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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재건기에 상원의원 찰스 섬너(Charles Sumner, 1811-1874)가 추진한 

인종평등 정책을 조명하고, 그 정치사상적 함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공화당의 유력 인사이자, 급진파의 수장인 섬너는 흑인 시민권과 재건 정

책에 관한 급진적 주장을 고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내전 발발 직후 그

는 앞장서 노예해방을 촉구했으며, 재건기에는 흑인에게도 백인과 동등한 사

회적․법적․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연구자들은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이 공화당 내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에 주목해, 그

의 정책이 공화당의 정치전통이라기보다 도덕주의자나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섬너가 내전 직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과 극심한 의견충돌을 겪지 않았으며, 그의 반노예

제 심성이 공화당의 공식 입장으로 표상되고 선전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섬너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치사상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려 

한 사상가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정책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으로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과 공화당이 견지하고 있던 공화주의적 신념

간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공화당이 공유한 공화주의적 신념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인민주권이라는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

으로, 내전 이전 섬너와 공화당은 이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즉 남부의 노예주 세력에 대한 강한 반발심과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었

다. 연구자들은 섬너가 내전 직후부터는 노예주 세력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노예제 자체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내전 이전의 활동과 완전히 

결별하고 흑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섬너가 노예제 

자체를 공격한 것 역시 공화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노예주 세력의 음모”를 

규탄하고, 공화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과거의 신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노예주 세력의 요람인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공화국에서 노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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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을 뿌리 뽑아 공화국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다. 그는 흑인이 백

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 공화국에서 노예제의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의 부활 가능성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믿었다. 인종평등 정책에 대한 섬너의 열정은 공화국 체제를 위협하는 

노예주 세력의 부활을 막으려는 사투였던 것이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

진다면,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예제는 부활할 수 없으며, 노예주 세력과 같은 

특권층이 다시 공화국에 부패와 압제를 가할 수도 없다. 인종평등 정책의 수

립으로 “미래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공화국을 “영속적인 평화의 상태”로 이

행시키는 것, 이것이 내전과 재건이라는 지난 정치적 여정 끝에 도달한 섬너

의 최종 결론이다. 

주요어: 찰스 섬너,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 공화주의, 재건, 내전, 재건 정책, 

인종평등 정책, 공화당 급진파, 흑인 시민권

학번: 2008-2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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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전의 종식과 함께 350만 명의 흑인들이 노예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연

방의회에서는 자유인이 된 흑인들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시작

되었다. 해방흑인에게 허용될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어떠한 지위를 지녀야 하는가? 이들은 미국의 시민이라 할 수 있는

가? 연방의회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의 도출되었지만, 무엇보다 눈길

을 끄는 것은 인종평등을 표방하는 급진적 사상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공

화당 급진파로 불리는 강력한 집단은 백인이 “지배인종”이라는 통념을 단호

히 거부하고, 인종과 시민권의 관계에 대한 평등주의적 관념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인종차별이 체제 유지의 기반으로 이용되던 시대에 연방정치의 무대

에 등장한 인종평등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급진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인종평등을 부르짖은 이는 상원의원 찰스 

섬너(Charles Sumner, 1811-1874)였다. 그는 1851년부터 1874년까지 매사추세

츠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화당 창당의 주역이자, 상원 외무위원

회의 의장으로, 또 급진파의 수장으로서 내전과 재건기에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한 인물이다. 섬너 연구의 권위자 데이비드 도널드(David H. Donald)의 표

현처럼, “상원의원이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에, 섬너

는 미국 정부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1) 그

러나 섬너는 그 화려한 정치경력보다 “흑인들의 상원의원” 혹은 “흑인들의 

강직하고 신실한 투사”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평가는 연방의회 안

팎의 상당한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흑인들을 동등한 미국 시민으

로 편입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쏟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는 재

건이 인종간의 서열을 완전히 해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 

1) 섬너는 1851년부터 1874년까지 24년간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1861년부터

1871년 10년간 상원의 외무위원회의 의장을 지냈다. 섬너는 링컨의 주요 조력자이기

도 했으며,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의 재건을 비판하며 탄핵을 주도하여 의회

주도의 재건을 이끌었으며, 율리시즈 그랜트(Ulysses S. Grant)의 위협적 비판자로서

활동했다. 인용은 David Herbert Donald, Charles Sumner and the Coming of the
Civil War (1960; reprint, Napervill, Ill.: Sourcebooks, Inc., 2009),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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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방법이 흑인들에게도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확신

했다. 

  섬너는 왜 당대의 통념을 거부하고 인종평등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는가? 

일반적으로 이는 섬너가 도덕과 윤리적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섬너의 정책은 핍박받는 흑인에 대한 연민과 정의감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최초로 제시한 이는 재건의 초기 연구자 

윌리엄 더닝(William A. Dunning)이다. 섬너와 공화당 모두에 비판적인 태도

를 견지하는 더닝은 공화당이 세력을 확장하고, 남부를 응징하기 위한 도구

로 흑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독 섬너

에게만은 “도덕적 열정과 인류애적 이상주의에 심취한 인물”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다.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은 그의 도덕적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2) 이후 등장한 수정주의자들은 섬너에 대한 더닝의 부

정적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하지만, 섬너의 정책이 도덕적이고 인본주

의적 성격을 가졌다는 해석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수정주의 시각을 

최초로 제시한 케네스 스탬프(Kenneth M. Stammp)는 섬너를 반노예제 운동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도덕주의자로 평가하면서, “그의 도덕적 열정을 부정

하는 것은 섬너라는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3) 대표적

인 수정주의자 콕스 부부(La Wanda & John H. Cox) 역시 섬너가 여러 악조

건 속에서도 인종평등 정책을 추진했던 까닭은 그것이 “도덕적 원칙 소산”4)

2) William A. Dunning, Reconstruction, Politics and Economics 1865-1877 (1907;

reprint,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2), 87. 더닝의 시각은 더닝학파

(Dunning School)에 의해 계승되어, 수정주의 시각 등장 이전까지 섬너에 대한 이미

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닝학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illip R. Muller, "Look

Back without Anger: A Reappraisal of William A. Dunning,"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1, no. 2 (Sep. 1974), 325-338; Larry Kincaid, "Victims of

Circumstance: An Interpretation of Changing Attitudes Toward Republican Policy

Makers and Reconstruc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57, no. 1 (Jun. 1970),

48-66를 참고하라.

3) Kenneth M. Stampp, The Era of Reconstruction, 1865-1877 (1865; reprint, New

York: Vintage Books, 1967), 102

4) LaWanda Cox & John H. Cox, Politics, Principle, and Prejudice, 1865-1868:
Dilemma of Reconstructio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1963), 88-106; 공화

당의 흑인선거권 추진과 옹호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LaWanda Cox & John H.

Cox, "Negro Suffrage and Republican Politics: The Problem of Motivation in

Reconstruction Historiography," Journal of Southern History 33, no. 3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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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5)

  1970년대에 들어서 이데올로기 분석이 등장하자, 섬너뿐 아니라 공화당 재

건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내전 이전부터 북

부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반노예제 정서가 흑인 권리향상 정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적 해석이다. 재건 연구의 권위자 에릭 포너(Eric Foner)

에 따르면, 19세기 중후반 북부 사회에 팽배했던 반노예제 심성은 자유노동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였다. 북부인들은 북부의 자유노동 체제가 남부의 

노예노동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노예노동의 비효율적인 속

성이 북부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참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는 적개심도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6) 포너는 공화당 흑인정책의 배경에 바로 이러한 자

유노동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화당은 재건을 통해 

남부의 노예노동 체제를 근절하려 했고, 흑인에게 일정 정도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이 노예노동 체제를 무너뜨려 자유노동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

한 해법이라 믿었다는 것이다.7)

1967), 317.

5) 1980년대에 등장한 후기수정주의자들 역시 섬너를 도덕적인 원칙에 집착한 "비현실적

"이고, "비타협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베네딕트(Michael Les

Benedict)는 섬너의 "도덕적 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들어, 섬너가 현실 정

치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며, "현실정치가의 자질이 결여"된 "이상주의에 빠진 인물"이라

고 평했다. Michael Les Benedict, "Preserving the Constitution: the Conservative

Basis of Radical Reconstruc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1, no. 1 (Jun.

1974); Michael Les Benedict, A Compromise of Principle: Congressional
Republicans and Reconstruction, 1863-1869 (New York: Norton, 1974). 인용은

순서대로 39, 37.

6) 자유노동 이데올로기가 공화당과 북부가 가진 고유한 사상이 아니라, 북부의 민주당

과 남부인들까지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William E. Gienapp,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Slave Power," in New Perspectives on Race and
Slavery in America: Essays in Honor of Kenneth M. Stampp, ed. Robert H.

Abzug et al.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6), 52.

7) 내전 이전 공화당의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와 그 특징에 관한 연구로는 Eric Foner,

Free Soil, Free Labor, Free Men: The Ideology of the Republican Party before
the Civil War (1970; repr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내전 당

시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모습과 변형에 관해서는 Eric Foner, Politics and
Ideology in the Age of the Civil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공화당의 자유노동 이데올로기가 공화당 내전정책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Heather

Cox Richardson, The Greatest Nation in the Earth: Republican Econom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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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 집단이 공유한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이 해석도 섬너의 인종평

등 정책을 설명할 때에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물러서고 

만다. 이 해석에 따르면, 공화당은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노동기회’를 부여

받아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들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행

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흑인들에게 완전하고도 동등한 시

민권을 부여하려고 했던 섬너의 정책은 흔히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와 어긋나

는 것으로 상정되고는 한다. 포너는 섬너가 자유노동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

고하고 행동한 인물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인종평등

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에 사로잡힌 이상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파악한다.8) 

공화당의 재건정책에서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헤더 리처

드슨(Heather Cox Richardson)의 해석도 포너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녀에 따르면, 공화당에게 흑인을 ‘자유노동의 파수꾼’이었을 뿐, 백

인과 ‘동등한 시민’은 될 수 없었으며, 때문에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은 공화

당과 북부인들의 광범한 반발을 야기했다는 것이다.9) 이 관점에서 볼 때, 섬

너는 기껏해야 자유노동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도덕주의자에 불과하며, 그의 

인종평등 정책 역시 도덕주의자의 해법으로 제시될 뿐이다.

  재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이 도덕

주의의 소산이라는 시각이 오랫동안 도전받지 않은 까닭은, 연구자들이 섬너

의 정치사상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에 있는 듯하다.10) 섬너의 생

During the Civil W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재건

기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모습과 정책에 관해서는 Eric Foner, Reconstruction:
America's Unfinished Revolution, 1863-1877 (New York: Harper & Row, 1988)

228-239; 공화당 재건정책에 있어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흑인 시민권에 대

한 여론 변화에 관해서는 Heather Cox Richardson, The Death of Reconstruction:
Race, Labor, and Politics in the Post-Civil War North, 1865-1901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8) Foner, Free Soil, 103-148; Foner, Reconstruction, 228-239. 인용은 230.

9) Richardson, Death of Reconstruction, 122-155, 특히 124-131.

10) 섬너에 대한 초기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공

화당이나 급진파라는 집단 안에서 섬너의 특수성을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흑인

들의 관점에서 섬너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향의 연구 모두 재건기에 섬너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보다 그의 도덕성에 의존해 인종평등 정책을 분석하려 했다. 흑

인들의 입장에서 섬너를 살피는 대표적 연구로는 Carl M. Frasure, "Charles Sumner

and the Rights of the Negro," Journal of Negro History 13, no. 2 (Apr. 1928);

Louis Ruchames, "Charles Sumner and the American Historiography," Journal of



- 5 -

애에 관한 기념비적 저서를 남긴 데이비드 도널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섬

너의 사상가적 면모를 간과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

치사상을 현실에 적용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섬너는 제퍼슨

(Thomas Jefferson)과 윌슨(Woodrow Wilson) 사이에서, 지성과 정치 두 분야 

모두에 두각을 드러낸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11) 도널드의 견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섬너의 정치사상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미국 고유의 정치전통의 영향을 강하

게 받았으며, 이는 당대의 정치 시스템과도 조화롭게 작동했다는 점이다.12) 

이 시각을 수용한다면, 섬너의 정책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성

품의 발현으로 한정짓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의 정치사상과 미국의 정치전통

의 연관성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섬너의 사상이 미국 정치전통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의 

인종평등 정책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적 해석

이다.13) 1850년대 공화당의 정치사상을 연구한 마이클 홀트(Michael F. Holt)

와 윌리엄 지냅(William E. Gienapp)에 따르면, 섬너와 공화당이 표출한 반노

예제 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공화주의적 정치전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홀트는 공화당 창당에 관한 연구에서, 공화당이 가진 “권력의 독점으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해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신념이 공화당 창

당의 직접적 계기라고 주장한다.14) 홀트의 논지를 발전시킨 지냅은 공화당이 

Negro History 38, no. 2 (Apr. 1953).

