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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백인 우월주의는 어디서나 청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는 한때 백인 우월주의가 인종을 격려하는 정치체제로 확립되었던 미국 

남부와 남아공화국에서 뚜렷하다. 미국 남부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대중 

교통에서부터 인종 격리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했고， 60년대에는 그런 체제 

를 비롯해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수집단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도 수용했다. 남아공에서는 1986년에 흑인의 자유로 

운 이동을 제한하던 통행증제도가 철폐되는 둥， 미국보다 한 세대 이상 늦 

게 인종 격리체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거기서는 또한 1995년에 진상규 

명 및 화해추진 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구성되 

어 인종 격리체제 아래서 입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현상은 인종주의의 쇠퇴라는 세계적인 조류의 일부인 듯이 보인다.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온 조지 프레드릭슨(George 

M. Fredrickson)은 최근에 발표한 『인종주의--약사』에서 인종주의의 과거 

와 현재를 개관한다. 그에 따르면 백인 우월주의의 퇴조는 20세기 전반 

반유태주의의 부칩과 더불어 세계 전역에서 인종주의가 절정에 도달한 다 

음 후퇴하는 커다란 흐름에 힘을 보태주었다. 그는 인종 격리체제 하의 미 

국 남부와 남아공， 그리고 나치 독일을 “노골적인 인종주의 체제”라 부르 

고， 이런 체제가 쇠퇴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유태인 학살의 참 

상이 드러났고 또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 국가로서 영향력을 얻은 데 있다 

고 지적한다. 신생 독립국들은 냉전으로 인해 소련과 대결 상태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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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덕적 압력을 행사했고， 남아공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켰다는 것 

이다1) 

그렇다면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이나 남아공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과제 

로서 청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변 조만간 청산할 수 있는 과거의 유산인 것 

처 럼 보인다. 물론， 백인 우월주의는 큐클럭스클랜(Ku Klux Klan)이나 아 

프리카너형제단(Akrikaner Broederbond) 같은 단체에서 드러나듯이 아직 

도 일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런 단체는 사회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집단으 

로 취급된다. 백인 우월주의를 비롯해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 

로 인간을 차별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이미 2차대전 전범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남은 일은 “노골적 인 인종주의 체제” 아래서 자행되 

었던 폭력과 비리를 밝혀내고 화해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체제에서 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미국과 남아공 

의 사회 주류에서 널리 수용되어 있다.2) 

과연 인종주의는， 특히 백인 우월주의는， 이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산으로 간주해도 좋을까? 이런 의구심이 인종주의의 부 

활 가능성에 관한 노파심에서 우러나온다고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프레드 

릭슨도 최근 저서에서 21세기 초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인종주의의 변용에 

대해 언급하고 특히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지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종주 

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이것은 과거 식민지를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서 이주한 인구집단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근거로 삼아 차별하는 태도와 

제도를 가리킨다. 프레드릭슨은 생활방식이란 피부색처럼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이가 인종 같은 생물학적 범 

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는 생물학적 

인 차이와 달리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박해를 

1) Fr벼rickson， Racism' A Short History (Princeton, N.].: Princeton Univ. Pr., 2002), 97-
138 

2) 남아공에 관해서는 Nigel Worden, πleM때ng af Modem South Africa, 3d ed. (Oxford: 
Blackwe11, 200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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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하던 중세 인종주의에서 개종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과 같다. 따라 

서， “새로운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근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구집단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보는 근대 인종주의에 포함시킬 

수 없다. 프레드릭슨이 보기에 그와 같은 문화적 인종주의는 이미 오래 전 

에 지나간 시대의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라라 피부색 같은 것을 인 

류를 구분하는 데 이용하는 데서 보이듯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생물학적 인 

종주의의 잔재다. 그러나 이런 잔재도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고객을 찾아 

다니는 세계 자본주의의 공세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3) 이런 프 

레드릭슨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는 인종주의를 본질적으로 생물학 

적 결정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데， 이 전 

제는 요즈음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건전한 관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도 남아 있는 백인 우월주의의 잔재가 인종주의의 후퇴 과 

정에서 형성되는 변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이 의문을 해결하 

기 위해， 인종주의의 역사를， 그것도 가까운 과거를 뛰어넘어 근대 초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종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가까운 

시대의 경험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역사 속에서 보이는 인종주 

의의 다양한 형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글 

은 인종주의 가운데서도 백인 우월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떤 과 

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이에 관해서는 조지 프레드릭슨의 중 

요한 연구 엽적이 있다. 그의 『백인 우월주의--미국과 남아의 역사에 대 

한 비교 연구』는 1981년에 발표되었을 때 대단한 찬사를 받은 저서로서， 

이제 이정표로 간주될 만한 엽적이다.4) 그렇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따라서， 백인 우월주의가 어떤 여건 속에서 탄생 

하고 성장했는가 하는 의문을 중심으로， 프레드릭슨의 견해를 근래의 연구 

3) Fredrickson, Rαcism， 139-150 
4) Frederickson, White 5upremacy: A αmparative 5tudy in Ameri，αm αul 50따h AfricαI 

History (Oxford: Oxford Univ. P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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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비추어 검토한다. 접근방법으로는 북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를 떼 

어놓고 비교하는 동시에 한데 묶어서 이해하는 방법을 취한다. 백인 우월 

주의가 이들 지역에서 가장 철저한 형태로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두 지역 

의 인종주의 체제들이 유럽의 팽창이라는 하나의 큰 조류에서 발생한 산 

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햄 이 사실은 근래의 연구 엽적에서도 흔히 간 

과되고 있으나， 백인 우월주외의 기원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백인 우월주의의 기원， 또는 더 넓게 말해 인종주의 대두 과정을 검토하 

는 데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종주의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인종주의가 어떤 형 

태를 띠고 나타났는지에 관해서 또 인종주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 

인지에 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의 개념에 대해 프 

레드릭슨은 최근 저서에서 상론한다. 그는 요즈음 인종주의라는 용어가 

매우 널리 쓰이면서 생물학적 인 이유보다는 종교적， 문화적 이유에서 외국 

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태도까지 가리키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포 

괄적인 용법이 인종주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 

판한다. 대신，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면서， 이 불평등한 세력관계를 수립하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사람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는 불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때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중세의 반유태주의는 종교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 

들이 개종을 통해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므로 근대적인 의미 

에서 인종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근대 인종주의는 세속적인 세계관에 입각 

해 인구집단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5) 

오늘날 인종주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프레드릭슨의 개념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것은 다른 시대의 인종주의를 포괄하지 못할 만큼 협소한데， 이는 그의 개 

5) Fr때rickson， R，αism，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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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근대 인종주의를 토대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인 

