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의 가시성과 소속성*
- 독일 유대인의 동화와 패싱을 중심으로 최 윤 영 (서울대 )

Ⅰ. 유대인과 인종 정체성

Ⅰ.1. 인종주의와 독일사회
세계화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은 한편으로는 자유의 확장과
민족, 국가 등의 폐쇄적 경계의 무너짐 등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
러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그 가운데 주변부 노동력의 중심부 이동과
더불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인종적 제노포비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21세
기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요소이자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인종주의나 인종적 제노포비아
현상은 학술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인종 문제에 대한 무관심
을 나타내는 대표적 개념이 바로 “인종 색맹 farbblind”이라 할 수 있다.1) 사
회에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문제는 이
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독일사회가 특
히 그러한데 단일민족사회라는 믿음 하에서 백인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의식
하지 못하고 있고 현대의 인종문제는 미국 같은 이민국이나 식민지를 대거
거느렸던 다른 유럽나라들의 문제이지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1167).
1) 유럽연합의 산하기구인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감시센터’는 2005년 보고서를 발행하여
여전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주거, 취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일보 200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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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종문제는 대체로 다수가 속하는 주류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별로 인지
하지 못하지만 타자 소수그룹에게는 대단히 첨예한 문제로 등장하여 인식의
편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아도 인종과 관련된 문제는
독일 사회의 주요갈등으로 등장한 적이 적지 않았으며 계몽주의 이후의 독일
근대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19세기의 인종주의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이슈
이자 핵심 갈등 중의 하나였다. 이때 인종론은 주로 유대인과 흑인, 그리고

‘진티와 로마 Sinti und Roma’라 불리는 유랑민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
었고 생물학, 우생학, 유전학, 의학, 범죄학, 사회진화론과의 연계 속에서 다
루어졌다. 여기에서 확산된 인종론은 나치와 제3제국의 실제 제노사이드 범죄
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었다. 그 외에도 최근 이주 노동자의 이민자화로
독일사회가 다문화, 다인종사회가 되면서 인종적 제노포비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야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인종 문제를
현대 지구촌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보고 독일이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며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Ⅰ.2. 인종담론의 초점들
인종은 “사람을 생물학적 차이, 즉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구분한 것”, 또는

“신체상의 유전학적인 제반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2) 최근의
이론들은 인종 개념 자체에 이미 사회적 함의가 담겨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인류학자 더글라스 Mary Douglas의 경우 인간의 몸은 항상 사회적 형상물로
서 이러한 사회적 차원을 도외시하고 순수하게 인간의 몸을 관찰하는 자연적
방식은 없다고 주장하며, 몸은 “인간의 현상학적 양상”으로 항상 감각에 의해
지각되고 문화적으로 매개된다고 말한다.
사회적 형상물로서의 몸은 몸이 육체적 형상으로 인지되는 양식을 조절한다. 그리
2) 박경태, 인종주의, 책세상 200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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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한편 – 사회적 범주에 의해 변형된 – 몸의 육체적 인지 속에서 특정
사회의 견해가 드러난다.3)

한국의 인종주의 연구자 박경태도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종
구분이 자의적이며 이미 사회적 차원이 개입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인종의
정의를 “신체적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으로 수정하고 있
다.4) 대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인종주의가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
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근거하며 주로 근대 서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신대륙의 발견과
생산력의 급격한 확대 과정은 아프리카 흑인을 가장 값싼 노동력인 노예로
만들었다. 이 대표적 예에서 보듯 인종주의가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 볼 때 인종주의는 지배적
집단이 피지배 집단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정
당화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인종이나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대체로 흑백문제의 갈등을 중
심으로 그리고 특히 ‘흑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종문제는 ‘출발’부
터 이민국이었던, 현재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
구되었고 최근의 이론적, 방법론적 틀로는 주로 식민주의, 인종주의, 페미니즘
과 탈식민주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독일어권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며 독
일에서도 ‘백인연구 Weissenstudien’ 혹은 ‘아프리카연구 Afrikastudien’이란
이름으로 소수이지만 이러한 방향의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출판된 신화, 마스크, 주체. 독일의 비판적 백인성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반
영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을 편집한 연구서이다.5) 이 책에서는 주로 아프리
3) 폴 C. 테일러, 인종, 강준호 역, 서광사 2006, 50-51쪽.
4) 박경태, 위의 논문, 13쪽 이하 참조.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인종과 인종주의 문제를 다룬
박경태는 유럽의 인종주의를 고찰하는 가운데 흑인과 유대인 집단을 구분해서 논하는데
이미 15세기 중반에 반유대주의가 인종주의적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은 19세기 중반이후 유대인들이 동화 세속화되면서 인종주의적 반셈주의가 나타났다는
디몬트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막스 디몬트, 유태의 역사, 김용운 역, 대원사 1994, 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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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연구를 중심으로 독일 내의 흑인이나 혼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부 논
문들은 유대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학자 벡-게른스하임도 저서 유대인,
독일인, 그리고 다른 기억의 풍경들. 인종의 정글 속에서에서 이 문제를 집
중적으로 검토한다.6) 그녀 역시 미국의 흑인연구 성과를 차용해서 독일 사회
에 적용하고 있다.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되 독일의 유대인과 결부된 인종문제를
주로 다룬다. 인종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피부색, 얼굴, 두개골이나 몸의 체형
등 생물학적 차이뿐 아니라 바로 이 차이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
떻게 해석되는가의 문제로서 이는 가시성과 소속성의 문제와 결부된다. 19세
기의 고전적 인종론을 보더라도 세계의 인종들이 가시적으로 구분가능하다는
확신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해석되면서
이들의 소속성을 문제시 삼았다. 유럽 유대인의 경우 특히 대규모 동화과정을
겪었는데 가시성과 소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입장은 주류 사회의 입장
과 서로 엇갈리는 독특한 현상을 보여준다. 즉 그들이 국가로부터 시민권을
통해 소속성을 부여받은 후 몸과 마음이 동화되어 점차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자 주류사회는 다시 그들을 분리해 보이게 만들었고 소속성을 박탈했
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인종경계 완화현상인 동화와 더불어 개
인적 인종경계 통과현상인 - 아직까지 독일문학에서 고찰되지 않았던 - ‘패
싱’을 살펴보고자 한다.