11) David H. Donald, Charles Sumner and the Rights of Man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70), ix.

12) Ibid., vii-xii.

13) 미국 공화주의적 정치전통의 특징에 관해서는 버나드 베일린, 배영수 역, 『미국혁명

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서울: 새물결, 1999); Daniel T. Rodgers, "Republicanism:

the Career of a Concept,"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9, no. 1 (Jun., 1992),

11-38을 참조.

14) 홀트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세력의 음모라는 공화주의적 심성이 북부뿐 아니

라, 남부에도 널리 퍼져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남부와 북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1850년대에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치 체제를 개혁

하여 공화주의를 보존하고 정치권력을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는 공화주의를 위협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주체가 누구인가와 이를

어떻게 척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북부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남부의 특권층으로 상정하고, 남부는 인구구성상 다수인 북부가 남

부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Michael F. Holt, The Political Cri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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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한 반공화주의적 세력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켰는데, 그에 따르면 1850

년대의 공화당이 “반공화주의적 괴물”이라 부르며 강한 적개심과 반발심을 

표출한 대상은 바로 남부의 “노예주 세력”이었다.15) 이러한 공화주의적 해석

은 1850년대 섬너의 활동과 문제의식에 관한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가 노예제를 비판한 핵심 내용도 노예주 세력의 탐욕과 부패에 대

한 규탄이며, 공화당 역시 섬너를 공화주의 신념을 구현한 인물의 표상으로 

상정하고 선전했던 것이다.16)

  그러나 지금까지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과 1850년대 공화당의 공화주의적 

신념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연구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17) 이는 연구자들이 

내전 이전 공화당의 활동과 섬너의 정책을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1850년대 공화당은 노예제의 서부 팽창을 비판하며 백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작업에 집중했지만, 섬너는 내전 발발 직후부터 노예제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 흑인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등 그 활동 노선을 급격

하게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재건기 섬너의 정치활동 근간에는 노예주 세력의 권력 독

점을 경계하는 1850년대 공화주의적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이

다. 더군다나 섬너가 인종평등 정책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반

(反)공화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련의 작업, 즉 남부가 주장하는 “연방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리” 반박,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공직 진출 제한, 남부에 “공

1850s (New York: Norton, 1983); Michael Holt, The Fate of Their Country:
Politician, Slavery Extension, and the Coming of the Civil War (New York: Hill

and Wang, 2004).

15) William E. Gienapp, The Origins of Republican Party, 1852-185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Gienapp, "Republican Party," 51-78.

16) Holt, Political Crisis, 183-217,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프레스턴 브룩스

(Preston Brooks)의 섬너 폭행 사건과 공화당의 공화주의적 심성에 관해서는 특히

194-197; Gienapp, Origins of Republican Party, 347-373, 섬너와 공화주의적 심성

에 관해서는 특히 360-364.

17) 재건기 섬너의 정책이 공화주의적 신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있지만, 이는 내전 발발 이전 섬너의 활동이나, 1850년대의 공화주의적 신념과 그의

정책의 연관성을 살피기보다, 섬너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혁명기 공화주의적 신념의

특성을 강조한다. Janis L. McDonald, "The Republican Revival: Revolutionary

Republicanism's Relevance for Charles Sumner's Theory of Equality and

Reconstruction," Buffalo Law Review 41 (2007), 4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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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적 정부 형태” 수립 등의 사안에도 상당한 열정을 보였다는 사실은 그

가 재건기에도 여전히 공화주의적 신념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은 찰스 섬너가 재건기에 추구한 인종평등 정책이 지니는 의미를 정

치사상적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섬너가 내전 직전까지도 공

화주의적 신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 글의 일차적 과

제는 그가 1850년대에 가지고 있던 공화주의적 신념이 노예제 폐지와 인종평

등이라는 대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1

장에서는 노예제에 대한 섬너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인 내전을 살

펴봄으로써, 그것이 1850년대의 활동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섬너의 인종평등 정책이 기획

된 목적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노예제 폐지를 

둘러싼 섬너와 공화당의 갈등 구도 속에서, 그가 노예제 폐지의 궁극적 목적

을 ‘흑인보호’가 아닌 ‘노예주 세력의 부활 방지’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섬너가 인종평등 정책의 완성이라 여겼던 제 

2차 민권법안의 입안과정에서, 그가 흑인에게 정치적․사회적 평등권을 부여하

여 그들을 완전한 미국의 시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공화주의적 심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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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예제 폐지와 공화국의 운명, 1861-1865  

1. 내전의 원인, 1861-1863

  내전은 찰스 섬너의 노예제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한 시점이었다. 내

전 발발 직후인 1861년 10월, 매사추세츠 공화당의 연례행사에 참석한 섬너는 

내전으로 인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변화는 섬

너의 정치활동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된다. 그는 내전 이전에 자신이 열정을 쏟

았던 사안들, 즉 도망노예 송환법 철회 투쟁, 캔자스를 자유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노예제의 서부 팽창 저지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 투쟁을 모두 “지나간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제 “공화당에 남은 단 하나의 당면과제는 노예해

방일 뿐”이라고 선언했다.18) 섬너의 갑작스런 변화는 공화당에게 상당히 당혹

스러운 것이었다. 내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현존하는 노예제의 존속은 

인정하지만, 노예제의 서부 팽창만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공화당의 공식 입

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19) 또한 섬너의 주장은 내전에 임하는 대통

령 에이브러험 링컨(Abraham Lincoln)이나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William 

Seward)와 같은 공화당 온건파의 입장과도 크게 엇갈리는 것이었다. 공화당 창

당의 핵심 인사이자, 공화당의 목표와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되던 섬너

가 이토록 급격하게 노예제에 대한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내전의 시작과 함께 섬너가 곧바로 노예해방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일반적

으로 그가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다시 말해, 섬너는 연방의회에 침투한 “반노예제 십자군”의 일원이었으

며, 내전을 기회로 삼아 노예해방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폐지론자들 역시 섬너와 마찬가지로 내전을 극단적이지만 효율적인 노예제 

폐지의 수단이라고 여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미반노예제협회(American 

Antislavery Society)를 이끌던 웬델 필립스(Wendell Phillips)는 내전이 시작되

18) Charles Sumner, "Emancipation our Best Weapon," Speech in the Senate, 1

Oct. 1861, The Works of Charles Sumner, VI: 7.

19) Eric Foner, Free Soil,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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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자 보스턴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전쟁만이 노예제 폐지의 유일한 기회라

고 주장하면서 전쟁지지를 선언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 

역시 내전이 노예제의 사슬을 벗겨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

대하면서, 동료 흑인들에게 노예해방을 위한 전투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20) 

더욱이 섬너가 웬델 필립스나 프레드릭 더글러스, 헨리 라이트(Henry C. 

Wright)와 같은 유명한 폐지론자들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점은 이 해석에 설

득력을 더해주는 듯하다. 

  당대인들도 섬너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찬 

눈길을 보냈다. 링컨과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내전과 노예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다. 내전의 위기가 

고조되던 1861년 3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링컨은 공화당의 집권이 노예제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남부인들을 안심시키면서, “직접적이든 간

접적이든 노예제에 개입할 의도가 없으며, 나에게 노예제 폐지의 권한이 있

다고 믿지도 않고, 그러할 의향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21) 공화당 역

시 내전 발발 직후에 개회한 연방의회 임시회기에서 연방이 노예제를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확언하는 「크리텐든 의결안(Crittenden Resolution)」을 만장

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켜 남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22) 때문에 섬너의 주

장이 남부의 반발을 야기하고, 신속한 종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다. 휘그 성향의 보스턴 『쿠리에(Courier)』는 노예해방을 주장

하는 섬너의 1861년 11월 연설에 대해 그의 “의심의 여지없는 극단적 반노

예제 심성”이 연방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논평했다.23)

  그러나 섬너가 노예해방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폐지론자들과 동일

20) 내전 발발 직후 폐지론자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Eric Foner, The Fiery Trial:
Abraham Lincoln and the American Slavery (New York: W. W. Norton, 2010),

164-165.

21) Abraham Lincoln, Inaugural address, 4 Mar. 1861, in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A Documentary Collection, ed. William E. Gienapp (New York:

W. W. Norton, 2001), 63-65.

22) John J. Crittenden, Resolution, 25 Jul. 1861, Congressional Globe, 37th Cong.

1st Sess. 223; 이에 대한 섬너의 반대는 Sumner, "On the Crittenden Resolution

Declaring the Object of the War," Preceeding in Senate, July 24-25, 1861,

Works V: 499-501.

23) Donald, Rights of Man, 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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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인식과 목표를 가졌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데이비드 도덜드

에 따르면, 섬너와 폐지론자들의 노예제 비판은 근본적으로 다른 뿌리를 가

진 것이었다.24) 섬너와 폐지론자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연방

수호에 대한 태도였다.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이나 웬

델 필립스와 같은 열성적인 폐지론자들은 노예해방을 위해서라면 노예주(州)

와 자유주(州)의 분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옹호하기도 했으나, 섬너는 노

예해방을 주장하면서도 단 한 순간도 연방수호의 대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

다.25) 또한 연방헌법이 노예제를 허용하는가에 관한 입장 역시 섬너와 폐지

론자들의 타협할 수 없는 간극을 증명한다. 개리슨은 연방헌법이 노예제를 

지지한다고 규정하면서, 연방헌법을 “죽음과 체결한 계약이자, 지옥과 맺은 

협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섬너는 연방헌법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

는 미국헌법에는 인간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예제는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26) 

  섬너가 노예해방을 촉구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오히려 링컨과 

공화당의 입장, 즉 연방복구와 평화수호에 집중하는 방식에 더 가깝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노예해방을 촉구한 1861년의 「노

예해방, 최선의 무기」에서 섬너는, “전쟁의 두 가지 목적은 연방수호와 평화

유지”임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노예해방으로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역

설했다.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반역자의 토지를 경작하고, 

보급품을 생산하며, 군사 캠프를 건설할 것”이고, 또한 “흑인들을 통해 남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전황은 연방에 불리하게 돌아가 전쟁의 장

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27) 섬너는 노예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1862년의 연설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것은 

연방헌법 아래 국가적 단일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8) 요컨대 섬너

에게 노예해방은 전쟁 승리와 연방복구의 수단이었을 뿐이며, 그가 연방이라

24) Donald, Coming of the Civil War, 109-134, 특히 112-114.

25) Ibid., 109-134, 특히 111-112.

26) Sumner, "Freedom National, Slavery Sectional," Speech in the Senate, 26 Aug.

1852, Works III: 87-198.

27) Sumner, "Emancipation Our best Weapon," Works Ⅵ: 28, 26.

28) Sumner, "Rights of Sovereignty Rights of War: Two Sources of Power against

the Rebellion," Speech in the Senate, 19 May 1862, Works VII: 11.



