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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whiteness)에 반역하는 것이 인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 

는 『인종 반역자』라는 잡지가 1992년 가을 창간호에서 내건 구호다. 편 

집인 노우엘 이그네이티브와 존 가비는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 관건이 백인종을 폐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보기에， 

백인종은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끌어 들이고서 

는 자체의 규칙에 따라 길러내는” 일종의 단체다. 거기서 “사람들은 대 

체로 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라면서도 그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만일 그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제재를 받 

게 된다. 바꾸어 말해， 백인은 피부 빛깔 때문에 혜택을 받기 보다는 오 

히려 혜택을 얻음으로써 백인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종을 

인종주의의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종 자체가 사회적 차별의 산 

물”이라 보기 때문에， 이그네이티브와 가비는 “백인종이 존재하는 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운동은 실패할 운명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 

다. 반인종주의도 인종을 자연적 범주로， 생물학적 차이에 토대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창한 백인종 폐지론은， 그 

래서 “백인종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전제에서 출 

발한다. 백인종이란 일부 사람들이 역사적 상황에 대해 보여준 반응의 

소산으로서， 자연과학의 분류법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데도 사회가 사 

실로서 인정하는 관념이라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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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반역자』의 충격적인 주장에서 보이듯이， “백인성”이라는 용어 

와 그 아래에 깔려 있는 인종 개념은 최근 미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서 패러다임의 변동이라 부를 만큼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단초는 1980년대 말에 몇몇 역사학자들이 종래 학계의 인종 담론을 비 

판한 데 있지만， 거기서 하나의 조류가 형성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1992 

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니 모리슨이 『어둠 속의 움직임』이라는 평 

론집을 내놓은 데 있다. 그는 미국 문학에서 미국적인 것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백인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미국 문학에서 간과해온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는， 백인성을 규정하는 대칭점으로서 “흑인성 (blackness) "을 검토할 뿐 

아니라 이런 관념의 기본 전제인 인종 담론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모리슨은 인종주의를 그 대상에 끼친 폐해로부터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체에 가져온 결과- “인종 사이에 위계질서를 상정하고 어떤 

인종을 배척하며 또 어떤 인종이 연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 보는 

관념， 이런 관념이 그것을 견지， 거부， 탐구하거나 변경하는 비(非)흑인 

들에게 끼친 영향까지 포괄해서 분석하자고 제안한다.2) 

이 책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더불어 문학은 물 

론이요 역사학과 법학， 사회학 등 분야에서도 즉각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 반향은 90년대 내내 계속되어 흔히 “백인성 연구(white

ness studies)" 또는 “비판적 백인성 연구(critical whiteness studies)" 

라 불리는 분야를 만들어내면서 방대한 연구 성과로 축적되었다. 그 덕 

분에 인종 같은 기본 개념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는 폴란 

드나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오늘날과 달리 백인에 속 

하는 민족이 아니라 별개의 인종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런 사실은 이제 

용어의 의미 변화를 추적하는 단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종과 민족에 

1) Noel Ignatiev and John Garvey, eds., Race Traitor (New York: Routledge, 1잊36) ， 
9-11. 

2) Tony Morrison, Playing î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lmagina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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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념의 변화를 분석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인종 담론에서 초점도 

흑인에서 백인으로 옮겨 갔다--인종 문제는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백 

인이 흑인에 대한 가해자로서 만들어낸 문제며 따라서 해답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의 정체성에서 인종이 계급 및 젠 

더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비교적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 

은 백인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아래에 흑인에 대한 인종적 우월감이 자 

리잡고 있음을 보여준 역사학자 데이비드 로디거의 『백인성의 임금~， 

그리고 백인 여성이 인종 의식을 토대로 자아를 규정하는 과정을 살펴 

본 루쓰 프랭컨버그의 『백인 여성， 인종 문제』 같은 업적에서 드러난 

다.3) 십여년 전에만 해도 이들 세 차원을 따로 떼어놓고 논의하던 사정 

을 기억한다면， 최근에 일어난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 새로운 조류는 이미 몇 편의 논문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를 

지적하며 쟁점을 부각시키고자 시도한 바 있으나，4) 그것이 어째서 휴화 

산에서 분출하는 용암처럼 갑자기 또 거세게 나타났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이 의문은 특히 백인성 연구의 기원을 더듬어볼 때 뚜렷해 

진다. 기원은 로디거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가깝게는 20세기 중엽의 흑 

인 문학에 있고 멀리는 1930년대의 흑인 역사학에 있다. 사실 백인성 

연구자들은 흔히 2차대전 직후에 활약하던 흑인 작가들로부터 “마국에 

서 인종이란 흑인 문제가 아니라 백인 사이의 문제”라든가 “자신이 백 

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당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는가 

하면， 윌리엄 두보이스의 재건기 흑인에 관한 연구에서 백인 노동자가 

피부색 덕분에 “공적이고 심리적인 임금”을 보상받는다는 관념을 원용 

3) David R. Ro어iger，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London: Verso, 1991); Ruth Frankenberg, White Women, 
Race Matters: The Soc띠1 Co.ηstruction of Whiteness (London: Routledge, 1993) 

4) Shelley Fisher Fishkin , “Interrogating ‘Whiteness,’ Complicating ‘Blackness': 
Remapping American Culture," American Quarterly 47: 3 (Sept. 1995): 428 • 466; 
David W. Stowe, “Uncolored People: The Rise of Whiteness Studies," Lin밍따 
Franca 6 (Sept -Oct. 1996): 68-77; Frank Towers, “Projecting Whiteness: Race and 
the Unconscious in the History of 19th-Century American Workers," Journal of 
Ameri，αm Culture 21: 2 (Summer 1998): 47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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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 그렇다면 이들의 저술에 들어 있는 영감이， 왜 한 세대를 넘어 

두 세대에 이르기까지 간과되었다가 90년대에 와서야 각광을 받았고 또 

즉시 미국 지성계를 강타했는지 궁금해진다. 이는 물론 미국 인문 • 사 

회과학계의 내부 사정， 특히 인종뿐 아니라 계급과 젠더에 관한 담론에 

내재하는 역학도 살펴봐야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담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백인성 연구는 『인 

종 반역자』에서 선명하게 보이듯이 비판적 지식인들이 오늘날 미국의 

사회문제에 대해 던지는 적극적인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런 발언이 인종주의적인 정책과 태도를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섬지어 반인종주의의 암묵적 전제로서 인종 개념까지 거부하는 만큼， 

백인성 연구가 이론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백 

인성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인종을 역사의 소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들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현재에 대한 발언이자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불론， 이 새로운 조류가 아직 미국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해석을 낳은 것은 아니며 특히 인종과 젠더의 역사적 관계에 대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펼요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족과 계급의 역사 

에 관해， 그것은 17세기의 노예제 성 립에서 19세기의 노동계급 형성을 

거쳐 20세기의 민족성 변모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어떤 해석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모습을 그려낸다. 그 모습은 연구자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기는 해도， 백인성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개념들을 

도구로 삼아 그린 것이다. 따라서 그런 도구를 만들어내는 이론적 토대 

를 검토할 때야 비로소 백인성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미국사 해석을 올 

바르게 평가하고 또 현재에 대한 그들의 발언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5) Roediger, Wages, 6, 11-13; George Lipsitz, The Possessive Investment in 
Whiteness: How White People Profit from Identiη Politics (Philadelphia: Temple 
Univ. Pr., 1998), 236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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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언종 깨앨 

그들의 이론적 토대는 무엇보다도 인종에 관한 새로운 개념， 즉 인종 

이 자연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관념에 있는데， 이것은 

역사학자 바브러 필즈가 1982년에 발표한 논문 r미국사 속의 이 데올로 

기와 인종」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백인성 연구에서 널리 인용 

되는 이 글에서， 필즈는 인종이 이데올로기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대서양에서 노예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대에 흑인은 단일한 인종 

집단으로 취급되지 않고 체격과 언어 등에 따라 다양한 부류로 구분되 

었다 흑인의 다양성보다 유사성이 부각된 것은 그 뒤 흑인이 노예제에 

속박되고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며， 그 계기는 혁명기에 노예제의 도덕 

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에 또 재건기에 노예제의 폐지에 따라 

사회 질서를 재편할 펼요가 생긴 데에 있었다. 언종 질서에 대해 비판 

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던 이런 시기에 흑인을 하나의 인종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함께 대두한 현상， 이것은 인종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다. 그 기원은 오히려 부르주아지가 사회적 관계를 주도함에 따라， 사회 

통제를 위해 과학적 발견을 근거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과제에 부딪힌 데 있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에드먼드 모건이 지 

적한 역설， 즉 식민지 미국에서 자유와 예속이 동반해서 발전한 사태는 

역설이 아니다. 그것은 공화주의가 낳은 기이한 산물이 아니라 부르주 

아지가 사회 질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인종을 무기로 동원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재건기에 이르면 백인 우월론 

으로 변형되어， 흑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요 백인 내부의 사회 

적 갈등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렇게 인종이 이데올로기로 형성 

되고 또 변화했는데도，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그래서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인종을 하나의 

자연적 사실로 간주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다. “과학의 견지에서 볼 때 인종은 어떤 인구 집단의 특질을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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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하는 용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6) 

여기서 “과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논문에서 필즈 

는 인종이란 통계학적 술어로서도 흔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 

한 것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할 뿐이며， 그 논거도 윈쓰럽 조던이 식민지 

미국의 인종 관계를 다루면서 짤막하게 인종 개념에 관해 해설을 붙여 

놓은 데 있다기 더 나은 근거는 필즈가 1990년에 발표한 다른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노예제를 중심으로 인종 이데올로기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면서， 생물학자와 유전학자들이 인종을 인구 집단의 육체 

적 특질로 보지 않는 것은 “이제 진부하게 보이는 주장”이라 지적하고， 

그 근거로 스티븐 제이 굴드의 『인간에 관한 측정의 오류』와 스티븐 로 

우즈 등의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를 든다.8) 두 말할 나위도 없이， 

1980년대 초반에 나온 이 유명 한 저술들은 인간에 관해 온갖 오해를 불 

러일으킨 종래의 “과학적 밸견”을 면밀하게 반박하면서 인종 개념에 과 

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 쾌하게 설파한다.9) 

그러나 인종이 사회적 범주라 해서 그것을 자연적 사실과 무관한 구 

성물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들 저술이 사회생물학에 관한 논쟁의 일 

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은 에드워드 윌슨이 70년 

대 중엽에 인간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유전자를 거론한 

6) Barbara Fields, “ldeology and Race in American History," Region, Race, and 
Reconstruction: Essays in Honor of C Vann Woodward, ed. ]. Morgan Kousser and 
James M. McPherson (New York: Oxford Univ. 안 , 1982), 143-177 인용은 149쪽. 
또한 다음도 참고하라. Edmund S. Morgan, American Slaverγ" American Freedom: 
The Ordeal of Colon따1 Virginia (New York: W. W. Noπon， 1975), ch. 18, pp. 
363-387 한역본은 황혜성 등 역미국의 노예제도 & 미국의 자유~ (비봉출판사， 
1997), 445-476. 

