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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Ⅰ.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주의(Colonialism)’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실상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인 

‘식민주의(Colonism)’가 제국주의자들이 해외 팽창을 긍정적으로 

선동하는데 사용했다면, 식민지 출신의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가 

언급한 식민주의적 행태는 유럽인들이 새롭게 점유한 땅으로 이주하는 

행위가 만들어낸 경제, 사회, 문화적 구성물과 그 영향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후 에메 세제르가 언급한 ‘식민주의(Colonialism)’는 “식민화, 식민화의 

폐해, 식민화의 정당성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역사적 

현상으로서 식민주의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식민’ 

이후의 세계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가 만들어낸 유산으로부터 기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크 페로(Marc Ferro)가 지적하듯 

식민주의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인종주의의 확산이 자리잡고 있다.2) 

알베르 멤미(Albert Memmi)가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관계를 요약하고 또 상징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1) Marc Ferro, ed., 고선일 역, 『식민주의 흑서』 (서울: 소나무, 2003), 
16-17쪽.

2) 같은 책,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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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일맥상통한다.3)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특별한 위치와 백호주의(White Australia)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적 위치는 20세기 탈식민화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경제 

제국주의의 현 상태를 공격하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를 

공격”4)하는 이론적, 정치적 입장에서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정착 하여 

자치령으로 발전했던 지역들 –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 의 

실천과 경험은 배제되어 있다는 간단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와는 다른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적 경험은 트리컨티넨탈리즘(Tricontinentalism)을 구성하는 

실천의 근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적 상황에 대한 

개입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를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 바꾸어 부르자고 주장한 로버트 J. C 영(Robert C. 

J. Young)은 제국주의의 해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식민지화 

현상이 나타나는 조건과 역사성에 주목하여 포스트식민(Postcoloninal)

적인 것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자면 포스트식민은 “직접 통치에 의한 

지배라는 최초의 의미에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이후에 오는 것이기는 

하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경제 권력의 전 지구적 체제라는 더 나중의 

의미에서의 제국주의 안에 여전히 위치하는 것”으로 “이전 식민 권력 

내부의 변화된 역사적 상황과 변화된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여 발생한 

문화적 형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5) 즉 포스트식민주의는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추진하는 뒤늦은 근대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경제적, 문화적 종속에 뿌리를 둔 정치적 입장을 지칭한다. 이것은 

탈제국주의 이후에도 상존하는 식민지성의 중첩이라는 모순으로부터 

3) Abert Memmi, Pour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Paris: Gallimard, 1985) p. 93, 김용우,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 알베르 멤
미(Albert Memmi)의 경우-」, 『프랑스사 연구』, 31호(2014), 175쪽에서 
재인용.  

4) Robert J. C.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05), 113쪽.

5) 같은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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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담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스트식민주의를 만들어내는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

이란 제국주의의 연장에서 – 혹은 구(舊)제국주의의 직접 지배 이후에 

– 포스트 식민 국가들이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전 지구적 체제를 

결정하고 있는 경제적,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그러나 백인 식민주의 정착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령(Dominion)

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 

대체가능한 포스트식민성과는 거리를 두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이것은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문명화 

사명론의 전초기지였던 자치령이 일방적인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었던 

식민지와는 구별되는 속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자치령이라는 정치, 

경제, 문화적 우월감으로부터 비롯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특별한 지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독립국들이 놓여 있는 포스트식민지성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게 만든다.7) 주지하듯 이것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원주민들이 탈식민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나 영국령 동아프리카 등에서 진행된 대량 

학살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탈식민화의 주체였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해방 주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제국의 

일부를 구성했던 자치령과 같은 주변부 공간의 포스트식민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공간적 식민지성과 제국주의적 정체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치령의 이중적 성격은 포스트식민지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본고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식민지 국가들이 탈식민화 이후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지는 

차별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영국세계체제와 

포스트식민지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6) 같은 책, 113쪽.

7) 특히 백인 정착민이 건설한 식민지와 다양한 비정착 식민지의 역사적, 정치
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Linda Hutcheon, “Colo-
nialism and the Postcolonial Condition: Complexities Abounding”, Mod-
ern Language Association, 110-1(199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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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탈식민화와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탈제국화?

