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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 사회적 세력들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가운데 

영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이 가장 주도적인 사회적 범주를 이루는 정 

황에서조차도 그것만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특정한 

인종이나 종족에 속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귀속되어 있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특정한 계급의 일원이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적 

으로 혹은 성적 경향에서 구별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도 사회적 삶에 

참여한다. 삶의 이런 근본적 조건으로 인해 인종은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언제나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마련이다. 테일러 (Paul C. Taylor)의 표현을 

빌려 다시 말한다면 인종은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때로는 “대립적으로， 

때로는 거기에 얹혀서， 또 때로는 공생적 관계로"(Taylor 67) 인간의 사회 

적 삶에 개입한다. 사실 어파이어 (Kwame Anthony Appiah)의 우려대로 

인종 문제가 예민한 사회에서는 인종이 사회적 삶의 전면을 점령하여 다 

른 복잡한 변인들을 주변화시키기 쉽다(Appiah & Gutmann 103) , 그러나 

삶의 다원화가 가속되어온 근대 이후의 인간의 삶은 그 전체상을 파악코 

자 할 때 늘 종합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인종 

적 정체성의 정치학이 삶의 다원성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결국 자승자박의 

폭군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범주로 등장한 것은 

성， 계급，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종 · 성 , 계급은 

사회학， 인류학， 정신분석학을 비롯하여 인간학 전반의 핵심어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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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인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 이 세 단어는 인 

문학적 관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학 연구 

가 이 서1 용어를 중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처음에는 인문학의 

관섬이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확장된 것 정도로 이해되곤 했었다. 컨텍 

스트에 대한 인문학의 이 같은 새로운 관섬을 신역사주의자들은 예전의 

그것과 차별하여 “텍스트의 역사화와 역사의 텍스트화”라는 말로 요약한 

바 있는테， 이 표현은 그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 

서 볼 때 이는 이 변화상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기를 달리한 오늘날에 그것은 

르네상스 이래 구축되어온 근대 세계 체제를 재편하자는 유토피아적 열망 

의 신호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의 경우， 인종， 성， 

계급의 프리즘을 통한 문학 작품의 이해는 단순히 문학 연구 방법 상의 

변화로 그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래의 순문학 중심으로 문학을 보아왔 

던 전통적 문학관을 허불어뜨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학을 정의하고 그 

사회적 기능과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제도화된 역사적 과정 전반 

의 포괄적 검토를 촉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 용어들에 대한 관심은 모두 1960년대 민권 운동에 의해 촉발된 것이 

다. 60년대에 치열하게 전개된 흑인 민권 운동은 인종의 차이에 의한 불 

평등 구조의 타파를 요구했고， 이를 동력원으로 새롭게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은 성 차이에 의한 불평등의 타파를 부르짖었다. 이 두 요구는 인간 

시회의 불평등을 계급의 관점에서만 보아온 마르크시즘적 시각의 보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인종과 성은 이제 

더 이상 계급적 불평등의 한 요소로만 간주될 수 없게 되었다. 그것들은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독자적인 변인이면서 동시에 여타의 사회적 범주와 

1) 일례로 밀렛(Kate Millet)은 『성의 정치학』에서 여성의 인정과 사랑을 구한 궁정 로맨스 

나 낭만적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학은 실상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펀으로는 남성 지배의 현 
실을 위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의 체변을 세워줌으로써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Millet 36-7), 이 
런 비판 앞에서 문학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종의 의미망. 성 • 계급 · 민족과 관련하여 3 

수평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체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오 

미와 와이낸트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 세력의 상호 교차 속에서 인 

종적 범주가 형성되고， 변형되고， 파괴되고， 재형성되는 유동적 과정을 인 

종 형성 (racial forrnation)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인종을 종속 변인이 아닌 

중심 변인으로 설정해 살필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는 타당한 주의 환 

기 이 다(Omi & Winant 61-2). 

I 。 멸종과 엉 

일찍이 두보이스(W.E.B. DuBois)는 흑/백으로 차별화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겸는 소외감과 내적 갈등을 “이중 의식" (double-consciousness) 

이란 말로 특징지은 바 있다. 이는 백인의 인종차별적 시션을 통해서 자 

신의 존재 의의가 규정되는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이 야기하는 흑인의 의 

식의 분열상을 말한다.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 

서 여성의 정체성 또한 이와 비슷한 이중 의식에 찢겨 있음을 말해왔다. 

독자적인 인간 주체로서의 삶을 갈망하지만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위가 실 

린 남성의 시선 앞에서 늘 타자로 전락된다.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는 주체인 듯 하면서 동시에 객체이고 사회의 안에 있는 듯 하 

면서 동시에 밖에 존재하는 여성의 이러한 이중적 존재 양식을 그래서 흑 

인의 처지에 견준 바 있다(Beauvoir xxxiii). 역사적으로 흑인과 여성은 

백인 남성 중심 사회의 공통적인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다. 차별 대상과 

차별의 내용은 다르지만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그 관철 양상이 구조적 

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로 얽히고설켜 왔다는 점에 

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인종과 성의 상호연관성은 그것을 전거로 한 사회적 차별의 구조가 상 

동적이라는 점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부터 유통되 

기 시작한 성차별주의 (sexism)란 용어 자체가 인종주의 (racism)에서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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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말이다，2) 간단히 말해， 인종주의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그들의 인 

종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념적， 구조적， 행동적 체계’라 

고 한다면， 성차별주의는 여기에서 ‘인종적’이란 말을 ‘성적’이란 말로 바 

꾸기만 하면 큰 무리 없는 현실적 정의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종주 

의는 대략 세 단계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먼저 인종 집단 간의 차이 

가 강조되고， 그 디음 그 차이가 특정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에 비 

해 우월하다는 차이의 정치학으로 전용되고， 이어서 그 우월성을 근거로 

특정 인종 집단의 지배와 복속을 정당화한다. 성차별주의도 마찬가지 논 

리로 작용한다 그것은 생물학적 성 차이의 강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 

다는 주장， 따라서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정당성이라는 논리 

의 연쇄를 갖는다，3) 

성차별주의란 용어가 1960년대의 흑인 민권 운동의 와중에서 생성되었 

다는 점이 새삼 시사하는 비-이지만， 이 지배 논리의 상호 전이는 역사적 

인 것이다. 인종주의는 큰대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세계 체제로 확장되면 

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타자들을 주변화한 이른바 내적 식민화Gnterior 

colomzation)의 메카니즘을 비유럽인들에게 적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주 

장은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인종주의에 앞서서 성차별주의 

의 긴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서구와 비서구의 만남의 이야기는 그 시원에서부터 성적 이미지로 채색 

된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스트라다누스(Johannes Stradanus)의 삽화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과의 접촉 초창기부터 그것을 여 

성의 이미지로 그렸다. 발가벗은 야만적인 식인종들의 사회가 문명과 복 

2) “Sexism is a tenn constructed by analogy with racism .. ," Lisa Tuttle, ed. Encyclopedia 
01 Feminism (New York: Facts on File/Pletus, 1986), sexism 항， 292; “The tenn 
‘sexism’ was coined during the feminist renaissance of the sixties, probably by 
analogy with the tenn racism‘" Mary Anne Waπen， The Nature 01 Woman (Invemess: 
Edgepress, 1980), 424. 

