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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외론(American exceptionalism)만큼 기이한 이력을 지닌 용어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창조와 확산의 과정에서 치열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고스란히 겪었다. 이 용어는 원래 1920년대 말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시기에 코민테른에서는 맑스가 말했던 일반적인 운동 법칙 

에 따라 자본주의가 발전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러 

나 미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경우 자본주의가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민테른이 이 특수한 사정에 맞는 활동 전략을 존중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스탈린과 그의 추종 

자들이 보기에， 이는 코민태른의 일반 노선에서 벗어나는 “예외론”이었 

다1) 이 용어가 미국의 우파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들은 대공황의 충격과 파시즘의 대두，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미국은 대체 

로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미국이 소련과 냉전을 벌이며 패권을 

다투는 상황을 맞게 되자 그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학자들은 미국의 특 

정을 설명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페리 밀러 (Perry 

Miller) , 대 니 얼 부어 스틴(Daniel Boorstin), 루이 하츠(Iρ띠s Hartz), 헨리 

내 쉬 스미 스(Henry Nash Smith) , 데 이 비 드 포터 (David Potter) 같은 쟁 쟁 

한 학자들의 업적을 통해 예외론은 미국의 후진성이 아니라 우월성을 표 

1) Daniel T. Rodgers, “Exceptiona1ism," lmagined Histories: American HistoriOllS 

lnterpret the Past, ed. by Anthony Molho and Gordon S. Wood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 199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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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용어로 변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잊혀져버린 듯했다 이미 1960년대에 미국의 청년 

들이 인종주의나 빈부격차 또는 베트남 전쟁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 

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사회라고 비판했을 때， 그것은 이념의 무 

대에서 퇴장하게 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80년대부터 사회사가들을 비 

롯해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노동계급 형성과정과 자생적 사회주의를 탐구 

하고 유럽처럼 미국에서도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음을 보여주면서 예외론에 반대했을 때 그것은 이론의 무대에서 

도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2) 그래서 예외론이라는 용어가 우스갯거 

리 정도로 취급되기까지 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이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비교사적 접큰과 국제적 시각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최근에 이런 시도는 토머스 벤더 (Thomas Bender)가 편집한 『세 

계화 시대의 미국사 재고찰』에서 종합된 바 있다.3) 

그래도 미국 예외론은 살이-남았는데 이는 60년대 말에 해방 열기가 식 

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방운동을 선도했던 신좌파는 노동조합이 기 

존 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고민했다. 

그들의 고민은 1974년에 칸행된 『꿈은 깨어졌는가?~에서 보이듯이， 미국 

에서는 왜 사회주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또 그것이 미국사회의 

성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의문에 집중되었다. 바꿔 말해， 좌 

2) Sean Wilentz, α뻐1ts Demoσ-atic: New York αty and the Rise 01 the American 
Working Class, 1788-1850 (New York: Oxford Univ. Pr., 1984); Nick Salvatore, 
Eugene V. Debs: Citizen and Socialist (Urbana: Univ. of II1inois Pr., 1982); Sean 
Wilentz, “Against Exceptionalism: Class Consciousness and the American Labor 
Movement, 1790 • 1920," lntematioml I.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26 (Fall 1984), 
1-24; Eric Foner,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History 
Workshop Joumal 17-18 (1984), 57• 80; Laurence Veysey, “The Autonomy of Ameri • 

can 댐story Reconsidered," American Ql따rκrψ 31: 4 (Autumn 1979), 455-477. 
3) Carl N. Degler, “In Pursuit of an American 페storγ，" American Historical Review 92: 

1 (Feb. 1987), Supplement, 1-12; Ian Tyrrell, “American Exceptionalism in an Age of 
Intemational Historγ " Ameri，αm Historical Review 96’ 4 (Oct. 1991), 1031-1055; 
Bender, ed., Rethinking Ameri때1 History in a Global Age (Berkeley: Univ. of 
C머ifomia P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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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겪은 신좌파는 미국이 다른 산업사회와 다른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 

것은 아넌지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미 1906년에 베르너 좀바르트 

(Wemer Sombart)가 떼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라는 책에서 다 

룬 문제였고， 따라서 이 책이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어로 번역， 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4) 이런 문제의식은 90년대에 발표된 사회과학 

자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학자 바이런 셰이퍼(Byron E. 

Shafer)가 편집한 『미국은 다른가?~， 또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시 

이머 마틴 립셋트(Seymour Maπin Lipset)가 저술한 『미국 예외론』 같은 

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립셋트는 미국 예외론을 주장하는 책을 

60년대 초부터 여러 권 써내고도 역사학계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이 책은 미국역사학보에서 세 편의 서평을 한데 묶어 게재할 정도로 주목 

을 받았다.5) 

그렇다고 해서 예외론이 낯익은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했던 것은 아니 

다. 그것은 1950년대에 보여주었던 풍성한 면모를 잃어버리고， 사회주의의 

상대적 취약성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움츠러들어 있었다. 더욱이， 예외론자 

들은 미국만 독특하다는 편견을 벗어던지고 모든 나라가 특수하다는 균 

형 잡힌 일반론을 받아들였다. 이 런 변화는 1991년에 출간된 『미국은 다 

른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편자 바이런 셰이퍼는 이 논문집에 붙인 

서문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본이나 프랑스도 특정을 지닌 사 

회이므로 미국 예외론을 미국의 경험에서 특징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관념 

4) John H. M. Laslett and Seymour Martin Lipset, eds., Failure of a Dr，αun?: Essays in 
the History o[ Ameri따n Soc따lism， re찌sed ed. (Berkeley: Univ. of Califomia Pr., 
1984); Werner Sombart, why Is There No Sodalism in the United States? (White 
Plains: M. E. Sharpe, 1976) 

5) Shafer, ed., Is America Different?: A New Look at American Exceptionalism (Oxford 
Clarendon Pr., 1991);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 W. Noπon， 1996); “Review Essays: American Exceptionalism,"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2: 3 (June 1997), 748 η4 또한 다음도 참고하라 Seymour Maπm 
Lip않t， The First New Nation: The United States in Historical and α'"뼈rative 

Perspective (New York: Anchor, 1963); idem and Gary Marks, It Didn’t Happen 
Here: Why Socialism Failed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W. W. Nort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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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사실 예외론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는 없는 갖가 

지 폐단에 물들어 있다고 보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의 범주에 몰아넣는 틀 

이었기 때문에， 셰이퍼의 제안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 6) 이런 변화는 또한 

지도적인 미국학 전문가 마이클 캐먼(l\!Iichael Karnmen)에게서도 보인다. 