18세기 후반 제임스 쿡(James Cook)이 커널 반도(Kurnell Peninsula)에 

도착하기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원주민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30년 인류학자 알프레드 래드클리프-브라운(Alfred 

Radcliffe-Brown)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Aboriginal Australians)

의 숫자를 최소 30만 명으로 추정한 이래로 30만에서 100만명 가량의 

원주민이 영국인들의 도착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각지에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최근의 인류학 연구성과들은 약 7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8) 영국의 소형 범선 

인데버(Endeavour) 호는 첫 항해에서 94명의 승무원을 태웠고, 이 

배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면서 원주민들은 백인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정착한 영국계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인종주의적 시선으로 원주민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3000대 1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공간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공간에 대한 권리를 

공고화했다. 결국 제국주의와 백인 정착민 사이의 공식적인 식민지 

관계의 청산과 함께 진행된 보호령으로의 변화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탈취한 공간에 대한 권리를 더욱 근대화 된 헌법 체계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결국 

인종주의와 백인 중심의 주권 국가 건설에 있으며, 필연적으로 제국의 

해체 이후 제국주의의 확장성과 연결된다. 

초기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인종주의적 관점은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을 통해 백인 

중심의 국가 건설 기획 속에 녹아들었다. 제임스 쿡과 함께 인데버호에 

탑승했던 식물학자 죠셉 뱅스(Joseph Banks)는 여행일기인 『인데버 

저널』(Endeavour Journal, 1768-1771)을 통해 문명화된 백인과 

‘동물 상태’의 원주민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Year book Australia 2002,   http://
www.abs.gov.au/ausstats/abs@.nsf/94713ad445ff1425ca256820001
92af2/bfc28642d31c215cca256b350010b3f4!OpenDocument(검색일: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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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을 백인들과 구별되는 퇴화한 ‘인종’으로 

구분한다. 죠셉 뱅스의 편견은 100년 이상 유럽인들의 인식을 지배했다. 

아일랜드계 역사가이자 인류학자였던 로데릭 플라나간(Roderick 

Flanagan)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보리진들』(The Aborigines of 

Australia, 1888)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가장 낮은 층의 ‘야만적 

인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9) 이렇게 18세기에서 19세기를 이르는 동안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원숭이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는 비문명화된 ‘인종’일 뿐이었다. 이들은 ‘비위생’적이며 

‘난폭한’ 원주민들로 문명을 갖지 못했으며 자치 능력조차 없는 미개한 

종자일 뿐 이었다.10) 백인 식민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정착과 함께 퍼진 

전염병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주민들의 숫자는 유럽인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미개함과 

비문명성을 의미할 뿐이었다. 이것은 ‘차이혐오(héterophobie)’로부터 

비롯된 인종주의적 편견의 전형이었다. 알베르 멤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인종주의는 “식민 현상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자 식민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11)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에게 정착지나 

농경문화 그리고 정치 조직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단지 원주민들의 토지였다. 결국 토지를 점유한 식민주의자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간주 되었다.12) 이러한 인식은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연방헌법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스트레일리아연방헌법은 의회의 역할에 관한 

조항에서 “의회는 평화와 질서 그리고 적절한 연방 정부를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문화하면서 “모든 주의 원주민 인종

(the aboriginal race)을 제외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9) 이민경, 「영제국 식민지 초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영국인 정착민」,
『영국연구』, 36호(2016), 116-117쪽.

10) 같은 논문, 117쪽. 

11) Abert Memmi, Pour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Paris: Gallimard, 1985) p. 93, 김용우,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 알베르 멤
미(Albert Memmi)의 경우-」, 175쪽에서 재인용.  

