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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르완다> 와 르완다 종족학살 다시 읽기
1)하상복*

| 국문초록 |
<호텔 르완다>는 1994년 르완다에 어떠한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세계 곳곳에 알려
준 의미 있는 영화로 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서구적 관점이
투영되고, 승리자 혹은 점령자의 관점을 그대로 전파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은 르완다 종족학살과 관련하여 일면적이고 편파적인 이
해를 넘어서기 위해 영화에서 어떤 것이 수정되어야 하고,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는 검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영웅적 개인으로서 주인공의
재현, 주인공과 후투족의 대립,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종족 분리의 고착화, 서구 개
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화에 투영된 서구 관점을 비판한다. 3장에서는
1994년 종족학살 이전의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과 권력 투쟁, 전범 재판과 후투족
난민의 문제, 국내 정부 비판자에 대한 억압, 르완다의 콩고 침략과 약탈 등과 같이
누락된 이야기와 사건들을 고려하면서 영화가 승리자의 관점에 경도된 한계를 살펴
본다. 그리고 이 글은 종족학살의 참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호텔 르완
다>의 긍정적 측면, 서구와 승리자의 관점에 지배된 부정적 측면의 다시 읽기와 더불
어 영화의 교훈적 측면을 다시 읽어낸다. 즉 1994년 비극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현
재의 상황이 또 다른 비극의 발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적 측면을 제시하며,
영화에서 재현된 비극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스크린 밖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제 비극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요어: <호텔 르완다>, 르완다 종족학살, 서구 패러다임, 종족주의, 후투족, 투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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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94년 4월 시작된 ‘르완다 종족학살’(Rwanda genocide)은 다수 종족
인 후투족(Hutu)이 약 100일 동안 대략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투치족
(Tutsi)을 살해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비행기의 격추와 탑승한 후투족 대
통령 하비아리마나(Habyarimana)의 죽음으로 촉발된 종족학살은 우발
적이라고 하기에는 전후 과정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을 보
였다. 대통령 암살 직후 대통령 경호부대와 후투족 민병대 인터함웨
(Interhamwe) 등이 수도 키갈리(Kigali)를 완전히 장악했고, 사전에 준비
된 제거 명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투치족과 투치족에 우호적인 후투족
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후투족 라디오 방송 RTLM(RadioTelevision Libre Des Mille Collines)의 선동과 후투족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로 전국적인 투치족 학살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결국
이 비극은 독립 이후 후투족의 억압을 피해 주변국으로 망명한 투치족
무장 세력인 ‘르완다독립전선’(Rwanda Patriotic Front, 이하 RPF)의 무
력 진압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르완다 종족학살을 언급하고 있는 공식 역사, 언론, 문
학과 영화 등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회자되고 있는 비극의 요지이다.
이 글에서 다룰 영화 <호텔 르완다>(Hotel Rwanda)가 토대로 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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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맥락도 거의 유사하다. 아일랜드 감독 테리 조지(Terry George)가
2004년 발표된 <호텔 르완다>는 서구를 포함한 세계에 르완다의 비극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후투족이
가해자, 투치족이 피해자라는 구분과, 비극을 종식한 구원자로서 RPF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설정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분명 수많은
투치족이 학살당한 1994년 비극에서 앞서 말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
야기와 다른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그간 <호텔 르완다>가 재현한 비극에
다소 문제적 측면이 있고, 또한 영화가 토대를 두고 있는 르완다 종족학
살에 대한 공식 서사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들이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주장들을 통해 <호텔 르완다>를 이해하는 기존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르완다 종족학살을 둘러싸고 충
돌하는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호텔 르완다>가 받은 찬사와 긍정적 평가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
고, 영화 내용과 관련된 역사와 정치 등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 종족
학살을 일면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오류를 없애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
에서는 1994년 종족학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호텔 르완다>에
투영된 서구 관점을 파악하고, 이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영화에서 누락된 종족학살 전후의 이야기
와 사건들을 고려하면서, 편파적인 승리자의 관점이 어떻게 영화 속에
투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명 종족학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 의해 그 비극을 전달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포장될 수도 있고 중요한 측면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 글은 르완다 종족학살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그리고
도래할 수도 있을 또 다른 비극을 경계할 배경을 읽어 내는 과정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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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의 시각이 투영된 <호텔 르완다>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르완다 종족학살을 다룬 영화는 2편이다. 두
영화는 <호텔 르완다>와 <4월 어느 날>(Sometimes in April, 2005)이다.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영화가 5편으로 <100일>(100 Days, 2001),
<슈팅 독스>(Shooting Dogs, 2005), <키갈리에서의 일요일>(Un
Dimanche a Kigali, 2006), <터키석 작전>(Operation Turquoise, 2007),
<악마와의 악수>(Shake Hands with the Devil, 2007)와 같은 작품들이
다.1) 1편의 문학 작품도 있다. 이 작품은 내 부모의 침실 (“My Parents’
Bedroom”)로, 나이지리아(Nigeria) 작가인 우웸 아크판(Uwem Akpan)
이 2008년 출판한 소설집 한편이라고 말해(Say You’re One of Them)
에 포함된 단편소설이다.2)
이들 작품에서 다수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영화가 <호텔 르완다>이다.
영화는 종족학살 당시 실제 인물 폴 루세사바기나(Paul Rusesabagina)가
자신이 근무하는 밀 콜린즈 호텔(Mille Collines Hotel)로 피난 온 약
1,200명의 목숨을 구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재현된 작품이다. 영화에는 주
인공 루세사바기나와 아내 타티아나(Tatiana), 주인공과 물품 거래를 하
는 사업가이자 인터함웨를 이끄는 조지 루타간다(George Rutaganda), 후
투군 장군 오거스틴 비지뭉구(Augustin Bizimungu), 유엔평화유지군 책
임자 올리버(Oliver) 대령, 영국인 기자 잭(Jack)과 데이비드(David) 등이
1) Alexandre Dauge-Roth, Writing and Filming the Genocide of the Tutsis in Rwanda,
Lanham: Lexington Books, 2010. p.169.