- 11 -

는 대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섬너가 링컨 및 공화당과 마찰을 빚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연방복구

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입장차였을 뿐, 연방복구 자체를 둘러싼 갈등

은 아니었다. 링컨을 비롯한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남부주들의 신속한 

연방복귀가 사태를 마무리 짓는 해법이라 여겼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섬너는 링컨의 정책이 내전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갈등을 서

둘러 봉합하려는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링컨을 막아섰다. 보다 근본적

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연방복구를 진행한다면, 연방복구가 이후에도 또 다

시 남부가 연방을 탈퇴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반

복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섬너는 내전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본

질적인 문제, 즉 남부가 반란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한 후에야 연방복구가 가

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섬너가 “반란의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노예제였

다는 사실이다. 승전을 목전에 둔 1865년 3월 링컨이 두 번째 대통령 취임사

에서 “노예제에 걸린 이해관계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했지만,29) 

내전의 중반부까지 전쟁의 원인으로 노예제를 지목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섬너는 연방분리의 조짐이 보이던 1860년 후반부터, 남부의 반란획책 

사유가 노예제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1860

년 10월에 발표된 「노예주들의 연방분리 위협과 그 불합리성」에는 이에 대

한 섬너의 의견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남부의 주장, 즉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남부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고, 때문에 연방에서 탈

퇴하는 것이 남부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규탄했다.30) 실

상 남부의 연방탈퇴 협박은 노예제를 서부로 팽창시키는 사안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31) 그리고 결국 섬터 요새에서 

29) Abraham Lincoln, 2nd inaugural address, 4 Mar. 1865, in Gienapp,

Documentary Collection, 299-300, 인용은 300.

30) 전쟁 책임이 북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남부의 대표적 연설로는 Jefferson Davis,

"Message to the Confederate Congress," 29 Apr. 1861, in Gienapp, Documentary
Collection, 72-74.

31) Sumner, "Threat of Disunion by Slave States and Its Absurdity," Speech at a

Mass Meeting of Republicans at Framingham, 11 Oct. 1860, Works V: 2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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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군이 연방군을 향해 포격을 가했을 때, 섬너는 남부가 노예제 수호를 위

한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고 결론지었다. 1861년 11월 섬너가 영국의 아자

일 공작부인(Duchess of Argyll)에게 전황을 알리며 썼던 것처럼, “전쟁의 유

일한 원인은 노예제”였던 것이다.32) 

  섬너는 남부의 반란이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노예제가 존재하는 한 필

연적으로 닥쳐올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북부가 남부의 노예제 팽창 

노력을 저지하면 할수록, 남부는 노예제 수호와 확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 모

색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861년 11월에 발표된 「반란의 기원과 

동기」에는 남부가 노예제 팽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대

한 섬너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노예제가 만들어내는 달콤한 

두 과실은 대농장주들에게 끊임없이 노예제를 확장하고 수호할 것을 부추긴

다. 그 첫 번째 열매는 경제적 이익이다. 노예노동에 기반한 면화 농업은 막

대한 수입을 창출하는 화수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다. “부와 권력에 대한 강력한 욕

망이 노예주들을 자극하고, 그 안에서 노예제를 확장시키려는 음모가 나타나

게 된다.”33) 그리고 링컨의 대통령 당선은 노예주들에게 반역의 신호탄이 되

었다. 노예제의 서부팽창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집권이 현실화되자, “성난 노

예주들”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섬너는 노예제를 존치한 채 남부를 연방으로 복귀시킬 경우, 연방복구가 완

성된 후에도 남부가 또 다시 연방분리를 주장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그의 우려에는 충분한 역사적 근거가 있었다. 그에 따

르면, 미국 역사상 총 7차례나 남부의 연방탈퇴 위협이 있었고, 이는 모두 남

부가 노예제 사안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반란의 기원과 동기」와 1863년의 「국내사안에 관하여」에는 건국 

이후 수차례나 반복된 남부의 연방탈퇴 위협이 노예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이 잘 드러나 있다.

32) Sumner to Duchess of Argyll, 11 Nov. 1861, Donald, Rights of Man, 35에서 재

인용.

33) Sumner, "Rebellion: Its Origin and Mainspring," Or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Young Men's Republican Union of New York, 27 Nov. 1861, Works Ⅵ: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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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위해 영국에 대적했던 공화국이 여전히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노예제의 서부확장을 금지하는 북서부영지규정(Northwest Ordinance)이 파기되

고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이 타결된 원인, … 텍사스를 노예주로 

만들려는 세력, 1850년의 타협(Compromise of 1850), 캔자스를 노예주로 만들

려는 음모, 그리고 노예제 팽창을 반대했던 1856년 선거에서까지, 연방은 언

제나 성난 노예주들의 분리 위협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34) 

섬너는 “미래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공화국을 “영속적인 평화의 상태”로 이

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란의 원인인 노예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

방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예해방, 최선의 무기」에서 그가 강조한 것처

럼, “우리가 현명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조심스럽고, 현실적이라면, 신속

하고 단호하게 반란의 동기인 노예제”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것이다.35)

  반란의 원인을 제거하여 다시는 내전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섬너가 노예해방을 주장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섬너에게 연방수호는 

노예해방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1862년 6월 연방의회가 노예해방을 선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는 연설에서 섬너는 “평화를 위해서, 연방복구

를 위해서, 노예제를 폐지해 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로지 노예해방으로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

습니다. 노예해방이 없다면, 또 다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고, 평

화는 단지 불안정한 휴전일 뿐입니다.36)

연방수호를 위해서 노예해방 사안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섬너가 

전하고자 한 말은 「노예해방, 최선의 무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

람들은 전쟁이 끝날 즈음에 노예제가 사라질 것이라 말하지만, 노예제가 사라

지고 나서야 전쟁이 끝날 것임을 알아야 한다.”37) 

  마침내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반란지역의 모든 노예를 영구히 해방한

34) ibid., 80.

35) Sumner, "Emancipation our Best Weapon," Works Ⅵ: 28-29.

36) Sumner, "War Powers of Congress: Confiscation and Liberation," Speech in the

Senate, 27 Jun. 1862, Works VII: 146-147.

37) Sumner, "Emancipation our Best Weapon," Works 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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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노예해방령」에 서명했을 때, 섬너의 목적은 달성된 것처럼 보였

다.38) 그러나 단 한 번의 포고령만으로 노예해방이 완수될 수는 없었다. 상황

은 좋지 않았다. 반란 주들은 노예제를 수호하기 위한 사투를 멈추지 않았으

며, 급변하는 전황에 따라 「노예해방령」은 언제든 철회될 수도 있었다. 또

한 「노예해방령」의 효력은 반란 주들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미주리,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 연방에서 탈퇴하지 않은 노예주(州)들의 노예제는 그대로 

인정될 것이었다. 섬너는 산적한 난관 앞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한 또 한 번

의 싸움을 준비한다.

2. 노예제와 공화주의적 정치전통, 1863-1865

  「노예해방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섬너는 노예제 폐지를 확정짓는 사안에 

매달려 있었다. 그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바로 링컨의 재건계획이었다. 1863

년 12월에 발표된 링컨의 「사면과 재건에 관한 포고령」은 여전히 노예제 

폐지보다 신속한 연방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39) 연방군이 점

령한 세 지역, 루이지애나, 테네시, 아칸소에 재건이 착수되자, 섬너는 노예제 

폐지가 불가능하리라는 비관적 전망에 사로잡혔다. 1864년 2월의 결의안 

「새로운 재건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 결의

안에서 섬너는 링컨에게 재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예

제 폐지에 관한 “철회할 수 없는 보증”을 요구했다.

반란 주(州)가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적절한 위치에 복귀하기 위해서, 각 

주들이 연방헌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 “재건”은 현재 잔

존하는 노예제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노예제 부활의 가능성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철회할 수 없는 보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0)

38) Abraham Lincoln,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1 Jan. 1863 in Gienapp,

Documentary Collection, 165.

39) Abraham Lincoln, "The Proclamation of Amnesty and Reconstruction," 8 Dec.

1863.

40) Sumner, "Reconstruction Again: Guaranties and Safeguard against Slave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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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계획에 따라 ‘재건된’ 남부 주들이 연방의회의 복귀 승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섬너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보증이 

없다면 반란 주들을 연방으로 복귀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섬너가 노예제 폐지를 단념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19세기 중반 공화당과 

북부인들이 가진 뿌리 깊은 반노예제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41) 공화당이 노예

제 폐지를 재건 정책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노예제 자체에는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남부의 

연방탈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노예제의 서부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북부인들의 태도도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

았다. 1854년에 창당된 공화당이 반노예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불과 수년 만

에 북부를 대표하는 거대 정당으로 성장한 사실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반노예

제운동 경력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례 등은 북부 사회에 팽배했던 반

노예제 정서를 짐작케 한다.42) 섬너 역시 노예제에 신랄한 비판을 가한 「캔

자스에 대한 범죄」나 「노예제의 야만성」과 같은 연설들로 북부인들의 열광

적 지지를 얻으며,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쌓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노예

제의 야만성」에서 제시된 섬너의 주장, 즉 “노예제는 악의 결정체”이며, “노

예제가 더 오래 존속하고 더 철저하게 스며들수록 사회에 더 치명적인 해악

을 끼친다”는 우려는 북부인들과 공화당의 일반적인 정서였던 것이다.43)

  공화당과 북부인들이 표출한 반노예제 심성은 일반적으로 19세기 중반 북

부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자유노동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되고

는 한다.44) 이를 최초로 주장한 에릭 포너에 따르면, 청교도의 소명의식에서 

for Protection of Freedmen," Resolutions in the Senate, 8 Feb. 1864, Works VIII:

77, 강조는 필자.

41) 에릭 포너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노예제에 대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내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기까지 한다. 이에 관해서는 Eric Foner, "The Cause of

American Civil War: Recent Interpretations and New Directions," Civil War
History 20, no. 3 (Sep. 1974), 197-214.

42) Foner, Free Soil, 11-39, 73-148.

43) Sumner, "The Barbarism of Slavery," Speech in the Senate, 4 Jun. 1860, Works
V: 14, 15.

44) 자유노동 이데올로기 이외에도 북부의 반노예제 심성은 간혹 미국도덕철학

(American Moral Philosophy)이나 기독교에 뿌리를 둔 도덕적인 심성의 반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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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한 자유노동 이데올로기는 북부인들의 생활방식과 노동방식에 대한 일종

의 가치체계로, 노동가치에 대한 존중, 노동 기회의 평등, 노력에 따른 계급 

상승, 경제적 독립에 대한 열망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45) 이 해석에 의하면, 

공화당과 북부인들이 노예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도 자유노동 이데올로

기 때문이었다. 남부의 노예노동 체제는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가치와 정면

으로 배치되며, 또 북부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것이다.46) 

즉, 공화당은 노예노동 체제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노동의 가치를 

타락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

치적으로 완전한 실패”한 체제로 간주했다.47) 

  섬너 역시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한 인물이라

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48) 그의 노예제 비판에는 이와 구분되는 공

화주의적 신념이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49) 자유노동 

분석되기도 한다. 섬너의 사상과 미국 도덕철학의 연관성 대한 연구는 Anne-Marie

Taylor, Young Charles Sumner and the Legacy of the American Enlightenment,
1811-1851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1); 기독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Victor B. Howard, Religion and the Republican Movement,
1860-1870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0); 섬너가 내전 이

전에 노예제의 도덕성을 공격했음을 주로 논의하는 연구는 Michael D. Pierson, ""All

Southern Society is Assailed by Foulest Charges,": Charles Sumner's "Crime

Against Kansas" and the Escalation of Republican Anti-Slavery Rhetoric," New
England Quarterly 68, no. 4 (Dec. 1995), 531-557.

45) 19세기 중반까지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화에 관해서는 Foner, Free Soil,
ix-xxxix; 내전 이후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관해서는 Foner, Reconstruction,

460-511.

46) 포너의 자유노동 이데올로기가 공화당의 핵심이념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도 있

다. 지냅은 자유노동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로크식 자유주의

(Lockean Liberalism)라고 보면서, 이것이 북부인들과 노예주들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북부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를 짚어내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또 이것

이 공화당만 뿐만 아니라 남부에도 널리 퍼진 사상이라고 보고, 공화당만의 특징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다. Gienapp, Origins of Republican Party,

355-357, 각주 6도 참고하라.

47) Foner, Free Soil, 9-10, 43, 41.; Foner, Reconstruction, 144.; 공화당의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에 관해서는 Free Soil, 11-39. 공화당의 남부를 비판 내용은 Free Soil,
40-72.