5) Vgl. M. M. Eggers, et al. (Hg.), Mythen, Masken und Subjekte. Kritische Weißseinsforschung in Deutschland, Münster 2005.
6) Vgl. E. Beck-Gernsheim, Juden, Deutsche und andere Erinnerungslandschaften. Im
Dschungel der ethnischen Kategorien, Frankfurt a.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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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 화

Ⅱ.1. 서부유대인의 동화와 인종정체성
유대인에 대한 인종 담론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유
대인의 사회적 몸, 혹은 집단적 몸에 대한 담론은 피부색을 중심으로 전개되
든, 몸의 해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든 이들을 받아들인 주류사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그 초점은 타자로서의 유대인의 본질적 다름과 가시적 구분가능성
에 놓여 있었다. 2000년 동안 유럽을 유랑한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비록 거주
허가를 받고 같은 도시에서 공존하더라도 종교, 민족, 문화가 다른 이방인으
로서 다른 의복, 다른 머리 모양, 다른 언어 등으로 가시적으로 쉽게 구별이
되었다. 중세 이후로는 유대인은 게토에 모여 집단 거주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인과 접촉이 적었고 더욱 구분가능성은 당연한 것으로 문제시되지 않았
다. 이때에도 몸과 혈통이 다르다는 확고한 믿음이 기독교 사회가 갖는 유대
인의 집단적 몸, 인종에 대한 관념들을 결정하였다.
유대인의 인종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피부색이다.
유대인은 셈족에 속하지만 때로 백인으로, 때로 유색인으로, 때로 흑인으로
표상되었다.7) 오늘날 미국에서 유대인은 대부분 백인으로 간주되지만 18, 19
세기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대체로 흑인이거나 유럽인
들보다 적어도 피부색이 짙을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하였다. 이미 1691년에
미쏭 François-Maximilien Misson이 포르투갈의 유대인은 검을지 몰라도 자신
이 프라하에서 본 독일 출신의 유대인들은 프라하 사람보다 더 검지 않았다
고 자신의 눈으로 관찰한 보고를 아래와 같이 남겼지만 ‘검은 유대인’이라는
클리셰는 지속되었다.
7) 이에 관련해서 질먼이 던진 “유대인은 백인인가?”라는 질문이 흥미롭다. 현대 미국에서
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Vgl. S. Gilman, Die
jüdische Nase, in: M. M. Eggers, et al. (Hg.), a.a.O., S. 3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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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 모두가 흑인이라는 것은 통속적인 오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로지 항
상 자기 그룹 내에서만 결혼을 하고 자기와 같은 아이들만 얻고 그래서 인종의
외모에 있는 흑인성이 계속 유전이 되는 포르투갈의 유대인들에게나 들어맞는 말
이다. 어쩌면 북쪽 지방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독일 출신의, 프라하
에서 내가 본 유대인들은 체코사람들보다 더 검지 않았다.8)

유대인의 발, 유대인의 귀, 유대인의 피부, 유대인의 몸에 대한 담론을 연
구하고 이 주제를 크게 부각시킨 미국의 문화학자 질먼 Sander Gilman은 유
대인을 검다고 보는 관념에는 대부분의 인종 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혹은
사회병리학적 차원이 개입되어 있고 이방인 유대인이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천성이 병든 인종이라는 주류사회의 배타적 도덕적 담론이 같
이 작용함을 지적한다. 유대인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동화에 대해서는 우
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소개와 연구가 되었으나 주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차원을 다루었고 이때 인종이나 몸의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나치의 인종주의는 자주 다루어졌지만 이것이 19세기의 반셈주의라는 인종적
반유대주의라는 특징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된 유대인 담론의 결과라는 점
은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서부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인 계몽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의 영
향으로 유대인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세속화와 동화의 과정을 겪었고 독일의
경우 1871년에 완전히 동등한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방의 대
가로 동화를 택했고 유대인들은 점차 전통과 문화, 관습을 포기하게 되었다.

1880년 이후 유대인의 기독교로의 개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골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서서히 해체되고 많은 수가 도시로 이주하여 산업화와 근대화의
전환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독일제국’이라는 막 탄생한 민족국가의 새로운
국가시민이 되었다. 친족성과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골 공동체와 달리 새
로 생겨난 대도시 문화는 대중성,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군중문화에 적응한
유대인의 인종적 비가시성을 증가시켰고 그럼으로써 유대인에게는 여러 측면
에서 보다 편안한 삶의 공간을 의미했다. 20세기 초 메트로폴리스 베를린에
8) Ebd., S.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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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일 전체 유대인의 1/3이 살 정도였다. 이러한 동화와 혼종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정신뿐 아니라 몸도 동화되었다. 유대인들은 전통 의복과 모자를
벗어던졌을 뿐 아니라 유대인 특유의 구렛나루와 머리, 수염도 대도시의 독일
인처럼 가다듬었다. 얀 Friedrich Ludwig Jahn의 독일국민체조가 보급되던 시
절 허약한 몸을 단련하는 유대인을 위한 특수 체조도 널리 확산되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점차 외모로는 독일인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비르효 Rudolf

Virchow는 1886년에 10,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에서 유대인은 독일인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9) 유대인 부모 가운데 태어난 작가 바서만도 “내 얼굴은 유
대인 같아 보이지 않았고 나의 태도도, 나의 말씨도 그러했다”10)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유대인 공동체 밖에 개인으로 홀로 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유
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또한 반유대주의적 놀림이나 폭력도 없었다고 적
고 있다. 유대인의 외관상으로도 독일인이고자 하는 가장 뚜렷하고 극단적인
예는 당시에 성행했던 성형수술을 들 수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미 외모상 독일인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지적되는 구부러진 코와 크고 뾰족한 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눈에 띄는 특징
을 제거하고자 자발적으로 성형수술대에 올랐다. 이러한 성형수술은 미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체의
사회적 동화 방식으로 여겨졌다.
가장 적극적으로 몸을 동화시키는 방식은 피를 섞는 방식으로 바로 비유대
인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19세기 동안 유대인들의 세속화와 기독교화가 급속
도로 진전이 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전통을 포기하였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비유대인과의 결혼은 금기시되었다. 가정은 종교의 세속적 대안으로 후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보다 혼혈 결혼을 하는 것이 점차 더 관대하게 받아들
여지면서 비유대인과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세기 초까지 독일 제국
9) Vgl. ebd., S. 400.
10) J. Wassermann, Mein Weg als Deutscher und Jude, München 2005,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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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결혼한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 18%, 여자 10%가 다른 민족의 배우자
를 선택하였다.11) 특히 직업과 사회생활에 있어 비유대인과 빈번하게 접촉을
하는 유대인 남자들이 이러한 혼혈결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러한 유
대인과 비유대인의 혼혈결혼이 행해져 그 가운데 많은 2세들이 태어났다. 때
문에 독일인과 유대인의 경계는 문화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점차 혈통이나 가
계에 따라서도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갔다. 누가 유대인인지,
유대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할지, 혹은 유대인다움이 무엇인지는 주류사회
뿐 아니라 동화된 서부유대인들 자신에게도 점차 쉽게 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 나타났다. 서부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독일-유대인 deutsch-jüdisch’로
소위 ‘하이픈 정체성’으로 자신을 이중 소속으로 규정하였다.

