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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과 성의 교차점 탈주변화하기

: 반차별 독트린, 페미니즘 이론, 반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흑인 페미니즘의 비판」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W. Crenshaw)

웹진 인-무브 페미니즘 번역모임(마리온, 단감, 쏠, 느루, 단호) 옮김

[옮긴이] 페미니즘 학자 킴벌리 크렌쇼는 1989년에 발표한 이 논문을 통해 '상호교차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상호교차성은 흑인 여성이 인종 차별과 성차별 양쪽 모두를 경험한

다는 사실이 여성으로서의 삶과 페미니즘에 참여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개

념이다. 그는 인종차별, 성차별,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장애인 차별, 계급주의 등 다양한 형

태의 억압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이

상의 차별을 감당하며 다중 전선에서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교차성 페미니즘은 여성이 성

차별과 동시에 맞서야 하는 여러 차별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한 관점이다.

얼마 안 되는 흑인 여성들의 연구서 가운데 『여자들은 죄다 하얗고, 흑인들은 죄다 남자라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용감한 이들이 있지(All the Women Are White, All the Blacks Are Men, 

But Some of Us are Brave)』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1) 나는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을 발전시키려

는 내 노력의 출발점으로 이 책을 선택했다.2) 왜냐하면 그것은 인종과 젠더를 서로 배타적인 경험 

1) Gloria T. Hull, et al., eds.(The Feminist Press, 1982).

2) 법에 대해 흑인 페미니즘적 관점을 피력하고 있는 다른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Judy Scales Trent, Black 
Women and the Constitution: Finding Our Place, Asserting Our RightsJudy Scales Trent, Black Women and 
the Constitution: Finding Our Place, Asserting Our RightsJudy Scales Trent, Black Women and the 
Constitution: Finding Our Place, Asserting Our Rights(Voices of Experience: New Responses to Gender 
Discourse), 24 Harv CR-CL L Rev 9 (1989); Regina Austin, Sapphire-Bound!, forthcoming in Wisc Women's 
L J (1989); Angela Harris, Race and Essentialism in Feminist Legal Theory (unpublished manuscript on file 
with author); and Paulette M. Caldwell, A Hair Piece (unpublished manuscript on file with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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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 범주로 취급하는 문제적 경향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3) 이 글에서 나는 어떻게 이런 

경향이 일차원적 틀(single-axis framework)―이는 반차별법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이론과 반인종주의 정치에도 반영되어 있다―에 의해 영구화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에서 초점은 흑인 여성인데, 그 목적은 흑인 여성들의 경험의 다차원성과 이런 경험들을 왜

곡하는 일차원적 분석을 대조해 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나는 흑인 여성들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삭제되는지 보여 주고, 또 그 틀이 가진 이론적 한계가 어떤 식으로 작용해 페미니즘적이고 반인종

적인 분석의 확장을 약화시키는지 기술해 보고자 한다. 흑인 여성을 출발점으로 삼을 경우, 지배적 

차별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종속을 단일 범주 축을 따라 일어나는 불이익(disadvantage)으로 생각

하도록 만드는지 더욱 분명해진다. 더 나아가 나는 이런 일차원적 틀이 그 외의 측면에서는 특권을 

가진 집단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제한함으로써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개념화, 구분, 개선에서 흑인 여

성들을 지워버린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 즉, 인종 차별의 경우 차별은 성이나 계급에 있어 특권을 

가진 흑인들과 관련된 일로 비치는 경향이 있고, 성차별의 경우 초점은 인종적으로나 계급적으로 특

권적 지위에 있는 여성들에게 있다.

이렇게 가장 특권적인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경우, 다층적인 억압 상황에 있는 이들이 주변화될 뿐

만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차별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다

른 차원에서는 특권을 가진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왜곡된 분석

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인종이나 성에 대한 operative한 개념들이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의 아주 일

부만을 대표하는 경험에 근거를 두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차원적 틀의 교조적 징후들을 검토해 본 후 나는 그것이 어떻게 페미니즘 이론과 반인종

주의 정치에서 흑인 여성들의 주변화에 일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내 주장은 흑인 

여성들이 종종 페미니즘 이론과 반인종정책 담론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양자가 모두 인종과 젠

더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별개의 경험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런 배제의 문제는 단순히 흑인 여성을 기존의 분석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차적 경험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합보다 훨씬 더 크며, 교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분석도 흑인 여성이 종속되는 특정 방식을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페미니즘 이론이나 반인종정책 담론이 흑인 여성들의 경험과 관심사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여성

의 경험”이나 “흑인의 경험”을 구체적인 정책 요구들로 현실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온 전체 틀을 

재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교차성을 고려하지 못해 흑인 여성이라는 과녁을 빗나간 이론적·정치적 발전들의 예로 나는 간

단히 강간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과 이데올로기의 분리된 차원들, 그리고 흑인 공동체 내의 여성 

가부장과 관련된 공공정책 논쟁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3) 이런 분석적 딜레마를 보여 주는 언어적 징후들 가운데 가장 흔한 사례로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흑인과 여성”
이라는 말의 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흑인”이나 “여성”이라는 말에 흑인 여성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도 있
겠지만, 이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은 보통 흑인 여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Elizabeth Spelman, The 
Inessential Woman 114-15(Beacon Press, 1988를 보라(군대 내 흑인과 여성에 대한 글을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 “‘여성’으로 정체화된 이들의 인종적 정체성은 흑인 여성에 대한 참조점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명백해진다. 이 지점에
서 여성이라는 범주가 흑인 여성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분명해진다”). 만약 흑인 여성이 명백히 포함되는 것이었다면, 
“흑인과 백인 여성” 혹은 “흑인 남성과 모든 여성들”이라는 말을 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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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반차별의 프레임

A. 교차성의 경험과 교조적 반응

교차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법원이 흑인 여성 원고의 이야기를 어떻게 프레임화하

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내가 다음에서 논의할 사건들의 기저가 되는 상황들을 속속들

이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흑인 여성의 주장을 법원이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흑인 여성

의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고가 흑인 여성인 사건들을 대강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차성을 사법적으로 고려할 때 내재하는 난점을 보여 주기 위해 나는 민

권법 7조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데그라펜레이드 대 제너럴모터스, 무어 대 휴즈 헬리콥터, 그리고 

페인 대 트래브놀 사건―을 살펴볼 것이다.

1. 데그라펜레이드(DeGraffenreid) 대 제너럴모터스 사건

데그라펜레이드 사건에서 다섯 명의 흑인 여성들은 제너럴모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

용자의 연공서열 체계가 흑인 여성에 대한 과거의 차별 효과를 영속화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는 1964년 이전까지 흑인 여성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으며, 

1970년 이후 고용된 흑인 여성들은 이후 불황기에 실시된 연공서열 기반 해고 정책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다. 지방법원은 흑인이나 여성이 아니라 흑인 여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 측 입장을 

기각하면서 피고 측에 유리한 약식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원고는 흑인 여성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특별한 계급이라는 점을 진술하고 있는 판례를 

전혀 인용하지 못했다. 법원의 조사도 그런 판결을 찾아내지 못했다. 원고가 만약 차별을 당했다면 

분명히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적법한 법령의 입안자들이 의도했던 바를 넘어 그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제공해 줄 새로운 ‘강력구제책’을 만들어 낼 목적으로 법에 명시된 구제책들을 결합해서

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그것의 원인이 인종차별인지 아니면 성차별인지에 대한 진술을 

검토해야하며, 양자가 모두 원인이라 해서는 안 된다.

제너럴모터스가 1964년 이전까지는 흑인 여성들을 고용에서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너

럴모터스가 “1964년 민권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수년간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다”라고 지적했

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여성, 즉 백인 여성을 고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흑인 여성은 

고용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관점에서는 연공서열 체계에 의해 영속화될 수 있는 성차별 

자체가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성차별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한 후, 인종차별 주장도 기각하면서 제

너럴모터스를 상대로 한 다른 인종차별 사건과 병합할 것을 추천했다.4) 이런 병합 요구에 대해 원

4) 모슬리 대 제너럴모터스 사건에서 제너럴모터스 세인트루이스 공장의 인종차별을 주장한 원고 측은 민권법 7조 주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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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은 자신들의 주장은 인종차별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 목적에 위배된다고 답했

다. 그들의 목적은 흑인 여성의 입장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랬다.