2) <호텔 르완다>와 내 부모의 침실 을 다룬 국내 논문 2편으로 다음과 같다. 김현아,
역사적 망각에 대한 경고, 호텔 르완다 ,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
학회, 2010. 12, 423~433쪽. 임성숙, 소설 내 부모의 침실 과 호텔 르완다에 나타
난 탈식민주의-르완다 내전을 중심으로 , 영어영문 제23권 1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18. 2, 139~15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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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비록 서구 감독이 만들고 르완다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서 주로 촬영되었지만, 이 영화는 르완다의 비극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서구를 포함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작품이다.3)
그러나 영화는 찬사와 긍정적 평가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여러 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른 견해가 대
두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런 견해가 종족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들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감춘 채 비극의 본질
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재현이나 해석이다. 이 지점에서 <호텔 르
완다>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다. 신중한 논의들을 토대로
<호텔 르완다>의 긍정적 평가를 넘어서는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영화가
의도한 종족학살의 진정한 면모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포장하
거나 왜곡시킨 요소나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정하는 이런 접근
이 종족학살을 일면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 휘둘리지 않게 할 수 있다.
영화를 다시 읽는 시작으로 주인공 루세사바기나 중심의 서사 구조에
서 영화가 가진 문제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감독은 가해자 후투족으로부
터 희생자 투치족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영웅으로 루세사바기나를 설정
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물론 이 서사 구조는 실제 인물 루세사바기나
의 경험에 바탕을 둔 영화라는 점에서 감독이 채택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서구 관객에게 무리 없이 다가가기 위해 익숙한 할리
우드 스타일의 하나인 개인 영웅주의의 서사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도
3) Jonathan D. Glover, “Genocide, Human Rights, and the Politics of Memorialization:
Hotel Rwanda and Africa’s World War,” South Atlantic Review, Vol. 75, No. 2, 2010,
p.95; Derrick Alan Everett, “Public Narratives + Reparations in Rwanda: On the
Potential of Film as Promoter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 Reconciliatio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ol. 7, No. 1, 2009, p.124;
Lena Khor, “The Politics of Sentimentality and Postsentimentality,” Peace Review: A
Journal of Social Justice, Vol. 24, 2012, p.224; Tanja Sakota-Kokot, “When the past
talks to the present: fiction narrative and the ‘other’ in Hotel Rwanda,” Critical Arts,
Vol. 27, No. 2, 2013,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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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
하지만 이 서사는 고통 받은 주체인 르완다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
달하고 있는가를 고려하면 한계를 드러낸다. 분명 주인공은 르완다인이
지만, 그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는 다소 뒤틀린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도 보인다. 일차적으로 주인공에 집중되어 비극을 전달하는 과
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는 피난 온 투치족을 구출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을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재현한다. 그는 선악의 전쟁에서 무고한
희생자 투치족을 사악한 악한 후투족으로부터 구출하는 고결한 영웅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5) 반면 다른 르완다인은 개별성이 삭제된 비극적
인물(투치족), 혹은 폭력과 악의 존재(후투족)로 묘사된다. 이런 인물 재
현의 특징은 복잡한 종족학살의 문제를 영웅적 개인의 이야기로 축소시
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루세사바기나를 제외하고 다른 르완다인을
주변적 인물들로 축소시킨 영화는 비극을 그리면서도 그 상황에 고통 받
은 구체적인 르완다인의 다층적인 양상들을 스크린 밖으로 밀어내고 있
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로 인해 영화 자체에서 종족학살과 둘러싼 복잡한
요소들이 모두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제공한다.
영웅적 개인으로 설정된 주인공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보아야 할 이
유는 이 설정이 식민 잔재인 인종주의적 관점과 연루되어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인 내용 전개를 보자면, 영화는 명백하게 서구 백인의 인종차별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 책임자
인 올리버 대령이 루세사바기나에게 한 말에서 이를 증명한다. 올리버
대령은 서구가 서구인만 구출하고 호텔에 피신한 흑인 투치족을 구하려
고 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공을 포함한 이들이 흑인이고, 아프리카 르완
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언급에서 영화가 드러내는 서구 인종주

4) Alexandre Dauge-Roth, op. cit., pp.184~185.
5) Lena Khor, op. cit.,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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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판을 읽을 수 있다.
올리버 대령: 나한테 침을 뱉고 싶어질 텐데. 우리 눈엔 자넨 아무 것도
아니네.
루세사바기나: 우리라니요?
올리버 대령: 자네가 믿는 서구 세계의 권력을 가진 인간들 말이네.
그들에겐 자넨 무의미한 존재야.
루세사바기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버 대령: 이러지 말게. 자네가 모르면 누가 아는가? 여긴 자네 손
아귀에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호텔도 자네 걸로 할 수 있어. 하나
만 빼고 말이야. 흑인이라는 거. 그것도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거.
군인들은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네. 학살은 멈추지 않을 거야.6)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리버 대령은 유엔과 서구 국가가 계획하는
아프리카 정책의 이면에 인종주의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유엔 방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서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방침에 따
라 행동한다. 그는 유엔이 보복용 학살을 막을 계획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평화유지군이지 평화조정군이 아니요.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소”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추가적으로 영화
는 미국과 영국의 유엔 대표가 르완다 유엔평화유지군의 철군을 주장하
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하거나, 미국 국무부 대변인과 기자들 간의 대화
를 도입하며 이를 더욱 부각시킨다. 뉴스나 대변인이 말하는 의도는 분
명하다. 종족학살로 규정할 경우 1951년 유엔협정에 따라 미국 등 서구
가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이해관계에 따라 생명이 걸린
문제에 개입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서구의 입장을 비판한다. 대변인이 종
족학살(genocide) 대신 학살행위(the act of genocide)라는 용어를 쓴 이
유를 “상황에 맞게 용어를 선택할 뿐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서구는 이
6) <호텔 르완다>가 영화이기 때문에 대사를 직접 인용할 경우 쪽수를 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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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가 반영된 상황에 따라 아프리카 흑인의 조그만 나라 르완다에서
발생한 종족학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호텔 르완다>는 올리버 대령의 말과 뉴스 등을 통해 유엔과
서구 지도부가 가지는 입장의 본질을 드러내고, 종족 분쟁에 서구가 개
입하기를 꺼려하는 방침의 저변에 작동하는 인종주의를 명백하게 비판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화는 르완다 종족학살을 이해하는데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종족성(ethnicity) 요인과 별도로 인종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7)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종 패러
다임이 영화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또한 읽어낼 수 있다. 다시 말
해 영화가 식민 체제에서 구축된 서구와 아프리카, 백인과 흑인이라는
위계질서를 반복하고 있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목할 부분은 주인공과 후투족의 대립 구조이다.
