lester, 1994: 18).
특히 멕스아메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은 국경에 걸친 트윈

시티 쌍둥이 도시 또는 대안 도시이다 가장 동쪽에 있는(twin cities, ) .
샌 디에고티화나 는 인구 만으로 국경 지역 중- (San Diego-Tijuana) 400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이다 년대 인구성장률은 약 이었다 다음. 90 26% .
으론 칼렉시코 멕시칼리 가 있다 멕시칼리는 마킬- (Calexico-Mexicali) .
라도라 산업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년 사이199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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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총 증가하여 멕스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를73%
보인 곳이다 더글래스아과 프리에토 지역은 밀. - (Douglas-Agua Prieta)
입국이 가장 많은 곳이며 중요한 마약거래 통로이기도 하다 년대. 90
인구성장률은 이었다 멕스아메리카의 중앙부에 위치한 엘 파소67% . -
시우닫 후아레스 는 멕스아메리카에서 두 번째(El Paso-Ciudad Juárez)
많은 인구인 만의 지역이다 이름 그대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200 .
멕시코와 미국간 주요 통과 지점이었다 라레도 누에보 라레도(paso) . -

는 국경 중 상업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Laredo-Nuevo Laredo)
년대 의 인구증가를 기록했다 맥 알렌레이노사90 43% . - (McAllen-

는 년에서 년 년 사이에 의 인구증가가 있었고Reynosa) 90 2000 10 38%
맥 알렌은 미국 도시 중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이다(Nexos: 59).
오늘날 이 지역은 황량한 사막에서 만 명의 거대 인구 밀집2.400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멕스아메리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평균 인구경제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
는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성장의 땅이다. ‘ ’ .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중의 하나는 마킬라도라4)이다 멕시.
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서 국경지대의 산업

화는 본격화되었고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멕시코 국경에 공장과 서비스업체가 들어서

고용이 늘고 소득도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
미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 기념품이나 가죽제품을 구입하고 바나

레스토랑을 즐겨 찾아오면서 관광수입이 증가했다 마킬라도라에서.
근무하는 미국인들이 국경을 넘는 것처럼 이들 역시 매일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 일부 국경도시에서는 이 월경통근자. (co-
m 의 숫자가 경제활동인구의 를 넘기도 한다muters) 10% .

4) 브라세로 정책의 중단으로 야기된 고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

로서 년 국경산업화정책이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이었던 국경지대를 경제적으로1965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의 결과로서 마킬라도라. (Maquiladora)
산업이 출현했는데 이는 일종의 수출자유지역의 보세가공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
남섭 김명혜, 2000: 24-25; , 1998: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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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미심장한 움직임은 국경이 내륙을 빨아들인다는 것이‘ ’
다 멕시코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였고 국경은 지속.
적으로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곳 보다

훨씬 높은 인구증가를 기록하였다 오래 전부터 국경은 미국으로 가.
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하는 곳이었으나 이제 국경은 미국으‘ ’
로 가기 위한 곳만은 아니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살기 위해 몰려든다 관련 연구 에 의하면 국경. (Anguiano, 1998: 267)
도시에 온 사람들 중 국경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는 수치 가 미(56%)
국으로 가겠다는 사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에 온(44%) .
사람들의 경력이나 출신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나야릳 오아하카에,
서 온 사람들은 차 산업 종사자가 많고 코아우일라 출신은 차 산1 2
업 멕시코시티 멕시코 주 소노라 출신은 상업과 서비스 종사자가, , ,
많았다 또 이들의 교육 수준은 가 초등교육을 마쳤고 이들 중. 90%
다수가 고향에서 직업을 갖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멕시코에.
서 실업이 유일한 이민촉발요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제 국경도시는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멕(Anguiano, 1998: 275-276).
시코 전역에서 몰려드는 역동적인 곳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경 도.
시는 머무를 수도 또는 넘어갈 수도 있는 일종의 선택권 을 제공하‘ ’
는 기회의 공간이다.
미국 국경도시의 변화는 멕시코 도시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나타난다 이 곳의 산업생산 일부가 멕시코 쪽으로 이동하여 고용이.
줄기도 했지만 대신 소비자들은 싼 제품을 살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다 또 멕시코로 가버린 공장도 있지만 반대로 마킬라도라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미국 국경도시에도 유관 기업이 유치되고 멕시코에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운수업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 고용이 확

대된다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오는 멕시코인이 증가함에 따.
라 보건의료관련 산업이 발달한다김학훈 또 멕시코 노( , 1998: 86).․

동자들이 미국도시로 넘어와 쇼핑을 하기 때문에 미국 국경도시의

소매유통업이 확대되는 이점을 갖게 된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해외. ‘ ’
쇼핑은 미국기업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던 임금을 다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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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경의 가장 큰 키워드는 변화발전 와 구분차별 이며 이는 양국( ) ( )

국경 도시 간에 존재하는 긴밀한 상호연관성에 담보되어 있다 교류.
가 증가하면 같이 성장하고 감소하면 같이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멕스아메리카의 트윈 시티는 긴밀한 상호의존성으로 마치 떨어져는

살 수 없는 샴쌍둥이 와 같으며 동시에 국경 선을 사이로 마주보고‘ ’ ‘ ’
있는 외면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국경도시들은 지.
리적으로 대안 도시이며 경제문화적으로 쌍둥이 도시라고 부( ) -對眼

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차별과 불법의 공간3.

멕시코건 미국이건 국경도시들의 인구증가는 비약적이며 그에 따

라 공통적으로 주거 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밀입국과 마, .
약유통과 같은 불법문제도 일방의 문제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양국.
의 국경도시들은 같은 물 같은 공기를 마시는 동일한 자연과 지리,
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해와 오염 등의 문제에서 상호간에 밀접한 영

향을 준다 통관을 기다리는 멕시코 트럭의 배기가스는 국경을 넘어.
미국 도시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질병의 전파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
경 교통의 요지인 엘 파소는 미국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도시 중 하

나이다.
성장과 변화와 동반되어 이곳은 차별의 땅이기도 한다 멕시코의.

