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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폴 2세의 콩고통치에 의한 열대 공간의 식민적 생산*
- 역사지리 (지질)학, 생태인류학, 열대의학의 융합적 인식 The Colonial Production of Tropical Space

in Congo*

- U nifying Historical Geography and Geology, Ecological Anthropology, and Tropical M e dicine -

이 종 찬(Jong-Chan LEE)**

요약 이 글은 벨기에 국왕 레오폴 2세의 콩고 지배에 대한 역사지리(지질)학적 힘과 생태인류학적 힘이 어떻게 유기
적인 상관성을 7찌면서 열대 공간의 식민주의적 생산기전을 만들어 갔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레오폴 2세는
콩고자유국의 행정적 - 법률적 장치를 활용해 콩고를 몇 개의 영역 (domains) 으로 구획화함으로써 식민 지배의 물
질적 근거인 천연 고무 및 "J-아무역을 극대화하였다 무역 행위를 통히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전쟁은 콩고의
생때인류학적 공간을 바꾸어놓았다 역사지리 (지질)학적 힘으로서의 제국주의가 열대 콩고의 생태인류학적 힘과 맞
물려 레오폴의 식민 통치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절대 빈곤과 열대 질병 의 악순환 고리는 이런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 논문은 역사지리학 및 역사지질학, 생태인류학, 열대의 학의 융합적 지평 에서 서구의 열대에 대한식

민 지배의 본질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열대학 연구에서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어 공간, 노동력, 레오폴 2세, 무역,
"J-아, 수면병, 생태인류학, 식민주의, 역사지리학, 역사지질학, 열대, 열대의학, 전쟁, 천연 고무, 콩고

Abstract : The 。이ectiv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in which geo-historical and ecologicalanthropological forces brought about by Belgian King Leop이d’s rule were integrated to produce the colonial space
in σopical Congo. The article explores how Leopold’s colonial power based on red rubber and ivory trade devastated
the indigenous ecological-anthropological riverscape of Congo, and analyzes how it caused the epidemic prevalence
of tropical diseases such as sleeping sickness and smallpox. By dividing the whole territory of Congo into several
domains, Leopold 11 tried to maximize the profits of red rubber and ivory trade. Connected with the ravages of
ecological- 뻐throp이ogical riverscape, the massive mobilization of labor forces led to the enormous death toll of
Congolese people. The paper is highly meaningful for tropical studies in that it highlights the essence of Western
colonial rule over the tropics in terms of unifying historical geography and geology, ecological anthropology, and
tropical medicine. Key words : Colonialism, Congo, Ecological Anthropology, Historical Geography, Historical
Geo lo때, Ivory, Labor Forces, Leop이d II, Rubber, Sleeping Sickness, Space, Trade, Tropics, Tropical Medicine,
Warfare

“만일우리가콩고를장악할수있다면,아프

1.

문제의식과문제의 성격

리카 전체를가질 수 있다.”

-毛澤東

호F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콩고민주공화국(이하콩
고)를 처음 방문하게 된 계기는 영문학의 정전으로 평가
를 받는 r암흑의 심장(Heart ofDarkness)」을쓴 소설가 조

• 이 논문은 2012년 정뷔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이RF-20 1깐S내5A2-A01017450)
••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및 열 대 학연구소(Depanment of Medical Humaniries & Social Medicine, Institute for 까up1때
Srudies,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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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 콘라드Qoseph Conrad)의 콩고에 대한 열대성 인식을

를 개념적 공간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서구가 열대를 지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연구 결과는“콩고식민지배와

리적으로‘발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서구의 제국주의적

조셉 콘라드의 熱帶性에 대한 인식; 문학의 역사사회학

이해관계에 맞게 열대를 개념적으로 ‘발명’하여 갔음을

과생물지리학의 융합적 지평”으로학술지에 개재되었

의미한다(이종찬 2009). 열대는 단지 인간이 수동적으로

다(이종찬 2이 2). 콘라드에관한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적응해야하는생태환경이 아니라,인간과상호작용을

대부분 문학비평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던데 반해, 이 연

하는 생태인류학적 공간이다(전경수 1992; 全京秀

구는 r암흑의 심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용어가

1997; Konak 1999; Lye, Wil and Abe 2003; H와이n 때d Remis

열대의 야생 (tropical wilderness) 임에 주목하여 생물지 리

2006; Rupp 2이 1).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레오폴 2세는 콩

학과 역사사회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고를지리적으로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자신의 이해관

그런데, 콘라드의 열대성 인식에 대한 연구를수행하

계를극대화하기 위하여 열대 공간을생산해나갔는데,본

면서 줄곧 떠나지 않았던 문제의식은 입헌군주제를 실

연구의 문제의식은공간의 생산방식에 초점이 주어진다,

시하고 있었던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의 국왕인 레오

風士(climate)는 인간과모든생명체

- 세균까지도포

폴(Leopold) 2세 (1835∼ 1909)가자국보다도수십 배나 더

함하여

의 존재에 영향을미치는,“기후, 기상, 지질,토

큰땅덩어리였던 콩고를 어떻게 지배할수 있었을까, 다

질, 지형, 경관 등의 총칭”을 의미한다(박건주 역 1993,

시 말해서 식민 통치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레오폴의

13)‘ 이런 점에서 풍토는 인류사와 엽然史(natur꾀 history)

식민 지배 기간에 수십만 명 어린이들의 손목이 잘려 나

를 융합할수있는아주적절한매개 변수이다 기후변

가고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등그의 폭정은 널리

화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된 다르푸르(D빼r) 전쟁 -

알려져 왔다(이종인 옮김, 2003). 역사학자들도 콩고의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은 엄밀히 말하

근대사를주로 레오폴 2세의 폭정과벨기에의 식민 지배

면 서구의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 지배가 아프리카의 생

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왔다. 그들은 콩고 문제를 서구

태인류학적 경관을 얼마나 파괴시켰는지를보여주는단

에 널리 알렸던 에드워드모렐(Edward Dene Morel, 1873

적인 사례에 해당한다(윤종석 옮김 2이이. 현상적으로는

∼ 1924)과 로저 케이스먼트(Roger David Casement, 1864

‘아프리카 정착농민’과‘아랍계 유목민’ 사이의 영토 전

∼ 19 1이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콩고 개혁의 역사를 규명

쟁이지만,본질적으로 이 전쟁은서구가남수단을장악

해왔다(Dunn 2003; Nelson 1994; V때마rnsche 2012). 역사

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풍토 전쟁’의 한 전형이

학자들의 이런 연구들은 레오폴 2세에 의한식민 통치의

다. 지난 10년간의 다르푸르 전쟁의 진행 과정을들여다

성격을밝히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한국가가아

보면,풍토가서구의 열대 아프리카에 대한식민지배에

닌한개인 - 비록국왕의 신분이기는했지만- 이 광활

서 얼마나중요한역할을해왔는지를알수있다.