특히 루세사바기나가 흑인이지만 벨기에인 소유의 호텔에 근무하며 다
른 흑인과 대비되는 “문화적으로 특별한 정체성”8)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부분은 루세사바기나가 흑인 르완다인를 대표한
다고 보기에 어려운 서구적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루세사바기나와 악과 폭력 집단으로서 후투족
을 대립시키는 영화 설정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을 넘어서는 의미를
포함한다. 만약 루세사바기나가 ‘백인화’된 흑인의 속성을 가진다면, 주
인공과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종족 혐오에 광분하는 집단으로서 흑인
후투족의 구분은 백인과 흑인의 구분, 즉, 문명/야만, 선/악의 식민적 인
종 위계질서가 내재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은 영화에서 선
의 반대편에 위치한 흑인인 후투족을 과도하게 야만, 미개, 타락, 악의 존
재로 형상화시킨 것에서 더욱 강화된다. 즉 술에 취해 무자비하게 농사
7) Urther Rwafa, “Film representations of the Rwandan genocide,” African Identities,
Vol. 8, No. 4, 2010, p.396.
8) Tanja Sakota-Kokot, op. cit.,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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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칼인 마체테(machete)를 휘두르고 총을 쏘아대는 인터함웨 무리들,
투치족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후투족 군인, 뇌물의 대가로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비지뭉구 장군, “정치는 힘... 그리고
돈이지”라며 투치족 제거를 돈벌이와 권력 탈취에 두는 루타간다, 그리
고 투치족 여성을 사로잡아 동물 우리와 같은 공간에 두고 성 착취를 일
삼는 루타간다와 그의 인터함웨 대원들, 이 모든 후투족에 대한 재현은
전적으로 허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형상화로 흑인에 대한 서구의 고정관
념을 고착시키는 지점이 된다. 다시 말해 영화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
시각을 그대로 전달”9)하는 서구 관점이 투영된 작품으로 평가 가능한 빌
미를 준다.
또한 낯선 르완다의 비극이 서구의 가치와 방식을 가진 ‘백인’ 영웅 같
은 흑인, 즉 “아프리카인을 구하는 백인의 영웅적 모습”10)을 보이는 흑
인의 개인적 노력으로 극복된다는 이야기는 서구 관객에게 이질감을 주
기보다 익숙한 서구 우월적 관점을 대변하는 영화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세련되고 이성적이며 뛰어난 개인이 야만적인 폭력 집단
의 위협에 의해 죽음에 내몰린 나약한 집단을 구제한다는 영화의 전개는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웅 이야기의 유사한 판본이면서, 식민 시대 백인이
야만과 무질서의 상태에 있는 흑인을 이성과 문명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논리의 다른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 패러다임의 반복 혹은 고착화의 문제는 종족학살의 배경이기도
한 후투족과 투치족의 구분을 문제시하거나 극복 제안을 영화에서 하지
않는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호텔 르완다>가 종족성을 자명한 것처럼 재
생산한다는 비판은 이 측면에서 대두된다.11) 영화는 종족성을 비판하다
9) Ibid., p.227.
10) Alexandre Dauge-Roth, op. cit., p.183.
11) Nyasha Mboti, “To show the world as it is, or as it is not: the gaze of Hollywood
Films about Africa,” African Identities, Vol. 8, No, 4, 2010,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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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국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영화에서 종족성과 관련된 내용
은 첫 장면의 라디오 방송과 영국 기자 잭이 호텔 바에서 후투족과 투치
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대화에서 나온다.
호텔 바의 대화는 종족 구분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전달하며, 구분
의 임의성과 구분을 악용하는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
한다. 이는 르완다 기자인 베네딕트(Benedict)를 통해 설명되고, 종족이
다른 두 여인을 구분할 수 없어 “쌍둥이 같다”라고 말하며 당황해 하는
잭의 표정에서 확인된다. 베네딕트는 잭의 질문에 벨기에인이 종족 구분
을 했다고 답변하며 추가적인 몇 가지를 부연한다. 그는 벨기에인들이
투치족 용모의 특징을 가는 코와 덜 검은 피부로 보고, 코의 크기를 재며
종족을 구분을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벨기에인들이 르완다를 지배하기
위해 투치족을 이용한 사실, 독립 직전 권력을 후투족에게 준 사실, 권력
을 쥔 후투족이 자신들을 억압한 투치족 엘리트들에게 복수를 한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이와 달리 후투족 라디오 방송은 종족 구분과 위계질서를 고착시킨 식
민 패러다임을 후투족 체제와 투치족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축하
기 위해 악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방송에도 벨기에 식민 체제의 하수
인으로 후투족을 억압한 투치족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러나 종족
분리와 갈등이 식민 체제의 분리 지배정책에 의해 악화된 것임을 지적하
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투 종족주의의 강화를 위해 이러한 식민 담론을
이용한다.
훌륭한 청취자여. 사람들이 나에게 왜 투치족을 증오하느냐고 질
문을 던지면, “역사를 돌아보라”고 말한다. 투치족은 벨기에 식민주
의자들의 협력자였다. 그들은 우리 후투족의 땅을 빼앗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했다. 이제 그 반역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바퀴벌레
들이다. 그들은 살인자들이다. 르완다는 우리 후투족의 땅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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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이다. 그들은 소수로 배반자이자 침략자이다. 우리는 그들의
침략을 진압할 것이다. 우리는 RPF 반역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
상 후투 파워 방송 RTLM에서 전한다.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이
웃을 감시하자.

분명 방송을 통해 언급되는 역사를 통해 투치족의 문제를 보라는 말은
완전하게 틀린 말은 아니다. 식민 이전 투치족 왕 아래 일부 후투족이 포
함되었지만 주로 투치족인 지배계층이 후투족을 지배한 것은 사실이고,
벨기에 식민 당국에 협조하며 후투족을 억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르완다의 진짜 주인이 후투족이라는 말이나, 투치족이 벌레만도 못한 살
인자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후투족이나 투치족이나 모두 오래전 르
완다 지역으로 이주한 종족이고 식민 이전 완전한 공존은 아니지만 함께
거주한 종족들이기 때문에 원주민 후투족, 이주민이자 침입자 투치족이
라는 단정은 명백한 거짓이다.