Ⅱ.2. 유대인의 타자화: 인종주의
이렇듯 유대인이 동화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지자 독
일 주류사회에서는 이러한 조류와 정반대로 인종주의 담론이 반유대주의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확산되었다. 이 이론들은 이제 외적으로도 구분이 되지 않
는 유대인들을 인종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담론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비노, 체임벌린, 닐루스, 로젠베르크 등의 고전적 인종 이론
이다.12) 이 이론은 지구상의 여러 인종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며 유대 인종은
그 가운데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되고 작금에는 선민 아리아인의 피가 비아리
아인의 피로 희석되고 있어 위험하다는 주장이 골자이다. 이는 이전의 종교와
문화에 근거하는 ‘유대인 증오’와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적으로 확산되는 ‘반
셈주의 Antisemitismus’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용어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이제 유대인에 대한 주류사회의 미움과 증오는 ‘아리안족 Arier’의 반대에 서
11) Vgl. S. Behr, Der Bevölkerungsübergang der deutschen Juden, Frankfurt a.M. 1932, S.
112-114, 최형식: 전통과 변화. 독일 제2 제정기 유대인 가족과 유대인 여성, 실린 곳:
역사와 경제 57(20), 179쪽에서 재인용
12)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역서와 연구논문들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디몬트, 앞의 책,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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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셈족 Semiten’를 향한 것이었고, 이는 인간 육체의 겉모습, 구조, 피, 유
전 등 몸에 대한 담론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집단적 성격, 범죄, 종교, 시온의
정서 등을 통한 세계정복의 야욕 담론 등으로 확산되었다. 디몬트는 반셈주의
가 비논리적, 비이성적, 무의식적인 충동에서 유래했고 개인이 아니라 인종에
대한 것이며 유대인만을 표적으로 삼고 해결을 원치 않는다는 네 가지 특징
을 가졌음을 지적한다.13) 아이러니는 이러한 몸과 관련된 반셈주의 담론이

‘서부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하던 ‘동부유대인’에 대한 클
리셰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동부유대인들은 주로 동구유럽의 시골에
살며 공동체 안에서 전통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사회의 전형적인 타자
로서의 옛 유대인 모습을 띄고 있었고 이들이 동구의 포그롬 때 베를린 같은
대도시로 대거 이주해오면서 주류사회의 이질화, 타자에 대한 불안감, 인종적
제노포비아를 증대시켰다. 유대인의 집단적 몸은 짙은 피부, 낮은 이마, 매부
리코, 검고 구불구불한 머리와 구렛나루, 두터운 검은 눈썹, 두터운 입술, 긴
귀, 주저앉은 하체, 평발 등의 모습으로 희화화되었다. 동화에 성공한 서부유
대인들은 자신들을 동부유대인들과 구분하고 독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독일
주류사회는 그들을 동부유대인의 클리셰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유대인으로 간
주하였다. 서부유대인들이 동부유대인들에게 느끼는 이질적 감정을 바서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내가 폴란드나 갈리치아 출신 유대인을 볼 때면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고 그들의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사는 법을 알아내려 노력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나를 감동시키거나 감탄하게 만들거나 동정하거나 슬픈 마음이
들도록 하였지만 형제애라든가 친족이라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
게 완전히 낯설었는데 그들의 말이나 숨 쉬는 것도 낯설었고 인간적-개인적인 동
감도 없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14)

인종주의는 유대 인종을 열등한 인종으로 보고 부정적 담론을 확산시켰을
13) 막스 디몬트, 같은 책, 142-143쪽 참조.
14) J. Wassermann, a.a.O., S. 107-108.

192

최윤영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혼혈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
했다. 유대인들이 혼혈결혼을 통하여 인종 정체성 문제를 완화시키려 했던 반
면 주류사회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순수한 아리
아 인종에 비하여 유대인은 이미 열등한 인종이지만 다른 인종과 혼혈결혼을
하면 그들의 열등함은 더욱 더 강화되고 그들과 결혼한 다른 인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15) 사회진화론이 진보와 퇴화의 방향성을 이야기했다면 체임벌
렌에 따르면 혼혈종족은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하게 퇴화 Entartung될 것이다. 게르만의 피로 더 신선해지
거나 고귀해지기보다는 낯설고 확고하고 강한 유대인들이 퇴화될 것이고 ”열등한
“ 타입과의 교배로 인하여 유럽인들도 퇴화될 것이며 확실히 몰락할 것이다.16)

이러한 인종론에 바탕을 둔, 30년대의 나치 인종 이데올로기의 최대 과제
는 어떻게 유대인의 “동화를 다시 무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비슷해진 사람
들을 다시 비슷하지 않게 만드는가”에 있었다.17) 포이케르트는 나치가 근대
유대인이 다변화되고 혼종화되었더라도 그 바탕에는 혐오스러운 유대인의 본
성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으며, “유대인 그 자체”라는 인종적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 가공형상을 만들어 현실 문제를 신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분석한
다.18) 한 방울만 흑인의 피만 있어도 흑인이라고 주장했던 미국의 극단적인
흑인 인종론과 유사하게, 열등한 유대인의 피는 아리아인의 피보다 훨씬 강해
서 아리아인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주장되었다. 또한 미국의 흑인 혼혈에
대해 사용되었던 1/2, 1/4, 1/8 등의 혼혈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도 사용되었다.
15)
16)
17)
18)

Ebd., S. 398.
Vgl. S. Gilman, a.a.O., S. 398.
E. Beck-Gernsheim, a.a.O., S. 54.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나치시대의 일상사, 김학이 역, 개마고원 2003, 321쪽 참조. 포이
케르트는 이러한 다양한 유대인그룹들을 나치가 근대의 문화적으로 동화된 지적인 유대
인, 종교적 정통 유대인, 경제적으로 성공한 유대인, 유대인 사회주의자, 동유럽 게토에
서 건너온 유대인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논거로 사회악으로 규정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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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나치의 인종의 순수성이나 인종적 분리 가능 주장에도 불구
하고 힐베르크는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역사 1에서 당시에 유대인이 누구인
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간단치 않았음을 지적한다.19) 1933년의 법은 “비아리
아인 출신” 공직자를 해직시킨다고 규정하였고 며칠 뒤에 나온 시행령이 비
로소 비아리아인을 유대인 조부모와 부모 중 1인이 유대인일 경우로 규정하
고 조부모와 부모의 유대인 여부는 유대교 신자인가에 따라 정의하였다. 즉
나치가 유대인을 호명할 때 인종적으로 규정한 듯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 조상의 종교로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즉 행정
규정과 주민등록과 신분증을 통해 관리하였다. 즉 그들이 인종적 구분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은 국가의 행정체제를 가동한 법적, 행정적, 규정적 구분이
었던 것이다. 나치는 유대인의 식별을 가시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도입하는데 1938년 7월부터 유대인 식별카드가 도입되었고 8월
에는 남성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성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덧붙였
다. 10월부터는 유대인을 뜻하는 J를 여권에 표기하였고 11월부터는 독일인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유대인학교로 추방되었다. 후에 히틀러 집권 12
년 동안 어느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유대인들은

1941년 9월 19일을 꼽았다. 바로 이날부터 게슈타포의 규정으로 인해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노란 별 der gelbe Stern’을 겉옷에 달아 누가 보더라도
바로 유대인임을 식별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의 인종은 행정적으로 인위적으
로 의복에 새겨져 가시적이 되었고 이들의 시민권, 소속성은 박탈당했다. 유
대인은 다시 게토로, 테레지엔슈타트로, 강제수용소로 사회에서 격리되었으며
더 이상 독일국민이 아니었고 시민권이라는 소속성을 박탈당해 보호받지 못
하는 존재가 되면서 “새처럼 자유로워졌다.”20)