48) 섬너가 자유주와 노예주를 대조하면서 자유노동의 가치를 옹호하고, 노예노동의 비

효율성을 비판하는 내용은 Sumner, "The Free Soil Party Explained and

Vindicated," 12 Sept. 1849, Works II: 296-298; Sumner, "The Barbarism of

Slavery," Works V: 30-4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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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가 ‘노예노동의 해악’을 비판한다면, 공화주의적 신념은 주로 노예

제로 인해 형성된 ‘특권층의 해악’을 우려하고 경계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섬

너가 노예제의 폐단으로 지목한 것도 남부의 특권 집단, 즉 노예주 세력의 

존재였다. 섬너의 연설에는 노예주 세력이 남부의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연방

정치의 영역까지 침투해 부패와 압제를 일삼는다는 개탄이 반복적으로 등장

한다. 대표적으로 1860년의 7월의 연설 「공화당의 기원, 필요성, 영속성」에

는 노예주 세력에 대한 그의 비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노예주 세력으로 인해] 연방정치에는 부패가 만연하며, 정치는 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 노예주 세력은 공화국에 스며들어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

지 하며 … 단지 9만 2천명에 지나지 않는 소수 세력이 거대 강도가 되어 

60년 동안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50)  

섬너는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공화국 체제가 노예주 

세력으로 인해 “노예주들의 과두정”으로 전락했으며, 노예주 세력이 정치권력

을 독점해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다고 한탄했다.51)

  사실 노예주 세력이 부패와 압제를 저지르며, 공화국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공화주의 신념은 자유노동 이데올로기만큼이나 공화당과 북부인들 사이에서 

익숙하게 통용되던 관념이었다. 공화당의 등장과 성공 요인을 분석한 마이클 

홀트는 공화당과 북부 사회에는 노예주 세력의 음모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공

화주의 이데올로기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홀트는 이 공화주

49) 최근 들어 섬너의 1850년대 활동이 공화주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가

속속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파우(Michael William Pfau)는 섬너의 노예제 비

판의 전형으로 불리는 「캔자스에 대한 범죄」에 대한 텍스트 분석에서, 섬너가 전형

적인 공화주의적 수사, 즉 공화국의 탄생과 이를 위협하려는 음모, 공화국의 갱생과

수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Michael William Pfau, "Time,

Tropes, and Textuality: Reading Republicanism in Charles Sumner's "Crime

Against Kansas," Rhetoric & Public Affairs 6, no. 3 (Fall 2003), 385-413.

50) Sumner, "The Republican Party: It's Origins, Necessity, and Permanence,"

Speech before The Young Men's Republican Union of New York, 7 Jul. 1860,

Works V: 199, 213, 218.

51) Sumner, "The Antislavery Enterprise: Its Necessity, Practicability, and Dignity;

With Glance at the Special duties of the North," Address before the People of

New York, 9 May 1855, Works IV: 42-43; Sumner, "The Republican Party,"

Works V: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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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정부는 인민에 의해 운영되고, 인민을 위해 존재하

며, 정부의 기본적 기능은 귀족적 특권이나 압제적인 권력의 독점에서 개인

의 평등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남부 인

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예주들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소유”하고, 국가

의 운명을 쥐고 흔들려 하는 행태가 공화당과 북부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52) 공화당의 공화주의 신념을 분석한 지냅 역시, 공화당이 

노예주 세력을 “반공화주의적 괴물”이라 칭하면서, 이들이 “북부의 자유를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표출했음을 상세히 묘

사한다.53)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섬너와 공화당이 모두 공화주

의 신념을 공유했다면, 왜 유독 섬너와 일부 급진파만이 재건의 조건으로 노

예제 폐지를 내걸었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1850년대 공화주의적 신념

이 ‘노예주 세력 비판’에만 집중되었을 뿐 노예제 폐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

다는 점에 주목해, 섬너의 ‘노예제 폐지 요구’를 공화주의적 문제의식과 직접

적으로 연관 짓지 않았다.54) 실제로도 내전 이전 공화당의 활동은 주로 노예

주 세력의 탐욕을 비판하고, 노예제의 서부 확장을 반대하는 것에서만 한정

되어 있었다. 일례로 북부에서 간행된 『내셔널 이러(National Era)』의 1855

년 논설은 공화당의 반노예제 활동을 설명하면서, “남부에 현존하는 노예제

가 위헌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노예제에 행정적 제재를 가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쓰고 있다.55) 이처럼 공화당은 노예제의 해악

을 비판하는 것과 노예제의 폐지를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했다. 이들은 노예

52) Holt, Political Crisis, 4-5, 134.

53) Gienapp, "The Republican Party"; Gienapp, Origins of the Republican Party, 특

히 347-373.

54) 섬너의 뿐 아니라, 공화당의 재건기 정책도 공화주의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재건이 자유노동 이데올로기의 시대로 규정된 탓도 크지만, 오랫동안 공화주의

가 "전근대적 속성"을 지는 것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대체적으

로 내전이 미국을 근대로 완전히 이행시킨 시기로 파악하기 때문에, 기계적 관점에서

재건시대에서 공화주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Rodgers, "Republicanism,"

11-38을 참고하라; 최근에는 재건시대의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학이 아니라 주로 법학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McDonald, "The Republican

Revival," 465-512.

55) National Era, 30 Aug. 1855 in Foner, Free Soil, 1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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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기를 원했지, 적극적으

로 노예제 폐지에 개입하지는 않으려 했던 것이다.56) 

  그러나 섬너가 노예주 세력 비판에서 노예제 폐지 자체로 그 활동 목표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가 공화주의적 신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노예주들이 집착하는 대상이자 노예주들의 요

람인 노예제를 파괴하려 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예주 세력을 소멸시

키려는 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섬너는 노예제가 존재하는 한 노예

주 세력은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으며, 이는 공화국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1864년 11월에 섬너가 노예제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연

설 「반란군과 노예제는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노예주 세력은 노예제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국가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노

예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제 2의 노예주 세력이 탄생해 다시 창궐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연방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노예주들은 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 

아닙니까!57)  

이 연설에서 섬너는 노예제가 지속되는 한, 공화국의 평화는 보장받을 수 없

다고 거듭 강조한다. “노예제를 유지한다면, 분명히 자유에 대한 위협이 닥쳐

올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노예제를 폐지해야 합니다.”58) 다시 

말해, 섬너는 노예주 세력을 양육하는 요람이자, 그들이  집착하는 대상인 노

예제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노예주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1865년 4월, 마침내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화국을 분열시켰던 

56) 공화당 급진파의 노예제 비판이 곧 노예제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노예

제의 서부 확장 반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Eric Foner, Free Soil, 115-123

을 보라; 섬너 역시 내전발발 이전에 “남부의 노예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공화

당의 현재 입장”이라 밝힌 바 있다. Sumner, "Presidential Candidates and the

Issue," Speech at the State Convention of Republican Party at Worcester, 11

Oct. 1860, Works V: 264.

57) Sumner, "Slavery and the Rebellion One and Inseparable: Issues of President

Election," Speech before the New York Young Men's Republican Union, 6 Nov.

1864, Works IX: 115.

58) Ibid.,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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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인 전쟁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쟁의 종식은 전쟁을 유발한 원인까

지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부는 패전했지만 노예주 세력의 여세는 

여전히 두려운 것이었으며, 「노예해방령」이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로서의 노예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예주 세력이라는 특권

층이 남아 있는 한, 내전의 위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

이었다. 섬너에게 재건은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잔존한 노예주 세력을 파괴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반란과 내전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어떻게 하면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는가? 섬너는 링컨에게 바치는 추모사에

서 “흑인 투표권은 국가 안정의 중심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와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는 흑인 투표권으로 눈을 돌려야 함을 강조했다.59) 다

음 장에서는 섬너가 노예제 폐지의 방편으로 제시한 해결책, 즉 흑인 투표권

이 특권층 제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9) Sumner, "Promise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Abraham Lincoln,"

Eulogy on Abraham Lincoln, 1 Jun. 1865, Works IX: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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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통선거권과 공화국의 안전, 1865-1868 

1. 노예제 부활의 조짐, 1865-1866

  찰스 섬너의 재건은 노예제 폐지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그

러나 역사적인 수정헌법 13조의 비준은 역설적이게도 섬너의 기대를 실망으

로 바꾸어 놓은 순간이었다.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865년 1월, 연방의회

는 “미국 전역에서 비자발적 종속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3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그 해 말, 모든 주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2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노예

제가 비로소 공식적인 막을 내리게 된다. 사실 수정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처

음으로 주장한 이는 다름 아닌 섬너였다. 그는 이미 1864년 2월에 노예제 폐

지에 관한 수정헌법의 초안을 제출했다. 두 달 뒤 온건파의 리먼 트럼벌

(Lyman Trumbull)로부터 “수정헌법을 제정하여 연방헌법의 한 부분으로 작동

시킨다면, 노예제를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을 들었

을 때,60) 섬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노예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

풀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수정헌법 13조가 그 모습을 드러내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섬너는 수정헌법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 순간

까지도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던 것이다.

  섬너가 수정헌법을 반대한 이유는 온건파의 주도로 작성된 이 법안이 흑인 

보통선거권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수정헌법에 대한 섬

너의 반대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수정헌법 준비과

정에서 무엇이 완전한 노예제 폐지인가를 둘러싸고 섬너와 온건파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섬너는 노예제 폐지가 흑인들에게도 백인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64

년 2월에 제출한 수정헌법 초안에서 그는 노예제 폐지가 “한 인간이 다른 인

간을 소유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이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법적

으로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61) 반면 온

60) Congressional Globe, 38th Cong. 1st Sess., 28 Mar. 1864, 1178 in Works VIII:

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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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파는 섬너의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벌은 노예제 폐지가 “비

자발적 종속을 금지”하는 것으로 족하며,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노예

제 폐지와는 별개의 문제라 응수했다.62) 온건파에게 노예제 폐지는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라는 자연권 보장에 한정된 것일 뿐, 인종적 위계를 부수는 

‘혁명적인 사안’은 아니었다.63)

  노예제 폐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섬너가 흑인 보통선거권을 요구하고 나섰

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섬너의 주장이 인종평

등을 향한 이상주의적 열망의 표출이라고 해석한다. 섬너의 의견이 동시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당히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흑인 투표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던 링컨과 같은 이들은 흑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 하

더라도 “지식인 계층, 특히 연방군에 가담해 용맹하게 싸운 전사들”에게만 

그 권리를 한정하기를 원했다.64) 흑인 투표권에 대한 당대의 보다 보편적인 

인식은 링컨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의 태도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존슨은 노예제의 사슬에서 갓 벗어난 “무지한” 흑인들

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면, 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주인을 위한 거수기 역할

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

위기를 감안한다면, 연구자들이 섬너의 주장을 현실성을 결여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한 듯 보인다.65)

  그러나 섬너가 흑인 보통선거권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이상주의

와 원칙에 매몰된 몽상가로 치부할 수 없다. 사실 섬너는 당대의 어떤 정치

가보다 현실적인 문제인식과 기민한 상황 판단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가 

61) Sumner, "Enfranchisement, an Protection of Freedmen, Actual Condition of the

Rebel States," Speech in Senate, 20 Dec. 1866, Works X: 62.

62) Lyman Trumbull, Joint Resolutions, 2 Feb. 1864, in Works VIII: 353.

63) 내전 이전 투표권이 특권이라는 관념이 일반적이었다는 데에 대한 설명은 Xi Wang,

The Trial of Democracy: Black Suffrage and Northern Republicans, 1860-1910
(Athens,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7), 1-48.

64) Donald, Rights of Man, 208에서 재인용.

