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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차별과 착취로 얼룩져 온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사는 1619년 한 

네덜란드 선박의 제임스타운 기항에서 시작된다. 존 스며스가 개척한 이 

영국의 정착지에 및을 내린 네덜란드 사략선의 선장은 배에 실려 있는 화 

물을 줄 터이니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가 말한 화물은 카리브 

해에서 스페인 배로부터 탈취한 20명의 흑인들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오 

랫동안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당할 흑인의 고달픈 운명을 예고한 이 

물물 교환을 필두로 아프리카에서 북미 대륙에만 대략 10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끌려온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땅을 밟은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된다. 15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으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끌려와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 신대륙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피자로， 코르테즈， 발보아의 신대륙 탐험대에 상당수의 흑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메넨데즈의 플로리다 탐험에도 흑인들이 동행했었다는 기록이 남 

아 있다.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아메리차 대륙에 유입되게 되는 것은 1517 

년 스페인의 바톨로메 라스 차사스(Bartolome de las Casas) 신부가 백인 

정복자들이 강요한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던 원 

주민 인디언들을 동정하여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신 수입하자고 제안하면 

서부터이다.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 경작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력의 부 

족으로 고심하던 스페인 식민자들은 이 제안을 즉각 실천으로 옮겼는데， 

이로써 300여 년간 지속될 저 악명 높온 ‘중간 항해’를 통한 아프리차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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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신대륙으로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 

면， 이렇게 노예무역을 통하여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송출된 

흑인의 수는 16세기에 36만， 17세기에 170만， 18세기에 610만， 19세기에 

330만에 이 른다，1) 

I. 인종적 노예재도를 향하여 

네덜란드 사략선에 탈취되어 우-연찮게 제임스타운에 발을 내딛게 된 이 

20명의 흑인들 역시 이처럼 아프리카에서 더러는 납치되어， 더러는 포로 

로 붙잡혀， 또 더러는 헐값으로 팔려 서인도 제도로 끌려온 수많은 흑인 

들 중의 한 무리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영국의 식민자들에게 인도되었 

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불린 것은 아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영국 

본토에서 신대륙으로 파송된 대서양 이주비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노 

동의 의무를 지는 이른바 연한계약제 하인(indentured servant)과 동류로 

분류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들은 당시의 영국법에 따라 세례를 받고 기 

독교도로 개종하면 자유민이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이렇게 끌려온 초창 

기의 흑인들 중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 백인을 포함해 상당수의 하인과 토 

지를 소유한 농장주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흑인들이 이처럼 계약제 

하인 혹은 자유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린 것은 잠시 동안이었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식민자들은 백인 연한계약제 하인을 대신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흑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다，2) 식민자들은 서둘 

1)L지Ivejoy 478; 이 수치는 물론 편차가 있는데 최소 없)만， 최대 1뼈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Lov비oy 496 및 Curtin 참조)‘ 

2) 베넷도 지적하고 있듯이 식민 초기에논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이 주안점이었음 뿐， 노동 
인력의 피부색이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면서 백인 식민자들 
은 흑인이 벡인 노동자나 인디언에 비해 노동력이나 노동 조건에서 이점이 많다는 것울 
알게 되었다 흑인은 우선 선체적으로 튼튼하여 인디언에 비해 발병률이나 사망릅이 현 
저히 낮았다， 흑인은 또한 인건비가 썼다 백인 이주 노동지를 7년 동안 부릴 품샀으로 
흑인의 경우는 종신토록 부릴 수 있었다. 흑인은 피부색으로 인해 백인 사회에서 장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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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흑인이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평생을 예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였다. 1640년 흑인 연한계약제 

하인인 존 펀치(John 뻐nchl의 탈주에 대한 식민 당국의 판결은 이런 차 

별적 시각을 분명히 보여준다. 펀치는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백 

인 하인과 함께 도망치다가 붙잡혔다， 재판에 회부된 이들에게 내린 판결 

은 피부색에 따라 달랐다 두 백인 하인의 경우 의무 기간을 4년 더 연장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흑인인 펀치에게는 종신토록 그의 주인이나 

대리인을 섬기는 하인으로 살라고 판결되었다. 이로써 식민지 최초의 흑 

인 노예가 탄생한 셈인데 이는 또한 흑인을 노예제의 질곡에 묶어두게 

될 인종적 노예제도의 서막이기도 했다. 

펀치 사건이 일어난 1년 뒤인 1641년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인디언 전 

쟁포로나 노예무역으로 팔려온 흑인은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법을 제정 

하여 노예제도를 공식화했다. 다른 식민 주들도 곧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뒤를 따라 노예제를 공인하는 법을 제정했다. 코네티컷 주는 1650년， 버지 

니 아 주는 1661년， 메 릴 랜드 주는 1663년， 뉴욕과 뉴저 지 주는 1664년， 사 

우스캐롤라이나 주는 1682년， 로드아일랜드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1700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1715년 조지아 주는 1750년 각각 노예제를 합법화 

하였다. 노예 신분의 세습화 조치도 노예제의 도입과 거의 동시적으로 이 

루어졌다. 1662년 버지니아 의회는 여자 노예에게서 난 아이들도 모두 노 

예로 살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식민지 역시 이를 곧 뒤따 

랐다 

식민지 초창기에는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나 형제애에 입각한 기독교 공동체 전통의 시각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피 

부색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시민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이런 사회적 관행 

또한 노예제가 확산되면서 폐기되었다. 사실 노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의 

살 수 없다논 점 때문에 도망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든 것도 큰 이점이었다. 게다가 흑언 
은 백인이나 인디언과 달리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지가 없었다. 공급변에서도 
흑인은 백인 연한계약 노동자와 탈리 거의 무제한으로 충당할 수 있는 김이 열려 있었다 
(Bennett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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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여부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백인 지배층은 이교 

도를 기독교 문명의 품으로 받아들여 그 영혼을 점화시키는 것은 기독교 

도로서의 의무라는 논리로 이 비판을 잠재웠다. 경제적 이득과 신의 화해 

인 셈이다(Bennett 46). 이런 논리에 입각하여 1671년 메릴랜드 주는 기 

독교도로서 세례를 받더라도 그것이 노예 신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기독교도’는 곧 ‘자유인?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 립되지 않게 되었다. 17세기 딸에 이르면서 자유민으로 있던 흑인 

들에게도 사회적 제약이 가해져 백인과의 교제는 물론 결혼이 법으로 금 

지되고 참정권 또한 박탈되었다. 1664년 메릴랜드 식민 당국은 영국 여자 

와 흑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인종간의 결합을 법적 

으로 봉쇄한 첫 조치인데， 이를 선례 삼아 버지니아(691)， 매사추세츠 

(705), 노스캐롤라이나(1715) ， 사우스캐롤라이나(717) ， 델라웨어 (721)가 

각각 반인종통혼볍 (antimiscegenation law)을 제정했다. 이 인종차별적인 

법은 남부의 몇몇 주에서는 20세기 중엽까지 존속했다. 

1705년 버지니아 주는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포팔적인 ‘노예 규약’(slave 

code)을 제정하여 노예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였는데， 여기에는 흑인 

을 포함하여 율래토， 인디언은 정치， 군사， 종교 분야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으며， 연한계약의 백인 여자 하인이 흑인이 

나 율래토의 아이를 낳으면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버 

지니아 노예 규약은 또한 이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종신토록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노예는 일종의 ‘부동산’이기 때 

문에 빚과 교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8세기에 접어틀어 이런 일련 

의 조치가 더욱 확산되변서 아메리카 식민지는 담속하게 백인의 아메리 

카와 흑인의 아메리카로 분리되어 갔다. 에드먼드 모건(많mund S. Mor

gan)이 『미국의 노예제， 미국의 자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종을 잣대로 

한 이 같은 사회 계급의 재편성은 위계적이었던 백인 사회를 수평적으로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결국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이념적 초석이 되었다(Morgan 475). 이제 미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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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종주의가 공화주의 이데올로기의 자양이 되는 역설적 상황으로 돌 

입하게 된 것이다. 

노예제의 공고화는 식만지 경제 구조의 소산이기도 하다. 담배， 쌀， 인 

디고 그리고 변화가 식민지의 환금 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들을 재배 

하는데 호조건을 갖춘 남부에 대농장이 속속 들어서게 되고， 이에 따라 

흑인 노예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따라서 담배 재배의 선두였던 버지니 

아와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 비율이 제일 높았 

고，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농장이 주류를 이룬 노스캐롤라이 

나의 흑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력 부 

족 또한 심화되었다. 식민자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하여 인근의 

차리브 해 지역이나 아프리카로부터 흑인을 대량으로 들여왔다. 더욱이 

1713년 유트레흐트 협약으로 영국이 카리브 해 지역에서 노예무역 독접 

권(Asiento ContractJ을 얻으면서 흑인 노예의 유입은 급속하재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노예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노예제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대농장제가 발달한 버지니아 주가 노예규제법의 

제정에 앞장 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납부의 경우 대부분의 흑인 노예들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장노 

예’(field slave)였다. 그러나 대농장 자체가 자급자족하는 하나의 경제 단 

위였기 때문에 다른 기능의 노동력도 필요했다. 대농장에서는 예컨대， 목 

수， 벽돌공， 미장이， 페인트공과 같은 건축 노동자， 무두장이나 구두공과 

같은 가죽 노동자， 방직공이나 재단사도 펼요했다. 이런 일들은 원래 백 

인 노동자들의 몫이었으나， 숙련공이 부족해지자 대농장주들은 흑인 노예 

들에게 수공업 교육을 시켜 이를 맡도록 했다. 흑인 기능공들이 증가하면 

서 남부 대농장에서도 상당한 양의 수공업 제품이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 

되었다. 북부 식민지의 경우 노예들은 주로 잡역부로서， 예컨대 9 집사f 마 

부， 요라사， 가정부， 세탁부 등으로 일했다. 북부에서도 농장의 규모가 클 

경우 노예들이 농사일을 맡아 했다. 뉴욕의 허드슨 강 주변의 대농장에는 

독립 무렵 약 2만 명의 인구 중 8천 명 가량의 흑인 노예가 농사일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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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Quarles 45), 상공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북부 

흑인 노예들은 단순 기능직을 넘어서서 인쇄， 금쓴세공， 가구 제조와 같 

은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일에도 진출하였다. 일부 흑엔들은 고기잡이와 

고래잡이는 물론 무역 일에 종사하기도 했다. 

