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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혁명 연구에서 식민지와 노예제의 문제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는 재정적으로 식
민지와 노예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와 노예제의 문제는 
혁명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본고는 
프랑스혁명 발발 직전에 발족한 흑인의 벗 협회의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흑인의 벗 회원 중 상당수가 저명한 혁명가였으며 혁명기 정권을 차지하는 
이들을 배출할 정도로 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흑인의 벗 협회가 
혁명의 담지자를 자임했던 만큼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흑인의 벗을 혁명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여겨왔다. 반면 여타 연구자들은 흑인의 벗을 식민지
와 노예제 그리고 혁명 모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항구도시 부르주아
지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풀이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흑인의 벗을 바라보는 견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로, 흑인의 벗을 본국 혁명의 원칙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바라보
는 데 그친다는 점이다. 프랑스혁명이 식민지 및 노예제 문제에 커다랗게 
영향 받고 있었다는 점을 속속 밝혀내면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흑인의 벗의 
반노예제 담론이 식민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영향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과
소평가해 온 것이다. 둘째, 흑인의 벗이 혁명 직후 돌출한 물라토 권리 청
원 운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물라토 문제가 노예제 개혁을 위
한 흑인의 벗의 노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서술이 거의 
부재하다.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할 경우, 물라토와 혈통적으로 친연성을 
가진 흑인노예들도 자유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흑인의 벗의 
반노예제 담론에 물라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흑인의 벗의 반노예제 담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식민지에서 흑
인노예와 물라토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것에 흑인의 벗이 어
느 정도 영향 받았는지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흑인의 벗은 계몽사상과 식민지 문제 그리고 프랑스혁명이 모이는 저수
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흑인의 벗은 계몽사상과 혁명의 이데올로기인 인류
애와 자연권을 현실에 구현하면 그것이 곧 경제적 이익과도 맞물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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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었다. 노예무역만 폐지하면 식민지농장주들이 기존 노예들에 대한 처
우를 개선해 줄 것이고, 그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인권과 경제적 이익의 합치에 대
한 긍정적 전망은 계몽사상의 설득력과 파급력의 원천이었고 흑인의 벗은 
이를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혁명 발발 이후, 흑인의 벗은 보편적 인권의 구
현이라는 당초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흑인의 벗
은 흑인을 잠재적으로만 인간이라고 개념화했고 흑인노예에게 자유와 평등
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여겼다. 혁명 발발 직후 돌출한 물라토 문제는 흑
인의 벗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흑인의 벗은 계몽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흑인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여겨진 물라토에게 정치적 권리
를 부여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흑인의 벗이 물라토 권리 부여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
게 된 것을 여전히 흑인의 벗이 구현하고자 했던 혁명원칙에 의거하여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본고는 흑인의 벗이 흑인의 적이나 다름
없는 노예주 물라토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쪽으로 돌아선 주요원인을 혁
명 원칙뿐만 아니라 임박한 노예봉기 발발에 대한 흑인의 벗의 두려움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흑인의 벗이 물라토 문제로 돌아선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리니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은 그동안 혁명 발
발 직후인 1789년 11월경에 흑인의 벗이 물라토를 사회경제적으로 유력하
나 정치적으로 무력했던 제3신분 ‘애국파’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흑인의 벗
이 혁명의 원칙인 권리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물라토 문제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흑인의 벗은 물라토 오제의 무장봉기 소식이 파리에 전해
진 1791년 3월에서야 물라토 문제로 돌아섬으로써 흑인노예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흑인의 벗이 오제 봉기가 앞으로 몰고 올 식민지 치안
의 붕괴와 대규모 노예봉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백인 농장주와 함께 ‘유산자의 연합’을 구성해 노예봉기를 방지하
려는 것이 흑인의 벗의 새 목표가 되었다. 즉 인류애와 권리의 평등 같은 
보편적 원칙을 현실에 구현하려던 흑인의 벗의 당초 이상은 식민지로부터 
산출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 앞에 무릎 꿇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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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랑스혁명은 이전까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식민지와 노예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끌어들인 계기였다. 혁명기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는 상호작용했고 그 여파로 1794년 2월 4일(혁명력 2년 雨월 16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하기까지 했다.1) 혁명 당시 프랑스는 
재정적으로 식민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더욱이 혁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난에서 출발했고, 노예무역으로 커다란 이윤을 올리고 있던 항구도시 
부르주아지 세력이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
았을 때 식민지문제는 혁명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사안이
었다.2) 프랑스혁명과 노예제 폐지가 이렇듯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
만 매우 최근까지도 프랑스혁명사 서술은 식민지와 노예제의 문제를 부수
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아예 생략해 왔다.3)

   근자에 들어서야 혁명기 각 정파들이 식민지와 노예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프랑스혁명기 식민지 노예 문제에 대한 ‘흑인의 벗 협회’(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이하 ‘흑인의 벗’)의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
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노예무역 폐지, 장기적으로는 노예제 폐지를 목표했
다. 흑인의 벗 발족 9개월 만에 삼부회 소집령이 떨어지며 프랑스는 급격히 
혁명 정국으로 선회하였지만, 노예제에 기반을 둔 식민지와 노예무역이 경
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고 여겨지던 시기에 노예제 폐지를 운위하는 것은 

1) 20세기에 흑인 정체성 회복운동 ‘네그리튀드(Negritude)’를 이끌었던 저명한 시인, 세제
르(Aimé-Fernand Césaire)는 “식민지 문제는 동시에 혁명의 문제 그 자체”라고 말한 바 
있다. “식민지 문제는 혁명의 모순을 드러냈고, 그러므로 혁명의 결절점(結節點, node)이었다”
는 것이다. [Yves Bénot, Les Lumières, l’esclavage, la colonisation (Paris: La 
Découverte, 2005) p. 224에서 재인용]

2) 프랑스 식민지 문제 연구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레쟝(Frédéric Régent)은 혁명기를 살았
던 당대인들에게 식민지 문제가 중요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90년 3월 
2일에 설립된 국민의회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식민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문서를 
남긴 위원회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혁명이 식민지에 영향을 끼친 것 못지않게 식민지에
서 일어난 사태는 파리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규정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IHRF
(파리1대학 혁명사연구소), Pour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pp. 51-53; 피에르 세르나 외 지음, 김민철, 김민호 역,『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 
끝나지 않은 프랑스혁명』 (두더지, 2013), pp. 80-81.

3) 권윤경, 「18세기 후반 계몽사상과 식민주의: 레날의 『두 인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
양사연구』 제29호, 한국서양사연구회, 2002.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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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흑인의 벗이 노예제와 식민지가 엄청난 부의 원천이라
고 인지하였으면서도 무슨 연유로 당대의 통념과 달리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
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혁명사가들은 대개 흑인의 벗을 인류애(humanité)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혁명 원칙의 산물로 이해해 왔다. 이들은 여러 연구에서 흑인의 벗을 ‘박애
주의자(philantropes)’로 통칭한다.4) 파리 1대학 혁명사연구소장을 역임했
던 뒤프라(Catherine Duprat)는 혁명이 프랑스 박애주의 전통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하면서, 박애주의 소명의 첫 번째 전범으로 흑인의 벗을 지목
했다. 흑인의 벗은 처음으로 인류애라는 목표와 자유를 향한 투쟁을 동일시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5) 현재 혁명사연구소에서 식민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레쟝(Frédéric Régent)도 흑인의 벗을 노예제의 부도덕성과 노예의 
불행을 알려 독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상주의 결사로 해석한
다.6) 이러한 시도들은 식민지와 아이티혁명의 역사를 프랑스혁명사 안으로 
포괄하여 설명하려는 프랑스 학계의 연구 경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흑인의 벗이 표방했던 인류애의 신념은 수사에 불과했거나 설사 그
들이 인류애를 품고 시작했을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딪혀 당초 이상을 
포기했다는 분석도 많다. 반노예제 운동을 대서양사의 시각에서 조망해온 드
레셔(Seymour Drescher)는 흑인의 벗을 영국 노예무역폐지협회(Society 
for effecting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이하 ‘영국 협회’)에 지
나치게 의존했던 엘리트들의 사교모임으로 폄하하면서, 흑인의 벗은 혁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재정에 크게 공헌했던 노예제를 개혁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한다.7) 이른바 ‘식민지 계몽사상’의 모순을 파헤쳐온 살라-몰랭

4) 오늘날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혁명 발발을 전후해서도 일부 사람들이 흑인의 벗을 ‘박애
주의자’로 지칭했다.  이것은 흑인의 벗을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했다. 

5) Catherine Duprat, Le temps des philanthropes : la philanthropie parisienne des 
Lumières à la monarchie de Juillet. Tome 1. (Paris: Edition du C.T.H.S, 1993) 
pp. 111-112, 115-116.

6) IHRF(파리1대학 혁명사연구소), Pour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pp. 57-58.

7) Seymour Drescher. Abolition: a history of slavery and antislaver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51-156. 많은 연구자들이 앞 
다투어 반노예제 운동의 대서양사적 맥락을 지적했다. 대서양사의 맥락에서 보면 미국혁
명이 미국과 영국의 반노예제 운동을 추동했다. Christopher Leslie Brown, Moral 
Capital: Foundations of British Abolitionism (Chaple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참조; 프랑스혁명의 언어인 자유·평등·우애 역시 영국의 
반노예제 운동을 급진화시켰다. James Walvin, “L’abolition anglais de l’esclavage 



                                            

- 3 -

(Louis Sala-Molin) 역시 흑인의 벗이 당초 인류애의 신념을 가지고 발족했
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혁명 발발 직후 흑인의 벗은 소유권을 보호해
야 한다는 기득권층의 경제적 요구를 등한시할 수 없었고, ‘보편인류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다고 풀이한다.8) 
  위와 같이 흑인의 벗을 바라보는 기존 연구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들 연구는 흑인의 벗의 반노예제 담론이 식민지에서 일어났던 사태
에 영향 받았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그리하여 흑인의 벗은 본국 백인들의 
인류애 또는 본국 혁명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했다는 이분법적 시각
에 갇혀 있었다. 혁명과 식민지가 상호작용했다는 점은 속속 밝혀지고 있지
만 그 혁명을 담지한다고 자임했던 흑인의 벗의 반노예제 담론이 식민지 문
제와 상호작용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식민지에서 백인농장주와 
물라토9) 그리고 흑인노예들이 서로 극렬히 대립하여 많은 폭력 사태를 일으
켰지만 그것이 본국에서 본격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혁명 이후이다. 그러므
로 흑인의 벗을 혁명 이전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 시기의 맥락에서도 고찰하
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혁명 직후 도드라진 물라토 권리부여 문제가 흑인의 벗의 기존 반

des noirs: 1787-1838” dans Marcel Dorigny, Les abolitions de l'esclavage: de 
L.F. Sonthonax à V. Schoelcher 1793-1794-1848 (Paris: Presse Universitaires 
de Vincennes; Editions UNESCO, 1995) pp. 103-105 참조.

8) Louis Sala-Molin,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12) pp. 266-268; Louis Sala-Molin, Dark side of the light: 
slavery and the French Enlightenment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Conteh-Morgan,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pp. 
55-58. 흑인의 벗인 콩도르세의 노예해방론에 특정하여 흑인의 벗의 노예해방론이 지닌 함의와 
한계에 주목한 연구로 정동준, 「콩도르세의 노예해방론」, 『서양사학연구』 제16호, 한국서양문화사
학회, 2007 참조.

9) 물라토(mulâtre)는 부모나 조부모등에게 흑인 혈통을 이어받은 흑백 혼혈인(sang-mêlé)
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자유유색인(또는 유색인 자유민이라고도 함, libre de couleur), 
유색인(gens de couleur)등과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에는 크게 세 위계
의 인종이 존재했는데, 첫째로 백인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대농장주였던 백인(grand 
blanc)과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던 하층 백인(petit blanc)으로 나뉘었다. 둘
째로 유색인 또는 자유유색인이 있었는데 이 범주에는 흑백 혼혈의 물라토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흑인(noir libre)도 포함되었다. 즉 유색인이라고 하면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물라토와 노예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물라토
의 경우 시민적으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었기에 자유흑인과 함께 자유유색인이
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사회의 마지막 인종적 범주로 노예가 존재했
다. 노예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가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예는 물라토 노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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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연구가 불충분하다. 물라토 
문제와 흑인의 벗의 담론 변화를 인과관계보다는 단순한 선후관계 정도로 처
리하는 연구가 많았다. 물라토는 대부분이 노예주였고 스스로를 백인과 동
일시했지만 흑인 혈통을 지니고 있었기에 노예 문제와 물라토 문제는 분리
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흑인의 벗이 물라토를 지지했다는 주장도 석연
치 않다. 물라토는 대부분이 노예주로 대개 ‘흑인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물
라토 문제는 반노예제 담론의 대서양사적인 맥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반
노예제 담론에만 오직 특정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롭다.10) 즉 
흑인의 벗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언제 물라토 문제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해야 흑인의 벗이 어떤 목적에 복무한 결사였는지 극명히 드러난다.
   혁명기 식민지 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도리니(Marcel Dorigny)는 혁명 이
후 물라토 문제가 돌출했기 때문에 흑인의 벗이 노예무역 폐지 청원을 훗날로 
미루었다고 분석한다. 도리니가 보기에 흑인의 벗은 1789년 11월 24일, 물라
토 대표단이 흑인의 벗에 처음 출석한 날 이후 물라토에게 백인과 동등한 정
치적 권리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흑인의 벗은 재산소유자이
자 납세자인 물라토를 사회경제적으로 유력하나 정치적으로 무력했던 혁명 직
전의 제3신분 ‘애국파’와 동일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라토가 능동시민이 되
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도리니의 견해로는, 흑인의 벗은 정치적 
족쇄에서 풀려난 물라토가 새로운 조국 혁명 프랑스의 상업과 교역을 촉진하
는 데 공헌하리라 기대했다.11) 즉, 흑인의 벗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혁명의 원