국경도시들도 그러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

다 흔히 콜로니아 라고 하는 국경촌은 가짜 미국이다. (colonia) ‘ ’ . 2.000
마일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수 백 개의 콜로니아가 있고 주민들-
의 다수는 멕시코계이다 이곳의 공공 의료 서비스는 부족하고 교육.
시설도 미비하다 심지어 상하수도조차도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이곳 주민들의 다수는 합법적인 거주자들이며 불법 체류자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미국15% .
에서 가장 낙후되고 잊혀진 지역으로 남아있다 멕시(Martínez,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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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차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역시

소외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마치 주변.
과 중심 의 관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런 면(borderlands) (heartland) .

에서 이곳은 차별로서 구별되는 곳이다.
국경은 불법의 땅이기도 하다 미국으로 가려는 멕시코인들은 티‘ ’ .

화나 시우닫 후아레스 레이노사 노갈레스 멕시칼리 등으로 모여드, , , ,
는데 이중 티화나 와 시우닫 후아레스 는 미국 입국을 노리(37%) (20%)
는 멕시코인들의 일종의 본부이다 이들은 주로 농사일이 시작되는.
봄이나 초여름에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 연말을 가족과 보낸 뒤 연초

에 이곳으로 모여든다 이후 입국하기에 좋은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티화나 시우닫 후아레스 누에보 라레도 피에드라스 네(35%), (22%), ,
그라스 멕시칼리 등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다, (Santibáñez, 1998:
285-287).
국경도시를 통해 밀입국한 멕시코인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

나 추정 통계들을 보면 그 어림수를 알 수 있다 년 월 현재 미. 2000 1
국 내에는 약 만 명 정도의 불법이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700 .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주에 전체의 정도인 약 만 명 정도1/3 220
있고 뒤를 이어 텍사스 일리노이스 애리조나 순이다 국별로 보면, , .
멕시코 출신이 가장 많아 약 만 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480 69%
를 차지한다 년 전인 년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가 만 명. 10 1990 200
으로 전체의 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할58%
수 있다 멕시코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온두라. , , ,
스 중국 순이다 이들은 크게 불법체류자와 불, (Bureau of Citizenship).
법입국자로 나눌 수 있다 불법입국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경을 넘.
거나 아니면 브로커5)의 안내를 받아 밀입국한다 비록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자격이나 기간을 어긴 자들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불법입국자는 모하도스 물에 젖은 사람들 또는 알람브리‘ ’(mojados, ) ‘
스타스 철조망을 건넌 사람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alambristas, )

5) 이들은 코요테 또는 닭장수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법이민자(coyotes), (polleros)
닭는 이들의 먹이감이기 때문이다(poll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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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동부 국경인 리오 그란데 강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를 말하며

후자는 반사막지대인 서부지역을 통해 입국한 멕시코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경도시특히 멕시코 국경도시에서는 불법 이민과 입국 서( )
류 위변조 범죄가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크

게 늘어났다.
밀입국으로 인해 국경에는 삼엄한 작전이 진행된다 년 개시‘ ’ . 1993

된 봉쇄 계획은 엘 파소 시우닫 후아레스를 중심으로 하여'Bloqueo( )' -
뉴 멕시코의 에서 텍사스의 에 이르는 동부국경지Sunland Park Fabens
대를 포함한다 이듬해에는 작전이 샌 디에고티화나 지역. ‘Guardian’ -
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해변지역의 밀입국 경비가 강화되었다. 1995
년에는 소노라주와 애리조나 주에서 작전이 추진되었고'Saveguard'
년 월에는 작전으로 멕시코 만에서 텍사스 뉴 멕시1997 8 'Rio Grande' -

코 국경까지의 순찰이 강화되었다 이처럼(Avila Martínez, 2002: 51)
멕스아메리카의 변화와 성장의 빛나는 현실 이면에는 차별과 불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치카노 공동체의 네트워크와 문화.Ⅲ

멕시코계 인구 구성과 구분1.

멕스아메리카의 역사와 지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경이 멕시코

의 부분이었고 지금은 매우 멕시코적이기에 미국 국경도시에는 멕스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한다 비록.
멕시코 불법 노동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들까지 포함시

킨다면 국경의 멕시코인과 멕시코계의 숫자는 더욱 많아진다 이들.
모두는 새로운 멕시코인과 오래된 멕시코인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 ‘ ’
새로운 멕시코인은 생존을 위해 또는 기회와 희망을 꿈꾸며 국경을

넘은 자들이다 이들에게 국경은 하나의 상처이거나 현실이다 이들. .
이전의 오래된 멕시코인들은 국경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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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전부터 살고 있는 멕시코인들이다 이들에게 이곳 국경은 희미.
한 전쟁의 기억일 뿐이다.

출처: American Factfinder, U.S. Census Bureau
(http://factfinder.census.gov/servlet/BasicFactsServlet, 2003/4)

멕시코계 인구 구성
단위 천 명( : )

구 분 미국 전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 멕시코 텍사스 개 주 총합4

멕시코계

인구총인/
구

1990
5.4%

(13.496/248.709)
20.5%

(6.119/29.760)
16.8%

(616/3.665)
21.6%

(329/1.515)
22.9%

(3.891/16.986)
21.1%

(10.952/51.926)

2000
7.3%

(20.640/281.421)
25%

(8.456/33.872)
20.8%

(1.065/5.130)
18.1%

(330/1.819)
24.3%

(5.072/20.852)
24.3%

(14.923/61.403)
멕시코계

인구미국/
멕시코계

인구

1990 13.496/13.496
45.3%

(6.119/13.496)
4.6%

(616/13.496)
2.4%

(329/13.496)
28.8%

(3.891/13.496)
81.1%

(10.952/13.496)

2000 20.640/20.640
40.9%

(8.456/20.640)
5.1%

(1.065/20.640)
1.6%

(330/20.640)
24.6%

(5.072/20.640)
72..3%

(14.923/20.640)

이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치카노 즉 멕시코 뿌리를 가진 미국,
인으로 인정한다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년과. . 1990
년 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가 거주하는 국경 개 주2000 20% 4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 멕시코 텍사스에 년에는 멕시코계( , , , ) 1990
미국인 중 명이 년에는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8 , 2000 7 .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특히 치카노가 많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미국 총인구와 비교할 때 멕시칸아메리칸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고 애리조나와 뉴 멕시코1990 5.4% 2000 7.3%