그는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예외론에 대한 비판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서 “미국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다르다’는 용어가 정확한 것 

으로서 용납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린다，7) 심지어 립셋트 같은 완고한 

예외론자도 90년대에 와서는 셰이퍼나 캐먼처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미 있는 진전은 또 있었다. 좀바르트가 좋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역사학계의 진보파 거두 에릭 포우너 (Eric 

Foner)는 좀바르트가 던진 의문을 제목으로 삼은 1984년도 논문에서， 사 

회적 유동성과 지적 풍토와 정치적 전통 그리고 노동계급의 다양한 구성 

과 급진주의의 내적 문제점 등 쟁점을 중심으로 그때까지 제시되었던 견 

해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일부 쟁점만 해결되었을 뿐이고 대부분은 미결 

상태에 있다고 정리하면서 논쟁이 끝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문제 자체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가 부정문의 형태로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몰역사적인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포우너는 좀바르트의 의 

문이 유럽을 단일한 실체로 볼 때만， 그것도 언제나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회로 볼 때만 성 립하는 것이라고 비 

판한다. 그는 차라리 “왜 어떤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적 변 

혁이 없었을까?" 하고 붙는 편이 낫다고 본다，8) 

그래도 많은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은 한편으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데 

이유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외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충분치 않 

은 데도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논쟁에서 포우너처럼 문제 자체를 검토한 

6) Shafer, “Preface," ls Ameria:z Dijferent?, v-xi. 
7) Kammen, “The Problem of American ExceptionaIism: A Reconsideration," Ameria:zn 

QU11rterly 45: 1 (Mar. 1993), 32. 
8) Foner, “No Socialism,"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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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은 드물다. 논객들은 서로 사실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기하거나， 아니 

면 이론상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지적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예 

외론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왔기 때문에 매우 느슨하고 엉 

성하기는 해도 지금까지 살아 있는 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이 

론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하나의 설명 틀로서 예외론에 관해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지， 혹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서 예외론에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해답 

을 찾아낼 때， 논쟁을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외론의 문제점으로 널리 논의된 것은 시야가 좁다는 점이다. 이 점은 

오래 전에 시작된 미국사학계의 반성 가운데서 드러난 바 있다. 그것은 

1968년에 간행된 논문집 『미국사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에서 분명하게 보 

인다. 남부사의 거장 밴 우드워드(c. Vann Woodward)는 이 책의 편자 

서문에서， 미국학계 안에서도 문학평론가나 사회과학자들이 자주 국제적 

비교를 시도하는 데 반해 역사학자들은 여간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지적한 

다. 이어서 그는 역사학 분야에서 비교란 물론 매우 위험한 작업이지만， 

그런 시도가 미국의 특수성이나 우월성을 상정하는 안이한 견해를 교정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언한다.9) 이런 반성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좀 

바르트 테제를 중심으로 사회사가들이 예외론에 대해 제기한 비판으로 이 

어져 있다. 이는 노동사가 션 윌런츠(Sean Wilentz)가 미국과 유럽의 사 

회주의 운동을 비교사적 방법에 따라 검토하며 예외론을 공격한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더욱이， 칼 데글러 (Carl N. Degler)는 1987년 미국역사학회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회장 취임 논문에서， 예외론을 거론하 

며 비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0) 이런 비판에 따라 큰래에 예외론자들 

은 시이머 마틴 립셋트처럼 시야를 미국 밖으로 넓히며 국제적 비교를 시 

도하기도 한다. 그래도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개념상 예외론이 국제적 비 

9) Woodward, ed., A αmparative Apprcαn to Ameri，αm History (Wahsington, D.C 
U.S. Information Service, 1968). 

10) Wilentz, “Against Exceptionalism"; D맹ler， “In Pursuit of an American Hist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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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전제로 성 립하는 이론인데도 이 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그런 비 

교를 경시해왔다는 점이다. 

시야를 국제무대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예외론자 

들이 미국의 국제적 관계를 외면한다는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이언 티벨 

(뻐 Tyrrell)은 1991년 미국역사학보에 게재된 논문에서 예외론이 시대에 

뒤떨어진 해석 툴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분석 

단위로 삼기 때문에， 무역이나 환경， 또는 이데올로기 같은 초국적인 영향 

력을 간과한다는 것이다，11) 이 런 비판 아래에는 국제사Ontemational 

hlstory)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다. 국제사는 80년대에 대두하기 시작한 

분야로， 다양한 국가와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 어 

떤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변형하는가 또 거꾸로 국제질서로부터 어떤 영 

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12) 이 새로운 동향이 90년대에 

거세게 밀어닥친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주목을 끌었고， 미국사학회(Orga

nization of American 돼storians)는 “미국사의 국제화” 프로젝트를 추진 

했다. 미국사학회는 외국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제적 비교와 

교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13) 그에 따라 예외론의 문제 

점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토머스 벤더의 

『세계화 시대의 미국사 재고찰』에 집약되어 있다 여기에 기고한 학자들 

은 미국의 탄생과 성장에 국제적 조류가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예외론 

자들의 좁은 시 야를 비 판한다 14) 

그렇지만 이런 비판은 예외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다. 

근대 역사학이 국민국가라는 틀에 얽매여 국제적인 시야를 기르지 못한 

만큼， 시야가 좁다는 비판은 예외론을 넘어 미국사 전체에， 심지어 근대 

11) Tyrrell, “마nerican Exceptionalism"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참고하라 American 
Historiml Review 96: 4 (Qct. 1991), 1056-1072. 