18세기에 이르러 흑인의 노예화가 날이 갈수록 비인간적인 길로 치닫 

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두된다. 이미 1688년에 펜실베이니아의 메 

노나이트 파 퀘이커 교도들은 노예무역과 노예 소유가 기독교의 황금률 

에 저촉되는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서 

방 세계에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첫 공개적 선언이었다. 뉴잉글랜드 청교 

도들 중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일럼의 마녀 재판관의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 시월(Samuel Sew때)은 

노예제의 부당함을 고발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참회하면서 1700년 『요셉을 팔아넘기기』 

(πle Selling of ] oseph)라는 책을 출판하여 피부싹에 관계없이 모든 사 

람은 신의 사랑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와 생명을 향유할 권리를 

타고난다고 역설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전개된 대깎성 운동과 더불어 노 

예제에 대한 비판도 활발해졌는데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퀘이커 교도들은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노예를 소유하거나 사고파늪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교단을 떠나도록 했다(Stepto 108-109), 흑인 노예 자신들 

도 노예제에 항거하는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1712년 주인의 폭압에 항거 

하여 봉기한 흑인 노예들이 9명의 백인을 살해한 사건이 뉴욕 시에서 일 

어났다， 신대륙 최초의 노예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으로 6명의 

흑인 노예가 죽고 연루된 26명의 흑인이 처형되었다， 1739년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스토노에서 케여토(Cat이라는 흑인 노예기 주동이 된 반란 

이 일어났다. 이들은 훔친 무기와 화약으로 무장하고 플로리다 해안가로 

진출하고자 했는데， 이를 막는 25명의 백인 진압군을 살해했으나 결국 모 

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는 문맹법 (antiliteracy law)을 재정하여 흑인 노예에 게 글을 읽고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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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시켰다. 흑인을 우민화하는 이와 같은 정책은 이후 남부 사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된다. 

II. 독립혁명기 : 노예제 모순의 노정 

독립전쟁은 흑인 노예의 삶에도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념의 차원에 

서는 물론 전쟁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부당한 억압과 폭정에 항거한다는 독립전쟁의 명분과 더불어 모든 인간 

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이념은 노예제의 부당성을 새삼 

일깨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념적 모순의 노정과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은 노예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독립 전쟁 초기에 식민지군은 흑인의 무기 휴대를 금지해온 관례에 따 

라 흑인의 군 입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의 부족과 징모의 어려움에 봉착한 식민지군은 자유 흑인은 물론 노예의 

입영을 받아들였다. 영국군 역시 식민지군의 전력 증강을 약화시키고 부 

족한 군사력을 메우기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면 자유를 보장한다는 약속 

으로 흑인을 받아들였다. 전쟁 후 자유의 약속 하에 입영한 흑인들은 대 

개 자유를 얻었다. 영국군에 입영한 흑인들도 철수하는 영국군을 따라 상 

당수가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이 중 특히 노바스코샤(Nova Scotia)로 이 

주한 3，500여 명의 흑인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서아프리카의 영국령인 시 

에라리온으로 떠나기도 했다 

독립혁명은 무엇보다 백인틀에게 노예제의 용인에 내포된 자기모순을 

직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백인들이 스스로는 억압에 

항거하여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대내적으로 흑인을 억압하고 있는 자가당 

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예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독립전쟁 

중인 1775년에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노예제 폐지협회가 창설되었고， 이를 

본받아 북부의 여러 주에서 같은 성격의 모임이 결성되어 노예제와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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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폐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1777년에는 버몬트 주가 

식민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예해방령을 채택했고， 이어 1780년 펜실베니 

아주도 점진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법령을 제정했고， 매사추세츠 

(1783), 코네티컷(784) ， 로드아일랜드(1784) ， 뉴욕(1799) ， 뉴저지 주(1804) 

도 뒤를 따랐다. 노예의 수가 적었던 북부에서는 노예제 폐지가 이처 럼 

대세를 이루었지만 남부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노에노동에 의존하는 

대농장 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부 사회에서 노예제의 폐지는 경제 

의 파탄을 뜻하는 것이었으므로 선뜻 노예 해방을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 차이는 건국의 과정에서 수시로 노정되어 남북의 정치적 갈등과 대 

립의 골을 심화시켰다. 가령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노 

예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신대륙에 강제 이주시켜 노예화한 

궁극적 책임이 영국 왕 조지 3세에게 있음을 지적짜고， 더욱이 이들을 부 

추겨 백인들에게 무기를 들고 항거하도록 했다고 조지 3세를 비난하는 

조목이 들어 있었으나， 납부 노예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되고 말았다，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의 폐지가 시 

대의 대세를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펀견이 사라진 것 

은 아니었다. 기실 독립선언서는 만민평등사상이나 인간의 천부인권을 천 

명하고 있으나 그 이념의 수혜에서 여성과 유색인종의 사람들은 제외되 

어 있었다. 1787년 연방 정부의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제헌 의회 

는 인구 비에 따라 대의원 수를 정하면서 흑인 노예의 경우는 3/5만을 인 

정하였다. 흑인은 백인의 3/5에 해당하는 존재에 활과하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의 밑바닥에는 흑인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뿌리 깊 

은 인종적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실제 현실에서 

노정되는 이런 사고방식과 행태는 독립선언서의 이념을 영원한 미완의 

것으로 퇴색시키고， ‘다수에서 하나로’라는 오랜 정치적 염원을 공염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 사상이 어느 때보다도 고창되었던 

독립혁명기는 흑인을 노예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가능성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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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보였다가 다시 닫아버린 아쉬움을 남긴 시기이다. 이로 인해 신생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 래에 노예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E리울 수밖에 없 

었고， 결국 건국한 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남북전쟁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II I. 토마스 제퍼슨의 홍언관 

근대 계몽주의 기획의 전범으로 선양되면서 독립한 미국의 이런 근본 

적 한계는 따지고 보면 그 주춧돌을 놓은 건국의 주역들의 의식을 지배하 

였던 인종주의적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그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 

언서와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기초자이면서 200명에 육박하는 흑인 노예 

를 소유한 대농장주였던 재퍼슨의 흑인관을 검토해보면 이 점이 수긍된다. 

제퍼슨은 그의 정신 형성의 근원인 대륙의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마찬 

가지로 흑백의 인종차를 우선 피부색에서 찾았다. 그는 감정의 기복에 따 

라 얼굴색이 변화하는 백인과 달리 “영원한 단색조”의 검은 베일을 뒤집 

어쓴 흑인들의 외양이 우선 눈에 띄는 차이라고 말한다. 그는 흑인의 검 

은 피부를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또 검은 피부를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차이는 “자연 속에 고 

정된” 생래적인 것임을 지적한다. 제퍼슨이 신체의 외양 차이를 먼저 거 

론한 것은 흑백의 인종적 우열은 이미 외모에서부터 드러난다는 당대 사 

회의 일반적 사고를 따른 것이다. 그는 흰 피부에 “물결치는 머리결과 우 

아한 균형미”가 가미된 백인이 검은 색의 단조로움에 갇혀 있는 흑인보다 

아름답지 않은가 반문하면서， 이는 흑인들 자신도 인정하는 바임을 강조 

한다. 그는 백인과 달리 흑인의 얼굴과 몸에 털이 적은 점， 또 “대단히 불 

유쾌한 강한 냄새”를 풍기는 것 또한 주목되는 인종차라고 지적하고， 냄 

새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땀을 많이 방출한 데에 기인하는데， 그럼으로써 

흑인은 특별히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체질을 타고난다는 ‘과학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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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덧붙인다. 여기에서 계몽주의자로서 제퍼슨의 독특한 사고 경향이 드 

러나는데， 곧 일반 대중이 믿는 속설을 아직 확실 하게 검증되지 않은 과 

학적 ‘사실’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제퍼슨에게 흑백의 신체적 외양 차이는 생래적 기질과 정신 능력 차이 

의 표상이다. 그는 흑인이 짐이 많고 여흥을 좋아짜는 점을 주목하고， 그 

것을 그들이 “생각보다는 감각에 치우친” 삶을 사늠 증거라고 말한다. 그 

는 흑인은 백인에 못지않게 용감하고 더 모험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흑 

인이 선견지명이 부족한 탓이라고 깎아내린다. 흑인은 여성에 대한 열정 

에서도 백인을 앞서지만 그들의 사랑은 감정과 김각이 섬세하게 배합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육욕이 앞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제퍼슨 

