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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연구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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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의 경험은 최악의 고통을 구현했다. 그것은 아마 가장 비극적이고 폭력적이었을 법한
인간적 조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경험이었다. 3세기 동안 지속된 수백만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와
신세계 강제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영향을 미친 공포와 폭력, 그리고 비인간화의
시대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흑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고통의 상처를 안고
노예들과 함께 배에 실리면서 유럽 노예상들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백인들은 너무 야만적으로 보였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나는 내 동족들 사이에서 그런 무자비한
잔인성을 결코 본적이 없었다. [...] 여자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공포스러운 장면을 만들었다. [...] 내가 직면하였던 모든 상황들은 나의
상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백인들의 잔혹성에 대한 나의 견해와 우려는 더욱 굳어졌다.1
유럽 노예상인들이 내뿜는 악하고 두렵고 비인간적인 분위기는 미국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대한 공포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에퀴아노의 관찰은 맞아떨어졌다. 그가 백인
노예상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야만성은 미국 남부 ‘고유의 흑인노예제도(Peculiar Institution)’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노예들의 일상과 그들의 후손 세대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절망적인
불행과 비인간화가 노예제도를 규정하는 특징이었다.2 이 퇴화의 벽에 갇혀서 흑인들은 존엄성과
인간성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흑인들은 자신들의 인간성을

1 P
 aul Edwards, ed., Equiano’s Travels: The Interesting Narrative of the Life of Olaudah Equiano or Gustavus
Vassa the African. Long Grove: Illinois, 1996, 24-25쪽.
2 Kenneth Stampp,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Alfred Knopf,
1956. Eugene Genovese, Roll, Jordan Roll: The World Slaveholders Made. New York: Patheo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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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11살짜리 올라우다 에퀴아노(Olaudah Equiano)는 혼란에 빠져 겁에 질려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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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시키고 부정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환경에 내던져진 것이었다. 제임스 시드버리(James Sidbury)가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처럼 말이다.
18세기가 진행되면서, 대서양 노예무역의 증감, 미국 플랜테이션 농업의 유럽사회로의
점증하는 경제적, 문화적 통합, 그리고 인간 진보에 대한 계몽적 관념의 지속적 확산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서양의 상상력에서 원초적이고 이교도적인 장소라는 아프리카의 관습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구
진보의 서사 바깥에 존재하는 야만인들이었다.3
노예주들은 폭력과 잔인성의 세계를 건설했다. 이 세상에서 노예들은 짐 나르는 짐승으로
존재했다.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예소유주들과, 과학, 역사, 지리학과 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노예소유주들과 연관된 지적 또는 사이비 지적 이론가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왜곡된 초상화를
발전시켰고, 아프리카 대륙의 ‘어둠’과 야만주의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의 타고난 열등성을 성역화했다.4
이런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부정적인 지배담론에 압도당하거나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대신에 노예제는 자신의 궁극적인 파괴의 씨앗을 키웠다. 노예제의 잔인함과 폭력성은
흑인들의 저항심과 자기결정 의식에 불을 지폈다. 당시의 지도적인 흑인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의 투쟁은 지적 무기를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겪었던 많은 고통과 번민이 지적 허위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었다.5 18세기 두 번째 후반부에
에퀴아노, 이그나티우스 산초스(Ignatius Sancho), 오토바 쿠고아노(Quobna Ottobah Cugoano),
필리스 위틀리(Phyllis Wheatley)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강요된 ‘아프리카인’의
부정적인 집단적 정체성의 비참함과 쇠약함에 대항하여 투쟁했다. 그들은 부정적인 담론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과 자기 확신의 강력한 정체성을 대안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그들은 대항적인 ‘아프리카 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였다. 이는 아프리카를 긍정적이고
기품 있는 용어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6 이런 반(反)헤게모니적이고 회생적인(regenerative) 담론은
대대로 흑인 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시 말해, 지배적이고 비인간적인 세계관에 도전하고 그것을

3 J
 ames Sidbury, Becoming African in America: Race and Nation in the Early Black Atlant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6.
4 Winthrop Jordan, White over Black: American Attitude toward the Negro, 1550-1812.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8; Idus Newby, ed., The Development of Segregationist Thought.
Homewood, III: The Dorsey Press, 1968; George Frederickson, Black Image in the White Mind: The Debate
on Afro-American Character and Destiny, 1817-1914. New York: Harper & Row, 1971; Racism: A Short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5 John Ernest, Liberation Historiography: African American Writers and the Challenge of History, 17641861.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Stephen Hall, A Faithful Account of the Race:
African American Historical Writ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hapel Hill: Univeris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6 James Sidbury, Becoming African in America,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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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는 일은 흑인 미국인들 사이에서 세대를 초월한 노력이 되었다.
‘흑인노예제도(Peculiar Institution)’의 일상적인 운영을 규정했던 잔인함과 폭력성은 노예들과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기억과 전기에 지워질 수 없도록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는 소름끼치게 상세하게 어떻게 노예제가 노예들의 인간성을
파괴했는지, 플랜테이션 농장의 일상을 규정했던 공포와 고통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책 『삶의 이야기』(Narrative , 1845)와 『생애와 시대』(Life and Times , 1881)에서
더글라스는 후대를 위해 이 역사적 고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남겼다.7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는 그의 서사시 『호소』(Appeal , 1984)에서 비슷하게 노예제의 폭력적이고 처참한 성격을
괴로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통해 ‘고통 받은 형제들의 괴로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는
노예제를 “우리의 비참함이 대부분 발생된 원천”으로 간주하였다.8 워커는 그의 “완전하고 확고한
신념, 즉 우리(미국의 유색인종)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살아왔던 존재들 중에서 가장 격하되고
가엾고 비참한 존재라는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9 워커의 결론은 공공사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에서 수집한, 수천은 아니지만 수백 가지의 과거 노예들의 증언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노예들의 서술과 전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10 이런 서술의 한 가지 일관된 주제는 노예제도를
규정했던 공포와 잔인한 행동들이다. 그리고 이런 잔혹함은 노예제도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 고통은
노예제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주제이다. 노예제도의 폭력성은 20세기 두 번째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만연했던 흑인차별정책(Jim Crow) 문화 속에서 더 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무시무시한 ‘인간과일(human fruits)’ 사건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나무에 흑인 시체를 매달아
전시하고, ‘인간 바비큐’를 통해 살을 태우고 악취를 풍기는 이러한 사적 폭력이 전국을 오염시켰다.