한 열대 콩고를 지배할수 있었던 역사지리(지질)학적 I)

이런 논의를 이 글에 적용한다면, 레오폴 2세의 콩고

힘과 열대 질병의 지리역학적냉eo epidemiological) 요인

에 대한통치의 핵심은 열대 공간의 식민주의적 생산에

들을 포함하는 생태 인류학적 힘 (McElroy and Townsend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처음부터 그가

2008)λ에의상관성을탐구하는데까지는이르지 못했다,

콩고를 지배하려는 제국적 욕망에 사로잡히 게 된 것도

이런상관성의중요성 및의미에 대한문제의식은콩

영토의 식민화에 대한지리적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고가 열대 풍토에 속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열대 (tropics)

레오폴 2세가당시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높았던 탐험가

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회 귀선(Tropic of Cancer)과 남회귀

중의 한 명 인 헨리 모턴 스탠리 (Henry Morton Stanley,

선(Tropic of Capricorn) 사이에 해당하는 지 리적 공간이기

1841 ∼ 1904)를꿀어들인 것도콩고의 식민 지배는 열대

도하지만, ‘개념적 공간’이기도하다(떼뻐 1996, 이. 열대

공간에 대한 지리적 파악에 좌우된다는 것을 익히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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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스탠 리가콩고에서 전신(rele맑m)을통해

질적으로 지배하기 이전에 이곳을다녀갔던 탐험가들 -

영국으로 보냈던 아프리카 소식은 영국 사회에서 엄청

심지어는스탠리조차도 -은 열대 콩고의 아름다운자

난 인기가 있었다(Kelrie 1 89이 세 차례에 걸친 스탠리의

연에 대해 감탄했었는데, 전쟁은 열대 풍경을완전히 뒤

탐험을통한콩고의 자연지리 및 인문사회지리적 지식

바꿔놓았다 콩고자유국의무역을증가시키기 위해 근

에 기초하여, 레오폴 2세는‘콩고자유국’(Erar independanr

대적 교통수단인 철도를 건설하고 전쟁을 남발하는 과

du Congo; Congo Free Stare, 1885)을 건설함으로써 열대

정에서, 생태환경의 유기적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천연

공간에 대한식민 지배의 합법적 토대를구축하였다

두와‘수면병 ’(sleeping sickness)을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콩고자유국이 콩고 지배를 위한 법률적 장지였다면,

열대 질병들이 콩고전역뿐만아니라중앙아프리카지

상아및 천연고무중심의 무역은이를위한물질적 수단

역 전체로 전파되어 크게 창궐하였다(Harms 198 1; Lyons

이 되었다 지도 l 이 보여주듯이 (Harms 1975, 78}, 레오

1992; Nelson 1994; Vansina 1999 & 2010).

폴 2세는 열대 풍토에 적합한상아 및 천연 고무로부터

문제의 핵심은 레오폴 2세의 콩고 지배에 대한 역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거대한 영토를 몇 개의

지리(지질)학적 힘과생태인류학적 힘이 유기적인상관

영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Congo Free Stare 1906, 104;

성을가지면서 열대 공간의 식민주의적 생산기전을 어

Vanrhemsche 2012, 22; Nelson 1994, 8이. 한편으로 그는

떻게 만들어 갔는지이다. 이런 물음을 탐구하려면, 지리

근대적 미디어인 댈레그라프와근대적 교통수단인 증기

학 및 지질학, 역사학, 생태인류학, 열대의학(tropical

기관차 및 증기선을 도입하여 콩고의 광활한 영토를 효

medicine}의 어 느특정 한분야로는유기적이고총체적

율적으로통치하려고 했다.근대적교통 · 통신수단은

인모습을인식할수없다. 그림 1 이 보여주듯이, 역사

공간의 시간적 지배를촉진하는데 효과적으로작용하였

지리학과 역사지질학, 생태인류학, 열대의학 사이 의 융

다. 다른 한편으로 레오폴 2세 는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

합적연구가절박하게요청 되는이유가여기 에 있다.

하여 콩고에서 오랫동안 노예무역을 해왔던 아랍계 무

특히 생태인류학은“인간생 태학에서 생물생 태학의

역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면서 콩고의 생태

개념과관점을, 역사생 태학에서 복잡계 자연과학의

환경을마구잡이로 훼손시켰다. 레오폴 2세가 콩고를실

개념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오명석

2012, 209) 학문적 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열대
학(tropical srudies)2l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

다. 결국, 이 글은 스탠리의 열대 콩고에 대한 세 차례
의 지리적 탐험을통한콩고의 자연지리와인문지리 에
대한 조사가 레오폴 2세에 의한 콩고자유국의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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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어떻게 콩고의 식민 지배로 이어졌는지를 공간

19)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을 각각 방문하여 관련 역

적 관점에서 분석하려고한다.둘째,식민 권력이 열대

사인류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탐방

콩고의 생 태 인류학적 경관(riverscape and landscape)죄을

과박물관답사에근거하여 l차사료및 2차문헌들을분

어떻게 파괴시켜 나갔는지를분석함으로써 역사지리

석하였다.

(지질)학적 행위로써의 제국주의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
려고 한다. 세째, 이 글은 레오폴 2세의 통치가 콩고의

2. 제국주의 건설을 위한 지리학

수면병과 천연두를 비롯한 열대 질병의 창궐을 어떻게
촉발시켰으며 이런 창궐이 열대 공간의 식민적 생산과

1) 콩고의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만들기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물음들에 대해 탐구하기

“1875년만 해도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의 내부 보다는

위하여 콩고를 재차 탐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콘라

달의 자연지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Ascherson

드를 연구하기 위해 콩고를 방문했을 때도 그랬듯이, 지

1999, 85). 레오폴이 스페인 제국 시대의 중심지였던 세

리학자드렉 그레고리 (Derek Gregory)의 ‘공간적 사유’를

비아의 ‘서인도제도에 관한문서보관소’에서 보낸 약한

연구 방법의 모텔로 삼았다 대서양 연안의 영국 캠브

달의 체험은향후그의 콩고식민통치에 대한출발점이

리지대학에 재직하였던 그레고리는 r지 리학적 상상력

되었다.여기서 레오폴은 r자바또는식민지를어떻게관

(The Geographic,씨 Imagi,natio껴」이라고 이름을붙인 책의

리할 것 인가Ga때; oι How to Manage a C이ony)」( 1861)에

초고를 거의 완성했을 때인 1989년에 태펑양 연안의

매료되어 세밀하게 읽어나갔다.제임스 머니 Games

캐 나다 브 리 티 시 컬 럼 비 아대 학(이1iversiry of British

William B. Money)가 쓴 이 책은 네덜란드가 철도와운하

Columbia)으로 직장을옮겼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

를건설하면서 자바의 커피, 설탕, 인디고, 담배의 플랜태

로의 지리적 장소의 이동을통하여,그는자신의 초고

이션(p때lta디on)에서 막대한수입을올리게 된과정을다

를 폐기하고 r지리학적 상상력들(&@찌phiκrd /magi,nations)」

루고 있는데, 레오폴은 이 책을통하여 식민지를갖고 싶

을 전면적으로 다시 집펼하였다(Gregory 1994, α-x). 그

은강렬한욕망에 사로잡혔다(이종인 옮김 2010, 55-58).