19) 라울 힐베르크, 홀로코스트 유럽유대인의 파괴 1, 김학이 역, 개마고원 2008, 134쪽.
20) “새처럼 자유롭다. vogelfrei”는 동시에 이제 새처럼 아무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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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동화의 극단과 동화의 불안: 발터 라테나우와 야콥 바서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동화과정과 반셈주의를 겪은 유대인들의 실제
자전적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의 기록은 대체로 개인적 기록을 넘
어선 시대에 대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화에 적극 가담한 그룹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동화의 적극적 주창자와 동화의 딜레마를 주로 보고한
작가로 갈라 살펴본다.
유대인 작가 가운데 동화의 추종자로 마우트너 Fritz Mautner, 케어 Alfred

Kerr, 알텐베르크 Peter Altenberg, 라테나우 Walter Rathenau를 꼽을 수 있다.
라테나우(1867-1922)는 그 중 가장 성공한 유대인 중의 한 명으로 기업가, 작
가, 정치가로 알려져 있고 현실정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유대인이
다. 그는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반유대주의인 반셈주의가 확산되자 제시된 여
러 유대인의 자구책 중 더욱 철저히 독일인으로 동화되는 길을 택하였다. 발
터 라테나우는 한편으로는 시대의 비판 Kritik der Zeit(1912)에서 보듯 유
대교회와 공동체에 충실하고 이들을 대변하고 프로이센의 유대인 정책을 비
판하면서도 동시에 독일 사회에서의 유대인의 공존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동화를 추진한 유대인이다.21) 그는 하이네와 달리 갈색머리와 푸른 눈을 가
진 프로이센인을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화하고 철저히 독일인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미래 Zukunft지(紙)에 실린 그의 논문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Höre Israel!｣(1897)은 독일의 유대인들에게 개종을 넘어서 더욱 철저하게 동
화되기를 촉구한 글이다.22) 그는 계몽된 유대인과 독일 프로테스탄트가 많은
공통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과 유대인의 공생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21) 그는 1921년 재건장관으로 1922년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받았으나 우익테러를 당해 백주
대낮에 베를린 대로변에서 살해되었다. 라테나우에 관한 국내연구는 오한진, 독일인과
유대인. 그 비극적 이중주, 한울림 2006, 143쪽 이하 참조.
22) Höre Israel!은 Schma Israel!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 바로 토라의 핵심사상으
로 여호와가 유일신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말이다. 이 말은 라테나우가 동화를 주장
하며 제목으로 삼은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3장에서 다루는 잘리 페렐의 텍스트에서도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끼리의 확인 작업에서도 쓰이는 문구이다. Vgl. S. Perel, Ich war
Hitlerjunge Salomon, München 1992, S.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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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반셈주의가 더 강화되는 것을 보고 여
전히 사회의 이방인으로 머무는 유대인에게 완전히 독일인으로 거듭나야한다
고 주장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할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야하는데 바로
한 인종이 의식적인 자기교육을 통해 낯선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 적응은 다
윈이 말한 어떤 곤충들이 하듯 주변 환경에 자기 몸의 색을 맞추는 ‘흉내내기’ 기
술이 아니다. 그것은 선하든 악하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증명
된 종족의 특징을 완전히 내려놓고 더 나은 특성으로 대치하는 것을 뜻하는 적응
을 말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신을 통하여 도덕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
면 이것은 환영할만한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게르만
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독일인으로 완전히 종이 바뀌고 독일인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간단계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는 양측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독일인과 골수유대인 사이의 분리고리이자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즉 유대인 귀족이 목표인데 이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정
신적이고 육체적인 문화의 의미에서 그러하다.23)

위의 그룹과 달리 바서만 Jakob Wassermann, 란다우어 Gustav Landauer
같은 작가는 유대인-독일인 공생을 추구하고 바로 두 갈래 길 위에서 겪은 고
통을 주로 기록한다. 야콥 바서만은 소도시 퓌르트의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구츠코우 같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여러 소설로 이미 생전
에 그토록 고대하던 작가로서의 성공을 거두었다.24)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글
에서 독일 독자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설에 열광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
으로 히틀러에게 달려가는 반셈주의의 현실을 보고 이에 절망하며 독일-유대
인의 공생은 실패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있다. 그는 1934년 나치
23) W. Rathenau, Höre Israel!, in: Die Zukunft 5(1897), S. 462.
24) 카스파 하우저 혹은 마음의 나태 Caspar Hauser oder Die Trägheit des Herzens(1908),
라우딘과 그의 부하들 Laudin und die Seinen(1925), 크리스토프 콜롬부스 Christoph
Columbus(1928), 마우리치우스의 경우 Der Fall Maurizius(1928), 에첼 안더가스트
Etzel Andergast(1931), 요제프 케르크호벤의 세 번째 삶 Joseph Kerkhobens dritte
Existenz(1934) 등이 대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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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유대주의 본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 사망했는데 친구들은 차라리 죽
음이 그를 고통에서 구해주었다고 묘사할 정도로 만년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1921년 출판된 독일인과 유대인으로서의 나의 길 Mein Weg als
Deutscher und Jude은 바서만의 대표작으로서 이러한 자전적 체험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다. 그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유대인 deutscher Jude”(7쪽)으로 정의내리고 독일적인 것과 유대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자신을 규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유년시절부터 독일에서
의 작가로서의 삶뿐 아니라 나중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산 것까지
포함하여 두 나라에서 살았던 동화유대인으로서의 생애를 회고한다. 그는 자
신이 “옷, 언어, 생활방식에서 철두철미 동화를 했고”(10쪽) 외모 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시각적 판단, 외모에 따른
시각적 인지가 사회의 반셈주의적 테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는다.
나는 코가 반듯했고 조용하고 소극적인 편이다. 이것은 유치한 논변으로 들릴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별로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유대인들이 무엇이
유대인이고 유대적인 것인지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얼마나 유치한지 잘 모르는 것
이다. [유대인 클리셰의] 왜곡된 모습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들의 본능은 숨을 죽
인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주입하고 또한 주입하고자 하는 종족증오라는 것이 외
모에 대한 아주 거친 판단으로 계속 먹고 산다는 사실을 늘상 발견한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적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가장 미워하는 자는 가장 뭉툭한 코를 가진 자들이었다.(12-13쪽, 괄호 안 역자
보충)

그는 개인으로 있을 때에는 차별을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골목 아이들의 놀리는 소리, 독기를 품은 시선, 경멸
하는 표정, 반복되는 모욕”(12쪽)은 다반사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스스
로 동화를 겪으면서 당시의 형식으로만 남아 있던 유대인의 관습, 종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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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더 이상 애정이나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그러
한 것들이 이미 그 핵심적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한 소회도 기록한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나이 산맥에서 온 모세라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하느님과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를 다 잊어버렸다”(22쪽) 이러한 상
황에서도 그는 학교, 군대와 직업 등 삶의 영역과 성공 후의 귀향에서도 오로
지 유대인으로서만 간주되며 겪은 배신감, 불안감, 좌절감, 분노, 그리고 미래
에 대한 해답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을 토로하는데 당대 서부유대인이 다다
른 막다른 골목의 일반적인 딜레마를 대변하고 있다.
정확히 관찰하면 유대인은 이름만 유대인일 뿐이고 기독교 주변세계가 보여주는
적대감, 이질감, 거부를 통해서만 유대인이다. 기독교 세계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한마디 말이나, 상투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인이고자 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는 언제나 나
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답을 줄 수 없었
다.(15쪽)