이런 사적폭력(Lynching)의 시대(1880-1945)에 수천은 아닐지라도 수백 명의 흑인들이 가학적인
탐닉과 광기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고 타버렸다. 때때로 아이들을 포함한 전체 가족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흑인들을 고문하고 절단하고 불태우려고 주요 도로나 마을 광장에 모였다.11 이러한 모습들이

7 F
 rederick Douglass,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an African Slave, Written by Himself.
New York: Signet Classics, 1997 (1845년에 최초로 출판); Frederick Douglass, Life and Times of Frederick
Douglass. New York: Bonanza Books, 1962 (1881년에 최초로 출판).
8 David Walker, David Walker’s Appeal to the Colored Citizens of the World (개정판). New York: Hill & Wang,
1995, p. 1(1829년에 최초로 출판).
9 같은 책.
10 John F. Bayliss, ed., Black Slave Narratives: Life Under Slavery as Told by its Victim in America. London:
Collier Books, 1976; Norman R. Yetman, ed., Voices From Slavery: 100 Authentic Slave Narratives
(African-American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9; 그의 When I Was a Slave: Memories From the
Slave Narrative Collect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2002 도 참조.
11 Jerrold M. Packard, American Nightmare: The History of Jim Crow.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02;
C. Vann Woodward, The Strange Career of Jim Crow. 제3개정판.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Ralph Ginzburg, Hundreds Years of Lynching. Baltimore, MD: Black Classic Press, 1988; Joe H. Mitchell,
150 Years of Lynching: America’s Bloody Record in the Press. Joe Mitchell, 2002; Stewart Tolnay & E.M.
Beck, A Festival of Violence: An Analysis of Southern Lynchings, 1882-193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2; Elliot Jaspin, Buried in the Bitter Waters: The Hidden History of Racial Cleansing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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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비인간적인 노예제도 이후의 공포통치로 계승되었다. 이 시기 동안, 미국 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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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미국의 인종적, 문화적 풍경이었다. 전국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955년에 미시시피, 머니(Money)에서 실행되었던 14살 에밋
틸(Emmett Till)의 사형은 민권운동에 불을 지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마지막 흑인
사형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는 1996년 텍사스 재스퍼(Jasper)에서 일어난 제임스 버드(James Byrd)
사건이 있다. 3명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트럭 뒤에 버드를 묶어서, 3마일의 자갈길을 끌고 갔고, 이로
인해 버드는 천천히 그리고 가학적으로 난도 당했다. 결국 그의 사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인간의
살이 자갈길 여기저기에 흩어졌다.12
에퀴아노가 그의 노예사냥꾼의 얼굴에서 본 공포는 미국 노예시대의 특성을 지배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 시작부터 미국흑인들의 경험은 비인간화의 본보기였다. 허버트 압데커(Herbert
Aptheker)가 강조한 것처럼, 처음부터 흑인들은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인간성을 주장하고
긍정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인간성을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부정과
부인에 기초해서 건설된 제도적 맥락에서, 문화적 환경에서 이를 다시 인정받으려는 존재론적
투쟁이었다.13 폭력과 공포의 문화를 조장하는 데 이용된 것은 단지 노예법과 주 헌법뿐만이 아니었다.
교육, 더 정확하게는 비-교육(maleducation)이 이용되었다. 이는 비인간화의 문화를 영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무지의 체계적 방치와 학습권에 대한 접근거부라고 할 수 있다. 노예제 시대에
대부분의 주에서 노예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은 범죄였다. 노예들은 단순히 학교에 가지 않았다.
노예제는 흑인 희생자들이 자기혐오와 열등감을 키우도록 사회화해서 그들에게서 부정과 무가치의
의식을 강화했던 무지의 문화 위에서 번성했다. 흑인들은 그들에게는 역사, 문화, 또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유산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야만과 원시 그리고 어둠의 환경에서 왔다고 들었다.
아프리카에는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심쩍은 주장과 뒤처지고 원시적인 인종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대륙’으로 아프리카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흑인 부정의 지적 기반은 흑인들의
노예화와 예속을 정당화하였다. 이는 그 폭력성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를 문명화된 긍정적인
힘으로 묘사하여 노예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무엘 뒤부아 쿡(Samuel Dubois Cook)이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흑인들은 자아, 정체성, 역사 그리고 유산에 대한 ‘비극적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14 하지만 흑인들은 파괴적이고 권한을 박탈하는 문화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거부했고 이에 도전해서 전복시키려고 투쟁했다. 그러나 흑인들은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인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폭력과 고통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존재론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탈출, 저항, 반란 등의 물리적 대응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New York: Basic Books, 2008.
12 Joyce Kig, Hate Crime: The Story of a Dragging in Jasper, Texas. New York: Anchor Books, 2002; Dina
Temple-Raston, A Death in Texas: A Story of Race, Murder, and a Small Town’s Struggle for Redemption.