레고리의 이런 글쓰기는공간적 사유에 적합한방법이

그는 처음에 필리핀에 대해 흑심을품었다. 그래서 스페

라고생각되어, 수도 킨샤사(Kinshasa) 지역의 콩고 강유

인으로부터 필리핀을사들이려고시도했지만뭇을이루

역을 탐방

· 조사하면서 이 글의 전체적인 생각을 가다

지 못했다.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네덜란드가 동인도

듬었다.콩고는길거리에서도사진촬영이 금지될 정도

제도를,영국이 인도와싱가포르를식민화하는 상황을

로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다. 연구과정에서 심층 면담을

예의주시하면서, 레오폴은 남은 땅은 아프리카 밖에 없

했던 콩고인 및 콩고에 거주하는호F국인, 그리고 방문했

다고생각했다.그는영국왕립지리학회의 지원을받은

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서술할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

카메론(Vern야 Lovett Cameron)이 탐험했던 광대한콩고

각한다.아울러,벨기에는오랜기간에 걸쳐 콩고를식민

강유역에 대해 막상 영국이 별로관심이 없다는사실을

통치하였기에수도브뤼셀에있는중앙아프리카박물관

알아차렸다.또한카메론으로부터 이 지역이 “기후가건

(Roy꾀 Museum for Central Africa), 콩고를 비롯하여 중

강에매우유익하며경관이아름답고석탄· 절 ·금·

앙아프리카에 관한 역사인류학적 소장품들을 많이

구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설탕, 곡식, 과일 등의 산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케 브랑리 (Qi때 Branly)

물로넘쳐 나며 천연고무자원이 매우많다.” (Ascherson

박물관, 그리고 ‘콩고강 - 중앙아프리카의 예술’의

1999, 89)라는 이야기를듣고 레오폴은 마침내 콩고를 자

이름으로 전시회를 가졌던 (2013. 10. 22 - 2014. 1.

신의 식민적 욕망을충족시켜 줄 영토로 결정했다.

-9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레오폴 2세의 콩고 통치에 의한 열대 공간의 식민적 생산

레오폴은자신의식민적욕망을충족시키기 위한첫

대륙에 대한체계적인탐험과조사를하는데 있었지만,

단계로 1876년에 유럽의 유명한 탐험가와 지 리학자 24

실제로는 레오폴을 위한 ‘트로이 목마’로 작용하였다

명을 브뤼셀로 초청 하였다(Banning 1877, 149-151). 이

레오폴은 국제아프리카협회 내에 “북부콩고연구위원

들 중에는 영국왕립지 리학회장, 베를린지리학회장, 파

회”(Camire d’erudes du Haur-Congo)를 별도로 두었는

리지리학회장등유럽 지리학계에 영향력을가진 인물

데, 이 위원회가 협회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맡았다.

들이 다수포함되었다. 이 자리에서 영국왕립지리학회

1879년에 그는 이 위원회를 국제콩고협회 (Association

장인 헨리 로린손(Henry Rawlinson)은 레오폴에게 아프

inrernarionale du Congo)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국제아프

리카 지도를 보여주었는데, 이 지도에는 아프리카의 내

리카협회가유럽국가들사이의 명목에 불과한단체였다

부가거의 텅 빈지역으로나타나있었다. 이 지도를본

면 국제콩고협회는 레오폴이 콩고를 지 배 하기 위한 실

순간 레오폴은 콩고를 지배해야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질적인조직이되었다.

더욱굳혔다 지리학을좋아했던그는식민지 개척을 위

비록 벨기에 국왕이지만 입헌군주제에서 의회의 동

한학문적수단으로삼았다.여기서중요한점은제국주

의를 받지 않은채로 레오폴이 콩고 지배를 위해 스탠리

의가 가장 절정에 이 르렀던 시기인 1870년대부터 1910

라는 한 개인과 5년간의 계약을 맺은 사건은 서구 제국

년대까지 지리학의 근대적인 형식과내용이 갖추어졌다

주의의 역사에서 결코 찾아볼수 없는사례로 손꼽힌다.

는 점이다. “지 리학을도외시하고 제국을 건설하려는시

스탠리의 콩고 1차 탐험 ( 187 1 ∼ 1872)은 영국의 선교사

도는 마치 기후및풍토를고려하지 않은채로집을짓는

및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 벙 스턴(David Livin양tone, 1813

것과같았다."(Hudson 1972). 지리학은 제국주의의 성립

∼ 1873)을 찾아내는 것 이 주요 목적이었다. 스탠리가

을 위해 필수불가결한지식인 동시 에 실천적 도구였다

1871 년 11 월 10일에 리빙스턴을현재의 탕가니카호가

(Bell, Butlin and Heffernan 1995).

까운 우지지 (Ujiji) 마을에서 찾아낸 사건에 대해 유럽 언

이런 시대적 정황을 꿰뚫어보았던 레오폴의 원

론들이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하였다(Stanely 1895). 이 사

래 의도대로,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국제아프리카협회

건으로 유럽 언론계에서 일약 유명해졌던 스탠리는 영

(Association Inter띠rionale Afocane)를 설립하여 브뤼셀에

국과 미국의 신문사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콩고

본부를 두기로 결의하였고, 레오폴이 초대 회장으로 선

강을상류부터 하류까지 탐험 (2차탐험, 1874∼ 1877)하

출되었다, 이 협회의 목적은“아프리카에서 알려지지 않

게 되었다. 율리우스 카이 사르(G잉us J버때 Caesar, 100

은지역들을과학적으로탐험하며,문명 이 아프리카내

∼44 B.C)를 영국에 왔던 최초의 탐험가라고 간주하였

륙에까지 소개될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고, 흑인 노예

던 스탠리는“영국사람들 사이에 아프리카에 대한지리

무역을근절하는 데” 있었다(B때ning 1877, 155). 이 협회

적 지식이 널리 전파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고대 로

의 참석자들은“그리스도교, 과학, 그리고 무역이야말로

마인들사이에 영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전파되는데

아프리카의 사회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S때tley 1885a, l이라고 말했다.

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같이 했다(Banning 1877, 102).

또한 15 . 16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과 여행가들이

이 협회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곳곳에 무역 주재소를

묘사했던 아프리카와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탐험가들이

설치 하며 ,지역의풍토를조사하고식물 · 동물 · 광물

묘사해놓은모습을 비교하면서, 스탠리는아프리카에서

을연구할수있는실험실,탐험 가들을위한물류창고,

의 상업 활동의 가능성 에 대해 주목하였다. 스탠리의 명

그리고 열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실 등을 설치하

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레오폴 2세는스탠리에게 접근하

기로 합의했다 표면적으로 이 협회의 목적은노예무역

여 콩고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을 규제하고 무역을 통한 아프리카의 문명화를 꾀하며

스탠리도 영국의 인구가 먹고 살려면 당시 영국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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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던 터라 레오

4. 협회는해당종족 대표,즉족장에게 매월 옷한 별,
서명 당시 갖고있던모든옷가지를준다

폴 2세의 제안을받아들였다.

5. 협회는 해당종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외국의

“영국과아일랜드 인구는 3천 5백만 명인데, 이 두 섭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

의 경제력으로는이 중에서 6백만명 인구만을먹여살
릴 수 있다.2천 9백만명 또는지금이면 3천만명이나

이 다섯 가지 조항은 콩고의 사회적 정 체성 (soc1매

되는 인구는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먹여 살려야한

identity) 및 공간적 정체성 (spa디며 identity)을 인식하는데

다”(Sran!ey 1885a, 기‘

매우중요하다.콩고지역에 살고 있었던 2백여 종족들은

이렇게 스탠리의 콩고 3차탐험 (1879∼ 1884)은 레오

국제아프리카협회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자

폴과의 계약을통해 이루어졌다. 세 차례 걸쳐 이루어진

신들의 고유한 종족적 정체성 (ethnic identity)을 상실할

스탠리의 콩고 탐험은 강, 산, 호수, 식물, 동물, 광물 등

수 밖에 없었으며 콩고자유국의 국민으로 펀입되었다.