7) Fields, “ldeology and Race," 149. Winthrop D. Jordan, White over Black: American 
Attitudes toward the N egro, 1550-1812, Penguin Books ed. (Baltimore: Penguin 
Books, 1969), 끊3 잃5. 

8) Barbara Fields, “Slavery, Race and ldeolog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Left Review 181 (May/June 1990): 95-118 인용은 96쪽 

9) Stephen Jay Gould, The Mismeasure cf Man (New York: W. W. Noπon， 1981); 스 
티븐 로우즈 · 리차드 루원틴 · 리온 카민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이상원 역 (한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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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해， 여러 학자들이 이를 반박하며 문화의 영향력을 역설하거나 인 

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돌 

이켜보면 찰스 다윈 이래 단속적으로 나타난 역시적 논쟁， 인간 본성과 

주변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인간의 행동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 하는 논란의 일환이다.10)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굴드나 로우즈 등은 

분명히 육체적 특질이 지능이나 행동 양식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역설하 

지만， 그것이 자연적 사실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 

은 인종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매우 작으며 “‘인종 유전자3라는 것도 보 

지 못했다”고 강조할 뿐이지， 인종에 따라 다른 육체적 특질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11) 더욱이， 유전학에서 인종에 관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 

피， 인간 지놈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뿐더러， 거기서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다 해도 인류를 유전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그와 

다른 작업이다. 분류학은 20세기 중엽에 크게 발전했으나， 수리분류학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분류에 동원하는 기준과 방법은 여전히 연구 대상 

의 성질에 따라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진화의 계통을 중 

시하는가 아니면 형질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 주체의 선택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12) 바꾸어 말해， 인류의 유전자 

가 99.9%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해도， 또 나머지 0.1%가 대부분 개 

인별 차이라는 데 합의한다 해도， 그런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인류를 어떤 집단으로 분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남게 된다. 이는 개 

념 이전의 직관적 인식의 문제인 동시에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맥락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 인종주의의 산물이라 해도， 그것 

10) Edward O. Wilson, Sociobiology, abridged ed. (Cambridge, Mass.: Belknap.떠arvard ， 

1980); Arthur L. Caplan, 재e Sociobiology Debate: Readings on the Ethical and 
Scientifîc Issues Conceming Sociobiology (New York: Harper & Row , 1978). 

11) Gould, Mismeasure of Man, ch. 2, pp. 30-72 인용은 323쪽. 또한 로우즈 등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149-157도 보라 

12) 이두갑， “수리분류학에서 컴퓨터의 역할: 자료의 계산에서 연구공간의 창출로， 1957 
1970" (서 울대 석 사 논문， 20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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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휠좌응록 규정되지만 그 토대가 율젝갚잎 기준에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3) 

그렇다면， 인종 개념에서 쟁점은 인종이 자연적 범주인가 사회적 구 

성물인가 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자연적 사실이 어떻게 사회적 범주로 

변환되는가 하는 데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백인성 연구자들의 주 

요 관심사가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 백인성 연구에 선행하는 업적 때문 

일 것이다. 윈쓰렵 조던은 1968년에 발표한 저 유명한 저술에서 제1장 

에 “첫 인상”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16세기 중엽에 영국인들이 아프리 

카인들을 직접 대변한 뒤부터 검은 피부색에서 혐오감을 느끼고 종교와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문화적 후진성을 보며 처l격과 심성의 차이에서 인 

종 위계질서를 읽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4) 그보다 8년 앞서 윌리엄 

스탠튼은， 노예제 폐지론이 대두하던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미국 학 

파”라 알려진 과학자들이 인류를 하나의 종으로 규정한 린네우스의 분 

류볍을 거부하고， 두개골 같은 데서 발견한 해부학적 차이를 근거로 인 

류의 기원이 다양하다고 하면서 인종이란 우열을 따지기 전에 아예 유 

전자의 교류가 불가능한 별개의 종이라 주장했다는 사실을 밝혀준 바 

있다 15)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성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인종 개념 

이 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기제보다는 그것이 사회 안에서 변전하는 과 

정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은 인종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미국 노예제의 기원을 재검토하 

는 씨오도어 앨런의 『백인종의 고안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 포 

괄적이고도 면밀한 연구에서 앨런은 미국에서 인종적 억압이 제도화되 

는 과정을 탐구한다. 먼저 제1권에서， 그는 영국의 아일란드 지배체제를 

다루면서 이 체제의 기반이 17세기 말부터 백년에 걸쳐 인종적 억압에 

13) Pierre 1. van den Berghe, Race αnd Rac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9. 강조는 저자. 또한 21 ←25쪽도 보라. 

14) Jordan, White over Black, 3-43 
15) WilIiam Stanton, The Leopard’.s Spots: S，αent파C Attitudes toward Race 띠 

America, 1815-59 (Chicago ’ U띠v. of Chicago P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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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족적 억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 초기의 영국인들에 

게도 인종이 사회적 구성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권에서는 식민 

지 미국의 경우 인종적 억압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하는데， 여 

기서 앨런은 버지니아에서 흑인의 예속 상태가 제도화되는 1660년대에 

도 인종이 노예제의 기초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흑인은 예속 노동자로서 백인 하인과 함께 계급적 연대 관계를 갖고 있 

었으며， 그래서 1676년에 베이컨의 반란에도 가담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이 인종 노예제의 기원이었다. 반란은 초기 국변에서 인디언 문 

제에 관한 갈등이었으나 그 해 4월부터 시작되는 후기 국변에서는 버 

지니아 지배계급에 대한 도전이었다. 대농장 부르주아지는 지배계급으 

로서 토지와 권력을 장악하고 예속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을 축적했으 

나， 변경지대의 주민은 채무와 세금에 견디다 못해 반기를 들었다. 이 

지배계급은 간신히 반란을 진압한 뒤에 사회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했 

고， 상비군이 없는 정치체제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18세기 초에 이르면 흑인 노예제를 확립하고 백인 피지배계급을 “사회 

통제용 완충 계층”으로 동원하는 체제가 정착했다 16) 이 해석은 노예제 

의 기원에 관한 종래의 다양한 해석을 거부하는 매우 중요한 견해이기 

는 해도， 계급 갈등과 사회 통제라는 꽤 단순한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 

다. 여기서 인종이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 

은 잘 드러나지만， 그 개념의 기원과 형성 과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 

는다. 특히， 대농장 부르주아지가 인종 개념을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만들냈는지 분명치 않다. 앨런은 이 두터운 저술의 서론에서 다만 두 

쪽에 걸쳐， 인간의 행태는 유전자와 관계가 없으니 “유전학은 유전학자 

에게 맡겨두라”고 선언할 뿐이다17) 

16) Theodore W. Allen, The Invention of the White Race, 2 vols. (London: Verso, 
1994-97) 인용은 2권 13쪽 

17) Allen, Inventíon of the White Race, 1, 21-22 앨런은 물론이요 펼즈도 비판하면서， 노 
예제의 기원으로 사회적 · 경제적 요인보다는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해 
석 으로는 다음을 보라 Alden T. Vaughan, Roots of American Racism: Essay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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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세는 대단한 찬사를 받고 있는 그레이스 헤일의 『백인성 만들 

기』에서도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반세기에 걸쳐 미국 남부에서 확 

립되어 있던 인종 격리체제에 관해， 이 책은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정치 

에서 “인종격리 문화”로 몰려 놓으며 인종 개념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헤일에 따르면， 인종은 19세기 말 남부에서 백인이 자신 

의 정체를 규정하는 데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 

다. 이는 당대의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이었다--노예제의 폐지에 

따라 시민권이 흑인에게도 부여되고 근대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사 

회 질서가 와해되며 또한 남부가 자율성을 잃고 전국적인 대중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었다. 흑인 가운데서 교육과 생활수준 

이 비교적 높은 중산층이 형성되고 또 그 존재가 상점과 교통시설 등 

소비의 영역에서 눈에 띄게 표현되는 상황에서， 남부 백인은 인종을 뒤 

섞어 놓으면서도 인종 질서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 

다는 것이다. 특히 백인 중산층은 그런 공간 속에서 흑인 남성을 동물 

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백인 여성을 능욕하려 하는 존재로 비하하는 반 

면에， 자신들의 가정을 ‘순결한’ 백인 여성이 가꾸는 지상 낙원이자 또 

한 과거의 대농장주처럼 ‘순종적인’ 흑인 하녀에게서 통제권을 맛보는 

장소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런 태도는 흑인에 대한 사형(私페)을 공공 

오락으로， 관광 열차를 운행하고 기념품을 매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 

지어 희생자의 잔해까지 수집하는 끔찍한 오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8) 

이렇게 헤일은 “인종격리 문화”를 근대성의 표현으로， 그것도 계급이나 

젠더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인종 이 데올로기로 규정함으로써 백인성의 

역사를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덮어둔다. 칼 나이팅게일이 예리하게 분석하듯이， 

그의 연구는 백인성이 남부의 정치 , 경제구조로 번역되는 과정을 간과 

the C%nia/ Experience (New Y ork: Oxford Univ. Pr., 1995) 특히 55-81, 128-135, 
136-174쪽을 보라. 

18) Grace Elizabeth Hale, Making Whiteness: The Cu/ture of Segregation in the South, 
1890-1940, Vintage Books ed. (New York: Vintage Book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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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아니라 인종 담론의 기원과 외연도 경시한다. 헤일은 북부의 인 

종 담론에 관해 논하지 않고 그저 남부적 기원을 중시하며， 또 저 문화 

가 미국이 해외 팽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할 뿐 

인 것이다 19) 인종 담론의 세계적 맥락을 기억하자는 나이팅게일의 제 

안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도 간과하고 있는 의 

문， 즉 그 맥락이 인종 개념의 인식론적 토대로서 육체적 특질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는 스티븐 제이 굴드에게서 찾 

을 수 있다. 그는 18-19세기에 과학자들이 인종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종 사이에 위계 질서를 상 

정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신념”에 매몰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런 신념에 

따라， 그들은 지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두뇌라는 구체적 사물로 물화 

시키고 또 그것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인종 사이에 등급을 매김으로써 

인종 개념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20) 그렇다면， 문제는 

인종 담론의 사회적 기원에 있는데， 이는 사회학자 애비 퍼버의 논문 

『백인성의 구성」에서 드러난다. 그는 20세기 말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운동에서 인종적 정체의 구성 기제를 밝혀낸다. 그의 접근 방법은 여러 

운동 단체에서 발행하는 문헌을 검토하되， 거기에 들어 있는 담론에서 

인종을 기술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을 읽음으로 

써 담론의 주체가 형성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의 논지는 이렇 

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서로 상당히 다르기는 해도， 핵심적인 신념 

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통적인 위협에도 대처하려 한다--그 위 

협은 백인종을 말살하려는 기도， 유태인이 조종하고 흑인과 기타 비백 

인들이 수행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인종을 강제로 섞어 놓으려는 구체 

적인 계획으로 나타난다--특히，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 해방운동은 흑인 

19) Carl H. Nightingale, “How Lynchings Became High-Tech, and Other Tales from 
the Modem South," Revíews ín Amerícan Hístory 27: 1 (Mar. 1999): 140-148. 