New York: Henry Holt & Company, 2002; Stephen J. Whitefield, A Death in the Delta: The Story of
Emmett Till.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13 Herbert Aptheker, “Slave Re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In Nathan I. Huggins, Martin Kilson and Daniel
M. Fox, eds., Key Issues in the Afro-American Experience, Vol 1 to 1877.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p. 161-173.
14 Samuel Dubois, “A Tragic Conception of Negro History.” Journal of Negro History, 45, Octobe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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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노예제의 이념적 근거인 폭력의 지적 체계를
공격하고 파괴해야만 했다.15
노예제와 인종주의는 미국 흑인의 인간성을 침식하고 부정하는 부정적 인식을 키웠기 때문에,
흑인 지도자들은 이 실존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존 의지와 열망에 대한 자기결정적 긍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핵심적으로 이는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강력한 확증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인간성은 지적 인종주의의 문화에 의해서 부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
체계에 대한 정면공격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인간성을 주장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흑인들은
반드시 지배적인 민족 역사 서술에서 그들의 존재를 규정했던 불가시성, 부정, 부정주의라는 널리
퍼져있던 지배적인 지적 담론에 도전해야만 했다. 그들은 후대를 위해서 고귀하고 유능하고 긍정적인
유산과 문화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위틀리, 에퀴아노, 산초와 쿠고아노 등의 18세기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적 서술 또는 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다른 아프리카를
이론화했다. 이 긍정적인 아프리카는 곧 유럽중심주의 사고에 저항하기 위한 집단적 정체성으로
기능하게 되었다.16 이러한 기초 위에 19세기 초 다양한 배경과 지향을 가진 흑인 지도자들이
노예폐지운동을 시작하였다. 노예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성적으로 그들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가면을 벗기고 이와 경쟁해야만 했다. 그들은 지적 부정과 헤게모니의 미국
문화에 도전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된 얼 소프(Earl Thorpe)가 “저항의 선구자들(Pioneers
in Protest)”이라고 묘사한 이들─제임스 페닝튼(James Pennington), 윌리엄 웰스 브라운(William
Williams)─은 미국 역사와 아프리카 유산에 대한 ‘진실들’을 연구하고 선전함으로써 미국 역사 저술의
오류를 폭로하고, 흑인의 유산과 경험을 억압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일에 착수했다. 그들은 아프리카
역사와 유산에 대한 ‘진실들’을 조명하고 강조하는 일이 그들의 노예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오류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17 스티븐 홀(Stephen Hall)이 강조한 것처럼, 이 초기 흑인
지식인들은
그들의 도전을, 서양의 부상을 미국 역사의 시작점으로 특권화하는 현대 19세기 역사의 모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흑인 저술가들에게 서양의 부상은 노예무역 및
아프리카의 종언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흑인 저술가들은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 인류 역사에서 그들의 복잡한 역할을 강조하는 잘 만들어진 역사적
담론에 집중했다.18

15
16
17
18

John Ernest, Liberation Historiography; Stephen Hall, A Faithful Account of the Race.
James Sidbury, Becoming African in America.
Earl Thorpe, Black Historians: A Critique. New York: William Morrow & Company, 1971.
Stephen Hall, A Faithful Account of the Race,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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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단지 그들의 역사를 잘못 표현했던 역사가들의 저술을 ‘난처하게(troubling)’ 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고 공격적으로 ‘흑인 기원에 대한 정당한 관점을 표현’했다.”19 이러한 선구자들에게
희화화와 부정의 대상이 되었던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좋은 출발점은 없었다. 이 아프리카는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비방된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발견하고 알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인간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미국 발전의 주체이며
긍정적인 기여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프리카 배경과 뿌리를 연구하고 대중화하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이고 확고한 작업에 착수했다. 워커는 이 주제를 그의 저서 『어필』(Appeal )에서
논의했다. 스티븐 홀이 주장한 것처럼, 워커에게,
서양 문명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할을 재고하는 것은 흑인들이 고대와 현대에 성취했던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필요로 했다. 워커는 세계 역사 속의 아프리카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서 고전적 출처에 관심을 돌렸다. 우리가 예술과 과학을 회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피라미드와 다른 장엄한 건축물들, 나일강 수로의 변경 등에서 지식은
아프리카 또는 함족(Ham)의 자손들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로 전해졌다. 그 지식은 그 후
그곳에서 향상되고 개선되었다.20
이 참조 지문에서 워커는 흑인 지적 저항의 중심 규범이 된 주제를 발전시켰다. 마틴 델라니(Martin
Delany)를 포함한 이후의 활동가들이 확장시킨 이 주제는 아프리카의 고대문명과 서양 문명과 문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영향력이었다. 유럽중심주의적 경시의 심연으로부터 아프리카의 역사를 구출하는
것과 더 중요하게는 세계문명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일은 19세기 흑인 지적 운동의
반복적인 주제가 되었다. 델라니는 그의 민족주의를 아프리카의 역사적, 문화적 우월함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구축하였다.21
그들에게 지적 불완전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구자들’의 저술과 출판은 미래 세대와 흑인
지적 운동의 유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의 풍부한 계보와 그들의 노예화에
대하여 썼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흑인들을 세계 문명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자로 재배치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은 독립혁명과 남북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미국 역사에서 흑인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주장했다. 그들의 집단적 서술에서 흑인 지식인-저항자들은 미국의 성취가 흑인들의 기여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흑인들의 역사적 고통과 지적 전위대(avanteguard)의 성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지적 속임수와 부정한 주장과 확언을 통해서 부정당했던
그들의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 흑인들은 싸웠고, 이 인간성을 아프리카의 핵심과 가치를 강조하는

19 같은 책, p. 52.