의 자연지리에 대한세밀한조사는물론이거니와,콩고

콩고자유국의 국민이 된다는것은유럽의 제국주의적 팽

분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의 삶에 대한 인문지리

창의 기초가되어왔던베스트팔렌조약&@뼈빼halian

적 조사를 포함하였다(S때ey 1885b).

1648)의 기본 정신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Dunn

2003, 39). ‘30년 전쟁’(1618∼ 1648)의 결과물로 체결되었

2) ‘콩고자유국’과 공간적 정체성

던 이 조약은 “정치적 주권, 지리적 경계, 영토적 통합”의

스탠리의 콩고 지리에 관한조사에 기초하여, 레오폴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의 중심에는주권적

의 지시를받은 영국의 퇴역 장성인 프레데릭 존골드스

권력 에 의해 구체적으로구획된 영토적 공간에서 지배하

미드(Frederick John Goldsmid)는 콩고의 약 320여 종족의

는‘국가’라는 개념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콩고자유국

족장들과동맹조약을맺었다. 하지만,레오폴은자신의

의 국민으로서의 콩고종족들의 사회적 정체성은레오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스탠리가 썼던 r콩고와콩고자유

이 설정해놓은지리적 경계에의해규정되었다.이 점을

국의 건설 (The Cong<]

and 앙1e Founding oflts Free Stat리」에

충분히 알았기에 레오폴과스탠리는지리적 공간에 대한

서 골드스미드의 이런 행위를은폐시키고 대신에 스탠리

명확한조사가이루어져야“근대적 사상을국민국가에

가마치 이런 계약을직접 한것처럼 보이도록책을출간

주입”(Stanley 1885a, 59-60)할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

했다O뼈 2007,28이 레오폴은 자신이 콩고의 영토를 직

다 이와같이 국제아프리카협회를 앞에 내세운 이 협약

접 장악했다는사실을교묘하게 위장할수 있었다. 이런

을통해, 콩고종족들의 사회적 정체성과공간적 정체성

과정을 거쳐서 레오폴은 벨기에보다 67배나 더 광활한

은콩고자유국의 이름으로만들어져갔다
주지하다시피,독일의 비 스마르크가주최한‘베를린

영토를지 배할수있었던것이다양자간에맺은조약은

西아프리 카회 의’(Berlin West Africa Conference, 1884∼

다섯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다(S때U아r 1885b, 195∼ 19기;

1885)는 유럽의 ‘아프리카 쟁탈과 분할’을 이해하는데

1. 조약을맺는종족은국제아프리카협회가문명과무

역을 위해 콩고 지역에 나리를설립하는 것o] 매우

세계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아프리카에

바람직하다는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해당종족은

서 오랫동안살아왔던 사람들의 토착 언어와 토착 신앙

주권과영토에 대한통치 권력을국제아프리카협회

(물신주의)이 근거하고 있는 풍토적 다양성을 전혀 고

에 양도한다 또한협회가콩고를통치하고문명화

려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던 제국주의적 분할은 현대

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한다.

아프리카국가의 모든삶을규정하는토대가되어 왔으

2. 해당종족은항상협회와힘을합쳐 외국의 침략에

며,현대 아프리카의 비극적 기원으로자리를잡아왔

함께맞선다.

다. 몇몇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 이 회의 자체가 아

3‘ 해당종족은영토및 영토내의 모든인구 및모든사

프리카를분할한것은 아니지만이 회의가기원인것만

회 시설들을협회가관리히는데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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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 하다(Forsrer, Mommsen, Wolfgang and Robinson

유무역을 전제로 레오폴의 콩고 지배에 동의해주었다.

1988;Adebajo 2010).

레오폴이 콩고를 개인 식민지로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미국은 서구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레오폴의 국제아

있었던 이유는 베를린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이 ‘베를린

프리카협회를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였다. 링컨 대통

회의에 관한 일반 조항’(Gene때 A다 of Berlin Conference)

령에 의해 벨기에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된 외교관샌포

에 서명하였기 때문이다. 베를린회의는 레오폴에게 날

드(Henry Shelron S때ford)는 임 기 (1861 ∼ 1869)를 마친 후

개를달아주었다 이제그가해야할일은“벨기에식민

에도 브뤼셀에 제류하였다. 레오폴은 샌포드에게 미국

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흑인 국가를 확립하는

정부가국제콩고협회의 콩고 지배를 인정해달라고부탁

것”이었다(Sr.뼈ey 1885b I, 54). 레오폴은 1885년에 국제

하였다. 샌포드의 로비에 설득이 된 21 대 대통령인 체스

콩고협회를콩고자유국으로바꾸어 거대한콩고지역을

터 아서 (Chesrer A. Anh따, 재임기간 1881 ∼ 1 885)는 의회

통치하기 시작했다. 표 1은 레오폴이 얼마나 거대한 땅

에 연두교서를발송했다. 이 교서는샌포드가쓴글을약

덩어 리와 인구를 지배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Sr때ley

간수정한것이다.“국제콩고협회는콩고강의 영구적인

1885b II, 365).

정치적 지배를목표로하지 않고중립을지킨다”는것이

콩고를자신의 개인 식민지로삼은 레오폴은 이 점을

다. 샌포드는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존 타일러 모건

매우 강조하였다 “콩고는 냐의 재산이다. 콩고의 사람

Oohn Tyler Mor뽕n)이 미국흑인을아프리카로되돌려 보

들은 냐의노예이다. 콩고에서 산출되는모든 것들은 내

내는데 관심이 있음을 알고 모건을 설득하였다. 모건은

것이다. 내허락을받지 않고콩고의 영토에들어오는사

레오폴의 콩고 소유권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

람들은 내가정한법에 따라다루어질 것이다.”(이탤릭

출하였고 상원은 이를 의결하였다. 이렇게 하여 1884년

체는 필자의 강조, Morel 1905, 295). 지도 l 이 보여주듯

4월에 미국은서구에서 최초로 레오폴의 콩고소유를 인

이 레오폴은 1893년에 자유무역 지대 중에서 가장 접근

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후로도 샌포드는 레오폴의 지원

성이좋은지역 -약 l 백만평방마일에해당한다-을

을 받아 1886년에 샌포드 탐험 대 (Sanford

‘왕관의 영 역’(Dom따ne de la Curonne)으로 선언하여 완

Exploring

Expedition)를조직하여 콩고에서의 각종무역 사업에 뛰

전히 자신의 개인 소유지로 설정하였다.