이 흑인의 사랑을 육체적 열정이 앞서는 조야한 것으로 펌하하는 것은 흑 

인은 성적 에너지가 왕성하고 성적으로 방탕하다늪 당시 백인들에게 널 

리 유포되어 있던 인종적 펀견을 상기시킨다. 제퍼 슨은 흑인 남성의 신체 

적 강건함을 특별히 성적 암시를 담아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말한 

백인의 외모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흑인도 인정한다는 대목에서 그가 사 

용한 자못 충격적인 비유는 남부 노예소유주로서 흑인에 대한 그의 복잡 

한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퍼슨은 이렇게 쓰고 있다. 흑인들 자신도 “물결치는 머리결과 우아한 

균형미”가 가미된 흰 피부의 백인을， “마치 오랑우딴이 제 암컷보다 흑인 

여자를 선호하듯이” 한결같이 선호한다. 이 돌출적인 비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흑인이 백인을 더 어름답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백인 여자를 ‘선 

호한다’(preference)는 표현은 흑인 노예들이 그들의 여주인을 숭앙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당대의 관습적 정서로부터 그다지 띨탈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그것을 오랑우탄이 흑인여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비유될 때 그 

것은 전혀 다른 함의를 띠게 된다. 오랑우탄이 흑인 여자와 섹스를 한다 

는 이 성적 상상력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곧， 흑인 

은 본래 장글에 사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인종이라늠 것， 그들의 성적 에 

너지는 짐승의 그것처럼 통제하기 어렵고 본능적띠며 맹목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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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와 함께 리비도로 넘치는 흑인 노예들이 벡인 여성들을 넘본다 

는， 미국의 백인들， 특히 남부 백인 남성들의 흑인 남성에 대한 잠재적 공 

포감과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이런 시각은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당시 일반 사람 

들의 흑인 노예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이었다. 제퍼슨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말， 개， 기타 다른 가축의 경우， 우수한 종자라면 번식 

을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인간의 경우 

라고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적 에너지가 통제할 수 없이 왕성한 흑 

인 노예들로부터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암북적인 발 

언은 에프라임 (Charles Ephraím)이 지적하는 대로 ‘검은 팔루스’에 대한 

불안을 표병하면서(Ephr밍m 357),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부 

노예소유주들의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흑인 노예 반란에 대한 공포 

감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제퍼슨은 흑인에 대한 뿌리깊은 백인의 편견 그리고 흑인이 겪어온 억 

압과 고통과 상처로 인해 두 인종이 하나로 결속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어느 한 쪽의 절별로서만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예 반란에 대한 제퍼슨의 불안은 그만큼 깊은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차리브해의 산토 도밍고에서 흑인 반란 

이 일어나 마침내 흑인 자주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퍼슨은 

자신의 우려가 현실적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모든 서인도 제도가 

결국 흑인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고， 백인의 전면적 추방이 곧 뒤따를 것” 

으로 생각하고， 1797년에 한층 절박한 심정으로， “무슨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 

틀의 살인자가 되게 될 것이다”고 적고 있다. 

그가 심각하게 생각한 노예제의 또 다른 해악은 노예를 부리는 전제적 

기질이 대를 이어서 전해진다는 점이다， 노예에게 호령하고 복종을 강요 

하는 전제적 태도를 부모의 일상적 삶으로 대하면서 성장한 젊은이들이 

자유스럽고 평등한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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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그들을 “남의 권리를 짓밟는 전제주의자로” 만드는 도덕적 타락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근면성도 저해하는 결과를 넣는다， 노예제의 해악에 

대한 이 같은 인식 그리고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한 사회적 폭발에 대한 우 

려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는 오히려 『버지니아 주에 대한 비망록J(Notes on the Sáα~te 

01 Virginia)에 담긴 노예제 비판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손상을 주지 않을 

까 염 려 하여 책 의 출판을 늦추기 까지 했다(Jordan 170). 

노예제에 대한 그의 미온적 태도가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에서만 비롯 

되는 것은 아니었다. 흑인의 인종적 열등성에 대한 그띄 확신 또한 그를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기억력， 이성적 능력， 상상력에서 흑인을 보자변， 그들은 기억력은 백인과 

비슷하나 이성적 능력은 훨씬 열등하다. “ 그들의 상상력은 무디고， 몰취미한 

것이고， 기형적인 것이다 ... 나는 흑인이 평범한 일상적 이야기 이상의 어떤 

심오한 생각을 표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흑인은 회화와 조각에서 기초 

적인 수준 정도의 능력도 보인 적이 없다 음악적 재늪에서는 백인보다 나아 

보이나 그것도 음조나 박자를 듣는 능력에서 그럴 뿐띠다. (Jefferson 266) 

제퍼슨은 흑인의 지적 열등성을 노예로 살아온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는 어려운 환경은 시적 감홍의 원천인 경우가 상례이지만，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들얘게서 시적 재능이 발휘 

된 경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뇨;예무역과 노예제 폐지 

론자들이 흑인도 백인과 동등한 능력의 인간이라는 증거로 흔히 거론했 

던 흑인 여류시인 필리스 휘틀리 (PhiUis Wheatley)와 많은 서한문을 남긴 

이그나티우스 산초(Ignatius Sanch이를 언급하면서， 그녀의 시는 비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수준이하로 일축하고， 산초의 정우 그의 산문은 “머리 

보다 가슴이 앞서고 “논변보다 감성”에 치우쳐서， 그가 흑인으로서 최상 

의 재주를 보이긴 하나， 영국의 문사들 사이에서는 밑바닥을 차지할 뿐이 



미국 흑인 타자화 약사 289 

라고 펌하한다. 

제퍼슨의 흑인관에서 특기할 것은 혹인은 윤리 의식에서는 백인과 별 

반 다를 게 없다고 본 점이다. 조단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지적 능력과 

양심은 별개의 자질로 간주되었다(Jordan 174), 게다가 신이 모든 인류를 

창조했다고 보는 기독교 장조설이 여전히 큰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신의 피조물로서 흑인 또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졌고， 따라서 영혼 

을 이루고 있는 양심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퍼슨 

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흑인의 습벽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소유권의 향 

유가 불가능한 흑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관대히 넘겼다. 제퍼슨 

은 이처럼 흑인의 열둥한 정신 능력은 환경과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도 윤리 의식의 희박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이중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그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용인된 생각이었다. 

제퍼슨의 인종관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그 

의 호감이다. 그는 흑인과 달리 인디언은 용맹스러우면서도 당당하고 친 

지에 대한 애정도 깊고， 무엇보다 지적 능력에서 백인에 결코 뒤지지 않 

는다고 생각했다， “인디 언은 숭고한 수사적 웅변으로 사람틀을 놀라게 한 

다. 그것은 그들의 이성과 감정이 강렬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상상력 또 

한 빼어나고 고양되어 있다 그는 인디언의 예술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 

고， 외모에서도 백인에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그는 프 

링스의 박물학자 뷔풍이 아메리카 인디언을 열등한 종족으로 비하한 것 

을 비판하고， 인디언은 정신과 육체， 양면에서 유럽인과 대등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백인과 인디언이 하나로 섞이고 융합된 미 

래상을 그리기도 했다. 이는 설사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다 할지라도 그들 

과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과 비교하면 큰 대조를 이룬다. 

흑인의 열등성을 확신에 찬 어조로 주장하였으면서도， 그들이 백인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종인가의 여부에 대한 제퍼슨의 최종 판단은 유보 

적이다. 그는 단지 그렇게 “의심할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박물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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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이라고 말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상을 파학의 권위를 벌어 판 

단하고자 하는 계몽주의자로서 그의 특정적인 제스처이다. 그는 흑인과 

더불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 

었다. 그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흑인의 열등성을 말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이성을 지닌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계몽주의의 근본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다. 흑인은 백인과 다른 열등한 종족이라는 것을 가 

슴으로는 확신하지만 머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 

는 것이다. 흑인이 별개의 종족이라는 주장은， 고셋(Thomas F. Gossett) 

이 지적하듯이，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감수해 

야 하는 위험부담도 또한 있었다(Gossett 44). 제퍼슨이 의탁했던 과학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가슴 속 확신을 ‘사실’또 확인하는 작업을 가 

속화하게 된다. 

IV. 남부 플랜테이션 경쩨와 노예쩨의 공고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부의 노예제 폐지는 독립전쟁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노예제 폐지를 이끈 시대적 대의는 1787년 서북조례의 제정 시 

오하이오 강 이북에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수도 워싱턴에서 노예매매 행 

위를 금하는 조치를 낳고 더 나아가서 1807년에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는 당시 노예노동에 주 

로 의지하던 담배 산업의 불황으로 담배와 노예 가격이 하락하여 노예 소 

유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김 

형인 159).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1793년 엘리 휘트니(Eli Whitney) 

의 조변기 발명이었다. 조면기의 사용으로 변화씨뜰 골라내는 작업이 용 

이해지면서 백인 농장주들은 변화 재배 면적을 대폭 늘렸다. 산업혁명의 

결과， 면방직 공업의 기계화로 변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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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 산업이 발달 

하면서 남부의 플랜테이션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 근간을 

이루는 흑인 노동력의 지속적인 요구와 이로 인한 노예의 재산 가치 상승 

으로 노예 밀무역은 남북전쟁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백인 농장주들은 노 

동력 확보와 재산 증식을 위해 또한 흑인의 출산을 장려하였는데， 흑인 

여성에 대한 백인 농장주의 성적 학대도 이런 시각에서 조장되었다. 그 

결과 흑인 노예 인구는 유례없는 자연 증가를 보았는데， 1820년경에 150 

만 명이었던 흑인 노예의 수가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60년경에는 400 

만 명이 되어 있었다(Davis 182). 