20 같은 책, p. 42.
21 John Ernest, Liberation Historiography; Stephen Hall, A Faithful Account of the Race; Tunde Adeleke,
UnAfrican Americans: Nineteenth-Century Black Nationalists and the Civilizing Mission.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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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전통을 창조함으로써 재주장하고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 20세기 초의 신(新) 흑인역사운동(New
Negro History Movement)은 흑인 역사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윌리엄 E. B. 뒤보아,
카터 G. 우드슨, 벤자민 브롤리(Benjamin Brawley)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신 흑인’
지식인들은 그들의 교육, 연구, 그리고 출판을 아프리카 역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에 대한 존중을
얻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흑인 역사를 존중받는 주류 분야로 확립시킨 제도적 구조와 지적 자원을
만들어 냈고, 그 과정에서 흑인 연구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22 결과적으로 미국 흑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흑인 연구라는 지적 분야의 등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흑인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흑인 투쟁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등장하여 제도화되었다. 이것의
뿌리는 민권운동의 폭동, 보이콧, 저항행진, 경찰의 잔혹함과 인종차별적 공격들에 배태되어있다.
이런 맥락이 흑인 연구를 미국 흑인들의 고통을 구체화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상처를 달래고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뿌리 뽑는 해결책으로 전환시켰다. 본고의 주장처럼, 흑인 연구와 흑인
투쟁의 이러한 연관성은 18-19세기의 흑인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지식을 변화의 도구, 즉 지배적인
헤게모니 서술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미국에서
흑인 투쟁은 플랜테이션이라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공포의 집(house of horror)’에
흑인들을 속박시켰던 철학과 세계관에 도전하고 그 가면을 벗기는 일이었다. 따라서 흑인 투쟁은 이
비인간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는 대안적이면서, 삶을 긍정하는 지적 유산의
창조를 요구하였다. 이런 지적 유산은 지배적 전통에 대한 반-헤게모니적 응답이었으며, 이는
education)을 되돌리고, 흑인 투쟁을 위한 학문적 지적 틀로 기능하였다. 민권운동의 이러한 전망이
결실을 맺도록 해주었다. 이 투쟁은 단지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인종차별적 폭력과 잔인함 속에서 증폭되었던 역사적 고통을 완화하고 치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권운동가들 사이에서 행동의 방향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학생 활동가들은 점차 더딘 변화의 속도를
인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속도를 가속하기로 결심한 그들은 활동가들의 관심을 대학 캠퍼스로 돌린
급진적인 ‘흑인 권력(Black Power)’ 철학을 수용하고 채택했다.23
학생운동의 ‘흑인 권력’ 활동가들은 교육이 없다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허황된 성과라고
결론지었고, 흑인들을 심리적이고, 감정적으로 괴롭혔던 잘못된 교육의 유산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지식을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런 유산은 대학에서

22 A
 ugust Meier and Elliot Rudwick, Black History and the Historical Profession, 1915-198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Darlene Clark-Hine, ed., The State of Afro-American History: Past,
Present, Futur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23 Noliwe M. Rooks, White Money, Black Power: The Surprising History of African American Studies and the
Crisis of Race in Higher Education. Boston: Beacon Press, 2006; Talmadge Anderson & James Stewart,
Introduction to African American Studies,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and Implications. Baltimore,
MD: Black Classic Press, 2007, 2장; Fabio Rojas, From Black Power to Black Studies: How a Radical Social
Movement Became an Academic Discipline.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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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되고 육성되었다. 달리 말하면, 학생 활동가들은 미국 교육을 형성한 유럽중심주의적 교수법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흑인 해방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적 및 심리적 해방의 필요성이
흑인 활동가의 관심을 교육개혁으로 향하게 만들었다.24 그들은 그들의 정신과 의식 속에서 자기포기의 의식을 육성한 생각과 사조, 흑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타락시키고 자기혐오와 증오를 일으킨
생각을 제거하는 교육을 추구했다. 이 활동가들은 수세기 동안의 노예 폭력과 인종주의, 착취와
빈곤, 무력감과 무능함이 자기혐오와 증오의 숙명론적인 경향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흑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흑인들에게 그들의 유산과 문화를 인정하는 교육과, 미국 드라마에서 적극적인
인물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게 해주는 문화를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했다. 그들은 미국 고등교육에서
흑인들이 자신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재형성하는 대항-서술이 생성되고 전파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입지를 다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전 세대의 활동가들에
의해서 그 기초가 견고해진 흑인 연구의 창설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1968년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에 흑인 연구 프로그램이 확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이는 프린스턴, 예일, 콜롬비아, 뉴욕, 그리고 오하이오 등의 다른 대학들의
프로그램 생성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다.25
흑인 연구의 범위 안에서 흑인들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희망했다. 흑인
연구는 흑인 투쟁의 학문적 무기가 될 것이었다. 이는 흑인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고통을
치유하는 무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지적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었다. 흑인들에게서
비극적인 세계관을 제거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면, 흑인 권력 옹호자
말콤 엑스(Malcolm X)는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자기파괴적인 생각과 의식의 해독제로,
수세기 동안의 노예제와 지적 인종주의를 통해서 흑인들에게 부과된 심리적, 감정적 고통을 극복하고
제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제안했다.26 따라서 흑인 연구의 제도화를 통해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도래하였다. 이는 흑인들에게 그들의 아프리카 유산과 문화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그들 고유의 인종 및 문화적 렌즈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이는 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존감과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회복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주었다. 흑인
연구의 기반인 아프리카는 새로운 긍정적인 정체성의 원천이자 자아에 대한 새로운 감각, 그리고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심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말콤 엑스와 스토클리
카마이클(Stokely Carmichael) 등과 같은 흑인 권력 옹호자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으로 향하는 통로로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다.