20) Gould, Mísmeasure of Man, 24-25 인용은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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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성적 교류를 촉진하므로， 백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종을 격리해야 한다--인종은 자연에 기원이 있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신체상 차이는 물론이요 그 아래에 깔려 있는 정신적 차이 

를 내포한다--이런 차이는 평등을 내세우며 인종을 뒤섞어 버리려는 

음모 때문에 흔들린다. 퍼버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차이와 평등을 대조 

시키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미국에서 백인성을 구성하는 틀이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차이를 다양성이 아니라 위계질서로 이해함으로써， “불 

평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시도도 차이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21) 그렇다면 인종이란 인식론적 토대로서 자연적 사실 

이 차이/평등 대조법을 통해 인류를 분류하는 사회적 범주로 변환되어 

생긴 구성물이다. 이런 인종 개념은 형태와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 

도， 사실 “인종격리 문화”와 “미국학파”의 인종관， 또 영국인들이 흑인 

에 대해 가진 “첫 인상”에도 들어 있다. 

이처럼 자연적 사설이 차이/평등 대조법을 통해 사회적 범주로 바뀐 

다면， 이 대조법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해답은 백인 

성 연구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인접 분야의 업적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이 제시한 해답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이클 오미와 하워드 와이넌트의 공저 『미국에서 전개된 인종의 

형성 과정』에 들어 있다. 이 책은 백인성 연구가 대두하기 이전에 출간 

되어 지금까지 널리 읽히고 있는데， 여기서 오미와 와이넌트는 인종이 

란 민족으로 대체하거나 계급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하 

면서 종래의 인종 이론을 비판한다. 대신， 그들은 인종이 형성되는 과 

정， 즉 “인종적 범주들이 창조되고 적용되며 또 변형되고 파괴되는 사 

회적 。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이 인간 신체와 사회 구조를 

서로 연결시키려는 기획에 따라 전개되며 궁극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 

21) Abby L. Ferber, “Constructing Whiteness: The Intersections of Race and Gender in 
US White Supremacist Discourse," Etfuzic and Racial Studies 21: 1 (Jan. 1998): 
48-63 인용은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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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기획은 “인종을 식 

별하고 지시하는 담론 내지 재현 수단과 그것을 관행과 기준으로 만드 

는 제도적 。 조직적 형태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메리카 정복”과 같은 근대 유럽의 팽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인종 노예제와 격리체제를 거쳐 오늘날의 인종 담론에 이르 

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종이란 정치적 기획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 바꿔 말해 “다양한 유형의 인간 신체를 근거로 삼아 사회적 갈등 

및 이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오미와 

와이넌트는 패권을 추구하는 정치적 기획이 신체상 차이와 사회적 평등 

을 대조시키는 관념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셈이다，22) 

이 대조법의 역사적 기원은 미국 흑인사의 거장 조지 프레드릭슨이 

그의 신작 『인종주의』에서 시사한다. 여기서 그는 인종에 관한 관념과 

제도를 개관하면서도， 백인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사실， 프레드 

릭슨은 인종 개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데， 이는 그도 백인 

성 연구자들처럼 인종 개념을 인종주의의 산물로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에 따르면， 인종주의는 중세 말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벌이 이미 고대부터 존재했는데도 그것을 인종주 

의로 간주할 수 없는데， 이는 그런 박해를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에게 

는 가하지 않은 데서 드러나듯이 그것이 주로 종교적 차이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 반유태교주의 (Anti-Judaism)는 점차 반유태인주의 

(antisemitism)로 변형되었다. 상엽의 부활과 함께 성장한 상인들은 경 

쟁 관계에 있던 유태인틀을 종교 이외의 측면에서도 사악한 존재로 인 

식하기 시작했고， 이런 인식은 십자군 원정과 흑사병을 거치면서 유럽 

에 널리 유포되었다. 결국， 14세기 중엽부터 유태인들은 “마왕의 자손” 

으로서 유럽인과 융화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특히， 이베리아 반 

22)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2nd ed. (New York: Routl떠ge， 1994; originaJly published in 
1986). 인용은 55，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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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15세기에 이슬람에 대한 “재정복”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무어 

인들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거기서는 또한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흑인에 대한 상반된 관념--유럽에 우호적인 

기독교 세력이 아시아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던 프레스터 존 

설화， 노아가 함을 저주해 그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다는 성경 창세기의 

신화， 그리고 무어족의 흑인 노예를 보고 검은 피부를 예속적 지위와 

연관시키던 관념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포르투갈이 서부 아프리카를 약탈하고 이어서 스페인이 아메 

리차를 정복함에 따라， 이베리아인들이 약탈과 정복과 지배를 합리화시 

키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토착민을 인간 이하의 존재나 종류가 

다른 인간으로 취급한 데 있었다. 그리고 그 귀결점은 혈통을 근거로 

공직 취임을 차별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었다. 그 결과， 다른 민족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종교 대신에 혈통을 근거로 자행되었는데， 이것 

이 근대 인종주의의 원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16세기 아메리카에서 

토착민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도 노예 신분을 강제하는 법령으 

로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18세기부터 그 근거가 “과학”으로， 다시 말해 

지배집단과 예속집단의 신체상 차이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적 

사실로 간주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주장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프레드릭슨이 말하는 근대 인종주의는 차 

이/평등 대조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 대조법의 역사적 기원은 근대 

인종주의의 원형이 형성된 14-15세기 유럽의 시련과 팽창에 있다고 해 

야 할 것이다.잃) 

23) Geαge M. Fredrickson, Racism: A Short HistOTγ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 2002). 프레드릭슨이 말하는 근대 인종주에 차이/평등 대조법이 수반되어 있다는 
점은 그의 인종주의 개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인종주의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차이와 세력이라는 두 구성 요소를 강조한다. “그것[인종주의]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 

고， 또 이 차이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의식에서 유래한다 이 차이 의식은 우리가 
민족적 · 인종적 타자에 대해 우리의 우월한 세력을 사용할 때， 우리 자신의 집단에 속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연 잔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동기나 근거가 된다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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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인성 연구자들은 차이/평등 대조법의 세계적 맥락을 지적하 

면서도， 씨오도어 앨런처럼 대개 미국사회의 내부 역학에 주목한다. 이 

는 인종이 민족이나 계급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바뀌는지 살펴보면서 

백인성의 역사를 밝혀내는 주요 업적에서 드러난다. 

IL 백앵쟁의 액사 

백인성의 역사는 백인성 연구가 대두하기 전에 상당히 밝혀진 바 있 

다. 특히， 로널드 타카키가 1979년에 발표한 『무쇠 우리』는 이 새로운 

조류의 선구적인 업적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제목은 막스 베버의 비유 

에서，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재부(財富)의 축적이 종교 

적 · 윤리적 의미를 잃고 세속적인 욕구와 연결되며 그래서 인간을 속박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구절에서 벌어온 것이다，24) 내용은 그것을 

공화주의와 팽창주의에 확대 @ 적용해 19세기 미국문화에서 인종에 기 

초를 두는 지배-종속 관계가 어떤 형태를 띠고 등장했는지 분석하는 것 

이다. 그리고 방법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적 패권 개념을 채택해， 문 

화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미국인의 정체에 관해 어떤 관념을 

제시하고 전파시켰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틀 속에서， 타카키는 정 

치인과 기업가， 의사와 목사 등 영향력 있는 백인들이 써낸 다양한 문 

건을 살펴보고 세가지 “무쇠 우리”를 찾아낸다 

공화주의는 개신교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미국인에게 이성과 

금욕과 자율이라는 가치를 심어주는 반면에 자연발생적인 본능을 두려 

워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성의 이 ‘부정적’ 측면을 흑인과 원주민 

등 비백인틀에게 투사하게 하면서 미국인의 정체를 백인 시민으로 국한 

시켰다. 자본주의는 공동체적 전통을 파괴하면서 물욕과 개인주의를 자 

24) Max Weber, The Protestant Etmc α1d the Spirit of Capi따lism (Los Angeles 
Roxbury, 1않)6)， 181-182 



16 美 國 學 第二十五輯(2002)

극했던 만큼， 미국인에게 원주민을 말살하고 토지를 빼앗으면서 원주민 

증오심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게 유도했고， 또 흑인의 노동력을 착취하 

면서 흑인을 아동이나 야만인으로 규정하여 인종 위계질서를 강제함으 

로써 흑인은 물론이요 아일란드계 이민과 백인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계급적 지배-종속 관계를 확립하게 요구했다. 자본주의는 또한 기술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켜， 미국인에게 인간의 육체를 기계로 대체하고 금 

욕과 이성을 통해 정신의 완성을 추구하게 압박했고 또 문명과 자연 사 

이의 갈등과 자신과 비백인 사이의 거리도 부각시켜 주었다. 그리고 팽 

창주의는， 특히 20세기 전환기의 제국주의는， 외국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국 내부의 사회적 · 섬리적 긴장을 해소하면서 ‘미국정신’을 부활시키 

려는 조류였다. 팽창주의자들은 공화주의가 억제하는 정서적 자아를 아 

시아인에게 투사하면서 미국인에게 이성적 통제를 강조하고， 또 자본주 

의 기업의 통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력해진 다수 시민에게 남성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 했던 것이다.25) 

이렇게 요지를 대강 짚어보기만 해도 타카커의 깊은 통찰력이 뚜렷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그의 한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는 백인성이라 

는 개념을 쓰지 않고서도， 미국인의 정체가 인종 개념과 자아/타자 이 

분법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또 그것이 서로 겹치면서 얽 

혀 있던 세가지 “무쇠 우리” 속에서 계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예리하게 분석했는데， 이는 이후 백인성 연구에서 널리 원용된다. 그러 

나 그의 접큰 방법은， 특히 문화적 패권이라는 분석 틀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 개념은 에드워드 톰슨이 비판한 것처럼 종속 집단의 문화적 

자율성과 역사적 능동성을 부각시키지 못한다.26) 그렇기 때문에 타카키 

의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백인 노동자들이 지배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는 이민이 인종 담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의문에 

25) Ron머d Takaki, 1mη Cages: Race and Culture in 19th-Centurγ America (New 
York: Oxford Univ. Pr., 1990). 