3) 이러한 차이와 지배의 정치학은 환경 문제를 남성의 여성 지배의 연장에서 보는 생태여 
성주의에 의해 그 상동적 구조가 더욱 분명한 조명을 받고 있다 (Karen Warren, “The 
Power and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12.2[1990], 125-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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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전하러 온 유럽 인을 관능적 인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그림은 아 

메리차에 대한 유럽인의 사회적 상상태 (soci떠 imaginary)의 원형적 모습 

을 보여준다. 신세계는 힘든 사회적 책무와 청교도적 금욕주의로부터 유 

예된 닥원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유럽의 지이-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위험한 

곳이다. 따라서 그것은 역누르고 복속시키고 잘 관리하고 지배하지 않으 

면 안 되는 세계이다. 대지를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서양의 오랜 

문화 전통이었다.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대지를 인간을 포근히 감싸주는 

모성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콜로드니(Annette Kolodny)는 시간이 흐르 

면서 유럽의 전원문학에서 사라져 버린 이 모티프가 신대륙을 낙원으로 

그린 여행기를 통해 부활하여 미국 전원문학의 중요한 문학적 컨벤션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Kolodny 4-9). 

콜로드니는 물론 미국 문학의 한 단면만을 말한 것이다. 청교도 시인 

위글워스(1\따chael Wiggleworth)에게 자연은 황량하게 “울부짖는 야생지” 

(the howling wildemess)였다. 그것은 사탄의 후예인 인디언들이 거주하 

는 사악한 땅이었다. 이 황량하고 버려진 땅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언덕 



6 美 國 學 第二十七輯(2004)

위의 도시’로 만드는 것을 삶의 소명으로 간주한 청교도들에게 자연은 회 

귀 욕망을 자극하는 안식과 화합의 땅이 아니라 정복하고 평정해야 할 곳 

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자연을 여성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거 

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흔히 길들여 순종케 해야 할 여성적 존재로 비 

하한 인종의 성적 특징화(sexualization)에 상응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인종적 타자의 성적 특정화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4)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접촉하면서 유럽인들이 

맨 먼저 주목한 것도 그들이 발가벗고 다넌다는 점과 그것이 연상시키는 

성적 분방함이다. 신대륙 원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콜럼버스를 비롯 

한 초창기 항해가들 또한 원주민의 왕성한 성적 에너지와 성풍속의 느슨 

함을 특기하곤 했다 동방의 할렘이 억압된 내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서 유럽 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이다. 노예제 하외 미국의 남부에서 성적 에너지의 과잉과 다산은 흑 

인 노예들의 인종적 특정이자 노예제의 교화와 순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구실로서 자주 거론되었는데， 이 또한 접촉의 초창기에 형성된 인종적 타 

자에 대한 유럽인들의 고정관념의 유산이다. 

라깡(Jacques Lacan)은 서구에서 여성성은 부재와 과잉의 역설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천사와 괴물(angeVmonster)로서의 여성 이 

미지의 양극화가 바로 그것이다. 천사는 섹슈얼리티가 부재하는 여성이고， 

괴물은 섹슈얼리티 과잉의 비정상적인 여성을 일걷는다. 라캉의 설명은 

왜 인종과 성이 상호 긴밀히 얽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여성을 

양극화하는 문화적 토양은 또한 인종의 타자화도 손쉽게 정당화된다. 우 

4) The sexualization of race means that the fictitious ideological machinery which posits 
and reproduces the existence of races, i.e., ontological racism, as well as the crimes 
and slights that whites have committed, and still do commit, against blacks in 
American culture, 1.e., moral racism, are qualities and conditions of sexuality, for some 
individuals. The sexualization of race also means that the aesthetic standards and 
micro-judgments that in myriad ways express the devaluation of Americans 
designated as black, as well as reproducing that devaluation, are also part of individual 
sexual choices, judgments, reactions, and expressions (Zack,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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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들의 이분법은 곧 우리 내부의 이분법의 투영인 것이다. 그리하여 

인종적 타자는 고상한 야만인이기도 하고 잔인한 악마의 형상이기도 하 

고， 원시적이고 유아적언 자연인인가 하면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인물이 

기도 하다.5) 인종적 타자가 이런 양극화된 이미지를 동시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인종 개념이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18세기 

이전의 문헌에서 그런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Wthello)는 좋은 예이다. 오셀로는 베니스의 공작 궁정에서는 유능하고 

지략 있는 장군으로서 침착함과 자기 통제가 돋보이는 인물이지만 (분노 

한 부러 밴쇼와 로더 리 고를 향한 다음의 대사를 보라: “Keep up your 

bright swords for the dew wil1 rust them" I.ii.58), 이아고의 간계로 데 

스데모나를 의섬하게 되면서부터는 질투와 격정의 광기에 사로잡힌 ‘검은 

무어인’으로 변한다. 게다가 작품의 첫 장변에서 이아고가 로데리고와 대 

화를 나누면서 오셀로률 “늙은 검은 숫양 “야생말" “음탕한 무어인”이 

라고 형용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인종적 타자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성적 

인 뉘앙스가 가미되면서 더더욱 양극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6) 오셀로의 

비극은 그의 타자성이 빚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전락의 원인 

으로 작용하면서 노정된 그의 양극화된 성격에는 이처럼 인종뿐만 아니라 

성적인 변의 부정적 자질이 동시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노예제 하에서 남 

부의 미국 흑인들 또한 삼보/야만인으로 양극화되었는데， 이 또한 인종주 

의에 성 이데올로기가 끼어들어온 결과이다.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갇혀 있었으나 

인종과 관련해서 그 사회적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백인 여성 

의 존재는 백인 문화의 보루이면서 또한 백인 순수성의 상징으로 간주되 

5)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여러 유형의 타자를 언급한 바 있다: 나의 내면 속의 다 

자， 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속하지 않는 집단으로서의 타자 (남성에게 비친 여성들， 부자 
에게 비친 가난한 하층 계급)， 언어나 문화가 다른 내가 속한 세계 밖의 타자 (Todorov 
11). 