이는 아프리카에 대한 재교육이었고, 흑인들이 유럽중심주의적인 잘못된 교육을 물리치고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산과 문화에 대한 재교육이었다. 지적 해방과 능력을 주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민권 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흑인 활동가들과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들은 반헤게모니적
인식론을 구성하는 데 아프리카를 사용하였다. 아프리카 중심의 인식론은 문화적 무력화에 대항하는

24 같은 책.
25 같은 책. 또한 Fabio Rojas, From Black Power to Black Studies도 참조.
26 Malcolm X, Malcolm X on Afro-American History, 신판. New York: Pathfind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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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보루가 되었고, 유럽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존재론적 투쟁의 무기가 되었다. 이 ‘아프리카 중심의’
철학(아프리카중심주의)은 1970년대에 걸쳐서 흑인 연구 프로그램을 형성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궁극적으로 지배적인 학문 패러다임이 되었다.
흑인 연구의 ‘설립자’들이 발전시킨 ‘흑인 의식과 공동체 지향(Black Consciousness and
Community Orientation)’이라는 개념은 이 학문분야와 흑인 공동체의 사회적, 심리적 도전 간의
문제적인 연관성을 발전시켰다.27 또한 아마 의도치 않게, 이는 이 분야를 인종화(racialization)
시키는 초석을 세웠다. 의심할여지 없이 그 목적은 제도화 맥락의 사회적 다이내믹을 반영하면서,
흑인 연구와 흑인 공동체 사이의 상호강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흑인 연구가
자신들이 다루는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었다. 이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미국 사회에서 버려졌고, 계속적으로 무관심의 형벌로 인해 고통 받았고, 또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흑인들은 그들의 지식을 흑인 공동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고취해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이는 이 분야를 더욱 인종화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학계와 공동체를
결합하라는 권고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의미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치료적 힘을 강조한다. 흑인
연구는 단지 흑인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진실들’을 연구하고 알리는 것일 수 없으며, 또한 유럽중심주의
또는 미국 역사의 오류들을 폭로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도 없다. 그러한 오류의 폭로가 어느정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료적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단지 큰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실천은 흑인 지식인들이 무시당하고, 힘없고, 무력한 흑인 공동체와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투쟁에서 흑인 지식인들을 전위대로 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천 기능이
얼마나 숭고하든지간에 궁극적으로 이는 흑인 연구를 게토(ghetto) 중심으로 형성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28 역사적 고통에 대한 치유와 이런 고통과 상처를 야기하는 데 사용된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흑인 연구의 지적 신뢰성의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흑인의 자존감 제고에 대한 몰두는
흑인 연구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함의를 지녔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엄격하게 아프리카중심주의의
지시에 부합해야 한다는 데에 관한 거의 정신분열적 집착이 발전해갔다. 그들의 인종이나 종족
때문에 흑인들의 경험과 ‘거리가 있는 것(alien)’처럼 보이는 이들은 그들의 성향과 자질과 무관하게
의심받았다.29
오직 희생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고통을 공유한 이들만 그 경험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표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흑인 연구에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인종과 종족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신뢰성을 더욱 훼손시키는 포위 또는 요새 심리상태를
강화했다. 어느 아프리카중심주의 학자에 따르면, 백인들이 흑인 연구를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27 Talmadge Anderson & James Stewart, Introduction to African American Studies, pp. 35-36.
28 Tunde, Adeleke, “Enduring Crises and Challenges of African American Studies,” Journal of Thought, 32권
3호, 1997년 가을호, pp. 65-96.
2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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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공동체의 더 깊고 더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흑인) 경험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 (필요할 때) 백인의 유럽적인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보고”할 것이기 때문이다.30 또 다른 비평가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그들을 적임자가 되지 못하도록”하기 때문에 흑인 연구를 백인이 가르치는 것에 반대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차별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를
읽는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차별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31
아산테(Asante) 역시 백인이 흑인 연구를 가르치는 것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그는 만약 “정확하고
아프리카 중심적으로 가르칠 것이라는 약속을 할 의향이 있고, 흑인을 역사적 행위자로 삼는”다면
백인이 흑인 연구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인정한다.32 이런 백인 교수들은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유전적, 사회적, 문화적 연계에 대한 민감성”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한다. 그는 그들의 “지적 지위와 사회적 지향, 그리고 도덕적 자산”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3
거의 처음부터, 흑인 연구는 광범위한 학문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론적 부담을 떠안았다.
제도화의 이론적 맥락은 흑인 연구를 위한 인종화된 핵심 정체성을 창조했다. 이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흑인들에 의해, 흑인들을 위해 형성된 분야가 되었다. 이러한 인종화는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다. 초기에 흑인 연구를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이들은 거의 대부분 흑인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의 신임 또는 자격은 대부분
그들이 ‘흑인이라는 사실’과 흑인 투쟁에 익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학문적
자격은 그야말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더 많은 전문가들이 훈련받고 이 분야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이는 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20년 동안, 인종적, 문화적 지배와 자격주의가 흑인
연구를 형성했다. 계획된 것이든 아니든, 초기의 프로그램과 학과는 모두 흑인 교수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명문화되지 않은, 인종화된 지적 규약이 널리 퍼진 것처럼 보였다. 흑인 연구는 모두 흑인
교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영역으로 진출한 소수의 백인들은 인정과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자격과 상관없이 의심받았다. 인종과 종족이 압도적인 신뢰의 증표가 되었고, 학문적
자격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34 따라서 ‘흑인이라는 것’이 흑인 연구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백인들은 흑인들만큼 확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었다. 이는 수 세기 동안의 유럽중심주의적인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흑인
연구가 진정으로 해방되려면, 반드시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믿음이 전제가 된 것이었다.