26)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London: Merlin Pr., 1991), ch. 2, pp. 16-96. 
특히 85-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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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은 백인성 연구의 

과제로 등장한다. 

전자는 데이비드 로디거가 『백인성의 임금』에서 다룬다. 여기서 그는 

계급을 인종과 분리하고 계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전통적 맑스주의를 

거부하는 반면에 톰슨의 비판을 수용해서， “미국의 백인 노동계급에게 

서 노동계급의 형성은 백인성 의식의 체계적 발전과 병행하는 과정”이 

라 주장한다. 이 과정은 백인 노동자라는 관념에 기원이 있다--“노동계 

급 백인성의 전사(前史)" 즉 백인의 문명과 원주민의 ‘야만’을 구분하는 

정착기의 대조법에서， 인종을 가리지 않고 고용 노동과 예속 신분을 연 

관시키는 심성을 거쳐， 백인 노동자를 흑인 노예와 달리 자립적이고 근 

면하며 자유로운 시민으로 규정하는 혁명기의 공화주의 이데올로기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19세기에 백인 노동자들이 자 

유 백인과 노예 흑인 사이의 선명한 구분을 묵인하는 반면에， 자신들을 

유력자나 무력자와 구분되는 건강한 생산자로 이해하고 백인 미국인 사 

이에서 주종 관계를 타파하려 하던 노동자 공화주의에서 본격적으로 시 

작된다. 그리고 1830-60년간에 자유주의와 노예제 폐지론에 따라 임금 

노동을 노예 노동에 대비시킴으로써， 임금 노동제도를 백인 노예제로 

보는 관념을 버리고 자신들을 자유롭고 자립적인 백인 노동자로 규정하 

는 데서， 한마디로 말해 “양민 공화주의 "(herrenvolk republicarusm)에 

서 완성된다. 따라서， 그들은 19세기 중엽에 오면 자본주의적 노동규율 

에 대해 적응과 저항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자본주의적 과거 

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을 흑인에게 투사하는 인종주의적 언어와 문화 

에서， 특히 백인 배우가 흑인으로 분장하고 등장하는 가극(歌劇)에서 

“욕망의 대상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공적이 

고 섬리적인 임금”을 얻는다. 이제 배외주의자들조차 아일란드계 이민 

의 백인성 주장을 수용할 만큼 인종주의는 노동계급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낌) 로디거는 인종 담론을 생산 • 보급하는 주체， 

'2:7) Roediger, Wages of Whiteness, 8, 14, 124. 또한 다음을 보라. Sean Wilentz, Ch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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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도적 장치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만하다.잃) 그렇지 

만 타차키의 한계에 견주어보면， 그의 논지는 노동계급 인종주의를 지 

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응과 저항의 산물로 묘사하는 해석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해석은 에릭 릿트가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등 여러 분 

야에서 매우 정교한 분석 방법을 원용해 한 걸음 더 진전시키기도 한 

다.29) 

이민의 능동성은 노우엘 이그네이티브가 『아일란드인들은 어떻게 백 

인이 되었는가』에서 다룬다. 이미 앨릭잔더 색스턴이 19세기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지배계급과 이빈 집단 사이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 발전했음 

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그네이티브는 아일란드인들이 그런 역학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했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처음에 흑인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그들이 “하얀 흑인”으로 보였다면， 흑인은 “그을려 

놓은 아일란드인”이라 불리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아일란드인들은 

1840년대에 뉴욕과 필라델피아 같은 북부의 대도시에서도 흑인이 몰려 

있던 빈민 지역을 찾아들었고 또 흑인과 함께 비숙련 직종에서 일자리 

를 얻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배외주의와 제휴 관계를 끊고 아일란드인 

들을 흑인과 구별하고자 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그들의 표가 필요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자유 흑인보다 나은 위치에 끌어올려 인종주의 

에 호소함으로써 남부의 노예제도 정당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아일란 

드인들은 인종적 억압을 경험했가 때문에 흑인 노예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민주당의 보호 아래 배외주의자들의 공세를 막아 

Democratic: New York City & the Rise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1788-ü뼈 (New York: Oxford Univ. Pr., 1984) “양민 공화주의”라는 용어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van den Berghe, Race and Radsm, 18, 29, 88, 126 

28) Eric Arnesen, “Up from ExcJusion: Black and White Workers, Race, and the State 
of Labor History," Reviews in Americα1 History 26: 1 (Mar. 1998): 146-174. 특히 
162-165쪽 

29) Eric Lott, Love and Th하: Blackface Minstrel.닝:y and the American W orking Class 
(New York: Oxford Univ. Pr., 1993). 

30) Alexander Saxton, The Rise and Fall of the White Republic: α'ass Politics and 
Mass Culture in Nineteenth←Centurγ Americu (London: Vers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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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서 노동시장에서 흑인의 경쟁을 뿌리치려 했다. 따라서， 아일란드인 

들은 스스로 백인종에 동화됨으로써 노예제의 유지에 기여했다. 그들의 

백인성은 재건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종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자유로 

운 임금 노동자와 부자유스러운 소작인 사이의 구분，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구분 위에서--부활되었을 

때 확립되었다，31) 바꾸어 말해 백인성은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 

계급과 “공적이고 심리적인 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만 집단 사이의 

협상에 의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역학은 20세기 전환기에 다른 이민 집단들이 미국사회에 동화되 

는 과정에서도 작용했으나 그 구체적인 기제는 이그네이티브의 생각보 

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로버트 오어시가 부 

각시킨 “중간성" (inbetweenness)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는 남부 

이탈리아인들이 2차대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이탈리아인이자 또한 미 

국인으로서 인종 관계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틈새에 끼어 있다는 관 

념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인종 담론의 피해 

자 북부인으로부터 “터키인”이나 “아프리카인”이라 멸시를 받은 피해 

자--로서 민족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미국에 와서도 북부 대도시에 

서 흑인에 가까운 지리적 。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이 새로 

운 상황에서 자신틀을 흑인과 구벌함으로써 이탈이아인이자 미국인으 

로서 정체성을 깨닫는 데 이르렀다는 것이다，32) “중간성”이 발전하는 

기제는 제임스 배렷트와 데이비드 로디거가 함께 밝혀낸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인 이외에 헝가리인 폴란드인 유태인 등 동부 및 남부 유럽에 

서 대규모로 이주했던 여러 집단에서 민족이 인종 및 계급과 얽혀 형 

성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들 집단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노동자들 

이었는데， 미국에서 국가는 백인에게만 허용되던 시민권을 그들에게 부 

31) Noel Ignatiev, How the lrísh Bemme White (New York: Routledge, 1995) 
32) Robert Orsi, “The Religious Boundaries of an Inbetween People: Street Feste and 

the Problem of the Dark • Skinned Other in Italian Harlem, 1920-1990," American 
QUf1rterly 44: 3 (Sept. 1992): 3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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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기업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틀을 환영하면서도 백인과 

흑인 사이의 “틈새” 일자리를 내주었고， 노동조합은 처음에 그들을 배 

척하다가 나중에는 노동과정의 변형 때문에 세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 

자 그들을 시 험 적 으로 수용하면서 비 백 인으로부터 구분했다. 이 런 환경 

탓에 이민 노동자들은 스스로 유럽에서 가져온 인종 담론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백인성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백인”이자 “미국 

인”이 되기를 주저하면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관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않) 

그렇지만 이민의 능동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캐쓸린 콘즌 등 일부 이민사가들이 “민족성 (ethnicity)의 

고안”이라는 명제를 제기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민족성도 문화 

적 구성물로 보고， 이민의 미국화란 곧 민족화(ethnicization) 과정이라 

주장한다. 이민 집단은 유럽을 떠날 때 민족 의식보다는 지방색을 더 

많이 갖고 있었으나， 이주한 뒤에는 미국의 국민문화는 물론이요 인종 

적 · 민족적 타자들과도 접촉하면서 대내외적 협상을 통해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문화의 변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34) 그 

러나 그들은 동화의 이면을 경시한다. 특히 사회학자 허버트 캔즈가 반 

박하듯이， 이민의 미국화가 기존 위계질서의 제약 때문에 많은 굴곡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민족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 

되는 계급 대체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35) 그들은 또 

한 다원주의의 견지에서 동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미국 지배계급의 문 

33) James R. Barrett and David R. Roediger, “ Inbetween People: Race, Nationality and 
the ‘New Immigrant' Working Clas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16: 3 
(Spring 1997)‘ 3• 44 

34) Kath1een Neils Conzen et al., “The Invention of Ethnicity: A Perspective from the 
U.S.A.,"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12: 1 (Fall 1992): 3-41. 워너 솔러즈는 
“고안” 개념을 채용하면서도 콘즌 등과 달리 세력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Werner Sollors, “Introduction," The Invention of Ethnicity, ed. Werner 
Sollors (New York: Oxford Univ. Pr., 1989), ix-xx 특히 XV1-XVll 쪽을 보라. 

35) Herbert ]. Gans, “Comment ‘ Ethnic Invention and Acculturation, a Bumpy-Line 
Approach," Journal of American Et，에1Íc HistOTγ 12’ 1 (Fall 1992): 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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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패권을 경시한다는 점도 덧붙여야 할 듯하다. 결국， 콘즌 등이 제 

기한 명제는 이민이 부딪히는 정치적 · 문화적 한계를 과소평가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 속에서 이민의 능동성이 백인성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이제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매쑤 제이컵슨의 『다른 

빛깔의 백인성』에서 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의 주제는 부제 “유 

럽계 이민과 인종 연금술”에서 보이듯이 유럽인들이 미국에서 백인종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자본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인종 담론 

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3단계로 나뉘어 전개된다--1790-1840년간에 미 

국인을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비백인과 구분되는 자유 백인으로 규 

정하던 단계， 1840-1924년간에 비백인을 인종 위계질서에 따라 분류하 

고 앵글로 색슨계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일부 유럽계 이민을 백인으로 

흡수하던 단계， 그리고 1924-1965년간에 흑인/백인 이분법을 통해 유럽 

계 이민을 모두 백인으로 통합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1790년 연방 

의회에서 제정한 귀화법에서 시작된다. 이 법은 귀화 자격을 “자유로운 

백인”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흑인과 원주민에 대한 “공동 방어” 능력과 

공화국 시민에게 필요한 자치 역량을 전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전제들은 반세기 뒤부터 자본주의의 노동력 수요에 부응해 유럽에서 다 

양한 집단이 이주함에 따라 완화되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앵 

글로-색슨계는 이민의 백인성 주장과 타협해 그들 집단을 백인과 “아주 

다른” 인종과 “조금 다른” 인종으로 구분하고 후자에게 자치 능력이 있 

다고 상정했던 것이다. 이 두 번째 단계도 1924년부터 변모했다. 이민이 

제한되는 반면에 흑인이 북부로 이주한 결과 앵글로 색슨계는 타자로 

간주되던 유럽계 이민에게서 차이점보다는 오히려 동질성을 발견했다. 