Ⅲ. 패 싱

Ⅲ.1. 인종 경계통과로서의 패싱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동화를 통하여 경계를 허물어뜨려 갔다면 이 장에서
는 인종적 경계의 통과를 뜻하는 ‘패싱’ 개념을 살펴보고 독일 나치 시대의
서부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찰은 극단적 인종주의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미 대륙의 흑백 혼혈의 역사가 수세기를 넘어가면서 후손 가운데 외모상
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혼혈인들이 태어났고 이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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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감추고 의도적으로 백인으로 살아갔다.25) ‘패싱

passing’은 원래 미국 문화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영미문학계에서 소수 연구가 나와 있다. 이를 “흑인의 백인 흉내내기”로 번역
을 하고 있으며, 벡-게른스하임의 경우 “백인으로 통하기”, “백인이라고 내세
우기”로 규정한다.26) 패싱을 “백인 흉내내기”로 번역하는 것은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어원적 의미는 “통과”나 “이동”을 의미하며 이제까지 흑인이 시도한
인종적 경계통과에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에만 국한이 되지는 않는다. 세
계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볼 때 소수인종집단이 주류사회로의 패싱을 시도한
예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차별이 명백한 상황에서 패싱을 하면서
실제로 거의 동화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도 변모한 경우도 많기 때문
에 흉내내기라는 번역도 적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패싱을 다룬 대표
작품으로 미국의 여류작가 라슨 Nella Larson의 소설 패싱 Passing(1929)과
로스 Philipp Ross의 휴먼스테인 The human stain(1999)을 꼽는다.27)
패싱은 인종 개념이 사회적 문화적 차원과 맞물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
며 무엇보다도 인종의 가시성과 소속성을 둘러싼 모험이자 유희이며 문제제
기이자 비판이라 할 수 있다. 패싱은 인종론의 이론과 현실 사이의 모순과 아
이러니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패싱은 혼혈결혼으로 인하여 외양 상 백인
처럼 보이는 흑인이 백인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생물학적,
인종적 개념이지만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두 인종을 분명
히 분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혼혈이 일어났을 경우 흑인의 피가 약간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하는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행해진다. 만약 흑
인과 백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흑백 혼혈결혼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혼혈
25) 그러나 이러한 정의 자체가 흑백 차별을 담고 있다. 흑인과 백인의 결혼에서 흑인이나
백인 혼혈이 생겨나는데 흑인의 피를 열등한 인종의 피로 간주하고 더 진하다는 편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1970년 개정이 되기 이전까지 루이지애나의 법은
현재 백인이라도 조상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흑인이 섞여 있다면 흑인으로 분류 하고 있
다. 개정 이후에도 흑인의 피가 32분의 1 이상이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분류한다.
26) E. Beck-Gernsheim, a.a.O., S. 49.
27) 넬라 라슨, 패싱, 서숙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필립 로스, 휴먼스테인 1과 2, 박
민수 역, 문학동네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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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목숨을 건 패싱은 시도되지 않는다. 패싱
은 순수하게 개념상으로만 고찰하자면 거꾸로 백인이 흑인인 척하기에도 적
용이 되어야하지만 격차가 큰 사회의 불평등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경
우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패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독어독문학계에서 20세기 초 서부유
대인의 드문 사례들에 이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한다.28) 이제까지 사회학자
벡-게른스하임이 드물게 이방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하면서 이 개념을
조심스레 시험한 적이 있다.29) 벡-게른스하임은 독어권의 유대인에게 이 개념
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을 들
고 있다.30) 첫 번째로는 독일의 철저했던 등록 제도를 들고 있다. 미국은 주
만 해도 오십여 개이고 흑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각 주마다 상이했기 때문
에 패싱을 감행하고자 할 때 자신이 태어난 흑인 커뮤니티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다른 고장으로 이주하면 신분을 감추고 사는 것이 훨씬 용이했다. 그
에 반하여 독일은 미국에 비해 영토가 작을 뿐 아니라 이미 근대적 주민등록
제도가 훨씬 철저하게 시행되었고 유대인들은 신분증에 자신의 소속 종교를
밝히게 되어 있어 종교, 문화, 민족이 거의 일치하는 유대인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독일의 유대인 공동체도 신자들의 등록제도가
철저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때문에 피부색 등이나 외모에서 유대인이 비유대
인과 구분이 되지 않을 확률이 미국의 흑인과 비교해볼 때 훨씬 높았지만 신
분을 감추고 다른 인종으로 사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소수 나마 패싱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인종주의 연구의 흥미로운 사례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나치의 등장과 더불어 눈앞에서 점차 확산되고 과
28) 그 외에 최근에 활발해지기 시작한 독일의 인종연구에서도 패싱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데 주로 흑백 갈등에 적용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아프리카나 흑인에 대한 연구, 혹은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흑인과 패싱에 대한 연구가 그 예이다. 대표적 연구가 바로
Ahmed의 연구이다. Vgl. A. Ahmed (2005): »Na ja, irgendwie hat man das ja gesehen«.
Passing in Deutschland – Überlegungen zu Repräsentation und Differenz. In: M. M.
Eggers et al. (Hg.), a.a.O., S. 270-282.
29) Vgl. E. Beck-Gernsheim, a.a.O., S. 49.
30) Ebd., 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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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반유대주의를 목도하고 자신에게 직접 가해지는 생명의 위험 때문
에 패싱을 감행한다. 이러한 유대인의 독일인 패싱도 미국 흑인의 백인 패싱
의 예처럼 인종의 가시성과 소속성의 문제를 드러내지만 훨씬 위험하였다. 그
들은 유대인임이 발각될 경우 공동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벡-게른스하임은 독일에서 패싱이 적었던 이유로 미국의 흑인과
달리 독일의 서부유대인들은 이미 대부분 집단적으로 동화의 길을 선택하였
음을 들고 있다.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혼종 사회에서 소수집단이 자
신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에 적응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동화
와 패싱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선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패싱과 동화는 본래의 자신이 아닌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패싱은 실제의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이 아닌 사람으로 “행세하기”라는 속
임이 작용하는 반면, 동화는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이 거주국의 문화 가치관을
익혀 거주국 국민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1)