남부의 백인들은 ‘변화 왕국’(Cotton Kingdoml을 유지하고 늘어난 흑인 

노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혹한 각종 흑인 규제법을 만틀어 흑 

인들을 철저히 예속화하고 흑인의 생래적 열등성을 말하는 인종주의 이 

데올로기를 유포시켜 그 억압을 정당화했다. 산업혁명은 독립혁명을 계기 

로 잠시 개선되던 흑인 노예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노예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1804년 당시 변방에 속했던 오하이오 

주는 서부로 유입되는 자유 흑인과 도피 노예들이 많아지자 ‘흑인법’(black 

Jaws)을 제정하여 이들의 정착을 통제하였는데， 이는 흑인을 통제하기 위 

해 건국 후 제정된 첫 규제 조치였다. 서부 개척이 본격화되고 변화 재배 

가 1803년에 획득한 루이지애나 영지의 아칸소， 루이지애나를 포함하여 

앨라배마， 미시시피， 텍사스로까지 확대되면서 흑인 노예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흑인 노예는 재산 소유는 물론 통행의 자유도 없었고， 사 

사로이 제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831년 뱃 터너 (Nat Turner)의 반란 

이후에는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를 비롯한 도피 노예들의 

노예수기가 증언하듯이 흑인 노예는 짐숭처럼 노예로서 철저히 사육되었 

고， 주인의 필요에 따라 가재로서 사고 팔리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다. 남 

북전쟁 발발 직전 남부에는 약 25만 명의 자유 흑인(흑인 노예 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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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또한 규제와 억압의 희생 

자였다. 북부의 경우 일부이긴 하지만 자유 흑인에게 투표권도 부여되고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으나， 남부는 

억압의 고삐를 더욱 죄어 183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끝으로 자유 흑인 

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세금을 못 내는 자유 흑인찰은 추방하거나 노예시 

장에 팔았다. 

북부가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다고 해서 노예제 폐지 이후의 흑백 관계 

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대다 

수는 이념적으로 노예제에 반대하였을 뿐 가령 흑인을 동둥한 시민으로 

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북부의 지도층 인사 대부분 

은 노예제에서 풀려난 남부의 흑인들이 북부로 대거 유입된다면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까닭으로 소수의 급진주의자들을 제 

외하고는 북부인들의 대다수는 즉각적인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이었다. 1816년 헨리 클레이(Henry Clay) 상원의원의 주도로 결성된 미국 

식민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는 노예지l 폐지가 볼고 올 사회 

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소산이다. 자유 흑인과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자는 식민협회의 취지는 흑백의 통합 공동체를 수용 

할 수 없었던 백인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협 회는 기금을 모아 수백 

명의 흑인을 서아프리카로 보내 라이베리아를 세웠으나， 얼마가지 않아서 

흑인들의 반대와 모금 실적의 저조로 시들해지고 말았다. 

노예제도는 경제 체제이면서 또한 흑백의 사회 적 관계를 규정하는 질 

서 체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부의 노예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서 

를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고히 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이념에 의 

탁하여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히 1820년 미주리 타협 이후 

노예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북부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거세지 

자， 납부는 성경은 물론 신흥 과학인 골상학， 생물학， 인류학 등 여러 이 

념적 전거를 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어떤 끈거로 노예제를 옹호하 

든， 그 주장은 흑인은 백인에 비해 생래적으로 열뜸한 띤종이라는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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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되었다. 인종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계몽주의 시대의 인 

종 탐구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인종의 분류는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 체계 

로 그치지 않는다. 분류의 기준을 이루는 특정한 생물학적 자질이 흔히 

사회문화적 가치로 전유되기 때문이다. 잔 모하메드(}an Mohamed)가 설 

명하듯이， 흑백의 피부색 차이가 색채 상정성과 연관되어 삶 전반이 마니 

교적 알레고리로 재구성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후세의 인종 이론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블루멘바흐(}ohann Friedrich Blrunenbach)는 인종을 

코가서스인， 몽골인， 아메리카 인디언， 에티오피아인， 말레이인， 다섯으로 

나누면서 이들 사이에 선천적인 인종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섯 인종 가운데 코가서스 인종이 중심 인종이 

고 나머지는 이 근원적인 종으로부터 퇴화된 것으로 간주하였다(Horse

man 47) , 인종차가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질적 차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남부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의 백인들도 

대다수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아니，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미 

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백인 세계 전체가 백인이 흑인이나 아메리카 인디 

언 혹은 아시아인틀에 비해 우수한 인종이라는 것을 과학적 ‘사실’로 인 

정하고 있었다. 

V. 과학적 인종주의 

초창기 미국의 인종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스미스(Samuel 

Stanhope Smith, 1751-1819)를 꼽을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스며스는 『인종 형상의 원인과 변종에 관한 에세이~(An Esslαy on 

the Causes 01 the Varíety 01 Complexion and Fígure in the Human 

Species, 1787)에서 인간 종은 모두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되었고 피부색 

을 비롯한 외형적 인종 차이는 생활환경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 

장했다. 스미스의 주장은 인간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성을 가진 



294 美 國 學 第二十九輯(2애6) 

존재라는 계몽주의적 인간관이나 인류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라는 기독교 

의 단일발생설(monogenesis)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대략 1815년 이전까지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 널리 수용된 견해였다 

(Horseman 98), 그러나 앞에서 살핀 제퍼슨의 경우가 시사하듯이， 이런 

인종관은 19세기 중엽으로 들어서면서 생래적 인량차가 존재한다는 주장 

에 밀려나가 시작한다. 이 주장은 19세기 초에 큰 주목을 끈 골상학 쪽에 

서 먼저 제기되었다. 독일의 골(Franz joseph G떠D과 스뛰르자임(Johann 

Gaspar Spurzhei)에 의해 발전된 골상학은 원래 두뇌의 신경조직과 생리 

적 기능의 탐구로 출발하였다. 골상학은 일반의 관심을 끌면서 두뇌의 차 

이를 만드는 유전 형질의 규명으로 그 관심을 넓혀갔는데， 특히 미국 골 

상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스코틀랜드의 콤브(George Combe)는 이를 

원용하여 인종차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는 개인이컨 종족이건 도덕성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면 두뇌도 크고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켈트족 

보다는 튜턴 족 혈통의 사람들의 두뇌가 더 발달되어 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인류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모턴(Samuel 

George Morton)과 교분을 쌓기도 한 콤브는 골상학적 시각에서 흑인과 

인디언을 비교해보고， 흑인이 인디언보다 더 우수한 종족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그는 흑인은 도덕적 능력과 사고 작용을 관장하는 두 

뇌 부분이 동물적 본능을 다스리는 부분에 비해 민디언의 경우보다 크다 

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흑인은 인디언에 비해 천성적으로 보다 순종 

적이고， 유순하고， 영리하고， 참을성이 있고， 믿을만하고， 감성적이면서， 

인디언보다 럴 잔혹하고 덜 교활하며， 원한도 덜 품는다”는 것이다 

(Horseman 144), 1830~40년대의 미국 사회에 골상학을 상업적으로 대중 

화하는 데 앞장섰던 파울러 형제(Orson/Lorenzo Fowler)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도덕의식은 두뇌의 전엽 부분과 관상 부분이 관장하는데， 유럽계 

의 백 인종들은 특히 이 부분이 다른 어 떤 인종보다도 크다고 주장했다 

(Horseman 143), 파울러 형제 또한 흑인의 인종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면 

서， 그들의 두뇌 속에는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기관이 작기 때문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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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고 창의성도 부족하다고 지 적 했다. 

인종차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래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보다 정교한 과학적 논리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미국 

인류학파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특히 필라델피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인 모턴은 인간의 두개골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세계 최대의 두개골 센 

터를 설립하고 인종간의 두뇌의 크기， 구조， 기능 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1839년에 출판된 『미국의 두개골~(Cran따 Americana, 1839)에 

서 모턴은 인종을 다섯으로 나눈 블루벤바흐를 비판하고， 신체적 차이는 

물론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인류를 22개의 인종으로 구분하는 과학 

적 정밀성을 보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 중에 

서 코차서스 인종이 가장 뛰어나고， 코카서스 인종 중에서도 앵글로 색슨 

족이 지적으로나 도덕적 용기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었다. 영국인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것도 이 

처럼 생래적 우수성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논지다. 그는 또 인디언의 두 

개골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이들은 코카서스 인종은 물론 몽골 인종에 비해 

서도 확연히 뒤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명백한 운명 

을 내세워 서부 개척을 정당화한 당시의 팽창주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 

음이 물콘이다. 