결국 1965년에 이르면 미국의 백인은 코카서스 인종으로， 거의 두 세기 

전에 독일의 요한 블루멘바하가 만들어낸 인종으로 확대，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인종주의는 미국 민주주의에서 변칙적인 요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이컵슨은 선언한 



22 美 國 學 第二十五輯(2002)

다，36) 이렇게 그가 백인성의 역사에 관해 그리는 윤곽은 거의 20년 전 

에 나온 타카키의 연구에 비해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내성(內省)이 떨 

어지기는 해도 사회학적 분석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제이컵슨의 연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째서 백인성의 역사가 그처 

럼 변했는지 설명하는 데 있다. 사실 그는 서두에서 씨오도어 앨런과 

데이비드 로디거가 경제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설 

명 방식을 수용하면서도 민족 의식과 인종주의의 상호 관계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다른 빛깔의 백인성』 제2부 

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제이컵슨은 시각적 인식과 사회적 의 

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그는 먼저 재건이 끝나던 1877년에 초 

점을 맞추어， 당시 인종이 개념상 범주로서 변형되고 있었다고 지적한 

다. 인종 개념은 흑인의 새로운 정치적 지위와 노사갈등의 폭발과 이민 

의 대량 유입 등 국내 상황뿐 아니라 헨리 스탠리의 아프리카 기행문 

에서 보이듯이 “인종 자체를 생성시키고 부활시키는 제국주의의 부차적 

인 영향력”에 따라서도 바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인 

종의 육체적 특질을 발견하고 거기서 정신적 자질을 추론함으로써， 흑 

인 등 비백인은 물론이요 유럽계 이민도 자치 능력에 따라 상이한 집단 

으로 구분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유태인은 원래 백인이면서도 주 

로 종교적 이유에서 타자로 간주되었으나， 이런 변화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는 육체적 특질(피부색， 얼굴 모양， 머리카락 등)을 근거로 헤브라 

36) Matthew Frye ]acobson, Whiteness of a D游rent Color: Europ∞n l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 1998), chs. 1-3, pp. 
13-135. 인용은 12쪽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세기에 백인성은 제이컵슨이 제시한 윤곽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변모했다. 특히 1920년대에 백인성이 유럽계 이민으로 확대되 
는 세 번째 단계는 흑인/백인 이분법이 미국의 인종 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부상하 
는 과정， 바꿔 말해 남부의 격리 이데올로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수반했 

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Matthew Pratt Guter!, The Color of Race in 
America, j fX)()-1940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 2001); Michelle Brattain, 
The Politics of Whiteness: Race, Workers, αld Culture in the Modem South 
(Princeton: Princeton Univ. P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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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종으로 취급되었다. 거기에는 또한 다른 요인도 작용했는데， 그것 

은 오래 전부터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반유태인주의 전통이다. 이 전 

통이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대두하면서， 당대에 변전하고 있던 백인성 

과 결합되어 헤브라이 인종이라는 개념상 범주를 만들어냈다. 유태인도 

이런 범주를 이용해 민족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백인성의 역사에서 세 번째 단계가 전개됨에 따라， 유태인은 코카서스 

인종으로 분류되었다. 이 단계에서 유태인은 육체적 특질로써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이컵슨에 따르면， “인식상 범주로서의 인종과 개념 

상 범주로서의 인종 사이의 관계”는 “한편에 있는 눈에 보이는 ‘차이’와 

다른 한편에 있는 깊은 사회적 · 정치적 의미 사이의 역동적 관계”라는 

것이다.37) 

여기서 백인성의 역사는 인종의 개념으로 되돌아간다. 제이컵슨의 견 

해는 인종이란 시각적 인식과 사회적 의식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형성 

되는 산물이라는 것이다. 유태인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그에 따르면 

육체적 특질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나중에 인종 담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인식되고 또 인종적 정체성의 토대로 부각되었다가， 

결국에 가서는 흑인/백인 이분법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말 

이다. 시각적 인식이 사회적 의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이는 인식의 주체에 관한 공식일 뿐이어서， 육체적 특 

질이라는 인식의 대상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제이컵슨의 공식은 오히려 

인식의 대상마저 주체의 의식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풍긴다. 인식에서 

주체와 대상은 결코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작용하는 관계를 

맺는다 해도， 그 관계는 인식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성 립한다. 그렇다 

면， 인식의 대상으로서 육체적 특질은 인종의 개념에서 배제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육체적 특질을 자연적 사실로 인정한다면， 그리 

고 자연적 사실이 사회적 범주로 변환되는 기제에서 차이/평등 대조볍 

이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채이컵슨의 공식은 이 대조법의 기원 

37) Ibid., chs. 4• 5, pp. 137-199. 인용은 15-22, 149,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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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시킨다. 그는 백인성의 역사를 시각적 인식과 사회적 의식 사이 

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면서， 그런 태도--인류를 인종으로 구분하고 

인종 사이의 차이를 위계질서로 파악하는 자세--가 미국사회의 내부 

역학뿐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바꾸어 

말해， 저 대조법은 적어도 근대 초기 유럽의 팽창주의에서 형성되어 19 

세기 서양의 제국주의에서 발전한 세계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야 비로소 왜 유럽계 이민 가운데서 

도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던 집단들이 미국에서 인종주의에 시달린 반면 

에， 독일인처럼 독립적인 위치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던 집단들이 백인 

성을 쉽게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 백인의 정체 

백인성의 역사는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의 인종 문제에 관한 논쟁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 현재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백인성 개념으로 변형 

된다. 최근 논쟁에서 초점은 주지하다시피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다. 이 정책의 기원은 1960년대 중엽에 민권운동과 소요 사태 

를 통해 흑인이 고용상의 인종주의적 차별을 비판하고， 소수집단을 위 

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데 있다. 연방정부는 

1968년 이를 수용해， 연방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이나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소수집단을 우대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고， 3 

년 뒤에는 여성운동의 압력 때문에 거기에 여성도 포함시켰다. 그 취지 

는 과거에 소수집단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또 현재의 사회적 불공평 

을 해소하는 데 있었다. 이는 미국인의 사회의식에서， 특히 인종과 성에 

관한 섬성에서， 미묘하지만 매우 중대한 변화를 뜻한다. 흑인 민권운동 

의 영향으로 1950년대 중엽부터 백인 사이에서 인종 위계질서 관념이 

퇴조하고 흑인을 ‘피부가 검은 백인’으로 보는 평등주의적 경향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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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 반해， 오래 전부터 백인을 악의에 가득찬 가해자로 보던 흑인들 

은 그런 경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류로 간주함으로써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려는 모욕적인 태도를 발견했다. 이제 연방정부의 지침은 

과거에 백인이 흑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는 뜻을 담고 있었고， 따라서 인종 문제에서 심리학적 세력 관계가 근 

본적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흑인 문학평론가 셀비 스 

릴이 날카롭게 지적해 널리 공감을 얻은 바 있듯이， 흑인은 지난날 아 

무 죄도 없이 억압과 차별의 고통을 받은 희생자로 인식되는 반면에， 

백인은 어이없는 구실을 들며 그런 악행을 저지른 가해자로 부각되었 

다. 따라서 흑인은 이제 백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죄 없이 당했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등식이 

성립한다.38) 그와 같은 양상은 흑인 민권운동에서 영감을 얻어 백인 남 

성을 죄인으로 질타해온 여성운동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다.39) 

그러나 백인 남성은 얼마 가지 않아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반발해 세 

력 관계를 바꾸고자 했다. 반발은 1977-78년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 

던 앨런 바키의 소송에서 집약된 바 있다. 바키는 노르웨이계 백인으로 

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스 분교 의과대학에서 두 차례나 입학 

허가를 얻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능력보다는 입학 정원 가운데 

16%를 소수집단에게 배정하는 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것이 

38) Shelby Steele, The Content of Our National Character: A New Vision of Race 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1990). 인용은 5쪽. 

39) Sara Evans, Personal Politics: The Roots of Women ’'s Liberation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 the New Lιift， Vintage Books ed. (New York: Vintage Books, 
1980) 흑인의 문화적 전통과 민권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Lawrence W. Levine, 
Black Culture and Black Consciousness: Afro-Americα1 Folk Thought from 
Slavery to Freedom (Oxford: Oxford Univ. Pr., 1977); H따vard Sitkoff, The 
Struggle for Black Equaliη" 1954-1%η (New York: HilI & Wang, 1981); Claybome 
Carson, In Struggle: SNCC and the Black Awakening of the 1960s (Carnbridge, 
Mass.: Harvard Univ. Pr., 1981); Jarnes R. Ralph, Jr., Northem Protest: Martin 
Luther King, ]κ， Chicago,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Carnbridge, Mass.: 
Harvard Univ. Pr., 1993); Themstrom and Themstrom, America in Black and 
White , pt. 1, pp. 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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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을 때， 쟁점은 우대정책의 실행 방법에 집중되었지만 그 취지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논쟁은 정원 할당제의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에서 우 

대정책의 현실성에 관한 의문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내주어야 하는가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과연 올바르 

게 주고 받을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게 되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할당제 

를 거부하는 대신 가산점 제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결정은 

할당제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재정적 지원 같은 다른 조치에 찬성 

하는 여론과 들어맞았다.때) 그러나 우대정책은 이미 저항에 직변했고， 

이는 이후 보수주의적 사조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위기로 심화되었다. 