65) 섬너가 폐지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슷한 입장을 가졌다는 사실 역시

그의 흑인 보통선거권 주장 이유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프레드릭 더글러스

는 “흑인이 투표권을 획득할 때까지 노예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웬

델 필립스 역시 "흑인 투표권 성취만이 재건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던 것이

다. 이에 관해서는 Foner, Reconstruction, 67, 각주 6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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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3조에 불만을 표시한 지점도 그것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었다. 섬너는 수정헌법 입안자들이 “순진하게도” 노예주들의 선의와 자발적

인 노력에만 기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정한 강제력이 없다면 노예주들은 

순순히 노예제 폐지에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의 우려처

럼, 남부는 결코 평화롭게 노예제 폐지의 수순을 밟지 않았다. 큐 클럭스 클

랜(Ku Klux Klan)이나 백색동백기사단(Knights of the White Camellia)의 활

동으로 대표되는 흑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수정헌법이 비준된 이후, 섬너는 연방의회에서 노예제 폐지

를 수행하겠다고 장담했던 남부의 “실제 상황”을 규탄했다. 그는 한 남부인

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과거의 노예주들이 “잔혹하고, 비정하며, 복수심에 불

타는 태도로 흑인을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66) 즉, 섬너가 환기시키려 한 것

은, 수정헌법 13조에 명시된 “비자발적 종속의 금지”라는 조항만으로는 노예

제 폐지가 불가능한 현실 그 자체였다. 흑인들에게 투표권과 같은 자체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다시 노예제의 수렁으로 끌려들어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섬너가 흑인 보통선거권의 필요성을 촉구한 이유는 그것이 노예제 폐지의 

강제 수단인 동시에, 노예제의 부활까지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무기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13조의 비준 이후 섬너는 연방의회에 노예

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남부가 표면적

으로는 수정헌법 13조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노예제의 

부활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부에서는 노예제 부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남부 주들은 「흑인 단속법규」, 「도제법」, 「형법」등 

을 제정하여, 흑인의 노동력을 여전히 백인의 손아귀에 묶어 두려했다.67) 섬

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 단속법규」를 예로 들어 현재 남부가 확실

히 노예제 폐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성년 흑인―2세에서 21세까지의 남성, 2세에서 18세까지의 여성―이 발견

된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빈민인 경우, 자녀를 부양할 

66) Sumner, "Enfranchisement an Protection of Freedmen," Works X: 67.

67) Foner, Reconstruction, 19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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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경우, 부모가 자녀들에게 근면함과 성실함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성격이 악독한 경우, 부모가 부랑자인 경우, 나쁜 죄질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 흑인들의 인신은 전술한 기간 동안 지방법원 

판사나 치안판사의 보호 아래 둔다.68)  

그에 따르면, 「흑인 단속법규」는 ‘노예제의 대용품’을 만들기 위한 가식적

인 눈속임에 지나지 않으며, “남부는 단지 노예제 폐지를 명목상으로만 지키

기고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관습과 행태는 노예제가 존재할 때와 다르지 않

다.”69)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들이 다시 노예제의 굴레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서는 보다 현실적인 조치, 즉 흑인 보통선거권이 필요했다.

  사실 노예제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재건기 내내 섬너의 머릿속

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걱정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된 흑인들이 당

장은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자유는 사악한 이들에 의해 

언제든 훼손될 수 있으며, 바로 그 순간에 노예제가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우려는 섬너가 노예해방 직후 해방흑인국(Freedmen's bureau)을 설립해 흑

인들에게 식량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 목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864년 6월 섬너는 해방흑인국 창설을 제안하는 법안에서, 연방정부는 흑인

들이 “노예제에서 자유로 이행하는 가교(假橋)”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흑

인들이 다시 종속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0) 덧붙

여 섬너가 해방흑인국의 역할을 “지역 공무원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해

방흑인과 사용자의 계약을 감시하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강제노동을 금지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던 것도, 그가 이 기구의 목적을 노예제 부활의 방지

로 설정했다는 점을 증명한다.71) 

  노예제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섬너의 걱정 이면에는 노예제 부활이 노예

주 세력 재기의 발판이 되어 또 다른 반란으로 이어질 이라는 강박적인 두려

68) Sumner, "Enfranchisement an Protection of Freedmen," Works X: 77, 강조는 필

자.

69) Ibid., 56-59.

70) Sumner, "Creation of the Freedmen's Bureau: A Bridge from Slavery to

Freedom," Speech in the Senate, 8, 14, 15 Jun. 1864, and 13, 21, 22 Feb. 1865,

Works VIII: 481.

71) Ibid.,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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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남부가 패전의 대가로 노예제를 빼앗겼다고 해서 

노예제에 대한 집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노예제의 부활은 패전으로 가

사상태에 빠진 노예주 세력에게 생명수를 들이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

이다.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1865년 4월 종전 이후에도 약 

9만여 명의 남부연합 군대가 해산하지 않고 남부를 떠돌고 있었고, 8월까지

도 연방군과 남부연합군의 소규모 교전이 지속되고 있었다.72) 공화국의 안전

을 우려하는 1865년 9월의 연설에는 또 다시 닥쳐올 반란에 대한 두려움과 

어렵게 맞이한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잘 드러나 있다. 

아직까지는 반란이 종식된 것도 노예제가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반란군은 단

지 무기를 빼앗긴 것일 뿐입니다. 노예제도 명목상으로만 사라진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전히 남부에는 준(準)반란세력과 준(準)노예제가 잔

존하고 있으며, 노예해방은 완수되지 않았습니다.73)   

섬너의 걱정은 남부를 순시하고 돌아온 칼 슈어츠(Carl Schurz)의 보고서를 

접한 후에 더욱 증폭되었다. 슈어츠는 예상보다 훨씬 비관적인 소식을 전해

왔는데, 그에 따르면 남부에는 패전에 대한 치욕감이 만연했으며, “연방에 대

한 충성심은 완전히 부재”했다.74) 섬너에게 남부는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잔존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연방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이들이 또 다시 노

예제 수호를 위한 반란을 꾸밀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다. 

  섬너는 남부에 떠도는 위험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남부연합 지도자들

의 정치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일차적

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막론하고 반란 세력의 공직 진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섬너는 공직에 오를 모든 이들에게 

1862년에 제정된 “철의 맹세”, 즉 “본인은 모국에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적

이 없으며, 반란한 이들을 돕거나 부추기지 않았다”는 내용을 선언할 것을 

72) Richard L. Aynes, "The 39th Congress(1865-1867) and the 14th Amendment:

Some Preliminary Perspective," Akron Law Review 42, no. 1019 (2009).

73) Sumner,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National Faith: Guaranties for the

National Freedmen and the National Creditor," Speech at the Republican State

Convention, 14 Sept. 1865, Works IX: 442.

74) Edward L. Pierce ed., Memoir and Letters of Charles Sumner IV: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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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75) 나아가서 그는 남부의 재건이 완수되기 전까지 고위급 반역자의 

한시적인 공민권 박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링컨 암살 직후 섬너는 영국의 하

원의원 존 브라이트(John Bright)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수한 묘지를 만들고 

공직의 임무를 방기한 이들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다짐했다.76) 이에 더해 섬너는 저명한 정치사상가 프랜시스 리버(Francis 

Lieber)에게 고위급 반역자들의 해외추방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공직에

서 배제되어 있더라도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들을 외국으로 추방해 자신들의 악행을 

속죄할 방법을 찾도록 해야합니다”라고 썼던 것이다.77) 

  그러나 고위급 반역자의 공직 진출 제한과 공민권 박탈보다, 섬너가 더 효

율적인 반란 억제책이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흑인 보통선거권이었다. 그는 흑

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노예제로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자구책을 만들어 준

다면, 노예주 세력의 재기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

다. 이러한 구상은 1866년 2월의 연설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에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다. 섬너는 반란 세력 견제를 위해서는 흑인 보통선거권이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선언하면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

을 노예주들의 대항 세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78) 섬너의 입장

은 존 브라이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섬너는 “흑인 투표

권 없이는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투표권은 흑인들

에게 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이 없다면 과거의 적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썼다.79) 요컨대 흑인 보통선거권은 반란세력의 부활을 막는 일종의 

방파제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섬너의 흑인 보통선거권에 대한 요구는 그가 내전 내내 지속적으로 

75) Sumner, "Loyalty in the Senate: The Iron-Clad Oath for Senators," Speech in

the Senate, 25 Jan. 1864, Works VIII: 68.

76) Sumner to Bright, 18 Apr. 1865, in Pierce, Memoir and Letters IV, 서한 전문은

239-40, 인용은 239.

77) Sumer to Lieber, 2 Aug. 1865, in Pierce, Memoir and Letters IV, 256-257.

78) Sumner, "The Equal Rights of All: The Great Guaranty and Present Necessity

for the Sake of Security and to Maintain a Republican Government," Speech in

the Senate, 5-6 Feb. 1866, Works X: 219.

79) Sumner to Brights, 13 Mar. 1865 in Donald, Rights of Man, 2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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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했던 문제의식, 즉 노예주 세력이 공화국을 위협한다는 생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섬너는 링컨에게 바치는 추도사에서 청중들에

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끝을 맺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평화와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안에 달려 있습니

다. 이것은 국가 안정의 핵심이자, 요체입니다.”80) 

흑인 투표권은 흑인들의 안전, 지방정부의 안정, 연방 보존의 필수적인 조건

입니다. 투표권이 없다면, 흑인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며, 지방 정권도 안정시

킬 수도 없으며, 국가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흑인 투표권이 없다

면 반란군은 새로운 명분으로 또 다시 국가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81) 

“철회할 수 없는 보증”이 없다면 노예제는 언제든 다시 부활할 것이며, 이는 

노예주 세력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요컨대, 섬너가 흑인 보통선거권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노예제와 노예주 세력의 사망진단서였고, 이것만이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 노예제 폐지의 조건, 1866-1868 

  섬너가 노예주 세력의 부활을 방지할 목적으로 흑인 보통선거권을 제안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괴리된 이론적 구상일 뿐이라는 인

상을 풍기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섬너의 흑인 보통선거권 주장은 

노예주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되기보다는, 이론적이고 심지

어는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미지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가 “대표 없는 과세는 압제”나 “공화주의적 정

부”와 같은 혁명기의 수사를 인용해 흑인 보통선거권을 정당화한다는 점이

다. 실제로 1866년 2월에 발표된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이라는 연설은 

80) Sumner, "Promise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Abraham Lincoln,"

Works X: 424.

81) Ibid.,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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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혁명기의 수사들로 채색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설의 첫머

리에서 섬너는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대표 없이 과세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또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통선거권을 거부하는 것은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82)

  연구자들은 섬너가 “대표 없는 과세는 압제”나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와 

같은 혁명기 수사들로 흑인 보통선거권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그의 비현실적

이고 또 원칙주의적인 태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다. 섬너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상황은 제쳐둔 채, ‘평등’이라는 당위적 원칙만을 고집하

며, 이는 그의 정의롭지만 시대착오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

로 섬너와 링컨의 평전을 저술한 데이비드 도널드는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 

원칙에 집착하는 섬너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도널드에 따르면, 섬너와 링

컨은 모두 혁명의 대의와 건국이념을 존중했지만, 링컨은 보다 유연하게 사

고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한 인물인 반면, 섬너는 스스로가 “원칙의 화

신”인 것처럼 행동하며,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등 융

통성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83)

  섬너가 현실과 괴리된 인물, 혹은 지독한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데에는 그에 

대한 공화당 내의 평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선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섬너가 비타협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를 재건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공화당이 상하원과 각 분파의 세력 균형을 

세심히 고려해 발족시킨 재건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Reconstruction)에

서 급진파의 핵심 인사였던 섬너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는 온건

파 윌리엄 페신든(William Pitt Fessenden)의 표현처럼, 섬너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84) 섬너에 호의적이었던 동료의원들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건기 섬너의 활동을 지켜본 온건파 상원의원 윌

리엄 스튜어트(William M. Stewart)는 “섬너는 고매하고, 훌륭하며, 다방면에

82) Sumner, "The Equal Rights of All," Works X: 121.

83) David H. Donald, Lincoln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1995);

Donald, Rights of Man, 251. 섬너와 링컨이 「독립선언서」 기반한 동일한 정치철

학을 가졌다는 것에 관해서는 208-9.