모튼이 인종의 다원발생설을 주장한데 반하여 남부의 목사였던 배치맨 

(John Bachman)은 성경에 입각하여 단일발생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혼혈 

인 율래토가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근거로 흑인과 백인은 별도 

의 인종이라고 주장한 모턴을 반박하여 율래토가 다섯 세대를 넘어서도 

생식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배치맨은 또한 인종 간에 

‘생래적 반감’(natur머 repugnance)이 존재한다는 모턴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부의 사례를 들어 근거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남부 출신이었지만 

배치맨은 당시 가장 강력한 노예제 옹호 이데올로기였던 다원발생설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도 흑백인종의 동등함이나 노예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 었다(Gossett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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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모턴 이 사망한 후 그의 추종자인 조사이 어 노트(Josiah C. Nott) 

와 조지 글리돈(George Gliddon)은 1854년 인종차를 증명하는 온갖 증거 

들을 모두 망라한 『인류의 유형~(Types 01 Mankirzd)을 출판하였다. 이들 

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인류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몇 가지 영속적인 인종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유형은 지적， 도덕적 신체적 자질이 각각 확 

연히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 단일발생설을 부정한다. 이들은 개인이 그렇듯 

종족과 인종도 우열이 존재하고， 각 인종 유형마다 타고난 특별한 운명이 

있어서， 가령 우수한 인종은 지배자의 역할을 그렇지 못한 열등한 인종 

은 피지배자로 살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쿄카서스 인종만 

이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우수한 종이고 나머지 유형의 인종은 시간이 아 

무리 지나도 문명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흑인 

은 원래의 원시 상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더 진보한 것이 없고 아메리카 

인디언 또한 문명화를 기대할 수 없기는 흑인과 마찬가지다. 

인종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제반 이론은 근본 전저l부터 오류투성이였다. 

허다한 실험과 연구가 인종차를 과학적으로 규명히는데 실패했음에도 불 

구하고 인류학자들이 인종적 위계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은 인종이 나날이 직변하는 생생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Gosset 83) , 19 

세기의 과학적 인종이론은 결국， 호스맨(Reginald Horseman)의 지적대로， 

당대 사회에 흑인은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인디언은 왜 절멸할 수 

밖에 없는지， 백인 문명은 왜 이웃을 넘어서서 날보 팽창할 수밖에 없는 

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이데올로기 기제였다(137) ， ~인류의 유형』이 

19세기 동안 10판이 출판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도 당대 사회의 

위계적 인종질서， 서부개척， 백인의 팽창주의의 야망을 과학적으로 정당 

화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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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대립 

1820년의 미주리 타협은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대립을 첨예화한 계 

기가 되었다. 북부의 메인주가 주로 승격되면서 자유주와 노예주의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주리주를 노예주로 받아들이기로 한 이 타협안은 

향후 서부 지역에서 북위 36도 30분 이북은 자유주로 한다는 결정이다. 

1잃l년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때son)이 흑인 사업가 제 

임스 포텐(James Forten)의 재정적 후원으로 보스턴에서 『해방자』를 창 

간하면서 북부의 노예제 폐지 운동은 본격화된다. 뒤이어 매사추세츠 반 

노예제협회와 뉴잉글랜드 반노예제협회가 결성되고 또한 1833년에 미국 

반노예제협회의 창설로 이어지면서 백인 노예 폐지 운동은 날로 확산되 

었고， 흑인들도 1830년 전국흑인협회 (National Negro Convention)를 결성 

하여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남부도 이에 맞서 문맹법을 제정하여 흑인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고， 북부에서 보낸 우편물을 검속하 

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북부 노예폐지론자들의 선전 활동을 차단하는 

한편， 노예제가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정당한 제도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했다. 남부는 산업구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서 천성이 게 

으르고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열등한 흑인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노 

예제도가 흑인을 무자비한 노동시장의 희생자로 전락시키는 자유노동제 

보다 ‘더 확실히 좋은’(a positive good) 제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방 의회에서 북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1840년대 말부터 자유주와 

노예주의 세력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한 남부는 연방 탈퇴 카드로 북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북부의 정치지도자들은 연방의 와해만은 막아야겠다 

는 뜻에서 노예제 폐지의 대의와 역행되는 일련의 타협안을 수용하게 된 

다. 1850년에 통과된 도피노예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핵심은 남부의 

노예소유주가 북부로 탈출한 노예를 붙잡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피 

노예를 돕는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도피 노예의 체포를 위해 

연방 보안관이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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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로 탈출해온 흑인 노예들의 상당수가 보다 안전한 캐나다로 도피해 

야 했다. 1854년， 연방 의회는 북위 36도 30분 위쪽 지역이라도 노예제의 

수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하자는 캔자스-네브라스카법을 통과시 

킴으로써， 1820년의 미주리 타협안을 파기시켰다. 북부의 노예폐지론자들 

이 이에 거세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개리슨은 독쉽기녕일인 7월 4일매 

사추세츠주의 노예제 J (“Slaveη in Massachusetts")라는- 제목으로 소로우 

(Henry David Thoreau)가 연설했던 매사추세츠 뚜의 프래밍햄의 반노예 

제 집회에서 합중국 헌법 사본과 도망노예송환법돼 사본을 불사름으로써 

대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실에 항의했다. 1857년 연방 대법원의 “드레 

드 스콧"(Dred Scott vs Sandford) 판결은 격앙된 북부의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미주리의 노예였던 스콧은 주인을 따라 자유주인 위스콘 

신에 갔다가 다시 미주리로 돌아왔는데 스콧은 자유주에 체재한 흑인은 

자유인으로 간주한다고 한 미주리 주법에 따라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주 

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흑인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시민이 아년 노예는 연방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결국 미주리 타협이 헌법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셈이어서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간꾀 대립은 타협의 여지 

가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 갚등은 결국 남북전쟁으 

로 이어진다. 

VI I. 노예 해방과 채건자대 

남북전쟁은 물론 흑인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1863년 1월 1일을 

기해 노예해방령이 발효되면서 흑인들은 200여 년간 그들을 묶어온 노예 

제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노예해방령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 

북전쟁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치적 • 전략적 고려의 소산이지 도덕적 결단 

의 결과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노예주로서 연방에 남아있던 4개주(메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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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미주리， 캔터키， 델라웨어)와 북부가 이미 점령한 남부 지역의 노예들 

은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그 점 을 말해준다. 노예해방령을 발 

동하긴 했으나 대통령인 링컨도 노예제 폐지론자는 아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의 입장은 아직 미개척지인 서부에 더 이상 노예제가 확 

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 남부의 노예제 폐지는 아니었다. 그가 대 

통령으로 당선되어 남부가 연방탈퇴를 선언하자， 링컨은 집권과 동시에 

1않0년에 제정된 도피노예법을 계속 유지하고 노예제에 대한 남부의 입 

장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링컨을 비롯한 북부의 

정치지도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분열된 연방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복원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지 노예제의 종식 그 자체는 아니었다. 노예제 

의 종식이 전쟁의 목적으로 부상한 것은 노예해방령을 선포하면서부터이 

다. 북부의 흑인들 역시 동료 흑인들의 해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유 

명한 매사추세츠 주 54연대를 필두로 약 20만 명의 흑인들이 남북전쟁에 

참전하였고， 이 가운데 4만 명 가량이 노예제의 사슬에 신음하는 남부 흑 

인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한 밑거름으로 희생되었다. 

노예제는 1865년 전쟁의 종식과 더붕어 수정 현볍 13조에 명문화되면 

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링컨이 암살당한 후 남부의 상황은 자 

유를 찾은 기쁨에 들뜬 흑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링 

컨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Andrew Johnsonl의 보수적인 성향에 펀승 

하여 남부는 흑인을 자유민으로 대우하고 참정권을 부여하기는커녕， 오히 

려 과거의 노예법과 흡사한 흑인볍(Black Codesl을 제정하여 그들을 예 

속 상태에 묶어두고자 하였다. 이에 놀란 공화당 의원들은 남부의 흑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종전 

직후 만들어진 해방흑인국(Freedrnen’ s Bureaul의 시한을 연장하고 그 권 

한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의회는 흑인들에게 시민권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최초의 민권법안을 통과시키 

고 2년 뒤인 1868년 수정헌법 14조로 이를 확정시켰다. 존슨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모두 비토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재의결하였다. 의회 



300 美 國 學 第二十九輯(2006)

를 장악한 공화당은 남부를 군정 하에 두는 재건볍을 제정하는 한편， 흑 

인의 공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1868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 

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그랜트가 집권한 1870년 수정헌법 15조 

로 확정지었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인한 흑인의 정치 참여는 괄목할만한 

것이어서 187ì년 재건시대가 종식될 때까지， 연방꾀회에 모두 14명의 하 

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이 진출하였고， 다수의 흑인이 주의회의 정치 무 

대에 데뷔 했다(Stepto 196) , 

1879년 연방군의 남부 칠수와 함께 재건시대가 종식되면서 흑인들은 

다시금 길게 이어질 암흑기를 맞게 된다， 전후 산업경지가 활성화되면서 

권력과 손을 잡고 있던 북부의 자본가들은 남부와꾀 교역을 희망했고， 공 

회당 정권은 남부와의 화평이 절실했던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흑인 

문제에 대한 무개입 정책 (do-nothing policy)으로 선회하였다. 이미 1870 

년경부터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주정부의 정치적 통제 

권을 장악한 백인보수주의자들은 흑인을 예전과 같은 종속적인 위치로 

끌어내리고 백인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갔다. 주정부를 장 

악한 백인들은 온갖 방안을 강구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축소시 

키고자 했고 평등권 보장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의 제정에 나섰다. 백인들 

은 재건시대 동안에는 흑인을 투표소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흑인 

유권자에게 투표 장소를 알리지 않는가 하면， 선거 전날 흑인을 불법적으 

로 체포하고 다음날 실수였다고 사과하면서 석방하기도 하고， 부정투표와 

개표 조작을 통해 흑인의 공직 진출을 저지했다. 이처럼 날로 확산되는 

백인의 폭력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으로 재건시대가 끝나자마자 약 

2만 명의 납부 흑인들이 집단으로 캔자스 주로 이주하기도 했다. 