종을 생물학적 범주로 취급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 대두 

한 백인성 연구의 성과에 따르면 이 전제 자체가 근대 인종주의의 산물이 

다. 백인성 연구자들은 인종주의가 인종 개념 위에서 구성된다는 관염을 

비판하면서， 거꾸로 인종 개념이 인종주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인종 개념은 18세기 말에 근대 인종주의가 확 

립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6)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릭슨은 요 

즈음 대두한 문화적 인종주의를 자신의 인종주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현상으로 치부 

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상 문제는 인종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백인 우월주의의 기원을 재검토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필자 

는 백인성 연구를 소개하면서 인종 개념이 유럽의 팽창 과정에서 유럽인 

들이 비유럽인들에 대해 불평퉁한 세력관계를 강제하기 위해서 유럽인과 

비유럽인 사이의 눈에 보이는 신체상 차이를 그런 관계의 근거로 내세움 

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인종 개념이 인종주의 이데 

올로기의 산물이라는 백인성 연구자들의 지적을 수용한다면， 인종주의는 

그런 개념을 형성시키는 정치적 기획 다시 말해 하나의 인구집단이 다른 

인구집단에 대해 위계질서를 강제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본질적 

차이”는 필자의 종래 제안과 달리 신체상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확대된다. 이런 것도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 

해도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취급된다변 생물학적 범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차이들은 개종이나 적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종주의 체제는 흔히 극복의 가능성을 일시적으로 또 

는 소수에게만 열어주고， 다수에게는 대개 막아버림으로써 인종 위계질서 

6) 배영수인종과 민족과 계급의 삼각 관계 백인성에 관한 최근 연구의 함의와 맥락J ， 
『미국학~ 25집 (200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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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립한 바 있다. 따라서 인종이란 다양한 “본질적 차이”를 강조함으로 

써 하나의 인구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위계질서를 강제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회적 범주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인종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 인종주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도 프 

레드릭슨의 시대 및 형태 구분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인종주의의 개 

념에서 프레드릭슨은 차이와 세력이라는 두 요소를 강조하지만， 인종주의 

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후자를 무시하고 차이에 관한 담론에 주목한다. 

그래서 인종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차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인종주의의 

역사를 구분한다. 따라서 이 구분법에서는 인종주의의 가해자가 역사 인 

식의 전면에 부각되는 반면에 피해자는 도외시된다. 이 문제점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인종주의의 역사에서 인구집단 사이에 불평등한 세력관계 

가 수립되는 과정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집단 사이에 존재 

한다고 간주되는 “본질적 차이”는 무엇보다도 그런 세력관계를 수립하거 

나 유지하는 데 동원되는 정당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세력관계의 수립 과정에 주목하면， 인종주의의 역사는 프레드릭 

슨의 주장과 달리 근대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종교적 이 

유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인 

종주의 또는 그 이외에 근대 이전이나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인 

종주의로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프레드릭슨의 견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는 『백인 우월주의』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1830-50년대에야 비로소 형성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보다 대략 200년 전에 유럽인들은 우세한 무력 덕분 

에 남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때서 원주민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고 

노예제를 수립하기도 했다. 프레드릭슨에 따르면， 거기서 백인 우월주의의 

씨앗을 찾을 수 있으나 뿌리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인종적 

편견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먼저 유럽인 원주민 관계를 

다음에는 노예제를 다루면서 제시된다. 

유럽인-원주민 관계에 관해 프레드릭슨은 19세기 중엽 이전에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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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종적 성격이 없었다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먼저 유럽인들이 원주 

민과 접촉을 시작할 때 인종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이들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인류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류를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heathen) ， 또는 문명인과 

미개인(savage)이라는 우열 범주로 나누어 보는 태도였다. 이들 범주는 르 

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인데， 16세기 중엽부터 영국인들 

은 아일란드를 점령하면서 또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 

시아 무역을 확대하면서 실제로 확인했다. 영국인들은 아일란드인들이 기 

독교였음에도 그들을 미개인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인들보다 그 

런 범주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영국인들이 아일란드를 정복하고 토 

지를 점령했으나， 네덜란드인들은 교역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원주민 

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아직 미 

개상태가 관념상 피부색이나 체형과 뚜렷하게 연관되지 않았고， 따라서 근 

대적인 의미에서 ‘인종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7)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미 15세기 유럽에서 인종주의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로버트 바틀레트(Robert Bartlett)는 『유렵의 형성』에서 유럽이 

10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개간과 정복 같은 내적 @ 외적 

팽창을 통해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동질성을 확보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팽창 운동의 대상이었던 변경 지대는 유럽과 다른 이질적인 지역으로 인 

식되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오늘날의 아일란드， 동부 유럽，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 동쪽 연안에서 정복과 식민 활동을 벌이면서， 원주민을 배척하고 

억압하며 타자로 묘사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 

그리고 문명인과 미개인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 

며 일반화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바툴레트는 “유럽의 인종주의척 。 식민주 

의적 태도 및 제도는 중세 세계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8) 더욱이， 제임 

7) Fredrickson, White Supremacy, 3-21 인용은 15쪽 
8) Bartlett, The Making of Europe: Conquest, Colonization and αtltural Change, 

950-135η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 1993). 인용은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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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위트(James H. Sweet)는 근대 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인종주의의 직 

접적인 기원이 15세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거 

기서는 이미 8세기부터 무슬림들이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9세기 

에는 노예 가운데서도 흑인에게는 개간이나 채광 같이 힘든 일을 시키는 

반면에 백인에게는 가사를 돌보게 하는 등， 흑인보다 백인을 선호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기독교도들은 이미 피부색이 짙으면 신앙심이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색에 관한 선호 의식을 무슬림 

들로부터 쉽사리 받아들였다. 더욱이 15세기 중엽부터 지중해에서 노예무 

역이 쇠퇴하자， 그들 가운데서도 포르투갈인들은 노예를 구하기 위해 서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 왔고 그 결과로 흑인 노예제가 수립되었 

다.9) 

스위트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에서 인종주의를 발견한다. 포르투 

갈인들이 생각해낸 논리는 흑인들이 전쟁 포로로서 생명을 건지는 대신 

노역에 종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황은 비기독교 지역을 정복하고 

그 주민을 노예화시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일부 사제들은 성서를 

인용하며 흑인이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검은 피부색을 갖게 되었다고 주 

장했다. 15세기 말에 이르면， 교회는 무슬림과 달리 흑인은 기독교를 받아 

들인 경우에도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흑인은 이교도인 

무슬림보다 열둥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포르투갈에서 개발 

된 이데올로기가 15세기 후반에 거기서 수출된 10여만 명의 흑인 노예와 

함께 유럽으로 유포되었다. 그것이 19세기 인종주의처럼 정교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인류를 인종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관념 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종 없는 인종주의”라고 부르면서， 