또한 이는 반드시 흑인과 아프리카인들에 관한,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분야여만 했다. 이

30
31
32
33
34

같은 책, p. 73.
같은 책.
Molefi Asante, “Where is the White Professor Located?” Perspectives, 31권 6호, 1993년 9월호, p. 19.
같은 책.
Tunde, Adeleke, “Enduring Crises and Challenges,” 또한 Robert Blackery and Howard Shorr, eds.,
(Teaching Innovations Forum) “White Professors, Black History: Foray into the Multicultural Classroom.”
Perspectives, 30권 6호, 1993년 9월호, pp.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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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화된 사조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 지배적이었던 아프리카중심주의의 본질주의적
패러다임을 규정했다. 주요 흑인 연구 프로그램과 학과에서 채택한 아프리카중심주의는 이 분야를
규정하는 패러다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중심주의적인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흑인들이 겪었고,
계속해서 겪고 있는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해독제로
기능했다.35
따라서 흑인 연구는 근본적으로 이 분야를 인종화하는 패러다임을 발달시켰다. 인종은
정당성과 신빙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 옹호자들은 이 영역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중심주의적으로’ 가르치고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단지
유럽중심주의의 또 다른 변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아프리카중심주의는 흑인 연구를
엄격하고 완전하게 아프리카라는 우주 안에 위치시켰고, 가장 긍정적인 관점으로 아프리카 문명의
역사와 문화, 성취를 재해석했으며, 흑인 투쟁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사용했다.36
그러므로 ‘아프리카중심주의적으로’ 가르치라는 명령은 아프리카와 흑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지하며, 철저히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흑인 연구를 진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유럽중심주의적 교육을, 특히 그 부정적 영향과 지속적인 유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배격하는
것을 요구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아프리카중심주의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 창조와 전파를
사회 공학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수세기 동안 흑인들의 의식을 형성해온 부정적이고
비하적이며 자기증오적인 생각에 대항해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흑인 연구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회화의 유산을 역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었다. 이런
패러다임의 의무 때문에, 흑인 연구는 학문과 비학문적인 (도구적) 기능을 결합시켰다. 이는 감정적 및
심리적 고통을 다룰 뿐만 아니라 흑인 공동체의 병을 제거하기 위한 분야가 되었다.
흑인 연구에서 인종화되고 종족화된 패러다임의 채택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학제간 그리고
교차-문화적인 학문과 담론을 우월시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새로운 관점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지구촌’ 시민이 되고 문화적 시민권에 인도됨에
따라, 인종과 종족은 정체성 구성과 지적 거점으로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다. 달리 이야기하면,
민족국가가 정체성에 대한 영향력과 독점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종과 종족도 그러하다. 흑인
연구자들과 일반적인 인문학 학자들이 직면한 도전은 ‘아프리카중심주의’ 또는 어떤 근본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이념에 구속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계화의 관점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흑인 연구에 있어서 세계화는 인종,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를 흑인 연구 패러다임의

35 M
 olefi Asante, “Afrocentric Idea in Education,” Journal of Negro Education, 60권 2호, 1991, pp. 170-179.
또한 그의 The Afrocentric Idea.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Afrocentricity.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88; Kemet, Afrocentricity and Knowledge.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90; “On
Historical Interpretation.” In Malcolm X as Cultural Hero and other Afrocentric Essays.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93; Tunde Adeleke, “Black Studies, Afrocentricity and Scholarship: A Reconsideration.”
Griot: Journal of African American Studies, 12권 1호, 1993년 봄호.
36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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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으로 삼는 것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경험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능력이 인문학의 핵심이다. 우리는 교차적인 영향력과 가치에 의해서 규정되는
상호강화적이고 상호성찰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문학 분과는 고립되어 존재할 수도
없고, 인종적으로 규정된 경험적 사조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도 없다. 지적 학문분과와 이념적 운동을
구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각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이 그 특징이 된다. 공유되고 중복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목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흑인 연구는 도구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중심주의적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지적 신뢰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 아프리카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제한적이다. 지적 신뢰성을 위해서 이 학문 분과는 공유되어야
한다. 이는 이 분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 체계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 담론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지적 물줄기이며, 인종적, 종족적, 또는 문화적 벽에 가둘 수 없는 경험들의 체현이다.
다른 경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적, 인종적 경계 안에 흑인들을 고립시키는 고통의
철학을 토대로 한 학문분과로는 미국 흑인들이 겪었던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없다.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자리 잡은 패러다임은 학제 간, 상호교류적인 문화 연구와 담론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다른 이들과의 중요한 교류를 방해하는 부정적이고 억제적인 기억을 가진 의식이
자라나게 하는 고통의 인식론을 반복할 것이다. 희생자에게 아무리 현실적이더라도 고통은 한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지도 않고 규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완화된다. 사실, 흑인들이 다른 이들과, 심지어 역사적으로 반헤게모니적인 ‘타자’와 얼마나 많이
공유하는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고통들이 더 잘 분석되고 이해되며 또 그 효과가 완화될 것이다.