주 총인구의 정도가 치카노이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주20%
민 명중 한 명이 멕시코계이나 국경도시들에서는 이를 훨씬 상회한4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전체는 물론이고 국경지역의 멕시코계 인.
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년에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1990
긴 하지만 치카노들은 아직도 국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국경은 지리문화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구학적으로도. ․

매우 멕시코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당연히 국경에는 문화와 멕시WASP(white-anglo-saxon-protestante)



212 임상래

코 문화간의 충돌과 조우가 있다 동시에 이 지역에는 멕시코인 그.
들간의 대립과 조화도 있다 미국사회에 높은 동화도를 보이는 치카.
노와 멕시코 이민자 세대간에는 정체성 인식 생활 스타일 가족 개1 , ,
념 언어생활 등에서 이질적인 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
우선 가족가정 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멕시코이민자 가족의․

연령별 구성은 유년기 인구가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일하기 위해 미혼으로 온 이주자들이거나 기혼의 경우라도 아이들은

멕시코에 남겨두고 오기 때문이다 또 이민자 가정의 여성 출산율은.
본국 여성들보다 낮으나 치카노 여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적.
으로 미국 가정의 구성원 수는 부부중심의 명 이 가장 많고2 (32%) 1
명독신자 명 명의 순이다 반면 멕시코의 전형적인 가족 수는 부( )-3 -4 .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명 이 가장 많고 명 명 명 순이다 치4 (18%) 5 -3 -6 .
카노 가정은 명 명 명 명이며 멕시코 이민자는 명2 (22%)-4 -3 -1 4 (18%)-5
명 명 명이다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멕시-3 -6 (Delaunay, 1998: 85, 88).
코 가정이 규모가 큰 것은 친척 또는 지인들과 함께 모여 살기 때문

이다 이 것은 중요한 네크워크이다 함께 거주함으로서 이민자 가정. .
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며 동시에 자녀 교육 등 문화적으로 서로

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치카노(Delaunay, 1998: 102).
와 멕시코이민자간에는 가정 관계에서 나름의 구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나 수준은 치카노는 미국의 패턴과 가깝고 멕시코 이민자들

은 본국의 유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상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도 다름이 나타난다 빈번하게 치카.

노와 이민자들간에 대립과 차별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불법입국자. “
들은 너의 나라 멕시코로 돌아가 버려라 우리 치카노가 제일이,
다 이라고 얘기하는 치”(Go back to Mexico, wetback, Chicanos no. 1)
카노들은 요즘 멕시칸들은 옛날 그들만큼 존경심이나 사려가 깊지

못하며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반면 일부 멕시코 이민자들.
은 난 그들 치카노와는 다릅니다 라고 얘“ ”(I never mix with chicanos)
기하면서 치카노들이 마치 스스로를 미국인들보다 더 미국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는다 멕시코이민자들은 백인들과 치카노들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멕스아메리카와 치카노: 213

차별 받는다고 말하며 치카노들은 어렸을 땐 영어를 못 한다고 백인

들이 차별하고 지금은 멕시코이민자들이 스페인어를 망친다고 비난

한다고 불평한다 또 경제적 격차가 있는 멕시코이민자와 치카노간.
의 시기가 있기도 한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치카노들이 같은 라. ‘
사 즉 이지만 헨떼 즉 는 아니며 미국문화의’(raza, race) ‘ ’(gente, people)
속된 면만 받아들여 가족과 존경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멕시코계 이민자와 치카노 집단간의 소득이나 생산의 격차는 두말

할 나위도 없고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다른 정향을 보인다 년. 2000
멕시코 대선에 앞서 미국에서 지지후보에 대한 투표의향 설문 조사

를 실시되었는데 폭스라바스티다 카르데나스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 -
질문에 스스로 멕시코인이라고 규정한 멕시코 이민자들은 71% -

순으로 답하였고 미국인 또는 멕시칸아메리칸이라고 인10% - 10%
정한 치카노들은 의 정치적 선호도를 보였다81% - 1% - 18% (La-
wson, 2003: 69).6) 이를 통해 볼 때 미국 내 멕시코인들은 국내 멕시

코인들보다 당시 집권여당에 훨씬 더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아울러 멕시코 이민자보다 치카노들이 우파정당인 를 훨씬PAN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내 멕시코계 사이에도 정치.
적 성향과 지지를 달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치카노와 이민자간에 상호적이고 동질적 관계가 있기도 하

다 구분과 차이는 때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멕시코인.
들이 본국에서 가져온 싱싱한 문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치카노 소녀들은 킨세아녜라. (Quinceañera,

에 해당를 소중하게 치르며 월 일 사자의 날에는Sweet 16 party ) 11 2 ‘ ’
조부모의 무덤을 찾아 노래하기도 한다 그럼에(Newsweek, Vol. 136)..
도 불구하고 멕시코 이민자 세대와 멕시코계 미국인간에는 가치관1
이나 그것에 따른 행동과 태도 등에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6) 참고로 년 대선에서 폭스 라바스티다 기타 포함 후보는 각2000 PAN( ), PRI( ), (PRD )
를 득표하였다43%, 3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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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네트워크와 국경의 정치2.

당선 직후 미국을 방문한 폭스 대통령은 넓어진 민족‘ (broader
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제 멕시코 국가는 국경을 넘notion of nation)’ .