10) 영국의 자메이카 식민지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물라토 노예주들이 상당수 존재했지만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운동에서 물라토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 적은 거의 없다. John D 
Garrigus, “Opportunist or Patriot? Julien Raimond(1744–1801) and the Haitian 
Revolution, Slavery & Abolition“: A Journal of Slave and Post-Slave Studies, 28:1, 
2007. p. 2 참조; 물라토 문제는 프랑스 식민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생도맹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영국의 식민지나 프랑스의 여타 식민지들은 백인농장주가 수적으로 우세해 물라토농
장주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지만 생도맹그는 물라토 인구가 백인인구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백인농장주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178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생도맹그의 인구는 백인 30,831명, 자유유색인 27,548명, 노예는 무려 434,429명에 달했다. 
인구통계는 IHRF(파리1대학 혁명사연구소), Pour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pp. 57-58를 참조. 물라토들은 특히 아메리카 독립전쟁에 프랑스군의 일원으
로 참전하여 ‘자유’를 위해 싸우는 등 백인과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레날 신부(Abbé Reynal) 등을 비롯하여 흑인의 대의를 지지하던 많은 계몽사상가 
및 인도주의자들에게 물라토 문제가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라토 문제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Gabriel Debien, “Gens de couleur libres et colons de 
Saint-Domingue devant la Constituant(1789-1790)”, Revue d’histoire de l’Amérique 
française, vol. 4 no.2, 1950,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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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물라토에게 우선 적용하려 했을 뿐, 그것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12)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베노(Yves Bénot)는 흑
인의 벗이 노예무역 폐지 법안 발의를 포기했다기보다는, 물라토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노예무역 폐지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분석한다. 베노
에 따르면, 당초 흑인의 벗은 물라토의 권리 청원 운동을 적극 지지하지 않
고 있었다. 물라토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더욱 중요한 쟁점인 노예무
역 폐지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흑인의 벗은 “물라토가 임박한 노예봉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
라는 정치적 수사로 식민지 농장주와 노예상인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흑
인의 벗은 인도주의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깊은 심중에서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노예제도 점진
적으로 소멸하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이다.13)

   도리니와 베노는 공히, 흑인의 벗이 “자유 평등 인류애”라는 보편 원칙
을 구현하기 위해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반
면 이들은 흑인의 벗이 품었던 “잠재적 노예봉기에 대한 우려”를 부차적인 
의제나 정치적 수사 정도로 치부하고, 여전히 흑인의 벗을 인류애와 부도덕
성의 시정이라는 도덕주의적 논의로 한정하는 데 머무른다. 하지만 혁명 수
십 년 전부터 식민지 농장주와 관리들은 압도적인 인구수를 차지하는 노예
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킬 것을 몹시 두려워했으며, 본국에서도 계몽사상
가들이 이를 일찍부터 경고하고 있었다.14) 대규모 노예봉기는 일어날 법한 

11)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Les Girondins et la question 
coloniale” dans AFASPA, Esclavage, Colonisation. Libérations nationales de 1789 
à nos jours (Paris: L'Harmattan, 1990) pp. 69-72.

12) 이처럼 도리니는 흑인의 벗을 혁명 원칙을 구현하려 했던 결사로 특정한다. 이에 덧붙여 도리니
는 흑인의 벗이 부차적으로나마 경제적 이익을 고려했던 단체라는 점도 언급한다. 흑인의 벗은 
백인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얻어낸 물라토가 “피부색을 막론한 재산소유자의 위계질서”에 위협
이 될 노예봉기를 막아내고, 노예제 기반 식민지 체제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와 잉여를 수취하는 
데 공헌하리라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리니가 노예봉기에 대한 우려를 흑인의 벗이 물라토 
문제로 돌아서게 만드는 부차적인 원인 정도로 꼽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rcel 
Dorigny, “Le mouvement abolitionniste français face à l’insurrection de 
Saint-Domingue ou la fin du mythe de l’abolition graduelle”, dans Laënnec Hurbon(dir.), 
L'insurrection des esclaves de Saint-Domingue, 22-23 août 1791 (Paris: Éd, Karthala, 
2000) pp. 105-106. 

13) Yves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aris: La 
Découverte, 1989) pp. 63-67. 

14) 폴 뷔텔의 연구에 따르면, 1779년 생도맹그의 백인인구 대 노예인구의 비율은 1:7(백인 
32,650명, 노예 249,098명)이었고, 이후 1785년과 1789년 사이에만 무려 137,0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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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 가장 끔찍한 재난이었다. 경중에 따라, 노예봉기는 당시 대서양 세계
에서 가장 부유했던 식민지 생도맹그를 일순간 황폐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노예봉기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은 식민지 사회 내에 항존
하는 구조적 요소였고, 계몽사상가들의 반노예제 담론을 계승했다고 자처한 
흑인의 벗 역시 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본고는 흑인의 벗이 ‘노예봉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대서양사의 구조적 맥
락에 접하여 물라토 문제를 최우선 문제로 다루게 되었고, 그로부터 노예 봉기
를 예방하려 했다는 것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 흑인의 
벗의 언급을 면밀히 살펴보면, 흑인의 벗이 물라토 문제로 선회한 시점은 기존 
주장인 1789년 11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라토 오제(Vincent Ogé)의 봉기 
소식이 파리에 전해진 1791년 3월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예해방을 
부르짖다가 갑작스레 노예봉기 진압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던 흑인의 벗의 모
순적인 태도 변화에 수긍하게 된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먼저 흑인의 벗이 어
떤 성격을 지닌 결사였는지 소개하고, 혁명 발발 직전의 담론을 분석한다. 이
어서 흑인의 벗이 혁명 직후 제기된 물라토 문제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리고 노예제에 대하여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특히 오제 봉기
를 분기점으로 삼아 되짚어 본다.

노예가 새로 도착했다. 모로 드 생메리가 동시대에 추산한 바로는 1789년에 생도맹그 백
인인구 대 노예인구 비율이 1:12까지 치솟는다. 마르티니크에서는 이 비율이 1788년에 
1:7 (백인 10,634명, 노예 73,416명). 1790년에 과들루프에서는 1:8 (백인 11,100명, 노
예 86,100명)로 추산됐다. Paul Butel, Histoire des Antilles françaises: XVIIe-XXe 
siècle. (Paris: Perrin, 2007) pp.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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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흑인의 벗 협회: 혁명기 부르주아 담론의 운반체

      1. 흑인의 벗 협회 

   ‘흑인의 벗’ 협회는 1기(1788-1792)와 2기(1795-1799, 정식 명칭은 ‘흑
인과 식민지의 벗’ 협회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et Colonies)로 
나뉘지만 본고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름 높은 혁명가가 많이 참여한 ‘흑인의 
벗 1기’만을 다룬다.15) 흑인의 벗은 1788년 2월 19일 “지난 세기의 오류와 
어리석음, 잔혹함에서 벗어나 평화와 형제애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파리에
서 발족했다.16) 흑인의 벗은 1787년 여름 구성된 영국 협회에 호응하여 만
들어졌다. “영국에서 설립된 협회와 흑인노예무역 및 노예제를 폐지하려는 
데에 협력한다”는 흑인의 벗 첫날 회의 모두 발언은 의미심장하다.17) 흑인
의 벗이 품었던 흑인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영
국 협회의 발족이 흑인의 벗의 창립 계기이자 수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15) ‘흑인의 벗’ 협회 1기에 대하여서는 하단의 문헌들을 우선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Claude Perroud, “La Société française des Amis des Noirs” La Révolution 
Française, 1916; Marcel Dorigny, article “Amis des Noirs” dans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sous la direction d’A. Soboul (Paris: 
P.U.F, 1989);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Les Girondins et 
la question coloniale”, AFASPA, Esclavage, Colonisation. Libérations nationales 
de 1789 à nos jours (Paris: L'Harmattan, 1990);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et les projets de colonisation en Afriqu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293-294, 1993; Jean-Pierre Barlier,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1: Aux origines de la première abolition 
de l’esclavage (4 février 1794), (Paris: Éditions de l’Amandier, 2010). 사료 집성
으로는, La collection,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EDHIS, 1968) en 12 volumes을 참조. 특히 ‘흑인의 벗 협회’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사료는 6-9권에 배치되어 있다. 흑인의 벗의 회의록(Registre de séance)은 흑인
의 벗 창립일인 1788년 2월 19일부터 1790년 6월 15일분까지 Marcel Dorigny et 
Bernard Gaino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9), Contribution à 
l’histo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Ed. Unesco, 1998)에 도리니의 주석
과 함께 간행되어 있다.

16)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pour 
concourir, avec celle de Londres, à l'abolition de la traite & de l'esclavage 
des nègres  1788. 2. 19, p. 2.

17)「흑인의 벗 회의록(Registre de séance)」1788년 2월 19일. Marcel Dorigny et 
Bernard Gaino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9), Contribution à 
l’histo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Ed. Unesco, 1998)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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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흑인의 벗을 줄곧 따라다닐 “노예봉기를 사주하여 식민지의 파괴를 
획책하는 영국의 스파이”라는 혐의도 예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흑인의 벗은 영국 협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영국 협회의 방법론을 수용하려 했다. 하지만 영국 협회와는 차이가 
적지 않다. 퀘이커교도의 지역 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하였던 영국 협회와 달
리, 흑인의 벗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출신이 귀족 또는 부르주아지에 한정되
었고 지역적으로는 파리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흑인의 벗은 구체적인 정
치 강령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협회와 달리 정치 결사체로 보기
도 어렵다.18) 회원들이 흑인의 벗뿐만 아니라 여러 클럽과 결사에 동시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흑인의 벗 소속 자유주의 귀
족들은 혁명 이전부터 많은 박애주의 단체들에 동시에 가입해 있었고, 이는 
일면 흑인의 벗의 박애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타 부르주아 회원
들도 흑인의 벗 이외에 수많은 클럽과 결사에 중복 가담하고 있었다.
   흑인의 벗은 인적구성상 귀족과 부르주아가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완연하게 엘리트 위주였다. 창립 당시 141명가량의 회원 중 귀족이 
49%, 성직자는 5%, 제3신분이 4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사회
경제적으로 엘리트였다.19) 흑인의 벗은 입회비가 단순 노동 인부의 두 달 
치 급료에 상당했다.20) 심지어 부유한 이들일지라도 기존 회원 한 명의 서
면 추천과 여타 회원 4명의 서명이 아니고서는 입회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매달 첫 번째 주 화요일에 개최됐던 흑인의 벗 총회는 파리에 거주하는 회
원 또는 외국인에게만 개방되었다.21) 결국 흑인의 벗은 경제적으로도 절차
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매우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을 규합할 수 
없었다.
   흑인의 벗을 대표하는 이들의 사회적 성분은 크게 자유주의 귀족과 부
르주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주의 귀족들은 계몽사상의 사교 문화에 경

18) Veronique d’amours, Colonialism et Esclavagisme selon les acteurs de la 
revolution Francaise: Le Cas Antillais, These presentee pour repondre a l'une 
des exigences de la Maitrise es arts en Histoire, Ecole des etudes superieures 
Universite Lavirentienne Sudbury, Ontario 2008. p. 67.

19) Catherine Duprat, Le temps des philanthropes, p. 125.
20) Jean-Pierre Barlier,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1: Aux origines de la 

première abolition de l’esclavage (4 février 1794), (Paris: Éditions de l’Amandier, 
2010), p. 86.

21) Condorcet, Réglements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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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어 있었고, 미국 독립을 열렬히 지지했었다. 대표적으로 콩도르세
(Marquis de Condorcet), 미라보(Comte de Mirabeau), 라로슈푸코(Duc de 
La Rochefoucauld-Liancourt)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라파예트
(Marquis de La Fayette)와 라메트 형제(Les Lameth)는 생도맹그와 기아나 
등지에 노예를 거느린 노예주로 노예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개선해 
주고 그 효과를 기록하는 실험을 할 정도로 열성적인 회원이었다.22) 흑인
의 벗은 노예무역 폐지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는 “식민지 농장주 회원들의 
참여”를 과시하고 “토론을 통해 그들의 반대 의견을 반박하여 그들을 계몽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23) 
   흑인의 벗 소속 부르주아지는 문필가·법률가 집단과 금융 및 재정가 집
단으로 양분되었다. 전자 중 특히 저명한 인사는 브리소(Jacques-Pierre 
Brissot), 메르시에(Louis-Sébastien Mercier)와 베르가스(Nicolas 
Bergasse) 등이 있었다. 금융 및 재정 쪽 부르주아지는 혁명 이후 재정 관
계 부처 장관을 역임한 이가 3명이나 될 정도로 특히 두드러진다. 입법의회 
내각의 재정 장관을 맡았던 클라비에르(Étienne Clavière)가 대표적이었으
며, 제1제정과 복고왕정기에 몰리앵(Mollien)과 루이(Louis)도 역시 재정 
장관을 역임했다.24) 발족 당시 흑인의 벗의 후원자 가운데 1/4이 고위 재
정 관료였고 징세청부인도 5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구체제 때부터 ‘사회의 
기생충’으로 공격받아왔기 때문에 흑인의 벗을 후원하여 그들의 선의를 과
시하려 했다.25) 
   브리소와 클라비에르는 흑인의 벗의 글 대부분을 기초하거나 승인하였
고 대부분의 회의를 주재했다. 콩도르세와 미라보 등은 혁명 이전에만 회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콩도르세와 미라보를 비롯한 회원들은 흑인의 벗 발족 
전에 썼던 글들을 흑인의 벗 명의로 재출간하거나 흑인의 벗 회의에서 낭
독하는 등 스스로를 흑인의 벗으로 공식화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자유
주의 귀족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혁명 직후부터 흑인의 벗에 참석하지 않

22) Laurent Dubois, A colony of citizens : revolution & slave emancipation in the 
French Caribbean, 1787-1804 (Chapel Hill, N.C. ;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pp. 68-70.

23) Condorcet, “préambule”, Réglements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 
p. 14.