VIII. 짐 크로우의 시대: 실망의 서1월 

1867년 테네시에서 조직되어 남부 전역으로 퍼진 큐클럭스클랜(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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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x Klan)을 비롯하여， 백동백기사단(Kr디ghts of the White Camellia), 

루이지애나 백인동맹(White League of Louisiana)과 같은 백인우월주의 

비밀단체들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흑인들을 조직적으로 위협 

하고， 폭행하고， 살해했다. 따앙〈단의 불법적인 런치는 흑인의 공민권 행 

사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백인의 우월성을 존중하지 않은 흑인의 행동 전 

반으로 확대되었다. 연방의회에서는 따앙〈단의 폭력 행위를 규제하는 법 

안을 통과시켜 이를 제지하고자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의 사회적 지위가 최저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1890년대에 들어서면 

서 백인의 린치 건수도 급증한다. 전국적인 린치 반대 운동을 전개한 흑 

인 언론인 아이다 웰스Gda B. Wells)가 1895년에 출판한 『유혈의 기록』 

(A Red Record)에 따르면， 남북전쟁 종식 이후 그 무렵까지 30년 동안，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흑인이 백인의 린치에 의해 희생되었으나， 이 불법 

적인 살인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된 백인은 단 3명에 불과했다 

(Stepto 234). 린치가 남부 전체로 확산되면서 그것은 수많은 구경꾼들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사회적인 의식 (ritual)으로 연출되곤 했다. 요컨대 린 

치는 흑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재펀된 흑백 인종 관계에 대한 

백인의 집단적 히스테리이면서 동시에 흑인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수단이 

기도 했다. 

가난한 백인 소농과 흑인의 연대를 추진했던 인민당의 출현으로 위협 

을 느낀 남부의 지도층은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폭력적이고 불법 

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흑인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조치들을 취 

하기 시작했다. 1890년 미시시피 주는 거주요건， 인두세의 납부 실적， 헌 

법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능력 (understanding clause)을 투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정하여 흑인의 투표권을 봉쇄했다. 인두세와 문해능력이 

자격 요건이 되면서 상당수의 가난한 백인들이 투표권을 상실하는 결과 

를 가져오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상이 투표권을 가진 자에게만 투표 

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할아버지 조항’(grandfather clausel을 제정하고(이 

조치는 1915년 위헌으로 선언되어 폐기되었다) 이와 아울러 인성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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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량하다는 평가가 나온 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션량한 품성 조항’ 

(good character clause)을 신설했다. 1895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미시시 

피 모델을 따르는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남부주가 이런 조항을 주 헌법 

에 삽입했다. 남부는 흑인의 투표권 박탈과 더불어 아예 공직에 입후보할 

기회를 주지 않는 제도를 채택하기도 했는데 당내 1차 경선에서 소수 인 

종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한 ‘백인 우선법’(White Primary)이라는 내규가 

그것이다. 1890년대 말을 전후하여 남부 대다수 주의 민주당 경선은 이런 

식으로 치러졌다. 이런 일련의 흑인 투표권 박탈 조:치는 아주 효과적이어 

서 세가의 전환 무렵에 남부의 흑인 투표권자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예컨대 1896년 루이지애나의 경우 130，334명의 흑인유권자가 등록했으나， 

1904년에는 1 ，342명에 불과했다(Woodward 85). 그 결과 1901년 노스캐롤 

라이나 출신 하원의원 조지 화이트(George H. White)의 퇴장과 함께 1960 

년대에 이르기까지 연방 의회에서 흑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법원 또한 수정헌법 14조와 15조를 시종 흑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함으 

로써 흑인의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령 투표권 

에 대해서도 연방 법원은 수정헌법 15조는 주정부가 취한 조치에만 적용 

되고 사적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개인이나 단체가 흑 

인의 투표를 막는다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1883 

년 연방대법원은 호텔， 극장， 공공오락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1875년의 민권법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 

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인종분리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었다. 

이어 1896년의 유명한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s Ferguson) 판결에서 

루이지애나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철도 시설의 이꽁에서 흑백 분리는 시 

설이 동등하다면(‘separate but equa1') 평등권을 어낀 것이 아니라는 판결 

을 내렸다. 그 결과 남부에서 이미 널리 시행되어 오던 흑백 분리의 관행 

은 더욱 조장되고， 이를 거의 모든 일상적 삶의 영역에 걸쳐 법제화하고 

자 한 짐 크로우법의 제정을 촉발시켰다. 짐 크로푸법의 파급 효과는 큰 

것이었다. 그것은 재건시대 이후 흑백의 사회적 e 겸제적 • 정치적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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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하면서 어 렵사리 이룩한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 

돌려 놓았다. 흑백의 엄격한 분리는 인종의 벽을 넘어선 계급 간의 소통 

과 교류도 전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말았다. 아무리 무능하고 저열한 백인 

이라도 백인이라는 이유로 흑인 위에 군림했다 흑인들은 인종 분리는 곧 

차별과 종속이란 것을 깨달았고， 백인들은 인종분리가 시골은 물론 사회 

적 변동이 심한 도시 지역에서도 흑인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발 

견 했다(Bri띠ùey 166) , 

IX. 진화론과 사회척 다윈이즘 

인종분리와 흑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집단 이기주의적 논리로만 진 

행된 것은 아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과거에 생물학적 인종주의에 의탁하 

여 노예제를 옹호하였듯이， 흑인을 사회의 밑바닥 층으로 전락시키는 제 

도적 장치를 강구하면서 그것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펀의적으로 원용하여 새로이 힘을 얻은 

과학적 인종주의와 이를 사회적 변화에 적용한 사회적 다윈주의에서 원 

군을 찾았다 다윈은 모든 인종은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에 

서 진화했음을 주장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종발생에 관한 오랜 논쟁인 

단일인종설과 다원발생설의 논쟁을 종식시켰다. 그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이 백인과 다른 인간종이라는 논거로 인종주의를 용인한 생물학적 인 

종주의의 입지를 약화시키긴 했으나 인종 간의 우열을 반드시 부정한 것 

은 아니었다. 다윈은 인류는 한 인간종에서 발생하여 진화를 거듭하면서 

점점 우수한 인종으로 변모해 가는데， 여러 인종 가운데 흑인이 진화의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로부터 말레이， 아메리카인디언， 몽골족 

을 거쳐 코카서스 인종으로 진화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우수 

한 백인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남부의 백인우 

월주의자들에게 진화의 사다리에서 백인종이 가장 높은 단계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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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다윈의 주장은 매력적인 전언이 아닐 수 없었다.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에 의해 사회 변화 과정을 설명 

하는 패러다임으로 적극 원용된 것은 그것에 내모-된 적자생존이나 자연 

도태의 개념이 지닌 역동성 때문이다. 생존을 위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 

는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개인， 계급， 종족， 혹은 인종 간의 

경쟁과 투쟁 속에서 열등한 존재나 집단은 도태되고 우수한 존재와 집단 

이 살아남아 발전을 거듭한다는 것이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등 

이 주창한 사회적 다윈주의의 요체이거니와 남북전쟁 이후 남부사회가 

겪은 흑백의 갈등과 그 갈등을 딛고 다시금 사회의 지도층으로 복귀한 백 

인들에게 이는 그들이 겪어온 역사적 경험을 적젤히 설명하면서 정당화 

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스펜서는 특히 생물학적으로 상호 극단적으로 다른 종의 결합은 어느 

환경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종을 생산한다는 시-실에 비추어 인종 혼합 

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생존에 적합하지 못한 약자는 

단종하거나 분리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위적 개입으로 사회적 진화의 과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사회적 닥오자에 대한 꽁정이나 도움은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지어 공교육이나 의료보장제 

도도 자연 도태의 법칙을 훼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Gossett 

151, 159-160) , 인종간의 혼합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은 19세 

기 중엽 과학적 인종주의자들도 주장한 바 있다. 가령 조사이어 노트는 

혼혈은 부모들보다 생식력이 약화되어 퇴화되거니 멸총될 수 있음을 경 

고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인간 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코차서스 인 

종이 피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문명의 지속과 진보를 보장하는 길이 

라고 역설하였다(Horseman 13이. 짐 크로우법을 재정하여 인종분리를 사 

회적 관계의 으뜸가는 원리로 삼은 남부의 백인들은 이런 이론들을 원용 

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였음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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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북부로의 대이주 

인종분리와 차별， 린치의 공포， 가난에 시달리던 남부 흑인들에게 1차 

세계대전은 그나마 암울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출구였다. 독 

일에 선전포고를 한 1917년 당시 미국은 정규군과 방위대를 합쳐 75만 명 

의 군인을 보유했는데， 그 중 흑인은 2만 명 정도였다. 징병제에 호응하여 

약 37만 명의 흑인이 결국 전쟁에 참전했고 그 중 600명 가량은 장교로 

복무했다. 인종분리와 차별은 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병대는 아예 

흑인을 받아주지 않았고， 해군도 흑인의 지원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다 

수는 육군에 근무했는데， 이들도 2/3이상이 전투 부대가 아니라 보급부대 

에서 복무했다. 전투에 참여한 흑인들의 경우 흑인만의 독립된 부대에 편 

성되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의 전사로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자결권을 돌려주자는 전쟁의 대의와 특히 독일에 

서 공공연하게 선창되고 있던 인종 우월주의와 맞서 싸운다는 공분으로 

뭉쳐 사기는 드높았다. 민주주의의 신장 그리고 인종주의의 철폐를 위해 

싸웠다는 흑인 참전용사들의 자부심은 종전 후 흑인사회가 백인 인종차 

별에 대한 순응주의에서 벗어나 민권의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 

는 자세로 전환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Woodward 114). 