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멕시코계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

국 내 만 치카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2,000 .
들은 년 월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선거권2000 7 .
은 없지만 이들은 국제전화를 걸어 또는 직접 휴가를 내고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을 유세하였다‘ ’ .
또 이들은 폭스의 친구 가 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폭스는 이들‘ ’ .
에게 당신들은 멕시코를 저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abandon)
연장 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번 대선에서 멕(extension)” (Radelat, 2000).
시코 이민자들은 조국의 정치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

다 그래서 치카노는 이제 멕시코 대통령에게 더 없이 중요한 존재.
가 되었다.
특히 멕시코 정치에서 국경의 일과 국경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멕시코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모국의.
일뿐만 아니라 국경경비 불법입국 밀입국자 인권유린 본국 송환, , , ,
노동착취 등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으로의 노동이.
민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내의 멕시코계라틴계 간의 상호관- -WASP
계까지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멕시코 정치는 국내.
의 소비와 생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경너머의 것 특히 국,
경의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멕시코 대통령.
도 국경의 현안과 발전에 대해 무감각하고서는 그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첨예한 동족적 문제와 조우했을 때 이를 수

용함으로서 정체성을 확인 복원하게 된다 조국의 친지들에게 보내- .
는 이민자들의 돈은 자신을 모국과 연결해주는 고리인 동시에 남아

있는 그들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적극적 행동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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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mesas: monto y distribución regional en México, Boletín(no. 7),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1998. Economic & Financial Indicators, Bank of Mexico(www.banxico.org.mx/
siteBanxicoINGLES/eInfoFinanciera/FSinfoFinanciera.html, 2003/04)

해외 송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

1956 1959 1961 1976 1980 1984 1985 1989 1992 1993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20 163 275 1.500 1.262 1.800 2.300 2.300 2.300 2.055 4.223 4.864 5.626 5.900 6.572 8.895 14.567

해외거주자들의 본국 송금액 규모에서 멕시코는 프랑스 인도 필, ,
리핀에 이어 세계 위이다 년 미국 거주 멕시코인들의 송금액4 . 2001
은 억 달러로 석유수출액의 관광수입의 외국인직접투88 70%, 36%,
자의 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다 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총26% . 2002
송금액은 억 달러에 달해 멕시코 제 산업인 석유 수출총액 억145 1 144
을 초과하였다 우선적으로 이 돈들은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채우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송금 수취 지역을 주별로 살펴보면 과나후아토 할리스코 미초아, , ,

칸 산루이스포토시 코아우일라 사카테카스 두랑고 치와와 순으로, , , , ,
전통적으로 이민이 많았던 서부 주들과 국경과 인접한 북부지역이

주를 이룬다 이런 지역에서 미국에서 오는 달러는(Remesas, 1998).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멕시코 만 가구가 송금 가정이며120 ‘ ’
송금 액수나 가구 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이 돈들은 주로 생필품 구.
입 소비재 구입 주택수리 및 구입 등에 쓰이며 가족들이 소상업을, ,
시작하는 밑천이 되기도 한다 간혹 귀국을 대비하여 토지 또는 가.
축을 구입하는데 지출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나 저축보다는

비생산적 소비에 주로 사용된다 송금의 중요한 측면중의 하나는 일.
부를 공동경비로 모아 마을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쓰인다는 것이

다 학교에 스쿨버스가 생기고 마을도로가 다시 포장되고 성당도 새.
단장을 하게 된다 또 낡은 집이 신축되고 곳곳에 위성안테나를 들.
어서고 덩달아 가게의 매상도 올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마을의.
전통과 관습도 변화한다 미초아칸의 에쿠안두레오 마을. (Ecuandureo)
은 성탄축제를 일간 여는데 이때 하루는 시카고로 간 마을 사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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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내준 돈으로 다음날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준 돈으로 축,
제 경비를 충당하는 식의 새로운 마을 전통이 생겨났다 과나후아토.
의 쿠파레오 마을에선 송금된 돈으로 미국에서 죽은 고향사(Cupareo)
람들의 유해를 데려오는 일을 하는 공동장례회가 운영된다(Barry,
1993: 267-268).
이와 같이 멕스아메리카에서 보내준 돈은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마을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된다.7) 역설적으로

이들의 송금은 고향의 변화 를 추동시키며 동시에 멕시코의 유지에‘ ’ ‘ ’
기여하는 것이다.
달러 송금과 함께 멕시코 이민자의 멕시코 지향성을 보여주는 좋

은 경우는 이민자 네트워크다 와 시카고에는 멕시코 교민단체. L. A
가 각 개와 개가 있다 이런 단체들은 공동으로 송금을 하여170 120 .
경비를 절약하기도 하고 또 송금액의 일부를 모아 고향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때때로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
해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년과 년 사카테카스. 1986 1996
주 정부의 셋에 하나 정책은 좋은 예이다 이“3X1(Tres por Uno, )” .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스스로 협의하여 마을의 공공사업경비를 송

금 해오면 여기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자가 각각 같은 액수, , 3
를 지원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나후아토 주의.
우리 마을 할리스코 주의 할리스코와 바나멕스의‘ (Mi Comunidad)’, ‘
동반 발전 등도 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다(Afinidad Jalisco Banamex)’

이 계획들은 이민자 네트워크의 자발성과 견고함이(CEPAL: 263).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또 이민자고향 네트워크는 일종의 노동시장이기도 하다 이곳에- .

선 새로 입국한 동포들에게 적절한 직업을 소개해 주는 역할도 한

다 조사 결과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의 이민자 공동체가 미국에서 어.

7) 이민자가 보내주는 송금의 뒷면에는 가족의 분리 아이들의 위탁양육 등과 같은 가,
정 해체의 슬픈 얼굴이 새겨져있다 또 농촌의 경우 미국에서 보내주는 송금은 친. ,
지들의 가계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지만 마을 공동체 특히 친인척 대부관계에, ,
심각한 영향을 미쳐 공동체의 공동화와 해체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김세건 참조(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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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응집력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이민자에게 일

자리와 같은 후원을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이

민 규모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Merino,
2002: 2-3).
이것은 하나의 통국가적 네트워크다 이들은 고향에(transnational) .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마을의 일에 참여개입하며 이를 통․

해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게 된다 특히 멕스아- .
메리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치카노는 송금이나 후원 학술 문, -
화 교류 친지 방문 등 다양하고 긴밀한 형태로 본국과 순환적 교류,
와 상호적 소통을 일으키는 매개자인 동시에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의 언어와 문화3.