90년대에 들어 와서는， 우대정책이 흑인에게 의존심과 수치심을 심어주 

는 등 폐단을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정책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자 

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그것은 우대정책 이전의 인종 관계， 즉 셀비 

스틸이 밝혀낸 등식을 거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비역 

사적 평등주의로 되돌아기자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목소리 

는 스틸을 비롯해 중산층에 속하는 흑인 지식인 이외에， 한때 진보파 

지도자로 주목을 끌었던 스티븐 씬스트럼 같이 유력한 주류 지식인의 

가담으로 널리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41) 

이처럼 오늘날 인종 문제에 관한 논쟁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놓고 

피부색을 가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아 

래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학적 세력 관계가 바뀌고 있는 현 

실， 바꿔 말해 과거에서 분리할 수 없는 현재가 깔려 있다. 따라서， 피 

해자의 처지에서는 이 논쟁의 관건이 역사적 시각에서 가해자의 정체를 

40) J Harvie Wilkinson, III, From Brown to Bakke: The Supreme Court and School 
Integratio，η: 1954-1978 (Oxford: Oxford Univ. Pr., 1979), chs. 10-11, pp 껑3-306 

41) Steele, Content o[ Our Cmracter; Themstrom and Themstrom, Amenm in Black 
and White, pt. 3 and Conc., pp. 315-529, 530 없5. 피부색을 고려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 정책이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비롯해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Brattain, Politics o[ Whiteness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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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하는 작업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으니， 무엇보다도 백인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때 

데이비드 로디거조차 흑인이 하나의 인종으로 구성되었듯이 백인도 인 

종 담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면서， 백인의 정체가 공허하다고 지적 

한 바 있다.42) 최근에 와서는 그도 백인 정체의 실재를 인정하는 듯한 

데，집) 그 배경에는 백인 정체의 “투명성”을 가시화시킨 작업이 자리잡 

고 있다. 법학자 바브러 플래그는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백인이 인 

종에 관해 논할 때 항상 흑인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목하고 그것이 천 

진스러운 실책이 아니라 백인의 인종 의식에서 나오는 산물이라 강조한 

다. 그것은 백인이 자신을 인종의 견지에서 보지 않는 태도에서 연유하 

며， “백인들이 백인성에 관해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백인의 특정한 

규범， 행태， 경험， 또는 시각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플래그는 그런 경향을 “투명성” 현상이라 

부른다.μ) 백인성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이 논지는 법학자 이언 

하니 로페즈에게서 한층 더 발전한다. 그는 백인의 “투명성”이 확립되 

는 과정에서 국가， 특히 법원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한다. 백인성은 1790 

년 귀화법에서 미국 시민의 자격으로 규정된 이래 1952년까지 귀화 조 

건으로 유지되는데， 법원은 귀화에 관한 소송을 심리하면서 인종 담론 

에 입각해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법원은 백인성 

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신체적 차이에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 

특질로 규정하며， 또 인종이라는 범주를 상식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다.45) 이런 법학자틀의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백인성의 변형 과정과 이 

42) David R. Roediger, Toward the Abolition of Whiteness: Essays on Race, Politics, 
α!d Working-Class History (London: Verso, 1994), 13. 

43) David R. Rodieger, “Introduction," Black on White: Black Writers on What It 
Means to Be White, ed. David R. Roediger (New York: Schocken Books, 1998), 
1-26. 

44) Barbara J. Flagg, “‘Was B1ind, but Now 1 See’: White Race Consciousness and the 
Requirement of Discriminatory Intent," Michigan LαD Review 91: 5 (Mar. 1993): 
953-1017. 인 용은 957쪽 

45) Ian F. Haney L6pez, White by LαD: The Legal Construction of Race (New Y 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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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능동성을 경시하고 있기는 해도 백인성의 역사에서 흔히 간과되 

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벡인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장애 

물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제거해야 할 장애물은 1970년대에 부활한 민족문화(ethnic culture)에 

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70년대부터 백인 사이에서 민족성을 주장하는 

조류가 다시 대두했는데 이는 유럽계 이민의 후예들이 미국사회에서 

주류의 핵심인 와스프(White Anglo-Saxon Protestants)와 거리를 둔다 

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민 집단 사이의 교류를 통해 얻은 다 

원적인 민족 정체성을 내세워 백인성을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류와 거리를 벌림으로써 주류 백인성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매츄 제이컵슨이 『다른 빛깔의 백인성』 저113부에서 지적한다. 거기 

서 그는 백인성이 제국주의와 법원 그리고 흑인 민권운동의 영향 아래 

유럽계 미국인들을 널리 포괄하는 코차서스 인종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발문에서는 1970년대에 오면 그런 포괄적 백인성 속 

에서 민족성이 내부적 차이로 새로이 규정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백인 

성의 혜택을 차지하면서도 이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주민과 흑인 등 

비백인에 대한 부채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으로 묘사된다고， 힘주어 말 

한다. 그들은 이제 백인성을 떨쳐버림으로써 “그들 집단이 와스프가 아 

니라는 점 덕분에 미국의 정치생활에서 [비백인과] 같은 영역을 차지하 

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소수집단 우대정책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 

컵슨이 바라는 것은 “인종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력 관계， 그리고 그 

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단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얘) 

New York Univ. Pr., 1996), chs. 1, 5-6, pp. 1-36, 111-195. 
46) Jacobson, Whiteness 01 a Dijferent Color, chs. 6-8 and Epil., pp. 201-273, 274 • 280. 

인용은 279, 280쪽. 이런 맥락에서， 유태인들이 백인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된 과정도 
밝혀져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Karen Brodkin, How Jews Bemme White 
Folks and What That Says about Race in Amerim (New Brunswick, N.].: Rutgers 
U띠v. Pr., 2000). 또 근래의 다원적 민족 정체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Mary C 
Waters, Ethnic Options: Choosing Identities in America (Berkeley, Calif.: Univ.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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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문제의식은 사실 노우엘 이그네이티브 같은 “인종 반역자”를 포함 

해 백인성 연구자들이 널리 공유한다. 그들은 우대정책에 관한 논쟁에 

서 인종 중립적 정책을 요구하는 사회 주류를 염두에 두고， 백인이 지 

니고 있는 채무는 물론이요 백인이 깨닫지 못하는 가해자적 정체를 폭 

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피해자의 인식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 

종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을 담고 있는 20세기 중엽의 흑인 문학과 

역사학에 주목한다. 

그들의 작업 덕택에 백인성은 새로운 의미를 띠고 동장한다. 제이컵 

슨이 시사하듯이， 미국사회의 주류에서 백인성은 이제 “공적이고 심리 

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정신적 부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백인성 연 

구자들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재산임을 폭로한다. 이 점은 법학자 셰릴 

해리스가 1993년에 발표한 긴 논문에서 밝혀낸 것이다. 미국법에서 백 

인성이 재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그보다 앞서 지적된 바 있지 

만， 해리스는 인종 개념과 재산 개념의 상호 작용에서 백인성의 기원과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그런 지적을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발전시킨다. 그 

에 따르면， 재산으로서 백인성의 기원은 노예제와 원주민 토지에 관한 

법규에 있다. 연방 헌법을 비롯해 미국의 법률에서는， 흑인을 인간이자 

재산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백인은 상품화시키지 못하게 보호하면서 그 

에게 노예를 소유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백인성을 특권의 원천으로 

만들었고， 또 자연상태에 있던 원주민의 토지를 황무지로 규정하여 그 

들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백인만이 정착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간주함으로써 백인성을 가치의 토대로 만들었다. 그런 백인성은 재산에 

지위와 권려를 포함시키는 전통적인 이론은 물론이요 사회적 관계와 기 

대 이익까지 고려하는 근대적인 이론에서도 재산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백인에게 자유로운 지위와 경제적 혜택을 수여하며， 또 백 

인에게 상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특권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니 말이다. 

백인성은 또한 재산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양도성이 없다고 해서 

C머ifornia P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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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볼 수 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특권을 사용하고 향유하며 그에 따라 

평판과 지위를 확보하는 반면에 비백인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47) 

더욱이， 해리스에 따르면， 백인성은 재산으로서 오늘날에도 건재하는 

지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가치있는 사회적 정체로서 두보이스가 말한 

바와 같은 정치적 이점과 사회적 위신을 수반하고， 또 소수집단의 정체 

성을 부인하는 반면에 백인의 개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인종적 지배 종속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1978년에 

마쉬피 부족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면서， 이 부족은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얻지 않고 부족 토지를 외부에 양도했어도 백인과 흑인 등 다른 

집단과 뒤섞여 부족으로서 집단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회 

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률은 백인을 위해 “인종적 집단 정체 

성을 배제와 착취의 도구로” 규정하면서도， “인종적으로 억압받는 집단 

이 권리를 확인하거나 청구하는 기초로서 집단 정체성을 주장하면 그것 

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는 법원이 소수집단 우대정책 

을 무력화시키는 데도 동원된다. 이미 바키 소송에서 이 정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점은 이후 사건에서 

연방헌법 추가조항 14조를 근거로 부각되었다. 이 조항은 1868년 해방 

흑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제 1절에서 미국 시민에 

게 “법 률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명시 한다. 법 원은 이를 근거로， 

1986년 와이건트 소송에서 미시건의 잭슨 교육위원회가 백인 교사들에 

게 부당한 해고 순위를 강제했다고 비판하고， 또 1989년 크로선 소송에 

서 려치먼드 시의 입찰 지침이 백인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부당하게 제 

한했다고 판결했다. 해리스에 의하면， 볍원은 우대정책을 동등한 보호라 

는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고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 형식적 평등을 

47) Cheryl 1. Harris, “Whiteness as Propeπy，" Harvard LαD Review 106: 8 (June 1993) 
1710-1791. 특히 1710-1737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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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만， “실제에서 불평등한 것을 법에서는 평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기대를 백인에게 심어줌으로써 평등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이런 소송은 백인성을 재산으로서 감싸준다갱) 

백인의 집단적 정체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셰릴 해리스의 견해는 백 

인성의 경제적 ,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반면에 정치적 차원을 경시하 

는 듯하다. 해리스는 물론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은 백인 

성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바 

로 이런 뜻에서， 데이비드 로디거는 해리스의 논문을 가리켜 두보이스 

이후 백인성에 관한 역사학적 분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 평가 

하면서도， 백인성을 재산 체제인 동시에 공포 체제로 규정하는 것 같다. 