기회는 군보다는 산업 분야에서 주어졌다. 전쟁 참여로 미국 군수 산업 

은 활황기를 맞이했고， 이로 인해 노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 

쟁으로 해외 이민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북부의 산업가 

들은 남부로 눈을 돌렸다 그들은 남부의 각지를 돌며 흑인 노동자를 모 

집했다. 그리하여 남부 흑인들의 북부 공업도시로의 대이주가 시작된다. 

1910년에서 1930년까지 160만 명의 흑인이 새로운 삶을 찾아 북부로 이 

주하였고， 이주가 주춤해지는 1960년까지 그 수는 무려 6에만 명을 헤이

리게 된다. 

이 유례없는 인구의 대이동은 흑인사회는 물론 미국사회 전체를 바꿔 

놓았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뉴욕 등 북부의 대도시는 밀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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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흑인 이주자와 해외 이민자로 인구가 급증하었고， 가속화되는 산업화 

와 더불어 이 급속한 도시화는 새로운 사회 문제품 야기했다. 이제 인종 

의 전선은 남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새로운 삶에 대 

한 희망， 이주의 경험과 유동적인 도시 환경이 자극한 자유에 대한 갈구，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의 자부심이 덧붙여져 도시의 흑인 

사회는 변화의 욕구가 강렬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인종분리 관행과 여전한 인종차별 앞에 충족되지 못한 그 욕구는 불만으 

로 증폭되어 인종 간에 긴장의 파고를 높였다. 백띤 노동자들은 경쟁자로 

등장한 흑인을 혐오했고， 흑인들은 전쟁기간 중 노동력 부족으로 얻었던 

일자리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 이런 분위기는 곧 크고 작은 인종폭동을 

유발시켰다. 1919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25건 이상의 인종 폭동이 일어 

났고， 특히 연방군을 투입해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격렬했던 시 

카고 인종 폭동에서는 15명의 백인과 23명의 흑민이 목숨을 잃고， 537명 

이 부상을 당하고， 1000여 명이 집을 잃었다. 

1895년 프레더릭 더글러스가 사망한 후 흑인 사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은 앨라바마 주의 전설적인 터스키기 실업학교를 설립한 부 

커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이다， 워싱턴은 1895년 9월 애틀란타의 

변화주 국제 박람회에서 행한 연설로 일약 전국챔인 인물이 되었다. 흔히 

‘애틀란타 타협’으로 알려진 이 연설에서 워싱턴은 흑인들은 정치적 권리 

보장 요구를 잠시 유보하고 자기 계발을 통해 평등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 

자고 호소했다. 이 제안은 “플레시 대 퍼거슨” 판첼이 표상하는 인종분리 

시대의 흑백 관계의 새로운 모텔로서 특히 백인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 

다. 워싱턴은 이후 1915년 사망할 때까지 흑인의 대변자 혹은 백인 사회 

에 대한 창구역으로서 전례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글러스의 

뒤를 잇는 차세대 흑인지도지-로 군림했다 그러나 짐 크로우 법을 앞세워 

흑인을 실질적인 노예상태로 몰아넣은 백인 지배꺼}제에 맞서서 적극적으 

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흑인 진영은 워싱턴을 순응주의자라 

고 비난했다. 워싱턴의 순응적 실용주의에 비판적이었던 트로터 (Willi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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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oe Trotter)9} 두보이스(W.E.B. DuBois) 등 민권주의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이애가라 운동을 일으켰고， 워싱턴과 그를 지지하는 

백인들의 반격으로 나이애가라 운동이 와해되자 다시금 세력을 규합하여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tiona1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를 결성하였다. 20세기 흑인 민권운동의 견인차 노릇을 

하게 되는 유병한 NAACP는 이처럼 워싱턴의 지도 노선을 둘러싼 갈등 

에서 태동했다. 

인종 폭동에서 표출된 흑인의 강력한 저항， 이른바 ‘신흑인’(New Negro) 

의 고양된 주체 의식， 그리고 흑인 민권의 쟁취를 위한 NAACP와 같은 

전국적인 흑인 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은 백인을 긴장시켰다. 1915년 애틀 

랜타에서 재결성된 따안〈단은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여 전국을 활동 무 

대로 삼아 인종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을 자행했다. 특히 북방 백인종과 프 

로테스탄트가 미국 문명의 주역임을 내세운 이들은 이전과 달리 흑인은 

물론 동양인， 유태인， 가톨릭교도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이민을 반대함으 

로써 백인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회원 수 

가 밍0만에 육박한 KKK단은 1925년， 수도 워싱턴에서 행진을 벌여 백인 

우월주의의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신 g앙〈단이 북방 백인종의 우수성을 들고 나온 것은 1차 세계 대전 

중에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 검사에서 북방 백인종 출신의 군인들 

의 지능이 가장 높았던 결과를 근거로 (북방) 백인종의 우수성을 주장하 

면서 이들이 남방유럽인과 기타 다른 인종들의 과잉으로 위험에 처해 있 

음을 경고한 당대의 과학적 휴머니즘(scientìfic hurna띠sm)의 세례를 받 

은 탓이 다(Gossett 374-76). 핏츠제 럴드(F. Scott Fitzgera1d)의 『위 대 한 

개츠닙니 (The Great Gatsby)에서 등장 인물의 하나인 톰 부캐넌은 백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유색인종의 발흥으로 문명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학과 예술을 포함한 모든 문명의 업적은 우수한 북방 인종의 창안이라 

고 역설하는 대목이 있는데， 당대 백인들의 일반적인 인종의식은 바로 이 

런 것이었다. 물론 모든 백인들이 이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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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19년 애틀랜타에서 백인들의 주도로 결성된 인종상호협력위원 

회 (Commission on Interracial Cooperation)는 인종의 상호 공존이 중요함 

을 인식하고 KKK단의 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싸웠고， 흑인이 교육， 

건강， 공공 복지， 경찰 보호， 재판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백인들 역시 인종분리 문제는 비껴갔다. 

XI. 산업 현장의 인종쳐별 

흑인이 대거 북부로 이동해온 1920년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인종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흑인은 백인에 비해 고 

용기회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미숙련직이나 노무직과 같은 비인기 직종 

에서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백인보다 저임금을 받는 것이 상례였으 

며， 노동조합 가입도 어려워 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 

려움에 처해 있던 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 

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통해서이다， 뉴딜 프로그램이 주로 노동자 계 

층과 빈민층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에 속하는 흑인 

들 역시 수혜를 받았고， 더욱이 흑인의 지지표를 의식한 루스벨트가 흑인 

을 사업책임자로 임명하여 정책 집행을 한 것도 흑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 

다， 가령 내무장관 익키스(Harold Ickes) 휘하의 꽁공시-업국은 슬럼지역 

해소 사업에서 흑인 기술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을 명시하였다. 전국산 

업부흥법을 통해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정할 때， 흑인지도자들은 흑백 간 

임금 차이를 두어 흑인의 고용안정을 보다 확실히 하자는 유혹을 물리치 

고 동등한 임금 보장을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이호 인해 남부 흑인 중에 

더러 일자리를 백인에게 뺏긴 사람도 있었지만， 젤과적으로 임금차별의 

관행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미국사회에서 인종에 상관없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 

는 얼마 안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인종주의의 물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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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 노동운동 초창기의 대표적인 노동운동 단 

체인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 1869년 필라델피아에서 창립)은 흑백 

노동자간의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l잃6년에 창립된 미국노동총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은 흑인의 조합 가입을 거부했고， 인종차 

별이 고조된 20세기 초에는 흑인노동자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노골화했다. 흑인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문이 열린 것은 1935년 뉴딜 정책 

의 하나로 와그너노동관계법 (Wagner Labor Relations Act)이 통과되고 

이에 힘입어 미국노동총연맹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머숙련 노동자 중섬 

으로 산업별조직위원회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를 결성하 

면서부터이다. 결성된 뒤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노조와 철강노조의 가입 

으로 미국노동총연맹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한 산업별조직위원회는 

처음부터 백인과 흑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정책을 취했 

다. 1938년 산업 별조합회 의 (Congress of Industria1 Organization)로 개 칭 

된 이 가구에 곧 20만 이상의 흑인이 가입을 하여 백인과 대둥한 보호를 

받으면서 노동에 종사했다. 1937년 침대차포터형제단(Brotherhood of 

Sleeping Car Porters)이 풀만 회사를 상대로 해서 거둔 협상의 승리는 

미국 흑인노동사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이다. 1925년 랜돌프(A. 