언어는 인간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

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경 은 충분할 정도로 독‘ ’人
특한 언어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경에서 이들.
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함께 조화롭게 사용하는 이중 언어 그룹을 이

루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멕시코 본토의 스페인어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스페인어는 영어를 위협할 정도로 날로 확대

번창하는 차세대 언어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
를 사용하는 인구는 총 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스페3.700
인어사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미국 내 스페인어의 사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가 지나면 스페인어(Chang, 2003: 354-355). 1-2
사용인구는 오히려 감소할 지도 모른다는 연구도 있다 스페인어권.
인구의 이민으로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히

스패닉계 어린이들이 제일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향후

스페인어 사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8)

8) 인구통계학적 조밀도 분석 연구에 의하면 히스패닉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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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

시각이다 스페인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매체가 높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뉴욕 시카. , LA,
고에서 저녁뉴스를 보는 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청취하는 방송18-34
은 도 도 아닌 스페인어 전국 채널인 유니비전 이ABC CNN (Univision)
다 지난 년 간 히스패닉의 가처분소득은 스페인이나 멕시코의 국. 3
민총생산보다 크다 따라서 방송업계도 스페인어권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조선일보 특히 매체 광고의 경우 콜( , 2002/11/13). ,
게이트 현대와 같은 일부대기업들은 스페인어방송에, MCI, AT&T,
광고를 내보내는데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미래의 소비자로서 히스패닉계 청소년은 주류 이다 이(mainstream) .
들은 결국 언어 사회관습 매체 소비 등에서 미국문화에 동화될 것, , ,
이고 따라서 영어 광고만으로 충분할 것이다라는 이전의 예상은 빗

나가고 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적. .
정체성으로 의 히스패닉이 자신을 히스패닉이라고 하였고54% 36%
는 미국인과 히스패닉을 동등하게 인정했고 단지 만이 히스패닉6%
보다 미국인으로 만이 자신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다 또, 4% . 16-24
세의 히스패닉계중 가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선호했다 이는 년29% . 97
와 비교할 때 의미심장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년 처음으로23% . 2000
가 라틴 그래미 시상식이 방송되던 황금시간대에 스페인어와 영CBS

미국남부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 멕시코 텍사스에서 스페인어 사용인구는 계속( , , , )
증가하고 있으나 충실도와 전이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히스패닉내 스페인어 사용

인구는 감소중이다 특히 세 이하 인구의 스페인어 사용 감소는 스페인어 사용의. 18
상실을 예고한다 따라서 이민자가 계속 공급되지 않는 한 세대에서 스페인어. 2, 3
사용인구는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사회언어학적 분석에 의하면 히스패닉. ,
중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스페인어 구사력이 높고 젊으면 구사능력이 떨어지며 고,
등교육 이수자일수록 구사능력이 약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즉 교육수준, ,
이 높으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상류층 지역으로 이사하고 이들과의 교류가 많아져

스페인어 사용 능력이 떨어진다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구사능력 높은데 이는 농촌.
은 외부와의 소통이 적기 때문이다 미국 내 히스패닉이 교육을 더 받고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백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 백인 문화와 더 많이 접

촉하게 되고 앵글로화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신선한 이민자가 공급되. ‘ ’
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는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재학 참조(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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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페인어 광고를 허용한데 이어 년에는 케이블- 2001 Nickelodeon
방송이 정규시간대 스페인어 광고를 시작했다 아울러(Gardyn, 2001).
년 설립된 미국 한림원1973 (Academia Norteamericana de la Lengua
은 미국 내 스페인어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약Española)

만 명이 시청하는 유니비전과 텔레문도 방송은4,000 (Telemundo) TV
스페인어의 확산과 라틴문화의 동질성 유지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

다 스페인어 사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멕시코계가 다수인 히스.
패닉이 미국 내에서 언어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인의 가 자녀에게 스페인. 78%
어를 가르칠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결과 는 미국 사회내의(Nexos: 59)
스페인어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히스패닉 세대들에게 스페인어는 가정의 언어이며 영어는 사2-3
회의 언어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미국 멕시코 국경의 남서부에서는. -
언어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여전히 스페인어가 주된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영어가 더해져 치카노9)의 언어생활은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경의 스페인어 사용자 즉 치카. ,
노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 언어화 생활 패턴

을 형성하고 있다최종호( , 2002: 67).
또 이들의 사용하는 스페인어는 그들만의 스페인어이다 이른바‘ ’ .
스팽글리쉬 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매우 멕스아메리카적이(spanglish) ‘ ’
다 멕스아메리카가 멕시코와 미국의 접점에서 비롯된 것처럼 스팽.
글리쉬는 스페인어와 영어의 접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팽글리쉬는 이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출신국에 따라 남서부지역

에서 주로 사용되는 멕시코계 스페인어 푸에르토리코계가 주로 사,

9) 멕시코계 미국인시민권자들을 일반적으로 또는 라는 부( ) Mexicanamericans Chicanos
르는데 전자는 동화된 사람이란 의미가 강하며 후자는 경멸적 어의를 갖지만 역설

적으로 멕시코의 문화 전통 언어를 고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치카노, , .
란 말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티화나에서 치카노란 말

은 미국을 상징출신이거나 미국에서 태어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 정도L. A.( )
로 인식되기도 한다 치카노는 통상 미국에서 출생한 멕시코계 후손을 뜻하기 때문.
에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일하기 위해 왔거나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온 사람

들은 그냥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mexi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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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뉴욕의 스페인어 플로리다의 쿠바계 스페인어 등을 나눌 수,
있지만 사용인구나 지역적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광범위한 것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사용되는 치카노 스페인어이다 특히 국경 개 주- . 4
의 스팽글리쉬는 멕시코 북부에서 온 이민자가 많았던 관계로 이 지

역 스페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경의 스팽글리쉬는 멕시코의 그것과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양.