스위트는 이렇게 말한다. “18-19세기 사이비 과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삼아 인류를 분류하는 방법 덕분에 인종주의는 확고한 정당성을 얻게 되 

었으나， 인종 과학은 이미 수세기 동안 발전해온 생물학적 관념을 강화시 

9) Sweet, “The Iberian Roots of Arnerican Racist Thought," Will따m and Maη Quarterly, 
3d Ser., 54: 1 (Jan. 1997): 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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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을 뿐이다 "1이 

그러나 프레드릭슨은 인종주의가 근대에 와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백인 

우월주의는 19세기 초에 와서야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북아메리카의 경 

우， 영국인들은 1607년 버지니아에 식민지를 수립하고 그것을 영국 영토 

의 일부로 취급하며 정착지로 개발하고자 했다. 그들은 알곤킨(A1gonqUÌn) 

인들에게서 옥수수를 비롯해 식품을 얻고 모피와 가죽을 사들이며 정착 

초기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주민을 개종시키고 교육시키 

면 버지니아 사회로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620년대부터 담배 

를 수익 작물로 재배하면서 많은 토지가 필요하자， 그리고 이후부터 이주 

민이 크게 늘어나 원주민에 비해 우월한 세력을 확보하자， 원주민을 속이 

거나 죽이고 토지를 빼앗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리고 원주민을 미개인으 

로 간주하고 그 토지를 미개간지로 취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복 정책을 

합리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메리차를 미개 단계에서 문명 단계로 발 

전시키고 있으며， 변경 지대에서 벌어지는 원주민과의 갈둥은 진보에 따르 

는 고통이라고 믿었다. 이 신념은 아메리카인들이 영국의 중상주의적 규 

제에 저항해 독립 국가를 수립함에 따라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틀은 

1820년대에 오면 원주민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포기하고， 토 

지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모두 서부로 이주시킨 다음 내륙을 

개발한다는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다. 프레드릭슨은 여기서 북아메리카 백 

인 우월주의의 기원을 찾는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원주민을 말살하는 대신 백인 사회에 통합하고 지배 

하는 백인우월주의가 형성되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652년 동인도 

무역선을 위해 희망봉에 중간 보급기지를 건설했고， 코이코이(KhoikhoD인 

들과 교역하면서 소와 양을 얻었다. 그러나 원주민은 가축을 재력과 지위 

의 토대로 여겼기 때문에， 무역선에 필요한 만큼 가축을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는 네덜란드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가축을 사육 

하고 물품을 공급하게 했다. 그렇지만 버지니아와 달리 이민을 적극적으 

10) lbid.,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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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려하지 않고， 보급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만 이민을 받아 

들였다. 이들은 처음에 케이프타운과 그 주변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했고， 

나중에 합류한 프랑스계 · 독일계 이주민과 함께 농부를 뜻하는 보어 

(Boer)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점차 이동방목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넓은 초원을 찾아 내륙 지방으로 이주했다. 이목 농부(trekboer)들은 미국 

과 달리 원주민을 말살하는 정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부족한 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리가 톡톡 끊어져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고 호텐토트(Hottentot) ct 부르며 경멸하던 원주민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달리 그들이 대체로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기보다 

는 자급자족에 만족했기 때분이다. 그래도 백인-원주민 관계는 변경 지대 

의 빈번한 충돌로 인해 악화되었다. 동인도회사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 

고 케이프 식민지에서 북쪽이나 동쪽으로 이주하는 이목 농부들이 늘어났 

고， 그에 따라 부쉬맨(Buslunan)으로 불리기도 하는 산(San)인들과의 충 

돌이 잦아지고 인종적 편견도 심화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19세기 초에 영 

국이 케이프 식민지를 장악하고 동부 이주를 억제하자， 이목 농부들은 영 

국에 대해 반감을 품고 스스로 아프리카너(Afrikaner)라 부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립했다. 프레드릭슨은 그렇게 형성된 아프리카너 민족주의가 

백인 우월주의의 기원이라 본다11) 

그러나 프레드릭슨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아메리 

카의 경우， 프랜시스 제닝스(Francis Jennings)가 이미 17세기 초부터 영 

국인들 사이에서 인종주의적 관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아일란드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원주민의 이미지를 바꾸었다. 원주민과 교역해서 수익을 얻던 때는 원주 

민을 동반자로 보았고， 토지를 놓고 그들과 다투던 때는 사악한 존재로 보 

았으며，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원주민의 

용맹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는 원주민을 묘사하는 데 자주 쓰이 

던 savage라는 단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래 이 단어는 자연의 아 

11) Fredrickson, White S때remacy，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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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을 묘사하는 데도 쓰일 만큼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1620년대부터 프랑스어 sauvage처럼 짐송 같은 사나움을 가리키는 데 쓰 

이기 시작했다. 버지니아인들은 담배 재배에서 수익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를 계 

기로 원주민을 비하하는 데 savag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비슷 

한 시기에 매서추세츠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얼마 뒤에는 원래의 

뜻이 새로운 뜻으로 대체되었다. 그에 따라 원주민에게서 인간성과 토지 

를 함께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럽인들은 스스로 토지를 경 

작하는 문명 언으로 보는 반면에， 원주민이 짐승에 가까운 존재로서 땅을 

갈아먹을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2) 

더욱이， 이런 위계질서의 형성이 엄청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녕스가 강조하듯이， 유럽인들은 토지를 얻기 위해 원주민 

을 제거해야 했다， 17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인구는 대략 1천만 명 

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치는 유럽에서 전파된 질병 때문에 그 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크게 감소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19세기 말까지 단속 

적으로 이어진 물리적 충툴에서 희생되었다. 실제로는， 이미 1810년대에 

원주민은 백인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없을 만큼 세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종족 말살은 변경 지대에서 미국의 독특한 문명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학 

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랫동안 경시되어 왔다.13)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미국의 인종관계와 국민 정체성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남아프리카와 

비교해 보면， 북미 원주민은 결국 백인 사회에 통합되지 않았고， 또 그렇 

기 때문에 인종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담당했다. 바꿔 말해， 그 

들이 백인 사회에서 배제됨에 따라 미국의 인종관계는 흑백 이분법을 중 

12) Jennings, πJe lnvasion of America: lnd따15， α10.η따lism， αuithe αntof αnquest 

(New York: Norton, 1976), 특히 58-84쪽. 
13) Frederick Jackson Tumer, Rereading Frederick ßα:kson Tumer: 안ñe Sign힘canceof 

the Frontier iη Ameri∞n HistOlγ" and Other Essays (New York: Henry Holt, 1994); 
Richard W. Et띠밍n， Does the Frontier Experience Make American Exceptional? 
(Boston: Bedford!St. M따ti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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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로널드 타차키(Ron머dT때때i)는 미국의 

백인들이 원주민에 대한 종족 말살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원주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유럽에서 