24)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p. 45-46.
25) Robin Blackburn, The Overthrow of Colonial Slavery 1776-1848 (London: Verso, 

1988)  p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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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즉 흑인의 벗은 혁명 이후 사실상 부르주아 결사가 되어갔고 갈수록 
부르주아 담론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사회경
제적 성분이 비교적 균질하였고, 이념적으로도 계몽사상의 영향력에 공통되
게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흑인의 벗 회원들은 노예와 물라토에 관하여 의
견이 거의 일치했다. 그리하여 그레구아르 신부(Abbé Grégoire)는 1790년 
초 라로슈푸코의 집에서 열린 회합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검둥이와 자유 물라토들은 오직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의해서 백인으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노예 해방을 서두르
기 보다는 그들을 점진적으로 사회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26)

   흑인의 벗은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흑인의 벗은 각 지역의 삼
부회 진정서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노예제 개혁을 요구하도록 사주했고, 재
무총감 네케르(Jacques Necker)와 교신하여 노예무역에 대한 보조금 폐지
를 촉구했다. 아울러 브리소와 미라보는 삼부회 소집 이후 예고 없이 나타
난 생도맹그 대표들에게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
도 참여했다. 비록 좌절됐지만, 라로슈푸코 공작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인신의 해방을 프랑스 농민뿐만 아니라 식민지 노
예에게까지 적용하자고 입론하기도 했다.27) 흑인의 벗은 혁명 직후 돌출한 
물라토 권리부여 문제에 집중하기도 하고 노예무역 폐지 청원서를 작성해 국
민의회에 제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 듯 보인다. 하지만 혁명 직후부터 소속 
혁명가들이 당면한 본국 혁명 문제에 신경을 많이 빼앗기면서 흑인의 벗은 
회의 개최가 한동안 뜸해지기도 했다.28) 결국 흑인의 벗에게 혁명은 반노예
제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식민지 
문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된 계기도 되었다. 
   흑인의 벗의 해체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다. 
혁명기 인도주의 결사들을 연구했던 뒤프라에 따르면, 흑인의 벗의 해체 시
점은 사실상 1791년 10월이었다. 이 당시 브리소와 콩도르세 등이 입법의
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클라비에르가 내각의 재정 장관으로 선임되면서 흑

26) Catherine Duprat, Le temps des philanthropes, p. 181. 
27) Seymour Drescher. Abolition: a history of slavery and antislavery,  p. 153.
28)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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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벗 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흑인의 벗은 저작물 
간행과 청원서 작성 등을 중단했고, 회원도 더 이상 모집하지 않았다고 한
다. 뒤프라는 물라토에게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 1792년 4월 
4일 법령을 흑인의 벗의 노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롱드파의 업적으로 보고 
있어 이채롭다. 그러나 뒤프라는 흑인의 벗과 지롱드파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29) 
   반면, 1792년 4월 4일 법령을 분명히 흑인의 벗의 공로로 돌리는 도리
니에게 흑인의 벗은 적어도 1792년 4월까지는 존속한 결사일 수밖에 없었
다. 다만 도리니도 흑인의 벗의 해체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
다. 도리니는 브리소가 송토낙스(Léger-Félicité Sonthonax)를 4월 4일 법
령의 집행을 위해 생도맹그로 파견할 고등판무관으로 추천했다고 부각시켰
다. 그리하여 도리니는 송토낙스가 몇 개월 뒤 생도맹그에서 선언하게 될 
전면적인 노예해방령과 그에 이은 국민공회의 사후 추인, 즉 노예제 폐지를 
흑인의 벗의 활동까지 소급하여 그들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겼다.30) 

 2. ‘흑인의 벗’의 반노예제 담론 

   1808년에 출간한 책 『검둥이 문헌 연구(De la littérature des nègres)』에
서 그레구아르 신부는 “혁명력 2년 우월 16일의 법령에 의해 선언된 갑작스런 
노예해방은 재앙에 가까운 조처였다”고 회고했다.31) 유일하게 혁명기를 살아
남은 흑인의 벗이 했다고는 쉽사리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그러나 실제로 흑인
의 벗은 노예봉기라는 돌발 사태에 떠밀려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노예해방에 
매우 부정적이었다.32) 흑인의 벗은 혁명이라는 상황과 맞닥뜨리기 1년 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흑인의 벗’이 ‘흑인해방’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모순적 
상황은 혁명이라는 사태보다는 계몽사상의 복합적 성격과 더욱 더 관련이 있
다.

29) Catherine Duprat, Le temps des philanthropes, p. 184.
30)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p. 48-52.
31) Bernard Gainot, “L’abbé Grégoire et la place des Noirs dans l’histoire universelle”, 

Gradhiva, N°10. 2009, pp. 23-30. 
32) Caroline Chopelin, Paul Chopelin, L'obscurantisme et les Lumières : itinéraire 

de l'abbé Grégoire: évêque révolutionnaire. (Paris: Vendémiaire, 2013)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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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의 벗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권과 인류애에 근거하여 노예해방을 요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콩도르세는 “내 친구여, 비록 내가 당신과 피부색이 
같지 않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흑인을 나의 형제로 보아왔다”면서 백인과 흑
인의 형제애를 강조했다.33) 이어 그는 “사람을 노예제에 가두고, 그들을 사
고파는 것은 도둑질보다 나쁜 범죄”라며 노예제를 비난했다.34) 브리소 역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며 흑인에 대하여 박애주의적 신
념을 드러냈다.35)

   흑인의 벗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족했지만 노예제
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2월 19일 회합에
서 낭독된 라파예트의 편지에 따르면, “철학적 성찰뿐 아니라, 인류애가 가
져올 이익과 상업이 가져올 이익을 조화시키고, 심지어 농장주의 이익과도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는 불가능하지 않았다.”36) “인류애라
는 지배적인 동기와는 별도로, 국민과 정부의 이익, 심지어 프랑스 농장주의 
이익, 모두가 노예무역 폐지에 그들의 노력을 경주하게 한다”는 브리소의 언
급 또한 인류애와 이익을 양립 또는 병치할 수 있다는 흑인의 벗의 자신감을 
엿보게 한다.37) 이처럼 흑인의 벗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에 경제적 이익
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긍정적 전망이야말로 흑인의 벗과 흑인의 
벗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식민지 계몽사상의 설득력과 파급력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인류애와 이익은 양립하기보다는 충돌했다. 흑인의 벗은 기존 소
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노예제 폐지나 노예 해방은 2-3세대 
이후로 미루고 노예무역 폐지를 목표하는 데 그쳤다. 흑인의 벗이 줄곧 ‘노예
제 폐지’와 ‘노예해방’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것은 실상 기존 이익의 보호와 노예무역 폐지만을 의미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38) 흑인의 벗은 노예무역만 폐지해도 노예들에 가해지던 잔학한 

33) Condorcet, “Épitre dédicatoire aux negres esclaves” pp. 1-2. Condorcet, 
Réflexions sur l’esclavage des nègres 1788. 

34) Condorcet, Réflexions sur l’esclavage des nègres, p. 1.
35)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p. 4.
36)「흑인의 벗 회의록 (Registre de Séance)」1788년 2월 19일. pp. 65-66.
37)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p. 16. 
38) 콩도르세와 브리소는 공히, 그들이 쓴 소책자 첫 부분에서 노예제를 맹비난하고 노예해방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노예제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친다. 특히 흑인의 벗 정관 앞에 붙은 전문에서 콩도르세
는 노예제를 비판하고 노예해방을 과감하게 논했던 기존 글의 앞부분에서와 달리 문두부터 노
예무역 폐지만을 요구한다. 흑인의 벗 회의록 역시 첫머리에서부터 노예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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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노예제 폐지 논의로부터 한 발 물러났
다. 인류애에 입각한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 처우 개선은 생식력이 왕성한 여
성 노예의 재생산을 유도하여” 열대작물 생산은 지속되고 경제적 이익은 증
대될 것이었다.39) 이리하여 인류애로부터 시작된 노예무역 폐지가 결국은 경
제적 이익으로 귀착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럽인과 흑인 모두 일반이익
(intérêt général)을 향유할 터였다. 
   흑인의 벗은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새롭게 식민지를 건설하여 
서인도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도덕한 노예무
역을 폐지한 이후에도, 막대한 부의 원천인 열대작물 생산은 지속될 터였다. 
“노예무역을 중단하면, 아프리카 부족 간 전쟁의 동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산
과 교환을 창출해” 노예무역 폐지가 오히려 식민지를 번영케 하리라 여겨졌
다.40) 게다가 “계몽과 이성을 구현하는 최선의 길”인 상업과 교역이 아프리카
를 ‘문명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41) 식민지농장주와 부재지주의 소유권에 
묶여 있던 서인도제도의 노예와 달리, 서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자유 노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인류애로 시작한 흑인의 벗은 경제적 번영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일견 자연스럽게 식민지 개발과 그 이익의 
향유를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흑인의 벗은 유럽인이 계몽된 반면 흑인은 열등하다는 편견에 빠져 있
었기에 또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흑인을 인간으로 개념화
했지만 그것은 흑인이 ‘잠재적으로’ 인간이 될 만한 자질을 가졌다는 뜻에 
불과했다. 흑인은 보편적인 인권의 담지자가 되기 어려웠다. 오직 “자유와 
교육을 통해서만 검둥이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확장시켜” 일반이익에 기
여할 수 있었다. 게다가 흑인의 벗은 설사 흑인이 유럽인의 계도를 받더라
도 유럽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42) 그러므로 흑인의 벗은 설령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했다. Condorcet, Réflexions sur l’esclavage des nègres; 
Condorcet, “préambule”, Réglements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흑인의 벗 회의록」1788년 2월 
19일. pp. 61-63 참조.

39) Condorcet, Réflexions sur l’esclavage des nègres, p. 25.
40)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pp. 18-19, p. 

16. 
41)「흑인의 벗 회의록」1788년 4월 1일 pp. 116-118;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et les projets de colonisation en Afriqu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293-294, 1993. 

42) 브리소는 1790년 7월 1일자『프랑스애국파(Le Patriote français)』에서 “언제부터 흑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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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을 명목상 예속상태에서 해방시키더라도 여전히 해방노예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탕 등의 열대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하
여 그들을 대농장에 결박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흑인의 벗은 흑인노예
들을 당시 동유럽 등지에서 성행했으며 프랑스에서도 잔존했던 농노 신분 
정도로 변형시키려 했을 뿐이었다.43) 
   흑인의 벗은 방법론적으로도 유럽인 주도의 학술적 정책연구와 언론활동 
그리고 입법을 요구하는 데 그쳤고 흑인의 참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콩
도르세는 “농장주들과 식민지 관리들이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무엇이 진정
한 이득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모든 변혁을 거절하기 때문에” 연구 성
과를 홍보해 노예무역 폐지가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몽하겠다
고 했다.44) 하지만 노예들은 “시간도 능력도 없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는 이유로” 계몽의 대상에서 제외됐다.45) 언론활동으로 대중을 계몽한 연후, 
의회 입법이 요구되었다.46)  
   흑인의 벗은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글을 읽을 줄 알았나? 언제부터 흑인들이 신문을 읽었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들에
게 읽을 시간을 주었던가?”라며 흑인들의 지적 능력에 깊은 회의를 표하고 있다. 이는 1790년 
6월 15일 자『파리일보(Journal de Paris)』에 실렸던 옹베르의 편지에 대한 답신이었다. 옹베
르의 편지는 “흑인의 벗의 글들(ecrits)이 노예 봉기를 사주하는 칼과 같다”면서 흑인의 벗을 
모함하고 있었다. Marcel Dorigny, “Le mouvement abolitionniste français face à 
l’insurrection de Saint-Domingue ou la fin du mythe de l’abolition graduelle” p. 
102. 설사 흑인들이 유럽인 못지않은 지적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기껏 해봐야 흑인 가운
데 교육 받아 의사가 되거나 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Brissot, 
Mémoire sur les noirs de l'Amérique septentrionale : lu à l'assemblée de la 
Société des amis des noirs, le 9 février 1789. Paris : Chez Bailly, and de 
Senne, 1789, pp. 33-39.

43) Marcel Dorigny, “Mirabeau et l’abolition de la traite des Noirs. Genèse d’un 
discours non prononcé”, Anja Bandau (edit.) Les Mondes coloniaux à Paris au 
XVIIIe siècle. Circulation et enchevêtrement des savoirs, (Paris: Karthala, 2010) 
p. 201.

44) Condorcet, “préambule”, Réglements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p. 8-9, pp. 
12-13; 흑인의 벗은 미라보의 정기 간행물이었던 『영국 신문 분석(l’Analyse des 
papiers anglais)』을 매개로 검열을 피해 언론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창립 이후에도 
영국 협회와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영국에서 나온 책들의 번역에 착수했다. 
Marcel Dorigny, “Mirabeau e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quelles voies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dans Marcel Dorigny, Les abolitions de 
l'esclavage: de L.F. Sonthonax à V. Schoelcher 1793-1794-1848 pp. 153-160 참
조. 미라보의 신문 이후에는 브리소의『프랑스애국파(Le Patriote français)』가 사실상 흑
인의 벗의 기관지 노릇을 했다.

45)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pp. 8-9.
46) Brissot, Mémoire sur les noirs de l'Amérique septentrionale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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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산출하는 막대한 부 앞에 무엇보다도 당혹했다. 흑인의 벗은 “유럽
에서 온 백인보다 식민지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대량의 흑인 없이” 열대작물
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난망하리라 내다봤다. “노예의 경작보다 자유노동
자의 경작에서 총생산량이 더욱 많기 때문에” 법적 자유와 봉급을 준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 흑인은 여전히 대농장에 결박될 터였다.47) 식민지에서 산
출되는 막대한 부를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의 질서와 평화는 필수적이었다. 
“보편이성은 모든 이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부(富)를 원하게 한다”는 브리소의 언급에서 알 수 있
듯이, 흑인의 벗이 보기에 경제적 번영은 식민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전제
로 했다.48)

   흑인의 벗은 노예무역을 폐지할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은 프랑스의 국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흑인의 벗은 노예
무역에 참여하던 국가 모두가 동시에 노예무역을 중단하여 노예무역을 폐지
한 국가, 특히 프랑스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요량이었다. 콩도르세는 “노
예무역은 하나가 그것을 하면 다른 하나에게 그 필요성을 강제하기 때문에 
노예무역을 하는 국가 간 협약 또는 동의에 의해서 노예무역 폐지가 가능할 
듯하다”고 내다봤던 것이다.49) 흑인의 벗은 오직 “런던과 필라델피아, 파리, 
제네바”의 백인들만이 국제적 동의에 의해 노예무역의 폐지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었다.50) 이처럼 흑인의 벗은 보편인류에 대한 형제애에 개별국
가의 이익을 희생할 수 없었다. 흑인의 벗은 이익을 내포한 인류애를 원했을 
뿐 인류애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흑인의 벗은 식민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던 노예들의 소요와 봉기를 
가장 두려워했다.51) 흑인의 벗은 기본적으로 흑인이 자유를 향유하거나 책임

47) Condorcet, Réflexions sur l’esclavage des nègres, p. 24, p. 22.
48)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p. 6.
49) Condorcet, “préambule”, Réglements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 10.
50) Daniel Resnick, “The Societe des Amis des Noirs and the Abolition of 

Slavery”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7, No. 4 (Autumn, 1972) , pp. 558-569 
Published by: Duke University Press. p. 567.