언어의 혼합주의적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10) 이를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두음의 탈락첨가와 모음과 자음의 삽입첨가탈․ ․ ․

락변환이 생기는 발음변화현상 영어 단어를 그대로 발음하여 스,․

페인어화하여 사용하는 영어식 스페인어 어휘 발생현상 복잡한 동,
사변화를 규칙화시키는 불규칙동사의 과잉수정 현상 영어를 직역하,
여 스페인어로 사용하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11)

최근 스팽글리쉬는 관련 사전이 출간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관련

강좌가 개설될 정도로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스.
팽글리쉬는 소수가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속어 를 넘어 사회(slang)
적 방언 또는 그에 준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경.
의 사람들은 이중 언어와 스팽글리쉬에 기초하여 나름의 언어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경의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고유한 문화를 갖는다 예. .
를 들어 음식이나 음악은 미국이나 멕시코 모두로부터 구별되는 나

름의 특성을 갖는다 이름하여 텍스멕스 문화는 텍사스만의. (TexMex)
것이 아니다 국경에서 주로 생산되는 잣과 테킬라를 원료로 한 텍.
스멕스 소스로 만든 음식은 국경사람들로부터 널리 사랑 받는다 마.
킬라도라의 미국인 지배인은 이제 점심으로 햄버거보다 케사디야를

더 즐겨 먹는다 국경의 식탁에서는 빵과 토르티야 일종의 옥. (tortilla,
수수 전병가 그리고 케첩과 멕시코식 핫소스 가 함께) (salsa picante)

10) 흥미로운 예를 보면 영어 샤워하다 부인, Ahi nos watchamos( watch), Shawerear( ), wifa( ),
Biroles (frijoles+bean), Cómo se llama that place?, queires ir a dancing?, what are you
doing este fin de semana? Hay te watcho(see you later), governador(gobernador), faxear
팩스 보내다 날씨( ), weder( ).

11) 이에 대해서는 김우중 의 연구가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2003: 15-2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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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한다.
국경의 텍스멕스 음악 역시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본토로부터 구

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연주나 리듬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그것.
의 사회적역사적 형성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텍스멕스 음악- . (Tejano
또는 은 년대부터 콘준토 멕시코Texas-Mexican Music) 1940 ‘ ’(Conjunto,
노르테뇨 음악의 일종 음악과 오케스타 멕시코 란체로 음) ‘ ’(orquesta,
악의 일종 스타일의 혼합으로 형성되었다 콘준토 음악은 노동자 등) .
서민 계층이 즐기는 대중적이고 인종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음악으로

구전 전통의 민속적 요소에 기반하는 음악 스타일이었고 반면에 오

케스나 스타일은 중류층 이상에서 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트럼펫, ,
등이 동원된 음악이었다 이 두 음악이 년대부터 혼합되면서 독. 1940
특한 텍스멕스 음악의 기원이 되었다 팬클럽 회(Peña, 1997: 152-157)
장에 의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텍스멕스 뮤직 인기가수 셀레나

는 국경문화의 상징이었고 텍스멕스 음악은 그 자체로 이제(Selena)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산업이기도 하다(Newsweek,
Vol. 126).

국경 공동체. , Tijuana-San DiegoⅣ

멕시코인들에게 각 국경도시들은 나름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가지

고 있다 보통의 멕시코 사람들은 티화나는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
곳이고 멕시칼리는 농업의 중심지이며 시우닷 후아레스는 역사적이, ,
다 라고”(Dynamic Tijuana, Agricultural Mexicali, Historic Ciudad Juarez)
국경도시들을 얘기한다 이들 도시 중 가장 먼저 국경의 중심지 역.
할을 한 곳은 멕시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고원지역과 가까

운 누에보 라레도 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누에보(Nuevo Laredo) .
라레도는 쇠퇴하였고 이후에는 엘 파소 스페인어로 말 그대(El Paso,
로 통과 와 붙어있는 시우닫 후아레스가 양국 관계의 요충지가 되었)
다 오늘날에는 멕스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의 멕시코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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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티화나가 국경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멕시코의 국경도시는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외지인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누구의 땅 도 아니다 이제 이 지역(tierra de nadie) .
토박이는 겨우 일뿐이라는 티화나의 현실은 다른 모든 국경 도15%
시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곳의 고유한 전통이나 풍습은 약.
화되고 오히려 미국의 문화적 영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때론 멕시코 본토 와는 무관한 듯이 보이기도 한‘ ’
다 간판들은 영어 일색이고 나누는 스페인어에서는 불쑥 불쑥 영어.
가 튀어나온다 미제 물건들과 프로들이 소비되며 이를 보고 국. TV
경의 아이들은 성장한다 멕시코 문화는 점점 얇아지고 음식 음악. , ,
민예품과 같은 대중 문화물들만이 단지 미국 관광객들 또는 고향을

방문하는 치카노들을 위해 활력 있게 유지될 뿐이다(Riding, 1985:
미국화의 징후가 포착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345).

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한 조사에서.
멕시코 국경 사람들은 전체 멕시코와 다른 대답을 하였다.12) 이처럼

국경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분명 멕시코의 일반적인 그것과 차이

를 보이는데 이는 아직까지는 멕시코계 미국인보다는 멕시코인들에

가깝지만 어느 정도 미국적 정치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적인 것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국경 저편의 미국 도시들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이곳은 아메리카도 멕시코도 아니기도 하다. .
예를 들어 국경 도시 엘 파소는 둘이다 하나는 치카노의 엘 파소이.
고 다른 하나는 앵글로계 백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엘 파소는 따. ‘
로 그러나 함께이다 엘 파소는 두 문화의 만남 이지’ . (meeting point)
도가니 가 아니며 스튜보다는 샐러드에 가깝다 그래서(melting pot) .
샌 디에고를 포함한 미국 국경의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멕시

12)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로 멕시코 국경도시 사람들은 평등을 중시한 반면 멕시코6.7%
인은 치카노들은 로 표하였다 또 투표선거를 국경사람들은 멕시16.9%, 8.8% . - 9.4%,
코인 멕스아메리칸 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또 국경6.9%, 2.4% .
지역 멕시코인들의 가 민주주의 중요한 요체로 사법부를 꼽은 반면 멕시코인25.2%
들은 치카노들은 를 기록했다14.8%, 15.5% (de la Garza, 2003: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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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와 미국간의 탁월한 변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witch)
(Copeland, 1996: 244-245).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샌 디에고와 티화

나의 일상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움직임은 티화나 쪽.
에서부터 시작된다 양 국경에 걸쳐 놓여진 육교를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월경통근자들의 행렬은 동 틀 무렵 시작되어 한참이나 계

속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단지.
국경통과비자소위 국경 마일 내에서 시간 합법적으( white card, 25 72
로 머물 수 있다만을 가지고 샌 디에고에서 불법으로 일을 한다김) (
학훈 티화나 공단의 마킬라도라에서 일하는 경영진들은, 1998: 86).
반대로 아침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회사에 출근한다 주거지와 일.
터의 불일치를 해결해 주는 이 반복은 국경 경제를 유기적으로 지속

시켜주는 중요한 메카니즘중의 하나다 평일 낮이나 휴일에는 자전.
거를 타고 혹은 트롤리 전차를 타고 온 멕시코 사람들이 센트 시'99
장으로 불리는 생필품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티화나로 돌아간'
다 그래서 샌 디에고 국경부근 지역에는 생필품 가게가 성업 중이.
었다 아직도 많은 티화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티화나의 새로운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티화나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침마다 샌 디에

고 행 버스를 탄다.
샌 디에고티화나의 일상은 대중매체도 공유한다 샌 디에고와 티- .