민권법 7조를 둘러싼 입법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법령의 목적이 (예를 들면 흑인 남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흑인 여성’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순열조합이라

는 수학적 원칙에 따라 보호받는 소수자 안에서 다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다면, 진부한 판도라

의 상자를 열게 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법원은 의회가 흑인 여성이 ‘흑인 여성’으로서 차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

러한 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보호할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5) 흑인 여성은 인종차별과 성

차별을 복합적으로 겪는다는 사실을 알린 법원의 데그라펜레이드 소송 기각 판결은 성차별 및 인종

차별 정책의 범위가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경험 각각에 기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관점에서, 흑인 여성은 그저 두 그룹과 일치하는 범위의 경험만 보호받을 뿐이다.6) 이와 다르게 흑

인 여성만이 겪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려져있던 교차성이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던 데그라펜레이드 

사건에서 그랬듯 보호를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2. 무어 대 휴즈 헬리콥터 주식회사 사건

무어 대 휴즈 헬리콥터 사 사건은 법원이 흑인 여성의 주장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또 하

나의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무어는 법원이 인종차별 및 성차별 문제에서 흑인 여성을 계급적 

대표로 인정하지 않은 여러 사건 중 전형적 사례이다.7) 무어 사건에서 원고는 고용주인 휴즈 헬리

콥터가 노동자가 상급 숙련공 직책 및 감독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승진하는 데 있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무어는 감독 업무를 맡을 때 남녀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지만, 흑

인 남성과 백인 남성 사이에서는 격차가 다소 감소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적 증거를 제시했다.8)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모슬리 사건에서는 데그라펜레이드 사건에서 문제 삼은 연공서열 체계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5) 흥미롭게도, 법원이 비슷한 이유로 역차별을 주장하는 백인 남성의 시도를 기각한 판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회가 복합
적 계급을 보호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 성과 인종의 주장도 결합될 수 없다. 전형적 역차별 사건의 백인 남성들도 
데그라펜레이드에서 패소한 원고에 비해 별로 지위가 높지 않다. 만일 그들도 차별을 각기 주장해야 했다면, 백인 여성들
은 차별을 받지 않았기에 인종 차별을 증명할 수 없었을 것이고, 흑인 남자들이 차별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차별도 입증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역차별 사건의 복합적 속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하다. 흑인 여성의 주장
은 자동적으로 복합적 차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백인 남성의 ‘역차별’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복합성이라
는 개념이 중립적이지 않고 백인 남자라는 무의식적 기준에 어떤 식으로든 의존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백인 남성
은 무슨 이유에선지 기준 자체를 표상하기 때문에 복합적 계급으로 인식되지 않는 반면,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이라는 
기준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복합적 계급으로 인식된다.

6)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모든 법원이 데그라펜레이드의 접근을 수용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다
른 법원은 흑인 여성이 민권법 7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가령 제프리스 대 해리스 지역행동연합 판
례(615 F2d 1025, 연방항소심 제5구역 법원, 1980)보라. 나는 성차별 정책이 백인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흑인 여성의 주장이 어불성설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지어 흑인 여성들도 보호받고 있다고 주
장한 법원들조차 흑인 여성의 주장이 ‘ 표준적’ 성차별이 다루지 않던 이슈를 제기한다고 받아들이는 듯하다. 일레인 
W. 쇼벤의 복합적 차별: 고용 차별에서 성과 인종의 상호작용(1980)을 보라(제프리스 판례가 흑인 여성이라는 하위 
집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저 성별요소를 부가하는(sex-plus) 분석을 사용하고 있음을 비판).

7) 무어 대 미국증권딜러협회(NASD) 판례(1981)와 에드먼드슨 대 사이먼 판례(1980)도 보라. (흑인 여성이 흑인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대표가 되지 못한 사건을 법원이 법률문제로서 다루지 않으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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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고소에서 휴즈 사의 모든 여성을 대신하여 무어를 계급적 대표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기각을 확정하면서 제9구역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략) 무어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있다고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흑인 여성으로서의 차별만 주장했다. (중략) 이는 무어가 백인 여성 노동자를 적절

히 대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무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논리는, 반차별 정책의 범위가 협소하고 교차성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성차별을 개념화할 때 백인 여성의 경험을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아하

다. 무어의 항의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주장이 온전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우리는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다소 덜 중요하다는 전제를 추론해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법원은 무어가 모든 여성이 아니라 오직 흑인 여성만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암

시하려 했다. 설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근본적 근거는 흑인 여성에게 문제적이다. 분명 법

원은 자신의 인종을 분명히 밝히려는 그녀의 시도가 고용주가 그저 ‘여성’을 차별했을 뿐이라는 

표준적 혐의와 불화하는 듯하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을 대표하려는 무어의 시도를 기각했기 때문이

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서 인종적 관계를 없앤다고 더 포괄적인 주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백인 여성만큼 모든 여성을 대표하기 좋은 위치는 없을 

것이다.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주장함과 동시에 모든 여성을 대표하고자 하는 흑인 여성에 비하

면 말이다. 법원이 선호하는 “여성들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더 포괄적이지는 않다. 그저 요

구에 인종적 윤곽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흑인 여성에 대한”보다 “여성에 대한”을 더 선호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우리는 성차별의 정책적 

개념화가 암묵적으로 백인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인 여성들이 

‘성차별을 주장’할 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젠더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았을 차별에 대해 발언하는 

셈이다. 백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인종은 해소하고자 

하는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차별에 대한 시각은 인종적 특권을 

기정사실로 여긴다.

그러므로 백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표준적 성차별이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주장들은 일종의 복합

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건, 흑인 여성들의 주장이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그들은 

“순수한” 성차별 주장을 하는 이들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분명 모든 여성

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습이라 해도 이것이 특히 흑인 여성들에게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흑인 여성 원고들이 백인 여성들과 갈등하게 될 수도 있다.

8) 1976년 1월부터 1979년 6월까지, 무어가 자신이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한 3년 동안 백인 남자가 1급 감독관 지위를 
차지한 비율은 70.3~76.8%였다. 그리고 흑인 남자는 8.9~10.9%, 백인 여성은 1.8~3.3%, 흑인 여성은 0~2.2%였다. 노
동직급 상위 5급 내에서 남녀 비율은 1976년 남자 100% 여자 0%, 1979년 남자 98% 여자 1.8%, 백인과 흑인 비율은 
1976년 백인 85% 흑인 3.3%, 1979년 백인 79.6% 흑인 8%였다. 감독관 지위에서 남녀 비율은 1976년 남자 98.2% 여
자 1.8%, 1979년 남자 93.4% 여자 6.6%, 같은 기간에 백인과 흑인 비율은 백인 78.6% 흑인 8.9%와 백인 73.6% 흑인 
13.1%였다. 감독 업무보다 상위 5급 내로 승진하는 비율이 더 열악하다. 1976년에서 1979년 사이, 이 직급의 백인 남자
의 비율은 85.3~77.9%에 달하지만, 흑인 남성은 3.3~8%, 백인 여성은 0~1.4%, 흑인 여성은 0~0%였다. 전체적으로 보
면 1979년에 최상위 직급 노동자의 98.2%가 남자이고 1.8%가 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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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 사건은 반차별법의 교정 범위 및 규범적 비전의 한계 중 하나를 보여준다. 복합적 약자 계

급이 한 부분만 취약한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게 막으면, 기회의 분배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되는 것은 물론 구제책도 기존 계층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만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따

라서 가능한 해결책을 부당하고 협소한 범위에 가두는 제한적 관점으로 인해 전체 고용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규합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가로막힌다. 만약 이런 

“상향식” 교차적 항의가 일상적으로 허용되었더라면, 피고용인들은 차별적 제도에 집합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차별당하는 집단 각각이 개별적으로 제도 내에서 자신의 특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 시스템을 사소하게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반차별 정책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직원들의 승진 기

회는 제한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진 직원들은 아마 이익을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

쟁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권을 지키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흑인 여성 -그들이 지닌 교

차성 때문에 모든 형태의 차별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피고용인 집단- 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채, 

그들 스스로 자립해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무어 사건에서 법원은 모든 흑인과 여성을 대표하려던 원고의 시도를 기각하면서 무어는 오로지 

흑인 여성 차별에 대한 통계 증거로만 자신의 인종차별 및 성차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

다. 그녀는 백인 여성이나 흑인 남성을 대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휴스 사에 존재하는 전반적 성차

별 및 인종차별에 관한 통계를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차별의 불평등 효과 이론(disparate impact 

theory)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했었기에, 오직 흑인 여성에 대한 통계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9)

법원은 상급 숙련직 및 관리직에 승진할 자격이 있는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계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을 강화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어는 자신의 교섭 단위나 노동자 일반에 이 직급에 올

라갈 자격이 있는 흑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10) 결국 법원은, 관리직 중 흑인 여

성의 비율이 피고용자 중 흑인 여성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는 무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휴즈 사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흑인 여성 두 명만 관리직으로 승진

해도 그 직책에 기대되는 흑인 여성 비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불평등 효과의 증거를 

갖춘 사건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

무어의 성차별 및 인종 차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자면, 설령 그녀가 승진 자격이 있는 

흑인 여성의 존재를 입증했더라도 통계적 표본이 너무 적은 나머지 불평등 효과 이론에 따른 차별

을 입증할 수 없었다. 무어 사건은 반차별 정책이 근본적으로 흑인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지운 결

과 그들의 차별 경험을 근거 없는 것으로 만드는 또 한 가지 방식을 분명히 보여줬다.