미국의 흑인사회는 흑백분리와 차별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뛰어넘
고자하는 욕구가 존재했었고 백인처럼 보이는 밝은 혼혈 피부색은 이 어려운
시도를 감행하도록 유혹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세속화, 독일화, 기독교인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독일인 혹은 유대계 독일
인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특별히 인종적 패싱까지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많은 유대인들은 혼혈결
혼가정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유대인의 관습이나 종교를 지키지 않았고 크리
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등 기독교인의 관습과 예절, 명절에도 거부감이 없었음
을 회고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사회의 명확한 흑백 분리도 사회 갈등과
패싱의 원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독일인으로의 동화 역시 주류사회의 반셈
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갈등의 요소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31) 이선주,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 - 패싱, 동화와 디아스포라, 실린 곳: 미국학연구
31(2008),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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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중에는 나치의 인종주의라는 역사의 괴물을 낳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패싱은 사회적으로는 인종주의 담론과 인종주의 정책의 허구를 드러내는
결절점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인종들이 각기 다르고 가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
다는 근원적 인종주의와 여기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할 때 바
로 이러한 인종에 대한 소속성과 믿음을 거스르는 통과행위로서 그 불일치와
이탈, 틈새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두 가지 이유, 즉
철저한 주민등록과 대다수의 동화로 인하여 나치 집권기에 유대인의 ‘패싱’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아무도 모르는 먼 시골의 조그만 고장에 가서 결
혼신고를 하거나 또한 관청의 서류정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피해 아리아인으로 가장을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았
음이 일반인들의 수기에서 드물게 보고된다.32) 그 외에도 특정 장소, 특정 시
간에 잠시 다른 인종으로 행세하는 일시적 패싱은 나치시대에 의도치 않아도
일어나기도 했다. 이 역시 인종 구분이 주로 시각적 인지에 의하여 일어나고
착오의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준다. 헤히트 Ingeborg Hecht의 경우, 아버지
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아리아인인 가정에서 태어나 소위 말하는 “1급 유대
인”, “특혜 받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별을 달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보다
도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독일인 같은 외모 때문에 발생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 그런데 승마장에서 나치 친위대 복장
을 한 두 명의 군인이 우리에게 오다가 얼른 피하기도 전에 한 명이 루디 앞에
서더니 승마채찍으로 막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쓰레기”라고 부르면
서 말이에요. “독일 소녀와 돌아다닌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 독일 소
녀란 바로 저였는데요.33)

친구 루디는 유대인으로, 헤히트는 아리안족 소녀로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32) Vgl., I. Hecht, Als unsichtbare Mauern wuchsen. Eine deutsche Familie unter den
Nürnberger Rassegesetzen, Hamburg 1984.
33) Ebd,, 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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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는 인종적 분리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다. 헤히트처럼 타인에 의해 아리안
족으로 간주될 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우도 소극적 패
싱이라고 할 수 있다. 헤히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본래 신분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유대인 친구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을 지켜보기만 한다. 라선
의 패싱에 나타난 주인공 아이린의 소극적 패싱예가 백인 백화점에서 쇼핑
하기, 백인 식당에서 식사하기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백인들의 인
종적 편견과 확신을 조롱하는 의도적 유희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독일의 경
우에는 사태의 심각함과 폭력성이 두드러진다.

Ⅲ.3. 패싱의 불안: 잘리 페렐
나치가 유대인의 동화를 무화시키고 유대인을 다시금 구분해내려 했던 절
박한 상황에서 철저한 신분증 제도 때문에 유대인 패싱의 예는 찾기가 쉽지
않다. 패싱의 드문,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서전 나는 히틀러소년단의
솔로몬이었다 Ich war Hitlerjunge Salomon을 들 수 있다.34) 이 자서전은 폴
란드계 유대인인 주인공 페렐 Sally Perel이 히틀러 치하에서 독-러 전쟁에 말
려들고 생존을 위해 아리안족의 ‘토종 독일인 Volksdeutscher’ 윱 페렐 Jupp

Perjell로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여러 번 위장한 이야기이다. 앞서 살펴본
흑인 패싱의 동기와 비교할 때 미국의 예가 다층적 차별과 타자화, 혹은 사회
적, 경제적, 계층적,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욕망,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
라는 배경에서 나왔다면 페렐의 경우를 포함한 나치 치하 유대인 패싱의 동
기는 목전의 죽음의 위협에서 피하는 것, 즉 당장의 생존을 위함이라는 점에
서 차이를 보여준다. 즉 미국 흑인의 경우 자신이 내린 자유 결정이었지만 유
대인의 경우는 살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페렐은 자기 삶을 담은 기록을 전
쟁 직후가 아니라 1992년에야 출간하는데 저자는 여러 이유를 들고 있다. 한
편으로는 모든 것을 “잊고, 밀어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전후 삶 자체가
34) Vgl,, S. Perel, Ich war Hitlerjunge Salomon, Münch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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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해 글을 쓸 여유도 없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출판했을 때
자신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거나 홀로코스트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과 나란히 유대인에 대한 기록으로 여겨질 것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컸던 것을 들고 있다.35)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살아남
았다는 괴로움 Leiden des Überlebens’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쓸 때 주저함을
보여준다. 이 자서전은 뒤늦게 프랑스어로 출판이 되었지만 바로 큰 주목을
끌었고 이후 폴란드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었으며 22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또
한 1990년 폴란드 여류감독 홀란드 Agnieszka Holland에 의해 영화화되어 
유로파 유로파란 제명을 달고 상영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36)
자서전은 실제의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 순서대로 진행된다. 독일의 소도시
에서 상점을 경영하며 살던 페렐의 가족은 나치가 집권하고 수정의 밤에 상
점이 파괴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누이동생을 강간하고 죽이자
고향인 폴란드 시골로 돌아온다. 그러나 독일은 곧 폴란드를 침공하고 페렐
형제는 다시 동쪽으로 도피를 하게 된다. 페렐은 독일, 러시아, 폴란드, 연합
국이 가담한 이 전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체를 계속 바꾼다. 피신
해 간 러시아에서는 “독일계 유대인”으로 박해받는 망명자로 신분을 밝혀 고
아원에서 자라게 되며 ‘소년공산당원 Komsomol’으로 키워진다.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에는 러시아군에게 억울하게 부모가 살해당한 고아로 신분을
위장한다. 독일 군인들은 페렐의 외모로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Papiere 증명서”를 외친다. 이 장면은 예사롭지 않은데, 미
국의 두 패싱 소설들도 공통적으로 발각의 위험을 이야기하지만 증명서 제시
를 요구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라선의 소설에서는 20년대를 배경으로
패싱한 주인공 켄드리가 과거의 흑인들과 다시 교제를 하다가 발각이 되고
로스의 소설은 최근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화자가 주인공의 과거를 추적하
다가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지만 주인공은 끝까지 자신이 패싱한 사실을
35) Ebd., S. 7.
36) 영화는 영미권과 독일어권의 평가가 상이한데 영미권에서 많은 상 등을 수상한데서 보
듯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면 독일어권에서는 편집 등 영화 내적 이유를 들어 부
정적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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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지 않는다. 또한 미국 신분증은 인종적 정체성을 기록하지 않는다. 페렐은
자신에게 닥친 생명의 위험을 직시하고 유대인이라는 종이 신분증을 땅에 묻고
독일군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토종 독일인 Volksdeutscher”(32쪽)이
라고 패싱한다. 이 용어는 나치시대의 특수용어로서 그들의 인종 이데올로기
바탕에 놓여있는 새로운 유토피아에 적합한 ‘민족공동체 Volksgemeinschaft’
의 일원임을 의미한다. 나치는 이 사회개편모델을 내세워 한편으로는 그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적합하지 않은 유대인, 반사회적
인간, 비적합인 등을 제거하려했었다.37) 유대인의 전형적 가족성인 페렐