화나의 상점에서 국경 너머 신문들을 보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다 특히 두 도시는 일부 방송 채널들을 공유하고 있다 케이블. . TV
의 경우 양 도시의 시청권은 거의 동일하며 멕시코에서 송출되는,
일부 스페인어방송 공중파와 유선 모두은 이제 샌 디에고에서 시청( )
률이 높은 채널로 자리 잡았다 한편 티화나에서 달러의 사용은 매.
우 일반적이다 식당이건 상점이건 가격표시는 페소화와 달러화가.
함께 되어있고 이제 거스름돈으로 페소화를 받건 달러로 받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말 역시 사이좋게 나눠 쓰고 있다 다른 국경도시들. ‘ ’ .
과 마찬가지로 샌 디에고에서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스페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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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거쳐 가는 공항 택. -
시호텔관광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히스패닉이며 이중- -
십중팔구는 멕시코인들이다.
불법과 범죄 역시 티화나와 샌디에고에서는 서로 긴밀하다 티화.

나는 미국으로 마약을 넘기는 통로이며 샌 디에고는 건너온 마약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이런 면에서 마약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
어지는 마약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마킬라 산업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대되었다고 하지만 불법이민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마킬라.
산업이 멕시코 노동력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없고 국경 너머 일자

리 수요는 여전하기에 멕시코인들의 불법월경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경도시에서는 불법 이민과 입국 서류 위변조 범죄가 증가

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크게 늘어났다 덕분에 티.
화나는 전국 최고의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마약거래의 은밀한 성공 못지않게 미국의 야심 찬 계획인 북미자‘ ’

유무역협정 도 성공적인 편이다 티화나 공업단지가 조성된(NAFTA) .
이후 이 주변에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 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싼, 3
인건비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미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다 이런 측면에선 티화나는 멕시코의 미국도시이기도 하다 샌. ‘ ' .
디에고티화나 지역은 마킬라 산업과도 연계되어 투자가 늘어 세계-
적인 산업지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국경의 잠재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이 두 도시는 둘이 아니었다 다른 쌍둥이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샌 디에고 티화나도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
도시들은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샌 디에고 수도(San Diego de Alcalá)
원의 농장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농장주들은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년 미멕 전쟁후 티화. 1848 ․

나는 멕시코국경의 마을이 되어 서로간의 왕래는 단절되었다 티화.
나는 이전부터 멕시코 중앙과는 거의 단절되어온 상태였는데 미멕․

전쟁으로 샌 디에고와의 의존적 관계마저도 끊어져 더욱 고립되었

다 여기에 철도가 부설되고 미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샌 디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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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티화나와 멀어지고 더 앵글로화되어버렸다(Puente, 1996: 250-2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티화나에게 샌 디에고는 멕시코 시티보다

가까웠다.
멕시코건 미국이건 국경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섬세한 곳이다‘ ’ .

특히 상호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 평가절하나 환율변동 그리고 이민

관련 규정과 법률의 변화에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맞대고 있으니.
서로에게 민감한 것은 당연지사이기도 하다 서로간의 연결이 숙명.
적이란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해준 것은 년 경제위기였다1976 . 1976
년 처음으로 페소화가 평가 절하되었을 때 샌 디에고행 쇼핑행렬은

끊겼고 샌 디에고의 매상은 급감하고 정부의 세수입도 크게 줄었다.
샌 디에고에게 이것은 하나의 충격이었고 동시에 쌍둥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였다 이후 그들은 양 도시의 우호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위기와 혼란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생존공동체로서 더욱 가

까워졌다 현재 두 도시의 관리들은 교역 교육 환경 보건 이민 및. , , , ,
방문 등 공동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빈번하게 합동회의를 갖는다.
샌 디에고 시는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정통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양

도시 공동 현안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기까지 하다 최근에는.
관광과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공동의 경제적 이해가 부쩍 높아지면

서 상호 의존관계를 샌 디에고와 티화나 모두 더 깊게 인식하고 있

다(Puente, 1996: 250-253).
이처럼 샌 디에고와 티화나 두 도시는 국경을 구심점으로 상보(相
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멕스아메리카의 중심으로서 발전을 거듭하)補

고 있다.

맺는 말.Ⅴ

멕시코에게 멕스아메리카는 미국내의 멕시코 인 반면 미국에게는‘ ’
멕시코적인 미국 이다 년의 한 해프닝은 이러한 상반된 인식을‘ ’ . 1998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멕시코 총영사 호세 앙헬 페스카도.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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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는 한 모임에서 캘리포니아의 레콩키스(José Angel Pescador) '
타 즉 탈환 또는 회복 이라는 유머를 하였다가 큰 물의’(reconquista, )
를 빚었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의 멕시코화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백인 보수주의자들에 재정복이란 말은 이들을 광분 시키기에‘ ’
충분했었다 이들에게 멕시코화란 멕시코의 조용한(Ramos, 2000: 80). ‘
침공 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모두와 구’ .
별되는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탈환이나 정복의 대상으로

전제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다.
우선 멕스아메리카는 엘도라도와 같은 추상이 아니라 실체이다.
연구자에 따라 콜로라도나 멕시코 북부내륙까지를 멕스아메리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멕스아메리카의 지리는 멕시

코 국경과 그 이북의 미국 영토로 설정된다 때문에 멕스아메리카는.
분명 멕시코와도 미국과도 구분되는 지역적인 경계를 갖는 실체라,
고 할 수 있다 이곳의 사람들은 영어와 스페인어에다 스팽글리쉬가.
더해지는 독특한 언어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으며 또 나름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마킬라도라로 형성되고 나프타로 확대되고 있는 순환.
적이고 통국가적인 경제 공동체예를 들어 멕시코노동자들이 만든( ,
제품을 미국 상점에서 그들에게 되파는 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만의) .
국경문화도 가지고 있다 텍스멕스 문화로 상징되는 국경의 음식이.
나 음악은 미국이나 멕시코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렇다보니 미국 내.
륙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국경문화탐사 강‘ ’
좌가 열리기도 한다 이것은 멕스아메리카의 고유(Newsweek, 126-17).
성 이다(peculiarity) .
이 고유성의 기저에는 국경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 다름으로의.