9)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불평등 효과 이론에 따르면, 원고는 어떤 정책이나 절차가 약자 집단의 구성원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해야 했다. 고용주는 그 규칙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거
를 반박할 수 있었다. 그러면 원고는 차별적이지 않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그 반박에 맞섰다. 그리그
즈 대 듀크 전력회사 사건(1971), 코네티컷 대 틸 사건(1982)를 참고하라. 불평등 효과 사건의 핵심 논점은 불평등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관련된 문제로는 약자 집단을 규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가 
있다. 다수의 소송에서, 흑인 여성 원고는 문제가 된 정책이 실제로 약자 집단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할 
때 백인 여성 혹은 흑인 남성이 포함된 통계를 사용하기를 선호했다. 무어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원고가 오직 흑인 여
성을 대상으로 한 통계만 사용해야 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이 될 만큼 흑인 여성 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았
을 것이다.

10) 법원은 유사한 직급에 흑인 여성은 고작 0.2%뿐이라는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통계를 들어 상급 숙련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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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인 대 트래브놀

흑인 여성 원고는 인종차별에 맞선 사회운동에서 집단의 공식 대표로 인정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통계상 흑인 노동자와 백인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도 심각하지만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의 불평등은 더욱 심한 경우에 불거졌다. 무어 판례의 근거를 반영한 

논리로 법원이 그들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11) 즉,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 간의 성

차별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흑인 여성은 흑인 남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런 판례 중 하나가 두 명의 흑인 여성이 제약 공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 

인종차별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12) 페인 대 트래브놀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흑인 남

성까지 대표한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집단을 흑인 여성으로 좁혀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

아들였다. 최종적으로, 지방 법원은 그 공장에 광범위한 인종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흑인 

여성 노동자 집단에 임금 및 체계적 연공서열을 보전해주었다. 그러나 포괄적 인종차별이 발견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 조치를 흑인 

남성에게까지 확장하지 않았으며,13) 제5구역 항소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분명 트래브놀 사건의 원고는 비슷한 상황이었던 무어 사건의 원고에 비해 성과를 냈다. 그들은 

해당 집단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려 했던 무어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흑인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려던 원고의 시도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한 법원의 협소한 관

점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흑인 여성이 부분적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트래브놀 사건은 반차별 원칙이 일반적으로 흑인 여

성에게 안겨주는 딜레마를 선명히 보여준다. 흑인 여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종속의 교차적 측면을 

철저히 분리하여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고, 그로 인해 흑인 남성까지 대표할 능력을 빼앗기거

나, 결과적으로 흑인 남성을 배제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교차성을 덮어버려야 했

다. 이 딜레마의 정치적 결과를 따져볼 때, 흑인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흑인 여성이 지닌 

이해관계의 이 고유한 절합을 위험한 불화의 요소로 봤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다수의 법원이 제각기 상반되는 이유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면서 그들은 교차성

을 다룰 능력이 없음을 증명했다. 데그라펜레이드 사건에서 법원은 흑인 여성에 대한 복합적 차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백인 여성의 고용 상태만을 역사적 근거로 삼아 그들의 주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백인 여성의 고용 경험은 흑인 여성이 겪는 특수한 차별 양상을 가려버렸다.

반대로 무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흑인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주

11) 스트롱 대 블루크로스블루실드 보험회사 사건(1980), 해먼스 대 폴저 커피회사 사건(1980), 에드먼드슨 대 사이먼 사건
(1980), 부야니치 대 달라스 리퍼블릭내셔널뱅크 사건(1979), 콜스턴 대 메릴랜드 컵회사 사건(1978)을 보라.

12) 이 소송은 피고에 의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세 노동자가 1972년 3월 2일에 소장
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원고는 성차별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고소를 수정했다. 최초 대표 소송인 세 명중 한 
명은 흑인 남성이었고 두 명은 흑인 여성이었으나,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3년 동안 대표 소송인 중 유일하
게 남자였던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소송에서 빠지길 요청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았다.

13) 트래브놀 사건이 지적했던 이의로서, 변호사가 흑인 일반에 대한 차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후에 흑인 남성
을 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흑인 남성을 제외한 이유가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 간의 잠재적 갈등이라면, 
“이 사건에서 오래된 속담을 적용하자면, 흑인 남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원고의 능력의 증거는 그것의 대표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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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기 때문에 감독직 및 상급 숙련직의 전반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통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

을 내렸다. 법원은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이 사실 –전체 여성에 대한 불평등 효과에 관한 통계로 증

명할 수 있는- 성차별이기도 하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트래브놀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성별로 인한 추가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

우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흑인 여성은 흑인 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드물게 흑인 여성에게 전반적 인종차별을 보여주는 통계 사용이 허락되는 경우에

는 흑인 남성이 구제책을 똑같이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흑인 여성에게 반차별 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내가 일관성 없이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사건에서는 법원이 흑인 여성의 고용 경험이 백인 여성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 여성의 주장이 기각되고 그들의 경험이 무마되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흑인 여성의 주장이 백인 여성 혹은 흑인 남성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른 것으

로 인식되면서 흑인 여성이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없도록 법원이 제지했기 때문에 흑인 여성의 이해

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내가 흑인 여성도 다른 집단과 똑같은데 다르

게 취급되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하거나, 그들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어느 쪽으로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토록 뚜렷한 모순을 통해 교차성이 도전하고자 하는 단일 이슈 분석의 개념적 한계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난다. 핵심은 흑인 여성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을 겪을 수 있기에, 

그들이 차별을 소명할 때 반드시 일방향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 교차로에서 네 방향 모두로 오고가는 교통 흐름을 생각해보자. 마치 교차로를 지나는 차들처

럼 차별은 이 방향에서도 저 방향에서도 올 수 있다. 만일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 차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방향의 차가 전부 원인일 때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

로, 흑인 여성이 교차로에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그것은 성차별 때문일 수도 있고 인

종차별 때문일 수도 있다.

흑인 여성이 특정한 하나의 집단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교차적 구제를 명령하는 판결

은 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오직 의료 보험에 해당되는 상해만 치료하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

다. 마찬가지로, 흑인 여성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중 하나만 문제로 삼을 때에만 법적 해결책을 제

공하는 상황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무엇인지 확인된 후에만 구급차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고를 복기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바퀴자국과 상해가 그저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 외에는 아무 것도 알아낼 수 없어서 어느 쪽 운전자가 피해를 입혔는지 특정하지 못

할 때도 있다. 그러면 어느 운전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처치도 실시되지 않으며, 관련자들이 

그저 자기 차로 돌아가서 급히 달아나는 경우도 상당하다.

비유에서 돌아오자면, 나는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 및 흑인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방

식으로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때로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이 겪는 것과 비

슷한 방식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흑인 남성과 비슷한 차별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중적 

차별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함께 가해지며 나타나는 복합적 효과- 을 겪을 

때도 많다. 그리고 때로 그들은 흑인 여성으로서 차별을 겪는다. 이는 그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합친 것이 아니라, 흑인 여성으로서 맞닥뜨리는 고유의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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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의 경험은 차별 담론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범주보다 훨씬 넓다. 그러나 흑인 여성의 요

구와 필요가 그들의 경험을 완전히 뭉그러뜨리는 범주적 분석의 필터를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

속되는 한, 그들의 필요는 거의 다뤄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B. 교차성의 원칙적 처리의 중요성

데그라펜레이드, 무어, 트래브놀 사건은 차별에 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적․이론적 접근이 

원칙적 차원에서 흑인 여성을 주변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법원뿐 아니라 페미니스트와 

인권 사상가들도 흑인 여성의 교차적 경험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경험이 더 큰 집단

인 여성과 흑인에게까지 구심이 된다는 점이나 그들의 상황이 지닌 고유한 복합성을 부정하는 방식

으로 그들을 대했다. 흑인 여성은 그저 여성이나 흑인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겪는 경험

의 복합적 본질마저 한쪽의 집단적 경험에 편입되어 버리거나,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 여성의 

필요와 관점이 그들이 흑인 혹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해방 및 흑인해방 의제에서 뒤로 밀려나

는 방식으로만 고려되었다.