후투족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허구를 자신의 논리
로 만들기 위해 참조한 것이 식민 정부가 악용한 허구적 함족(Ham) 신화
이다. 식민 정부는 백인에게 보다 가까운 종족인 함족의 후예가 투치족
이라고 보고, 이들이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이주한 우월한 문화를 가진
종족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식민 정부는 투치족을 통치에 협조 가능한
종족으로 우대하며, 이들이 후투족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했다.12) 그러나
독립 후 정권을 잡은 후투족 지배세력은 식민 정부가 조장한 허구적인
종족 담론을 폐기하지 않고 권력 쟁취와 유지에 활용했다. 그들은 함족
신화를 변형시켜 억압자/이주민으로서 투치족, 피억압자/원주민으로서
후투족이라는 종족 구분을 고착시키며 후투족의 지배 정당성을 선전했
12) Martin Meredith, The Fate of Africa: A History of the Continent since Independence,
이순희 옮김, 아프리카의 운명, 서울: 휴머니스트, 2014, 665쪽; Jonathan D.
Glover, op. cit.,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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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투족은 이러한 변형된 종족 담론을 근거로 이른바 ‘후투 파워(Hutu
Power)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투치족 제거를 통한 후투족 지배를 강화하
고자 했다.
이렇게 공유되는 르완다 역사를 보면 식민 이전 시기의 투치족과 후투
족 간의 위계질서, 식민 체제의 분리 지배정책에 의해 악화된 종족 대립
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고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
럼에도 이를 극복하지 않고 권력 장악을 위해 악용하는 이러한 후투족
지배세력의 양태는 탈식민과 흑인 해방의 관점에서는 독립과 해방을 배
신하는 흑인 지배세력의 퇴행 혹은 타락과 다를 바 없다. 이 점에서 추가
로 누락한 부분을 알 수 있다. 1994년 종족학살은 전적으로 종족 간의 해
묵은 적대감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권력과
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적대감을 이용한 것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13) 영화는 소수의 후투족 지배계급이 르완다 내부의 불만과 갈등에
직면하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 투치족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했다는 측면
을 배제한 것이 분명하다. 종족학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추가될 또 하
나의 요소는 바로 식민 패러다임의 반복과 악용, 그리고 후투족 지배계
급의 문제이다.
이처럼 영화는 종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투치족 학살을 정당화하
는 후투족 주장의 편파성이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전복시키지 않고 있
다. 오히려 후투족과 투치족의 종족 구분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가해
자 후투족, 피해자 투치족이라는 구분을 강화시킴으로써 공존보다 적대
의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담론을 당연한 듯 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독
립 이후에도 흑인들이 여전히 식민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논
리에 사로잡혀 같은 흑인들을 차별, 배제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점

13) Richard J. Reid, A History of Modern Africa:1800 to the Present, 이석호 옮김, 현대
아프리카의 역사, 서울: 삼천리, 2013, 424~425쪽; Martin Meredith, 앞의 책, 6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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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화는 투치족의 비극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비극의 원인을 너무 단순하고 획일화된 측면
에서 전달함으로써 이와 같은 종족 갈등에 내재된 식민 패러다임의 문제
를 누락시키고 있다. 요컨대 영화는 가해자 후투족/피해자 투치족이라는
공식만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또한 영화가 종족학살을 방기하는 서구와 유엔의 처사를 비판하면서
종국에는 그 개입의 필요성을 슬쩍 집어넣는 전개에도 식민 패러다임이
작동한다. 이와 같은 전개는 영화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재현한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재현은 식민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르완다인
을 서구의 개입과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개하고 무능력한 흑인 집
단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울러 르완다가 자체의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폄하하며 이권을 위해 개입할 명분을 찾는 서구의
논리를 의도치 않게 긍정할 위험을 안고 있는 전개이기도 하다.14)
몇몇 영화 장면에서 이와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먼저 루세사바기나가 벨기에 호텔 사장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장면
이다. 도움 요청은 호텔에 피신한 투치족을 잡아가기 위해 들이닥친 후
투군과 인터함웨를 철수시키기 위해 주인공이 취한 재빠른 대처였다. 표
면적으로 투치족을 구하려는 호텔 사장과 벨기에 정부, 그리고 벨기에
정부의 연락을 받은 프랑스 정부의 조치와 개입은 인도주의적 행위로 보
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르완다의 비극에서 서구의 이중적인 면
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즉 인도적 조치로 보이나 실제
로는 서구의 이권이 얽힌 개입의 일부임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순수한 인도적 행위로 볼 수 없는 배경은 우선 르완다의 이전 식민 지
배국으로서 벨기에가 가지는 영향력의 지속성이다. 벨기에 정부의 연락
에 르완다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프랑스 정부가 움직일 수
14) Tanja Sakota-Kokot, op. cit.,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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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호텔의 소유권이 벨기에에 있다는 것이 말
하듯 식민시대 이후 구축된 르완다 내 벨기에의 정치 경제적 토대가 여
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배경은 언급된 르완다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 의도이다. 프랑스도 아프리카에서 자국의 이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고 있었고, 이런 의도
에 따라 후투족 정부를 지원한 것이다. 따라서 벨기에와 프랑스의 개입,
프랑스 정부의 후투족 정부에 대한 요청은 두 서구 국가의 이권에 따른
일시적 개입일 뿐이다. 이 개입은 단지 호텔에 피신한 투치족의 비극을
잠시 연장시키는데 그친다. 이는 호텔 사장을 이상화시키는 혐의도 있지
만 그가 전화로 루세사바기나에게 건넨 말에서 읽을 수 있다.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하라고 프랑스와 벨기에에 탄원을 했지만 안 될 것 같네. 비
겁한 자들이야. 자기네 정치 생명과 상관이 없다 이거지.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 말이야.”
서구 개입 필요성을 전파하는 두 번째 장면은 루세사바기나 가족과 호
텔로 피신한 르완다인이 유엔평화유지군에 의해 국제구호단체가 운영하
는 난민보호구역으로 가게 된 장면이다. 이 장면은 서구 관객에게 학살
의 위협에서 무기력한 르완다인을 구출한 주체가 다시 서구이고, 이들이
처한 공포와 위협의 상황을 안정과 해결로 이끈 주체도 서구라는 점을
설파한다. 서구의 방관 혹은 은밀한 개입을 통해 악화된 비극에서 수많
은 르완다인이 죽은 불행과 혼란은 이 장면 어디에도 강조되지 않는다.