12) Akira lriye, “The Intemationalization of History," American HistorimI Review 94: 1 
(Feb. 1989), 1-10 

13) Joumal 01 American History 79: 2 (Sept. 1992); 86: 3 (Dec. 1앉꺼) 

14) Bender, “Introduction," Rethinking American History, 1-21. 대니얼 로저스(Dani리 T. 
Rodgers)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Rc녕gers， “Exceptionalism"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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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흥미를 끄는 것은 오히려 거기 

서도 빠져 있는 것이다. 시야에 관해 제기된 비판에는 시선의 문제가 수 

반되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을 외국과 비교하거나 국제질서를 고려하려면 

미국을 바깜에서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야에 

관한 비판에서， 시선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 미국에서 바깥으로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국제질서에 끼치는 영향과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거의 거론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것이 예외론에서 무시되어 왔다는 지적도 보이지 않 

는 것이다 

맥락과 초점이 다르지만， 예외론의 이런 문제점은 이미 거론된 적이 있 

다 w미국의 제국주의 문화』는 1993년에 간행된 이래 미국학의 기존 패러 

다임을 비판한 중요한 성과로 간주되는데， 그 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 

이미 캐플런(파ny Kaplan)은 여기에 붙인 서론에서 미국학에서 제국주의 

문화에 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사에서 제국주의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외교사 분야의 경향에 따라， 미국학 전문가 

들도 제국주의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플런은 거기에 미국 예외 

론이 깔려 있다고， 다시 말해 미국은 제국으로 팽창하려는 구세계 국가들 

과 달리 반제국주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고 본다.15) 그는 제국주의 

라는 용어를 20세기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느슨한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논지는 정밀하지 않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일리가 있다 외교사 전문가 매릴린 영(M뼈yln B. Young)은 예 

외론적 관념이 외교사 연구자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 

들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생각대로 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갖 

고 있으나， 다른 강대국처럼 외국에 대해 먼저 침략을 감행하지 않고 외 

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만 거기에 대응하며 그것도 주로 설득력에 의 

15) Kaplan, “‘Left A10ne with America': The Absence of Empire in the Study of American 
Culture," Cultures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ed. Amy Kaplan and Donald E. Pease 
(Durham: Duke Univ. Pr., 199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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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는 것이다. 이 독선적 관념은 일반인들은 물론이요 정책 담당자들 

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문서에 반영되며，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는 

외교사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영은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누리며 심각한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현실을 잊지 말자고 제안한다 16) 바 

꿔 말해，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갖고 있는 세력과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론자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 바꿔 말해 비판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선을 바깥 방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예외론이 학술적 담론 

으로서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이다. 학술적 차원에서 예 

외론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저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그가 미국인들이 어느 나 

라 국민보다도 “조건의 평등”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이 

를 “예외적인” 현상이라 불렀다는 것이다)7) 그러나 그가 당대 미국의 지 

식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었던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을 예외적인 나라로 보는 관념은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미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을 학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 

은 미국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뱅크로프트(George Bancroft)였 

다. 

그는 미국사를 유렵과 다른 사회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는 그의 주저로서 미국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역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부 10권으로 나온 이 책은 1830년대에 그가 민주주 

의에 대한 신념을 역설하며 구상해서 4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거기서 주역은 서부에서 자연상태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단순하지만 활기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들의 생활방 

식은 동부뿐 아니라 유럽과도 대비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식민지 시대 

16) Young, “The Age of Globa! Power," Rethinking Ameria/ll History, 274-294 
17) Tocqueville, Democnα;y in Amerim, ed. J. P. Mayer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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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성되었다. 그들의 선조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타락한 유럽에서 벗어 

나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고 그들은 그것을 토대로 독립된 국가 

를 건설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해석 아래에는 나 

중에 상론할 청교도적 역사관 이외에 그가 청년 시절에 독일에서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배아(뾰흉) 이론도 깔려 있다. 그래서 뱅크로프트 

는 미국인들이 처음부터 자유와 자치를 누렸고 그것이 아메리카에서 유 

럽과 다른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핵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18) 그는 제2권 

말미에서 17세기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미국의 특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 

사한다. 

구세계의 제도 가운데서， 군주제는 떠날 동기가 없어서 그 그림자만 아메리 

카까지 뻗쳤고， 영주 식민지에는 그림자의 그림자만 뻗쳤다. 봉건 귀족제는 

유렵에서 그 소염을 마쳤기에 황무지에서 겪는 평등한 고난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 12개 식민지 가운데서 4개 식민지에서는 처음부터 아 

예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식민지에서는 재산 소유 형태에만 겨우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성직제도가 떠나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매여 구세계에 눌러 앉 

았으나， 종교는 아메리카의 수풀에 동반자로 왔다. 아메리카의 정신은 결쿄 

형식 숭배에 굽히지 않았으니，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영토에는 고위 성직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유럽 도회지에서 상업계를 좌우하던 동업조합은 도시 

주민이 토지 귀족에 대항해 만든 단단한 참호여서 우리 고장으로 옮겨올 수 

없었다. 여기에는 걸드의 연합 저항을 부를 만한 귀족의 성채가 없기 때문이 

다 자유로운 사람들 외에는 아무 것도 유럽에서 오지 않았다. 과거 문명의 

다른 모든 요소와 결별한 사람들， 자신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람들 

의 행복을 돕는 모든 전통 덕분에 현명해진 사람들 -이들만이 유럽의 영향에 

서 벗어나 신세계에서 우리 공화국의 터전을 닦았다.19) 

18) David W. Noble, Historians against History: πle Frontier Thε~sis and the National 
Covenαlt in American Historical Writing since 1830 (Minneapo!is: U띠v. of 패nnesota 

Pr., 1965), 29-36 
19) Bancroft, History of the United 5따tes (Boston: Little, Brown & Co., 1841-1874), II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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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봉건제의 부재를 비롯해 후대에 예외론자들이 끊임없이 강조 

하는 주제들이 들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뱅크로프트가 미국을 유 

럽에서 구분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 그래서 그의 시선이 미국 바깔에서 

안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향의 시선은 미국에서 근대적인 역사학이 발전하는 데 크 

게 기여한 프레드릭 잭슨 터너 (Frederick ]ackson Tumer)에게서도 나타 

난다 그는 미국의 특징적인 요소가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예외 

론적 관념을 미국사의 해석 틀로 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업적 가운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93년 미국역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미국사에 

서 변경지대가 지니는 의미』다. 여기서 그는 먼저 자신의 관점， 즉 미국을 

유럽과 다른 나라로 만든 것은 변경지대라는 점을 선언한다. 이어서 여러 

변경지대를 개관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 끼친 영향을 논의한 

다. 그에 따르면， 변경지대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민을 미국인으로 만들 

어준 용광로였다고 한다 “변경지대라는 도가니 속에서 이민은 미국화되 

고 해방되었으며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었는데， 그 심성이나 특질에서 

영국적인 요소는 없었다. 이 과정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 "20) 

왜냐하면 변경지대에서는 생활조건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면서， 조야하고 물질주의적이지만 강인하고 실제적이며 

낙관적인 기질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지칠 줄 모르고 도전하는 정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 뒤에는 19세기 말에 급격하게 진행된 산 

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쇠퇴 등， 

많은 미국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던 변화가 있었다. 터너는 그런 변화에 

서 유럽화 경향을 읽어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21) 이 

20) Turner, Rereading Frederick Jackson Tumer: ‘'The Sign따cance c!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and Other Essays (New York: Henry Holt and Co., 1면4) ， 47. 