이러한 실패는 결국 흑인 여성을 포함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아예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이 차별에 대한 지배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무비판적이고 그릇된 태도를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반차별 법이 근거로 삼고 있는 차별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차별

은 특정한 집단이나 범주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잘못된 결과이다. 차별의 가해자가 의도

적으로 이러한 범주를 정하기도 하고, 어쩌다보니 이 범주의 모든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한다.14) 지배적인 관점에 따르면 차별의 가해자는 한 인종이나 성별 범주에 속한 사람

을 모두 비슷하게 취급한다. 그런데 이 집단 안에서도 특별한 경험적 혹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난다

면, 이는 그들이 집단으로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거나 공통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좌절시킬 만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범주에 복합적으로 속할 수 없다. 게다가 인종과 성별은 그것이 피해자에게 명백히 불이익으로 작

동할 때에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백인과 남성이 가지는 특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것은 아예 지각되지 않는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었을 결정이 인종이나 성별 요소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문

제로 보는 반차별 법의 관점이 바로 이러한 차별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과정을 기반

으로 한 정의는, 수없이 많은 요소의 교차적 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본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향적 의무를 기초로 삼지 않는다. 대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이 걸

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 반차별 법이 담고 있는 지배적 메시지이

다. 이렇게 협소한 목표는 인종이나 성별의 효과를 규명할 때 오직 ‘~만 아니었다면’이라는 분석만 

14) 상당수의 반차별 정책이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로 합법적 차별과 불법적 차별을 가른다. 워싱턴 대 데이비스 
사건(1976,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음)을 보
라. 그러나 민권법 7조에 따라 법원은 불평등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차별을 파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Griggs, 401 US at 432를 보라. 두 분석의 간극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워즈 코브 
포장회사 대 애터니언 사건(1989, 차별 효과에 대한 증거를 갖춘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존재하는 차별 현상 이
상을 보여줘야 했음)를 보라. 의도와 효과 분석의 기반이 되고 있는 규범적 시각들의 경합에 대한 논의는 Alan David 
Freeman, 《Legitimizing Racial Discrimination Through Antidiscrimination Law: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Doctrine》(197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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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하향적 전략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반차별 법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차

별 및 인종차별은 인종이나 성별 요소만 아니면 충분히 특권을 누렸을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규정

되어왔다. 달리 말하자면, 성차별의 패러다임은 백인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인

종차별의 모델은 가장 특권을 가진 흑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구성하는 개념이 아주 작은 일군의 상황만을 포함하도록 협소하게 재단되어 있기 때문

에,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이 일반적 설명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반차별 법과 인종차별 및 성차별 구조의 경계면에서 흑

인 여성이 주변화되는 방식을 다음의 비유로 묘사해보자. 인종, 성별, 계급, 성적 지향, 나이, 신체적 

능력(장애여부) 등을 토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지하실을 떠올려보라. 모든 

요소에 의해 차별을 받으며 맨 아래에 늘어서있는 사람들에서부터 한 가지 요인으로 차별받는 사람

들 중에서도 맨 위에서 거의 천장에 닿으려 하고 있는 우두머리까지, 이들은 층층이 쌓여 –다른 사

람의 어깨를 밟고 서서- 지하실을 채우고 있다. 그 천장은 사실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

람들만이 살고 있는 곳의 바닥이다. 지배 방식을 일부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천장 위에 사는 사

람들은 지하실 인구 중에서도 그 천장“만 아니었다면” 위층에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

는 사람만을 인정해준다. 천장 바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기어올라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 만들어진

다. 그러나 이 입구는 대부분 –단 한 가지 족쇄만 제외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특권을 가

진 지위이기에- 바로 기어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다수의 차별 요인을 

짊어진 사람들은 입구에 발을 넣어볼 수 있도록 허용된 집단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간 경우가 아

니면 대부분 뒤에 남는다.

이 비유를 흑인 여성에게 적용해보면, 그들의 문제는 반차별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험

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흑인 여성이 최종적으로 “인종만 아니었다

면” 혹은 “성별만 아니었다면” 지금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들은 입구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집단에 끼지 못한 채, 보다 크고 이미 보호받을 자격을 인정받

은 인종 및 성의 범주에 흡수될 때까지 그저 무방비로 변방에서 기다리라는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

다.

이토록 협소한 지배적 개념의 범위와 엄격히 정해진 기준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차별을 겪는 사람

들을 주변화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은 어떤 범위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한 틀로 여겨졌

다. 상당수의 페미니즘 이론과 일부 반인종차별 정치학에서 이 틀은 인종, 성별, 혹은 계급 중 어떤 

면에서는 특권을 가진 부류 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지 않고도 성차별 및 인종차별을 충분

히 논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그 결과, 페미니즘 이론과 반인종차별 정치학

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흑인 중산층 혹은 흑인 남성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의 공식 및 백인 여성에

게 가해지는 성차별의 공식에 따라 구성되었다.

페미니즘 진영 및 인권운동 진영 모두의 역사적 문제 및 현재적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그들이 차

별에 대한 지배적 틀을 수용하면서, 보다 적절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교차성 문제를 다루는 것까지 

응용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차별에 대한 단일 

이슈 틀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도 자기 집단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운동 안에서 흑인 여성

을 주변화 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과 가부장제를 없애자는 까마득한 목표를 더욱 달성하기 어렵

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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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페미니즘과 흑인 여성: “우리는 여자가 아닌가?”

페미니스트 정치학 및 이론이 흑인 여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데 상대적으로 무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이론과 전통은 이상하게도 흑인 여성의 역사를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나는 여자가 아닌가?”는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가장 대표적 구호 중 하나가 되었다.15) 

하지만 이 강력한 웅변의 교훈이 제대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들 좀처럼 연설이 이루어졌던 

맥락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페

미니즘이 인종을 대하는 방식의 특징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의 경험을 가부장제 비판의 

풍부한 원천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 주기 때문이다.

1851년, 소저너 트루스는 “나는 여자가 아닌가?”라고 선언하면서 여성의 참정권 박탈을 정당화

하기 위해 남성 비평가들이 동원하는 성차별적 이미지에 이의를 제기했다.16) 오하이오 애크런에서 열

린 여성 권리 집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백인 남성들은 정형화된 “여자다움”의 이미지

를 들먹이며, 여성들은 정치적 활동의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허약하고 연약하다고 주장했다. 소저너 

트루스가 발언하려고 일어나자 여성 참정권에서 (노예)해방으로 논점을 돌려버릴까봐 두려워하며 

그를 침묵시키려 한 백인 여성들도 많았다. 트루스는 발언 허락을 받자마자 노예제의 끔찍함과 그

것이 흑인 여성들에게 미친 독특한 영향에 대해 말했다 :

내 팔을 보세요! 나는 쟁기질을 하고 작물을 심고, 그 작물을 곳간에 쌓아둡니다. 날 능가할 남

자는 없어요. – 그럼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나는 일하는 것도 남자만큼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먹을 게 있다면-남자만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찍도 견디죠! 그럼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나는 

애를 13명 낳았고, 대부분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지켜봤어요. 내가 슬픔으로 울부짖을 때 예수님말

고는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죠-그럼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17)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며 여자다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신화와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폭로한 트루스의 연설은 여성이 절대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는 주장에 강력한 반증이 되었

다. 하지만 진정한 여자다움의 숭배가 가진 일관성에 균열을 가하려 했던 트루스의 도전이 유용하

려면, 백인 여성들에게 그 모순을 합리화하는 인종주의적 시도들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했다

-흑인 여성은 진정한 여성보다 뭔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그들의 경험은 진정한 여자다움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19세기 흑인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에 도전한 것이기도 했지만, 백인 여

15) ( “소저너 트루스와 그녀의 유명한 구호 “나는 여자가 아닌가?”가 끊임없이 사용돼 온 것으로 상징되듯 흑인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영웅이 되었을 때, 여성운동을 하는 백인 여성들은 왜 흑인 여성과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대하지 못했
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Phyliss Palmer, The Racial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of Color as Portents 
of the Future for All Women, Women’s Studies Quarterly 11:3-4 (Fall 1983)를 보라.

16) Paula Giddings , When and Where I Enter: The Impact of Black Women On Race and Sex in America 54 
(William Morrow and Co, Inc, 1st ed 1984)를 보라. 

17) Eleanor Flexner, Century of Struggle: The Women’s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91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와 Bell Hooks, Ain’t I a Woman 159-60 (South End Press, 198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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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백인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흑인 여성의 역사를 포용하기를 바라며 백인 

페미니스트에게 도전한 것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트루스의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 남긴 유산보다는 자신의 선조

들[즉 백인 여성들]에게 맞섰던 도전이 남긴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페미니즘을 발전

시키기 위해 인종적 특권을 포기할 때 백인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경험했던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트루스의 비판적 질문에 민감하다. 여성의 경험과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

론 및 정치학이 흑인 여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흑인 여성을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을 때, 반드시 흑

인 여성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여자가 아닌가?” 만약 여성이라면, 어떻게 흑인 여성들의 

필요, 이익 및 경험을 고려하거나 그것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어떻게 “여성은 어떠어떠하다” “여

성들의 생각은 어떻다” “여성들이 필요로하는 건 뭐다”라는 주장이 될 수 있는가?

흑인 여성에게 페미니스트 이론의 가치는 낮은 편이다. 거의 지적되지 않을 뿐 사실 백인중심의 맥

락에서 발전해온 이론이기 때문이다. 백인 여성이 [전체] 여성을 대변할 때, 유색인종 여성은 사실상 

간과될 뿐만 아니라 배제가 더 강화된다. 권위적이고 보편적인 목소리 -보통은 인종도 젠더도 없는 

객관성을 가장한 백인 남성의 주관성18)- 가 젠더를 제외하고는 문화, 경제, 사회적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이들에게로 옮겨갈 뿐이다. 페미니스트 이론이 가부장제나 섹슈얼리티 또는 영역 분

리 이데올로기19)를 분석하여 여성의 경험을 묘사하려 할 때, 인종의 역할은 간과되기 십상이다. 페미

니스트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인종이 성차별의 어떤 면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특권을 주

어 다른 여성들을 지배하는 데까지 기여한다는 점을 보려 하지 않는다.20)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 

이론은 여전히 하얗다. 특권 없는 여성들에 대해 고심하며 이론의 분석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잠재력

은 여전히 발현되지 않았다.