처참한 종족학살의 결과는 스크린에서 사라지며 주변화된다. 주인공 일
행의 구원으로 비극이 종결된 듯이 관객에게 안도감을 주고 죄책감을 경
감시키는 이 장면은 야만적인 비극을 서구가 개입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
다는 식민 패러다임을 아무런 문제없이 전파한다.
따라서 <호텔 르완다>는 르완다에 어떠한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세계
곳곳에 알려준 의미 있는 영화이지만, 재현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는 르완다 종족학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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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식민 패러다임에 따라 비극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작품으
로 평가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영웅적 개인으로서 주인공의 재현, 주인
공과 후투족의 대립,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종족 분리의 고착화, 서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이러한 영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강조한다.

3. 승리자의 관점이 반영된 <호텔 르완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호텔 르완다>가 서구 관점이 투영된 영화, 또
는 “유럽 중심적 시각을 강화하는 영화”15)일 수 있다는 평가는 종족학살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비극
의 이면에 다가갈 수는 없다. 영화에서 재현한 내용과 누락된 이야기는
영화의 또 다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문
제는 구원자로 묘사된 RPF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문제는 과연 RPF가
진정한 구원자의 면모를 가진 세력인지 아니면 상대를 배제하고 억압하
는 승리자 혹은 점령자의 속성을 감춘 세력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영화 장면의 하나가 앞서 말한 마지막 장면이다. 유엔평
화유지군의 도움으로 탈출하던 주인공 일행은 차 운행을 막으려고 다가
오는 인터함웨와 마주치게 된다.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이들이 무사히
피난하도록 도운 것은 바로 RPF이다. RPF의 공격으로 인터함웨가 도주
하면서 상황이 종료되고, 일행은 안전한 난민보호지역으로 피신한다. 여
기서 영화가 제시한 RPF의 위상은 분명하다. 영화는 RPF에게 주인공 일
행을 구출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폭도처럼 무질서
15) Urther Rwafa, op. cit.,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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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과격해 보이는 인터함웨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앞서 식민
패러다임의 반복으로 해석되는 악마화된 후투족의 재현은 여기서 승리
자 RPF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거되어야 할 적대적 집단으로 설정된다. 말
끔한 복장 상태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듯이 일사 분란한 동작을 보이
며 주인공 일행을 보호하는 RPF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희생자를 구출하
는 구원자로, 르완다 비극의 종식자로 다가간다. 이렇게 영화는 RPF에게
선, 질서, 정상의 모습을, 인터함웨에게 악, 혼란, 비정상의 의미를 부여
하며 구원자로서 RPF의 위상을 확고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구원자로서, 비극의 종식자로서 RPF의 평가는 실제 RPF의 르완다 진
입과 점령이 후투족을 몰아내고 종족학살을 종식시킨 사실을 참조한다
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구원자 RPF라는 설정에 문제
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영화가 구원자로서 RPF를 설정한 것
이 실제 르완다의 복잡한 상황을 모르는 서구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관
객에게 불완전한 또는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 제기는 <호텔 르완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화 내부
의 이야기에만 몰입하기보다 관련 외부 이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가 RPF를 구원자로, 비극의 종식자로 간주하지만 생략된 다른 이
야기를 통해 RPF를 설명하자면 비극을 종식시킨 투치족이 후투족 대신
르완다를 점령한 승리자일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종
족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후투족 진영이 이용하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
를 거부 혹은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이유도 없다. 고려할 첫 배경
은 르완다 종족학살의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독립 이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빈번한 충돌과 권력 투쟁이다. 이 과정에서 후투족과 투치
족 모두 가해자이자 희생자로 거론된다. 어느 한쪽도 모든 르완다인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 구원자라는 찬사를 들을 수 없는 과오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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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 시기 구원자라는 의미는 상대 종족을 억압하거나 추방하
면서 자기 종족만을 위한 권력을 차지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평범한
후투족이나 투치족은 그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종족이 권력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가해자 집단에 속하거나 희생자 집단에 속하게 될 뿐
이다.
독립 이전 가해자는 투치족이고 희생자는 후투족이었다. 식민시대 이
전부터 식민 시대까지 투치 왕이나 벨기에 식민정부의 지배아래 투치족
이 후투족을 착취하고 박해했다. 이 역할은 독립 이후 뒤바뀐다. 독립 직
전 ‘후투 혁명’으로 일컫는 후투족의 정치 세력화가 진행되고, 벨기에가
후투족 중심의 독립을 선호하면서 1962년 왕정이 철폐되고 후투족 주도
의 공화국이 탄생했다.16) 독립은 희생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이었다. 후
투족 통치 기간은 투치족을 제거하거나 난민을 만드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치족의 제거와 추방은 평범한 후투족이 아닌 후투족 지배 계층
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책략에 따른 것이다. 후투족 지배계층
이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이 약화될 때 희
생양으로 삼은 것이 투치족이었다. 후투족 지배 계층은 후투족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독립 이전 후투족의 고통과 억압의 기억을 소환하
며 이용한 것이다. 그 극단적 형태가 1994년 종족학살이고, 이때 동원된
것이 후투 파워 이데올로기이다. 영화 첫 장면 라디오 방송에서 들리는
투치족에 대한 후투족의 증오와 제거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 갈등 속에서
축척되고 종족 지배계층이 이용한 종족 혐오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다.