51)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로 쏟아져 들어온 노예들은 사회관계에 대한 나름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주
기적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Eugene D. Genovese, From rebellion to revolution : 
Afro-American slave revolt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9) p. 16; 노예반란과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
의 붕괴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로 여겨졌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노예 반란을 철저하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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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흑인의 벗이 흑인을 두려워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졌던 것이다. “복종에만 익숙했던 노예들이 통제를 벗어날까 두려
워, 그들을 처음에는 엄격한 법률에 복종시켜야 했다.”52) 흑인의 벗은 “검둥
이들이 자유를 남용하고 이전 주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식민지 농장주들
의 우려를 소개하면서 공감을 표했다. “숫자가 많고 무장돼 있기 때문에, 흑
인은 혼란과 심지어 전쟁까지 야기하며, 공공의 불행과 엄청난 무질서만이 상
상된다”는 것이었다.53) 콩도르세는 “가장 유용한 조치일지라도, 공공의 안전
이 먼저”라며 농장주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다.54)   
   혁명이 터지기 전 8개월 간, 흑인의 벗 명의로 간행된 소책자와 회의록에
서 물라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식민지에서는 노예 문
제 못지않게 물라토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고 노예해방이나 노예무역 폐지 이
전에 물라토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라토들은 백인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이나 유산
문중 여성과의 결혼 그리고 근면성실함을 통해 식민지에서 상당한 재산을 

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에서 노예 반란과 진압, 그에 이은 폭력
의 악순환은 일상이 되었고, 노예봉기에 대한 농장주와 식민지 당국의 “병적인 불안감”
은 항구적인 구조로 고착됐다. Michèle Duchet, Anthropologie et histoire au siècle 
des Lumières, (Paris: Albin Michel, 1995) pp. 139-140; 농장주들은 도망노예들을 
잡기 위해 노예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에 노예들은 폭력에 매우 익숙했으며, 일부러 서로 
다른 지역 출신 노예들을 구매하여 노예들의 반목을 유도했음에도, 이들이 동일한 이해
관계로 결집하여 봉기할 경우 식민지는 끝장날 판이었다. 그리하여 생도맹그를 비롯한 
프랑스 식민지 사회에서 폭력과 공포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구조화 및 체제화 되었다. 대
서양 노예제 사회가 노예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었고 이는 잔혹한 감시
와 처벌의 체계를 강화해 혁명기 노예봉기와 통령 정부 노예제 복구 시도 과정에서 벌어
진 극단적 폭력사태의 기원이 되었다. 권윤경,「노예제의 폭력, 노예혁명의 폭력: 아이티
혁명기 폭력의 성격에 관한 고찰 1791-1804」,『서양사론』제122호, 2014. 참조; 이러한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의 참상은 프랑스 본국에 알려져 비판 여론을 불러 일으켰고 특
히 계몽사상가들이 저술 활동을 통해 노예봉기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켰다. Yves 
Bénot, Les Lumières, l’esclavage, la colonisation, pp. 154-163; 몽테스키외·레날·
메르시에·디드로 등은 노예제가 계몽사상의 이상인 인류애에 어긋나는 데다 경제적으로
도 비효율적이라고 보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예 가운데 영웅이 나타나 동포들을 
백인의 압제로부터 구해 내고, 백인농장주들에게 심판을 가하리라고 공통되게 예고했다. 
실상 이는 노예주들에게 대규모 노예봉기가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를 전복시키리라는 
경고였을 뿐, 노예들에게 압제에 저항하라고 용기를 북돋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Marcel Dorigny, “Le mouvement abolitionniste français face à l’insurrection de 
Saint-Domingue ou la fin du mythe de l’abolition graduelle”, pp. 99-101. 

52) Condorcet, Réflexions sur l’esclavage des nègres, p. 30.
53) Brissot, Discours sur la nécessité d'établir à Paris une sociéte, p. 5.
54) Condorcet, Réflexions sur l’esclavage des nègres,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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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게 되었다. 노예제에 토대한 식민지 사회에서 노예의 자손이 사회경
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류 백인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졌다.55) 
동요하던 노예제 기반 식민지의 질서를 다잡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1770
년경부터는 혼혈인 물라토들에 대한 분리주의 차별조치들이 잇따라 개시되
었다.56) 
   1784년경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물라토들이 피부색 편견과 차별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여 식민지 질서를 더욱 뒤흔들었다. 혁명기와 그 이후
까지도 물라토 권리획득을 위해 뛴 것으로 유명한 쥘리앵 레몽(Julien 
Raimond)을 필두로 물라토들은 백인과 같은 유산자이자 애국심을 가진 시
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함을 구입해 기증했고, 도망노예를 쫓는 자경단에 
복무하여 식민지질서 유지에 공헌했으며 아메리카 독립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다.57) 하지만 물라토에게 권리가 부여되면 노예들도 그것을 요구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라토는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으로 남겨 두는 것이 농장주들에게는 유리했다. 하지만 혁명 직전까
지 물라토 문제는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만의 문제였을 뿐, 프랑스 본
국에서는 거의 쟁점화되지 않았다. 혁명이 발발하고 나서 물라토 문제가 공
론화되고 흑인의 벗도 이에 참여하게 된다.

55) 1775년에서 1789년 사이에, 생도맹그의 물라토인구는 20,360명에서 약 40,000명으로 
두 배 가량 불어났고 사회경제적으로 백인, 특히 하층백인들(petit blanc)과의 경쟁이 격
화됐다. Paul Butel, Histoire des Antilles françaises, pp. 185-186.

56) Florence Gauthier(dir.) Périssent les colonies plutôt qu'un principe!: 
contributions à l'histo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1789-1804 (Paris: Société 
des études robespierristes, 2002) p. 13.

57) 구체제기 내내 물라토와 심지어 흑인노예들까지도 군복무 및 식민지 경비를 대가로 자
유와 권리를 얻었다. Frédéric Régent, “Armement des hommes de couleur et 
liberté aux Antilles : le cas de la Guadeloupe pendant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48, 2007, pp. 
4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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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혁명 발발 이후 ‘흑인의 벗’의 활동 

   1. 물라토 권리청원 운동의 돌출 

   1789년 5월 발발한 프랑스혁명은 반노예제 운동에 공론장을 제공함으로
써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에 변혁을 가져올 단초를 마련했다. 삼부회가 제
삼신분 대표 수 배가문제와 표결 방식 등을 두고 옥신각신하던 차에, 당초 
본국과는 별개의 체제로 여겨졌던 식민지 생도맹그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대표들을 파견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테니스 코트의 선언과 국민의회
에 합류한 대가로 대표권을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물
라토와 흑인노예를 합산한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흑인의 벗 원내 사령탑이었던 미라보를 비롯한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그때까지 관심 밖이었던 노예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회가 8월 26일 전격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은 노예
제 기반 식민지 사회의 전복을 의미하는 듯 보였다. 제1조 “사람들은 자유롭
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에 의거하면 노예
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였다.58) 노예제와 식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식민지 
농장주들과 항구도시 부르주아 세력은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리하여 독점무역 
존속을 주장하던 항구도시 부르주아지와, 독점무역 완화와 식민지 자치를 주장
하며 이에 맞서고 있던 식민지농장주 세력은 마시아크클럽(Club Massiac)을 
창설하여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 혁명의 흥분상태에서 노예무역 폐지는 
거론만 되어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을 듯 보였기 때문이다.59)  
  여기에 더하여, 생도맹그 대표 선출을 위한 회합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물라
토들까지 혁명 파리에 나타나 백인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권리의 평등이라는 혁명 원칙에 호소하면서, 재산소유자이자 납세자인 자신들
을 능동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노예봉기를 막아내
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부연하면서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의 현 상태 유지

58)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프랑스사연구』, 제4호, 한국프랑스사
학회 2001. p. 32. 

59) Pierre Pluchon, Histoire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 Tome 1. (Paris: Fayard, 
1991) pp. 79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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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60) 레몽과 함께 물라토를 대표했던 오제(Vincent 
Ogé)는 9월 7일 마시아크클럽을 방문하여 물라토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경
우 벌어질 일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흐르는 피와 침략당한 우리의 땅들, 황폐해진 우리의 산업, 불에 타버
린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참수되고 몸이 절단된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 우리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보십시오. 반란의 깃발을 들고 있는 
저 노예를 보십시오. … 상업은 무효가 될 것이고, 프랑스는 극도의 괴
로움을 겪을 것이며, 수많은 정직한 시민들은 빈곤해지고 파산할 것입
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61)

오제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에도 마시아크클럽의 태도는 냉랭했다. 마시아크
클럽은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그에 영향 받아 오히려 노예들이 봉기
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62) 
   물라토 문제와 거리를 두던 흑인의 벗은 11월 24일 레몽과 오제를 비롯
한 물라토 대표들의 방문을 받고 물라토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
나 흑인의 벗이 노예무역 폐지 문제를 2차적인 문제로 만들면서까지 물라토 
문제로 전환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63) 흑인의 

60)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 244. 
61) 연구서 저자에 의해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사료로 오제가 마시아크클럽에서 했던 연설

의 일부이다. [Pierre Pluchon, Histoire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  Tome 1. 
pp. 810-811에서 재인용]

62) 이 당시 물라토 혼혈 노예가 과들루프에는 17,000여명, 생도맹그에는 10,000여명 정도
가 있었다. 백인농장주들은 일부 농장주 물라토에게 백인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를 부
여할 경우, 이들 물라토노예들과 동시에 흑인노예들까지 집단적으로 권리를 요구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했다.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de la 
colonisation aux abolitions, 1620-1848 (Paris: Grasset, 2007) p. 217.      

63)  1789년 11월 24일 이후 흑인의 벗이 물라토 문제로 관심의 방향을 돌렸다고 주장하는 연구
자들의 주요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1789년 11월 24일 브리소에 의해 작성된 이 의안은 매우 
명백하게 흑인의 벗이 전환점을 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라토 문제는 노예무역 폐지 
문제를 2차적인 문제로 만들 정도로 까지 흑인의 벗의 정책을 상당부분 굴절시킬 것이었다.”, 
“혁명 첫해에 흑인의 벗 활동과 그 활동의 지향점은 매우 현저하게 그 방향이 꺾여 버렸다.”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247 p.244 p.47; “레몽과 오제는 흑인
의 벗 협회 쪽으로 돌아서서 그 흑인의 벗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물라토가 정치적 
권리를 얻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 우선시 됐다.” IHRF, Pour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p. 88; “흑인의 벗은 물라토를 노예주가 아닌 ‘압제당한 이들’로 보
았고, 노예무역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전장(combat)을 바꾸었다.”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de la colonisation aux abolitions, 1620-1848 (Paris: Gr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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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물라토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노예무역 폐지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흑
인의 벗 파견인의 업무가 방해받고 늦춰지는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
민의회에 노예무역 폐지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도록 제안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노예무역 폐지 안건에 대해 적극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
다.64) 게다가 물라토들 중 일부는 권리의 평등만 얻으려 하고, 노예무역 폐
지 움직임에는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었다.65)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던 물라토는 그 이후 한 달 동안 갑작스레 백인농장주
들을 겨냥하여 노예제를 비판했었다.66) 이 때문에 흑인의 벗이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뒤 그것을 발판으로 노예무
역 폐지까지 도달하려 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흑인의 벗은 여전히 인류애와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물라토
보다는 흑인노예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었다. 흑인의 벗은 노예무역을 폐지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 이익은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믿었다. 더욱이 흑인의 벗
이 보기에 오제가 경고했던 대규모 노예봉기는 아직 일어날 법하지 않았고 
식민지 질서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했기 때문에 노예무역 폐지라는 기
존 입장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이유가 없었다.67) 게다가 흑인의 벗은 혁명 발
발 이후 산적한 본국 문제에 집중하느라 식민지 문제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

2007) p.218, p.232; “레몽은 흑인의 벗 협회에 영향력을 발휘해 흑인의 벗의 주요 의제를 노
예무역 폐지로부터 인종편견 해체로 몰고 갔다” John D Garrigus, “Opportunist or Patriot? 
Julien Raimond(1744-1801) and the Haitian Revolution”, Slavery & Abolition: A 
Journal of Slave and Post-Slave Studies, 28:1, p. 6; “자유유색인 운동가들이 1789년 가
을 파리에서 그들의 대의를 제기하고 난 뒤, 브리소와 그레구아르 등에 의해 물라토 문제는 흑
인의 벗 협회의 주요 안건이 되었다. David Geggus, “Racial Equality, Slavery, and 
Colonial Secession during the Constituent Assembl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4, No. 5,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1297. 

64)「흑인의 벗 회의록」, 1789년 11월 24일. p. 246.
65) Marcel Dorigny, “Mirabeau et l’abolition de la traite des Noirs. Genèse d’un 

discours non prononcé”, p. 217.
66) 당초 백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노예들을 배제하는 방향을 취했던 물라토의 권리 청

원 운동이 백인 농장주들의 거부와 국민의회의 냉대에 의해 점차 백인 농장주를 압제자
로 비난하고 반노예제 운동과 합류하는 양상에 대하여, 양희영,「프랑스혁명과 물라토의 
정치적 권리: 삼부회 소집에서 1790년 3월 8일 법령까지」, 『프랑스사연구』제25호, 2011
을 참조.

67) 설사 흑인의 벗이 이 당시 노예봉기가 일어날 법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고의적으로 언
급을 피하는 경향이 회의록에 나타난다. 브리소가 주필이었던 일간지『프랑스애국파』에는 
식민지에서 노예들이 일으킨 소요들이 꽤 상세히 보도되는 반면, 회의록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흑인의 벗 회의록」, 1789년 12월 11일과 1790년 1월 
3일 pp. 253-259 참조. 