6) 메이탈(Nabil Matar)에 따르면 엘리자베스조 영국인들에게 무어인은 “sexua!ly over
driven and emotiona!ly uncontrollable, vengeful, and religiously superstitious" 한 사람 
들로 정형화되어 있었다(Martar 13; Niro 4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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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일차적 소임은 제국 경영을 책임질 유능하고 

적합한 신민을 재생산하고 양육하는 일이었다. 이 경우 적합한 신민이란 

무엇보다 지배층 백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년 자를 의미했다. 과학적 인종 

주의가 절정에 달한 19세기 말의 백인 여성들은 백인의 순수한 혈통을 보 

존해서 전달하는 인종의 수호자 혹은 “인종의 본질을 전달하는 통로”로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식민지 원주민의 백인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1857년에 일어난 인도의 세 

포이의 반란이나 1865년에 일어난 자메이카의 모란트 만 반란에서 반란의 

가담자뿐만 아니라 많은 원주민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가혹하게 탄 

압을 받았는데， 식민지 관리들은 백인 여성을 능욕한 것에 대한 징별로 

그것을 정당화했다(Ware 35-44). 

식민주의 담론에서 백인 여성은 종종 도덕적으로 흠 없는， 그러나 연약 

하고 무력한 이미지로 그려졌다. 여성은 제국의 도덕과 원칙의 수범이요 

백인 문명의 체현자로 선양되었다. 특히 식민지 현지에서 백인 여성이 이 

처럼 체제의 근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를 빙자하여 원주민을 

탄압하는 가혹한 조치들이 제도화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가령 파 

푸아 뉴기니아에서는 192β년 백인여성보호법 CWhite Women’s Protection 

Ordinance)이 제정되었는데， 그 주 내용은 유럽계 여성에 대한 원주민 남 

성의 성적 폭력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사형에 처한다는 가혹한 것이었다 

(Ware 38). 이 같은 차별적인 법규가 암시하듯이? 식민지 원주민 남성들 

은 백인 여성과 대자적인 야미지， 곧 거칠고， 제멋대로이고， 성적으로 방 

종한 야만인으로 정형화되었다(앞서 지적한 대로 여기에도 예외 없이 양 

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곧， 원주민 남성은 이와 상반된， 곧 단순하고 

수동적이고 여성화된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했다). 이런 까닭으로 미란다 

가 칼리반에게 능욕되지 않을까 하는 편집증적 공포는 식민지 사회심리학 

을 구성하는 중요한 콤플렉스 중의 하나이다. 여성은 식민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은 사회적 타자였지만， 이처럼 

젠더는 인종과 더불어 제국주의 정치학에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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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작용 메카니즘이 유사하다고 해서 양자의 차 

이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근대 서구 사회애서 인종적 타자인 

흑인과 성적 타자인 여성은 그 사회적 지위가 달랐다. 흑인은 종종 사회 

적으로 무의미하고 심지어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되어졌지만，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것은 아니다. 여성은 가 

치있는 존재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범적 존재로 이상화되고 선양되면서도 

차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인종차별의 희 생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성이 스스로를 사회적 차별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 이 점이 성 이데올로기를 인종 이데올로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성 이데올로기는 문화의 깊은 저층 그 무의식의 차원에 뿌리내 

리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다. 

윤리성의 문제에서도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편차룹 드러낸다. 인종 

주의는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반해서 성차 

별주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가령 와서스트롬(Richard A. 

Wasserstrom) 이 예를 들고 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목욕탕은 인종차별적인 따라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성적으로 분리된 목욕탕이 부당한가의 여부 

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Wasserstrom 318), 토마스(Laurence 

Thomas)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 

째， 인종주의와 달리 성차별주의는 도덕적으로 큰 거리낌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백인의 긍정적 자아 개념은 인종차별적일 여지가 크지 않 

지만 남자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성차별주의적일 여지가 많다(Thomas 

348-49), 이처럼 도덕적 정당성의 뒷받침이 미약하고 게다가 자긍심의 훼 

손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버리는 것 

은 인종주의적 태도를 버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인종주의는 가르시아(Jorge L. A. Garcia)가 환기시키는 것처럼 차별 

대상에 대한 증오와 경멸감을 내포하는 것이 상례이다，7) 이 점에서도 성 

7) 인종주의가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그릇된 편견이라는 것올 익히 주지되어 있으면서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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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주의는 다른 양상을 띤다. 가령 여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방패막이 

가 되어주고 그 사회적 책무를 대신 떠맡는 남성의 태도는 가부장주의적 

성차별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인종주의와 달리 성차별주의는 이처 럼 

차별 대상에 대한 적의나 모멸이 아니라 온정과 선의를 수반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여성의 자율성과 독자적 의지의 인정 여부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윤리적 온정주의와 가부장적 

시혜의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온정주의가 미덕으로 상찬되 

는 사회에서 그 분별은 미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인종과 성은 모두 사회적 범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오랜 세 

월 동안 생래적 범주로 간주되면서 근대 세계 체제를 뒷받침하는 지배 이 

데올로기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근대 이후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짓 

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상호 얽히고설켜 왔던 역사적 과정과 그 사회적 기 

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인종과 성은 종종 상동적인 사회 현상으로 이해되 

어 왔다. 그러나 위에서 간략히 살핀 대로 양자를 변인으로 한 사회적 관 

계는 유사하면서도 또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양자의 보다 면밀한 

비교와 대조는 서구 근대성의 심층적 이해는 물론 오늘날 우리 삶의 지형 

을 살피는 데도 긴요한 일일 것이다. 