로디거는 흑인 작가들이 백인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 

게 백인이란 지배-종속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 

는 인종， 노예제에서 격리 체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흑인 

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인종이었다고 지적한다.때) 정체란 본질적으 

로 관계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흑인의 백인관은 결코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조지 립프시츠도 해리스의 견해를 수 

용하면서 백인성의 정치적 차원에 주목한다. 그는 백인성이 “형성될 때 

부터 재부와 위신과 기회의 분배에 매우 현실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여 

전히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체”이며， 인종주의가 “유색 인종에게 

자산 축적과 지위 상승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백인의 특권을 보호 

하는 체제”라고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일부 백인성 연구자들이 문화주 

의로 경도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그런 정체와 체제가 문화인 동시에 

정치의 산물이라 역설한다. 유럽계 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 즉 “식민지 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인성에 관해 소유자적 

48) Ibid., 1757-1781. 인용은 1761, 1777쪽. 
49) Roediger, “Introduction," Black on White , 12-16. 로디거는 최신 작품에서 백인성을 

재산 및 공포의 체제로 간주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Roediger, 
Colored White: Tnαnscending the Racial Past (Berkeley, Calif: Univ. of Califorinia 
Pr.,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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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을 만들어내려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립 

프시츠는 시야를 넓혀 국가는 물론이요 일상생활의 정치까지 살펴보며， 

특히 뉴딜 이후 주택과 학교와 기업에서 백인이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 

정책에 저항해 그것을 무력화시키며 흑인을 차별하고 억압했다는 사실 

을 면밀하게 입증한다.50) 

IV. 백앤성의 해체 전략 

백인성이 재산이요 공포라면， 그것도 오늘날 끊임없이 재생 또는 강 

화되고 있는 관념이요 체제라면， 미국의 인종주의는 흔히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셈이다. 립프시츠는 뉴딜 이후에 인종주의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는 돌이켜 볼 때 노예제의 폐지 

가 인종 이데올로기의 강화로 이어졌다는 바브러 필즈의 지적과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백인성이 심화되리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는 언뜻 보변 인구 변화에 관한 전망， 즉 흑인 인구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하는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두 세대 뒤에는 백인이 소수의 위치로 떨어 

지게 된다는 전망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백인성의 역사를 상기한다면， 

일부 사회학자들의 의구심처럼 오늘날 비백인으로 간주되는 집단 가운 

데서 일부가 백인종에 편입되고 그렇게 해서 특권적인 백인성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아계 이민은 특히 ‘모범 소수집단’으로서 

백인에게 문화적으로 접끈하면서 흑인으로부터 거리를 벌리고 있는 만 

큼， 주목을 끈다.51) 물론， 로널드 타차키가 역설하듯이 아시아계 이민은 

50) Lipsitz, Possessive lnvestment, chs. 1-2, pp. 1-46 인용은 vii, viii, 2쪽. 
51) ]onathan W. Warren and France Winddance Twine, “White Americans, the New 

Minority?: Non-B1acks and the Ever-Expanding Boundaries of Whiteness," Journal 
of Black Studies 28: 2 (Nov. 1997): 2<XJ-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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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지위에서 백인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범 소수 

집단’이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절제와 근변 등 미덕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52)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백인성이 그런 우려와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로 강한 활력 

을 지닌 관념이요 체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이 과 

제를 푸는 작업은 크게 보면 두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방향 

은 백인성 연구 자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변 이 조류가 백인성을 폭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백인의 정체가 지배적 규범이기 

에 백인에게 보이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눈 앞에 드러 

내는 일은 해체 작업의 시발점에 해당한다. 이는 모든 백인성 연구자들 

이 공통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일차적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 

은 미국의 인종 문제 아래에 인종주의는 물론이요 인종 담론이 자리잡 

고 있으므로， 이 담론의 주체인 백인에게 가해자로서 지니는 정체를 깨 

우쳐 주고자 한다. 이 런 의 도는 그들의 선구자인 타카키 가 말한 희 망，잃) 

저 중요한 저술을 마무리하면서 “무쇠 우리”에서 벗어나 인종을 초월하 

는 화합을 이루자고 제안한 것과 분명 다르다. 그들은 오히려 매쑤 제 

이컵슨처럼 피부색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 

보는 것”을 희망한다. 그런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백인성 연구자들은 

백인성을 폭로하면서 인종 담론의 생산과 유지에 개입되어 있는 학계도 

비판한다. 학계는 과학의 이름 아래 인종주의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인 

종을 주변적인 주제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인성 연구자들의 작업 대상 

이다， 

이는 역사학계， 거기서도 특히 신노동사 분야에서 잘 드러난다. 주지 

하듯이 이 분야에서는 1960년대부터 좌파의 주도 아래， 학자들이 대체 

로 계급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맑스주의적 시각에 의지해 접근했다. 그 

52) Takaki, 1roη Cages , 291-305 ‘ 

53) Jbid., 3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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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시각에서 볼 때， 인종이란 젠더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해도 자칫하 

면 계급에 대한 관심을 흘뜨려버릴 위험한 주제였다. 그런 시각을 갖고 

인종과 계급의 관계를 천착하는 작업도 있었지만，54) 주류는 인종을 계 

급에 종속시키는 경향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이런 경향이 80년대 말부 

터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반인종주의 활동가에서 노동사 연구자로 

변신한 허버트 힐은， 거장 허버트 것트먼이 인종을 초월한 광부들의 협 

력을 부각시킨 반면에 광산노조의 조직적인 인종 차별은 경시했다고 하 

면서 신노동사가 “신화 만들기”에 열중한다고 공박했다.55) 넬 어빈 페 

인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계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백인 

노동자들의 인종주의를 짝아내리거나 덮어둔다고 하면서 신노동사의 

“인종” 문제가 인종주의에 주목하지 않는 유럽의 급진파 이론을 미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닮) 이런 맥락에서， 클래런스 워커 

는 “칼 맑스가 검퉁이를 몇이나 알고 있었는가?" 물으며 계급 분석의 

인종주의적 함의에 관해 경고했다.57) 

이런 비판은 반론에도 볼구하고 큰 반향을 가져왔다. 사실， 신노동사 

54)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oe William Trotter, Jr., Coal, Class, and αlor: Blacks 띠 
50uthem West Virginia, 1915-32 (Urbana: Univ. of IIlinois Pr., 1990); Eric Amesen, 
Waterfront Workers of New Orleα15: Race, Class, and Politics, 1863-1923, IIlini 
Books ed. (Urbana ‘ Univ. of lllinois Pr., 1994). 이 주제에 관한 근래의 연구에 관해서 
는 Amesen, “Up from Exclusion"을 보라. 

55) Herbert Hill, “Myth-Making as Labor History: Herbert Gutman and the United 
l\!ine Workers of America," l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띠ture， and 50ciety 
2: 2 (Winter 1988): 132-200. 문제가 된 것트먼의 논문은 원래 1968년에 발표된 것인 
데 , Herbert G. Gutman, Work, Culture and 50αeηin lndustrializing Ameriaz: 
Essays in Amenazn Working-Class and 50cial Histoη， Vintage Books, ed. (New 
Y ork Vintage Books, 1977), 121-208에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힐의 다음 논문도 보 
라 “The Importance of Race in American Labor History," l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αld 50ciety 9: 2 (Winter 1995): 317• 343; “The Problem of Race in 
American Labor History," Reviews in Ameπazn History 24: 2 (June 1996): 189 
208 

56) Nell Irvin Painter, “The New Labor History and the Historical Moment," 
l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50ciety 2: 3 (Spring 1989): 367-370 

57) Clarence Walker, Deromanticizing Black History (Knoxville: Univ. of Tennessee 
Pr., 199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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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종” 문제가 있다변 흑인사에는 “계급” 문제가 있고， 또 인종주의 

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백인 사이의 계급갈등이나 노동조합의 다양한 인 

종정책을 경시할 우려도 있다.58) 그렇지만 백인성 연구자들 가운데서 

데이비드 로디거와 노우엘 이그네이티브 등 노동사에 관심을 쏟는 학자 

들이 그런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맑스주의 전통을 발전시키자는 의도를 

표명했을 때，%) 노동사가들은 공감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신 

노동사가 괄목할 만큼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미국 노동계급의 취약한 정 

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중요한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인종과 젠더를 경시하는 시각에 있 

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60) 더욱이， 그런 깨달음은 80년대에 

미국의 노동운동이 위기에 부딪힌 현실과도 연관되어 있었다，61) 따라 

서， 노동사가들은 계급과 인종을 포괄하는 시각과 더불어 그것을 토대 

로 사회변화를 기대하는 전망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도 

는 여성운동의 침체 상태를 백인 여성의 인종주의로써 설명하고 젠더와 

인종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루쓰 프랭컨버그에게 

서도 볼 수 있다，62) 이제 진보적인 노동사가와 여성학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의 좌파는 전반적으로， 인종과 젠더를 뛰어넘어 노동계급의 

58) Amesen, “Up from Exclusion," 162-167; Sean Wilentz, review of Alexander 
Saxton’s The Rise and Fall of the White Republic, lntem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2 (Fall 1992): 141-143; Michael Goldfield, “Race and the 
CIO: The Possibilities for Racial Egalitarianism during the 1930s and 1940s," 

lntem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4 (Fall 1993): 1-32; Bruce Nelson, 
“Class, Race and Democracy in the CIO: The ‘New’ Labor History Meets the 
‘Wages of Whiteness'," lntem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41 (Dec. 1996): 
351-374 

59) Roediger, Wages of Whiteness, 6-1 1; Ignatiev, How the lrish Became White, 
178-188; Thomas C. Holt, “Racism and the Working Class," lntemational Lα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5 (Spring 1994): 86-95 

60) ]. Carroll Moüdy and Alice Kessler-Harris, eds., Perspectives on Amerimn Ú1bor 
History: The Problems of Synthesis (DeKalb: Northem IlIinois Univ. Pr., 199이 

61) Michael Goldfield, The Decline of Organized Labor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 of Chicago Pr., 1987) 

62) Frankenberg, White Women, Rac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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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확대시키는 데 사회변화의 전망을 걸고 있는 듯하다.63) 

백인성을 해체하는 두 번째 방향은 『인종 반역자』가 가리킨다. 이 잡 

지의 취지는 백인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인성을 거부하 

라고 역설하는 데 있으며， 목표도 백인성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변경 

하는 데 있다. 전략은 “백인종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 구 

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잡지를 통해 개인에게 개심하라고 선전하기 

보다는， 가족과 학교， 기업과 노조， 법원과 행정 기관 등 인종 구분선을 

유지시키는 제도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비판은 “인종 반 

역자”들을 조직해 세력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 잡지의 

편집인들이 보기에， 사실 그럴 만한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오늘 

날 무산계급은 자본에 종속되어 있고， 그 변헥 잠재력은 산발적이고 단 

편적이며 중복되는 형태를 띠고 나타나며 퇴행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초국적 기업의 발전과 대량생산 산업부문의 퇴조로 말미암 

아 세력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민주주의 정파는 노동계급의 혁 

명 역량을 고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우엘 이그네이티브 등 잡지 편집인들의 견지에서 볼 때， 이런 상황 

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취할 수 없으므 

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무산계급의 주축은 빈민과 죄수 등 이른바 한계 집단으로 

이몽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흑인은 역사적으로 자본계급의 대척 지점 

을 차지해왔다. 미국에서는 인종이 자본계급의 사회 통제를 위한 도구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인 무산계급은 인종주의는 물론이요 인종 개 

염도 고집하는 백인 집단 때문에 잠재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미국에서 근본적인 사회변화의 관건은 가장 억압받는 백인을 포 

함해 모든 백인을 포용하는 인종 특권체제에 도전하는 데 있다" 그런 

63) Dana Frank, review of David Roediger’s Towards the Abolition of Whiteness, 
Socialist Review 24 (1995): 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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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백인 집단이 백인에게 요구하는 순종을 거 

부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다수라기 보다는 차라리 전투적인 소수다 

-“온건한 접근 방법을 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 

들에게 저항감을 심어주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격렬한 도발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소수 그런 소수는 몇 명이면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통화제도를 생각해보라. 위폐를 얼마나 유통시키면 공식 화폐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을까? 다수가 필요치 않다. “백인처럼 보여도 백인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임계 질량처럼 많아지는 때， 그 때가 오 