12) Andrew Armitage, Comparing the policy of Aboriginal Assimilation: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Vancouver: UBC Press, 199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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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의 사람(people of any race)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 즉 원주민은 헌법적 정의에 따르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 성립될 당시 총 

377만 명의 인구 중 원주민의 숫자는 9만 수준에 불과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들은 

1962년까지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으며, 1967년까지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북부영토(Northern Territory)에 한정되어 있었다.14)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정치 중 가장 적은 

숫자를 제시하는 래드클리프-브라운(Alfred Radcliffe-Brown) 계산을 

따르더라도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정착 이전의 원주민 숫자를 회복하는데 

20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원주민의 숫자는 1991년에 28만 3천여 명, 1996년에 38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 

1901 1991 1996 2001 2006

주/영토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뉴 사우스 웨일즈 7,434 8.0 75,020 26.5 109,925 28.5 121,142 28.4 132,716 28.3

빅토리아 652 0.7 17,890 6.3 22,598 5.9 24,568 5.8 26,541 5.7

퀸즈랜드 26,670 28.6 74,214 26.2 104,817 27.2 118,749 27.8 133,288 28.4

남오스트레일리아 5,185 5.6 17,239 6.1 22,051 5.7 24,313 5.7 26,633 5.7

서부오스트레일리아 30,000 32.1 44,082 15.6 56,205 14.6 61,505 14.4 66,976 14.3

타스마니아 157 0.2 9,461 3.3 15,322 4.0 16,644 3.9 18,023 3.8

북부 영토 23,235 24.9 43,273 15.3 55,876 13.4 56,364 13.2 60,610 12.9

수도 지역 - - 1,616 0.6 3,058 0.8 3,589 0.8 4,149 0.9

총 원주민수 93,333 100.0 282,979 100.0 386,049 100.0 427,094 100.0 469,135 100.0

▲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추정치15)

13) 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Ducumenting a Democracy, Com-
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1901), pp. 1-2. http://www.
foundingdocs.gov.au/scan-sid-1156.html(검색일:  2017년 4월 29일).

14) Andrew Armitage, Comparing the policy of Aboriginal Assimilation, 
p. 27.

15) ABS, Year book Australi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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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포스트식민지성은 탈식민화 이후 역설적인 재식민화

(recolonization)나 신식민지화(neocolonization)의 결과로 규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주민을 정복하면서 형성된 

공간적인 식민지성과 영국 정착민들의 제국주의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다른 식민지들과 동일한 탈식민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1901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역사는 

백인정착지(white Settlement)인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남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연방을 구성한 후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성립은 원주민들의 

저항에 의한 독립이 아닌 백인 정착민들의 정치적 분리라는 의미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국가들의 탈식민지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원주민이 배제된 백인 중심의 국가였으며, 연방헌법이 

규정하듯 인종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III. 탈식민화와 탈제국화 길항 관계: 문화 정체성의 역할과 

오스트레일리아성의 형성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자치령은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그 모양새를 

갖추는 ‘영국 세계체제(British World-System)’ 형성의 산물이자 주요 

구성요소였다. 경제적,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곤란한 집단(Awkward 

squad)’이었던 정착민 식민지(settlement colonies)가 자치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모국의 제국주의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이것은 19

세기 내내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해온 영국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피지배자들의 원심력보다 제국으로 수렴되는 

구심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제국과 자치령 사이의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양자 사이를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독립과는 또 다른 제국의 

중심부와 자치령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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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연방을 규정하는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연방 헌법은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남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타스마니아의 

주민들이 대영제국의 정부 아래 하나의 연방정부로 모이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왕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 선언 이후 언제나 

총독(Governor-General)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6) 

1901년에 발효된 이 헌법을 만든 주체도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이 아닌 

영국 의회였으며, 승인한 것도 영국 왕실이었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는 

스스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오랫동안 거부했다. 영국으로부터 행정적인 

분리를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법이 1931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942이 되어서야 이 법을 비준하였으며, 엄밀한 

의미의 주권국이 되는 것은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모든 

권력을 포기하는 것을 규정한 ‘오스트레일리아 법(Australia Act)’이 

통과되는 1986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17)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World-

System)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반주변부(Semi-periphery)

에서 중심부(Core)로 이동하는 국가에 해당한다.18) 이러한 사실은 

트리컨티넨탈리즘의 주체들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주변부(Periphery)나 반주변부(Semi-periphery) 상태에 

머물러 소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수성은 중심지이자 제국의 주체로서 식민지 모국인 

영국 외부에 존재하는 식민지가 아닌 제국의 중심지와 연결된 가장자리에 

위치한 자치령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은 탈식민지화가 아닌 탈제국화 과정에서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포스트식민지성의 범주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트리컨티넨탈리즘과 

16) 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
stitution Act(1901), pp. 1-2. http://www.foundingdocs.gov.au/scan-
sid-1146.html(검색일: 2017년 3월 1일).