84) Foner, Reconstruction, 2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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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뛰어난 이론가임은 틀림없지만, 현실적인 인물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심

지어 급진파의 재커리 챈들러(Zachariah Chandler)조차 섬너가 “이론가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85)

  그러나 혁명기 수사의 사용 여부가 아닌 그 맥락과 이유를 살펴보면, 섬너

를 단순히 원칙주의자나 이론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1858년의 유명한 링컨

-더글러스(Stephen Douglas) 논쟁에서 링컨도 「독립선언서」를 인용해 노예

제가 건국이념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처럼, 혁명기의 용어나 대의를 인용

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당대에 드물지 않게 사용되던 수사적 기

법이었다.86) 섬너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데에 혁명기 인물들의 수

사나 「독립선언서」,「연방헌법」 등을 적절하게 변형시켜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내전 이전부터 섬너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다. 1852년의 「자유는 국가의 제도, 노예제는 지역의 제도」는 이를 단적

으로 보여준다. 이 연설에서 섬너는 혁명기 인물들의 일상 언어와 행동을 언

급하며, 흔히 노예제를 지지하는 문서로 알려진 「연방헌법」이 오히려 노예

제를 반대하는 이념 아래 작성되었다는 해석을 제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섬너가 사용하는 혁명기의 수사들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역사적 사례로 보아야 하지, ‘혁명기 선조’들이 내세

웠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한 근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87)

  섬너가 “선조들이 고안한 최고의 정치적 발명품”이라고 부르는 “공화주의

적 정부 형태” 역시 그가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렇다

면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혁명기 연구자 

린다 커버(Linda K. Kerber)에 따르면, 연방헌법 제정 당시에 “공화주의적 정

부 형태” 혹은 공화정의 의미는 “왕정이 아닌 정체”를 뜻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88) 하지만 섬너는 이 정부형태가 선조들도 알지 못했던 더 많은 의미

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1865년, 섬너가 저명한 정치사상가 프랜시스 리버에

85) Donald, The Rights of Man, 432, 248에서 재인용.

86) Abraham Lincoln, "The Lincoln-Douglas Debates," in Gienapp, Documentary
Collection, 47-50, 특히 48.

87) Sumner, "Freedom National, Slavery Sectional," Works III: 87-198.

88) Linda K. Kerber, "Making Republicanism Useful," The Yale Law Journal 97, no.

8 (Jul. 1988),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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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낸 서한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우리 선조들은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국가를 건설했습니

다. 그들이 공화국을 단순히 왕이 없는 정체라고 보았을까요? 선조들이 충

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공화국은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공화국의 핵심은 자유, 법 앞의 평등, 

피치자들의 동의라는 말입니다.89)

여기에서 섬너는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란 피치자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수

립되고, 따라서 모든 개인은 동등한 대표를 가지는 체제라고 새롭게 해석했

다. 다시 말해 섬너가 의미하는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의 핵심은 바로 보통

선거권이다. 그가 공화주의적 정부를 사용한 맥락은 바로 보통 선거권의 대

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섬너가 재건이 남부를 “공화주의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이유는 바로 내전 이전의 남부사회가 반(反)공화주의적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는 1865년 12월 섬너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법안에서도 여실히 드러

난다. 내전이 종식된 이후 연방의회가 개회한 첫 날, 그는 “남부에 공화주의

적 정부 형태를 수립하는 것이 재건의 첫 번째 임무이자, 평화를 구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수 개월간 준비한 일련의 법안을 발표했다. 섬

너는 이 법안에서 남부의 반(反)공화주의적인 정부 형태가 내전의 원인이며, 

따라서 남부에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를 수립하는 것만이 평화와 안정을 도

모하는 방책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90) 1866년의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를」에서도 남부의 반(反)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그는 공화국에 왕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층이 존재한다면, 인민들의 

자유는 반드시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남부의 노예제 귀족의 

모든 특권을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91) 

89) Sumner to Lieber, 12 Oct. 1865, in Pierce, Memoir and Letters Ⅳ, 258-259. 강

조는 필자.

90) Sumner,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our First Duty and the Essential

Condition of Peace," Bills and Resolutions in the Senate, 4 Dec. 1865, Works X: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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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너가 반공화주의적 정부를 공화주의적으로 변모시킬 방법으로 제안한 것

이 바로 투표권이었다. “대표 없는 과세는 압제”라는 수사는 바로 이 맥락에

서 사용되었다. 섬너에 따르면, 혁명기에 ‘선조’들이 영국의 폭정에 맞서 싸

우면서, 그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대표 없는 과세는 압제”라는 원칙이

다. 섬너는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가 “신은 인간이 정부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영국의 법학자 앨저넌 시드니(Algernon Sidney)의 선언과 “모

든 정체는 피통치자에 의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는 로크(John Locke)의 명제

에서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압제에 대한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피치자의 편에 서기 위해 수립되었

다. 독립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은 자유와 평등이 원칙으로 살

아 숨 쉬는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92) 

그리고 그가 보기에 혁명의 정신이 집약된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고 선언하는 

「독립선언서」였다. 다시 말해, 압제와 폭정이라는 반공화주의적 상황에 대

항해 인민들의 권리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 무기가 바로 “모두가 법 

앞에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종

국에 공화국을 안전과 평화라는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흑인 보통선거권이

라는 안전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섬너가 “혁명 선조들의 약속”을 차용해서 전달하고자 한 것

은 권력을 독점한 특권층의 존재는 부패를 일으키며, 이것은 반드시 압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공화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요소가 된다는 경고였다. 

따라서 노예주 세력의 부패와 압제의 부활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동등한 

대표를 가질 권리, 즉 흑인 보통선거권이라 할 수 있다. 섬너는 1866년 10월, 

남부 흑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노예주 편에 선 대통령 존슨을 비난하며, “국

가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보통선거권입니다. … 전쟁 

91) Sumner, "The Equal Rights of All," Works X: 남부가 공화주의적이지 않다는 비판

은 204-211, 남부 노예주 세력의 귀족적 특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211-219을

보라.

92) Ibid.,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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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우리가 흑인들의 총을 필요로 했듯이 미래에는 연방의 안정과 존속

을 위해 반드시 흑인 투표권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었다.93) 1867년 3월에

도 섬너는, 흑인 보통선거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방책이라 호소했다.  

우리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고, 의회의 임무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 것입

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는 것이

고, 이것만이 남부의 정부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

한 노력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공화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권이고, 이것이 지금 반란지역에서 절실히 필요한 조건이라

는 것 역시 자명합니다.94)

섬너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던 바는 바로 흑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이 특권층의 부활을 억누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과거의 선례가 말

해준다는 것이었다.  

  섬너가 주장한 흑인 보통선거권은 공화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특권층, 즉 

노예주 세력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그가 “혁명기 선조들의 약

속”과 같은 혁명기 언사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섬너가 현실감각을 상

실하고 혁명기의 대의에 매달려 있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흑인 보통선거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증명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섬너가 흑인 투표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

가 국가 제도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면서까지 흑인들을 희생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95) 섬너가 주장하는 “법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은 안정적 정부 수립의 필수불가결한 요

소였던 것이다. 

93) Sumner, "One Man Power vs. Congress: The Present Situation,"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Annual Lectures of the Parker Fraternity, 2 Oct. 1866, Works
XI: 30.

94) Sumner, "Reconstruction Again: The Ballot and Public School Open to All,"

Speech in the Senate, 15-16 Mar. 1867, Works XI: 149-150.

95) Sumner, "The Equal Rights of All," Works X: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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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예제와 피부색의 카스트, 1868-1874 
 

1. 노예제의 존립기반

  노예제 부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섬너가 공화당에서 고립되어 갈 때, 

예상치 못한 진전이 나타났다. 섬너의 주장에 힘이 실린 계기는 역설적이게

도 그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인물, 바로 대통령 앤드류 존슨을 둘러싼 일련

의 사태 전개였다. 존슨의 재건이 남부 반란세력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자, 북부사회에는 남부에서 반역의 감정이 소생하고 있으며, 결국은 노예제

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것이다. “존슨이 지난 4년간의 전

쟁으로 얻어낸 모든 성과들을 송두리째 내다버리고 있다”는 하원의원 벤자민 

버틀러(Benjamin Butler)의 비탄처럼,96) 공화당은 전쟁의 희생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이에 더해 존슨이 재건합동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공화당은 존슨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97) 수정헌법 13조의 공동 입안자이자, 존슨 정책의 지지자였던 리먼 트

럼벌조차 “연방에 대한 남부인들의 충성을 강화하고,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

하며, 흑인을 향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98) 

  재건기 연방의회의 가장 진보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수정헌법 14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흑인 보호 조치로 탄생했다. 흑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

던 이들에게 수정헌법 14조는 실로 엄청난 쾌거였다. 이는 연방의회가 “흑인

96) Benjamin F. Butler to Benjamin F. Wade, 26 Jun. 1865, Benjamin Wade Papers
in Foner, Reconstruction, 222에서 재인용.

97) 재건합동위원회가 1866년에 제출한 두 건의 흑인보호법안은 해방흑인국법

(Freedmen's Bureau Bill)과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이다. 재건합동위원회의

두 법안은 흑인 보호를 임시로 한정한다는 것과 흑인과 백인의 권리는 분명히 구분되

어야 한다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방흑인국 법안은 섬너가 가장 먼저 제출한 것이지

만, 리먼 트럼벌에 의해 상당히 변형되어, 해방흑인국을 임시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최

종안으로 선택되었다. 민권법은 흑인들에게 부여할 시민권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해

석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 권리(계약, 소송, 재판권)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98) Mark M. Krug, Lyman Trumbull: Conservative Radical (New York, 1865)

231-232, Foner, Reconstruction, 2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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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시민이 아니다”는 연방대법원의 악명 높은 판결, 즉 1857년의 “드

레드 스콧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률상의 동등한 보호”를 약속하

고,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임을 공표했기 때문이다.99) 여기에 더해 

수정헌법 14조는 부분적으로나마 흑인이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을 열어 놓기도 했다.100) 에릭 포너가 적절하게 평가했듯이, 수정헌법 14조가 

흑인에게 완전한 평등권을 허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법안은 “모든 인종

에 대한 법적 권리의 침해를 거부하며, 미국에서 자유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킨 위대한 성과”였던 것이다.101)

  그러나 섬너는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

다.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흑인 보통선거권을 보장할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수정헌법 14조는 선거인단 선출권한이 

각 주에 귀속된다는 전통적인 선거 규정을 침해하거나 규제하지 않았다. 때

문에 남부 주들은 인종에 따라 선거권이 결정된다는 규정을 명기하지 않더라

도 교육 수준이나 소유 재산과 같은 조건을 내걸어 얼마든지 흑인들의 선거

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섬너는 수정헌법 14조

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며, 견고하지 못하다”고 혹평했으며, 심지어는 “가

장 혐오스러운 법안”이라고까지 개탄하기도 했다.102) 그는 흑인의 권리를 일

정 정도 보호하더라도, 완전한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히 노예

제의 부활을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한 조치라고 우려했던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흑인에 대한 폭력과 노예제 부활 방지라는 

99) Chief Justice Roger B. Taney, "Rules against Dred Scott," in Gienapp,

Documentary Collection, 41-43; 수정헌법 14조 제 1절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그리고 그 거

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시미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

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

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100) 이는 수정헌법 14조의 제 2절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하원의원을 각 주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되, 21세에 달한 유색인 남성이 투표에서 제외될 경우, 하원의원 비율

도 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1) Foner, Reconstruction, 257-258.