코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그것을 이념이나 믿음의 체계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가르시아 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종주의를 
“다른 인종 집단의 사람에 대한 증오와 악의”라고 정의한다(Garcia 399) , 가르시아에게 
인종주의는 이념의 문제나 합리성 혹은 비합리성의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의도， 호불호와 관련된 정념의 문제이다 인종주의를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 

의 문제로 파악할 때， 그 근본 전제의 하나인 인종 구분이나 그 타당성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인종주의의 표적이 되는 인종 집단의 열등성 여부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인종 집단이 열등하다고 믿기 때문 
에 인종적 혐오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가르시아는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확신이 

인종주의적 태도를 야기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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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엔종과째급 

인종과 인종주의가 근대성의 산물이고， 근대성이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 

회 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복합적 사회 현상의 총칭이라고 할 

때，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핵심 요소인 계급과 인종의 연루는 필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대 이후 세계 체제는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해를 둘러 

싼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이 갈등과 대립은 흔히 자본가와 

노동자， 소유자와 무소유자， 혹은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양극화되는 계급투 

쟁의 양상을 띠었는데， 이 투쟁은 또한 항용 인종적 갈등을 수반했다. 그 

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체재의 생산력의 한 축을 이루는 노동 인력이 특 

정한 인종 집단으로 충원되어 온 역사적 사정에서 비롯된다. 가령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업 체제에서 자본가는 대부분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이고 노 

동자는 거의가 원주민이었다. 노예재 하의 미국 남부 사회의 사정도 다를 

바가 없었다. 노동은 전적으로 아프리카 계 흑인 노예의 몫이었기 때문이 

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들을 항구적 노 

동 집단으로 묶어두는 것이 긴요한데， 백인 자본가들은 인종주의 이데올 

로기를 활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계급괴 인종주의의 결탁의 역사는 기설 오래된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귀족 계급은 혈통의 우수성을 내세워 특권 

의 향유를 정당화하고 신분 세습을 꾀했다. 물론 귀족 계급이 ‘인종’의 이 

름을 벌어 스스로를 범주화한 것은 아니었다. 허지만 상층 계급으로서 귀 

족의 신분과 특권이 세습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사고 속에 인종주의적 메 

카니즘이 깃들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흔히 근대 인종주의의 발원자로 

지칭되는 고비노(Arthur Gobineau)가 말하는 인종 개념도 사회적 선분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인종불평등론』에서 고비노는 사회는 세 개의 

큰원적 계급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계급， 곧 귀족， 부르주아， 평민은 인종 

적으로 이미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귀족이 정복 민족이라 

면， 부르주아는 혈통적 흔합으로 지배 종족에 가까워진 종족이고， 평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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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민족에 봉사하면서 살아온 열등한 하층 종족이라는 것이다(M머ik 

83-4), 사회적 계급과 인종을 이처럼 연관시키는 사례는 스페인을 근대 

가톨릭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한 15세기 유대인 추방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스페인 땅에서 추방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많은 유대인 

들이 기독교로 개종히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순수혈통법 (limpieza 

de sangre)에 따라 무어인 혼혈과 더불어 스페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종 

족으로서 차별화되었다. 그 결과 스페인 귀족 계층의 신분적 우월성이 공 

고해지고 아울리 이교도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주인 계급으로서 스페인 

국민 전체의 위상이 강화되었다(B벼ibar， “Class Racism," 208) , 

근대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런 전통적 계급 개념은 생산 

력과 그것을 구동시키는 생산 관계에 기초한 계급 개념으로 대체되는데， 

앞서 지적한 대로 특정한 인종 집단이 노동력의 독점적 공급원이 되었던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흔히 인종주의로 채색되곤 했다. 계급의 

개념이 경제적 구조의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혹은 이념적 갈등 

등으로 한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도 

인종주의는 여전히 사회적 위계를 가르는 중요한 사회적 범주이다 가령 

현대 미국 사회에서 계급은 흔히 소득에 따른 사회경제적 신분을 지칭한 

다， CEO를 비롯한 전문직 고소득자는 상층 계급， 밑바닥 저소득자는 하층 

계급， 중간 소득자들은 중간 계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느슨한 계급 

구분에도 어김없이 인종주의 이데올로기가 개입한다 그리하여 백인의 전 

통적인 태도， 취향， 생활양식이 상층 계급의 생활 규범으로， 흑인적인 것 

은 하층 계급의 그것으로 얘겨진다. 이런 까닭으로 예컨대 하층 계급 노 

동자의 옹이진 손이나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얼굴은 열등함과 조야함의 기 

표로 흔히 간주된다. 그 만띤 백인의 취향과 스타일이 선망의 대상으로서 

모방되는데， 토니 모리슨의 『새파란 눈~(The Bluest Eye)이 보여주듯이，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총아인 상품 광고는 바로 이러한 계급의 인종화를 

그 시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한다. 스튜아트 홀(Stuart H머])의 표현대로 

“인종은 계급이 일상적 삶으로 체험되는 양태인 것이다" (race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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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ity in which class is lived, 394) , 

인종주의의 기원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익 계급 갈등에서 찾은 대표적인 

학자로 콕스(Oliver C. Cox)와 영국의 마일즈(묘obert 1\떠les)를 들 수 있 

다. 이틀은 인종 문제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적 이슈이기에 앞서서 정치경 

제의 문제， 곧 자본 축적 과정의 한 국면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들에게 인종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한 효과이자 계급적 갈등의 

마스크로 간주된다. 

트리니다드 출신의 사회학자 콕스는 1948년에 출판된 『카스트， 계급， 인 

종~(Qzste， Class and Race)이 란 저서에서 인종 문제는 상업 자본주의 사 

회에 진입한 서구의 두 식민 체제-영국과 스페인의 신대륙의 식민지 경 

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력이 생산비의 한 항목을 구성하 

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 인력은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기보다는 상품으 

로 간주된다. 자본가는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기 마련인데， 이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 

된 노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 열등한 아인간종으로 비하되었다. 콕스는 신 

대륙 식민지 경영의 초창기에는 연한 계약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온 백인 

노동자들도 인디언 원주민이나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과 마찬가지로 

열등한 사회적 타자로 간주되었던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인종적 편견 

의 결과로 원주민을 노예처럼 부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유지에 긴요한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인종주의가 지배의 이데 

올로기로 동원된 것이다. 따라서 콕스는 인종주의， 곧 인종적 적대감이나 

편견을 인간의 사회적 본능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여하한 본질주의적 시각 

도 배격한다. 그에게 인종적 편견이나 인종간의 적대감은 근본적으로 유 

럽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내적 펼요성에서 배태된 것이다.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은 백인이 인종적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인종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백인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우연사였던 자본주의가 없었더라면， 세계가 경험한 인종적 편견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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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지도 모른다. 진실로， 백인과 유색인들의 관계는 다른 경제적 조직， 예 

컨대 사회주의와 같은 체재 하였더라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었을 것이다. 