                                            

- 21 -

었기 때문에 노예무역 폐지 문제에서 물라토 문제로 전환하기에는 여력이 부
족했다.
   대항세력인 마시아크클럽이 흑인의 벗을 비난했지만 그것은 흑인의 벗이 
물라토의 권리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 역시 흑인의 벗이 이 즈음해서 물라토 문제로 선회했다는 연구자들
의 주장을 반박한다. 마시아크클럽이 보기에 흑인의 벗이 만약 물라토를 돕
는다면 그것은 물라토를 사주해 노예봉기를 도발하려는 흑인의 벗의 음모에 
불과했다. 노예해방을 막기 위해, 식민지농장주와 항구도시 부르주아지가 마
시아크클럽을 통해 연합했고, 물라토에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게 했다.68) 마
시아크클럽은 식민지의 동요 특히 노예의 준동을 우려해 물라토의 문제 제기
를 철저히 무력화하고자 했다. 마시아크클럽에게도 물라토 문제는 노예 문제
에 비해 부차적이었던 것이다.
   혁명 이후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식민지 상황에 마시아크클럽은 더욱 두
려워졌다. 이미 노예들이 흑인의 벗이 간행한 소책자를 접했고 혁명 소식이 
식민지에 전해진 데 이어 마르티니크에서 노예 반란 소식이 터져 나와, 불안
에 떨고 있던 마시아크클럽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69) 몇몇 회원들이 “국민
의회가 급작스런 조치를 취해 노예가 준동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물
라토의 권리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며 절충안을 냈지만 여전히 식민
지 체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자는 쪽이 다수를 점했다.70) 즉 마시아크클럽은 
국민의회가 물라토에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것을 걱정했다기보다는, 노예봉
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전긍긍했고 그 때문에 흑인의 벗을 비난했다. 
   흑인의 벗 역시 1789년 11월 24일부터 오제 봉기 소식이 파리에 도착하는 
1791년 3월까지는 여전히 노예무역 폐지 법안 발의에 진력했고, 물라토 문제는 
노예제 개혁 문제에 비해 부차적이었다. 흑인의 벗 중 물라토 문제에 가장 열
심이었던 그레구아르는 물라토가 능동시민의 권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
하면서도 “영국 정부와의 국제 공조를 통한 노예무역 폐지를 낙관”하는 등 노
예무역 폐지의 대의에도 여전히 헌신했다.71) 12월 8일 회의에서도 그레구아르

68) Yves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 66.
69) Paul Butel, Histoire des Antilles françaises, p. 272.
70) Jacque Godechot, “De Joly et les gens de couleur libr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121, 1951, p. 50.
71) Gregoire, Mémoire en faveur des gens de couleur ou sang-mêlés de 

St.-Domingue, & des autres Isles françoise de l’Amérique, adressé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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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라토 권리부여 문제를 노예무역 폐지 문제와 연계하자”고 주문했으나 레
몽이 발끈하며 “그 두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하자”고 발언해 흑인의 벗과 물라
토 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72) 
   회의록에 비추어볼 때 1789년 6월부터 1790년 2월까지, 흑인의 벗은 국
민의회에 제출할 <노예무역 폐지청원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청원서
는 크게 두 가지 근거, 즉 혁명 원칙인 자연권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호소하
여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할 뿐, 물라토에 관한 언급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당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미라보의 <미간행 연설문>
은 <인권선언> 제1조를 인용하여 “노예도 권리가 있고, 혁명의 반향이 식민
지에 미치지 않을 리가 없다”면서 혁명 원칙인 인류애를 근거로 노예무역 폐
지를 주장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했다. 미라보에게 물라토 문제는 역시 
혁명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미라보는 “노예제를 완전히 파괴해야만, 물라
토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만하고 몽매한 주장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노예무역 폐지를 물라토 문제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73) 

 2. 식민지위원회의 창설과 ‘흑인의 벗’의 좌절
 

   흑인의 벗은 노예무역 폐지안을 국민의회에서 발의하려 했지만 계속 좌
절되면서 반노예제 운동의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그리고 마침내 1790년 3
월 2일, 주로 식민지농장주와 항구도시 부르주아지로 구성된 식민지위원회
(Comité Colonial)가 설치됐고, 흑인의 벗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은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 식민지 농장주와 인척 관계가 있어 식민지 사정에 밝았던 
라메트는 흑인의 벗을 탈퇴하고 마시아크클럽에 가담한 데 이어, 식민지위
원회에 들어갔다. 반면 흑인의 벗 회원 중에서는 단 한명도 식민지위원회 

l’Assemblée Nationale. 1789 p. 17. p. 30.
72)「흑인의 벗 회의록」1789년 12월 11일. p. 254.
73) 위에서 설명했듯 흑인의 벗은 실상은 노예무역 폐지를 목표로 했으면서도, 노예무역 폐

지를 보통 노예제 폐지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흑인의 벗에게 노예제 
폐지는 먼 훗날의 목표였고 실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예무역 폐지였다. Mirabeau, 
“Discours” non prononcé pour l’abolition de la traite des Noirs, selon la 
publication donnée par Lucas de Montigny et complétée par des fragments 
manuscrits retrouvée, Les Bières flottantes des négriers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Marcel Dorigny. (Saint-Etienne: l’Université de Saint-Étienne, 
1999) pp. 51-53. pp.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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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했다. 
   식민지위원회 설치는 식민지 체제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시아크
클럽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브리소와 미라보는 식민지위원회 창설 소식에 
라메트와 바르나브(Antoine Barnave)를 비롯한 ‘애국파 동료들’이 ‘혁명의 
대의’인 보편적 인권에 기반해 식민지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아 오히려 
기대했다.74) 하지만 마시아크클럽은 흑인의 벗이 <인권선언> 등이 규정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들어 노예무역 폐지와 물라토 권리 부여를 요구하면 
국민의회가 졸속으로 강행 처리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식민지 
문제를 식민지위원회로 이관하여 밀실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했을 뿐
이었다. 흑인의 벗이 기대감을 가졌던 애국파 동료들은 본국 혁명의 문제에
서만 동지였을 뿐, 식민지 문제에서는 흑인의 벗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정책을 취했다.
   식민지위원회는 3월 8일 법령을 공포해, 식민지의 독특한 기후와 관습을 
근거로 식민지 문제를 식민지 의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포고된 
3·28명령서(instruction)는 식민지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정 세금을 납
부하고 선거구에 2년간 거주한 2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대인들의 시각에서 노예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물라토까지도 “모든 사람”에서 제외됐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흑인의 벗의 활동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이들이 물라토 
문제로 후퇴했다거나 본래 대의인 노예무역 폐지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
다.75) 흑인의 벗은 4월 9일 두 번째 <노예무역폐지청원서>를 발해 여전히 

74) 「흑인의 벗 회의록」1790년 3월 5일. p. 277.
75) 하지만 이 와중에 도리니는 “물라토 권리 부여 문제는 흑인의 벗 회의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즉 오제의 봉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흑인의 벗 회의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다”고 언급하면서 흑인의 벗 활동에서 물라토 권리 부여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금 환
기한다.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 48 참조; 하지만 회의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흑인의 벗은 여전히 노예무역 폐지 문제에 더 진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 뿐만 아니라 도리니는 사실상 흑인의 벗이 노예무역 폐지 문제보다는 물라토 권리 부여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진 결사였으며, 흑인의 벗 활동이 달성한 가장 주요한 성취는 물라
토에게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1792년 4월 4일 법령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한다. 도리
니는 흑인의 벗 활동의 의의를 노예무역 폐지 법안 발의 시도보다는 물라토에 대한 정치적 권
리 부여에 두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록에 기반해 만든 하단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 흑인의 벗
은 물라토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회의록을 신중하게 살펴보면 흑인의 벗이 물라토 문
제를 언급하는 일정한 틀거리가 드러난다. 즉 흑인의 벗은 물라토가 출석했을 때 물라토 문제
를 다소간 언급하면서도 결국은 노예무역 폐지 문제에 더욱 집중한다. 그러나 흑인의 벗은 물
라토가 부재한 회의에서, 물라토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오직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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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원칙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인
류애와 이익의 결합을 제안했다. 1790년 6월 흑인의 벗은 노예제가 어느 정
도 개혁되기 전에는 그들의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76) 이어서 
흑인의 벗은 영국 “시에라리온 회사”의 예를 참조하여 아프리카 식민지 건
설 계획을 논의하고 다가올 노예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적 잉여를 창출
할지 고심했다.77)  
   한편 식민지농장주들은 대규모 노예봉기가 임박했음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
고 있었다.78)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에서는 노예 반란 모의가 잇따라 발각됐
다.79) 생도맹그에서는 물라토에 호의를 보인 이들에 대한 백인들의 무차별적 
린치가 횡행하였고 치안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흑인의 벗은 
식민지농장주들과 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노
예봉기를 막기 위해 물라토에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식민지농장
주 측은 노예무역을 폐지하거나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할 경우 식민지의 폭력
사태가 가일층 격화되고, 노예봉기를 방지하기는커녕 그것을 도발해 노예제 기
반 식민지 사회가 해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민지 농장주들은 흑인의 벗을 식

<쥘리엥 레몽 등 물라토의 회의 참석과 흑인의 벗의 물라토 문제 언급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 

날짜 1789
1124

1204 1208 1211 1229
1790
0103

0108 0115 0123 0129 0205 0212 0219 0305 0315 0322 0409 0423 0430 0507 0604 0611

A ○ × ×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A: 물라토 출석. B: 물라토에 대한 언급 있음 △는 물라토가 아닌 자유흑인 언급.
무역 폐지만 논의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회의록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흑인
의 벗은 심지어 물라토가 줄곧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라토 권리 부여 문제에 대하여 논하
기는커녕 아프리카에 신 식민지를 건설하는 계획 등만 논의했다. 일부 단편으로만 남아있는 회
의록을 모아놓은 부록에는 참석한 회원이 나오지 않고 자료가 부실하지만 여전히 오제의 봉기
가 발생하는 1790년 10월까지 흑인의 벗이 노예무역 폐지와 신 식민지 건설만 논의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Ibid, pp. 293-294 참조; 특히나 1790.3.8. 법령 이후에 단 한 번도 회의록에 
물라토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베노는 흑인의 벗이 3·8 법령 이후 이미 물라토에 
대한 권리 부여 역시 포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Yves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 73.

76) Catherine Duprat, Le temps des philanthropes, pp. 181-183.
77)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p. 217, 223;「흑인의 벗 회의록」1790년 6월 4

일. pp. 288-289 
78) Frédéric Régent, Esclavage, métissage, liberté: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Guadeloupe, 1789-1802. (Paris: B. Grasset, 2011) pp. 219-220.
79)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pp.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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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의 폭력사태를 조장해 노예제 기반 식민지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영국 스
파이’라고 생각했다. 
   1790년 10월에도, 그레구아르는 “위대한 혁명의 정전인 <인권선언>을 열
어보니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프랑스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일갈했다.80) 브리소는 한때 애국파 동료였지만 이제는 식민지농장주의 대변
자가 된 바르나브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바르나브가 식민지위원회에 들어감
으로써, “물라토와 흑인에게 가해진 불의를 수정할 기회”를 얻었지만, “물라
토에 권리를 부여할 경우, 설탕 섬들이 불에 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 국
민의회를 속였다는 것이다.81) 이처럼 브리소와 그레구아르 모두 물라토 문
제와 노예 문제를 여전히 병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르나브가 “노예제 기
반 식민지 경제의 번영”을 목표로 내세웠던 반면, 흑인의 벗은 이익의 문제
에 민감했음에도 ‘식민지의 질서와 평화’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하거나, 대
외적으로는 여전히 인류애에 호소하였기에 노예무역에 생업을 걸고 있던 이
들을 설득하는 데에 무기력했다.82)

   노예봉기 발발을 경고하며 거듭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었던 오제는 물라토
의 권리획득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낙담했고, 생도맹그로 돌아와 1790년 11
월 마침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오제가 “노예가 아닌 오직 압제의 굴레에 
신음해온 자유인 계급의 권리의 평등”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
가 있다.83) 그렇기 때문에 함께 봉기한 샤반느(Jean-Baptiste Chavannes)와 달
리 오제는 노예의 무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백인농장주들은 언제나처럼 노예
들을 무장시켰고 오제 군을 분쇄했다. 혁명은 본국에서만 일어났다는 듯, 오
제의 처형 과정에는 잔혹하고 악랄한 구체제의 방식이 여전히 동원되었다. 
본국 혁명과 별개로 또 다른 혁명이 식민지에서 요구되었고 오제의 의도와는 

80) Gregoire, Lettre aux philanthropes: sur les malheurs, les droits et les réclamations 
des gens de couleur de Saint-Domingue, et des autres îles françoises de l'Amérique 
1790. 10. 21. pp. 1-2. pp. 16-17.

81) Brissot, Lettre à M. Barnave: sur ses rapports concernant les colonies, les 
décrets qui les ont suivis, leurs conséquences fatales; sur sa conduite dans le 
cours de la révolution; sur le caractère des vrais démocrates; sur les bases 
de la constitution, les obstacles qui s'opposent à son achèvement, la nécessité 
de la termineer promptement, etc. 1790. 11. 20. pp. 1-3.