Perel은 리타우엔에 흔한 페르옐 Perjell로, 이름도 살로몬 Salomon이 아닌 요
제프 Josef로 바꾼다. 페렐이 받게 되는 인종적 정체성 증명은 주로 신분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러시아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일 수 있었던 반면 독일군
앞에서는 이를 감출 수밖에 없다. 신분증, 서류로 관리되는 정체성 확인은 이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페렐은 발각될까 계속 두려움에 떨지만 전쟁은 주민등
록관리소 역시 폭파하여 위기는 우연에 의해 그때그때 지연된다.
그의 자서전은 서류뿐 아니라 동시에 현장에서 매순간 이루어지는 몸의 정
체성 증명을 다룸으로써 유대인의 인종, 젠더, 몸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측
면을 건드리고 나치 인종론 자체의 모순과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인종적 경계
통과를 의미하는 패싱과 관련하여 페렐의 텍스트는 다음의 두 가지 현장검증
장면이 특히 흥미롭다. 첫째로는 유대인의 가시적 인종 구분가능성의 유효성
문제이다. 이러한 인종구분의 허구성에 대하여 텍스트가 가하는 비판적 패러
독스의 절정은 브라운슈바이크의 히틀러유겐트 학교에서 받는 인종론 수업이
다. 페렐은 전쟁 영웅으로서 또한 최전방 대대장의 양자로서 독일에서도 충성
심과 인종적 순수함이 입증된 청소년만 다닐 수 있는 이 특수학교에 보내진
다. 전방에서와 달리 후방의 제1의 적은 유대인이고 그는 정규수업에서 인종
론과 반유대주의 이론을 배울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간에 반셈주의를 반복
하며 연습한다. 인종론 시간에는 유대인은 몽골인과 아시아인과 흑인의 혼혈
로서 “구별되는 육체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체육시간에는 “대검으로
37)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앞의 책, 21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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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몸뚱아리를 찔러버리자”라는 군가를 부르며 인형 찌르기 훈련을 받
는다. 자신이 자신의 종족을 절멸하는 이론을 배우고 자신을 죽이는 자가당착
적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는 인종론 수업 시간에 담당교사가 두개골의 모양,
이마, 눈의 색깔, 눈 코 입의 모양새, 비율, 체격, 할례, 발 등의 특징을 들어
아리안족과 유대족의 차이를 강의하자 발각될까봐 패닉에 빠지게 된다. 페렐
은 교사가 북방 아리아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칠판에 적고 나서 게다가 자신
을 그 실험 사례로 호명하자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다.
나는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나갔다. 마치 지옥 위의 판자에서 균형을 잡는 것 같
았고 죄 없는 관중이 고대 로마 검투사들의 경기장에 내보내진 것 같았다. 이제
되돌아 갈 수 없고 나를 삼켜주기 위해 바닥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칠판으로 가
면서 동료학생들을 쳐다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두들 완전히 평상시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교사도 또한 늘 그랬던 표정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고 어떤 처형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군들, 자 모두 요제프 군을 보도록. 그는 전
형적인 동방발트족의 후손이다.” 교사는 그렇게 말했다. 아, 하느님, 칭송하고 경
배하라! 나치-인종학의 수천가지 연구보고서는 바로 이 순간에 휴지로 전락했다.
이 이론의 능력은 값어치를 드러냈는데 바로 제로였다.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미소
를 지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권위 있는 학자가 나에게 정말 대단
한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갑자기 나는 나 자신을 “때 묻지 않은 아리아인”으
로 보게 되었다.(117쪽)

극단적 공포는 극단적 허무와 허탈로 전도된다. 부모 모두가 유대인인 페
렐을 인종론 교사가 아리안족이라고 확인을 해줌으로써 페렐과 독자는 거꾸
로 나치 인종론의 허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설명과 진단이 구체적이고 학술
적 외양을 띨수록 더욱 그 작위성과 허위성이 드러난다.
페렐의 가시성과 소속성의 문제를 몸을 통한 발각의 문제로 첨예하게 건드
리는 두 번째 지점은 바로 할례라는 몸의 흔적이다. 여기에서 또 다시 차이가
드러나는데 흑인들의 패싱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발각의
위험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태어날 후손의 피부색에 대한 공포를 다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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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렐의 경우 할례는 유대인만의 특수한 흔적이 된다. 할례는 바로 역사와 사
회와 종교의 흔적과 몸의 흔적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인 것이다. 때로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페렐의 외모는 독일인과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서술되지만
유대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인종적, 집단적, 민족적 표적을 몸에 새겼으니
그것이 바로 할례이다. 나치가 강제로 달게 했던 ‘유대인의 별’ 표식과 유대
인들이 몸에 스스로 새긴 할례는 둘 다 문화적 표식이지만 동시에 인종적 표
지로 기능했다. 전자가 타자에 의해 강제로 부과되었고 죽음을 각오하면 떼낼
수 있다면 후자는 유대인 스스로 몸 깊숙이 새긴 표지로서 떼거나 지울 수
없는 흔적이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브릿트 밀라”라 하는데 이는 유대인에게
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아의 “음경의 포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38) 할례의 근거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
게 청결이나 위생 혹은 후손들의 생식과 관련된 의학적, 생물학적 담론도 나
와 있지만 무엇보다도 종교적, 문화적 통과의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할례
자체는 인종적 특징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유대인과 아랍인들만이 그들의 종
교에 따라 실행하였고 독일에는 아랍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유대인의
몸의 상징이 된다.
페렐의 자서전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인생행적의 궤도를 따라 사건들을 시
대순으로 배치하고 있다면 영화는 할례의 의미를 보다 부각시키고 텍스트와
달리 유대인 랍비에게 페렐이 할례를 받는 축제의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장
면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유아 때 할례를 받음으로써 지을 수 없는
종교적, 문화적 소속성을 몸에 각인하게 된다. 이 의식은 모든 가족이 모여
성대하고 엄숙하고 따뜻한 축제와 축복의 분위기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이러
한 할례의 의미는 독일군인 앞에서 정반대로 전복되고 죽음의 표지로 기능한
38) 최명덕, 할례에 대한 문화적 견해 차이. 고대 그리스 로마인과 유대인의 상반된 인식을
중심으로, 실린 곳: 역사와 문화 55(2010), 240쪽 참조. 구약성경의 창세기 17장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라는
명에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할례를 받은 이후로 이는 유럽에서는 유대인 공
동체의 징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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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군이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마을의 유대인을 찾아 모조리 총살을 할
때 폴란드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주장을 하면 독일군은 하반신을 벗겨
할례의 유무여부를 확인하였다(33쪽). 할례는 가장 은밀한 부위에 행해지는
시술이기에 이 확인 작업은 동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인종 정체성
확인 작업이 되며 더구나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순간이기에 끔직하고 공포스
러운 작업이 된다. 페렐은 포로로 잡혔을 때 유대인 분류작업에서 어떤 줄에
서야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없애버린다. 그러나 유대인
표식인 할례는 없애버릴 수 없고 그는 이 흔적을 감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한
다. 할례는 한 때 가장 성스러운 흔적으로 여겨졌으나 이제 그에게는 가장 폭
력적이고 상스러운 그룹에 의해 배제와 축출, 즉 죽음의 징표로 해석된다. 할
례의 흔적은 여러 번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다. 최전방에 있을 때 페렐
은 목욕을 하다가 할례를 받은 것이 발각이 되지만 그에게 동성애적 성애를
느끼는 상사는 비밀을 지켜준다. 나중에 옮겨간 히틀러유겐트 학교에서는 이
은폐가 쉽지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수업시간에 인종 판정을 받고 또한
끊임없이 과거의 주민등록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뿐 아니라 목욕탕
에서나 공동 화장실에서 할례의 흔적이 발각될까봐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고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친구 레니와의 성 관계도 거절한다. 심지어 혼자
서 이를 다시 폐기시키기 위한 원시적 수술도 감행하지만 실패하고 할례의
흔적은 보존된다. 학교의 신체검사도 다시 한 번 공포의 확인 작업이 되지만
갑작스런 치아의 통증을 위장해 생니 하나를 희생하고 간신히 모면한다. 전쟁
이 끝난 후 페렐은 폴란드 고향 마을에 돌아가 자신의 본래 이름으로 다시
신분증을 발급 받은 후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로지 생존을 위한 길만
을 택했던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희생자”인지 아니면 비록 잠시였지만 “나치
가해자”인지를 자문한다(218쪽). 텍스트는 이렇듯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
에서 인종정체성 확인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는 서류와 신분증 체계, 할례를
받은 몸, 나치의 인종학 이론, 가족의 혈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삼는다.