(Cox 31) 

요컨대， 콕스에게 인종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유산으로서 

근본적으로 노동 착취의 문제이다: “인종 관계는 노동-자본-이윤의 문제 

이다. 다시 말해 인종 관계는 프롤레타리아-부르주아의 계급 관계， 곧 정 

치적 계급 관계이다’'(336) ， 따라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구조의 문제 

이지 구성원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콕스에겐 인종적 편견은9 

밴튼(Michael Banton)이 설명하는 대로， 근본적으로 집단의 연대나 결속 

을 위한 방어적 수단이라기보다는 경제적 · 정치적 착취의 무기였다(B없lton 

86-7). 

인종주의는 근원적으로 계급 갈등의 문제라는 콕스의 주장은 짐 크로우 

체채 하의 미국 남부 사회의 인종 관계를 검토하면서 얻어진 것이기도 하 

다. 콕스는 납부의 사회적 관계가 인종주의와 인종 분리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흑백의 관계를 고착된 카스트 제도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역마다 인종 분리의 정도와 규범이 다른 

점과 흑백간의 인종 혼합이 드물긴 하지만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콕 

스는 이런 점에서도 인종 관계는 사회적 선분보다는 경제적 구조의 문제 

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콕스의 시각은 그 자신 분명히 천병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맑시즘 

의 사회 분석틀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앵겔스(Frieclrich 

Engels)는 로빈슨 크루소의 프라이데이 노예화를 예로 들어 착취와 억압 

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우위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힘의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경제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Wi1son 17) , 다시 말해 사회의 계급 분화나 사회적 불평등을 경제적 구 

조 혹은 경제적 과정의 문제로 파악하는 맑시즘의 입장에서는 인종주의도 

결국 특정한 경제 구조의 파생물이라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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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즘의 이런 접근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재확인한 대표적인 학 

자로 영국의 마일즈를 꼽을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영국 사회에 급증한 

이민 노동자들의 인종 갈등을 주목해온 마일즈는 인종은 실체적인 사회적 

범주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상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의 노동시장에서 특히 아시아와 카리 

브해 지역에서 이민해온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과 노동조건에서 능력이나 

기술보다는 펀견에 찬 인종적 고정 관념이 더 중요한 변수를 이루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마일즈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주로 신체 외형적인 특정에 

의거해 범주화되고 이 범주화는 곧 인종적 정형화(stereotyping)로 이어지 

는데， 이와 같은 “인종화" (racialisation)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이들 집단을 영국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자체의 인구로서는 충원할 

수 없는 미숙련 하층 노동인력으로 묶어두기 위한 사회적 요구의 소산이 

다(132-33). 이처럼 인종은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필요에 의한 계급적 분 

화에 봉사해 왔다，8) 영국사회는 이런 인종주의의 메카니즘을 이미 제국의 

식민지 경영에 활용했던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식 

민지였던 케냐에서 영국의 식민자들은 커피나 옥수수와 같은 환금 작물을 

재배하는 상품생산 농업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들은 유목생활을 하며 자 

급자족 상태에 있던 원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하거나 강제로 수용하여 

대규모의 농장을 조성하였다. 식민자들은 이어 농장 경영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원주민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무너 

뜨리고 그들을 임금 노동자로 내모는 각종 식민 정책을 강구하였다. 예컨 

8) 인종에 의탁한 계급 분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백인 노동자의 계급적 위치 변화 문 
제이다 씨오도르 얄렌(Theodore Allen)에 따르면， 가령 미국의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인 
종 노예제의 분수령이 되었던 1676년의 베이컨의 반란의 경우 백인 연한 계약 노동자와 
흑인은 계급적 연대로 뭉쳐서 백인 부르주아 대농장주의 지배 체제에 도전하였다 반란 
이 진압된 후 백인 지배층은 사회 통제의 펼요성을 절감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묶어두는 

노예제를 확립하는 한편， 백인 노동자들의 경우 흑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 그들을 사 
회통제용 완충 계층으로 격상시켰다(Allen 21-2; 배영수 9). 이처럼 계급적 갈등이 인종 
적 갈등으로 대치되는 현상은 1890년대의 짐 크로우 법이 시행되던 시절의 미국 남부에 
서 다시금 재현되었고(Woodward 67-109), 1950년대 이후 서유럽 사회에 이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그 노동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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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그들은 허수아비 족장을 새로 세워 그를 회유하여 노동력을 공급받기 

도 하고， 원주민의 생활 터전을 빼앗아 그들을 ‘점유자’(squatter)로 전락 

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각종 세금을 신설하여 이 

의 지불을 위해 원주민이 노동 현장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하 

였다. 이와 같은 식민 경제 체제로의 변환은 원주민을 열등한 인종으로 

격하시키는 인종주의를 또한 수반했다. 다시 말해 인종주의는 원주민을 

식민지 경제 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하층 노동자 계급에 귀속시키는 효과 

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이처럼 인종주의는 지주 계층을 위한 노동력 창출의 핵심 수단이었다. 인종 

주의는 계급적 착취를 정당회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특정한 집단 

의 사람들을 노동 계급으로 규정짓는 방식으로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방편이 

라는 점이다. 문제는 그렇게 규정지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급적 자리를 ‘당연 

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사회적 세계를 조직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물질적 

생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실을 이 표상 체계에 일치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Miles 124) 

따라서 마일즈에게 인종 문제의 초점은 ‘인종’ 그 자체가 아니라 ‘인종 

화’ 혹은 인종적 범주화 과정에 있다.9) 그에게 인종은 다른 목적을 위한 

표상체， 다시 말해 일종의 기표일 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약호화되는 과정과 그 의미이다. 인종이 실체적 개념이 아니 

라고 보기 때문에 그는 이른바 인종의 사회학이란 개념을 거부한다. 그는 

인종을 객관적인 사회적 범주로 보게 되면 자칫 이데올로기로서의 그 의 

9) “We therefore employ the concept of racialisation … to denote those instances where 
social relations between people have been structured by the signification of human 
biological characteristics in such a way as to define and construct differentiated social 
collectivities‘ The characteristics signified vary historically and, although they have 
usually been visible somatic features, other non-visible(imagined and reaO biological 
features have also been signified. The concept therefore refers to a process of 
categorisation, a representational process of defining an Other, usually, but not 
exdusively, somatically"( l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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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호도되고 그 결과 인종주의로 채색된 현실이 당연한 사회적 현실로 

물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그가 밴턴(Michael Banton)이나 렉스(John 

Rex) 등이 제시한 “인종관계 문제틀"(race relations problematic)을 비판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John Solomos 98-101, Solomos & Back 7) , 

마일즈는 인종주의가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존재했 

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또한 인종주의를 전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 

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만 보는 것도 경계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 

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종주의로 인한 노동계급의 소요와 불안정은 오히 

려 자본가의 이익을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종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사회적 기능은 이처럼 단 

순하지 않다. 인종과 인종주의는 절대적이고 단선적인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모순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의미는 구체적인 역사적 컨 

텍스트에 대한 고려를 통해 벼로소 드러날 수 있다(100) ， 다시 말해 인종 

주의는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적 총체가 빚 

어내는 역사적 현상인 것이다. 