이주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아메리카의 자연과 문화에 호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윷 살육하고 토지를 박탈하면서도 백인 정착 

지의 지명에 원주민의 용어를 채용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난관에 봉착하 

게 되었다. 이 난관을 넘기 위해 백인들은 원주민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백인을 그 희생자로 묘사하는 자기기만의 방법을 이용했다. 이 방법은 원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수반했고 그것은 19세기 미국에서 백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14) 

남아프리카의 경우， 프레드릭슨의 해석에 도전하는 새로운 해석이 제기 

되어 있다. 1996년에 발표된 뒤 대단한 찬사를 받은 『식민지 시대 남아프 

리카와 인종질서의 기원』에서， 티머시 키건(Timothy Keegan)은 백인 우 

월주의의 기원을 변경 지대에서 형성된 아프리카너 민족주의 대신 영국의 

제국주의에서 찾는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백인 우월주의가 보어인들이 정 

착했던 변경 지대에서 시작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피부색에 대해 편 

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종적 배타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 배타성을 인종 위계질서로 전환하고 또 그것을 남아프리카 전역으 

로 확대하려는 의지나 능력은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런 의지와 능력은 영 

국 정부가 지니고 있었다. 영국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원정에 대한 대 

응 조치의 일환으로 케이프 식민지를 포함해 많은 지역을 점령했는데， 과 

거와 달리 이들 지역에 대해 중상주의적 규제를 가하지 않고 영국과의 교 

역을 활성화시키는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그에 따라 케이프 식민지 

는 영국의 거대한 교역망에 편입되었고 무역 수지를 맞추기 위해 포도주 

와 양모의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넓은 토지와 더불어 많은 노 

동력이 필요했고， 그 대책으로 식민지의 동부 경계선을 넘어 코사(강lOsa) 

14) T，밟하ci， lroη Cages: Race αld Culture in 19th-Century Ameriro (New York Oxford 
U띠v. Pr, 1땐)， 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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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서 토지를 빼앗고 그들을 백인 농장에서 일하게 만들었다. 그들 

은 1잃4년 노예제의 폐지에 따라 지위의 개선을 기대했으나， 다시 노예상 

태에 빠지게 되었다. 식민지 정부는 1841년 노동체제의 안정을 위해 주인 

과 하인의 관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하인의 노동계약 파기는 물 

론이요 심지어 명령에 대한 불복종까지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했던 것이다. “그 법령의 취지는 인종 위계질서를 지원하고 유색인 노동자 

의 종속을 보강하며， 나아가 노동자 가족 내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 

도 강화하는 데 있었다 "15) 이런 노동체제는 상엽적 농업의 발전에 따라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말에 시작된 광산 개 

발로 말미암아 산업 부문에서도 확립되었다. 따라서， 키건은 20세기 남아 

프리카의 백인 우월주의는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키건도 프레드릭슨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에게 백인 우 

월주의의 형성을 이해하는 관건은 인종적 편견과 질서가 남아프리카 전체 

에 걸쳐 확립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키건은 피부색에 관한 편견이 

이미 네덜란드 지배 아래서도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경시한 

다. 왜냐하면 그도 인종과 인종주의에 관해 프레드릭슨처럼 협소한 개념 

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건은 네덜란드 지배 아래서 인종적 편견이 

인종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종을 가리키는 명시적 

인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신체적인 특색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특 

질 이 반감의 대상이 었으며 사람들을 구분하는 데 인종적 인 관점 이 일차적 

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16)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종과 

인종주의의 개념을 넓게 잡는다면 키건의 해석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더 

욱이， 키건은 인종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프레드릭 

슨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관계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 

15) Kægan, Colonial South Africa and the Origins of the Rac띠1 Order (Charlottesville: 
Univ. Pr. of Virginia, 1996). 인용은 126쪽， 

16) Ibi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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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지니고 있다. 프레드릭슨은 인종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퇴영 

적 반응으로 본다. 그의 해석에서 이목 농부들은 영국의 지배 아래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상업적 농업을 외면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면서，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원주민에게 인종질서를 강요했다. 

반면에 키건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인종주의의 대두를 수반했다고 생각한 

다. 그의 해석에서 영국은 새로운 제국주의에 따라 상엽적 농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토지와 노동력을 얻기 위해 원주민에게서 생산 

수단을 빼앗으며 부자유 노동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인종주의 사이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태도는 1944년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가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를 발표한 이래 학계에 널리 확산되었 

다.17) 그러나 로버트 바툴레트나 제임스 스위트가 인종주의의 기원을 추 

적하면서 역설하듯이， 인종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부터 존재했 

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키건과 프레드 

릭슨은 차라리 인종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는 1670년대에 유럽인과 원주민의 불평등한 관계가 

제도화되었다. 이미 1659-60년에 네덜란드인들은 묘이코이인들과 처음으 

로 벌인 전쟁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한 바 있는데1 깨년대에 들어오면 

이를 원주민을 동인도회사의 통치권 아래로 편입시킨 데 이어 두 번째 전 

쟁을 통해 다른 원주민 부족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그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도 장악했다 18) 그 결과 코이코이인들이 케이프 식민지에서 

노동에 종사하면서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에 통합되었다. 기존 사회구 

조는 1650년대부터 회사 직원과 자유 주민 그리고 뒤에서 상론할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주민은 노예와 다름없는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 

17) WilIiams, Capitalism and S/aveTγ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 1994). 
18) Richard Elphick and V. C. Malherbe, “The Khoisan to 1828," ηle Shaping of South 

Africrm Society, 1652-1840, revised ed., eds. Richard Elphick and Hennan Giliomee 
(Middletown, C.T ’ Wesleyan Univ. Pr., 198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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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형식상 자유인이었으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동원되 

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구분은 법령으로 규정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신체 

상 차이와 일치했다. 회사 직원과 자유 주민은 거의 모두 백인이었고， 노 

예는 아시아인이 아니면 마다가스차르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서 끌려온 사람들로서 검은 색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원주민은 짙 

은 갈색 피부를 지냐고 있었다 19) 법적 구분과 신체상 차이는 또한 사회적 

인식과 합치했다. 네덜란드인들이 원주민을 노예보다 더 경멸했던 반면에， 

원주민은 무력에 압도당해 유랩인들이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2이 

물론， 네덜란드인들의 인식은 체형보다는 체취나 복색， 또는 관습 같은 문 

화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21) 그러나 17셰기 케이프 식민지에서 생 

물학적 인종 개념이 필요했을지 의심스렵다. 그곳의 사회질서는 프레드릭 

슨이 묘사한 것과 달리 인구집단 사이에 거의 교류가 없었을 정도로 엄격 

했기 때문이다.22) 바꿔 말해， 유럽인들은 생물학적 인종 개념에 호소할 필 

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묘로 17세기 말 케이프 식민지에서 인종주의는 

사회질서의 기초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 지대는 프레드릭슨이 설명하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 백인 우월주의 

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프 식민지에서 형성된 인종질 

서는 변경 지대에서 다른 원주민 집단으로 확산되었는데， 그것은 프레드릭 

슨이 묘사하는 것보다 완만하고 폭력적인 과정이었다. 프레드릭슨이 주목 

하는 1836-40년의 대이동(Great τrek)은 1815년부터 l잃4년까지 지속된 

이주 운동의 일환이었다 대이동은 부분적으로 영국의 정책에 대한 반발 

19) Gerrit Schutte, “Companyand Colonists at the Cape, 1652-1795," Elphick and Giliomee, 
어s. ， Shaping of SO[αh African Society, 잃3-323. 