82) Yves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p. 101-102.
83) 연구서 저자에 의해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사료로 오제가 봉기를 일으킨 뒤, 백인농장

주와 식민지 당국에 보낸 서신의 내용 중 일부이다. [Jean-Pierre Barlier,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p. 134-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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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그 주인공은 노예들이 될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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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제 봉기 이후 ‘흑인의 벗’의 태도 변화 

  1. 물라토 권리청원 운동으로의 전환
 
   오제 봉기가 터지고 나서야, 그동안 물라토 문제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흑인의 벗이 마침내 ‘물라토의 벗’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4) 동시대인들은 오제 봉기가 곧 대규모 노예봉기를 불러오리라 이미 예
측하고 있었다. 오제 봉기에 호응하여 생도맹그 여러 지역에서 물라토들이 무
장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백인농장주들은 가내노예들뿐만 아니
라 도망노예들도 서슴없이 무장시켰기 때문이다.85) 더불어 노예들의 독자적인 
반란 모의가 잇따라 발각되었다.86) 식민지의 치안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
도로 악화됐다. 흑인의 벗이 노예와 물라토 중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면, 지금
까지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물라토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흑인의 벗은 노예봉
기가 임박했음을 감지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물라토에 대한 권리부여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84) “오제와 샤반느는 … 목에 줄을 매달아, 무릎을 꿇고, 그들 손에 각각 2리브르 무게의 
불붙은 밀랍을 쥔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악랄했고, 무모했으
며 경솔했다고, 그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신과 국왕에게 그리고 법정에 용서를 구한다
고 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 처형은 백인들의 처형이 집행되는 곳 
건너편인 군부대 집결지에서 집행될 것이고 … 팔과 정강이, 넓적다리와 허리를 산 채로 
부러뜨려 … 여기서 신에게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울며 머무를 것이다. 그들의 
잘린 목은 말뚝에 꽂혀 본보기로 전시될 것이다.” 발리에(Jean-Pierre Barlier)는 자신의 
책『흑인의 벗 협회(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본론 첫 장 첫 머리에서, 오제 
봉기 사건의 최종 판결문을 위와 같이 인용하였다. 발리에는 이를 통해 오제 봉기 이후 
각종 폭력사태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향후 생도맹그의 운명과 식민지 및 노예제에 관
한 논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Jean-Pierre Barlier,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p. 9-12; 고띠에(Florence Gauthier) 역시 오제와 그
의 물라토 동포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뒤이어 ‘순교’하였기 때문에 아이티혁명에 대한 논
쟁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한다. Florence Gauthier, 
L'aristocratie de l'épiderme: le combat de la Société des citoyens de couleur, 
1789-1791. (Paris: CNRS éditions, 2007) p. 199 참조; 하지만 연구자들이 오제 봉기
가 본국 정치 전개상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어떤 이유
에서인지 흑인의 벗이 “오제 봉기 이후에야”, “임박한 노예봉기를 우려했기 때문에” 물
라토 문제로 급작스럽게 돌아섰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지적한 사례가 없다. 

85) Ibid, pp. 199-200.
86) John D. Garrigus. Before Haiti: race and citizenship in French 

Saint-Domingu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pp. 24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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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1년 3월, 오제 봉기 소식이 파리에 전해진 후, 흑인의 벗은 기존 태도
와 달리, 흑인의 벗에 대한 중상모략 즉, ‘오제 봉기 배후에 흑인의 벗이 있
었다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87) 아울러 흑인의 벗은 “식민지 
질서를 위협하는 노예봉기는 흑인의 벗이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다”며 자신들
이 노예봉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고, 만일 노예봉기가 일어난다면 그
것은 백인농장주가 노예들을 잔혹하게 대우해온 탓이라고 주장했다. 흑인의 
벗이 비로소 노예봉기의 발발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88) 
   오제 봉기 이후, 흑인의 벗이 노예무역 폐지 문제와 물라토 권리부여 문제
를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흑인의 벗은 
미성숙한 흑인노예가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실력을 갖춘 물라토의 저항만을 
인정하면서 오제 봉기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클라비에르는 “물라토가 노예
제의 외부에서 태어난다”며 노예와 물라토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물라토를 ‘해방
된 자(affranchi)’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해방된 자’라는 지시어는 
물라토가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물라토와 
노예를 동일시하게끔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클라비에르는 “자유롭
고 납세자라는 이유로 백인과 똑같은 권리를 물라토에게 준다면, 노예들이 더
는 자신들을 존경하거나 복종하지 않게 되고, 노예반란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백인농장주들의 논거를 소개했다. 클라비에르는 이에 대해 “언제부터 당신들
이 노예가 여론을 감지할 수 있고, 비교·대조 및 숙고할 수 있다고 믿었느냐”
며 백인농장주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노예의 역량을 폄하했다.89) 

87) Clavière, “Introduction”, Adresse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à 
l'Assemblée nationale, : à toutes les villes de commerce, à toutes les 
manufactures, aux colonies, à toutes les sociétés des amis de la Constitution; 
1791. 3.28, délibéré et arreté dans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 5. 당시 식
민지 거주 백인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오제는 생도맹그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난 후, 흑인의 벗 
수뇌부의 이름과 심지어 바르나브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다녔다. 이로 인해 파리에서는 흑인의 
벗이 오제 봉기를 사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Jeremy Popkin[edit], Facing racial 
revolution: eyewitness accounts of the Haitian Insurrection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 47.

88) Clavière, “Avertissement”, Adresse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à 
l'Assemblée nationale, : à toutes les villes de commerce, à toutes les 
manufactures, aux colonies, à toutes les sociétés des amis de la Constitution; 
1791. 4.4 pp. 19-22.

89) Clavière, Adresse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à l'Assemblée nationale, : 
à toutes les villes de commerce, à toutes les manufactures, aux colonies, à 
toutes les sociétés des amis de la Constitution; 1791. 3.28, pp. 34-41.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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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의 벗이 이전과 달리 오제 봉기 이후부터, 노예무역을 폐지하자고 
요구하기보다는 물라토에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구
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하다. 그들이 보기에 식민지 질서를 보존
하려면,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했다.90) 클라비에르는 “백인들은 자신
들이 안전하기 위해 유색인 시민의 품위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색인 시민은 노예 계급이 아닌 섬 노예의 1/3을 소유한 노예주”라고 상기
시켰다. “자유인들(노예주들)이 공동의 위협(노예봉기)에 대항하는 데 힘을 
합쳐야 모두가 이익을 얻을 것이었다.” 더불어 흑인의 벗이 “이 유익한 화
합은 식민지와 농장주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매매를 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지
켜 줄 것이었다.”라고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흑인의 벗은 보편적 인권 
같은 가치 못지않게 식민지 질서의 유지와 경제적 이익에 골몰했다.91)

   파리에는 오제의 잔인한 처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정 여론이 비등해졌
고, 백인과 물라토 간 내전이 곧 발발하리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그리하여 
물라토에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 식민지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는 주장이 다시 대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민지농장주들은 “물라토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노예 봉기가 발발하고, 그에 이어 프랑스는 식민지
를 잃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흑인의 벗의 노선 변화는 이 
대목에서도 두드러진다. 그레구아르는 “흑인법전(Code Noir, 1685)이 제정
되고 해방노예에게 백인과 똑같은 권리가 부여된 이후에도, 물라토가 섬 노
예의 1/3이나 갖는 것을 본 이후에도, 노예들은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농장주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물라토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자고 촉구했
던 것이다.92)

   5월 11일부터 4일간 이어진 유명한 의회 논쟁 중에, 흑인의 벗은 일부 
회원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농장주 세력
과 합의했다.93) 흑인의 벗은 식민지 질서 회복을 위해 오직 물라토에 대한 
권리부여만을 주장했다. 하지만 농장주 세력을 대표하는 말루에

90) Le Patriote français, 1791년 5월 1일.  
91) Clavière, Adresse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à l'Assemblée nationale, 

pp. 43-44.
92) Florence Gauthier, Triomphe et mort du droit naturel en Révolution: 

1789-1795-1802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pp. 172-173.
93) Jean-Daniel Piquet, L’émancipation des Noirs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5), (Paris: Karthala, 2002) pp.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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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Victor Malouet)와 생 메리(Moreau de St. Méry)등은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모든 질서가 전복되고 식민지는 피로 물들 것이라고 경고
했다.94) 흥미롭게도, 농장주들은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 그리고 
흑인의 벗은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식민지 질서가 붕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되게 식민지 질서와 경제가 붕괴하는 것
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질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인 노
예 봉기를 방지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 결국 타협을 통해 5·15법령
이 통과되어 자유인 양친에게서 태어난 물라토(물라토 인구의 1/50인 약 
400여명)에게만 백인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흑인의 벗이 물라토 문제로 돌아선 원인에 대해, 레쟝과 베노는 견해가 
다르다. 흑인의 벗이 노예봉기를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노예봉기가 곧 
터지리라고 농장주들을 겁박해야만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두 연구자는 물라토가 정치적 권리를 얻으면 
장기적으로 노예해방으로 귀결되리라 보았기 때문에 흑인의 벗이 타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95) 위 연구자들은 “일단 물라토의 권리가 확보되고 나면, 
인류애와 이익이 노예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노예무역에 의한 
노동력 충원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브리소의 언급 등을 근거로 제시
하였다.96) 
   그렇지만 5·15법령 이후 흑인의 벗의 반응을 일별해보면, 흑인의 벗이 노
예봉기가 발발하여 식민지 질서가 전복될까봐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5·15 법령이 자유흑인과 노예를 권리부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혁명 원칙을 위배했다”고 일면 비판하면서도, “5·15법령을 이끌
어낸 동기에는 경의를 표하는 등” 모순적이었다.97) 클라비에르는 “모든 이해

94) Valerie Quinney, “The Problem of Civil rights for Free Men of Color in the Early 
French Revolut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7 No.4, Duke University Press, 
1972. p. 556. 

95) “브리소와 그레구아르는 물라토 권리의 가장 주요한 옹호자가 되어있었다. 이 둘은 물
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그것이 노예무역의 폐지 더 나아가 노예제의 폐지로 가는 선
결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라토 옹호로 돌아섰다.”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p. 232. 

96) Le Patriote français, 1791년 5월 12일.
97) Clavière, “Introduction Générale a cette collection”, Adresse d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à l'Assemblée nationale: à toutes les villes de commerce, à 
toutes les manufactures, aux colonies, à toutes les sociétés des amis de la 
Constitution; 1791. 7.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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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조화시켜야만 섬들에서 ‘평화’를 되찾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노
예와 자유흑인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5·15법령을 두둔했다.98) 오제의 
봉기 이전, 흑인의 벗은 물라토에 권리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되, 그것을 한사코 
노예무역 폐지 안건과 연계하려 했었지만, 이제 식민지 질서 유지라는 대명제 
앞에 “노예를 희생시키고” 5·15법령 정도로 타협했던 것이다.99)

   그레구아르의 반응 역시 “노예봉기 방지”와 “식민지 질서 유지”가 결코 ‘정
치적 수사 또는 가설’에 그치지 않고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을 시
사한다. 백인 농장주와 물라토의 유구한 원한관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레구아르는 물라토에게 “형제이고 아버지”라는 이유를 들어, “애석하지
만 오제의 죽음은 잊고 백인농장주와 화해해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자”고 설
득했다. 이어서 그는 물라토에게 “평화와 질서 속에서 ‘혼란 없이’ 당신들이 
거둔 열매를 맛보라”고 회유했다. “인류애와 자연권”에 입각해 노예제의 잔학
함을 고발해왔던 그레구아르는, 이제 “의무를 모르는 노예들에게 갑자기 주어
진 권리는 그들에게 치명적”이라며 노예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100) 
   이렇듯 ‘유산자 연합을 통한 식민지 질서회복’이라는 브리소와 그레구아
르의 구상과는 정반대로, 식민지농장주들은 5·15 법령이 물라토 인구의 
1/50인 고작 400여명 밖에 포괄하지 않는 타협안임에도 이를 극렬히 반대했
으며, 일부는 더 나아가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다.101) 물라토들은 절망했고, 
7월 초부터 각지에서 군대를 조직했으며 마침내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하고 
무기를 손에 쥐어주었다.102) 물라토들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8월 22일에는 

98) Clavière, “Introduction Générale a cette collection”, p. 6, p. 13. 
99) 혁명기 반 노예제 담론을 좀 더 공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연구해온 피케(Jean-Daniel 

Piquet)는 1791년 5월 의회 논쟁을 통해, 흑인의 벗과 자코뱅클럽 중심의 민중 운동이 더 이
상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노예제 운동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고, “노예 문제를 희생시킴으로
써” 물라토 문제로 전환한 것은 오직 흑인의 벗 수뇌부뿐이며 흑인의 벗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
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흑인의 벗 명의로 나온 청원서를 단지 흑인의 벗 수뇌부 일부
가 작성했다고 해서 흑인의 벗 수뇌부만의 의견으로 환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Jean-Daniel Piquet, L’émancipation des Noirs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pp. 
86-87. 

100) Gregoire, Lettre aux citoyens de couleur et nègres libres de Saint-Domingue 
et des autres isles françoises de l'Amérique. l'imprimerie du Patriote franç̧ois, 
s.d 1791. 6.11. pp. 1-11. pp. 13-15. p. 7. p. 12.

101) William B. Cohen, The French Encounter with Africans: White Response to 
Blacks, 1530-1880  (Bloominton;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p. 
115.

102)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p. 227,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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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맹그 북부 평원에서는 노예들이 독자적으로 조직한 대규모 노예봉기까지 
터져 나왔다. 

 2. 대규모 노예봉기의 현실화 

   향후 십여 년간 서구 세계의 이목을 온통 집중시킬 아이티혁명은 1791년 
8월 22일 밤 생도맹그 북부 평원에서 일어난 전면적인 노예봉기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러한 대규모 노예봉기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오제 봉
기 이후 그 가능성은 더욱 커져 있었다. 흑인의 벗은 노예봉기 소식을 “열대작
물의 가격을 높여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꾼들의 술책”, “물라토를 노예폭도의 
수괴이자 선동자로 만들어 자유 시민에 대한 압제를 계속하고, 흑인의 벗에 대
한 신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 등으로 몰아붙였다.103) 아울러 흑
인의 벗은 “5만이나 되는 노예가 유럽인 또는 물라토의 지도 없이 그렇게 집
결할 수 없다”고 의심하며 그 의미를 애써 깎아내렸다.104) 흑인의 벗에게 흑
인노예의 독자적인 봉기와 정치세력화는 가능하지도 또 가당치도 않았기 때문
이다. 식민지 정보에 특히 밝았던 백인농장주들만이 노예봉기 소식에 크게 당
황했다.105) 
   그러나 흑인의 벗은 노예봉기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791년 12월 1일, 브리소는 입법의회 연단에 올라 “생도맹그에서 예기치 
않은 대재난이 일어나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의 생
산과 상업을 모두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브리소는 “물라토에
게 권리를 부여해 하루 빨리 흑인 폭도들을 도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브
리소는 물라토가 “소유주이자 납세자이므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며 혁명 
원칙인 권리의 평등을 적용할 것을 강변했다. 또한 브리소는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의 선례를 들어 “백인농장주와 물라토가 연합해야만 식민지에서 
질서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흑인의 벗은 이제 노골적으

103) Le Patriote français, 1791년 11월 3일, 1791년 11월 4일. 
104) Brissot, Discours sur un projet de décret relatif a la révolte des noirs: 

prononcé a l'Assemblée Nationale, 1791. 10. 30. 
105) Michel-Rolph Trouillot, Silencing the past :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Mass: Beacon Press, 1995) p. 90; 미셸-롤프 트루요, 김명혜 역『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그린비출판사, 2011) p. 169.