백인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구축된 일부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예시로는 공사 이분법 

문학이 있다. 공사 구분 이데올로기가 가정과 공적 생활에서 어떻게 여성의 역할을 형성하고 제한하

는지 비판하는 작업은 페미니즘 법률 사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이다.21)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

성에게 이질적으로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을 전통적으로 정당화해온 스테레오타입을 찾아내고 비판

함으로서 공사 구분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해체하려했다. 하지만 여성의 종속에 대한 정당화를 

폭로하려는 이 시도가 흑인 여성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 많은 페

미니스트들이 기대고 있는 현실적 기초는 백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도출된 이론적 진술은 좋

게 봐도 과장된 것이었고, 아예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22) 이런 문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여성이 

18) “’객관성’ 자체가 백인 남성의 사고가 물화되어 있는 예이다.” Hull 외, 편집자, But Some of Us Are Brave at ⅩⅩ
Ⅴ(cited in note 1).

19) (역주)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공과 사로 나누어 여성들을 공적 행동과 권력에서 엄격히 분리하는 것.

20) 예를 들어, 많은 백인 여성들이 과거엔 오직 백인 남성뿐이었던 집단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별분업을 근본적으로 
재정렬함으로써 가능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여성적” 임무를 대부분 가난한 소수집단의 여성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가능했
다. 

21) 페미니스트는 젠더 기반의 스테레오타입과 규범이 공적 생활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사적 영역에서 그들
에게 맡긴 역할을 찬양하며 여성의 종속을 강화하는 양상에 대해 논해 왔다. 역사적으로 법은 공적 생활에서 여성의 배
제를 강화하고 그들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며 이러한 종속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가령, Deborah L. 
Rhode, Assosiation and Assimilation, 81 Nw U L Rev 106 (1986); Frances Olsen, From False Paternalism to 
False Equality: Judical Assaults on Feminist Community, Illinois 1869-95, 84 Mich L Rev 1518 (1986); 
Martha Minow, Foreword: Justice Engendered, 101 Harv L Rev 10 (1987); Nadine Taub and Elizabeth M. 
Schneider, Perspectives on Women’s Subordination and the Role of Law, in David Kairys, ed, The Politics 
of Law 117-39 (Pantheon Books, 1982) 를 보라.

22) 이 비판은 페미니즘이 백인 중산층 여성의 경험을 전제로 한다는 좀 더 일반적인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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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이고 제한적 능력을 가졌으며 수동적이라고 배웠다”23)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관찰’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교차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변칙을 간과하고 있다. 흑인 남성들과 여

성들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규범과 기대를 생산하는 동시에, 인종차별로 인해 이런 규범과 

기대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흑인 남성들은 강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흑인 여성도 수동적

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흑인 사회에서 젠더 지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차

하는 힘들이 젠더규범을 만드는 방식과 이때 흑인을 억압하는 조건들이 젠더규범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흑인 

여성들이 여성 가장이라는 병리적 스테레오타입에 붙잡혀 있는 이유24)나, 흑인해방운동 내에서 의도

적으로 가부장적 제도와 전통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존재하는 이유를 집어볼 수 있을 것이

다.25)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설명적인 정의는 대개 백인 여성의 경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페미

니스트 및 페미니스트 문학을 접한 사람들은 가족 및 여타 흑인 제도에서 흑인 여성의 역할이 백인 

공동체 기준의 친숙한 가부장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 여성은 가부장제 규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든 면제된다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은 전통적으로 백인 여성에 비해 집 밖에서 일하는 비

율이 훨씬 높았다.26) 백인 여성이 직장에서 배제돼 온 역사를 중심으로 가부장제를 분석하면, 흑인 

여성에겐 젠더에 따른 사회적 기대가 제약이 되지 않았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흑인 여성의 바로 그 상황이 여성은 일해선 안 된다는 규범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인적, 정서적, 관계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흑인 여성들은 전통적

으로 여성의 일이 아닌 부분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상황이 때때로 흑인 사회 안에서 흑인 여

성이 젠더규범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나, 인종 차별이 흑인 사회에 끼친 또 하나의 재앙이라고 해석

되면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짊어졌다.27) 이것은 백인 경험에 뿌리를 둔 가부장제 분석만으로는 이

해할 수 없는 교차성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이다.

백인의 맥락에서 형성된 이론이 흑인 여성들의 삶이 가진 다차원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례는 강간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미니즘 의제에서 핵심적인 정치적 이슈는 

를 들어,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W. W. norton, 1963)와 같은 초기 페미니즘 텍스트는 페미니즘의 중심에 백인 중
산층 문제를 배치하면서 흑인 공동체가 이를 거부하게 되었다. 다음을 보라. Hooks, Ain’t I a Woman at 185-96 
(33번 각주에서 인용) (백인 중산층 의제가 흑인 여성들의 문제를 무시했기에 흑인 여성들도 페미니즘을 거부하게 되었
다.)

23) Richard A. Wasserstrom, Racism, Sexism and Preferential Treatment: An Approach to the Topics, 24 
UCLA L Rev 581, 588 (1977). 이 구절은 공사 구분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전형적 논평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논
의는 여기에 제시된 대담한 진술처럼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Taub and Schneider, Perspectives on 
Women’s Subordination and the Role of Law at 117-39 (36번 각주에서 인용)

24) 예를 들어, 흑인 가정은 흑인 여성이 중산층 백인 가정의 규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매우 병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다. 
이런 견해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많은 흑인 사회의 폐단이 병적인 가족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난한 모이니한 보
고서(Moynihan Report)이다. 보고서와 그것의 현대적 맥락은 뒤에서 계속 논하겠다.

25) 다음을 보라. Hooks, Ain’t I a Woman at 94-99 (cited in note 33) (1960년대 흑인 해방운동에서 고조된 성차별
적 이미지에 대한 논의).

26) 다음의 전반적 논의를 보라. Jacqueline Jones, Labor of Love, Lavor of Sorrow; Black Women, Work, and the 
Family from Slavery to the Present (Basic Books, 1985); Angela Davis, Women, Race and Class (Random 
House, 1981) 

27) 엘리자베스 히긴보텀의 지적처럼, “적절한 성역할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더 넓은 사회에서 남성이 가질 
때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게 묘사되어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여
성들은 기대되는 성역할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치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기 때문에 낙인찍힌다.” Elizabeth 
Higginbotham, Two Representative Issues in Contemporary Sociological Work on Black Women, in Hull, et 
al, eds, But Some of Us Are Brave at 95 (1번 각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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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강간 문제였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적·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발

달한 것은 규범적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정하고 여성의 성적 행동을 규제하는 법의 역할에 대한 역사

적 비판이었다.28) 이런 담론에 따르면 초기의 간음 및 강간 관련 법률의 목표는 여성을 강압적 성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순결을 마치 재산처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있었다.29) 

이런 목적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올바른 측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강간법을 여성 섹슈얼

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반영하는 것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흑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단

순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적절한 설명이다.

강간법이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아니라, 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백인 남성의 규제다.30)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의 순결을 규제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은 없었다.31) 몇몇 주(州)법원에서는 배심원단에게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과 달리 순결하

지 않다고 알려주는 경우까지 있었다.32) 또 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제는 순결하지 않은 

여성을 법의 보호 밖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했지만, 가해자가 흑인 남성일 경우 인종주의는 손

상된 백인 여성의 순결을 복원시킬 수 있었다.33) 흑인 여성에겐 이렇게 순결을 복원하는 일도 불가

28)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Simon and Schuster, 1975); Susan Estrich, Real Rap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를 보라.

29)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p.17;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Estrich, Real Rape를 보라.