어들었다(Whire 1967; Meyer 1971).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는것을우려했던 비스마르크도국제아프리카협회를

3. 노동력과 전쟁: 열대 공간의 식민적 생산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두 경쟁 국가의 힘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는“콩고에서 자유무역만보장된다면 어떤 나라

가콩고에 대한주권을주장해도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콩고에서의 자유무역만을 원할뿐이라고 주장

1) 역사지리(지질)학적과 생태인류학적
행위로서의제국주의
표 2가 보여주듯이 (S때괴이r 1885에, 콩고 분지 (b왜n)는

했다. 포르투갈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콩고에서의 자
표 2 아프리카분지및인구
표 1 콩고지역의면적과인구

콩고지역을지배한국가
프랑스
포르투갈

미지배영토

콩고자유국
총계

면적(명방마일)

분지

인구(명)

62,400
30,700
349,700

2, 121,000
276,300
6,910,000

1,065,200
1,508,000

42,608,000
51,8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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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00,000

23,000,。00

나일

900,。00

잠베지

700,。00

36,000,000
10,500,000

크。'!.」「-

1,300,000

39,600,。00

차드

300,000
4,100,000

15,000,000
50,000,000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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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평방마일)

니제르

비고
이집트제외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1호(2014)

아프리카에서 가장넓게분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인

강수가 더 많다. 이에 반해 열대 사바나 기후의 특정은건

구도가장많은지역이다.콩고분지는생태학적으로강,

기와우기가계절적으로교차하면서 나타나는데 있다.

소택지(늪), 삼림, 사바나(Savann에의 네 지대 (wne)로 이

이와같은풍토의 차이로 인해 생물군집의 서식 장소

루어지는데, 콩고 분지의 생태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

를지칭하는‘비오톱’(biorope)이 아주다양하게 전개되고

요한점은이 네 지대가고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유

있을 뿐만 아니 라(Vansina 1999, 43 44), 경제 활동 방식

통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Harms 1981, 15-1이. 예를

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며 사용하는 언어도 종족별로 다

들면, 강수량이 특히 많은 해에는 소택지가상대적으로

르다. 이런 다양성은정치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아

증가하게 되어 토착민들의 거주공간이 영향을받을수

주자그마한종족사회부터 시작하여 큰규모의 ’왕국’

밖에 없는 것이다. 지도 2가 보여주등이, 기후학적

콩고(Kongo Kingdom) - 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조

으로 볼 때 콩고는 크게 분지에 해당하는 열대 우림 기
후(tropical rainforests climate)와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
역의 열대 사바나 기후(tropical savanna climate)로 이루어

진다 열대 우림은 연중 평균 기옹이 섭씨 27도로, 평균
기온 일교차가 평균 기온 연교차보다큰 몇 안되는 기후
형에 해당한다. 하루에 기온이 31 32도까지 올라갔다가
가장낮은때는해뜨기 직전으로 21-23도까지 내려간다.
“밤이 열대의 겨울이다.” 연간강수량은보통 150-250 센

티미터로, 열대 몬순 기후만이 열대 우림 기후보다도 연

직을 갖고 있다 친족 관계도 모계 사회와 부계 사회 모

두 나타나고 있다. 온대 풍토에서 발달해왔던 근

· 현대

인류사에 익숙해진 사유 방식으로는 열대 콩고의 자연
과삶의 역사성을인식하기란결코용이하지 않다.

레오폴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의 콩고는 열대
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자신의 2차 탐

험에서 스탠리는콩고중부를탐험하면서, ‘에덴’과도같
은 열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色의 풍요로웅

에매순간감탄사를날렸다 ”아!친구들이여,이곳은풍
요로운지역이야l 저기 코펄을봐, 연보라색 물감이 아주

많아서 돈벌이하기에 제격이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Sc때ley

1885b II, 95). 루빌라시 (Lubilash) 지역을

통과했던 포그(Pogge) 박사와 와이스만(Weissman) 중위

의 말을 인용하면서 스탠리가 기록한 다음 내용은 제국

주의가작동하기 이전의 콩고의 생태인류학적 경관이
이후의 그것과 얼마나현저히 다른지를 보여준다.
“콩고는인구가과밀한지역이다.어떤마을은수마일

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집들은기름야자나무와바나
나나무로둘러져 있으며 가옥이 용도별로잘세분되
어 있어서 깨끗하며 살기에도 편하다, 그리고 아프리

카사람들이 일상적으로살아가는방식과아주다르
게,여성은가사일에 종사하며 남성은토지를경작하
며 살아간다”(Stanley 188Sb II, 351).

중앙아프리카에서 널리 노예무역과상아무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랍계 무역상인 티푸 탑 (Tippu Tib,

1837∼ 1905)도 스탠리에게 콩고의 동남부 지역을 다니

면서 인구 밀도가 높다는데 놀랐다고 하면서 사바나의
지도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콩고 북부의 북동부를 탐

2. 아프리카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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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했던 독일 탐험가인 슈바인푸르트 (George

김 2008, 224). 마시의 r인간과자연J은 마치 레오폴의 철

Schweinfunh)도 이 지역의 자연이 보여준놀라운 아름다

도건설에 의해 촉발된삼림의 파괴, 기후의 불안정,토양

움에 대해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Stanley I 885b II, 351).

의 소실, 식생 (vegeta디on)의 변화가생태환경 의 유기적인

그러나, 레오폴이 콩고자유국을통하여 식민 지배를

균형을 어떻게 치명적으로 붕괴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본격화하면서 콩고의 생태인류학적 경관은완전히 바뀌

묘사하는것처럼 얽혀진다‘ 마찬가지로강조해야할

었다. 로저 케이스먼트는 콩고자유국에 인접한 나라인

점은, 인류학자 전경수가 논의했듯이 , 식 민주의가

보마(Bo ma)의 영사 자격으로 1903년에 영국 정부의 지

초래한삼림 파괴가생태인류학적 힘으로도작용했

시를 받아콩고의 인권상황을조사하여 소위 r케이스먼

다는 데 있다(전경수 1992, 106-

111; 全京秀, 85-95).

트 보고서 (Casement Report)」(1904)를 발간하였다. 그는

콩고의 토착민들은삼림이 제거되어 버린 정든마을

이 보고서에서 콩고의 참담한상황에 대해 “내가아프리

을 떠나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였다. 레오폴의 식민 지배

카 내륙을 여행 중에 관찰했던 가장 현저한 변화는 토착

는새로운사회적정체성을갖게된콩고자유국국민들

민들의 삶이 모든곳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이

을 대규모로 이동시켰다.콩고자유국은새로운식민공

다.”(Casement 2006, 133)라고 말했다. 스탠리의 지리 탐

간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노동력의 공급을 절실히 필

험과케이스먼트의 인권조사사이에 약 20년이 흘렀다.

요로 했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 농업 생산, 상

도대체 레오폴은 어떻게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열대 콩

아무역과뒤이은고무무역,도로및철도공사,광산개

고의 생태인류학적 경관을완전히 붕괴시켰을까?

발등새로운식민공간을만들어가기위하여수없이많

레오폴이 자신의 제국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콩

은 노동력 이 요청 되 었다 (Lyons 1992, 99; Rupp 20 11,

고강유역에 건설했던 철도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서

190 192). 이러한강압적인식민적 노동은토착민들의

구제국주의가어떤과정을통하여 역사지리(지질)학적

사회적 정제성 및 공간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

힘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철도 건설을

켜나갔던 역사지리 (지질)학적 힘이다.