17) 이민경,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
로」, 『호모 미그란스』, vol. 12 (2015), 26쪽 참고. 

18) Clinton de Bruyn, Austalia’s position in the World-System, Phd. Thesis, 
Griffith Universit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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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하는 포스트식민성이 제국주의의 연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듯 

오스트레일리아 의 포스트식민성 또한 동일하게 제국주의와의 관계 안에 

위치한다. 

 제국의 중심부    제국의 주변부             제국의 중심부          제국의 주변부

▲ 중심부의 가장자리로서 영제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

제국주의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제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9) 식민지와 

제국의 위계를 보여주는 탈식민화 과정은 이러한 수평성에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제국의 중심지와 주변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자치령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직접통치 대상이었던 

식민지들과는 다른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가 속한 

경제적 네트워크는 좁은 의미에서 중심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심부의 

외부에 속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정치적 네트워크는 족류

(ethnic)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통분모로 하여 자치령의 위치를 제국의 

통치체계의 경계 밖에서 중심부의 가장자리로 옮겨 놓는다.

제국의 중심지와 그 가장자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족류 공동체에 

근거한 문화적 정체성이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은 백인성

(whiteness)과 종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착지로 이주한 영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정치제도에서 있어서도 입헌군제주의 전통을 따라 왕실을 

19) 이영석,「19세기 영제국과 세계」, 『역사학보』「19세기 영제국과 세계」, 
『역사학보』, 217호(2003),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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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고 영국식 대의제의 전통을 취하였다.20) 즉 영국 세계체제에서 

영국과 보호령 사이의 연결해주는 문화적 토양은 족류공동체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었다. 영토에 대한 권리와 조세권을 가지면서 자치령이 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인들도 다른 자치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영국국가(British contury)’나 ‘영국민족(British Nation)’으로 

규정하였으며,21) 영국을 떠나온 백인 정착민들에게는 “제국은 기괴한 

지배자가 아닌 공동의 사업”이었다.22) 이러한 집단 정체성은 백인 정착민 

중심의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이 영국여왕에 종속된 상태로 영제국의 그늘 

아래 계속 남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치령으로 제국 중심지의 가장자리 

역할을 하면서 점진적인 탈식민화 과정에서 다른 식민지들과는 차별적인 

사회 발전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무슬림 여성의 베일 논쟁에서 드러나는 ‘오스트레일리아성’은 영국계 

에스닉 정체성을 중심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어 

확대 재생산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3) 존 하워드 총리의 연설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회가 세속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때 세속적이라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공식적 종교는 

없지만, 유대-기독교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문화는 있다는 의미이다. [...]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공동체에 영향을 준 믿음/가치 체계 중에 유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세속적 전통을 또한 존중한다. [...] 가족이 

핵심이라는 생각,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나의 믿음, 이 나라에 유대-

20) 위의 논문, 220쪽.

21) John Darwin, The empire project, The Rise and Fall of the British 
World-System 1830-19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11, p. 25. 영국 세계체제에 관해서는 이영석, 「19세기 영제국과 
세계」, 217-218쪽 참고.

22) J. Darwin, The empire project, p. 11.

23) 문경희, 「호주 무슬림 여성의 베일과 ‘호주성’ 논쟁: 문화적 인종주의 시각에
서」,『아시아여성연구』, 51권, 2호(201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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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안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나의 강한 믿음. 이러한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 총리 임기 기간 매 순간에 그러한 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24)

존 하워드 총리의 연설문에 담긴 담론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신인종주의적 갈등의 한축이 되는 주류사회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나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주류 담론에 드러나는 

논리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국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식민지가 아니라 중심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특수한 역사성이 만들어 

놓은 현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IV.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와 이민: 포스트제국성?