106) Brissot, Discours, sur les causes des troubles de Saint-Domingue, prononc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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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예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흑인의 벗이 오제 봉기 직후부터 그
랬듯이 노예봉기에 의해 식민지에서 질서와 경제가 붕괴할까봐 매우 불안
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리니는 흑인의 벗이 재산소유주이며 납세자인 물라토에게 능동시민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라토 문제로 돌아섰다고 본
다.107) 문제는 도리니와 레쟝 모두 1791년 12월 1일 브리소 연설 가운데 
일반론에 가까운 지엽적인 대목을 인용하여 ‘권리의 평등’ 논변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108) 

그러므로 물라토의 대의는 이전 제삼신분과 애국파, 결국 매우 오랫
동안 압제당한 사람들의 대의입니다. … 그들의 형제인 백인과 평등
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물라토들은, 거의 대부분이 백인들
처럼 자유롭고 토지를 소유했으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
다.109) 

그러나 브리소 연설의 논지는 물라토에게 권리의 평등을 부여하여 원정대로 
파견함으로써 ‘노예폭도들을 도륙’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리니의 ‘권리의 
평등 논변’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심지어 도리니는 흑인의 벗이 노
예봉기가 대규모로 터져 나온 상황을 납득하고도, 혁명 원칙인 보편적 인권
만을 구현하기 위해 물라토의 벗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흑인의 벗이 오제 봉기 이전에 물라토 문제로 돌아섰더라면, 도리니의 주
장처럼 혁명 원칙에 의거해서였을 가능성이 컸다. 왜냐하면 오제 봉기 소식
이 파리에 알려진 1791년 3월까지, 흑인의 벗이 혁명 원칙인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흑인의 벗은 물라토 문제에 
적극 투신하지 않은 채 오제 봉기가 일어난 시점까지 노예무역 폐지라는 당

à la séance du 1791. 12. 1. Imprimé par ordre de l'Assemblée nationale.  pp. 
1-13.

107) Marcel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Les Girondins et la 
question coloniale”, pp. 70-72.

108) Marcel Dorigny, “Le mouvement aboloitioniste français face à l’insurrection 
de Saint-Domingue ou la fin du mythe de l’abolition graduelle”. p. 105;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p. 231.

109) Brissot, Discours, sur les causes des troubles de Saint-Domingue, p. 7. 
[AFASPA, Esclavage, Colonisation. Libérations nationales de 1789 à nos jours, 
p. 7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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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원칙만을 논거로 흑인
의 벗이 물라토 문제로 선회했다는 도리니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1791년 12월 1일 연설에서 보듯, 브리소에게 화급한 사안은 식민지에 미증
유의 인적·물적 손실을 가하고 있는 노예봉기를 진압하는 것이었지 보편적 
권리의 실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흑인의 벗이 물라토 문제로 돌아서기 위
해서는 혁명 원칙뿐만 아니라 노예봉기에 대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해야 했
다. 흑인의 벗이 구현하고자 했던 인류애나 권리의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는 
식민지 질서 유지와 경제적 이익의 보호라는 논리에 잠식되고 있었던 것이
다. 
   설사 도리니나 레쟝의 주장처럼 1789년 11월이었을지라도, 흑인의 벗이 
노예봉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혁명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물라토 문제로 돌아설 수 없었다. 흑인의 벗은 인류애와 보편적 인권에 대
한 관심뿐만 아니라 노예봉기를 방지하고 식민지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발족했기 때문이다.110) 미라보는 혁명 발발 직후 “앤틸레스 제
도의 농장주들은 베수비우스 산기슭에 잠자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했
었다.111) 흑인의 벗의 정보통이었던 그레구아르는 “물라토가 노예를 잡는 
데 최고”라고 추켜세우면서도 “물라토가 흑인노예들과 공동전선을 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등 거듭 노예가 준동할 수 있다고 예고했었다.112) 브리소
도 물라토에 권리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물라토가 “유사시 노예봉기를 
막아주는 방벽”으로 기능하여 “백인과 노예 사이의 평화의 중재자”로 복무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이다.113) 
   식민지에서 터진 사태들은 혁명 원칙에 정초한 프랑스 본국 반노예제 
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규모 노예봉기 발발 이후 일어났던 사태
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791년 10월 말, 대규모 노예봉기 소식이 전해지

110) Marcel Dorigny, “Le mouvement aboloitioniste français face à l’insurrection 
de Saint-Domingue ou la fin du mythe de l’abolition graduelle”. pp. 102-103.

111) 미라보의 형은 구체제 때 과들루프의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노예제의 참상에 개탄하고, 
노예제 개혁을 옹호한 바 있었다. 그와 꾸준히 서신을 교환한 덕분에 미라보는 식민지 
정보에 매우 밝은 편이었다. Louis de Loménie, Les Mirabeau: nouvelles études 
sur la société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Tome II. (Paris: E. Dentu, 1879) pp. 
191-226 참조. 

112) Gregoire, Mémoire en faveur des gens de couleur ou sang-mêlés, pp. 32-33; 
Gregoire, Lettre aux philanthropes, p. 16.

113) Brissot, Lettre à M. Barnave,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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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후에도 식민지위원회와 입법의회는 상황이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를 애써 축소하거나 모른 척하면서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랐다. 물라토에
게 권리를 부여하기까지는 일이 더욱 악화되어야 했다.114) 1791년 9월 이
후, 생도맹그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백인농장주 측과 물라토 측이 
협정을 맺고 내전을 중단하려 했지만 바로 재개됐고, 노예들의 폭력은 그 
강도를 더해갔다.115) 결국 1792년 4월 4일, 마침내 입법의회는 모든 물라
토를 무조건적으로 능동시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흑인의 벗’은 어떤 연유로 흑인노예 봉기를 진압하자고 재촉하
며 물라토에게 권리를 부여하자고 주문했는가? 오제 봉기가 터지면서 식민지 
상황이 폭력적으로 돌아가고, 그에 따라 대규모 노예봉기가 가시권에 들어오
자, 그동안 ‘형제애’의 빛에 가려져 있던 흑인 담론 즉, 흑인을 열등하게 보
는 관념이 증폭되었다. 당시 그레구아르는 “의무를 모르는 흑인들을 갑자기 
해방시키는 것은 달이 차지 않은 아이를 낳으라고 임산부를 마구 때리는 것
과 다름없다”는 견해를 사적으로 피력할 정도였다.116) “본국 입법이 부여한 
자유와 백인이 베푸는 교육은 곧 질서이며 경제적 이익일 터였다.”117) 반면 
열등한 흑인이 강탈한 자유는 혼란과 빈곤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됐다.
   흑인의 벗은 ‘인류애’라는 보편적 언어를 개별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수사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항구도시 부르주아지와 궤를 같이 했으며, 임계
점에 이른 노예제 개혁 없이는 정상적인 식민지 운용과 잉여 착취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도 반대세력과 큰 틀에서 의견이 같았다.118) 반대 
세력에게 식민지 질서 유지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노예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흑인의 벗에게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노예제는 
포기되어야만 했고, 그 첫걸음이 노예무역 폐지였다. 이 두 세력에게 식민지 
문제의 해결책은 상이했지만 식민지 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같았고 노예 인

114) Yves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p. 76-77.
115) Frédéric Régent, La France et ses esclaves, p. 227.
116) Louis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 263.
117) Brissot, Mémoire sur les noirs de l'Amérique septentrionale, pp. 26-27.
118) 보편적인 언어로 개별적 이해관계를 포장하는 혁명기 항구도시 부르주아 담론과 그 형성과정

에 대해서 Laure Pineau-Defois, “Une élite d’ancien régime: les grands 
négociants nantais dans la tourmente révolutionnaire (1780-1793)”,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359, 2010, pp. 110-118; Jack R. Censer 
and Lynn Hunt, Liberty, Equality, Fraternity: Exploring the French Revolution 
(University Park, Pa.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pp. 129-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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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큰 차이가 없었다.119)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손에서 시작되는 노예 해
방은 흑인의 벗에게도, 농장주에게도 가장 끔찍한 결과였다. 
   흑인의 벗은 오제 봉기 이전까지는 노예무역 폐지 문제나 물라토 권리부
여 문제에 있어서 혁명 원칙인 인류애를 주로 내세우고 식민지 질서 유지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흑인의 벗은 오제 봉기 이
전에는 관념적으로나마 식민지 질서와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
다고 보았고, 항구도시 부르주아지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120) 오
제 봉기 이후에야 흑인의 벗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혁명 원칙을 언급하
면서도 경제적 이익의 원천인 식민지의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
다. 이어 흑인의 벗은 식민지 질서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예들을 
저버리고 물라토 문제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다. 브리소는 노예봉기가 터진 
후, 채권자인 항구도시 부르주아가 생도맹그 거주 채무자들의 대농장과 토지
를 저당 잡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그가 대의하고 있던 보르도 지
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121) 노예제 또는 식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혁명 원칙인 자유·평등·인류애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호도하고 있
었던 것이다. 

119) 바르나브와 브리소, 라메트, 모로 드 생 메리는 혁명 초기 애국파 동료로 교우했고 자
코뱅클럽에 함께 몸담기도 했다. 또한 생 메리와 콩도르세, 미라보는 노예 문제에 관해 
아예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으며, 혁명 이후에도 ‘1789년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다. 
Marcel Dorigny, “Mirabeau et l’abolition de la traite des Noirs. Genèse d’un 
discours non prononcé”, p. 217

120) 혁명 발발 이후 약 2년간(1789년 5월~ 1791년 8월), 본국에서 보기에 식민지 노예 봉
기는 설사 발발이 임박했을지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민
지 상황에 대한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특히 혁명 발발 후 일어난 도시 민중의 봉기, 농
촌 지역의 대공포 등의 혁명적 소요와 그 여파로 가득 찼던 프랑스 본국의 상황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Seymour Drescher, Abolition: a history of slavery 
and antislavery, pp. 159-160 참조.

121) Yves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aris,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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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계몽사상의 후예를 자처한 흑인의 벗이 혁명과 식민지 문제라는 
사태에 마주쳐 ‘보편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기존 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흑인의 벗은 계몽사상과 프랑스혁명이 천명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흑인노예와 물라토에게 적용하고자 했지만 보편적 
원칙과 구체적 적용 사이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혀 고
전했다. 흑인의 벗은 노예들을 점진적으로라도 해방시켜야 했지만 경제적 
이익은 지켜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다. <인권선언>에 담긴 
혁명 원칙에 조응하여 물라토도 권리를 요구했다. 물라토도 백인 못지않게 
부유했고 유럽에서 교육받았으며 재능을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흑인의 벗이 이 당시 물라토 권리 청원 운동을 지지했더라면 혁명 이념인 
권리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흑인의 벗은 여전히 노
예 문제에 집중했고 물라토 문제는 부차적이었다.
   흑인의 벗은 1791년 3월 오제 봉기 소식이 파리에 전해진 이후에야, 비로
소 물라토에 권리를 부여하고 이들을 통해 노예 봉기를 예방하여 식민지 질
서와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려 했다. 아무리 물라토가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했
더라도, 흑인의 벗이 흑인노예주인 물라토를 지지하기는 어려웠다. 상당수의 
물라토들은 동포인 오제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갔음에도 여전히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백인농장주 로비 세력과 협력했을 정도로 완강하게 기존 식민
지 질서를 옹호했기 때문이다.122) 하지만 오제 봉기 이후, 흑인의 벗은 식민
지에서 노예봉기가 임박했음을 인지했고, 물라토를 ‘유산자의 결합’이라는 기
치 아래 백인 쪽으로 결집시켜 노예봉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흑인의 벗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물라토에 대한 지지로 돌
아설 수는 없었다. 노예봉기가 임박했고, 물라토가 노예봉기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나서야 흑인의 벗이 물라토의 벗이 
될 수 있었다. 혁명 원칙만큼 중요했던 것은 식민지 사회 질서의 유지와 경
제적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흑인의 벗은 
처음부터 흑인의 벗이 되기 어려웠다.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에는 흑인

122) Jean-Daniel Piquet, “Robespierre et la liberté des noirs en l’an II d’après les 
archives des comités et les papiers de la commission Courtoi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23, 2001. p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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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타자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유럽인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23) 흑인의 벗의 형제애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
포하고 있었는데 흑인 해방은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었다. 흑인의 벗에게 흑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설고 당혹스런 존재
였던 것이다. 차선책이자 최선책은 물라토였다.
   본고는 흑인의 벗이 그 단체명처럼 흑인을 위한 단체이기는 했지만, 한
편으로는 흑인이 식민지 질서를 무너뜨려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칠까 두려
워해 흑인을 억누르고자 했다는 점을 보였다. 하지만 흑인의 벗이 흑인을 
억압하고자 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순은 아니다. 흑인의 벗이 물라토를 동원
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백인농장주까지 설득하여 흑인노예봉기를 진압
하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흑인의 벗이 흑인을 위해 복
무했다는 사실을 결코 배제하지는 않는 것이다. 흑인의 벗은 흑인 주도의 
노예해방 즉 노예봉기가 흑인을 불행한 미래로 이끌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
므로 흑인의 벗은 노예봉기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면서 점진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할 수만 있다면, 식민지 농장주와 물라토뿐만 아니라 흑인노예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혁명 원칙만 가지고 흑인의 벗의 노선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식민
지 상황에 대해 흑인의 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협회에게 혁명이 인류애와 평등, 정의를 상징했다면 대서양은 노예노동에 
기반한 거대한 상업복합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부를 의미했다. 그리
고 혁명과 대서양의 맥락 모두를 포괄하려 시도했던 것이 인류애와 이익의 
조화에 대한 계몽사상의 낙관적 전망이었다. 흑인의 벗이 인류애와 이익을 
양립시키기 위해 마련한 방법론은 ‘자유인의 연합을 통한 노예제의 점진적 
폐지’였다. 노예봉기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됐던 생도맹그와는 대조적으로,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에서는 백인농장주와 물라토가 노예봉기를 우려해 
자유인으로서 상호 연합했고, 궁극적으로 노예봉기를 막아냈다.124) 결국 노
예가 주도하는 움직임과 그에 대한 흑인의 벗의 우려가 흑인의 벗의 당초 
구상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던 것이다. 