위해 제일 먼저 해당 지역의 삼림을 대규모로 제거해야

천연 고무의 무자비한 남벌은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하는데, 식민 권력의 이런 행위가 가져온 역사지리(지질)

거주해왔던 삶의 공간을 불가역적으로 바꿔놓아 버렸

학적 의미는 결코간단하지 않다. 특히 인간행위의 역사

다. 이러한공간적 정체성의 변화는수천 피트(feet)의 두

지질학적 의미를강조했던조지 마시의논의를레오폴지

께로 넓은 지역에 걸쳐 연속된 층위를 형성하는물질을

배의 콩고에 적용한다면, “삼림 의 파괴나제거는 2 3세

공급해왔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한 미생물에

대에 걸쳐 지질학적 격통이 초래하는 것과마찬가지로 치

대해 토착민들이 오랜 기간 발달시켜왔던 면 역 체계를

명적인 폐해를가져다주며,용암과화산재에 매몰되는
것보다도 더 절망적으로 지표를 황폐화시킨다”(홍금수
옮김 2008, 259). 마시에 의하면, 삼림이 소실되면 풍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함께 변한다. 그래서 기후는 불

붕괴시켰다. 5백만 년 간공진화(co-evolu디on)했던 말라
리아와 토착민들의 생태적 관계가 일시에 붕괴되고 수
표 3 . 콩고의무역상품내역과화뼈|총액(단위;빌기에프랑)
「
口-여『 λ。}걷
;'}

안정하게 되고토양은원래의 물리적 성질을 상실하여 태

천연고무

양과바람에 의해 말라져서 가루로날리게 된다 부엽토

상아
야자나무열매

를상실해버린 대지는척박해져서 자연의 생산성이 현저

히 떨어진다 대지를 덮고 있던 비옥한유기질 토양은축

야자유

1895년

1899년

116,768
795,700
590,781
462,609

2,882,585
5,844,640
1,242,898
935,658
12,200

28,100,91 7
5,834,620
1,293,413
734,511
91,312

14,583
1,980,441

25,038
10,943,019

13,186
36,067,959

목재

축한저지대로쓸려 내려가썩어서 치명적인 열대 질병
을 유발시키는수생식물의 성장을촉진시킨다(홍금수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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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기타
총계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저11호(2014)

면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던 체체파리 (tse 잉e fly)가 놀

이런생태인류학적특정은콩고에서수백만명이나

라운속도로증가하면서,콩고지역에서풍토병으로존

죽어갔던상황을인식하는데중요한단서가된다.

재해왔던 열대 질병들은중앙아프리카전역으로급속

레오폴의 폭정을유럽에 고발하고콩고의 개혁에 혼

히 퍼져갔다(朱仁鎬 1989). 곳곳에서 발생했던 소규모의

신을 기울였던 모렐은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

국지전은물에 기름을붓듯이 열대 질병의 확산을더욱

럽의 콩고에 대한‘상업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파악하

부채질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사태는 우간다와 케

였다. 영국의 이집트 식민총독을 지냈던 크로머 (Evelyn

냐를 비롯하여 영국의 식민지에서 발생했던 1890년대의

B따ing, 1st Earl of Cromer, 1841 ∼ 191 7)가“벨기에의 콩고

가뭄과 대기근으로 야기되었던 생태적인 파괴와 맞물

통치는 전적으로 ‘상업적 원칙’(commercial principles}에

려, 열대 질병은예측불가능한방향으로 전파되었다. 이

의해 이루어진다”라는말을 인용하여,모렐은콩고의 핵

처럼 레오폴이 향유하였던 식민 권력은 역사지리(지질)

심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유럽과 아

학과 생태 인류학적 힘으로 작용하여 콩고의 공간을

프리카사이의상업적인관계에달려 있다라고주장했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깊이 개입하였다.

i::.j-(Morel 1904). 1904년에 “콩고문제의 ‘상업적’측면”이
라는글을썼던모렐은영국

2) 무역의 생태인류학적 공간에 대한 영향

프랑스 · 독일의서부아

프리카에 대한상업적 생산이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2천

영국의 사회사상가인 벤저민 키드(Be띠때lli1 Kid이는

4백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1809년과 1902년 사이 에 콩

r열대의 통저] (The Control of the Tropics}」(1898)에서 두가

고의 전체 수출액 7,360,132 파운드 중에서 6,146,974 파

지 중요한시대적 징후를지적하였다. 하나는 서구의 “많

운드가 고무 수출이 차지하였다라고 통계적 근거를 제

은사람들이 근대 세계의 복합적인 삶이 열대 지역의 산

시하였다(Morel 1904). 1902년도의 경우에, 콩고자유국

물에 의존하고 있다는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이

의 총 수출액은 2,002,780 파운드 중에서 고무 수출은

며, 다른 하나는 “영국과미국의 무역에서 열대와의 무역

1,669,341 파운드에 해당하여 전체 수출액에서 83.4%를

이 각각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것이다(Kidd 1898,

차지하였으며, 특히, 전체 수출액에서 콩고북부의 고무

17). 1890년대 서구는 열대 지역이 제국의 발달을 위해서

수출액은 1,665,077 파운드로 이 지역이 고무 수출의 거

중차대하다는점을분명히 인식했던시기임에틀림없다.

의 대부분을 점유했던 것이다(Morel 1902, 93).

무엇보다도 레오폴의 콩고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

표 3(Encyc

년대에 천연고무가샘f를제치고콩고의 무역 상품에서

는 콩고인들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살상과 전쟁을 전면

더욱큰 비중을차지하고 있었던 시대의 이런 정후를 재

적으로 초래하였다. 아랍계 노예무역 상인들을 콩고에

빨리 포착했던, 레오폴은콩고자유국의 고무수익을극대

서 모두몰아내었던 레오폴은 무역 증대를 위한노동력

화하려는 목적으로 영국인 대령 존 노스Oohn 깨om잃

을확보하는과정에서수많은인명을주저하지않고살

North)와 함께 ‘영국-벨기에 인디아 고무 및 탐험회사’

상하였다 스탠리와샌포드의탐험을도왔던 글레이브

(An멍o-Be방an In버a Rubber Company 1892)를 설 립 하였

(Edw뼈 James Glave}에 의하면, 콩고는 야만적인 노예무

다. 이 회사는 나중에 콩고자유국의 무역 전체를 총괄하

역으로 1890년에 이미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

는 ‘벨기 에 콩고회사’(Comp쟁lie du Congo Be멍e)로 이름

다(Glave 189이. 콩고 강 유역에서 오랫동안살아왔던 약

이 바뀌게 되었는데, 1890년대에 이 회사의 주가 및 수익

200여 종족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간에 전쟁을 하면서

이 수십 배로 뛰어 올랐다. 열대 풍토에서는 대량으로 자

수없이 죽어나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의약품은

라나는 야생 고무를수확하는 데 자본 투자 및 비료는 전

커녕 먹을 식량도없는 아사지경에처했다.

‘

레오폴의 식민통치자들은 ‘볼모잡기’라는 독특한 방

혀 펼요가 없었고오로지 노동력만 있으면 되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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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폴 2세의 콩고 통치에 의한 열대 공간의 식민적 생산

법을사용했다.그들은한마을에서 여성들을볼모로잡

콩고의풍토는수면병,천연두,말라리 아를비롯한각종

아놓고 그 마을에 책정된 야생 고무를 갖고 오지 않으면

열대 질병들이 창궐하기에 매우 적합하게 되었다. 여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남성들의 손목을, 심지어는 어린

서 강조해야 할 점은, 레오폴의 식민통치자들이 콩고에

이의 손목조차도 가차 없이 잘라버렸다. 다음으로 고무

들어오면서 기존의 지역 에서 노예무역 행위를 하고 있

무역의 급격한 성장은 대규모 철도의 건설로 이어 졌다.