면 백인종은 분열을 겪을 것이고 예전의 백인들은 새로운 인류 공동체 

를 건설하는 데 가담할 수 있을 것이다.’앵) 

이 전략의 매력을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인종 반역자』 

가 거둔 성과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고， 따라서 그런 평가는 

미래에 관한 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암묵적 

전제를 짚어보는 것은 백인성의 해체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그네이티브 등 잡지 편집인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문화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그들은 물론 백인성이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체제라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도 “인종 장벽을 유지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인 국가의 권위”까지 이른다，65) 그런데도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백인성에 반역하는 소수의 각성과 그 파급 효과를 

들고 있을 뿐， 여러 제도들이 개별적으로 지니는 관성과 하나의 체제로 

서 갖는 통합력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도 내 

놓지 않는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백인성에 대한 비판은 넓은 뜻에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백인성이 정치의 산물이라는 조지 

립프시츠의 역설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전략은 정치적 접근을 경시하 

는 문화주의를 노정한다 하겠다. 이 점은 다른 한 가지 전제인 개인주 

64) Ignatiev and Garvey, eds., Race Traitor, 1• 5, 9-14, 34-37, 97-101 , 179-181, ?B7-292 
인용은 1, 10, 36, 37, 101쪽 

65) Ibid.,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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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도 연관되어 있다. 편집인들이 공언하듯이， 이 잡지는 지적 구심점 

을 제공하기 위해 창간되었지 “인종 반역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출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비정치적 접근은 백인 집단의 세력을 개인들의 도전 

으로 갤 수 있으리라는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임계 질량은 물론 결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체들을 모아 놓고 그들 

사이에 상호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야 비로소 하나의 실체로서 등장한 

다. 저 비유법은 차라리 체제에 대한 비조직적 저항을 정당화시키는 도 

구， 또는 개인의 능동적 역 량을 과대평가하는 태도의 산물인 듯이 보인다. 

이런 개인주의와 문화주의는 사실 첫 번째 방향에도 들어 있다. 백인 

성 연구자들은 독자적인 단체나 학술지를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들이 

학계를 대상으로 백인의 정체를 폭로하는 작업은 그 본질상 조직되어 

있는 정치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은 어떻게 보면 해체 전략 

이 선택의 결과라기 보다 상황의 소산임을 시사한다. 소수집단 우대정 

책에 관한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지금 얼마나 많은 백인들이 백인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또 그것이 재산과 공포의 체제로서 얼마 

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다. 그에 반해， 노동사가들의 자성에 

서 보이듯이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동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또한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백인성을 해체하기 위해 정치적 저항을 

조직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체 전략과 그 

전제는 상황의 소산만은 아년 듯하다. 거기에는 백인성 연구자들이 암 

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적어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조류， 그들의 전략과 전제를 제약하는 이념적 한계가 개재되어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자유주의는 백인성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이데올로 

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은 물론이요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도 해당한다. 예를 들변， 노우엘 이그네이티브 

와 데이비드 로디거， 그리고 씨오도어 앨런의 저술에서， 자유주의는 색 

인 항목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존 로크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스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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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66) 이그네이티브와 로디거는 노동계급 인종 

주의에 관심을 쏟고 있는 만람 그들이 자유주의를 지배계급의 이데올 

로기로 치부하고 천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대한 과오라 말하기 

는 어렵다. 반면에 앨런은 인종 관계와 사회 통제에 주목하므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가 백인성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 

는 것은 그의 연구에 중요한 의문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 의 

문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결점은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매쑤 제이컵슨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인종주의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역설하면서도， 자 

유주의에 관해서는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백인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산만하게 지적하는 이외에 갚이 언급하지 않는다，67) 

그러나 자유주의를 배제하고 미국의 인종주의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물론， 자유주의는 오래 전에 루이 하츠가 강조하던 바와 달리 또 

근래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도 달리 18세기 말에 와서야 중심적인 

조류로 등장했고 또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68)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 그 비중이 적었다 해 

도， 그것이 재산 관념에 끼친 영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재산이 

란 노동의 산물로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은 미국인들이 혁명 

을 통해 확인한 기본 전제였다 공동체적 전통이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 

계 조화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기도 했으나 69) 그 전제는 혁명기에 노 

예제 폐지론자들의 비판을 견디어낼 만큼 강력했다. 혁명의 대의에 입 

66) Roediger, Wages of Whiteness , 28-29; Allen, lnvention of the White Race, 1, 251. 
67) Jacobson, Whiteness of a D游rent Color, 135, 247-248, 256-265, 271-273. 
68)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5); 버나드 베일린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배영수 역 (새물결， 
1999); Drew R. McCoy, The Elusive Republic: Political Economy in 1<해ersoni，α1 

America (New York: W. W. Norton, 1980); Wilentz, Chants Democratic. 
69) Stephen Innes, Creating the Commonwealth' The Economic Culture of Puritan New 

England (New York: W. W. Nort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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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노예제를 위션이라 비난하고 형제애를 호소하는 공세에도 불구하 

고，70) 노예는 개인의 재산이기에 그 주인에게만 처분권이 있는 존재라 

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노예제에 이념적 지주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노 

예제가 폐지된 뒤에 인종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재건기에 급진파가 해방 흑인에게 시민으로서 필요한 경제적 

자립을 갖출 수 있도록 토지를 나누어 줘야 하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란 가담자의 재산을 몰수하자고 주장했을 때， 그 제안은 국민 

화합을 내세우는 온건파의 취지 이외에 사유재산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자유주의적 명제에 부딪혀 간단히 폐기되었던 것이다. 

이 명제는 오늘날 백인성을 옹호하는 무기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효과적인 무기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셰렬 해리스가 보여주듯이， 바키 소송에서 크로선 소송까지 법 

원은 “법률의 동등한 보호”를 내세우며 백인성을 재산으로 보존한다. 

원래 해방 흑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구절을 오늘날 백인의 

득권을 보장하는 데 이용하는 이 역설은， 물론 개인주의를 도외시하고 

는 설명할 수 없다. 근래의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 흑인에게 자행한 집 

단적 가해에 관해 현재 백인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를 

수용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저 역설은 개인주의적 논리에 연결되어 

있는 자유주의적 신조까지 감안할 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 

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일 

반적인 신조， 여기서는 백인에게 백인성이라는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전제로서 동원되기 때문 

이다. 이런 뜻에서 자유주의는 오늘날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 

을 비롯해 백인성을 재산으로 옹호하는 경향을 믿받침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전히 인종주의의 지주라 하겠다. 그리고 좌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계와 그 주변을 제외하면， 그것은 이념적인 반 

70) 베일린미국 혁명~， 27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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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 정치적인 도전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미국 정치의 본질에 해당 

한다. 매씀 제이컵슨은 인종주의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선언하면서도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백인성을 폭로하는 데서 멈춰 

버리는 것은 아닐까? 또 노우엘 이그네이티브의 해체 전략도 바로 그렇 

기 때문에 개인의 문화적 개종에 집중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닐까? 

패권주의 역시 백인성 연구자들이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백인성의 해체를 위한 전망을 제약하는 요소인 듯하다. 그들은 제이컵 

슨처럼 제국주의에 주목한다 제국주의적 팽창이 인종 및 백인성 관념 

과 어떤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언급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도 그들은 근대 초기부터 서양문명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정복과 지배와 

착취가 인종 개념의 형성과 인종 위계질서의 수립에 어떤 영향을 끼쳤 

는지 또 거꾸로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하는 문제를 천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조지 프레드릭슨 같이 백인성 연구자로 보 

기 어려운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다룬다. 백인성 연구 이외에 이들의 작 

업 덕분에， 백인성 관념과 그 아래에 깔려 있는 인종 개념은 사회적 구 

성물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 인종은 육체적 특질이라는 자연적 사실 

이 인류를 분류하는 사회적 범주로 변환된 결과로서， 차이/평등 대조법 

을 통해， 바꿔 말해 위계적인 세계 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고방식 

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전개된 백인성의 역사는 세 

계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백인성의 해체도 오늘날 미 

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배제하고 구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백인성 연구자들의 논의는 근대 초기 유럽의 팽창에서 시작해 

서 20세기 전환기 미국의 제국 건설에서 절정에 이른 다음， 대단원 없 

이 막을 내린다. 현재의 세계 질서에 관한 언급으로는， 매씀 제이컵슨이 

2차대전과 냉전의 영향으로 흑인/백인 이분법이 대두하고 백인종이 통 

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조지 럽프시츠가 한국전쟁을 통해 몇몇 

흑인 병사들이 인종주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하는 사례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71) 그들이 제시하는 백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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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처l 전략에서 f 세계 질서와 미국의 패권주의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 

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떠오른다. 왜 20세기 중엽 이후 백인성의 역사에서 

는 세계 질서와 인종 및 백인성 관념 사이의 상호 관계가 경시되는 것 

일까? 제국주의는 물론 2차대전 이후에 해체되었으며， 그것도 부분적으 

로는 미국의 비판 덕분에 쇠퇴했다. 그러나 반식민주의는 미국의 시각에 

서 볼 때 낡은 제국주의의 해체를 요구하는 노력이었지만， 신생 국가들 

의 시각에서 볼 때 해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이자 새로운 위계질서 

를 강제하는 압력이었다. 그런 패권주의를 백인성 연구자틀이 간과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백인성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미국사 

회의 내부 역학을 중시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종은 특히 미 

국에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노우엘 이그네이티브의 지 

적에서 엿보이듯이，η) 그들이 미국사의 세계적 맥락을 인식하고 있으면 

서도 미국 예외론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백인성이 위계적인 세계 질서를 토대로 삼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시야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세계 질서를 미국의 외부에서 깨뜨려 주기를 기대하기 보 

다는， 그들 자신이 미국의 내부에서부터 깨뜨려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지금 자유무역을 외치며 바깥에서 위계질서를 요 

구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안에서 인종 질서를 지원하는 자유주의의 연 

장선 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백인성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암묵 

적 전제부터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71) Jacobson,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95-96, 110-113; Lipsitz, Possessive 
lnvestment, 205 제이컵슨은 자신의 신작에서 제국주의와 인종주의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면서도 현재의 세계질서는 본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Jacobson, Barbarian 
Virtues: The United States Encounters Foreign Peoples at Home and Abroad, 
1876• 1917 (New York: HiII and Wang, 2(){에). 인종주의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 
향을 끼쳤는가 하는 의문은 백인성 연구자가 아니라 외교사 전문가인 마이클 헌트가 
다루고 있다 Michael Hunt, ldeology and U.S. Foreign Policy (New Haven, Conn.: 
Yale Univ. Pr., 1987), 46-91. 

72) Ignatiev and Garvey, eds., Race Traitor,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