21) Noble, Historians against History, 49-55; David M. Wrobel, The End 01 American 
Eχceptionalism' Fmηtier Anxiety from the Old West to the New Deal (Lawrence, 
Kans.: Univ. Pr. of Kansas, 1993), 13-41; Richard W. Etulain, “The Frontier and 
American Exceptionalism," Does the Frontier Experience Make Ameriru E.χcep 

tional? ed. Richard W. Etulain (Boston: Bedford!St. M따tins， 1999),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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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은 발표 당시 에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 

러나 그는 이 해석을 학계 바깥에 전파하는 데 성공했고， 거기서 얻은 넓 

은 호응을 배경으로 학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냉전 초기에 

등장한 예외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22) 

이렇게 예외론이 학술적 담론으로 형성되던 시기에 예외론자들이 던지 

던 시선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그 시선의 주체와 객체에 관해 의문이 

떠오른다. 다시 말해， 예외론자들이 보여주던 시선이 과연 누구의 것이었 

는지， 또 정확하게 무엇을 보는 것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이런 

의문이 풀릴 때야 비로소 예외론의 성격과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 

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외론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관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본질적 

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따져보기 위해 나누는 이야기， 바꿔 말해 미 

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학술적 차원과 더불어 

정치적 차원도 지니고 있다. 사실은 이 두 차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며 예외론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론을 학술적 담 

론으로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치적 이념으로서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뜻에서 미국사학계의 거물 조이스 애플비(Joyce Appleby)의 견해 

는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예외론은 1790년대에 정쟁 속에서 부각된 이데 

올로기다. 그는 국민감정이란 국민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만， 미국 예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차이를 우열관계로 묘사한다 

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감정이 국가 형성에 앞서 문화적 유산 

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 형성에 뒤이어 창조되었는데， 그 과정에 

는 국민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작업 이 필요했다 국민적 정체성의 토대는 

식민지 시대부터 조성되어 있었다. 영국령 북미대륙에서는 평민이 귀족이 

나 성직자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지 않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독립전쟁과 헌법 제정을 통해 국가를 형성 

하는 과정에서 공화주의와 결합됨으로써 국민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22) Wrobel, End 01 American Exceptionalism, 12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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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었다. 이 관념은 1790년대에 프랑스혁명의 영향 때문에 정치 지도 

자들이 친영파와 친불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대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통합하는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다. 대중은 예외론에서 정치적 평 

등을 주장하고 토지와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리를 발 

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애플비는 예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 암묵적인 전제를 검토함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예외론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성과를 거둔다. 그에 따르면， 예외론은 미국 

인을 자율성을 지난 개인으로 상정하고 미국을 자유와 진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로 규정한다. 여기서 북미대륙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 

로 묘사되며， 미국인은 처녀 대륙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백인 남성 

이다. 여성과 원주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 암묵적인 전제 때문에， 

예외론에서는 미국의 건설과 발전에 참여한 다양한 집단이 제대로 고려되 

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애플비는 예외론을 “미국에 고유한 형태의 유럽 

중심주의”로 규정한다 23) 

그의 비판은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비가 역설 

하는 것은 논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예외론의 한계를 넘어 “미국의 역사 

적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결론에서 포스트모더 

니즘을 비판하고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면서 역사에 대한 연구가 억압당한 

집단의 복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보이는 다원주의적 경 

향은 애플비의 견해에 뚜렷한 한계를 그어준다. 그는 미국사를 만들어낸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예외론에서는 

흑인이나 여성 같은 소수집단이 경시된다고 지적하고， 이제 흑인이나 여 

성의 경험을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서 그칠 뿐이지 인종집단 사이 

의 관계나 젠더에 토대를 두고 있는 질서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흑인이나 여성의 경험을 연구하자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서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질서까지 파 

23) Appleby, “Recovering America’s Historic Diversity: Beyond Exceptionalism," Journal of 
Ameriam History 79: 2 (Sept. 199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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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바람직한 시도는 많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종합하면서 다양한 집단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일인데 이에 대해 애플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외론에서 경시되는 인종질서를 비롯 

해 사회적 위계질서와 그것을 지탱하는 세력관계를 폭로하지 못하는 것이 

다 더욱이， 예외론에서 거론되지 않는 국제질서와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애플비는 예외론자들의 엽적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예외론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견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다원주의적 경향을 경계하는 동시에 예외론자들의 저술 가운데서 중 

요한 것만이라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먼저 예외론의 배경을 살펴본으로써， 예외론을 둘러싸고 있 

는 지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외론은 애플비가 말하듯이 

1790년대에 형성되었지만 그 배경은 그로부터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 시작되는 “아메리카의 고안” 과정에 있었다， 이 구절은 멕시코의 역사 

가 에드문도 오고먼(Edmundo 0’Gonnan)이 1961년에 발표한 책의 제목 

에서 따옹 것이다. 여기서 그는 아메리카가 하나의 개념으로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고안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근대 초기에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지적 구성물이라고 지적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콜럼버 

스는 1492년 10월에 자신이 아시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가 

알고 있던 세계에 아메리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땅 덩어리로 이어져 있고 

그 바깥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당대의 세계관에서， 그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에 탐험을 계속하다가 자신이 발견한 땅이 네 번째 

부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곧 포기하고 당대의 세계관 

으로 되돌아갔다. 다른 세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경 

쟁자 아메리고 베스푸치였다. 베스푸치는 1501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남아메리카의 풍부 해안을 탐험하면서， 유럽인들이 바다밖에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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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던 남반구에 대륙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이것을 놓고 

오래 고민하다가， 1503년경에 와서 “신세계”라 불리는 유명한 편지를 썼 

다. 자신이 탐험한 땅이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한 베스푸치는， 오 

랫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구성된 세계 바깥에도 

땅 덩어리가 있을 것이라는 낡은 관념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신세계”라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유럽인들이 모르던 세계라는 생 

각을 버 렸는데， 그래도 다른 가설을 내세우지 못했다. 유럽 인들은 그 땅을 

곧 “아메리고의 땅”이라 부르면서， 그것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루 

어진 땅 덩어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바다를 끼고 갈라져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구세계”와 구분했다. 거기서 “아메리카의 고안”이 시작되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를 “구세계”에 통합시켜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고먼이 말하는 과정을 더욱 진전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그린 것처럼 아메리카를 신세계로 여기고， 오랜 사회적 