인종주의에 대한 맑시즘적 분석은 무엇보다 인종이 생물학적 변인이라 

기보다 사회적 변인임을 재확인한 의의가 있다. 인종 문제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의에서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의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데 

그것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맑시즘의 시각은 또한 상부 하부 구 

조 모델에 입각한 경제 결정론에 내재하는 일반적 한계 또한 그대로 드러 

낸다. 콕스의 분석이 예시하듯이， 맑시즘적 시각에서 인종 문제는 그것을 

야기한 복잡한 변인들이 사상되면서 계급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는 경향을 

띤다. 그것도 잉여가치의 독점으로 야기되는 계급 갈등의 문제에 집중되 

고， 그 밖의 분배나 시장 관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 결 

과 노동 현장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 작용하는 인종주의는 경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정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하 

부 구조의 발현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이해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는 다원화된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종 관계는 전적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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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오미와 와이넌트는 계급 

을 인종의 상위 범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인종과 계급을 사회적 행동 

주체가 구성되는 상호경쟁적인 변인”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Omi & 

Winant 33-4) , 고전 맑시즘은 인간을 사회적 행동의 주체자로 여기기보다 

는 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제 세력의 담지자(träger)로 간주한다. 사회적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간보다 구조를 우선하는 이런 시각도 주변화된 사회 

적 타자들이 일상적 삶의 현실로서 나날이 겪고 있는 인종 문제를 접근하 

는 데 큰원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알튀세나 그람시의 영향을 받은 최근의 네오맑시즘 이론가들은 고전 맑 

시즘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종과 인종주의의 규명에서 경제적 변인 

의 배타적 강조를 지양하고자 한다. 이들은 인종 문제를 경제적 이해는 

물론 정치적 · 이념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맥락 

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가령 스튜어트 홀은 고전 맑시즘에 

입각한 인종주의 분석의 한계-경제결정론， 계급 환원주의， 역사적 특수성 

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를 직시하고 다원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비판 

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에서 홀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은 세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인종주의는 보펀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 현실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인종 

주의는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환원시킬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 사회적 

관계와 절연된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해명될 수 없다. 셋째， 인종과 계급은 

상호 연관된 변인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논의할 수 없다(H떠1 336-42) , 홀 

의 이 원칙은 인종 문제를 네오 맑시즘적 시각에서 다룬 영국의 인종이론 

가들， 특히 버밍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센터 (Cen않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를 중섬 으로 인종 연구에 참여 한 학자들에 게 중요한 지 

침이 되었다. 

이런 유연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를 계급 관계의 다른 표현으로 

보는 입장은 필경은 결정론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노정한다. 

계급을 핵섬 변인으로 중시하다 보니 계급이 실제로는 추상적이고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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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범주라는 사실이 종종 망각되기도 한다. 계급 이론이 지닌 또 다른 문 

제점은 인종이 표현하는 문화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거나 간과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계급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회적으로 성공한 흑인 배우나 

학자일지라도 뉴욕의 길거리에서 택시 잡기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을 설명 

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경제적 관계 밖의 인종주의가 계급의 

위장된 형태로 환원되어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 또한 

지적될 수 있다. 최근 흑인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 

종 내의 계급 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계급 관계에 기반한 인종주 

의 분석의 유효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카고 대 

학의 사회학자 윌슨(William J Wilson)은 『약화되는 인종의 의미~ (The 

Declining Sígr빼.없nce of Race, 1978)에 서 이 런 문제 점 을 인식 하고 흑인 

사회 내부의 계급 분화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I I. 언종파 빈축 

오늘날 인종주의는 흔히 사회 내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역사적 

으로 그것은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민족 

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이었다. 인종과 민족，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자주 

혼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히틀러의 나치즘은 국가 통합에 인종주 

의를 악용한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지만， 근대 이후의 크고 작은 민족주의 

운동은 거의가 인종주의와 그 배외주의적 수사를 활용해왔다. 맑스는 『공 

산당 선언』에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적 차이와 민족 

간의 적대감이 점점 소멸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나(73)， 서구 제국주의 체 

제는 식민 침탈의 경쟁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체제의 확장을 꾀하 

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이데올 

로기로 그것을 활용하였다. 마일즈가 지적하는 대로， 자본주의 생산 체재 

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상의 공동체" 곧 국민국가의 존재와 원활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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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의 공급이 긴요한데， 인종과 인종주의는 이 두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 

족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이었던 것이다(Miles 112). 이처럼 인종주의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국민국가 중심의 근대 세계 체제를 유지하 

는 중요한 도구적 이 데올로기 였다. 

인종과 민족의 긴밀한 상관성은 양자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이 상당 부 

분 겹치는 데서 비롯된다. 근대의 인종 개념은 기요맹(Collette Guillaumin) 

이 일찍이 지적한 대로 “신체적， 생리적 특성들의 차이에 기초한 것이면 

서 동시에 사회적 특성에 주목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Gui1laumin 

25) , 민족의 개념도 마찬가지다. 민족도 근원적으로는 “뿌리， 가문， 신분” 

을 중시하는 생래적 범주였으나， 18-19세기 근대의 국민국가 형성기에 그 

것은 혈족 집단을 넘어서서 동일한 전통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면서 사회적 함의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10) 요컨대， 양자는 생래적 집단성을 은연중에 표방하나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상상의 공동체 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서구 민족 개념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망을 엿보 

기 위해 르낭(Emest Renan)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자. 르낭 

은 1870년 독불 전쟁의 패배로 민족주의의 기운이 팽배해 있던 1882년 파 

리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이 주제로 강연을 했다. 민족과 종족 개념의 혼 

동을 경고하면서 논의를 시작한 르낭은 이런 절실한 질문을 던지면서 논 

제를 분명히 한다. 