20) David Northrup, Africa낭 Discovery of Europe, 1450-1850 (Oxford: Oxford Univ. Pr., 
2(02), 3-23 

21) Richard Elphick and Herman Giliomee, “The Origins and Entrenchment of Euro뼈an 
Dominance at the Cape, 1652-c. 1없0，" Elphick and Giliomee, eds., Shaping of South 
African Soα’ety， 521-566. 특히 524-532쪽， 

22) Richard Elphick and Robert Shell, “Intergroup Relations: Khoikhoi, Settlers, Slaves and 
Free Blacks, 1652-1795," Elphick and Giliomee, eds., S，따rpÎng of South African Society, 
1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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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되었지만，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이 민족 

주의적 색채를 얻은 계기는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내륙 이주민 

들이 독립 국가를 꿈꾸면서 자신들의 출발점을 채색한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20세기 전환기에 있었던 영국-보어 전쟁을 통해 강화되었고， 

또 남아프리카의 역사 서술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잃) 더욱이， 19세기의 

이주 운동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했으나 18세기 내내 지속된 케이프 

식민지의 팽창 과정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팽창은 폭력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목 농부들은 17세기 중엽부터 식민 

지 경계선 너머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18세기에 

들어오면 조직적인 운동으로 바뀌었다. 이목 농부와 원주민 사이에 가축 

소유권 분쟁이 자주 벌어지자 동인도회사는 이목 농부들이 회사 수비대를 

통원해 원주민에 대응할 수 있게 허용했다. 1701년부터는 이목 농부들을 

비롯해 자유 주민들이 수비대에 합류했는데， 이들은 곧 주도권을 잡고 케 

이프 식민지에 편입되어 있던 코이코이인들을 전투에 동원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특공대 (conunando)는 이주민-원주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했다. 특공대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 

되면 언제나 소집되었다. 그 목적은 원주민으로부터 가축을 약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자와 아동을 남치해 노역에 종사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 

렀다. 그리고 이 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주민 남자들은 저항하든 그렇 

지 않든 간에 학살했다. 남자들은 생포해 노역 에 종사하게 한다 해도 통제 

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죽임으로 

써 토지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공대는 이목 농부 

23) Norman Etherington, The Great Trecks: ηJe Tranψrmation of Southem Africa, 1815-
1854 (Harlow, England: Pearson 많ucation， 2001l. 특히 340-싫4쪽; Andre Du Toit, “No 
Chosen People: The Myth of the Calvinist Origins of Afrikaner NationaJism and Racial 
Ide이ogy，" American Historical Revieω 88: 4 (Oct. 1없3): 920-952; Herman Giliomee, 

“Constructing Afrikaner Nationalism," South Africa: The Limits of R적form Politi.α， ed. 
Heribert Adam (Leiden: E. ]. Bri11, 1983), 83-98; H하man Giliomee, “The Beginnings of 
Ethnic Consciousness, 1850-1915," The Creation of Tribalism in Southem Africa, ed. L. 
Vail (μndon: ]ames Currey, 198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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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자립의 상징이었으나 원주민에게는 폭력을 의미했다.갱) 그런 폭력 

은 1770년대부터 더욱 악화되었고， 원주민은 반란으로 저항했다. 영국은 

그런 긴장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처음에는 유럽인들의 이주를 억제했으나， 

얼마 뒤에는 원주민에 대한 폭력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1811-12년 식민지 

총독 캘리던(Caledon) 백작은 동부 경계선 너머로 정규군을 파견해 처참 

한 살육전을 벌인 끝에 2만명 가량의 코사인들을 추방했다. 런던 정부에 

보내는 펀지에서 이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 미개인들의 마음 속에 

적절한 정도의 공포감과 경외심을 심어놓는 데 필요한 듯이 보이는 만큼 

만” 피를 흘리게 했다고 썼다.정) 이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유럽인들은 원 

주민을 “내부의 적”으로 보게 되었고 이는 인종관계에 온정주의적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불안을 가져왔다.26) 

잔혹한 폭력으로 나타난 불평등한 세력관계는 백인 우월주의의 기원으 

로서 유럽인-원주민 관계뿐 아니라 노예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 

하다. 프레드릭슨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노예제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 

었다. 북아메리차에서는 노예가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백인들의 지위도 

소유하는 노예의 수효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남아프리카에서는 노예가 다 

수 백인들에게 분포되었고 또 인종의 혼합도 상대적으로 활발했다.잉) 그 

래도 두 지역에서 인종 노예제는 백인의 태도에 비슷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것은 “백인은 원래 주인이자 특권 집단의 일원인 반면에 비백인은 태어나 

면서부터 하인이요 열둥한 존재라는 관념을 확립시키는 데 다른 어떤 단 

일한 요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쳤다"잃) 

24) 닮n맹e Terreblanchξ A History cf lne뼈ity 띠 없따l 째iCQ， lfl52-:1χ!2(Pi없maritz뼈g; 

U띠V‘ of Natal Pr., 2(02), 164-170. 
25) Ben Maclennan, A Proper Degree cf Terror: j.빼1 Grarom and the Ú1pe’'s Eastem 

Frontier (Johannesburg: Ravan, 1잃6) ， 128쪽에서 재인용. 

26) Susan Newton-King, “The Enemy Within," Br.αl1âng the Chains: Slavery αld lts 
Legacy in the Nineteenth-Century Cape αlony， eds. Nigel Wordon 없d Clifton Cr혀S 

(Johannesburg: Witwatersrand Univ. Pr., 1994), 225-270‘ 

27) 식민지 시대의 남아프리카가 인종 혼합을 용납하지 않던 엄격한 사회였다는 점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주 22에서 언급한 Elphick and Shell, 피Jtergroup 

Relations"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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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슨은 먼저 노예제의 성 립 과정에 대해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노예제는 북아메리카에서나 남아프리카에서나 같은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도입되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풍부하지만 노동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더욱이， 유럽인 이주민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또 원주민을 완전히 예 

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저항 역량을 대부분 

상실하는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린 결과였다. 17세기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는 노예제가 없었으나， 이는 노예를 수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버 

지니아는 1660년대부터 노예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 

하기 시작했고， 케이프 식민지는 네덜란드의 아시아 식민지에서 제정된 법 

령을 도입하고 또 노예에 관한 규정을 많이 담고 있는 로마법의 전통에 

의지해 처음부터 노예제를 언정했다. 