후투족 정권 하의 르완다에서 쫓겨난 투치족도 희생자 역할에만 머무
르지 않고 가해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독립 직후 피신한 투치 난민 중심
으로 투치 왕국 복원이라는 기치 아래 소규모 무장 세력이 형성되고 국
경 지역에 혼란을 불러왔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17) 추방된 투치족이 조
16) Richard J. Reid, 앞의 책, 524쪽; Martin Meredith, 앞의 책,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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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그
중심 조직이 1987년 결성된 RPF였다. 인접국 우간다(Uganda) 쿠데타에
협조하며 힘을 키운 투치족 중심의 RPF는 르완다 내 투치족의 보호와 민
주화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르완다로 침입하며 수많은 평범한 후투족을
살해했다.18) 이러한 군사 행동은 후투족 지배계층이 악용한 종족 혐오
정책과 맞물려 르완다 내부의 투치족 생존을 위협하는 후투족의 집단행
동과 다시 투치족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식민 이전부터 1994년까지의 역사적 사실이나 정치적 상황은 <호텔 르
완다>가 다른 이야기를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배
제된 이야기는 1994년 종족학살 시기를 가해자 후투족과 피해자 투치족
이라는 관점, 즉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19) 많
은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구원자로서 RPF라는
이미지는 재고되어야 하며, 종족학살의 재구성에서 추가될 부분이 많다
는 점을 수긍하게 된다.
구원자 RPF라는 영화 설정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 요인은 종족학살
시기 RPF가 자행한 후투족 보복 학살에 대한 주장이다. 1994년 종족학살
을 이른바 ‘이중 종족학살’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도 여
기에 있다.20)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인물이 앨
리슨 데스 포지스(Alison Des Forges)이다. 데스 포지스는 1993년부터 국
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참여하며,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에
17) 같은 책, 666쪽.
18) Noam Chomsky, Edward S. Herman and David Peterson, The Politics of Genocide,
박종일 옮김, 학살의 정치학, 서울: 인간사랑, 2011, 108~109쪽; Martin Meredith,
앞의 책, 671~673쪽.
19) Urther Rwafa, op. cit., p.393.
20) Ryan Goehrung, “Ethnicity, Violence, and the Narrative of Genocide: The Dangers
of a Third-Term in Rwanda,” African Studies Quarterly Vol.17, No.1, 2017,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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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2년 동안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데
스 포지스는 범죄로 기소된 르완다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과 더불어
종족학살 기간 RPF의 전쟁 범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기소를 요청했
다.21)
RPF가 보복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은 데스 포지스만이 주장하지 않
는다. 1994년 종족학살 이후 시행된 유엔 난민문제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나 미국학자 크리스천 데이번포터(Christian Davenport)와 앨런 스템
(Allan Stem)의 연구 등이 RPF의 보복 학살 혐의를 거론하고 있다.22) 그
리고 놀랍게도 <호텔 르완다>의 실제 인물 루세사바기나도 이 주장에 동
참했다. 루세사바기나는 지속적으로 RPF의 전쟁범죄를 폭로하고, RPF
사령관 출신인 르완다 대통령 카가메(Kagame)를 전범으로 기소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르완다 정부도 <호텔 르완다>에서 영웅적으로 그려진 루
세사바기나의 모습은 허구라고 비난하며 맞대응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관련자는 생존자의 증언을 소개하며 루세사바기나가 어떤 이도 구출하
지 못했고, 인터함웨에게 호텔에 피난 온 르완다인의 명단을 전달한 협
조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23)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복 학살과 함께 하비야리마나 대통령 암살의 주
체가 RPF이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우간다 대통령 무세비니
(Museveni)와 RPF 사령관 카가메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미국 진보 학
자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통해 1990년대
초 미국과 그 동맹국이 비협조적인 하비야리마나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
해 추진된 일련의 기획에서 돌출된 비극이 1994년 종족학살이라고 주장
21) Lars Waldorf, “Revisiting Hotel Rwanda: genocide ideology, reconciliation, and
rescuers,”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Vol.1, No.1, 2009, p.112. 다른 비판자들은
데스 포지스를 ‘후투족 음모설’ 등과 같은 르완다 종족학살에 대한 서구의 공식 입장
채택에 기여한 인물로 비판하기도 한다. Noam Chomsky, 앞의 책, 105~108쪽.
22) 같은 책, 116~119쪽.
23) Lars Waldorf, op, cit.,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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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에 따르면, 1993년 성사된 협약을 통해 후투족 정부와 RPF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마저도 RPF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무산의 배경에는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RPF 지배계층의 의도와 선거를 통해서는 소수 투치족의
승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그들은 RPF가 후투족을
배제한 투치족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종족학살을 촉발시키고, 이를 종식
시킨다는 명분으로 무력을 동원했다고 파악한다.24)
그러므로 누락되거나 다른 관점을 표방하는 주장을 참조할 때, 1994년
종족학살 시기 가해자 후투족, 희생자 투치족, 구원자 RPF라는 영화의
도식은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구조이다. 구원자 RPF라는 영화의 설정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영화처럼 희생자를
구출한 구원자로서 RPF의 위상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싶다면, 현 르완다
지배세력은 보복 학살과 하비야리마나 대통령 암살 배경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개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국 법으로 데스 포지스와 루세사바기나와 같은 이들을 종족학살
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기소하는 극단적인 조치로만 대응할
경우 오히려 무언가를 은폐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루세사바
기나의 말처럼 종족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RPF의 전쟁 범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25)
종족학살의 올바른 이해에 필요하다면 제기된 의심은 분명히 해소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RPF를 구원자가 아닌 반대 진영을 배제
하는 승리자라는 평가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구원자로서 RPF의 이미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후 스크린에 올라오
는 자막 내용에서도 반복된다. 주인공 일행의 구출로 관객에게 안정과

24) Noam Chomsky, 앞의 책, 110~115쪽.
25) Lars Waldorf, op. cit.,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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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과 더불어 이 자막의 내용은 종족
학살 이후 악인인 후투족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고, 르완다의 비극이 아
무런 문제없이 종결되고 질서가 복원된 것처럼 설정하고 있다.