타자성 과 떨어짐으로의 분리성 은 전 국경에서(otherness) (seperateness)
동시에 분명하게 보인다 멕스아메리카의 지형적 특징은 미국과 멕.
시코 양국 모두의 중심부로부터 광활한 사막지대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떨어짐은 이곳을 중앙과 주류를 지향하는 나머지 것들과 다.
르게 만들었다 그것은 멕스아메리카의 역사에서도 익히 알려진 바.
이다 그리하여 국경에서 중앙 또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은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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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것이며 이런 것은 국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때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통상 국경은 끊음의 주체이다 인간의 이동과 지리의 연결은 국‘ ’ .
경으로 단절된다 그러나 미국멕시코 국경은 절속 의 공간이다. - ( ) .絶續

절속에서 끊어짐과 이어짐은 순차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절과 속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국경이 멕시코미국과 맺는 관계에‘ ’ ‘ ’ . -
서 갖는 의의는 바로 절속의 그것이다 국경은 미국과 멕시코를 나.
누는 절의 인 동시에 멕스아메리카라는 속의 으로 재현된‘ ’ line ‘ ’ zone
다 즉 멕스아메리카는 절속의 산물인 셈이며 그래서 멕스아메리카.
는 결국 연결이자 만남이자 통합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적 양태들이 멕시코미국 국경의 일상-

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노동의 변동이 국경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이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13)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멕스아

메리카와 조우했을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것의 본질 또는 구조와 더

밀접하다 자유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환경에서 물건과. .
돈의 이동은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 졌으나 사람의 이동은 그렇지 않

다 지구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유럽에서만 증가되었을 뿐 거의 모든.
세계 지역에서 더 높은 장벽에 막혀있다 이러한 지구촌화의 모순인.
장벽은 특히 국경지역에서 불법이민 국경문제 이민자 유통 범죄를, ,
야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멕시코 미국 국경은 신(CEPAL: 243). -
자유주의의 모순의 현장 즉 자유의 목격자일 수 있다, .反

그러나 비록 멕시코와 미국 국경의 철조망은 더욱 더 견고하게 높

아지곤 있지만 두 변방의 경제와 문화는 국경으로 이어져 조용하지

13) 까날레스 에 의하면 멕시코와 미국에서의 노동 시장의 변동이 멕시코(Canales, 2001)
인의 미국 이민의 패턴과 수적 증감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적 정책과 그에 조응하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것이 멕시코에서는 고용 감소와 불

안 등의 노동 시장의 변화 로 나타나고 반면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의 발(push factor)
달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직장 내 유연성이 증대되어 임금하

락이 용이한 노동시장의 자유화가 정착되었고 그리하여 재택근무 일용직 부분근무, , ,
파견근무가 정착되어 노동과 고용이 양적으로 증대하여 멕시코이민의 가pull factor
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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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깊은 통합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특히 언어 음악 관습 음식과. , , ,
같은 문화소들은 멕스아메리카에서 국경을 넘어 충만하게 소통되고

있다 푸엔테스의 말처럼 타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스스로. (1997: 429)
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러면 더 빈곤해진다 왜냐면 문화는 타자와의.
접촉에서 꽃 피우고 고립될 때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엔젤.
로스는 문화언어적으로 다양성의 천국이며 그래서 말 그대로 축복-
받은 천사의 도시이다 멕스아메리카는 양국이 만나는 곳이고 멕시.
코인과 미국인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 의례 그런.
것처럼 멕스아메리카도 예외가 아니어서 역동성과 다문화성이 충만

하게 넘친다 이처럼 멕스아메리카는 소통과 통합으로서 국경의 막.
힘이 초월되는 자유로운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자유의 모순.
이 목격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유와 반자유가 같이 나타나는.
현장인 이곳 멕스아메리카는 매우 신자유주의적 인 곳이라고 할 수‘ ’
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Se puede decir que Mexamerica no es una imaginación sino una
realidad. Si bien existe mínima discrepancia, la mayoría de los estudios
relacionados están de acuerdo a que Mexcamerica incluye tanto la zona
fronteriza mexicana como la norteamericana. Por lo tanto, Mexamerica
se constituye en la substancia, que cuenta con un límite geográfico.

En la actualidad los de Mexamerica se someten a una prueba. Es que
ellos hablan español, inglés y spanglish como su propia sistema
lingüística. Asimismo desarrollan su propia vida económica, basada en la
comunidad circulatoria y transnacional que fue establecida por la
industria maquiladora y están en expansión con la entrada de vigencia
de NAFTA. De igual menera la cultura culinaria y de música de
Mexamerica, simbolizada como la llamada ‘Texmex’, ya no es mexi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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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norteamerica. Es la otra, es decir la mexamericana.
Las economias y culturas de ambos lados de la frontera están

uniéndose en la forma silenciosa y profunda. Especialmente los
elementos culturales como la lengua, la música, la costumbre y la
comida se comunican y entrelazan, mas allá de la línea fronteriza, por
lo que Mexamerica se llena del dinamismo social, la interculturalidad, la
diversidad cultural, etc.. Asi Mexamerica goza del lugar privilegiado de
integración y comunicación, siendo libre de berreras y interrupciones.
Esto nos llevaría a concluiur que la tierra mexamericana podría
considerarse, probablemente, más (neo)liberalista.

멕스아Key Words: Mexamerica, Frontera, Migración, Noeliberalismo, Texm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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