폐단이 없는 이상사회를 꿈꾸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메리카를 세계의 

“네 번째 부분”으로 보고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 땅이 인류가 이 

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고전 고대의 세계관을 물 

려받아， 유럽에서 인류가 시작되었고 또 거기서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 

리고 유럽 문명은 기독교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만이 진정한 문 

명을 갖고 있다고 목청을 돋워 말했다. 오고먼은 이 유럽중심주의에서 세 

계와 역사를 보는 안목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유럽은 문명과 기독교의 땅으로서， 현세와 내세에서 유일하게 인 

류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럽의 역사는 여러 문 

명 가운데서 하나의 특정한 문명의 역사로 간주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 

미 있는 유일한 문명의 역사로서 이해되었고 또 유럽인들의 생활 속에서 표 

현되었다. 유럽의 역사가 보편적인 역사였던 것이다. 유럽은 역사의 패러다임 

이 되었고， 유럽의 생활양식은 다른 모든 문명의 가치와 의미를 재단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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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척 도로 간주되 었다.잉) 

이 시각에서 볼 때， 아메리차는 열려 있는 공간， 바꿔 말해 자연상태에 

있는 대륙이었다. 물론，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에게 어떤 위상을 부여해야 할지 고민했다. 일 

부에서는 유럽인들이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론은 원주민이 인간이기는 해 

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를 자 

신들의 생각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우월한 힘과 기술을 갖고 있었다. 아 

메리가는 이렇게 유럽인들에 의해 고안되었다. 

“아메리카의 고안”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중심주의의 변용이 

아니라 식민주의의 산물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오고먼에 따르 

면 이미 유럽에서 형성되었던 사고방식이 아메리카로 연장되어 이 새로운 

요소를 포괄하면서 변화를 겪은 결과다. 그렇지만 그도 애플비와 마찬가 

지로， 이 사고방식이 겉으로는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유럽과는 다른 

맥락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는다. 중 

세 유럽이 이슬람 문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었을 때， 

유럽중심주의는 정체성에 관한 담론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초기에 유랩이 외부로 팽창하면서 우월한 기술과 무력을 바 

탕으로 다른 지역과 지배 종속관계를 수립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메리카와 그 원주민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 

은 오고먼이 시사하듯이 그들이 벌이던 식민사업을 합려화시키는 수단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피터 흉(Peter 묘따ne)의 탁월한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서 시작해 이후 300 

년 동안 유럽인들이 차리브해 원주민에 관해 남겨놓은 주요 기록과 문학 

24) 0’Gorrnan, πJe Invention 01 America: An Inquiry into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New World and the Mαming of Its Historγ (Westport, CT: Greenw∞d Pr., 197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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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검토한 다음，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의 접촉이 “식민지에서의 대면” 

이었다고 규정한다. 유럽인들은 차리브해에서 원주민이 토지를 내버려 두 

고 유목 생활을 하며 식인 행위를 저지르는 야만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 

사했고， 그럼으로써 종교와 문명의 이름으로 원주민에 대한 지배와 착취 

를 정당화시켰다는 것이다. 메리 루이즈 프래트(Mary Lo띠se Pratt)의 표 

현을 벌면， 그들은 아메리카를 “제국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하겠다.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비유럽 세계에 가서， 자원과 원주민에 대해 조 

사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유럽의 사고체계에 편입시켰으니 말이다.잃) 

그러나 식민주의는 “아메리카의 고안”을 낳은 산모이면서도， 그런 아메 

리카를 모태로 형성된 미국 예외론에 어떤 유산도 남겨주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지도적인 역사가 잭 그린(Jack P. Greene)의 근작 『아메리 

차의 지적 구성과정』에서도 그렇게 보인다. 그는 300년에 걸쳐 미국 예외 

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서술하는데， 그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6-17세기에 유렵이 아메리카에 대해 걸었던 기대와 실제로 

접촉했던 결과를， 다음에는 미국헥명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동안에 있었 

던 경험과 평가를， 마지막으로 혁명 후에 나타났던 아메리카에 대한 새로 

운 이해를 서술한다. 첫 단계에서 유럽인들은 원주민이 야만 상태에서 벗 

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우월한 기술과 무력을 토대로 아메리카에 대한 

점령과 식민사업을 정당화시켰는데 특히 영국인들은 아메리차가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공간이라는 데 주목하고 

영국에서 악화되던 빈곤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은 이것이 

식민주의적 담론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다.26) 

그러나 그린은 그것이 미국인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론하지 

않는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단계에서， 영국의 

25) Hulme, Colonial EncoW1ters: Europe and the Native Caribbean, 1492-1797 (London: 
Methuen, 1986);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ρndon: 

Routledge, 1992). 
26) Greene, The 1 ntell ectt때 Construction of America: Exceptionalism and Identity from 

1492-1800 (Chapel Hill, N.C.: Univ. of North Carolina Pr., 1993), chs. 1-2, pp. 8-62. 



미국 예외론의 맹점 105 

아메리카 식민지는 유럽과 달리 평등한 사회로 알려져 있었다. 거기에는 

막대한 재산과 특권을 가진 영주나 땅 한 뺑 갖지 못한 농노가 없었고， 

자영농이 상인， 장인과 더불어 물질적 풍요와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 

다. 그래도 아메리카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럽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린은 이 단계에서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이 원주민이나 흑인의 희생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지 

적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영국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했고， 유럽인들은 이를 지켜보며 

아메리카를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머스 페인은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페인은 1776년에 『상식』을 발표해 식민지를 독립으로 끌 

고 가면서， 선동적인 용어로 영국을 비하하고 아메리카와 유럽계 아메리 

카인을 찬양했다. 아메리카는 영국보다 나은 나라였다. 거기에는 농노를 

착취하는 귀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군주도 없으며， 미덕을 지닌 평민 

이 공화정을 세우고 자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였다. 이런 주장은 

다른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이 지지하고 발전시켰고， 계몽사상에 경도된 유 

럽인들도 수용했다. 그런에 따르면， “아메리차가 특수한 곳이고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국민과 다르다는 관념은 

. 혁명 말기에 오면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널리 확산되었고 더 크게 부 

각되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몇몇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문화적 후진 

성과 더불어 흑인 노예제에 대해 지적하지만，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은 거 

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 

하는 반면에， 원주민과 흑인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측면을 외면했다. 

여기서 그린은 “미국인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에 들어 있는 이 ‘타자 

들’에 대한 체계적 무시”를 지적한다.낀)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는 묻지 않는다. 