프레드릭슨의 해석에서 초점은 노예제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에 있다. 그 

는 버지니아와 케이프 식민지는 노예화에 관해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 

었다고 생각한다. 노예들은 무엇보다도 법률과 문화의 측면에서 지위가 

취약했기 때문에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7세기 영국이나 네덜란드 

에서 노예무역이 허용된 근거는 그들이 매매 이전부터 출신 지역의 법률 

이나 관습에 따라 노예로 취급되었다는 견해 또는 포로나 죄인은 처형하 

는 대신 노예화시킬 수 있다는 전통적 원칙에 있었다. 이런 견해나 원칙은 

많은 흑인들이 유럽인에게 납치 당해 노예화되었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 

이었으나， 노예무역을 합리화하는 근거로서는 유용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기독교도는 하느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독교도 

들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예들이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하게 되었다. 물론，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노예화 근거 

로서 중요하지 않았다. 케이프 식민지에서는 노예들이 노란 색이나 검은 

색 피부를 지니고 있었고 또 갈색 피부를 가진 원주민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피부색과 예속 상태의 관계는 일정치 

28) Fr<려rickson， White Supremacy, 54-93. 인용은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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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종적 편견은 노예제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아니었다. 

노예제의 성립 과정에 대한 프레드릭슨의 견해는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을 만하다. 노예제의 도입 배경에 관해서， 그는 비교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설명함으로써 분명히 종래의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렇 

지만 노예제가 도입된 이데올로기적 토대에 관해서는， 그의 견해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1619년부터 노예가 존재했지만， 그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노예들 가운데 일부는 백인 

하인처럼 일정 기간 노역을 수행한 다음에， 또는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해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윈쓰럽 조던(Winthrop D. Jord없1)은 이런 증거 

가 너무 단편적이어서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검은 피부색에 대한 

영국인들의 편견으로 미루어볼 때 처음부터 인종 노예제가 수립되었을 것 

으로 추정한다.29) 이를 비판하면서 프레드릭슨은 피부색에 대한 감정이 

영국인들 사이에서 일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인의 이미지에서 

도 하나의 측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아프리카인들 

이 미개인이요 비기독교도라는 인식이 더 중요한 촉면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식민지에서 비기독교도들을 노예화시키는 데는 법률 

상으로나 관념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런 측면들은 서로 겹쳐 있었지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하고 각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의심은 케이프 식민지의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 거기서는 18세기 

에도 인종을 가리키는 정교한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 아직도 쓰이고 있는 

“유색인" koloured)은 19세기 중엽에 동장한 단어로서， 노예제가 철폐된 뒤 

29) Jordan, White over Black’ Ameriam Attitudes toward the Negro, 1550-1812 (Chape! 
Hill: Univ. of North Caro\ina Pr., 1잃8). 조던과 다른 해석을 제기하면서도 인종주의를 
노예제의 기원으로 강조하는 최근 연구 업적으로는 다음을 보라. Theodore W. Allen, 
ηJe lnvention of the White Race, 2 vols. (London: Verso, 1994-면); Alden T. Vaughan, 
Roots of Ameriam Raα:sm' Es왜IS O.η the αlon띠1 Exprience (New Y ork: Oxford 
Univ‘ Pr., 1없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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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후예들을 원주민과 구분해 가리키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그때까 

지 유색인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두 흑인으로 간주되었고， 혼혈인을 가리 

키는 용어도 잘 쓰이지 않았다. 물론，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피부색의 차이 

는 분명하게 인식되었고 또 피부색에 대한 선호도 뚜렷했다. 그런데도 인 

종을 구분하는 정교한 용어체계가 발전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개인의 성명 

에 출신지를 포함시키는 네덜란드의 오랜 관습 덕분에 성명만으로도 개인 

의 신분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프레드릭슨의 주장과 달리 인종적 사고 

방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종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0) 

더욱 중요한 것은 프레드릭슨이 북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노예제가 

수립된 커다란 맥락을 무시한다는 데 있다. 그는 노예제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원을 근대 유럽의 팽창에서 찾는다. 여기서 

그의 관심은 유럽인들이 노예화를 어떻게 정당화시켰는가 밝히는 데 집중 

되어 있다. 그런 탓인지 그는 노예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가능했는 

지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은 그의 관심사를 넓은 시야에서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아메리카와 남아프리차에서 노예제가 수립된 과 

정과 요인은 유럽의 팽창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우월한 무력으로 압축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수입펀 노예들은 근대 유럽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포와 대형 범선을 갖추고 다른 지역에서 원주민을 정복하면서 확보한 

노동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지역에서 각각 유럽의 침략에 저항하던 

원주민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바꿔 말해， 북아메리카와 남 

아프리카의 노예제는 유럽과 다른 대륙 사이의 불평등한 세력관계의 연장 

선 위에서 수립된 제도인 것이다. 버지니아와 케이프 식민지에서 노예제 

의 출발점이 노예무역에 있었다고 해도， 그런 세력관계는 여전히 중요하 

다. 왜냐하변 노예제는 불평등한 세력관계와 그것이 구체화된 폭력 속에 

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세력관계는 두 지역에서 노예제 

30) James C. Annstrong and Nigel A. Worden, “The Slaves, 1652-1잃4，" Elp비ck and 
Giliomee, eds., Smping af South African Society, 109-183. 특히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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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립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맥락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폭력은 중세부터 유럽인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인종관계가 수립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이 북아메라카와 남아프리카에 

서 수립된 인종 노예제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레드릭슨은 그와 같은 맥락을 경시하고， 노예제의 이데올로기 

적 토대가 문명인/미개인 내지 기독교도/비기독교도이라는 전통적 이분법 

에서 인종적 편견으로 바뀌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그 과정은 

북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버지니아에서 

는 그런 변화가 1뻐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일어났다. 흑인 노예는 개종 

여부와 관계없이 예속 신분에새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을 비롯해 인종 노 

예제에 필요한 법령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다. 케이프 식민지에는 노예제 

를 뒷받침하는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버지니아처럼 따로 규정을 만들 펼 

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노예가 개종을 통해 해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 

예에게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를 허용하면서도 기독교는 전도하지 않았 

다. 결국， 1792년 어느 교회에서 노예는 개종해도 예속 신분을 유지한다고 

선언했고， 그로부터 20년 후에는 영국 정부가 노예는 개종 여부와 관계없 

이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프레드릭슨이 

보기에 “이제 종교앞 인종이 아니라 오직 인종만이 노예 계급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표지가 되었다”는 것을 뜻했다.31) 이런 변화가 버지니아에 비해 

한 세기 이상 지체되는 동안， 유럽인들은 구분의 표지로 종교적 · 문화적 

차이를 강조했으며， 그 결과 남아프라차의 백인 우월주의에서 문화주의적 

전통이 형성되었다. 