30) 백인 여성의 경험을 보편화함으로써 상당히 모호해진 페미니즘의 핵심 이론적 딜레마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
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는 경험들이 사실은 모든 종속집단에 대한 지배집단의 통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지배적 위치에 놓여 있는 다른 남성들의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나 신념을 공유하고 있지 않
거나 동참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오히려 “남성” 권력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맥락, 특히 사적 
영역의 맥락에서는 “권위를 가진 남성”에 비백인 남성이 포함될 수도 있다. 흑인 여성이 여성으로서 지배당하는 경우와 
흑인 여성으로서 지배당하는 경우를 더욱 명료하게 구분해 생각하려는 노력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남성이냐 백인 
남성이냐의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31) Rape, Racism and the Law, 6 Harv Women’s L J 103(1983)의 pp. 117-123 각주를 보라. (일반적으로 흑인 여성
은 순결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과거 및 현재의 증거를 다룸). 또한 Ain’t I a Woman 중 p.54 각주 33번 (노예제 시기
에 ‘흑인 여성은 전부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낭설에 입각해 형성된 흑인 여성성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기술함); Beverly Smith, Black Women’s Health: Notes for a Course 각주 1번(Hull 외 편, But Some of Us 
Are Brave p.110) (“… 백인 남성은 수세기 동안 흑인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면서도 우리는 음란하고 언제든 성관계
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당화해왔다.”라고 언급함)

32) 다음은 아주 솔직하다는 점 외에는 매우 익숙한 진술이다: “몇몇 법원이 백인이 대부분인 곳에서는 순결하지 않은 여성
이 비교적 드문 예외라고 발언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실이겠지만, 만일 대개 부도덕한 다른 인종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이는 곧 실제 상황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일 뿐이다.” (댈러스 대 연방 사건, 76 
Fla 358, 79 So 690 (1918), 6 Harv Women’s L J p.121 각주 47에서 재인용) 이런 견해를 지지하며 1902년에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고결한 니그로 여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지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고결
한 니그로 여성이라는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같은 책 p.82) 흑인 여성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대중문화에도 만
연하다. Paul Grein, Taking Stock of the Latest Pop Record Surprises, LA Times § 6 p.1 (1988년 7월 7일) 
(1970년대 후반, “흑인 여자애들은 그냥 밤새도록 당하고 싶은 거 뿐이야”라는 가사를 포함한 롤링 스톤즈의 음반에 
대한 논쟁을 회고함)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반발이 성적 보수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악랄한 낭설에 대
해 반드시 필요한 반응은 … 가부장적 도덕률을 그 누구보다 엄격히 따르는 것이다.” (Smith, Black Women’s 
Health, Hull 외, 재개정판, But Some of Us Are Brave p.111 각주 1번) 이런 반응은 흑인 학교의 태도와 정책에 일
부 반영되어, 여성 학생들의 행동을 악명 높을 정도로 통제했다. Gail Elizabeth Wyatt, The Sexual Experience of 
Afro-American Women (Martha Kirkpatrick 편, Women’s Sexual Experience: Exploration of the Dark 
Continent 24 (Plenum, 1982) 중,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은 훨씬 엄격히 성적 행동을 감독하는 반면, 백인 
대학의 기숙사에서는 보다 느슨한 통금과 규제가 적용되는 차이”를 언급함). 흑인 여성에게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덕
목을 요구하는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흑인의 순결을 강조하는 행태를 이해하고 비판
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모두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것이 될 것이다. 

33) 사법체계가 순결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강압적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한 평론가는 “지배적 
고정관념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순결할 리 없었다. 따라서 흑인 여성의 강간 기소는 자동적으로 무시되었고 순결 이슈는 
원고가 백인 여성인 사건에서만 제기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6 Harv Women’s L J, p.126 각주 47) 흑인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은 가해자의 인종과 상관없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12년 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이 법원은 [강간과 관련해] 백인 남성의 말에 도전하는 깜둥이(nigger)의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했을 때에는 린치가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통용되었다.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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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다.

강간을 오직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 권력의 증거로만 해석하면, 강간을 인종적 테러의 무기

로 사용하는 측면이 은폐된다.34)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강간당한 사건은 피해자가 보편적 여

성으로서가 아니라 특정하게 흑인 여성으로서 강간당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즉 인종주의적 지배 

하에서 흑인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하는 동시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백인 남성의 권력은 흑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거의 상상조차 어려운 사법체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35)

종합하자면, 순결에 대한 성차별적 기대와 성생활이 난잡할 것이라는 인종차별적 가정이 결합해 

흑인 여성을 둘러싼 별개의 이슈들을 만들어냈다.36) 이런 이슈들은 페미니스트 문학에서도 거의 다

뤄지지 못했고 반인종주의 정치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한

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던 제도적 관행인 흑인 남성에 대한 린치는 예나 지금이나 섹슈얼리티와 

폭력에 대한 흑인 운동의 의제이다. 결과적으로 흑인 여성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소송 시도들을 당

연히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흑인 집단과, 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의심을 부채질하는 페미니스트 집단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37) 이 의심은 백인 여성 섹슈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사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여성을 다시 온전히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흑인 남성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같은 책 p.125) 

34) The Rape of Black Women as a Weapon of Terror (Gerna Lerner 편, Black Women in White America 
172-93, Pantheon Books, 1972에 실림)과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각주 44번을 보라. 강간이 인종적 테러행
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브라운밀러는 백인 여성도 KKK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흑
인 여성이 겪는 “특수 사례”로 보지 않으려 한다. (같은 책 p.139) 누군가가 흑인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강간을 “특별
한 사건”으로 인정해주든 아니든, 흑인 여성의 이런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이런 문제를 다루는 브라운
밀러의 태도는 가부장제가 인종주의와 다양하게 맺고 있는 교차적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도 가부장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35)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6 Harv Women’s L J, p.103의 각주 47을 보라.

36) 폴 기딩스(Paul Giddings)는 성적 고정관념과 인종적 고정관념이 결합된 결과에 주목한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의 열
등한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지만, 백인 여성의 고결함은 전혀 없다고 여겨졌다.” (Giddings, When and Where I 
Enter, p.82 각주 32) 

37) 수잔 브라운밀러가 에밋 틸(Emmett Till) 사건에 대해 내린 진단을 보면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강간 반대의 정치화
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브라운밀러가 그간 흑인 여성의 강간 문제 및 흑인 남성의 위협에 대한 히스테
리적 반응에 담긴 인종주의를 논의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은 충분히 높이 사지만, 그럼에도 그는 인종적 테러리즘보다
는 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중심에 놓고 에밋 틸 사건을 분석한다. 브라운밀러는 이렇게 서술했다: “틸 사건만큼 여성
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싸고 남성 집단 내에 존재하는 적대를 분명히 보여 주는 사건은 없을 것이다. 우선 브라이언트 
가게에서 시작된 일을 순수한 추파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모든 백인 여성에 대한 접근가능
성을 재보고 있었던 것이다.”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p.272 각주 44) 나중에 브라운밀러는 다음과 같이 주
장한다: 그리고 틸이 냈던 늑대 휘파람 소리(역자 주: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성희롱하며 내는 휘파람 
소리)가 ‘청소년기의 허세’일 뿐이라고? 그 휘파람 소리가 살인의 이유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당연히 경악하면서도, 우리
는 또한 에밋 틸과 윌리엄(J. W. William)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두 사람은 모
두 휘파람이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미끈한 발목을 칭찬하는 의미도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악화된 상황까지 모두 
고려할 때 … 이는 신체적 폭행에 준하는 의도적 모욕이자, 이 흑인 소년 틸이 캐롤린 브라이언트(Carolyn Bryant)를 
소유하려 한다는 뜻을 상대에게 알린 마지막 신호였다. (같은 책, p.273) 브라운밀러는 이를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갈등
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분류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는 이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 남부의 병적인 혐
오와 공포를 비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여겼다. 신원파악이 힘들 정도로 훼손된 틸의 몸은 만천하에 공개되어, 틸의 
모친의 말대로 “세상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가 볼 수 있었다.” (Juan Williams, Standing for Justice 
(Eyes on the Prize, Viking, 1987, p.44)) 틸의 비극은 흑인 민권 운동의 직접적 시초가 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여
겨지기도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사건은 학교 인종분리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방향
으로 미국 흑인 사회를 움직였다.” (같은 책) 윌리엄스의 말처럼 “에밋 틸의 죽음은 흑인 세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
다. 미국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와 자유를 요구할 세대는 바로 이 세대, 그러니까 틸이 살해됐을 
때 청소년이었던 이들이었다.” (같은 책, p.57) 틸 사건에서 브라운밀러는 백인 여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맹렬한 투쟁
을 보았던 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이 사건을 극도로 치달은 흑인에 대한 억압의 상징으로 보았다.이 비극에서 여
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에 보조적 역할을 맡기고 백인 여성을 무대 중앙에 세운다는 것은, 인종주의를 둘
러싼 혼란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백인들의 강간반대 운동이 흑인 여성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감안해 보다 미묘한 인종 간 긴장에 더욱 세심할 수 있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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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티의 보호가 흑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구실로 작동하곤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 더욱 증폭

된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강간반대 의제가 인종차별 철폐의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다. 이것이 인종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정치적,이론적 딜레마이다. 흑인 여성

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들춰냈다가는 감춰버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흐름들 사이에 갇혀 있다.