1970년대에 점차 사그라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의 정책

(White Australia Policy)의 운명과 1968년 영국의 이녹 파월(Enock 

Powell)이 행한 ‘피의 강’ 연설의 사회적 영향력은 백인성으로 연결된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의 상반된 탈제국주의적 상황을 보여준다. 

1960년대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이 유럽과 가까워지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독자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아시아에서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과거 

식민지로부터 받아들인 유색인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인종주의적 담론이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양국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경향은 포스트식민지성이 만들어낸 상반된 현상으로, 제국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위계질서의 위치에 따라 – 즉 제국의 중심부인 

영국과 그 가장자리인 호주의 위치에 따라 - 보호령과 위임통치령을 

포함하는 식민지들과 상이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식민지성은 특히 이민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스트식민성의 물적 토대가 되는 사회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탈식민화 이후 영국에서의 이민자 폭동과 백호주의 이후 

24) 하워드 총리의 연설문은 문경희, 같은 논문, 1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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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제국의 중심부로서 영국과 그 주변부로서 식민지의 관계는 탈식민지화 

이후 소비사회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전 지구적 경제 체제에서 생산의 

중심지와 노동력 공급지로 발전했다. 특히 1950년대 영제국의 해체는 

식민지 출신 노동력의 이동을 가속화 시켰다. 결국 경제 부흥기인 ‘영광의 

30년’ 전반기의 소비사회 형성 과정에서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이 

필요했던 영국은 식민지 출신의 소수 에스닉 집단이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였다.25) 결국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갔으며, 카리브해 지역 출신이나 남아시아 출신들의 인구 구성 

비율이 점차 높아졌으며 1970년대를 기점으로 오늘날의 인구 지형이 

형성되었다.  

단위: 천 명
구 분 인구 수

백인 50,894

서인도제도인(흑인 카리브인) 529

인도인 807

파키스탄인 371

방글라데시인 93

중국인 109

아프리카인 109

아랍인 63

혼혈인 205

▲ 1984년 영국 에스닉 집단별 인구 수26)

25) 이영석, 「제국의 기억과 영연방, 그리고 ‘상상의 잉글랜드’」, 『영국연구』, 
36호 (2016), 201쪽. 

26) 하영준,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대처 시대 파키스탄 이주민의 ‘인정투쟁’」, 
이주사학회 기획, 신동규 엮음,『영화, 담다 그리다 비추다: 이민, 인종주의 그
리고 다문화 사회』(서울: 에코리브르, 2016),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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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제국의 중심부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식민지와의 연계성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의 연계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은 백호주의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1970

년대 이전까지 확연하게 나타나는 유럽계에게 호의적인 이민정책으로 

구체화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 정책의 기원은 1850년대 

골드러시(Gold rush)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황금을 

찾아 온 중국인 이민자의 숫자가 순식간에 5만 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급격히 증가한 중국인 이민자 집단의 가시성은 주요 백인 

밀집지역인 뉴사우스웨일즈의 인구가 20만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들어오는 

남태평양 섬 출신 -‘카나카스(Kanakas)’- 계약 농업노동자의 증가는 

이미 스코틀랜드계와 잉글랜드계와 갈등하고 있었던 영국계 백인들에게 

임금 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야기하는 노동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백호주의는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의 결성으로 귀결되는 노동운동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인종주의로 표현되었다. 미국이나 남아프리카에서도 ‘열등한 

인종’들이 받아들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공포가 일반적으로 퍼져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죽어가는 인종’으로 

인식되었던 원주민들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 제임스 접(James Jupp)

의 표현을 빌리자면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보통 병적인 것 이었다”27) 유럽계 백인들에게 유색인의 증가는 

‘혈통 오염’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 호주의 상황을 바라보는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의 눈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북아메리카에서의 

경험이 완전한 실패로 비추어지고 있었다.28) 그들에게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정착지의 ‘식민지인’이 아닌, 

영제국의 일부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29) 결국 영국계를 필두로하는 백인 

정착민들의 경제적 저항은 식민주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동하여 

27) James Jupp, From White Australia to Woomera, The Strory of Austra-
lian immigration (Mer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9.