그린이 묻지 않는 이유는 미국인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 속에 들어 있다. 그는 그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유럽인과 유 

27) Ibid" 198, 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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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계 아메리카인들이 만든 문헌을 참고하면서도 이 자료를 충분히 비판 

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그들의 관점을 수용한다. 그들이 

아메리차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또 아메리카에서 무엇을 보고 있 

었는지， 살펴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구성한 정체성 담론에서， 

주체나 객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포착하지 못한다. 이 문제의 해답은 그 

의 책 속에 들어 있다. 그가 설정한 첫 번째 단계에서 아메리카를 고안하 

고 그 정체성을 규정한 주체는 식민사업을 기획한 유럽인들이었고， 그런 

인식과 담론의 객체는 아메리카와 그 원주민이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두 

단계에서는 주체가 식민사업을 직접 수행한 유럽계 아메라차인들이었고， 

객제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아메리카에 관해 말하면서 원주민이나 흑인 

같은 비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들에만 주목했던 것이 

다. 따라서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주체가 식민사업의 기획자에서 수행자로 

이어진 데 반해， 이 주체가 바라보는 객체는 식민사업의 대상에서 수행자 

자신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두 번째 단계부터는 정체성 담론에서 비유랩 

인들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린처럼 ‘“타자들’에 대한 체계적 무시”를 지적하는 것도 미 

국 예외론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2차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인종주의 

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있던 때에 스워l 덴의 촉망받던 경제학자 군나르 

미르달(Gunnar Myrdal)은 대작 『미국의 딜레마』를 발표하고 인종문제가 

미국 문명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1500쪽에 가까운 방 

대한 보고서에서， 그는 흑인 문제가 “백인의 문제”라는 것， 바꿔 말해 흑 

인의 열악한 처지는 백인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 역설했다.잃) 바로 이 즈음에 

미국 예외론은 학술적 담론으로서 크게 발전했지만， 거기서 인종관계는 

일관성 있게 배제되었다. 페리 밀러는 미국문화의 특징이 청교도 식민지 

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보고 청교도에 주목하는 반면에 원주민에 대해 

28) Myrdal, An American Dilemma: The Negro Problem & Modem Democracy (New 
York Pantheon Book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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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29) 부어스틴과 하츠는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추 

어 미국의 특정을 설명하면서 인종주의를 아예 거론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린 옛 남부의 “봉건적인” 전통처럼 취급했다，3이 경제적 풍요와 

그것을 가능케 만든 심성에서 미국의 특정을 찾은 스미스와 포터는 흑인 

과 원주민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처럼 취급했다. 그들보다 한 세대 뒤에 마이클 캐먼은 그들보다 더 큰 비 

중을 할애했다. 그는 미국 문명을 특정짓는 여러 역설 가운데서， 원주민을 

“고귀한 야만인”으로 보는 관념과 흑인을 노예로 부리며 자유를 외치는 

자세를 지적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도 인종관계가 미국 문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31) 

이렇게 예외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인종과 인종주의를 경시 내지 무시 

하는 이유가 잭 그런에게서 드러나듯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료에 묵 

시적으로 내재하는 관점을 수용하는 데 있다면， 그 관점이 어떤 본질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립되는 예외론의 형성 

과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문제는 그린에 의지해 해결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보여주는 윤곽이 모호해서 아메리차에서 일어난 지적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는 버나드 베일린(Bemard 

B머lyn)의 『미국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 

서 그는 혁명 사상의 핵심으로 아메리카를 자유의 마지막 피난처로 간주 

하는 관념을 강조한다. 그 내용은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가 세계 도처 

에서 와해되고 영국에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도 전제정치를 기도하는 

움직임이 있어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에서만 자유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저술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29) Perry Miller, Errand into the Wildemess (Cambridge, Mass.: Belknapl떠V따d， 1뼈) 

30) Oaniel Boorstin, The Genius 01 American Politics (Chicago: Univ. of Chicago Pr., 
1953);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An lnterpre따tion of American 
Political πwught since the Revolution (New Y ork: Harcourt, Brace & World, 1955), 
167-172 

31) Michael Kammen, People of Paradox: An lnquiry Coηceming the Ori，밍ns of 
American Civilization (New Y ork: Oxford Univ. Pr., 1980) 186• 193. 



108 美 國 學 第二十七輯(2004)

1760년대에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자 완전한 형태로 표현되 

어 식민지인들이 저항하는 데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이후에 어 

떻게 되었는지， 베일린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국과 미국인 

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식민 

지인들은 독립을 선언하면서 영국인으로서 타고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인 

간으로서 타고나는 권리를 주장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비롯 

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를 건설하고 정치체제를 수립했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자유를 미국 

의 핵심적 가치로 간주해 왔다. 이런 뜻에서， 아메리차를 자유의 마지막 

피난처로 보는 관념은 미국 예외론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 

베일린에 따르면， 그런 관념은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사조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영국의 급진파는 오래 전부터 내각이 부패를 만연시 

키며 국왕의 대권을 이용해 의회를 조종하고 언젠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 

고 권력을 집중시키며 전제정치를 수랩함으로써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 획 

책한다고 우려했다. 식민지의 급진파는 그런 생각을 수용하고 연장해서， 

결국 자유가 아직 자치를 누리고 있던 아메리카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조는 아메리차에서 주변성이나 후진성보다는 젊음과 미 

래를 발견하던 일부 계봉사상가들의 견해와 연결되 었다. 계몽사상가들은 

세계의 역사를 문명의 발전 과정으로 보고 그 정점에 유럽이 있다고 생각 

했지만， 모두 낙관론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계몽사상에 따르면 어 

떤 문명이든 생명이 있는 유기체처럼 탄생하고 성장한 다음에 쇠퇴하고 

소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유럽이 이미 쇠퇴 단계에 있는 것은 아 

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쇠퇴의 징후가 분명했다. 