208

최윤영

Ⅳ. 결 론

19세기 서부유대인의 집단적 동화는 독일 사회의 인종적 지도를 다채롭게
만들고 인종적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이러한 인종 경계의 섞임 문제를 여기에
서는 ‘동화’와 ‘패싱’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유대인들의 동화를 통한 ‘같
아짐’은 주류사회의 불만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고 소위 ‘선진문명’은 이들을
다시 ‘다른’ 자들로 만들었고 그들의 사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영역에
서 몰아냈다. 서부유대인들의 독일인과의 역사적 공생을 접근과 분리의 문제로
볼 때 이는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종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동화되려 노력했고 혼
혈 결혼 등을 통해 인종적 경계가 흔들리는 순간 독일 주류사회는 인종론을
내세워 인종의 순수성을 주장하여 다시 국가가 개입하여 이방인의 분류, 분리,
배제의 순서를 밟아갔다.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의 여러 자전적 텍스트의 예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종문제는 생물학적 차원
뿐만이 아니라 결국 권력의 문제로 사회적, 정치적 차원이 개입한다는 사실이
다. 논문 후반부에는 패싱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유대인의 예를 발견해 미국
흑인의 패싱과 비교하였다. 패싱은 인종(분리)에 바탕을 둔 개념이면서 동시에
경계 통과를 의미하여 인종주의의 근본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문제적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에서 다시 한 번 이러
한 인종적 경계와 인종적 제노포비아에 대한 유대인의 대답을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억울한 희생과 죽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환
기시킨 그룹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귀환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다시 독일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유대 정체성이나 희생자 과거를 은폐하고 비가시적인 소
속성의 길을 택했다. 이미 그들 중 일부는 혼혈결혼로 인하여 피해자이면서 동
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현대세계의 인종적 제노포비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는 인종주의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인식과 더불어 인종(주의)적 선입견, 편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종과 관련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현상의 접근
현상, 경계완화 혹은 통과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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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Sichtbarkeit und Zugehörigkeit der Rasse.
Assimilation und passing der Westjuden
Choi, Yun-Young (Seoul National Uni)

Seit der Aufklärung versuchten die Westjuden, anders als die Ostjuden, sich
in die westliche Kultur und Gesellschaft zu assimilieren. Diese Assimilation
im 19. und 20. Jahrhundert kann man nicht nur auf der religiösen,
gesellschaftlichen oder kulturellen Ebene, sondern auch auf der körperlichen
Ebene feststellen. Diese erfolgte unter anderem durch Gymnastik oder
Chirurgie oder zunehmende Mischheiraten, die die sichtbare Differenzierung
der Juden von den ‘Ariern’ erschwerte und ihre Zugehörigkeit erhöhte. Diese
Annährung hat deutsche Rassengeographie enorm verändert und die klare
Grenzziehungen in Frage gestellt. Jedoch diese Angleichung verursachte bei
der deutschen Mehrheitsgesellschaft grosse Xenophobie und führte zur
Verbreitung von rassistischen Theorien, die diese Realität negierten und
behaupteten, die Rassen wissenchschaftlich klar unterschieden zu können.
Der vorliegende Beitrag versucht, anhand der Betrachtung der Rassentheorie
und einiger autobiographischer jüdischer Texte die Koexistenz von
Assimilation und Antisemitismus zu beschreiben und analysieren. So stellen
etwa Walter Rathenau und Jacob Wasserman in ihren Texten Höre Israel! und
Mein Weg als Deutscher und Jude dar, mit wieviel Mühe sie sich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assimillierten, als deutsch-jüdisch identifizierten, wie sie
trotzdem unter Antisemitismus litten und als jüdische Fremde von der
Gesellschaft abgelehnt wurden. Die Dialektik von Sichtbarkeit und
Zugehörigkeit der Westjuden endete mit der Tragödie des Dritten Reichs,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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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ssimilation zunichte machte und sie wieder als Juden definierte. Bei
der Analyse wird der Text von Sally Perel Ich war Hitlerjunge Salomon als
seltenes Beispiel von passing betrachtet. Der Begriff ‘passing’ stammt
ursprünglich aus dem Bereich der angloamerikanischen Rassen- oder
Schwarzstudien, wo er dazu genutzt wird, den Glauben an rassistische Reinheit
und Differenzierung zu problematisieren und zu kritisieren. Gemeinsam ist den
amerikanischen passing-Romanen und der deutschen Autobiographie, dass der
Versuch des passing eine große Gefahr bedeutete, so dass dessen Entdeckung
oft zum Tod führt. Zu unterscheiden sind die Motive für diesen Versuch, da
er in Amerika mit dem Wunsch nach einem besseren oder normalen Leben
wie die Weissen begründet war, während er in Perels Fall von der
bevorstehenden Todesgefahr zwangsweise motiviert wurde.
Diese historischen Beispiele könnten heutzutage ebenfalls von Bedeutung
sein, wenn man berücksichtigt, dass die grenzübergreifende Bewegung und
Migration nicht nur Chancen und Freiheiten sondern auch rassenbezügliche
Xenophobie herbeiführen. Eine globale Gefahr, die man nicht gerne
wahrnehme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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