조지 루타간다는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현재 그는 탄자니아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오거스틴 비지뭉구 장군은 후투 민병
대와 콩고로 도망갔다. 2002년 8월 그는 앙골라에서 체포되었다. 유엔
전범재판소는 살인죄로 그를 기소했다. 폴 루세사바기나는 밀 콜린즈
호텔로 피난 온 1천 2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 폴과 타티아나는 현재 그
들 쌍둥이 자녀와 모든 가족과 함께 벨기에에 살고 있다.... 종족학살은
1994년 7월 끝났다. 투치군이 콩고 국경 너머로 후투군과 인터함웨를
내쫓았다. 후투군과 인터함웨는 약 백만 명의 주검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지만 이 내용과 관련되어 언급되지 않은 상황들을 추가하면, <호텔
르완다>가 설정한 구원자 RPF는 승리자 혹은 점령자, 나아가 침략자라
는 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RPF
가 주도하는 체제가 르완다를 종족 갈등과 폭력이 없는 공존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는가.’ 답은 전범 재판 과정의 인권 문제와 후투족 난민촌
의 문제에서부터 르완다 내부의 정치 탄압, 그리고 르완다군의 콩고 침
략 등을 검토하면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엄청난 죽음과 혼란
속에서 한 국가가 정상화되는 길은 힘들 수 있다.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
로 정상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소한 일도 높은 도덕적 정당성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우려스러운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범 재판 과정의 문제를 살펴보자. 영화에서 가해자를 대표하는
후투족 인물 루타간다와 비지뭉구 장군이 체포되어 응분의 처벌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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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로 연상되는 가해자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은 현실에선 그렇게 쉽
게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학살을 주도한 몇몇 후투족 인사들이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한 수많은 후투
족 재판의 경우를 보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며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확인된 바로도 종족학살
이후 10년 동안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금자 13만 명 중 10% 이상이 사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6) 또한 1994년 투치족 정부 첫 6개
월 동안 국내에서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2만 5천 명에서 4만 5천 명 정
도가 학살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실이 유엔에 보고되었지만 국제 정
치 상황에 따라 묵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이와 같은 몇몇 경우를 보
더라도 영화가 말하는 안정과 공존의 르완다는 실제에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종족 공존이라는 정부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르완다는 여전히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비극의 공간으로 또 다른 고통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자와 점령자로서 RPF의 이미지는 국내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
에서도 확인된다. 대외적으로 종족 분리 철폐와 공존을 표방하지만, 실
제로는 투치족 중심의 정국 안정과 투치족 지배 계층의 권력 유지가 카
가메 정부의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체제의 의도는 종족학살과 관
련하여 정부의 공식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종족학
살 부정론자나 종족 혐오를 부추기는 종족 분리주의자로 처벌하는 것에
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종족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한 르완다에서
종족 혐오나 종족주의를 선동하는 말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
26) Kenneth W. Harrow, “’Un train peut en cacher un autre’: Narrating the Rwandan
Genocide and Hotel Rwanda,”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Vol. 36, No.4, 2005,
p.225.
27) Jonathan D. Glover, op. cit.,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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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가 시행하고 있는 종족학살 방지를 위한 법의 제정과 집행은 “정치적 목
적을 위한 기억과 종족학살 서사의 이용”28)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종족학살과 관련해 RPT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데스 포지
스와 루세사바기나의 경우처럼 카가메 정부는 정부 비판자들을 종족학
살을 선동하는 혐의로 제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 수상이었던 파우
스틴 트와기라뭉구(Faustin Twagiramungu)와 1994년 많은 인명을 구한
후투족 의사로 이후 칭송을 받은 레오나드 히티마나(Leonard Hitimana)
이다. 트와기라뭉구는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면서 카가메 정부에
서 탄압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종족학살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
의로 기소되었다. 이 경우는 반대 정치세력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막는
데 종족학살 서사가 동원된 예이다. 히티마나도 카가메 정부와 대립하는
정당을 주도하고 정부의 종족학살 관련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투치 지
배세력의 비난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그는 종족 학살 관련법에 관한 국회
청문회 전날 실종되어 현재까지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29) 물론 이들
만이 제거되거나 침묵당한 것이 아니다. 종족학살 선동이나 종족 갈등 유
발이라는 명분을 넘어 RPF의 보복살인과 정부의 인권 탄압 등을 거론하
는 것을 종족학살 방지 관련법에 명문화하면서, 수많은 정부 비판자뿐만
아니라 정치 단체, 비정부 정부기구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30) 그래
서 정의는 실현되고 질서가 재구축된다는 영화의 해피 엔딩(happy
ending)은 허구에 가깝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영화는 역설적으로 카
가메 정부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행한 탄압을 은폐하거나 묵인하
는 데 동원되는 구원자로서 RPF를 유포시키는 통로가 된 것이다.
영화 마지막 자막 “투치군이 콩고 국경 너머로 후투군과 인터함웨를
28) Ryan Goehrung, op. cit., p.86.
29) Lars Waldorf, op. cit., p. 109, p.114.
30) Ibid.,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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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쫓았다”도 실제에서 벌어진 많은 사실을 생략시킨 영화적 결말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투치족 무장 세력인 RPF의 르완다 점령이 또 다른 비
극을 잉태시킨 출발점임을 누락시키고 있다. 다른 비극들은 종족학살의
종식이 어느 정도의 과도기를 거쳐 모든 종족이 공존하는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단지 르완다의 집권 세력만
교체된 채 이전과 동일한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언급해야 하는 비극은 르완다 인접 국경에 피난한 약 2백만 명의
후투족 난민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 난민은 후투족 급진 집단의 선
동에 의해 공포와 불안 때문에 피난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학살에 가담
해 도피한 후투족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수천 명은 난민 지역의 열악
한 환경으로 콜레라나 이질로 사망하거나,31) 르완다군의 공격으로 죽음
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들 난민에겐 종족학살 종식 이후가 비극의 시작
일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난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킨 것은 난민 지
역을 중심으로 물질적, 군사적 토대를 확보한 후투족 무장 세력의 존재
였다. 이들 무장 세력은 종족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증거
이다. 그들은 이전 RPF처럼 르완다 국경을 넘어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거
나 무고한 르완다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투치족 정부군도 후투
족 무장세력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난민 지역을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많
은 후투족이 죽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32) 이처럼 후투족 난민의
열악한 상황과, 후투족 무장 세력과 투치족 정부군의 충돌은 영화가 보
이는 비극의 종식과 르완다의 안정의 메시지가 허구라는 것을 알려준다.
RPF가 점령자 혹은 침략자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증거가
르완다의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이하 콩고)

31) Tanja Sakota-Kokot, op. cit., p.223.