유럽에 사치품이 범람했을 뿐 아니라 세련된 생활과 함께 나약하고 의존 

적인 태도가 풍미하기도 했다. 반면에 아메리카는 문명이 겨우 발전하기 

시작한 젊은 사회였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율적인 태도를 갖 

고 있었고， 조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 

다. 바꿔 말해， 나중에 공화주의자들이 미덕이라 찬양하는 요소들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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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사조인 청교도들의 성약(聖約) 이론 

은 아메리카를 자유의 마지막 피난처로 보는 관념에 토대를 제공했다. 이 

미 17세기부터 청교도들은 아메리카에서 우월성과 특수성을 찾아내고 있 

었다. 그들이 보기에 식민지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은 영적 순수성에 도 

달하는 데 펼요한 조건이었다， 그들은 유럽이 너무나 타락해서 갱생을 기 

대할 수 없게 되었기에 아메리카로 이주하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며 성자처럼 살기로 하느님 앞에서 함께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식민사업이 하느님의 손에서 계획된 일이며， 아메리카는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하느님의 구도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 

다. 이는 매우 편협한 관념이었지만 식민지의 개신교도들에게 널리 수용 

될 수 있을 만큼 매력 있는 관념이기도 했다，32) 

이들 사조 가운데서 청교도 신앙은 미국 예외론의 기원으로서 가장 중 

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급진파와 그 식민지 후예들이 아메리카 

의 특수성을 아메리카에 외재하는 환경에서 찾은 반면에， 청교도와 일부 

계몽사상가들은 그것을 아메리카의 내적 본질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계몽사상가들이 역사의 보편적인 볍칙에 따라 아메리카에서 보이는 장 

점을 아메리카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때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긴 반면에， 청교도틀은 세계사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것을 오직 

아메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교도 신앙 

은 예외론의 형성 과정을 넘어 발전 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건국 신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신화에 따르면， 미국의 기원은 1607년에 영리를 목적으로 건 

설된 제임스타운(Jamestown) 대신에 그보다 l3년 늦게 자유로운 신앙생 

활을 위해 수립된 플리머스(Plymouth)에 있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가 아 

니라 건국 이후에 나타난 관념이다. 그 출발점은 1820년 12월 필그림 

(Pilgrim)의 아메리카 도착 200주년 기념식에서， 대니얼 웹스터(Daniel 

Webster)가 플리머스는 다른 식민지와 달리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 따라 

32) 베일린미국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배영수 역(새물결， 1999), 2-3장， 4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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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었다고 찬양한 데 있다. 그는 또 그들이 자연에 문명을 이식시키는 

데 성공한 덕분에 문명이 동부에서 서부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부연하면 

서， 그들의 도착은 오래 기념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미국의 영토를 태평양 연안까지 확장시키려던 팽창주의적 정서와 

어우러져서， 곧 플리머스를 미국사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보는 일반적 

관념으로 확산되었다. 이 관념은 이미 정립되어 있던 예외론에 통합되었 

고， 아직도 그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이다.잃) 

청교도들은 식민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한 세기 전에 아메리카 

를 고안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원주민을 종교를 모르는 

미개인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문명과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편， 거기에 저항하는 원주민에 대해 정복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영토를 확 

보하려 했다. 그것은 발견이나 매입 이외에 영토를 얻는 고전적 방법이었 

다. 그들이 17세기에 벌였던 두 차례의 정복전쟁은 북부 해안지방에서 영 

국 식민지가 여렷으로 늘어나고 이들이 네털란드 식민지와 더불어 영토를 

위해 경쟁한 결과였다. 게다가 청교도들은 16-17세기에 아일랜드를 식민 

지로 만들 때 모국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동원했다. 그것은 일부 지역에서 

원주민을 전멸시킴으로써 전체 원주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원주민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경쟁시킴으로써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원주민에 

게 약속한 것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면 

사실을 왜곡하면서 선전한다는 것이었다.잃)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구상 

에 따라 아메리카에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따라 

서 아메리카를 고안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원주민을 쫓아 

내고 토지를 빼앗아 정착한 다음에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정당화했 

다. 이는 커네티컷( Connecticut)에서 밀포드(1\따lford)라는 촌락을 건설한 

청교도들에게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1640년에 소집된 촌락회의에 

33) Karen Ordahl Kuppennan, “Intemational at the Creation: Early Modem American 
History," Rethínking American History, 103-104 

34) Francis Jennings, The lnvasion of Amerim: lnd때15， αlonialism， α1d the Cant of 
Conquest (New York: W. W. Norton, 1976), chs. 13, 17-18, pp. 202-227, 없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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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지에서 쫓겨난 원주민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론을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1. 대지는 주님의 것이고 다른 소유자는 없다. 가결. 

2. 주님은 성도에게 대지를 나눠 주실 수 있다. 가결， 

3. 우리는 성도들이다. 가결.잃) 

이런 식민주의적 시각에는 인종주의적 함의가 들어 있었다. 청교도들은 

흔히 아메리카를 “황무지" ( wildemess)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주민 

이 아예 없거나 조금 있다 해도 토지를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를 가리켰 

다. 그 함의는 물론 아메리카가 열려 있는 공간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토 

지를 차지해도 좋다는 합리화에 있었다. 다른 함의는 원주민이 토지를 개 

간하지 않고 내버려둘 만큼 자연을 이용할 줄 모른다고， 바꿔 말해 미개 

인이라고 규정하는 데 있었다. 이런 뜻에서 원주민은 흔히 savage로 불렀 

으나， 이 단어는 원래 자연의 거칠음과 함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을 정도로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정복 

전쟁을 비롯해 원주민과 살육전을 벌이며 그것을 주로 짐승 같은 사나움 

을 가리키는 데 썼다. 이런 용법은 비슷한 시기에 납부 식민지에서도 나 

타났고， 얼마 뒤부터 중립적인 의미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36) 이와 같은 

용법의 변화 뒤에는 피정복민을 비하하는 오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세부터 유럽인들은 개간이나 정복을 통해 변 

경지대로 팽창하면서 원주민을 억압하고 차별했는데， 거기서 인류를 문명 

인과 미개인으로， 또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로 구분하고 양자 사이에 뛰 

어넘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고 보는 이분법이 발전했다. 그것은 피정복민 

에 대한 제도적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바꿔 말해 인종주의적 

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37) 

35) Kammen, People of Paradox, 187에 서 재 인용. 
36) Jennings, lnvasion of Amerim, 58-84 
37) Robeπ Bartlett, The Making of Europe: Conquest, Colonization and Cultun띠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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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인종주의에서 타자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자세가 유 

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인종주의는 청교도를 포함해 유럽계 아 

메리카인들 사이에서 아메리카에는 미개인과 황무지밖에 없다는 생각， 다 

시 말해 원주민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는 관념이나 원주민을 인간 이하 

의 존재로 비하하는 관념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 

게 자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타자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 

다. 그들은 원주민을 식민지에 통합시키는 데 실패하고 식민지로부터 추 

방하는 데 주력하면서， 원주민을 폭력에 호소하는 야만인으로 묘사함으로 

써 자신들을 그로부터 피해를 입으며 문명을 건설하는 희생자로 부각시켰 

던 것이다. 원주민 대신 노동력으로 수입한 흑인에 대해서도， 유럽계 아메 

리카인들은 비슷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들은 미국혁명 이래 영국에 대 

해 자유를 요구하면서도 흑인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했고， 또 유럽과 그 식민지에서 농노제와 노예제를 철폐하는 데 