었던 아랍 상인 세력 사이의 충돌과 대립 과정에서 콩고

철도는식민 권력의 영토에 대한지배의 속도를가속화

의 수연병이 대규모로 창궐했다는 점이다(Ford 1971,

하는데 더할나위 없이 적합한기술이었다.콩고강하구

463) . 수면병은콩고지역의 고유한풍토병이기는했어

의 도시 마타디 (Mata버)에서 콩고 강 상류의 ‘스탠리 폭

도 레오폴의 식민 권력과아랍상인 간에 있었던 수많은

포’에 이르는 366 킬로미터의 협궤 철도 건설 (1890∼

전쟁이 있었기에 중앙아프리카로 크게 전파되면서 인

1898)은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전염병의 창궐로 이어

도양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한

졌다. 레오폴이 ‘그리스도교적 문명화’의 이름으로추진

장소에만 거주해왔던 토착민, 그 지역에 고유한 각종 기

하였던 교통 · 통신의 확대는 수면병의 전달매개체인

생충과 각 동물들은 전면적으로 다른 장소로 대 이동을

‘체제파리 ’(tsetse R”가 콩고 강을 따라 급속도로 전파하

할수밖에 없다(朱仁鎬 1989, 45). 수면병의 병원체인트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하였다(Lyons 1992). “철도에 놓인

리파노소마(trypanosoma)가 기생하는 체제파리의 광범

침목 하나에 한 명의 아프리카인 목숨이, 전신주 하나에

위한확산이 수면병의 전면적인 창궐을촉발시 킨 것이

유럽인한명의 목숭이 희생되었다.”(Axelson 1970, 204).

q(Ford 1971 , 494).

전쟁과살상은사람만을상대로 한것이 아니라 콩고

서 아프리카와 서인도제도의 노예틀을포함하여 중국

의 열대 자연,즉 식물 · 동물 · 광물에 대해서도 무차별

에서까지수입된노동자들은말라리아와천연두를비롯

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가 역사지리(지

한 열대 질병에 속수무책으로죽어갔다. ”철도가통과하

질)학적 힘을통하여 콩고의 생태인류학적 경관을근본

는강의 급류 지역은수면병 의 옹상이었다. 수면병은 아

적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을 의미했다. 오랫동안콩고 강

프리카의 심장을 집어삼키면서 대륙 전체를 통과하여

유역에서자신들만의생존양식으로살아왔던토착민들

인도양의 거의 모든해변을휩쓸고지나간다.”(Casement

은 근대적 무역의 기계적인 도구로 전락하면서 빈곤과

2006, 132)‘ 영양실조는 이런 사태를 더욱부추겼다‘ 기

영양 결핍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전쟁과살상으로 콩고

아와질병의 악순환고리가수십 년간지속되면서 이루

의 풍토가 회복불능상태가 되면서 토착민들은 하루 세

헤아릴 수 없는 콩고 토착민들이 세상을 떠나갔다. 미국

끼를 때울 수있는가장기초적인생존수단도상실하고

의 역사학자이며 언론인이요 법률가이며 신학자 겸 목

말았다. 토착민들은“배고프고 거처할곳이 없어서 숲으

사 조지 워싱턴 윌리 엄스(George Washington W山1ams)는

로 도망쳤지만, 아파서 죽은 시체가 되어 돌아왔

콘라드와같은 1890년에 콩고를 여행하고 온 후에 「레오

다.”W때sina 2010, 13이 이는다시 콩고의 생태인류학적

폴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레오폴의 잔학

공간을 더욱 처참한지경으로몰고 갔다. 한 때 스탠리조

상을처음으로서방세계에 알렸다. 이 서한에서 윌리엄

차도 찬탄해마지 않았던 콩고의 풍요로운 자연과 토착

스는 “열대 질병을치료할수 있는 병원도하나설립하지

민들의삶사이의관계는도저히끊을수없는 악순환고

않은 채로, 1,508,000 평방 마일의 열대 콩고를 통치하

리를만들어갔다.

는” 레오폴 식민 정부에 대해 “도덕적, 군사적, 재정적 ”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Williams 2006, 125).

3) ‘환경위생의 경계선’과 열대의학의

“나는지금까지 병원도짓지 않고 열대 지역에서 정부

공간적 특징

를만들려는유럽 인들을 생각할수조차 없었습니다.

레오폴의 식민 통치자들이 근본적으로 바꾸어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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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콩고강 입구에서 부터 상류인 7번째 폭포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저11호(2014)

지역에이르기까지 1,448 마일에해당하는거리에유

궐을촉발시켰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럽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병원도 없습니다. 대신에

(Dutton 1904a). 조사팀은 ‘환경위생의 경계선’(sanirarγ

콩고자유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병든 아프리카인들

cordons)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즉각적으

위한단지 세 개의 오두막집만보았습니다.“(Williams

로 실행에 옮겨졌다. 어느 누구든지 수면병이 창궐했던

2006, 123)

지역으로의 출입은행정적 통제를받아야했다(Lyons

윌리엄스의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레오
폴은 뒤늦게야 열대 질병이 식민 통치를 저해할수 있음
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식민통치자들은 광활한 콩고 지

역에 겨우 6개의 접종 기관과 20 군데의 방역소를 설립
했는데 (A Bel밍an 1903, 177), 이것도주로콩고에서 무역

사업을하고 있는 서구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1903년에 수면병 이 콩고 전역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레오폴의 식민통치자들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열대의학 연구기관인 리버풀 열대의학교 (Liverpool

Sch。이 ofTropical Medicine)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요청하

였다. 리버풀 열대의학교는 영국의 식민청장관이었던

1992, 97-98 & 106-107; Warboys 1994). 이 경계선은 열
대 질병에 대한공간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레오폴
에 의한 열대 공간에 대한통치 방식의 특징을 명백히 보
여준다 그럼에도,이런접근방식으로는수면병의창궐

을완전히 해소할수없었다.왜냐하면,노동력의 이동을
막는다면, 콩고에 대한식민 지배는 지속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콩고인들의 사회적 대이동은 강제적인 식민 노
동의 펼연적인 결과였다. 이와같이 레오폴의 식민 지배

로 인해 초래되었던 노동력의 사회적 대이동은 열대 콩
고의 생태환경 공간을근본적으로 바꿔놓아 버렸다.

조셉 챔벌린 Ooseph Chamberlain, 1 836∼ 1914)의 정치적

4. 맺음말

결단과 벨기 에해양회사(Compagnie Beige M따itim앤의

대주주였던 알프레드 존스(매fred Lewis Jones, 1845∼

1909)의 재정적인 지원에 의해 1898년에 설립된 열대의

레오폴의 식민적 욕망이 잠복되어 있었던 국제아프

학 최초의 전문 의학교육 기관이 었다(Power 1999). 리 벼

리카협회와국제콩고협회를 거쳐 가시화된 콩고자유국

풀의 상공회의소를대표하면서 리버풀의 콩고자유국 영

의 등장은 조상 대대로 같은 생태인류학적 공간에서 살

사를 맡는등 리버풀의 최고 권력자였던 존스는 안트워

아왔던 토착민들에게는사회적 정체성과공간적 정체성

프(Amewarp)와 콩고를 오가는 자신의 선박회사 선원들

의 전면적인전환을촉발시켰다.그들은베를린회의를

이 열대 질병에 걸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

통해 서구가 합의해주었던 콩고자유국의 영토 내에서

하기 위해 열대의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레오폴의주권적통치를받아야하는국민이되었다콩