28) 이민경,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37쪽. 

29) 같은 논문, 3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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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30) 이 법은 “감독관이 요구할 때  그가 지시하는 유럽언어로 

된 50단어 길이의 구절을 정확하게 받아쓰거나 감독관의 앞에서 표현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으로의 이주가 금지된다고 

규정하면서 백호주의를 구체화 하였다.31)

이러한 백호주의 정책의 문화적 토대는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영국에서 

나타나는 앵글로-색슨의 문화 정체성과 동일한 것이었다.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이민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을 

때, 영국 정부가 동유럽인에게 보인 태도는 아시아 및 서인도제도의 

식민지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비해 우호적인 것이었다. 

영국의 정치인들이 다른 식민지 출신에 비해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영국사회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32)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영국이 보인 이러한 인종주의적 태도는 한 세기전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제국의 일부로 존재하기 원했던 식민주의자들의 

관점과 연속성을 가진다. 즉 영국의 포스트식민지 담론과 백호주의 

정책에 나타나는 백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은 매우 유사하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제국 정체성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네트워크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유럽을 선택하면서 영국으로 향하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생산품 수출이 

급감했다. 예를 들어 주요 수출품이었던 버터는 90퍼센트가 감소했으며, 

1970년대 중반 8만 5천여 톤에 이르던 사과 수출량은 1990년에 4분

1 수준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결국 1970년대 이후 유럽 공동체 내에서 

영국으로의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30)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Immigration Restriction Act(190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1901A00017 (검색일: 2017년 
4월 1일).

31) Ibid. 

32) 정희라, 「영국의 동유럽 이민자: 과거와 현재」,『국제지역연구』, 13권, 
1호(2009), 4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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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1881 1901 1947 1954 1971 1981 1986

아프리카 2,896 7,537 15,826 61,935 90,237 108,547
아메리카 12,507 11,630 14,496 55,752 96,247 11,6459
아시아 47,104 24,096 51,581 167,226 371,588 536,152
유럽 753,832 651,606 1,155,064 2,196,478 2,232,718 2,221,802

영국 689,642 679,159 541,267 664,205 1,088,210 1,132,601 1,127,196
독일 38,352 14,567 65,422 110,811 110,758 114,810
그리스 878 12,291 25,862 160,200 146,625 137,637
이탈리아 5,678 33,632 119,897 289,476 275,883 261,878
유고슬라비아 5,866 22,856 129,816 149,335 150,040
기타유럽 29,765 43,983 256,822 417,965 417,516 430,241

뉴질랜드 25,788 43,610 43,350 80,466 176,713 211,670
기타국가 137,827 15,566 5,780 6,149 17,461 36,331 52,751
해외 827,469 857,576 744,187 1,286,466 2,579,318 3,003,834 3,247,381
오스트레일리아 1,422,752 2,908,303 6,835,171 7,700,064 10,176,320 11,393,861 12,110,456

비공식 7,922 178,635 244,319
총계 2,250,194 3,773,801 7,579,358 8,986,530 12,755,638 14,57,6330 15,602,156

(%)

아프리카 0.1 0.1 0.2 0.5 0.6 0.7
아메리카 0.3 0.2 0.2 0.4 0.7 0.7
아시아 1.2 0.3 0.6 1.3 2.5 3.4
유럽 20.0 8.6 12.9 17.2 15.3 14.2

영국 30.6 18.0 7.1 7.4 8.5 7.8 7.2
독일 1.0 0.2 0.7 0.9 0.8 .07
그리스 0.2 0.3 1.3 1.0 0.9
이탈리아 0.2 0.4 1.3 2.3 1.9 1.7
유고슬라비아 0.1 0.3 1.0 1.0 1.0
기타유럽 0.8 0.6 2.9 3.3 2.9 2.8

뉴질랜드 0.7 0.6 0.5 0.6 1.2 1.4
기타국가 6.1 0.4 0.1 0.1 0.1 0.2 0.3
해외 36.8 22.7 9.8 14.3 20.2 20.6 20.8
오스트레일리아 63.2 77.1 90.2 85.7 79.8 78.2 77.6

비공식 0.2 1.2 1.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 출생지 그룹33)

33) ABS, Year Book Australia 1988, p.263,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1301.01988?