고통에 뿌리를 두고 부정의 대항-서술에 의해서 규정되는 지적 패러다임, ‘타자’를 악마화하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아파두라이(Appadurai)의 개념을 빌리면─분과적
‘인종전경(ethnoscape)’으로 진화함으로써 이것이 뿌리 뽑고자 했던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할 뿐이다.37
즉, 고통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갇히고 영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종과 정체성 정치에 고정된
아프리카중심주의는 흑인 연구를 저항적 학문분과로서 부정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지배적인 사회에
대한 위협인식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방어하는 인식정체성의 형성과 재형성에 고착된
학문영역인 것이다. 제럴드 얼리(Gerald Early)가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전체적인 흑인 연구
“기획은 무엇보다도 정체성의 진정성과 회복에 대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 학문분과가 파괴하고자
했던 바로 그 문제, “상이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간집단에 통일된 정체성을 부과하는 행위”를
시행하는 ‘개념적 속박’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38 또한 얼리는 흑인 연구의 기원에 ‘정치적 인습’의
특징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 ‘인습’은 그들의 배경과 경험의 풍부함과 복잡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통일된 정체성을 부과하도록 하였다.39 얼리가 강조한 것처럼, 흑인 연구의

37 A
 rjun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a Global Cultural Economy.” In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1990, p. 297.
38 Gerald Early, “A Place of Our Own.” The New York Times (인터넷 판), 2002년 4월 14일, p. 2.
39 Stephen Howe, Afrocentrism: Mythical Pasts and Imagined Homes. London: Verso, 1998; Charle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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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anti-establishment)’적 기원은 “독단적인 교습과 아프리카중심주의적 정통의 추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순전한 아프리카의 관점”을 장려하는 ‘정치적 인습’을 만들어 냈다.40 그 결과로
지적 존중에 대한 확립된 규범을 의심스럽게 보는 냉소적이고 반(反)지성적인 경향이 생겨났다. 이는
“객관성을 유럽중심주의적이라고 탈근대주의자들이 비난함으로써 ‘올바른’ 좌파 또는 민족주의 정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진공이 생겨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41 또한 얼리에 따르면, “커리큘럼의
인종적 구분은 자신 밖의 경험을 학습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자유주의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버림으로써 흑인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이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42
주류 교육에 대한 ‘아프리카중심주의적인’ 불신과 이를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는 사실이 흑인 연구를
더욱 고립시키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침식시킨 요인이다. 아프리카중심주의적 학자들은 주류 교육을
그 자체를 흑인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았다.43 과학적 객관성, 합리주의, 그리고 보편주의의 외양
아래, 주류 교육기관은 유럽중심주의적 헤게모니 가치를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객관성을 부인하면서, 아프리카중심주의적 학자들은 상대주의와, 아프리카적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인종화된 본질주의 관점 안에서 흑인 연구의 구성을
발전시켰다.44 이는 이중적으로 학문적 및 이념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는 해방의 무기가 되었다.
몰레피 아산테(Molefi Asante), 아모스 윌슨(Amos Wilson), 존 헨릭 클라크(Henrik Clarke), 마림바
아니(Marimba Ani), 몰라나 카렝가(Maulana Karenga), 테리 커쇼(Terry Kershaw), 그리고 나임
아크바(Naim Akbar) 등의 지도적인 아프리카중심주의 학자들에게 인종적 본질주의 인식론은 흑인
또한 인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공유된 부정적 경험을 통해 흑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집단적
고통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집단적 의식’ 패러다임의 한 종류로 기능한다. 이 공유된
인식은 자기결단을 고무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아프리카중심주의 패러다임을 형성한 이 ‘지적
각성’의 강화된 상태는 흑인 해방의 목적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흑인 연구를 형성해왔다.
그것은 유럽중심주의적 교육과 사회화의 흔적과 싸우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었다.45 역사와 현실에
대한 아프리카중심주의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해석, 혹은 이 인종의 독특한 경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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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 We Can’t Go Home Again: An Argument about Afrocentr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Yaacov Shavit, History in Black: Afro-Americans in Search of an Ancient Past. London: Frank
Cass, 2001; Tunde Adeleke, The Case Against Afrocentrism. Jackson, MS: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9.
Gerald Early, “A Place of Our Own,” p. 3.
같은 책.
같은 책.
Carter G. Woodson, The Mis-education of the Negro.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90 (1933년에
최초로 출판); Mwalimu J. Shujaa, ed., Too Little Education: A Paradox of Black Life in White Societies.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94.
Molefi Asante, Afrocentricity, pp. 50-52; Terry Kershaw, “The Emerging Paradigm in Black Studies.” In
Talmadge Anderson, ed., Black Studies: Theory, Method, and Cultural Perspectives. Pullma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ress, 1990, pp. 17-24.