레오폴과존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미 아프

고강을중심으로중앙아프리카지역을자유롭게 다녔

리카곳곳에서 열대 질병에 관한 역학적 조사를 13번이

던 토착민들은 더 이상그럴 수 없었다. 오랫동안같은종

나수행한적이 있었던리버풀열대의학교는 1903년에

족적 정체성을유지해왔던토착민들이라고하더라도브

에 버 레트 더톤0. Everett Dutton), 존 토드Gohn Lancelot

라자벌 (Braz.av피e)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가 지배하는 지

Todd), 커스베르트 크리스티 (Cuthbert Chris대)를 중심으

역 - 현재의 콩고공화국이다 - 과 킨샤사중심의 콩고

로 하는 조사팀을 콩고에 파견하였다(Dutton l 904a &

자유국으로나뉘어 거주하는순간, 서 로다른 사회적 정

1904b). 더톤이 열대 질병으로 사망하고 크리 스티는 영

체성과공간적 정체성을갖게 된 것이다

국으로 돌아간후에, 실질적으로 조사팀을 이꿀었던 토

콩고자유국의 통치자인 레오폴은 2천 킬로미터가 넘

드는 “제국주의의 미래는현미경에 달려 있다.”(Lyons

는 철도 건설을통하여 증7] 기관차들이 달릴 수 있도록

1992, 69) 라고 믿었던 과학자였다 리벼풀조사팀은콩

했으며,무려 l만톤이 넘는증기선이 다닐수있도록 해

고자유국 국민들의 대규모 사회적 이동이 수면병의 창

운 시 설을 설치하였고, l 천 5백 킬로미터가 넘는 텔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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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폴 2서|의 콩고 통치에 의한 열대 공간의 식민적 생산

라프 시설을설치하여 콩고와유럽 사이의 미디어 통신

류학, 열대의학의 융합적 지평에서 서구의 열대에 대한

이 가능하도록 했다(A Belgian 1903, 17이. 근대적 의미에

식민 지배의 본질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열대학

서 공간의 생산은 이런 교통 및 통신 시설을통해 가능했

(uopical sru이@) 연구에서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

던 것이다. 콩고자유국의 통치에 의한근대적 공간의 생
산은 전통적인 공간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면서, 이전과

;ι

-「

는다른생태인류학적 경관이 만들어졌다.

상아와고무무역은레오폴의 식민통치에서 가장핵

1) 찰스 다윈의 r종의 기윈(1859)보다 불과 5년 후에 조지 마
시 (Geo뺨

심적인상업적 이해관계를보여준다. 이를둘러싸고아

Perkin Marsh)가 썼던 r인간과 자연J은 인간의 자

연에 대한 행위가 역사지리학적 역사지질학적 의미를 갖

랍의 노예무역 상인들과레오폴의 식민통치자들사이의

는다는 것을 보여준 탁월한 고전이다. 1864년에 출간되었

전쟁은콩고의 역사지리(지질)적 공간을바꾸어놓았다.

던 이 저작을 1965년에 다시 엮어 세상에 내보였던 역사지
리학자 데이비드 로웬탈(David μ、.venchal)은 ‘한국어판 서

무역 행위를통하여 더 많은이익을남기기 위한전쟁으

문에서 마시의 생태적 통찰과 사회 개혁의 융합이라는 메

로 인하여 콩고의 생태인류학적 경관은 서구 제국주의

시지는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로웬탈은

의 이해관계를충족시키는방향으로변화해갔다 설상

아담 스미스어따m S때ich)가 정치경제흐에서, 뷔훔Georges

가상으로 레오폴의 식민 권력은 천연 고무의 수확을 위

Louis

[떠eπ Comte de Buf!O띠이 자연사(띠rural history)에서 ,

휘턴(Henry Wheacon)과 그로티우스떠ugo Groti뼈가 국제법

해 콩고의 생태환경을무참하게 훼손하였다 식민 지배

분야에서 성취했던 업적을 마시가 지리학에서 이룩하였음

는 아름다운 열대의 생태인류학적 공간을 완전히 변화

을 상기시켰다. 1874년에 출간된 2판의 제목 r인간의 행동

시킨 것이다. 역사지리(지질)학적과생태인류학적 힘

이 변형시킨 지구(The &벼1 as M뼈fied

by Human

Actio미」

가 마시의 저작이 말하려는 논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으로서의 제국주의가 열대 콩고에 대한공간적 생산의

준다 마시는 인간 행동의 역사지리학적 역사지질학적 힘

형식과내용을규정하는가장중요한힘이된것이다.콘

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인류세’(Anthr때αne)를 개념화

(Crutzen 2002) 했던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젠 (Paul

라드의 말대로 온 유럽이 합심하여 r암흑의 심장」의 주
인공 커 츠(K따π)를 만들었듯이 (Conrad

Crutzen)보다 약 150년 이전에 마시는 이미 인류가 지구를

2006, 14), 제국

변형시키고 있음에 대해 선견지명을 보여주었다 미국 외

주의의 절정기에 미국을포함한서구가합심하여 레오

교관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생활하였던 마시는 인

간이 식물, 동물, 삼림, 토양, 물에 대해 영향을 끼쳐왔음에

폴의 콩고 지배를 지지하였다.

대해 주목하면서 인간의 행동이 역사지리학적 역사지질학

결국 레오폴은 콩고자유국의 행정적 · 법률적 장치

적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분석하였다 하

를 활용하여 콩고를 몇 개의 영역으로 구획화함으로써

지만, 미국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마

시는 인류라는 종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역사지리학적 역

식민 지 배의 물질적 근거인 천연 고무 및 상아무역을극

사지질학적 힘과 행위으로서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간과

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력의 대규모 확보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역사지리학과 역사지질학
을 같은 층위로 파악하여 사용한다

와동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콩고의 풍요
로웠던 생태인류학적 공간의 파괴와 결합되면서 열대

2) 열대학은 멸자가 기존의 학문 체계를 융합하면서 새로이
정립하려는 학문 체계이다 r열대와 서구」(이종찬 2009)에

질병의 창궐로 나타났다. 절대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고

서 시작하여 r난학의 세계사r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리가 만들어지면서 수백만 명이 콩고에서 죽어 나갔다.

유럽과 열대에서 접속하다」(이종찬 2014)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열 대학의 이론적 작업과 실천적 분석을 시도하고

리벼풀의 열대의학자들을통원하여 열대 질병을공간적
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었다. 이

있다.

3) 콩고 강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긴 강일뿐만 아

것이 레오폴에 의한 콩고의 식민 지배가 가져다주었던

열 대 공간의 식민적 생산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차대
조표이다 이 논문은 역사지리학 및 역사지질학, 생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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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연간 강수량은 다른 강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세계 최고이다 이런 점에서 콩고의 경관을 영어로 표기할

경우에 기존의 ‘landscape’만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강의
경관을 의미하는 ‘디ver=pe’를 함께 표기해야 마땅하다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1호(2014)

4) 원래

이 회사는 벨기에콩고해양회사(Compagnie

Manson,” idem (ed.) Warm Diseases and Western

Beige

Maritime

Medicine: The Emergence of Tropical Medicine,
1500- 1900, αio Medica, 30, 1-19.
Ascherson, N., 1999, The Ki’ ng /;ηco’porated· Leopold I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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