어째서 하노버 왕조나 팔로마 대공국은 한 민족이 아닌 반면， 네덜란드는 

하나의 민족입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민족을 창출했던 원칙이 사라졌을 때에 

도 끈질기게 하나의 민족이기를 고수했습니까? 어째서 스위스는 세 개의 언 

어， 두 개의 종교， 서너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례로 토스카나는 매우 동질적인데도 하나의 민족이 아 

닙니다. 왜 오스트리아는 하나의 국가일 뿐 하나의 민족은 아닙니까? 민족성 

10) ‘민족’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흡스봄(Eric Hobsbawm)의 r1780 
년 이후의 민족파 민족주의』의 제1장 「새로운 것으로의 민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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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은 인종의 원칙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입니까? (63-4). 

르낭은 우선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는 종족이 민족을 구분짓는 중요한 

변별인이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빈번한 교류와 이주 혹은 정복으로 인한 

종족의 혼합과 근대화로 인해 종족을 기준으로 민족 개념을 설정하기 어 

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 르낭은 종족을 보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 

준을 검토 · 비교한다. 가령 종족을 혈연관계로 보고자 하는 인류학적 입 

장은 인간의 역사를 결국 생물학적 기능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족이든 순수한 혈통만으로 이루어져 있 

지 않은 역사적 현실과 상치된다. 종족을 동일한 언어 공동체로 상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적이다. 미국과 영국， 남미의 여러 나라와 스페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민족은 아니고， 스위스는 서로 다른 세 언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을 상기하면 그 문제점은 자명하다. 르낭은 인종과 언어뿐만 아니라， 종 

교， 이해 관계， 지리， 군사적 펼요성도 민족을 창출하는 원칙으로서 미흡 

함을 지적한다.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르냥이 제시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공동체에의 자발적인 귀속 의지이다. 르낭에게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인 원리이다"(80). 다시 말해 민족은 구성원들이 집합적 정체성과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미래의 기획 

을 나눠가질 때 성 립할 수 있다. 르낭의 이와 같은 민족 개념은 보편주의 

를 중시한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 뿌리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언어 안에 몰아넣기 전에， 이러저러한 인종의 구성원이 되기 전 

에， 이러저러한 문화의 지지자이기 전에 인간은 무엇보다도 우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포기하지 맙시다. 프랑스 문화， 독일 문 

화， 이탈리아 문화 이전에 인류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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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낭의 이러한 민족관은 혈연과 유전적 자질을 보다 중요한 요소로 보 

는 독일의 낭만주의적 민족개념과 대립되는 것으로 흔히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르낭이 반드시 후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가 민족 

이 원초적인 불변적 실체가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인 귀 

속 의지， 그의 표현대로 “매일 매일의 인민투표"(d머ly plebiscite, 81) 정신 

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낭만적 감상주의가 스며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리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르낭이 

그리고 있는 민족 구성원의 자기 정체성과 민족적 의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그에 입각한 시민적 책무를 강조한 계몽주의적 이성주의에 입각해 

있다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유산과 후회스러운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초월 

적인 정념주의에 근거해 있다(Malik 133). 

이질적인 여러 종족 집단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통합되어 있는 근대 

의 민족국가는 내적 통합을 확인하고 정당화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부 

단히 요구하였다. 민족주의는 천부 인권이나 도덕적 양심과 같은 초국가 

적인 보편성에 호소하면서도 민족 공동체를 여타의 다른 민족과 구별지어 

주는 개체적인 에토스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르낭이 다분히 감상적인 어 

조로 민족을 하나의 “영흔” 혹은 “정신적 원리”라고 부르짖은 것도 이 때 

문이디. 발리바르는 민족주의를 “통일성과 합리화 기제이면서 또한 민족 

적 정체성을 주물화하는 원천”으로 규정한디 (B삶ibar， “Racism and 

Nationalism" 54). 인종주의는 민족주의의 이 모순적 지향성， 곧 이질적이 

기 마련인 그 구성원틀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통합하고자 하는 보편주 

의와 그것을 대외적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운명 공동 

체로 이념화하고자 하는 개벨주의라는 양 갈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편리 

한 도구였다. 

인종주의가 민족주의를 관철하는 유용한 디팀돌일 수 있는 것은 그것 

역시 보편성과 개별성이라는 상반된 메카니즘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 

다. 인종주의는 특정한 인종 집단을 변별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여타 

의 다른 인종 집단과 그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이처럼 인종적 순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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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코자 하는 것은 물론 나치즘의 아리안 민족 신화화가 보여주듯이 배 

타적으로 정의된 자신이 속한 인종 집단이 본질적으로 우수하다는 믿음에 

서 비롯된다 그런데 인종을 가르는 변별인으로 활용된 피부색이나 얼굴 

형상과 같은 생물학적 특질은 엄밀히 말해 실체적 표지이기보다는 차이를 

만드는 기표이다. 가령 게르만족과 프랑크족의 분류와 같은 보다 세부적 

인 인종 분류에서 그 기표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종의 개념이 이처럼 

인종의 스펙트럼을 적당히 분할하는 의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의미 

단위 내부의 이질성은 흔히 무화되고 만다. 예컨대 원주민 켈트족의 후손 

이든， 카이사르 시대에 들어온 남방 로마인의 후손이든， 5세기 경에 침입 

한 앵글족， 색슨족 혹은 주트족의 후손이든， 정복왕 윌리염을 따라 노르망 

디에서 건너온 노르만족의 후손이든 영국 땅에 살아온 사람들은 적어도 

근세 이후에는 모두 앵글로 색슨족 혹은 영국인으로 불려왔다. 근대 국민 

국가의 민족 개념이 그렇듯이 인종 역시 인종의 도가니 (melting pot)에서 

여러 요소들이 발효되어 나온 결과이다. 다시 말해 인종은 이질적인 집단 

에 일정한 보편성을 부여하여 하나로 기호화함과 동시에 다른 인종 집단 

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전경화하면서 성립한다. 그리하여 발리바르의 표현 

그대로 인종주의는 민족주의의 보편성 부족을 교정하여 그것을 더욱 보편 

화하고， 그 특수성의 결여를 메꿔 그것을 더욱 개별화시킨다(B떠ibar， 

“Racism and Nationalism" 54) , 

르낭은 민족이 가변적인 것임을 특별히 환기시킨 바 있지만， 구성원의 

자발적인 귀속 의지가 핵심적 형성인을 이루는 민족은 사실 그 대내적 통 

합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민족주의는 종종 공격적이고 과 

영의 배타성을 노정한다. 그리하여 민족은 내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그 

기원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민족의 “영혼” 혹은 “정신”을 

물신화하고 선화화한다. 바바(Homi Bhabha)는 이를 “이야기하기로서의 

국가/민족"(nation as narration, 145)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민족의 

이 야기를 신화적 아우라로 감싸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필요에 생래적 차이 

를 강조하는 인종주의는 매력적인 기제가 아닐 수 없다. 인종주의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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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authenticl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족적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초민족주의( supemationalisml의 도구로 차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 

서 민족이 배타적 차별성을 앞세워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면 할수 

록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다. 다시 말해 순수한 민족성의 

제고는 인종 순수주의로 이내 둔갑한다. 제국주의 경쟁이 첨예화되었던 

19세기 중엽 이후의 서구의 역사는 이에 대한 무수한 사례를 제공한다. 