Molefi Asante, Afrocentricity,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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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인종적 자격주의 문제틀을 승인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흑인 연구의 구성이었다. 다시 말해, 고통 또는
고통의 유산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신뢰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과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는 곧 본질주의 교수법을 규정하고 통일하는 토대가 되었다. 시민권에 대해 재개된 혹독한 공격과
결합된 기회의 축소 그리고 사회복지 개혁을 목표로 한 초보수주의의 증대는 흑인 공동체의 위기를
악화시켰고 (빈곤, 실업 등), 지적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해방의 무기로서의 아프리카중심주의의
호소력을 강화했다. 오바 차카(Oba T’Shaka)는 지속적인 아프리카중심주의의 채택을 촉구했는데,
이는 “흑인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고, 서구적 세계관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었다.46 윌슨은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흑인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인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유산을 자극하고 퍼지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국
흑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다루는 무기가 없다고 보았다.47
세계화와 인문학에서 연계성과 학제 간 연구가 점점 더 강조되는 맥락에서 흑인 연구에 대한
인종화된 본질주의적 틀이 얼마나 현실적일까? 문화와 정체성이 계속 변동하고 오래된 문화적, 종족적
경계가 시대에 뒤쳐진 것이 되어버린 학제 간 연구와 담론을 우월시하는 지적 환경과 맥락에서,
그리고 특히 만일 학문외적 기능이 인종에 국한된 것이고 문화적으로 한정된 것이라면, 인문학이
학문적 기능과 학문외적 기능을 결합시킬 수 있을까? 흑인 연구는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의 정황
덕분에 치료적이고 도구주의적인 학문외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그
학문분과의 본질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흑인 연구가 인문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관점들을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그리고 인종적 도구주의에서 벗어나거나 최소한 이를 덜
강조해야한다. 인문학의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흑인 연구 학자들은 자유롭게 다른 경험들에
참여해야 하고, 흑인 학생들은 다양한 복합적 관점들을 접해보아야 한다. 흑인 연구의 미래는 이
개방성과 유연성에 달려 있다. 패러다임은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승인해야만 한다. 흑인 연구는 흑인 경험의 맥락을 이루었던 인종화된 또는 문화적으로 헤게모니적인
거대 패러다임들이나 관점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스스로를 ‘보편적(universal)’이고
‘객관적(objective)’인 것으로 잘못 표현하면서 ‘타자들’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프리카중심주의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weltanschauung)에
바탕을 둔 규범이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승격된 당시의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흑인들은 그들의 유산과 기여가 무시되었다고 느꼈고, 그들의 가치와 문화가
웃음거리가 되고 부정되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가정되는 세계관으로
융합되었다. 아프리카중심주의 학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그것은 유럽의 헤게모니를 위한 틀이었다.
아프리카중심주의는 자신들의 역사적 상처의 유산을 분쇄하면서, 이런 속박으로부터 흑인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46 Oba T’Shaka, The Art of Leadership. Richmond, CA: Pan African Publications, 1990, p. 71.
47 Amos Wilson, The Falsification of Afrikan Consciousness: Eurocentric History, Psychiatry and the Politics
of White Supremacy. New York: Afrikan World InforSystem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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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흑인 연구의 아프리카중심주의적 구성은 학제 간 담론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강조의
거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 연계성, 상호-문화주의 등과 관련된 포스트모더니즘적
또는 포스트식민주의적 가정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고통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체 어떤 방식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또는
포스트식민주의적 발전이 (빈곤, 인종주의, 불평등 등과 같은) 미국 흑인들의 상황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변화하는 환경이 고통을 완화시켰는가? 어떻게 인식되든지 간에
(모더니즘 또는 식민주의), 포스트주의적 환경은 반드시 제한받지 않는 흑인의 권리와 특권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보존해 주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투쟁의 결실을 보존하여 주는가?
이에 대한 확실한 징후는 없다. 불균형적으로 빈곤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복지
개혁 및 공공 정책에 대한 초보수주의적 공격은 흑인들 가운데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뿐이다. 더
최근에는, 시민권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공화당이 지배적인 주에서 소수 집단의 투표기회를
제한해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s, 1965)을 후퇴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있으며, 과거의 물리적 폭력과 고통은 가라앉았지만 정치적, 문화적 맥락은 여전히
불길한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흑인들에게 초국가주의와 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공허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고통의 유산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완고한
초보수주의의 위협은 문화적 경계심과 인종화된 세계관의 적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도
탈식민주의 세계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흑인들에게 ‘식민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는 대상이다.
흑인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상이다. 이 때문에 ‘탈식민주의’적 개념은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환영으로 남아있다. ‘식민주의 시대’는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만일 ‘포스트식민주의’ 미국이
도래한다면, 흑인들의 고통은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대와는 반대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선출도 ‘포스트식민주의’의 중요한 숨은 의미(sub-text)인 ‘포스트인종주의’ 시대를 열지 못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선출은 미국 역사상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인종적 분열과 적의를 심화시켰다. 이는 현재 미국이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포스트인종주의’의 종착역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중심주의 학자들은 초국가주의적 전망을 환영으로 본다. 인종적이든, 종족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특권이 답습하는 세계 환경에서 그 어떠한 초월을 그리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여전히 인종적 불평등이 지배적인 것이다. 따라서, 교조적으로 갈등지향의 현실
인식을 추종하는 아프리카중심주의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들은 초월을 어떤 종류의 책략으로
본다. 초월은 구식의 헤게모니 질서의 더 높은 단계이고, 유럽중심주의적 지배와 착취의 향상된
강령이며, 흑인 고통의 더 확장된 지역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제적 또는 지구적 연계를 경계한다.48

48 M
 olefi Asante, The Painful Demise of Eurocentrism: An Afrocentric Response to Critics.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90, 서문과 1장; Marimba Ani, YURUGU: An African-Centered Critique of European
Cultural Thought and Behavior.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94; Haki Madhubuti, Enemies: The
Clash of Races. Chicage: Third World Pres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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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심지어 포스트식민주의, 초국가주의의 맥락에서도 ‘식민주의적’ 체제의 폭력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은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그들에게 흑인 고통은 세계적 관심을 요하는 것이다. 흑인들은 계속해서 미국 민주주의의 허위
아래에서 쇠약해지고 있다. 그들의 고통은 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등, 제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인종주의, 그리고 완고하고 악의적인 초보수주의 등과 같은 복잡하고 종종 미묘한
원천으로 인해 변형되고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심지어 인류가 점차로
가까워지고, 전통적인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종족적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고유의
인종화된 교수법, 지적 안전판, ‘인종전경’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흑인들이 아직 이런 고귀한 ‘유토피아적’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인문학자들이 분과학문의 엄격한 경계를 제거하는 길을 연구하고 있을지라도, 흑인
연구라는 인문학 분과는 여전히 ‘고통’의 본질주의적 반헤게모니 패러다임을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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