도 미국 남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더욱이， 반 

란을 비롯해 노예의 저항을 봉쇄하고 노예와 하층 백인의 연대도 저지해 

야 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그들은 푹인에게는 인간성 대신 야수성만 있 

다거나， 인간이라 해도 성인이 되지 못하고 아동 같은 속성만 지난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흑인에게 인간성과 문명을 가르치는 사명을 스스로 

떠맡을 수 있었다.38) 바꿔 말해， 흑인도 원주민처럼 자아에 대비되는 타자 

로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950←l‘쩌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 1993)‘ 
인종이나 인종주의는 흔히 인류를 생물학적 차이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이 
것은 18세기 말기부터 19세기 초기에 형성된 이른바 과학적 인종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 
는 용법이다. 이 용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생물학적 차이가 인구집단 사이에 있는 뛰어 
념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점에 있는데， 그런 요소는 문명인/미개인 및 기독교도/비기독교 
도 이분법에도 들어 있다. 이 이분법은 소수의 개인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해도， 원주민이 집단적으로 그런 차이를 뛰어넘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제도적 억압과 차 
별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상세한 것은 배영수， “백인 우월주의 

의 기원에 대한 재검토" ?미국학~ 26 (2대03) ， 216-221. 
38) Ronald Takaki, lron Cages: Race and Culture in 19th-Centwγ America (New Y ork: 

Oxford Univ. P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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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종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시각은 유럽중심주의와 결합되어 

“‘타자들’에 대한 체계적 무시”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심주의는 개 

념상 유럽에 대비되는 주변부의 존재 위에서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서는 

주변부에 속하는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조이스 애플비가 지적하듯이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에게 아메리카를 자리매김 

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비유럽계 아메리카인을 경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 

는 여지를 열어주지만， 체계적으로 무시하도록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 잭 그린이 보여주듯이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은 “아메리카의 고안” 과 

정에서 유럽중심주의를 이어받고 그에 입각해 아메리카를 이해했다. 특히， 

그들은 유럽을 향해 자신들을 가리켜 “아메리카인”이라 부르며 유럽인과 

구분되는 자기 정체성을 모색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인은 그들의 타자 

로서 원주민이나 흑인보다 더 중요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메리카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주민을 경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도 중요했 

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을 아메리카와 일체화시키는 데는 한편으로 아 

메리카의 자연이 있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다른 주인(主人) 

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아메리카에는 주민 

이 없거나 있어도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바꿔 말 

하면 그들이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입각해 아메리카를 전유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이 원주민을 “아메리카인”이 아니라 

“인디언”이라 부른 이유도 콜럼버스 시대로부터 전승된 언어 유산이라고 

만 치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아메리카의 전유 과정에서는 흑인도 무시 

되었다. 흑인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유럽 식민주의에 희생당해 아메리카에 

통합되었지만， 유럽을 대상으로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는 인종주의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배제되었다. 흑인은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고 싶을 만큼 아메리카 가운데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이다 

이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시각이 유럽중섬주의적인 세계관과 

더불어 학술적 차원의 예외론으로 전승되어 인종이나 인종주의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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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조장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학계의 지도적인 예외론자 

들이 인종관계를 경시한 것은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의 관점이 학술적 담론으로 흡수된 결과다. 대표적인 사례로 

페리 밀러의 『황무지로 들어가는 사명』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밀러는 청 

교도들을 중심으로 유럽문화가 아메리차에 이식되어 독특한 문화로 변형 

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식민사업을 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 

으로 묘사하고 아메리카를 황무지로 간주한다. 이렇게 청교도의 정신과 

안목에 따라 아메리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이 책에서 원주민이나 인 

종관계를 거론하지 않는다. 여기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식민주의적 

이고 인종주의적인 시각은 이 책의 구상 단계에서 보이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과 결합되어 있다. 거기에 붙인 서문에 따르면 밀러는 젊은 시절에 

모험 삼아 선원으로 배를 탔는데 어느 날 콩고 강에서 기름통을 내려놓 

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미국문화의 특정을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고 한다 39) 이 겁-작스러운 깨달음이 왜 하펼 아프리카에서 있 

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결과는 매우 역설적인 것이다. 그런 깨달음은 아 

프리카에서 얻은 것이지만 그 산물에서는 아프리카가 보이지 않으니 말 

이다 바꿔 말하면， 그 책은 아메리카인이 아프리차에 서서 유럽과 나누는 

대화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각과 세계관에 관해 청교도만 탓할 수는 없다. 

물론， 청교도의 안목은 밀러가 자료로 이용한 청교도 문헌을 통해 그에게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교도들은 또한 식민지 시 

대에 형성된 예외론에서도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시각을 수립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설은， 거기서 시작된 전통이 밀러에게 이어져 

있고 또 밀러를 통해 오늘날까지 내려온다. 그러나 청교도만이 그런 역할 

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는 청교도 이외에 유럽의 팽창 

에 참여한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 

39) Miller, Errand, vii-x. 이 에 대 한 상세 한 분석 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Kaplan, ‘“Left 
Alone with America’,"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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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은 청교도 신앙이 예외론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핵심적 요 

소였던 만큼， 청교도의 역할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외론자들의 시각은 앞에서 거론한 시선 

과 연관되어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시선은 미국을 유럽에서 구 

분해내기 위해 바깥에서 안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 방향에서는 미국을 둘 

러싸고 있는 국제질서와 거기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맹점을 지니고 있는 시선의 주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럽계 아메 

리차인들이다. 예외론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럽에 대비해 아메리카 

가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던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의 담론에서 계승된 유산 

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이 이 유산 위에서 미국 

의 국민적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형성하고 발전시킨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흐르는 시선의 주체로서 그들은 초점을 모든 아메 

리카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맞추었다 이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 

에 따라 그들이 유럽을 향해 자신들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들을 아 

메리카와 일체화시킨 결과였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식민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거기에 원주민과 흑인을 보지 못한다는 예외론의 두 번째 맹 

점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맹점은 유럽계 아메리카인들이 식민자로서 아 

메리카를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예외론이 식민주의 담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거 

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 

히 여성이 무시된다는 점은 식민주의 담론에 들어 있는 남성중심주의만으 

로는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요즈음 흔히들 말하듯이 예외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이 식민주의 담론으로서 지니는 성격과 한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