102) Donald, Rights of Man, 2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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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만 국한한다면, 수정헌법 14조는 충분히 실효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수정헌법 14조는 흑인에게도 백인과 동등한 “특권과 면책권”을 허용

하고, “생명, 자유, 재산권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약속함으로써, 노예제의 부

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조치였다. 때문에 노예제의 부활을 

염려하던 섬너가 정작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 완강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섬너에 대해 강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섬너의 급진

파 동료인 연방 대법원장 새먼 체이스(Salmon P. Chase)와 하원의원 태디어스 

스티븐스(Thaddeus Stevens)는 섬너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섬너에

게 “수정헌법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103) 섬너의 정

적들은 보다 공격적인 언사로 그를 비난했다. 수정헌법 14조의 입안자인 온

건파 페신든은 “섬너의 비현실적인 생각과 허영심이 만들어 내는 해악은 끝

이 없을 정도”라고 분노했다.104) 트럼벌 역시 섬너가 “재건에 진심으로 관심

을 갖지도 않으면서” 반대만 일삼는다고 비난하면서, 그가 “비현실적이고, 비

합리적이며, 위헌적이고, 또한 효과적이지도 못한 조치”들만을 옹호한다고 조

롱했다.105)  

  수정헌법 14조가 가진 현실적 기능들을 고려한다면, 섬너가 흑인 보통선거

권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 단지 ‘흑인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섬너가 흑인 투표권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법적으로 

승인된 인종주의의 철폐’였다. 그리고 섬너가 법에 내재된 인종주의를 경계한 

이유에는 공화국의 안전이라는 그의 오랜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그는 

수정헌법 14조를 반대하면서, 흑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이들이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66년의 연설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에는 노예주 세력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것만으

로 국가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섬너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차별받는 계층이 몰고 올 위험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흑인들이 분노를 참으며 그것을 더디게 표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언제까

지나 화를 억누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흑인들에게 평등

103) Ibid., 247.

104) Congress Globe, 39th Cong. 1st Sess., 707.

105) Foner, Reconstruction, 431에서 재인용.



- 36 -

한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노할 것이고 종국에는 저항군을 조

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제퍼슨이 예견한 인종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106)  

섬너는 약 반세기 전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Saint-Domingue)에서 벌어진 

인종 간의 전쟁, 즉 아이티(Haiti) 혁명을 언급했다. 흑인들의 권리가 침해되

고, 또 그에 따라 그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간다면, 미국에서도 “생도맹그의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쟁과 정치에 천부적 재능을 지닌 뚜

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와 같은 인물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흑인

들의 선두에 서서 미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살인과 전쟁, 슬픔과 비탄, 이 모든 것들은 흑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부정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107) 이렇듯 섬너는 연방의회가 

아이티 혁명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현명한 선택을 내릴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흑인들의 폭동이나 반란의 가능성보다, 섬너가 법적으로 허용된 인

종주의를 더욱 경계했던 이유는 바로, 인종에 따라 차등적 권리를 갖는 현실

이 특권층과 차별계층이 존재하는 신분제 질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데에 있다. 그의 특권층에 대한 증오가 내전 이전부터 면면히 지속된 것이라

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건기에는 과거와 구분되는 

독특한 분석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섬너는 부와 권력과 같은 사

회․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피부색이나 인종 자체도 특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피부색을 구실로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면, 그것은 바로 백

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한 상태라는 것이다. 1869년의 연설 「불평등, 카스

트, 피부색의 귀족정을 금지할 의회의 권한」에서 섬너는 “백인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흑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는 카스트와 다르

지 않다”고 비판했다.

만일 선거권의 ‘자격 요건’이 눈동자의 색깔이나, 머리칼의 색이라면 그것은 

우습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까? 피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106) Sumner, "The Equal Rights of All: The Great Guaranty and Present Necessity

for the sake of Security and to Maintain a Republican Government," Speech in

the Senate, 5-6 Feb. 1866, Works X: 132.

107) Ibid., 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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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은 신이 부여한 바꿀 수 없는 조건인데, 이를 어떻게 ‘자격’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108)

흑인에게 보통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부색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일종의 신분제, 즉 “피부색의 카스트” 혹은 “피부색의 귀족정”과 다르지 않

았다. 요컨대 섬너는 인종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차별적으로 갖는다면, 이는 

백인을 브라만으로, 흑인을 수드라로 여기는 카스트 제도와 다를 것이 없으

며, 결국 공화국에서 그토록 제거하고자 했던 특권층을 또 다시 양산하는 중

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경고했던 것이다.

  섬너의 인종주의 비판은 종국에는 노예제의 문제로 이어진다. 1869년 10월 

섬너는 「카스트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미국에서 노예제는 폐지되

었지만, 그것의 잔여물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

회에는 여전히 흑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으며, 이는 “피부색에 따른 계서

제”, 즉 카스트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

는 “야만적인 시대에 등장해, 여전히 야만적인 지역에만 잔존”하는 것으로, 

노예제의 존재 양식과 동일한 운영 원리 속에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인간

을 서열화하고, 그에 따라 특권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자손에

게까지 지속되는 것”이 바로 카스트와 노예제의 공통된 존재 양식이다.109) 

「불평등, 카스트, 피부색의 귀족정을 금지할 의회의 권한」에서 섬너가 “흑

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속셈이야 말로, 카스트를 수호하

는 태도”라고 비판했던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노예제를 비판해왔습니다. 그것은 한 때 노예제의 형태를 띠

고 있었으나, 이제는 신분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

명을 하고 있습니다.”110) 공화국에서 “피부색의 카스트”를 제거하지 않는다

면, 이는 부패와 압제, 그리고 또 다른 전쟁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

었다. 

  이처럼 섬너가 인종차별을 카스트 제도와 등치시키면서, 인종주의를 신랄

108) Sumner, "Powers of Congress to prohibit Inequality, Caste, And Oligarchy of

the Skin," Speech in the Senate, 5 Feb. 1869, Works XIII: 40-41.

109) Sumner, "The Question of Caste," Lecture, 21 Oct. 1869, Works XIII: 141.

110) Sumner, "Powers of Congress," Works XIII: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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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비판한 근저에는 인종주의가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그만의 독

특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1860년의 유명한 연설 「노예제의 야만성」에는 

노예제의 특징과 존재 양식에 관한 섬너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따

르면 미국의 노예제는 피부색에 따른 권리의 차별을 인정하는 것, 즉 “백인

우월주의” 위에 서 있으며, 이것이 유지될 때에만 노예제가 존립할 수 있다. 

섬너의 이러한 주장은 노예제가 국가의 토대라고 선언했던 남부연합의 부통

령 알렉산더 스티븐스(Alexander H. Stephens)의 언사에서도 드러난다. 스티

븐스는 내전을 시작하면서, “한 인종을 더 우월한 다른 인종에 종속시키는 

노예제가 흑인들의 자연스럽고 도덕적인 상태라고 하는 위대한 진실이야말로 

남부연합의 토대”라고 주장했던 것이다.111) 요컨대, 섬너는 공화국에서 카스

트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예제의 존재 양식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며, 이것은 결국 노예제 부활의 직접적 통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섬너가 수정헌법 14조를 완강하게 거부한 이유 역시 인종차별, 즉 

“백인우월주의”까지 제거해야 노예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

과 연관 지어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불안감 아래에는 하나

의 강력한 생각, 즉 노예제가 노예주 세력으로 대변되는 특권층을 길러내는 

요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섬너가 인종평등에 대한 

열망을 내비친 것은 공화국에서 노예제라는 ‘제도’뿐 아니라, 노예제를 정당

화했던 모든 근거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노예제의 그림자까지” 완전히 없

앨 것을 촉구한 것이다. 1864년 4월 「인간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연설에서 

섬너가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그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말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에

서는 노예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선언함으

로써 노예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112)

111) Alexander H. Stephens, "Slavery in the Cornerstone of the Confederacy,"

Speech, Mar. 1861 in Gienapp, Documentary Collection, 71-72.

112) Sumner, "No Property in Man," Works VIII: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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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의 조건, 1869-1874

  1869년 2월 연방의회는 “인종이나 과거의 예속상태를 구실로 선거권이 제

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헌법 15조를 통과시켰다. 오랜 기

간 동안 공화당을 분열시켰던 흑인 선거권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자, 공화당 

의원들은 “흑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례로 급진파 

상원의원 리처드 예이츠(Richard Yates)는 “흑인 선거권이 해방흑인들의 모

세”가 될 것이며, “선거권은 흑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던 것이다.113) 하지만 섬너에게 수정헌법 15조는 완전

한 노예제 폐지로 향하는 기착지였을 뿐, 그 종착역은 아니었다. 수정헌법 15

조가 비준된 직후, 기뻐하는 군중들이 섬너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을 때, 섬너

가 행한 연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시민 여러분, 수 년 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흑인 선거권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임무가 완성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성취한 것보다 앞으로 성취해

야 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승리보다 앞으로 남은 임무를 생각하는 

것이 저의 본성인 듯합니다.114)  

미국 전역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법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그들을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 승격시키는 것, 이것이 노예제 폐지로 향하는 섬너의 마지막 

목표였다.

  수정헌법 15조의 비준과 동시에 섬너가 착수한 것은 그 스스로 재건기 “최

고의 작업”이라 일컬었던 제 2차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하는 것이었

다. 섬너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동

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실상 민권법은 1866년 

온건파 리먼 트럼벌에 의해 이미 한 차례 통과된 전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 1차 민권법이라 불리는 트럼벌의 법안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

113) Congressional Globe, 39th Cong. 1st Sess., Appendix, 103.

114) Sumner, "Ratification of the Fifteenth Amendment," Speech at a Serenade

before Mr. Sumner's House in Washington, 1 Apr. 1870, Works XIII: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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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 재산, 계약, 소송 등에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흑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공공시설에서 인종분리

를 인정함으로써, 인종적 위계를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115) 

1870년 5월 13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섬너의 법안은, 바로 이 트럼벌

의 1차 민권법에서 인종적 위계를 제거하려는 추가조항으로 제시된 것이었

다. 섬너는 “트럼벌의 민권법은 불완전하며, ‘모든 인간이 시민권을 보호받는

다’는 그 법안의 제목과도 상충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민권법이 

이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116)

  섬너의 민권법은 미국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는 법적인 인종차별을 제거하

여 흑인에게도 백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1871년 12월 7일, 섬너는 제 2차 민권법의 승인을 재차 청원하면서, “이 법

안에서 보증하는 권리들을 우리의 흑인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겨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으로 발표의 첫머리를 열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인종과 피부색, 혹은 과거의 예속상태에 관계없이 공

공시설의 설비, 편의시설, 기관이나 특혜를 평등하고도 공평하게 누릴 권리

를 부여받는다. 상기한 공공시설은 공공운송, 숙박업소, 허가받은 개인업자와 

그 대리인, 극장, 그 밖의 공공문화시설, 신탁투자가, … 공립학교의 교사와 

공립교육시설의 교육자, 교회, 공원묘지, 국립 혹은 주립의 자선단체를 포함

한다. 상기한 모든 권리는 인종, 피부색, 과거의 예속상태를 구실로 부정되거

나 축소될 수 없다.117)

모든 공공시설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섬너의 주장은 당대에 통용

되던 시민권 개념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다. 영향력 있는 정론지(政論

115) Civil Rights Act of 1866,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이며, 이 시

민들은 인종과 피부색, 과거의 노예제나 비자발적 종속 상태에 속해 있던 것 관계없

이, 미국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리, 소송하고 증언을 할 권

리, 상속의 권리, 구매, 임대, 판매, 보유, 동산과 부동산의 양도, 모든 법 앞에서 완전

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 등을 백인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다.

116) Sumner, "Equality before Law Protected by National Statute," Speeches in the

Senate, 16, 17, 31, Jan., 5 Feb., and 21 May 1872, Works XIV: 383.

117) Sumner, "Supplementary Civil Rights Bill as an Amendment to the Amnesty

Bill," Remarks in the Senate, 27 Jan. 1874, Works XV: 365. 섬너의 제 2차 민권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s XIV: 355-473을 참고할 것.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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紙) 『하퍼스 위클리(Harper's Weekly)』에 실린 1866년의 논설에는 시민권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논설에 따르면 시민권은 “생

명, 자유,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권리” 등의 자연권과 구분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소송, 증언, 상속, 구매, 임대, 

판매, 양도, 재산 보유 등”의 권리를 의미한다.118) 이에 반해 섬너는 상술한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인종평등까지 시민권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때문에 섬너의 법안은 트럼벌의 표현처럼, 단순한 시민권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평등에 관한 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119)

  연방의회 내에서 섬너의 민권법을 지지하거나 공감을 표한 이들은 극소수

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두가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린

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섬너가 제 2차 민권법안

을 상정하자, 연방의회에서는 거센 반발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조지아의 

상원의원 벤자민 힐(Benjamin H. Hill)은 “흑인과 백인이 같은 저녁 식탁에 

앉고, 또 같은 호텔의 객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섬너

의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힐이 보기에, “조물주가 하늘과 땅을 분

리해서 창조한 것처럼, 각기 다른 인종을 만든 이유도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여 분리시키려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시키더라도 같은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면, 이는 곧 평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연방의회에는 인종을 분리시키더라도, 양측 모두에 동

등한 시설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

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120) 

  섬너의 민권법은 이러한 “분리하지만 동등하다는”는 사회적 통념에 정면으

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섬너는 사회적 평등이 “모두가 법적인 제약 없

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자, “백인에게 허용되는 모든 것이 흑인에게

도 허용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벤자민 힐에 대한 섬너의 힐난 섞인 반박

을 살펴보면 섬너의 주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섬너는 인종분

리를 주장하는 힐을 “시민의 절반이 평등한 권리를 박탈한 조지아주에서 오

118) Harper's Weekly, 1 Jun. 1867, 338, Richardson, Death of Reconstruction, 122

에서 재인용.