Ⅲ. 내가 언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성차별에 대한 분석과 흑인 해방 정치

19세기 흑인 페미니스트였던 애나 줄리아 쿠퍼는 인종적 지배에 대한 분석에 가부장제에 대한 분

석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요긴한 어구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흑인을 대변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흑인 여성은 대변하지 못하는 흑인 지도자들과 대변인들을 비판했던 쿠퍼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흑인 모두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했던 마틴 딜레이니의 

대중 연설을 이렇게 반박했다. “내가 언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면, 흑인 모두가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흑인 여성뿐이다.”38)

쿠퍼의 발언을 보면 로스쿨에 입학한 첫 해에 내가 만들었던 스터디 그룹에 관한 개인적 경험이 

떠오른다. 우리 그룹엔 흑인 남성이 두 명 있었는데, 그중 하버드를 졸업한 남자가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영향력 있는 백인 남성을 다수 배출했다는 명성 높고 배타적인 남성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곧잘 했다. 그는 그 클럽에 들어간 극소수의 흑인 남성 중 하나였다. 그는 1학년 시험을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그 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며 우릴 초대했다. 전설적인 장소에 직접 가본다니 잔

뜩 긴장한 채, 우리는 커다란 문의 황동 문고리를 두드려 도착을 알렸다. 그러나 그 친구는 살짝 

문을 열고 쭈뼛쭈뼛 나와서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항을 깜빡했다고 속삭였고, 우리의 영광스런 입

장은 무산되었다. 나와 일행은 분노했다. 흑인으로 살아오며 단련된 우리는 또 우리를 배제하는 

장벽이 나타났구나 생각했다. 심지어 그 건물에 비공식적으로 흑인 한 사람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다

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클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종 때

문이 아니라 내가 여자이기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긴장이 깨졌다. 여자는 뒷문으로 돌아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만약 흑인이라는 이유로 뒷문으로 보내졌을 때 느낄 굴

욕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로서 당한 굴욕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일이며, 내가 배제된 것도 똑같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난동을 부려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

러나 내가 이렇게 주장해도 다들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소란을 피웠다간 인종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곤경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생각을 접었다. 어찌 됐든, 그 클럽은 

최초의 흑인 손님들을―그중 한 명은 뒷문으로 들어갔어야 하더라도―환영하려던 차였으니 말이

다.39)

이 이야기가 흑인 여성이 교차성으로 인해 겪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는 흑인 공동체를 

보여 주는 최선의 예시는 아닐 수도 있다. 만일 흑인 여성, 오직 흑인 여성만이 클럽의 뒷문으로 들

38) Anna Julia Cooper, A Voice from the South (Negro Universities Press, 1969 reprint of the Aldine Printing 
House, Ohio, 1892), p.31.

39) 공정을 기하기 위해, 그때 일행들은 모두 나와 함께 뒷문으로 들어갔음을 알려 두겠다. 하지만 그것이 연대의 표시였는
지, 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였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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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야 했다면, 그리고 그 규제가 흑인 공동체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흑인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

면 더욱 적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인종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성별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정되고 있는40) 특권들을 흑인 여성이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벽에 대해 정치적·감정

적 각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젠더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어느 정도의 정치적·사회적 자본을 쏟아부어야 할

지의 문제에 대해 흑인 여성 안에 존재하는 양가적 감정을 보여 준다. 특히 이 문제가 반인종주의 

의제와 충돌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흑인이 종속되는 양상을 분석할 때 젠더를 직접적으

로 고려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반여성적인 것을 포함해―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유는 흑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 억압은 인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41) 인종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주요한 집단 정체성뿐 아니라 집단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공통 감각이 형성된

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흑인 페미니즘 이론 및 정치학이 흑인 정치의 의제 속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2)

여기서 핵심은 미국 흑인이 단순히 더 중요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흑인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일부 시도들이 이런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흑인 집단의 문제를 보다 면

밀히 살펴볼수록 젠더 억압으로 인해 무수한 흑인들의 처지가 매우 열악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단일 이슈 프레임에 대

한 비판을 생각하면,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이 성차별에 맞선 투쟁과 별개이며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

다는 주장은 문제적이다. 그러나 흑인 여성이 흑인 남성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인종적 타자성의 정

치로 인해 흑인 페미니스트들의 의식이 백인 페미니즘이 발전하는 양상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백인 여성의 경우, 백인 남성의 의식과는 반대되는 의식을 창조하는 과정이 백인 

페미니즘 정치학이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흑인 여성은 흑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피부

색과 문화로 규정되고 억압되어 온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43) 흑인 공동체에도 분명 가부장제가 

작동하며 그것이 흑인 여성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은 스스로가 지

니고 있는 인종적 맥락으로 인해 흑인 남성에 대항하는 정치적 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워진다.

인종적 타자성이라는 뚜렷한 경험이 저항적 페미니스트 의식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지

만, 인종 집단은 흑인 여성을 소외시키는 방어적 우선 순위를 주장하곤 한다. 그래서 공공 정책의 

차원에서 흑인 집단의 필요를 규정하기 위해 논의할 때, 흑인 여성에만 해당하는 관심사는 주변부

40) 계급적 차원도 마찬가지다.

41) 이 점을 잘 보여 주는 일화가 있다. 일군의 여성 법학 교수가 ‘교실에 존재하는 ’…주의들‘’을 논하기 위해 모였다. 
그중 팻 케인이 주도한 모임에서 참여자 각각은 자신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를 세 가지씩 적어 보았다. 거의 예외 없이, 
백인 여성 참여자는 자신의 젠더를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적었지만, 인종은 적지 않았다. 유색 인종 여성은 모두 자신의 
인종을 첫 번째로 적고 다음에 젠더를 적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지배 규범과 가장 배치되는 원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듯하다.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Pat Cain, Feminist Jurisprudence: Grounding the 
Theories 19-20 (미출간 원고, 이 활동에 대해 설명한 뒤, ‘유색 인종 여성은 모두 인종을 언급한 반면 백인 여성은 아
무도 인종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성애 여성은 ‘이성애자’임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커밍아웃한 동성애 여성은 
모두 레즈비언 항목을 포함시켰다’라고 언급함.)

42) 이런 관찰에 비견할 만한 제3세계 페미니즘 논의로는 Kumari Jayawardena, Feminism and Nationalism in the 
Third World (Zed BooksLtd, 1986) pp. 1~24를 참고하라. 자야와르데나에 따르면, 제3세계의 페미니즘이 ‘받아들여
진’ 것은 국제적 지배에 맞선 중심적인 투쟁에서뿐이다.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더 광범위한 
저항을 위해 불가피할 때 가장 크게 신장되었다.

43) 인종 이데올로기가 흑인을 억압하고 백인에게 특권을 주는 양극화 역학을 만들어 내는 방식에 대한 논의로는 
Kimberle Crenshaw, Race, Reform and Retrenchment: Transformation and Legitimation in 
Antidiscrimination Law, 101 Harv L Rev 1331, (1988) pp. 1371~7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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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밀려난다. 영화 <컬러 퍼플>에 관한 논란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광범위하게 벌어진 반대

시위의 이면에는 영화가 흑인 가족 안의 가정폭력을 묘사하면서 흑인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

념을 공고히 했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다.44) 이런 모습을 스크린에 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하느라 정작 흑인 공동체 내의 성차별과 가부장제 문제는 묻혀버렸다. 흑인 집단이 가정폭력과 

젠더 억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매

체에 긍정적인 흑인 남성의 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단지 인종적 고정관

념을 강화할 뿐이라고 느꼈다.45)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은 보다 큰 흑인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해 흑인 여성이 겪는 일의 특정 부분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쟁의 본질은 다니엘 모이니한이 진단한 미국 흑인의 병폐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46) 모이니한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악화되어 가는 흑인 가족의 상황을 묘사하며 흑인 

남성 가장의 파괴를 예언하는 동시에 흑인 여자 가장의 탄생을 안타까워했다. 그의 결론은 자유주

의 사회학자들47)과 민권운동 지도자들48)의 거대한 비판을 일으켰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보고서

가 맹목적으로 백인의 문화 규범을 적용하여 흑인 가정을 평가한 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한 사

람은 많았지만, 흑인 여성의 모성이 백인 여성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 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분류한 것이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아주 적었다.49)

모이니한류 분석의 가장 최근 버전으로는 모이어스의 텔레비전 특집, <사라져가는 흑인 가족 

The Vanishing Black Family>과 그보단 덜하지만, 윌리엄 줄리어스 윌슨의 『진정한 약자 The 

Truly Disadvantaged』가 있다. <사라져가는 흑인 가족 The Vanishing Black Family>에서 모이

어스는 여성 가장의 문제는 결국 무책임한 성생활의 문제이며, 어느 정도는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 유도됐다고 설명했다.50) 그 보도의 주제는 ‘복지 국가로 인해 흑인 남성의 역할

이 사라지면서 흑인 가족을 더더욱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흑인 남성들이 누군가가 자신

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식을 만들고 가족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모이

44) Jack Matthews, Three Color Purple Actresses Talk About Its Impact, LA Times § 1면에 6번째 줄 
(1986.01.31); Jack Matthews, Some Blacks Critical of Spielberg’s Purple, LA Times § 1면에 6번째 줄 
(1985.12.20). 하지만 Gene Siskel, Does Purple Hate Men?, Chicago Tribune § 16면에 13번째 줄(1986.01.05); 
Clarence page, Toward a New Black Cinema, Chicago Tribune § 3면에 5번째 줄(1986.01.12)을 보라.