프레드릭슨의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그는 인종적 편견이 대 

두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지나치게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버지니아에 

서는 분명히 17세기 말부터 전통적인 이분법이 쇠퇴하는 반면에 혈통을 

31) Fredrickson, White Supremacy, 84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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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용어들이 쓰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인종적 편견의 동장을 입 

증하는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인들이 오랫 

동안 전통적 이분법에 의지해 인종관계를 인식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종적 펀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혈통을 가리키는 

용어들은 오히려 노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동원된 방법으로 보인다. 노 

예제는 다른 사회에서도 흔히 종모법(從母法)을 비롯해 혈통을 근거로 확 

대되었고， 또 17세기 말 북아메리카는 백인 하인의 공급 감소로 인해 심각 

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32) 

다음으로， 프레드릭슨은 생물학적인 인종적 편견이 발전한 맥락을 경시 

한다. 그런 펀견은 18세기 중엽부터 이른바 “과학적 인” 인종 개념 이 형 

성 · 유포된 다음에 대두했고， 또 19세기 미국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프레드릭슨 자신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인종 개념은 1735년에 스웨덴 

의 박물학자 칼 린네우스(Carl Linnaeus)가 인류를 영장류에 속하는 하나 

의 종으로 보고 그것을 다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 데서 나타났 

다. 그 뒤를 이어 1776년에는 형질 인류학의 시조로 불리는 독일의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하(Johann Frieclrich Blumenbach)가 인류를 57ß 인종 

으로 분류하며 백인에서 흑인까지 이르는 인종 위계질서를 주장했다，33) 

그렇지만 프레드릭슨은 그런 편견이 어떤 맥락에서 발전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다른 연구 성과에 의하면， 생물학적인 인종 담론은 미국의 남부 

백인들에게 유용한 도구였다.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 따라 노예 해방 

론이 제기되자， 그들은 노예제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 

문이다. 더욱이， 1830년대에는 노예제 폐지운동에 맞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논리가 필요했다. 이른바 “과학적 인종주의”는 바로 그런 필요에 

32) Oscar Handlin 뻐d Mary F. Handlin, “Origins of the Southem Labor System," Williαn 

αu1 Mαγ Quarterly, 3d Ser., 7: 2 (Apr. 1950): 199-222; Russell Menard, “From 
Seπants to Slaves: The Transformation of the Chesapeake Labor System," Southem 
Studies 16: 4 (Winter 1977): 355-390; David W. G혀enson， White Servitude in Colonial 
Amerim: An Economic Anolysis (New York: Cambridge Univ. Pr., 1981). 

33) Fredrickson, Racism,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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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미국에서 형성된 조류로서， 나중에 영국으로 수출되고 또 세계로 확 

산되었다，34) 그렇다면， 생물학적 전통은 미국 인종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레드릭슨은 거기서 인종주의의 개념을 도출할 만 

큼 그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하지 못하는 듯하다. 

끝으로， 프레드릭슨은 오히려 남아프리차의 문화주의적 전통을 특징적 

인 현상으로 보고 설명하지만 그런 전통이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경시하 

고 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 상태가 남아프리카 

원주민에게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그들은 북아메 

리카 원주민과 달려 백인 사회로 통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노예 

화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초부터 특공대에 생포된 원주민은 강제 노역에 

투입되었는데， 특히 아동은 음식과 의복 이외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강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식민지 정부는 18세기 말에 

이런 관행을 제도화시켜 원주민 아동을 일종의 농노로 둥록하게 하고 매 

매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대부분 풍록되지 않았고， 일부는 심지어 매매 

되기도 했다，35) 이런 노예 상태는 X없4년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지속되 

었다. 식민지 정부는 해방 노예틀을 4년 동안 “견습생”이라는 이름 아래 

종전의 주인에게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우선， 해방과 

동시에 부랑자 단속령을 공포해 1828년에 폐지되었던 통행증제도 대신에 

해방 노예와 원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압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식민 

지 정부는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841년에 

는 주인 하인관계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하인의 “비행”을 사법 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예와 

노예 소유주 사이의 관계를 연장시켜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1851년에는 무단접유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 공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토 

34) 버나드 베일린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배영수 역 (새물결， 1體)， 271-286; 
Williarn Ragan Stanton, The Leopard’'s Spot: Scientific Attitude t，αoord Race in 
America, 1815-59 (Chicago‘ Univ. of Chicago Pr., 1없0); Stephen Jay Gould, 1끼'he 
Mism∞sure of Mα1 (New York: Norton, 1981). 

35) Terreblanche, History of 1neql따lity，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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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노예는 물론 

이요 원주민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령의 취지는 해방 

노예와 함께 원주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임금노동에 종사하도 

록 강제하는 데 있었다.36) 

프레드릭슨은 국가가 상이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도 경시한다. 그의 

지적처럼 노예제는 인종질서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나， 그 영향은 

국가의 역할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노예제가 

통치권을 지니고 있던 동인도회사를 통해 도입되고 유지되었으며， 통치권 

을 이어받은 영국 정부에 의해 폐지된 다음에 원주민에게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일정한 방향으로 수행되었다，37) 반면에 북아메리카 

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혼란스러웠고 또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국 

가는 노예제를 인정하면서도 19세기 초부터 노예무역을 금지했고， 결국에 

는 노예제를 놓고 내전을 벌인 끝에 폐지했다. 그리고 흑인의 참정권과 시 

민권을 보장하며 인종질서를 변경하고자 시도했다가 포기 했고， 노예제를 

대신해 남부에 수립된 백인 우월주의 체제를 지원하기까지 했다.잃) 더욱 

이， 국가는 일부 지역에서 노예제를 법령으로써 뒷받침하면서도 이 제도의 

유지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에서 노예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사유재산이었으므로， 일차적으로 노예 소유주가 지배하는 

사적 영역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남아프리카에 비해 자본주의가 훨 

씬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부르주아지가 휠씬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 

문이다. 여하튼， 노예 소유주들은 남아프리카와 달리 기업가처럼 노예제를 

36) NigeJ Worden, “Between Slavery and Freedom: The Apprenticeship Period," Worden 
and Crais, eds., Br.α1king the αlClins， 117-144; Robert Ross, “‘Rather Menta1 than 
Physic머’ Emancipations and the Cape Economy," Wordon and Cr벼s， eds., Bre.따ing 
the Chzins, 145-167 

37) Nigel Worden and Clifton Crais, “Introduction," Worden and Crais,. eds., Breaking the 
αlClins， 1-23. 