32) Martin Meredith, 앞의 책, 721~722쪽, 726~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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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이다. 첫 전쟁은 콩고가 자이르(Zaire)라고 불리던 1996년에서 1997
년 동안 일어났다.33) 르완다군은 콩고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후투족
무장세력 진압과 콩고 내 투치족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경지대를 공격했
다. 이 과정은 1994년 종족학살의 연장이지만 콩고 국민의 편에서 본다면
르완다는 자신들에게 침략자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침략자로서 르완
다의 위치를 확고하고 각인시킨 약탈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국제사회에
서 희생자 혹은 구원자로 알려진 르완다가 약탈자로 인식된 사건이었
다.34) 1998년에서 2003년에 걸쳐 발생한 두 번째 침략은 이른바 아프리
카 세계대전(Africa’s World War)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간다, 부룬디
(Burundi), 나미비아(Namibia), 짐바브웨(Zimbabwe), 앙골라(Angola) 등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참전한 대규모 전쟁과 연결된다. 이 전쟁은 콩고 내
전을 치르는 세력에 대한 동맹 혹은 지원을 빙자한 전쟁이었지만, 그 이면
에는 서구와 결탁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콩고의 엄청난 광물 자원을 차지
하려는 탐욕이 작동하고 있었다.35) 전쟁의 고통은 콩고인 몫이었다. 콩고
인 3백 5십만 명이 사망했고, 3백만 명이 난민이 되어 고향을 등져야 했
다.36) 이러한 르완다의 콩고 침략과 약탈은 르완다의 비극이 르완다라는
공간에만 그치지 않고 불행하게도 더 확대된 아프리카 중부지역의 비극
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르완다 종족학살의 문제는 르
완다라는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족 지배세력의 이권에 따라 아프
리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종족학살의 피해
자이자 구원자로 알려진 르완다 투치족 지배세력은 비극을 종식시키는
33)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을 받은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가 모부투 세세 세코
(Mobutu Sese Seko)를 몰아내고 집권한 후 국명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변경했다.
34) Martin Meredith, 앞의 책, 743쪽.
35)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결탁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콩고 자원 약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Noam Chomsky, 앞의 책, 136~139쪽;
Martin Meredith, 앞의 책, 738~743쪽.
36) Jonathan D. Glover, op. cit.,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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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하고 선한 집단이 아닐 수 있다는 평가가 타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르완다의 콩고 침략과 약탈, 그리고 앞서 논의한 종족학
살 이전의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과 권력 투쟁, 전범 재판의 문제, 국내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 등을 고려하면, <호텔 르완다>가 보여주고 서
구가 르완다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구원자로서의 RPF, 즉 RPF 지배
세력이 주도하는 르완다의 이미지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오늘날 르완다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대부분은 다소 긍정적이다.
<호텔 르완다>가 재현했듯이 르완다에 종족 갈등과 대립으로 엄청난 비
극이 발생했고, RPF가 구원자처럼 그 비극을 종식시킨 이후 질서가 복원
되고 안정된 체제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호텔 르완다>는 종족학살과 종족학살 이후의 RPF와 서구 세
계가 공유하는 서사의 맥락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 영화이며, 의도는 하
지 않았지만 영화 시장에서 <호텔 르완다>가 받은 찬사를 생각한다면
RPF와 서구 세계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화가 재현한 RPF와 서구의 관점은 반드
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1994년 비극과 오늘날의 르완다를 올바
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 아프리카 흑인 르완다인을 주체로 두
고 학살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고, 누락된 관련 역
사, 정치, 사회 배경의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구원자로서 RPF에
대한 옹호도 마찬가지이다. 1994년 이후 RPF 주도의 르완다 체제는 외부
적으로 종족 공존, 안정과 평화의 국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투치족 중심
의 경직된 국가라는 점에서 RPF가 구원자가 아닌 승리자 혹은 점령자일
수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글에서 검토된 바처럼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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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르완다는 후투족을 배척하는 통치, 소수 투치족 지배세력의 권력 유
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거나 제거하고 있는 권위적 체제로 평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족학살 이후 르완다는 하나의 권위주의적 정권
에서 또 다른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이행하고 있다”37)”는 언급이나 영화
주인공의 실제 인물인 루세사바기나가 “이전에 후투 파워, 이제는 투치 파
워, 그러나 게임은 여전히 살인이다”38)라는 비판은 르완다의 현실을 폭로
하고 <호텔 르완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가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 누락시키고 있는 이야기
는 또 다른 폭력 발생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호텔 르완
다>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경고는 1994년
종족학살의 비극이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다
시 말해 르완다와 인접 국가의 국경 지역에서 여전히 후투족과 투치족이
충돌하고 있고, 콩고 침략의 경우처럼 이권을 둘러싸고 많은 인접 국가
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비극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 르완다>는 종족학살의 참상을 수많은 사람
들에게 널리 알린 긍정적 요인, 일면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 따라 왜곡
되었다는 부정적 요인,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적 요인과 같은 다층적인 측면을 관객에게 주고 있지만, 이
중 무엇보다도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를 강조하는
영화로 파악해야 한다. 영화에서 재현된 비극을 읽는 것은 비극에 대한
슬픔과 연민이 아닌 스크린 밖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제 비극을 방
지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37) Timothy Longman, “Limitation to Political Reform: The Undemocratic Nature of
Transition in Rwanda,” Scott Straus and Lars Waldorf, eds., Remaking Rwanda:
State Building and Human Rights after Mass Violenc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11, p.26.
38) Lars Waldorf, op. cit.,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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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ading Hotel Rwanda and the Rwanda Genocide
Ha, Sang-Bok

Hotel Rwanda is a meaningful work that woke up the world and drew
people’s attention to the Rwanda genocide in 1994. It has also been
criticized for repeating the colonial paradigm and conveying the victor’s
point of view. These criticisms indicate that a review of the wrong or
missing contexts in the movie is required to develop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genocide.
In the Chapter 2,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reflection of the
western paradigm, examin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mphasis on the
protagonist as a hero-figur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tagonist
and Hutu militia, the divide between the Hutu and the Tutsi, and the
western intervention. The Chapter 3 shows the limitations in the movie,
centering on the conflict between the Hutu and the Tutsi in post-genocide
Rwanda, the issues surrounding war crimes trials, the suppression of the
opposition forces in RPF-led government, and the exploitation of the
Congo by Rwanda. In the conclusion, this paper checks that the tragedy
in 1994 has not ended yet, and expresses concern that another genocide
can happen through the rereading of the movie and the Rwanda genocide.
Key Words: Hotel Rwanda, Rwanda Genocide, western paradigm,
tribalism, Hutu, Tu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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