히툴러가 아리안족의 순수한 원형을 발굴해 내서 나치 제국의 내적 결속 

을 도모코자 한 것은 하나의 극단적 예일 뿐이다. 잊혀진 혹은 상실된 인 

종 집단의 실체성을 회복하자는 이른바 ‘범’ 민족주의 운동(범슬라브주의， 

범아프리카주의， 범아랍주의 등등)도 인종 순수주의의 한 변주이다. 

인종 순수주의로 곧잘 환원되는 민족주의는 타 종족을 종종 그 희생양 

으로 삼는다. 인종적 순수성 자체가 추상적 개념인 까닭에 국가를 구성하 

고 있는 주 종족에 속하지 않는 타 종족을 대타화함으로써 역으로 그 순 

수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세 유랩에서 이렇게 희생양이 된 대 

표적 인종적 타자는 유태인이다. 유럽의 국민국가들은 그 형성기에 반유 

태적 자질을 선별하여 자국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삼고 주변의 경쟁 관계 

에 있는 타 민족에게는 유태적 자질을 투사하여 스스로를 변별하고자 하 

였다 예컨대， 프랑스인들은 반유태주의를 통해 숙성된 유태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그들의 전통적인 적인 독일인에게 투사하였고， 독일인들은 그것 

을 슬라브인들에 게 투사하여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 

다.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유태인의 이런 역할을 아 

프리가의 흑인， 아메리카 인디언， 혹은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들이 떠맡았 

다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이다.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민족주의의 집착은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 

로 작용한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동시적이고 상호적이다. 스페 

인을 펼두로 시작된 각국의 유태인 추방이 예증하듯이 순수주의의 망령은 

민족 내의 불순분자를 솜아내서 잡초처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동질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라탄시(Ali Rattansil의 지적대로 이런 인종 순수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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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차니즘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강제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푸코CMichel Fouca띠t)가 말하는 교육， 의료， 형 법， 복지 등 제 

반 사회적 제도에 의탁한 미시권력을 동원하는 사회 통제 시스템으로 발 

전되었다(Rattansi 25) , 여성을 집안의 천사로서 인구의 재생산 역할에만 

묶어두는 고착된 성 분담 또한 이런 관리화의 일환이었다. 민족주의가 익 

명의 대중을 동질적 문화와 가치 체계 그리고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국 

민국가의 국민으로 호명하여 종속시키는 기제라고 할 때， 성차별주의와 

그것의 연관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주지하듯 사적 영역을 벗어난 여성， 유 

능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국가의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양육하는 사회적 

요구를 저버린 여성은 사회적 이단아로서 매도되고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인종을 기반으로 선양된 민좀의식은 변별적 상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지 

적한 대로 실체성이 박약하다. 따라서 근대의 국민국가눈 보다 내실 있는 

차별화의 근거를 구하고자 하는데 국민문화가 그 유력한 대상으로 떠오 

르게 된다. 다시 말해 자국의 독특한 국민문화의 창달이 야말로 민족주의 

가 착근할 수 있는 자양이었다.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 

은 제국주의 영국의 오만성을 드러내는 수사적 언명이기에 앞서서 문화가 

민족혼을 고취시키는 으뜸가는 자양이라는 사실의 자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 이론가 어니스트 겔너(Emest Gellner)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근대 국민국가는 이 처럼 정치적 단위이면서 또한 문 

화적 단위이다(48-9) ， 그러나 국민문화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바의 인상적 표현대로 “일상적 삶의 온갖 편편상이 일관성 있 

는 국민문화의 표지로 탈바꿈되는 반복적 과정"(Bhabha 145)을 통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흡스봄(Eric J Hobsbawm) 또한 근대 사회의 문화 전 

통은 그 국가적 신화까지도 빌려오고， 덧붙여지고， 끊임없이 만틀어지는 

(퍼vented") 것 이 라는 점 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긴 하나 국민문화가 국 

가 형성의 선결 조건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민족국가를 통하 

여 하나의 단일한 국민문화가 태동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국가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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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혹은 교육제도를 통하여 이렇게 창안된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면화시 

킨다. 그것은 국가 내의 국지적 전통과 지방 문화를 일소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앤더슨(Beneclict Anderson)이 서책과 신문을 비롯한 인쇄 매체와 

의사소통의 창달이 이 상상의 공동제의 출현을 촉진한 것으로 주목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Anderson 37-46).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근대 국민국가의 억압적 관료 체제와 그 폭력 

성이 부각되고 그것을 모델로 한 탈식민화된 제3세계 국가들의 많은 정치 

실험이 신식민주의의 도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바 

람직한 정치공동제의 정립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사태를 맞으면서 국민국 

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정치 체제로서의 그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고 

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한 가상공간의 확 

대와 가속되는 지구촌화 그리고 자본과 생산의 전지구화를 실현한 거대 

한 다국적 기업 제국의 등장은 국민국가 체제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 

다. 유럽 연합과 같은 새로운 탈국가적 정치 체제의 등장이나 나프타 

(NAFTA)와 같은 지역 경제공동체의 확대 또한 200년 이상 지속된 국민 

국가 중심의 세계 질서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물론 

이 시점에서 국민국가의 해체나 소멸을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소멸의 길을 걷든， 새로운 방향으로 강화되든， 혹은 그 역 

할이 재펀되든， 인종의 정치학은 사회적 관계나 국제 관계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옛 제국주의 종 

주국에서 이른바 신인종주의의 대두나 1994년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일 

어난 인종 분쟁 그리고 유고 연방의 해체에 뒤이은 극섬한 인종 갈등 등 

은 그런 예측이 정당한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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