45)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모종의 부정적 묘사는 좀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고질적 문
제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평가들은 대부분 <컬러 퍼플>에서 주요한 남성 캐릭터의 긍정적인 변화를 간과했다.

46) Daniel P. Moynihan, The Negro Family: The case for National Action (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Research,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1965)

47) Lee Rainwater and William L. Yancey, The Moynihan Report and the Politics of Controversy 427-29(MIT 
press, 1967)를 보라 (모이니한 보고서에 대한 다른 비판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Charlse E. silberman, 
Christopher Jencks, William Ryan, Laura Carper, Frank Riessman and Herbert Gans).

48) 같은 책 395-97 (Martin Luther King, jr., Benjamin Payton, James Farmer, Whitney Young, jr. and Bayard 
Rustin의 비판도 수록되어있다.)

49) 주목할 만한 예외 중 하나는 Jacquelyne Johnson Jackson, Black Women in a Racist Society, in Racism and 
Mental Health 185-86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3)다.

50) 이 쇼에 열렬한 성원을 보낸 칼럼니스트 메리 맥그로리는 모이어스가 흑인 게토 안에서 섹스는 커피 한 잔만큼이나 일
상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McGrory, Moynihan was Right 21Years Ago, The Washington Post B1 
and B4 (1986,1월 26일). 조지 윌은 성욕 과잉의 흑인 남성이 불 코너(1968년에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소방호스를 겨눈 
것으로 국제적인 악명을 얻은 버밍엄 경찰국장)보다 위험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George will, Voting Rights Won’t 
Fix It, The Washington Post A23(1986년 1월 23일). 나는 이 방송이 가난을 개인의 부도덕성의 결과로 보려는 기존 
경향을 자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소위 최하층계급에 대한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한다. 최근에 열린 흑인 집단 내의 
빈곤에 미치는 공공정책의 영향에 관한 토론에서, 흑인 남성은 “방랑하는 고추”처럼 행동하지 않고 흑인 여성은 “눈만 
맞으면” 애를 가지는 일을 그만둔 뒤, 모두 중산층의 도덕을 배우기 전까지 흑인 빈곤은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고 말
한 학생이 떠오른다. 그 학생 역시 근거 자료로 모이어스의 보도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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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의 관점에 따르면 복지가 없었다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던 가난한 여성이 그들을 떠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복지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방송을 비판했던 대부분의 논자들은 모이어스 방송 전반에 깔려 있는 가부장적 전제를 밝혀낼 

지적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명백히 인종차별이라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에만 집중했다.51) 백

인 페미니스트에게도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다. 백인 페미니스트 집단은 모이어스의 보도에 대한 비

판을 발표한 바가 거의 없었다. 아마 페미니스트들은 그 방송이 흑인 공동체를 조명하고 있으니 

젠더가 아닌 인종 문제가 핵심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어쨌든, 그로 인해 복지 

및 가족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스트의 별다른 개입 없이 진행되었다. 모이니한/모이

어스 모델에 대해 페미니스트의 강력한 비판이 없다는 점은 흑인 여성의 이익에 방해가 될 뿐 아니

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겨우 먹고 살기에도 벅찬 백인 여성 가장들의 이익도 위협한다.52)

『진정한 약자』에서 윌리엄 줄리어스 윌슨은 결혼 가능한 흑인 남성이 부족하다는 관점으로 문제

를 재구성하면서, 이 논쟁의 도덕적 성격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53) 윌슨에 따르면 흑인 간 결혼이 

감소하는 현상은 그들이 결혼 동기가 약하거나 노동 습관이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구조의 차원에서 미숙련 흑인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범주 바깥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윌슨의 접근방식은 흑인 공동체의 도덕성을 중심에 둔 모이니한/모이어스의 분석 방식을 거부한다

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윌슨 역시 가장이 여성인 가정의 급격한 증가를 그 자체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런 가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윌

슨은 여성 - 특히 아이를 기르는 흑인 여성 – 의 이해관계를 종속시키는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흑인 남성을 다시 가족으로 돌려놓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54)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흑인들의 일자리

를 흑인 남성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성차별을 전혀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윌슨은 흑인 비혼모를 직접적으로 자력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사회

체제의 재구성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55)

흑인 남성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흑인 

남성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행– 불행은 엄청난 실업률과 함께 찾아온다 –에 노출된 

채 억압받고 있는 흑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윌슨의 주장대로 사회구

51) 비록 방송의 인종차별적 측면에 거의 독점적으로 주목해서 이론 및 정치적 문제를 둘 다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어
진 논평들이 인종적 본성의 차원에서 모이어스 관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종과 관련된 논의
가 대체로 그렇듯, 모이어스의 방송에 관한 대화는 단지 흑인 가족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지 않는다; 이를 통해 몇몇 논
자는 흑인 최하층계급뿐 아니라,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 빈곤과의 전쟁, 차별철폐조치(적극적 우대 조치), 그 외 인종 
기반 구제책까지 비난할 기회를 얻었다. 예시로, Will, Voting Rights Won’t Fix It을 보라. (각주 8번 참조.)

52)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핵가족만을 규범으로 삼고 다른 가족 단위들은 규범에 어긋나며 사회적 합의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제 시스템 및 가족 정책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53) Wilson, The Truly Disadvantaged , p. 96, 각주 69번.

54) 같은 책, p. 154 (균형적 경제 성장, 국가적 차원의 노동 시장 전략, 아동 지원 확충 프로그램, 아동 돌봄 전략, (효과
성이 검증되고 소수인종 우대적인) 가족 수당 프로그램 등 거시경제적 정책을 포함하는 제안을 한다).

55) 윌슨은 젠더가 가족형태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에 따라 경제적∙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해 
젠더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인구학적∙구조적 설명에 초
점을 맞추는 접근은 보다 심리사회학적인 모이니한/모이어스 방식을 비판하며 다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이다. 심리사회
학적 설명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매우 가까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차 악화되는 노동 계급 및 빈곤한 흑인 공동
체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얻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Kimberle Crenshaw, A Comment on 
Gender, Difference, and Victim Ideology in the Study of the Black Family, in The Decline of Marriage 
Among African Americans: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thcoming 198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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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재편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흑인 여성들의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56) 흑인 하위계층의 이론적·정치적 의제를 온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는 흑인 여성만이 가진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여성들의 가족이 경제계층에서 가장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흑인 여성 및 그 가족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흑인 

여성을 논의에 중심에 두어야 한다.57)

Ⅳ. 상호교차성의 수용을 통한 페미니즘 및 반인종주의 이론의 확장

흑인을 인종적으로 억압하는 여러 제약과 조건에서 해방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노력하려면, 흑인 

공동체의 필요를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전략에도 반드시 성차별주의 및 가부장제 분석이 포

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페미니즘도 비백인 여성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종에 대

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흑인 해방 정치든 페미니즘 정치든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주장하

는 이들의 교차적인 경험을 무시해선 안 된다. 흑인 여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두 운동 모두, 명

확히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험만 인정하는 이전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흑인 억압은 인종에 기반을 둔 상황일 때만 중요하고, 여성 억압은 젠더에 기반을 둔 상황일 

때만 중요하다는 식의 접근 말이다.) 두 운동의 방식 모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관심을 기울여

야 할 사람들의 생활 실태 및 삶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상황의 복잡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저 정치적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차별에 대해 사고할 때 다양한 문제

를 단일 이슈들의 항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정치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기도 하다. 게다가 이런 구조적 분류는 현 상황을 고착시키는 사회의 서술적·규범적 관점을 차용

한 것이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별에는 하향식 접근을 적용한다는 

점은 다소 역설적이기도 하다. 만약 이들이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

하고, 필요한 곳에서 세계를 재구성하고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더라면, 단

일 이슈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주변부에 있는 사람

들을 논의의 중심에 두면, 경험을 구획하여 단절시키며 집단행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내일 당장 차별 담론이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교차성

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고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이러

한 시도를 통해 우리가 기존의 차별 개념 아래 감춰진 부분을 바라보고 현 체계에 안주해도 되는지 

56) 예를 들어, 윌슨은 비혼모에게 탁아 및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 (같은 책, p. 153, 각주 69), 인종차별
적이며 성차별적인 다른 관습 및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차별주의적 관습·정책으로 인해 흑인 여
성 중 거의 절반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

57) 폴리 머레이(Pauli Murray)는 흑인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의 원인에는 성차별주의가 최소한 일부분은 포함
되어 있다고 말한다. Murray, The Liberation of Black Women, in Jo Freeman, ed, Women: A Feminist 
Perspective pp. 351-62 (Mayfield Publishing Co,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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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배적인 관점에 비평적이고, 또한 

통합적 활동에 일부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할 것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다음의 어구

가 주변부에 있는 집단을 위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들어갈 때, 우리 모두 들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