123) 안병직,「계몽사상과 유럽의 이념」,『서양사연구』제27호, 한국서양사연구회, 2001 참조. 
124) Jean-Pierre Barlier,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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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énie, Louis de. Les Mirabeau: nouvelles études sur la société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Tome II. (Paris: E. Dentu, 1879)

Mirabeau, Les bières flottantes des négriers. Un discours non 
prononcé sur l'abolition de la traite des Noirs (novembre 
1789-mars 1790).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Marcel 
Dorigny, Presses de l'université de Saint-Étienne, 1999.

2차 문헌 

연구 단행본

AFASPA, Esclavage, Colonisation. Libérations nationales de 1789 à 
nos jours. Paris: L'Harmattan 1990.

ARMITAGE David (editor), The age of revolutions in global context, 
c.1760-184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BARLIER, Jean-Pierr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1: Aux 
origines de la première abolition de l’esclavage (4 février 1794), 
Paris: Éditions de l’Amandier, 2010. 

BÉNOT, Yves,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aris: 
La Découverte, 1989.

BÉNOT, Yves, Les Lumières, l’esclavage, la colonisation, textes 
réunis et présentés par Marcel Dorigny, Paris: La Découverte, 
2005.

BIARD Michel, (dir.) La Revolution Francaise: Une histoire toujours 



               

- 42 -

vivante Préface de MICHEL VOVELLE, Paris: Tallandier, 2010.  

BLACKBURN Robin, The Overthrow of Colonial Slavery 1776-1848, 
Londres: Verso, 1988.

BUTEL, Paul. Histoire des Antilles françaises: XVIIe-XXe siècle. 
Paris: Perrin, 2007

CENSER, Jack R. and HUNT, Lynn. Liberty, Equality, Fraternity: 
Exploring the French Revolution, University Park, Pa.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CHENEY, Paul. Revolutionary commerce: globalization and the 
French monarch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OPELIN, Caroline, Chopelin, Paul. L'obscurantisme et les 
Lumières : itinéraire de l'abbé Grégoire : évêque 
révolutionnaire. Paris: Vendémiaire, 2013.

COHEN, William B. The French Encounter with Africans: White 
Response to Blacks, 1530-1880  Bloominton;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DAVIS, David Brion. The Problem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1770-1823,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DORIGNY Marcel, BANDAU Anja, et VON MALLINCKRODT Rebekka 
(ed.) Mondes coloniaux à Paris au XVIIIe siècle (Les). Circulation 
et enchevêtrement des savoirs, Paris: Karthala, 2010.

DORIGNY Marcel (dir.) Les abolitions de l'esclavage : de L.F. 
Sonthonax à V. Schoelcher, 1793-1794-1848 /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Vincennes; Editions UNESCO , 1995.

DRESCHER, Seymour. Abolition: a history of slavery and 
antislaver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43 -

DUCHET, Michèle, Anthropologie et histoire au siècle des 
Lumières, Paris, 1970 ; réédition en 1995, Paris: Albin Michel, 
avec une postface de Claude Blanckaert.

DUBOIS, Laurent. A colony of citizens : revolution & slave 
emancipation in the French Caribbean, 1787-1804,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200

DUBOIS, Laurent. Avengers of the New World: the story of the 
Haitian Revolution. London: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로런트 듀보이스 지음, 박윤덕 옮김, 『아이티혁명사: 식민
지 독립전쟁과 노예해방』 서울: 삼천리, 2014.

DUBOIS, Laurent and Garrigus, John D. Slave revolution in the 
Caribbean, 1789-1804 :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DUPRAT, Catherine. Le temps des philanthropes : la philanthropie 

parisienne des Lumières à la monarchie de Juillet. Tome 1. 
Paris: Editions du C.T.H.S, 1993.

FOUCHARD, Jean. The Haitian Maroons : liberty or death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A. Faulkner Watts. E.W. Blyden 
Press, 1981.

GENOVESE, Eugene D. From rebellion to revolution : 
Afro-American slave revolt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1979.

GAINOT, Bernard, Les officiers de couleur dans les armées de la 
République et de l’Empire (1792-1815), Paris: Karthala, 2007.

GARRIGUS, John D. Before Haiti : race and citizenship in French 
Saint-Domingu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GAUTHIER, Florence. L'aristocratie de l'épiderme : le combat de la 
Société des citoyens de couleur, 1789-1791.  Paris: CNRS 
éditions, 2007



               

- 44 -

GAUTHIER, Florence. (dir.) Périssent les colonies plutôt qu'un 
principe! : contributions à l'histo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1789-1804 ; Paris: Société des études robespierristes , 2002

GAUTHIER, Florence. Triomphe et mort du droit naturel en 
Révolution : 1789-1795-1802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1992.

GHACHEM, Malick W. The Old Regime and the Haitian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HERMON-BELOT, Rita. L'abbé Grégoire, la politique et la vérité. 
Paris: Seuil, 2000.

HURBON Laënnec (dir.), L'insurrection des esclaves de 
Saint-Domingue, 22-23 août 1791, Paris: Éd, Karthala, 2000.    

IHRF(파리1대학 혁명사연구소), Pour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피에르 세르나 외 지음, 김민철, 김민호 역,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 끝나지 않은 프랑스혁명』 두더지, 
2013. 

MANCERON, Gilles. Marianne et les colonies: une introduction à 
l'histoire coloniale de la France. Découverte, 2003; 질 망스롱 지
음; 우무상 옮김.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
탈』, 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MARTIN, Jean-Clément. Nouvelle 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errin, 2012

PIQUET, Jean-Daniel, L’émancipation des Noirs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5), Paris: Karthala, 2002.

PLUCHON, Pierre. Histoire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  Tome 1. 
Paris: Fayard, 1991.

PLUCHON, Pierre. Negres et Juifs au XVIIIe siecle. Paris: 
Tallandier, 1984.  
 



               

- 45 -

POPKIN, Jeremy D. [editor], Facing racial revolution: eyewitness 
accounts of the Haitian Insurrection.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SALA-MOLIN, Louis. Dark side of the light : slavery and the 
French Enlightenment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Conteh-Morgan, Minneapolis ; London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SALA-MOLIN, Loui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12.   

TROUILLOT, Michel-Rolph. Silencing the past :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Mass: Beacon Press, 1995; 미셸-롤
프 트루요 지음, 김명혜 옮김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 
그린비출판사, 2011.

RÉGENT, Frédéric. La France et ses esclaves, de la colonisation 
aux abolitions, 1620-1848, Paris: Grasset, 2007.

RÉGENT, Frédéric. Esclavage, métissage, liberté :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Guadeloupe, 1789-1802 /  Paris: B. Grasset , 2011. 

WANQUET, Claude, La France et la première abolition de 
l’esclavage (1794-1802). Le cas des colonies orientales. Ile de 
France (Maurice) et La Réunion, Paris: Karthala, 1998.

연구 논문

권윤경, 「18세기 후반 계몽사상과 식민주의: 레날의 『두 인도의 역사』를 중
심으로」, 『서양사  연구』 제29호, 한국서양사연구회, 2002. pp. 1-54.

권윤경, 「노예제의 폭력, 노예혁명의 폭력: 아이티혁명기 폭력의 성격에 관
한 고찰 1791- 1804」, 『서양사론』 제122호, 한국서양사학회, 2014. pp. 
31-58.

안병직, 「계몽사상과 유럽의 이념」, 『서양사연구』 제27호, 한국서양사연구
회, 2001. pp. 1-18.



               

- 46 -

양희영, 「프랑스혁명과 물라토의 정치적 권리: 삼부회 소집에서 1790년 3
월 8일 법령까지」, 『프랑스사연구』 제25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1. 
pp. 59-85.

정동준, 「콩도르세의 노예해방론」, 『서양사학연구』 제 16호, 한국서양문화
사학회, 2007. pp. 1-22.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프랑스사연구』, 제4호, 한국
프랑스사학회,  2001. pp. 5-43.

COVO, Manuel. “Le Comité des colonies”,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ligne], 3 | 2012, mis en ligne le 20 décembre 2012, Consulté 
le 08 avril 2014. URL : http://lrf.revues.org/692.

DEBIEN, Gabriel. “Gens de couleur libres et colons de Saint-Domingue 
devant la Constituant (1789-1790)”, Revue d’histoire de l’Amérique 
française, vol. 4 no.2, 1950. pp. 211-232

DORIGNY, Marcel.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et les projets de 
colonisation en Afriqu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293-294, 1993. pp. 421-429.

DUBOIS, Laurent. “An Enslaved Enlightenment: Rethink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French Atlantic”, Social History, Vol. 
31, No. 1 (Feb., 2006), Taylor & Francis, Ltd. pp. 1-14.

GAINOT, Bernard. “L’abbé Grégoire et la place des Noirs dans 
l’histoire universelle”, Gradhiva, N°10 | 2009. pp. 22-39.

GARRIGUS, John D. “Opportunist or Patriot? Julien Raimond 
(1744–1801) and the Haitian Revolution, Slavery & Abolition“: A 
Journal of Slave and Post-Slave Studies, 28:1, 2007. pp. 1-21.

GEGGUS, David. “Racial Equality, Slavery, and Colonial Secession 
during the Constituent Assembl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4, No. 5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290-1308. 



               

- 47 -

GODECHOT, Jacque. “De Joly et les gens de couleur libr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121, 1951. pp. 
48-61.

LIÉBART, Déborah. “Un groupe de pression contre-révolutionnaire 
: le club Massiac sous la constituant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54 | 2008. pp. 29-50.

PINEAU-DEFOIS, Laure. “Une élite d’ancien régime : les grands 
négociants nantais dans la tourmente révolutionnaire 
(1780-1793)”,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59, 2010. pp. 97-118.

PIQUET, Jean-Daniel. “Robespierre et la liberté des noirs en l’an II 
d’après les archives des comités et les papiers de la 
commission Courtoi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23 | 2001. pp. 69-91.

QUINNEY, Valerie. “The Problem of Civil rights for Free Men of 
Color in the Early French Revolut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7 No.4, Duke University Press, 1972. pp. 544-557.

RÉGENT, Frédéric. “Armement des hommes de couleur et liberté 
aux Antilles : le cas de la Guadeloupe pendant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48 | 2007. pp. 41-56.

RESNICK, Daniel, “The Societe des Amis des Noirs and the 
Abolition of Slavery”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7, No. 4 
(Autumn, 1972)  Published by: Duke University Press. pp. 
558-569.



               

- 48 -

   Abstrac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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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problem of colony and slavery 
in the French Revolutionary time has been extensively researched. 
The French Revolutionary governments were financially dependent 
on the colonies and slavery so that the drift of the revolution was 
inevitably dictated by the problem of the colony and slavery. This 
dissertation will analyze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The 
Society of the Friends of the Blacks).’ Amis des noirs were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the revolution to the point where 
numerous of them were involved in the revolution and a few of 
them even seized power in the revolutionary period. Because amis 
des noirs posed as revolutionaries,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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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ed amis des noirs as a product of revolutionary principles. 
On the contrary, another set of historians considered them 
representative of the financial interest of the metropolitan France. 
   Aforementioned views of amis des noirs are doubly problematic. 
First, although many historians have recently illuminated that the 
revolution was affected by the colonial problem, they have 
underestimated how anti-slavery discourses of amis des noirs were 
susceptible to events happening in the colonies. Second, even 
though amis des noirs paid much attention to mulato rights 
movement, few researchers have examined how mulato rights 
movement changed their approach toward slavery. Both amis des 
noirs and the colonists believed that if mulato was granted political 
rights, it would affect the slavery anyway. Therefore, mulato 
problem could have a great impact on anti-slavery discourse of 
amis des noirs. Thus, to what degree amis des noirs was influenced 
from the events occurring in the colonies by mulatos and slaves 
must be analyzed first.      
   Amis des noirs functioned as a reservoir into which the 
enlightenment, the revolution and the colonial problem gathered 
together and flowed out through several ways. Amis des noir 
believed that if they embodied humanity and natural rights which 
were the principles of the revolution and the enlightenment, it 
would guarantee economic gain in a sense that abolition of slave 
trade would encourage colonists to better treat the slaves 
motivating them to work more efficiently, which may in turn lead to 
more profit for the colonists. This optimistic prospect of the 
compatibility of the universal rights and the economic growth was 
inherited from the enlightenment. However, after the revolution 
broke out, amis des noirs realized a gap between the initial idea of 
the embodiment of universal rights and the reality they were facing. 
Even amis des noirs admitted that the black people were backward 
and ineligible to enjoy liberty and equality. Amis des n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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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blacks only ‘the potential human.’ Mulato rights 
movement unexpectedly surfaced at that moment. On November 
1789, amis des noirs allegedly started advocating mulato rights of 
active citizens who were considered socio-economically qualifiable.
   The previous historiographies generally were predicated on the 
revolutionary principle of amis des noirs when explaining their turn 
to the mulato rights movement. However, present dissertation will 
argue that not only the revolutionary principle but also fear of the 
general insurrection of the slaves turned amis des noirs to 
prioritize mulato rights. To clarify the reason for which amis des 
noirs turned to mulato and postponed the abolition of slave trade, 
the timing of their turn must be the focus of discussion. Historians 
including Marcel Dorigny hitherto proposed that amis des noirs 
started prioritizing mulato rights movements from the November 
1789, because they wanted to materialize the revolutionary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rights by identifying mulato with the ‘patriots’ 
who were socio-economically influential but politically powerless 
before the revolution. However, present dissertation will assert that 
amis des noirs turned into supporting mulato rights not until March 
1791, when the news of mulato Vincent Ogé’s insurrection reached 
Paris. Because amis des noirs feared that Ogé’s insurrection would 
threaten the public order of the colonies and ignite slave 
insurrections leading up to the collapse of colonial wealth. The 
amis des noir newly set up a goal of granting political rights to  
mulato, and envisioned organizing them into a ‘union of the 
proprietors’ to prevent potential slave insurrections. Financial 
imperative of the revolution and amis des noirs as its agent misled 
their initial concept of the univers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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