Philip Randolph)의 주도로 결성된 침대차포터형제단은 미국 최초의 흑인 

노동조합인데， 회사의 온갖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꿋꿋이 

전개했고 1937년의 협상 타결로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조건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흑인 노동운동의 수범이 되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결정은 산업계에서 흑백의 고용 평등을 다 

시금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0년 국가방위 계획에 입각하여 군수산 

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휴인의 

고용을 꺼리거나 고용하더라도 비숙련직이나 경비직으로 제한했다. 군수 

산업의 직업 교육 현장에서도 흑인은 소외되어 1941년 3월까지 17만 5천 

명의 교육생 중 흑인은 4천명에 불과했다. 흑인은 물론 백인자유주의자들 

도 이런 고용 차별에 항의하고 파업을 벌였으나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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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에 침대차포터형제단의 단장 랜돌프가 나섰다. 그는 10만 명의 

흑인을 동원하여 워싱턴으로 행진할 것을 제안하여 루스벨트 행정부를 

압박하였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를 면담한 후 결국 그의 제안을 수용하 

여 군수산업에서 고용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점검하는 공정고용실천위원 

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그 결과 흑인의 고용 조건 

이 현저히 개선되고 항공기 산업과 같이 흑인 노동자의 참여가 극히 저조 

했던 분야에서도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 공정고용위원회가 군수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연방 부처의 고용도 점검하는 재량권이 주어지면서 흑인의 

연방공무원 진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38년부터 42년까지 4년 동안 

워싱턴의 연방직으로 근무하는 흑인 수는 8.5%에서 17%까지 증가했고 

이 중 1/3 이상이 사무직과 전문직에서 일했다(Qu따les 219). 

약 40만 명의 흑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부대원으로 참전했다. 그 

러나 군에서의 인종분리의 관행은 여전했다. 흑인 언론인들이 흑백 혼성 

부대의 편성을 촉구하고 흑인들 역시 인종분리를 까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지만， 전반적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장교후보생의 훈련에서 

는 흑백이 함께 참여하고， 전통적으로 취사병만을 흑인으로 충원했던 해 

군에서 흑인을 일반병으로도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개선도 있었고， 전투 

참여가 빈번해지면서 군의 지휘부에서도 인종분리가 군사들의 사기저하 

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종전 후에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군의 흑백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1948년 트루먼 대 

통령은 모든 군인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발표하고 이의 이행 

을 위해 군복무에서 대우와 기회평등 위원회를 설치했고， 1950년 이 위원 

회는 삼군에서 모든 인종분리가 사라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결과 한국 

전쟁 때 군의 흑백통합은 마침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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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I. 민권운동을 향하여 

군의 인종통합은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사회에 일기 시작한 인종 

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풍향계였다. 한국전쟁이 한참인 1951년 수도 워 

싱턴에서 식당과 공공시설의 인종분리에 항의하는 연좌데모가 일어났고， 

이를 심리한 법원은 식당에서 인종분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1952년에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처음으로 흑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었고， 

1953년에는 루이지애나 베이턴 루즈에서 인종분리에 항의하는 버스 보이 

콧 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l에서는 이미 1945 

년경부터 교육 현장에서 인종분리를 종식시킨다는 계획으로 소송 준비를 

해왔었다， 1951년에 NAACP는 수도 워싱턴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인 

종분리가 위헌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소송이 대법원으로 

이송된 1952년 당시의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이례적으로 “미국 사회의 지 

속적인 인종 차별은 정부의 외교 활동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쉽을 위태롭 

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Bennett 376), 따 

라서 1954년 대법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s Board of Edu

cationl의 판결은 미국사회가 인종주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1954년의 대법원 판결은 1896년의 “플레시 대 퍼거 

슨”의 판결에 의해 “분리하되 평등”이라고 정당화되어 온 짐 크로우 체제 

가 위헌임을 밝히고， 1868년에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지난 60년 동안 미국사회에 어둡게 

드리우J 있던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라는 명령인 것이다. 그 

러나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꿔질리 없다. 게다가， 페어클러프(Adam 

Fairclough)가 지적한 대로， 법원 결정을 이행할 시한을 1년 뒤로 늦춰주 

고， 비차별적 학교 형태의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낙관 무드에 젖은 흑인지도자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겹치면서， 남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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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은 세를 규합하여 법원의 판결에 저항할 여유를 얻게 되었다 

(Fairclough 220-21l. 그리하여 백인시민협회 (Citizens Councils)라는 단체 

가 주동이 되어 남부 전역에 판결에 불복하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이 시작 

되었다. 이런 가운데 남부 주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된 

인종통합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고 1956년 19명의 상원의원과 81 

명의 하원의원들은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남부선언”을 발표한다. 백인 

들의 이런 불복 움직임은 시민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들의 투쟁과 충돌하 

지 않을 수 없었다.60년대의 민권운동은 말하자띤 이 충돌의 역사인 것 

이다. 

1964년의 민권법과 1965년의 투표권법의 제정애서 피크를 이루는 60년 

대 민권 운동은 마틴 루터 킹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는 뛰어난 지도 

력으로 흑인은 물론 백인들을 이 저항의 대열에 결집시켰다. 재건시대 이 

후 처음으로 다수의 일반 대중이 참여함으로써 참다운 의미의 사회운동 

으로 발전된 이 저항의 외칩은 침례교 목사였던 컴의 리더쉽으로 독특한 

종교적 울림과 윤리적 색채를 띠었다. 특히 그 자신 29번이나 투옥되고 

숱한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으면서도 끝까지 견지한 비폭력적 저항은 운 

동의 정당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주적 사회개혁운동의 모범으로 평가되었 

다. 1964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의 헌신적 

노력과 이런 지도력을 전 세계가 공인한 것을 의미한다. 

킹이 사회운동가로 첫 선을 변 것은 1955년 앨라배마의 주도 몽고메리 

에서 일어난 버스 보이콧 운동에서이다. 퇴근 길 버스에서 백인들이 앉게 

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가던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 

를 내주고 뒷자리로 가라는 운전사의 요구에 불응한 죄목으로 체포된 사 

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이 운동은 버스의 흑백 분리를 규정한 앨라배마 

의 주법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민권운동에 

불을 지핀 역사적 사건이다. 킹은 무려 127H월 동안 지속된 이 저항 운동 

을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흑인사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킹은 

몽고메리 보이콧 운동을 시작으로 1963년의 버밍햄 운동과 유명한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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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행진， 투표권 쟁취를 위한 1965년의 셀마 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저항 

운동의 선봉에 섰다. 이런 운동을 주도하면서 킴은 수없이 투옥당했고 생 

명의 위협에 시달렸다. 몽고메리에서는 누군가가 던진 폭탄으로 집이 폭 

파된 적이 있고， 뉴욕에서는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고， 명성이 높아 

지면서 그는 연방수사국의 음해 공작에 시달려야 했다. 자기희생을 무릅 

쓴 킹의 이런 헌신적 노력은 마침내 민권법과 뒤이은 투표권법의 제정이 

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었다. 

민권법은 인종 차별로부터 시민의 보호 공공시설에서 인종 분리의 철 

폐， 인종차별을 행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금 제공 금지， 고용 평 

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다. 투표권법은 

어떤 시민도 소득세， 문해력 테스트，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어길 경우 연방정부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이로써 오랜 세월 동안 남부 흑인을 

인종적 타자로 전락시켜온 인종분리와 흑백차별은 법적으로는 철폐되었 

다. 아쉽게도 킹은 누구나에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가나안을 향한 고 

난의 대장정을 죽음으로 장식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 주의 멤피스에 

서 파업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마친 후 킹은 한 인종주의자가 쓴 

총에 피격 사망하였다. 그의 죽음은 그 가나안 땅은 이 지상에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란 메시지로 읽혀진다. 킹이 희생된 지 반세기가 지 

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종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미국의 현실은 그런 암울한 전망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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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verview of the Social Margìlnalization of 
African-Americans in American Society 

Moonsu Shin 

(Seoυ1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how African

Americans have been reduced to the status of the social Other ìn American 

society. This story largely characteriz，εd by racial oppression, exclusion, 
exploitation, and disenfranchisement starts with the an-ival of twenty Negroes at 

Jamestown in 1619 and ends with the modern Civil Rights Movement under the 

leadership of Martin Luther King, Jr. in the 19605. The ç:hief focus ofthε paper is 

on the rise and growth of slavery and segregation and the continuing efforts of 

African-Americans to fight against inhuman bondage and pr태udice.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rise of racist ideologies, white supremacy and antiblack 

racism,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by which the i따mman slavery 

regime in the South as we \l as the racial segregation in the North were justified. 

Racial discrimination and segregation in the military all1d th~: labor market after 

the World War 1, and the black struggle to break the color bar in these sectors, 
which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Civil Rights Movemβnt in the sixties, are also 

discussed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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