119) Congressional Globe, 42nd Cong. 2nd Sess., 3254.

120) Sumner, "Equality before Law," Works XIV: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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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원의원”이라고 조소하면서, “왜 당신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흑인들도 

동등하게 누려서는 안 되는지”를 물었다. 또한 “분리하지만 동등하다”는 힐

의 주장에 대해서도 섬너의 입장도 명확했다. 그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

과 인종에 따라 경계를 나누는 ‘평등의 대용품’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응

수했다. “평등이란 언제 어디에서나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그 

밖의 다른 것은 그 대용품에 불과하다.” 섬너는 흑인과 백인이 동일한 시설

과 설비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법이 흑백의 경계를 구분 짓고, 또 그것을 법

으로 용인한다면, 이는 결코 법적인 평등이라 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그는 “법으로 규정된 모든 제도와 특권과 특혜와 편의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121)

  섬너가 법적인 인종차별을 철저하게 금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개인들의 인종편견을 공격한 것이라기보다, 법적․제도적 평등 장치 마

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섬너는 민권법의 목적이 마음속

의 편견까지 들어 내버리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가 요구

한 것은 단지 법적으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명쾌

한 원칙이었을 뿐이다. 힐이 섬너에게 민권법의 의도가 흑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냐고 거세게 반문하자, 섬너는 자신이 “취향”을 규정하려

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의 상원의원은 친구를 고를 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는 백인일수도 흑인일수도 아니면, 그 중간일수도 있겠지요. 이에 대해서 

간섭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취향의 문제인데, 자신이 누구와 만나든 

누구와 친구를 맺든 그것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리의 문제라면 상황은 달라지지요. 모든 시민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법안에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내용을 새겨 

넣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122)  
   

한마디로 섬너가 민권법을 통해 표명하고자 했던 것은, 권리란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법이 이러한 

121) Ibid., 371.

122) Ibid.,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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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민권법이 권리의 보편성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공화국의 안전과 

노예제의 부활 방지라는 섬너의 오랜 문제의식과 직결되어 있다. 그는 제도

로서의 노예제가 폐지됨에 따라, “인간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는 사라졌

지만 … 아직 노예제의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흑

인에 대한 차별이 바로 그 노예제의 잔여물이라고 주장했다.123) 피부색을 근

거로 흑인을 차별한다면, 이는 피부색으로 신분을 규정짓는 “피부색의 카스

트”와 다르지 않으며, 노예제를 정당화했던 바로 그 원리를 숭배하는 것이라

는 지적이다. 

작금의 논의에서도 노예제는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야만적

인 압제가 다시 한 번 연방의회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으며, 정당한 시민권

을 수립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예제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 외형은 사라졌더라도, 노예제의 정신이 마치 유령처럼 전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124) 
 

이렇듯 민권법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노예제

의 운영 원리였던 인종차별을 완전히 타파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했다. 섬너는 

노예제가 권리의 불평등 위에 성립한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권리

의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노예제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

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섬너가 민권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것

은 공화국에서 노예제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목표가 흑인들을 백인과 완전히 동등한 ‘시민’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면, 인종에 기반한 노예제는 

다시 부활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특권층이 다시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이 내전과 재건이라는 지난한 정치적 여정 끝에 도달한 

섬너의 최종 결론이다. 즉 흑인이 완전히 평등한 ‘시민’이 되는 것은 노예제 

123) Ibid., 370.

124) Ibid.,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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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노예제에서 벗어난 과거의 희생자들은 … 이제 인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시

민이 되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된 흑인들을 더 

이상 아프리카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

니라, 우리 공화국의 한 일부분입니다. … 그를 모욕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를 깎아 내리는 것은 공화국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

다. 과거에 그가 누구였건, 무엇을 했건 그는 이제 우리와 같은 시민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그의 권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평등권은 흑인들의 평등권이 

되어야 합니다.”125) 

섬너가 오랜 친구 헨리 롱펠로우(Henry W. Longfellow)에게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는 “이 공화국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말고는 

더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썼던 것처럼, 흑인 시민권은 흑인들이 노예제의 

굴레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다시 차별받는 계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였다.126) 

  1874년 섬너는 민권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갑작스런 심장 발작

으로 쓰러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에드워드 피어스(Edward L. Pierce)에

게 민권법의 의회 통과를 부탁했다. “내 법안의 통과를 도와주지 않겠나? 이

는 우리 흑인 시민들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것일세. 민권법을 통과시

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움이 있어야 하네.” 결국 섬너는 그의 마지막을 지

키려 서둘러 도착했던 프레드릭 더글러스에게도 “법안을 지켜 달라”는 유언

을 남기고 사망했다.127) 섬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연방의회 내에서 그에 대

한 존경과 애도의 분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섬너의 유작이라 할 수 있는 

민권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875년, 섬

너의 법안이 제 2차 민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128)

125) Ibid., 407.

126) Sumner to Longfellow, 25 Feb. 1872, Longfellow MMS, in Donald, the Rights
of Man, 531에서 재인용.

127) Donald, Rights of Man, 536, 587.

128) 섬너의 사망과 제 2차 민권법의 의회 통과에 관해서는 Donald, Rights of Man,

579-587; Richardson, Death of Reconstruction, 131-145; Pierce, ed.,Memoir and
Letters, 591-60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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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찰스 섬너 사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그가 그토록 우려했던 노예제 

혹은 유사 노예제의 부활이 현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공

화당 출신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즈(Rutherford B. Hayes)의 재건 종결 선언이

었다. 1877년 3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헤이즈는 “정직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가 남부 시민들의 번영을 보장하고,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진정한 방책”

이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남부에 대한 연방의 통제를 포기했다.129) 재건의 

후퇴는 재건기에 제정된 법들의 운명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1883년 10월 연

방 대법원은 1875년의 민권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공공시설에서 흑백차별

을 공식화했다. 수정헌법 14조와 15조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부 백인

들은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 흑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며, 짐 

크로우 체제를 통해 인종분리를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저명한 흑인 역

사가 W. E. B. 듀 보이스(W. E. B. Du Bois)의 평가처럼, “재건은 두 노예제 

사이에 서 있던 흑인들이 잠시 동안 태양을 마주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고, 

재건이 끝나자 또 다른 ‘노예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130)

  섬너가 마치 비극을 예고하는 카산드라처럼,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사안도 

‘노예제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노예제가 부활한다면 노예주 세력이 

소생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연방탈퇴와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

다. 그리고 섬너의 이러한 우려는 내전 이전부터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신념, 즉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부패와 압제, 폭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자유

와 평등 수호라는 이상 위에 건설된 공화국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엎는 것이

라는 공화주의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1850년대에 섬너를 비롯한 공화당은 

노예주 세력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부의 권력을 독점하여 

남부 자영농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의 권력까지 장악하

129) Rutherford B. Hayes, Inaugural Address, 5 Mar. 1877 in Gienapp,

Documentary Collection, 413.

130) W. E. B. Du Bois, Black Reconstruction America (1935; reprint, New York:

The Free Press, 199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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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려 들어 공화국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섬너의 재건 역시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했다. 노예주 세력은 

부의 축적과 세력 유지를 위해 연방을 분열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내전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섬너는 재건이 노예주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겼고, 그것만이 공화국을 안전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확

신했다.  

  다만 섬너가 내전이라는 파괴적인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

면, 노예주 세력의  존립기반이 다름 아닌 노예제 자체라는 사실이다. 노예제

가 존속한다면, 노예주 세력이 굴복하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반란과 내전의 

기회를 도모할 것이며, 이는 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섬너는 노예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노예

주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공화국에 잔존하는 위험요소를 없애는 근본적 해

결책이라고 믿었다. 그는 ‘제도’로서의 노예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200년 동안 공고하게 존속했던 노예제로 인해 야기된 모든 사회적 폐단을 제

거하고,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진 사회 체제로 발돋움하는 작업을 완수하려 했

다.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섬너의 요구 역시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는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이 노예제 부활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인종평등 정책에 대한 섬너의 열정은 노예제 부활을 막으려는 정치적 사투

였다. 섬너의 정적들이나 후대 연구자들의 평가처럼, 인종차별이 제도로 정착

된 사회에서 섬너가 인종평등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했다는 점은 일견 도덕적 

허영심이나, 원칙에 매몰된 비현실적 정책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섬너

의 일관된 요구였던 노예제 폐지와 인종차별 철폐는 결국 공화국에서 “미래

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결사적인 노력으로 파악해야 한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면, 인종에 기반한 노예제는 다시 부활할 수 없으며, 노예제

를 기반으로 특권층이 탄생해 공화국에 부패와 압제를 가할 수도 없다는 것

이 내전과 재건이라는 정치적 여정 끝에 도달한 섬너의 최종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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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emnity for the Past,　Security for the Future": 

Charles Sumner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Law, 186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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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n attempt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les Sumner's racial egalitarianism and republicanism during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period. A Republican Senator from 

Massachusetts and preeminent leader of the Radical Republicans, 

Sumner is famous for his radical ideas on the black civil rights and 

Reconstruction program. In early years of the war, he prodded 

Abraham Lincoln and the Republican Party to emancipate the slaves. 

Once that was done, he persisted that equ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 blacks must take precedence over any other political questions.

    Due to the fact that Sumner's egalitarianism met considerable 

opposition within the Republican Party, historians have interpreted that 

Sumner brought to politics moral factor of abolitionism, rather than the 

Republican Party's political tradi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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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that Sumner did not face extreme confrontation on slavery 

issue within the Republican Party even until shortly before the Civil 

War. Also, considering he was a “man of ideas” who ha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tical thought, it is too simplistic to 

understand his policies from mere moral aspect.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Sumner's racial egalitarianism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Republican Party's "republicanism". In 1850s, 

Sumner and Republicans shared republicanism: America must maintai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hich guarantees all citizens' 

freedom, equality, and Popular Sovereignty. With the ideology, 

Republicans considered the Slave Power, privileged and corrupt class, a 

major threat to republicanism. Sumner's racial egalitarianism was 

derived from this republicanism which states that the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must be protected, and that the Slave Power should be 

eliminated. After outbreak of the war, Sumner believed that the only 

cause of the war was the Slave Power and that slave emancipation 

was the best weapon to defeat them. 

    Sumner’s racial egalitarian policies were born in this context. He 

believed that if blacks and whites had equ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is would not only eradicate the Slave Power but also completely root 

out any possibility of its revival. Sumner’s passion for the racial 

egalitarianism was a struggle to prevent the resurgence of the Slave 

Power that threatened the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beyond a 

kind of moral discourse on slavery. When the discriminations against 

blacks disappear,  slavery and its racist ground could not be revived, 

thus leaving no room for the privileged like the Slave Power to 

commit corruption and oppression in the Republic. To su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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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ner's racial egalitarian policies were intending to eliminate "future 

peril" of the republic and transitioned the republic into a "state of 

permanent peace". This was the final destination Sumner wanted to 

reached through his long political journey of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Keywords: Charles Sumner,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Republicanism, Civil War, Reconstruction, Racial Equality Policy, Black 

Civil Rights Policy, Radical Republicans, Black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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