38) Eric Foner, Notfúng But Freedom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 Pr., 1983); 
Roger L. Ransom and Richard Sutch, α1e Kind of Freedom’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Emanααztion (New York: Cambridge U띠v. Pr., 1977); C. Vann 
Woodward, πJe Strange Career of Jim Crow (New York: Oxford Univ. Pr.,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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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면서 이 제도의 운명에 관해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 했다.잃) 

프레드릭슨이 경시한 사회적 맥락은 또한 케이프 식민지에서는 노예제 

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거기서는 미국과 달리， 노예 

를 소유한 백인과 그렇지 않은 백인이 노예제에 관해 날카롭게 대립한 적 

이 없었다. 노예제는 처음부터 식민지 정부가 인정한 제도였고， 노예도 백 

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더욱이， 케이프 식민지는 미국혁명 같은 사건을 겪지 않았다. 거기서 백인 

들은 독립과 건국의 과정을 거치며 노예제를 비롯해 사회조직을 근본적요 

로 재검토하는 경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노예제 폐지를 요구하 

는 영국의 개혁운동이 남아프리차까지 파급되고 영국 정부가 노예제를 폐 

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조차도， 케이프 식민지의 노예 소유주들은 본 

격적인 저항운동을 벌이지 않았다. 그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에 

의지해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다. 그렇지 않 

으면 차라리 내륙으로 이주함으로써 영국의 해방 조치를 회피했다. 바꿔 

말해， 그들은 노예제 반대론자를 상대로 노예제를 옹호하는 논리를 개발하 

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백인 우월주의가 북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상이한 전 

통을 따라 대두했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노예제에 관한 논쟁은 미국에서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발전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다. 노예제 반대운동이 

확산되는데도 국가의 역할이 혼란스럽고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남부의 노 

예 소유주들은 노예제를 자연질서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이데올로기에 경 

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차에서는 그런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제 폐지를 요구하는 백인이 아니라 예속 상태에 있 

39) Kenneth M. Stampp, ηle Peαd띠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Vintage, 1956); Robert W. Foge! and Sta띠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πle Economics o[ Ameriam Negro Slavery (Boston: Little, Bro빼， 1974); Eugene D 
Genovese, Roll, Jordan, Ro/l: The World the S/aves Made (New York: Pantheon, 
1면4); James Oakes, The Ruling Race: A Historγ of Ameríam S.따Jeholders (New 
York: Vintage,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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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노예와 원주민을 상대로 인종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에게 

는 정교한 이 데올로기， 특히 생물학적 결정론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 

다. 정교한 이데올로기는 차라리 영국에서 파견된 식민지 정부와 이주민 

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쓸 확립하는 데 필요했다. 네덜란드인들을 비 

롯해 남아프리카에 먼저 정착했던 유럽인 이주민은 노예제나 원주민에 대 

한 영국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요 상업주의적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던 

영국인 이주민에 대해서도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꼈다. 그런 감정은 나중 

에 그들이 독자적인 언어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영향과 함께 자신들을 

아프리카너로 부르며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 

미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던 노예들을 상대로 그런 종류의 이데올로기를 

개발할 필요는 없었다.때) 노예들 사이에 이슬람이 확산되어 있었으므로， 

종교와 문화의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차이를 강조하기만 해도 인종질서를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두 지역에서 보이는 상이한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은 프레드릭슨이 강조하는 생물학적인 인 

종적 펀견의 발전 시기가 아니라， 유럽인 이주민과 지역 원주민 사이의 세 

력관계， 그리고 노예제 폐지론자와 노예제 옹호론자 사이의 세력관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력관계는 백인 우월주의의 형성에서 중요한 맥락이었다. 지금 

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유럽인-원주민 관계에서 위계질서를 수립하 

고 유지하는 데， 그리고 노예제는 물론이요 해방 이후에도 인종질서를 확 

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북아메리카에서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사실상 말살하고 흑인 노예제를 도입함으로써 흑백관계를 중심 

으로 인종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유럽 

인들이 원주민을 배제하고 노예제를 도입한 다음에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노예 상태를 원주민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인종질서를 백인-유색인-흑인 

40)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보어인들이 처음에는 흑백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 
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Saul Dubow, “Afrikaner Nationalism, Apartheid and 
the Conception of ‘Race,’ " Journal of 째너can Histoη 33: 2 (1992): 209 잃7， 특히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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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편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세력관계는 유 

럽인들이 인종 위계질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그들과 비유럽인을 포괄하던 세력관계는 

북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서로 달랐고， 그것이 두 지역에서 백인 우월 

주의가 다른 전통에 따라 발전한 중요한 배경이었다. 물론， 생물학적인 인 

종 개념과 인종적 편견도 백인 우월주의의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그 

렇지만 프레드릭슨의 주장과 달리， 그것을 꼬집어서 백인 우월주의의 형성 

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종에 관한 개념과 감정은 종교적 

이거나 문화적인 형태를 띠기도 했고， 또 그런 형태가 생물학적인 형태와 

따로 렐 수 없을 만큼 겹쳐 있기도 했다. 더욱이 생물학적인 인종 개념과 

인종적 편견은 유럽인과 비유럽인 사이에서 엄격한 위계질서를 정당화시 

키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형성되는 데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세력관계는 백인 우월주의를 포함해 인종주의의 현주소를 이 

해하는 데서도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았다. 왜냐하면 유럽 

과 비유럽 사이의 불평등한 세력관계는 백인 우월주의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올 뿐 아니라 아직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 

세기를 거치는 동안 모습을 바꾸었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를 여전히 유지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프레드릭슨이 “새로운 인종주의”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닥관적인 전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가 인종과 인종주의를 

좁게 규정함으로써 인종주의가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 

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프레드릭슨만이 아니라 

미국과 남아공에서 인종주의의 청산을 외치는 지식인들도 인종주의의 맥 

락으로서 세력관계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서도 

급진파에 속하는 백인성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들에 따르면， 

백인들은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적， 심리 

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점에서 모두 인종주의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종간 평등을 실현하는 길은 백인들이 특권적인 지위를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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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 혜택을 거부하는 데 있다. 바로 여기서 “백인성에 반역하는 것이 

인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충격적 인 구호까지 둥장한다. 그러나 이 

들은 백인의 반성을 통해 인종주의를 해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조차 

도 인종주의가 유럽의 팽창과 그로부터 형성된 세계질서의 산물이라는 사 

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종주의의 해체에는 국가적 차원의 대내적 청산 작업 

뿐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경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다 41) 

41) Noel Ignatiev and John Garvey, eds., Race Tnαftor (New Y ork: Routiedge, 1쨌); 배영 
수인종과 민족과 계급의 삼각 관계 J ， 4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