OpenDocument(검색일: 2017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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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주의 이민정책을 포기하고 아시아계 이민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가 즉각적인 유럽계 이민자의 

아시아계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는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숫자는 유럽계 

이민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아시아계 이민자의 숫자가 1954

년에 5만여 명에서 1971년에 17만 여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115만 명에서 220만으로 증가하는 유럽계 이민자에 비하면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는 장기적으로 

호주의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유럽계 

이민자들의 숫자는 대체적으로 220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아시아계 이민은 54만여 명까지 증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였다.   

오트스테일리아가 백호주의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제국의 일부분으로 

연결해주는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초기 영국계 

정착민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1901

년 영국 출생의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자는 전체 해외 출생자의 

79.1%를 차지했으나 1988년에는 그 비율이 34.7%로 줄어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는 여전히 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식민주의자들의 전통을 보여준다. 반면 더욱 복잡해진 이민 현상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전통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V. 맺음말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백인 

정착지라는 특수한 식민지 형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을 

제국과 식민지의 이중적 관점에서 정의하게 만든다. 우선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제국의 문화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 하는데 있다. 

이것은 백호주의로 형상화 되어 영국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자치령의 성립으로 

나타나는 백인 정착지의 탈식민화는 역설적이게 또 다른 식민지의 

탄생을 의미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이아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은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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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자의 권리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근대화 된 제도의 틀 안에서 

확인하고 다시 제국에게 승인을 얻는 과정이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결국 원주민의 권리를 빼앗아 그들의 생활 터전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드는데 있었으며 이것은 백인 중심의 주권 국가 건설로 

나타났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생아와 같은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역사적 위치는 식민지 직접 지배로 요약되는 구(舊)제국주의 시대 이후 

포스트식민지성을 구성하는 경제적,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을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냉전질서가 만들어내는 안보동맹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호주의가 해체되고 점차 제국의 전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점차 아시아에 가까워지게 

된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시장의 새로운 요구들은 한국인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창원대학교, shindongkyu@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식민주의(Colonialism), 보호령(Dominion)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 인종주의(R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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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신 동 규

백인 식민주의 정착민들의 자치령(Dominion)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 대체가능한 

포스트식민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문명화 

사명론의 전초기지였던 자치령이 일방적인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었던 

식민지와는 구별되는 속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자치령은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그 모양새를 갖추는 ‘영국 세계체제

(British World-System)’ 형성의 산물이자 주요 구성요소였다. 경제적,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곤란한 집단(Awkward squad)’이었던 정착민 

식민지(settlement colonies)가 자치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모국의 제국주의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자치령이 되는 것은 

분리나 독립을 의미하지 않았다. 제국과 자치령 사이의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양자 사이를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문화적 측면의 제국주의적 속성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게된다. 즉 

오트스레일리아가 백호주의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제국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초기 영국계 

정착민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진행된 이민의 결과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는 여전히 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식민주의자들의 

전통을 보여준다. 반면 더욱 복잡해진 이민 현상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전통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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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tcoloniality of Australia and the Birth of Racist State

Shin Dongkyu

Australian White colonialist settlers, experiences keep their 

distance from the Postcololiality which could be replaced with the 

Tricontinentalism. It results from the Dominion status. Domin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advanced base for civilizing mission, 

and it’s nature is different from colonies dominated unilaterally 

by colonialists. This was a product of the British World-System 

and became one of important elements of Empire. What Settlement 

colonies, considered as an “Awkward squad” because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burden, could obtain the Dominion status, was a 

result of the strategy of British Empire aiming to constitute a New 

colonial network which allow to preserve profit. However, becoming 

a Dominion doesn’t mean a separation or an independenc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Common cultural identity between Empire 

and Domin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ain factor to 

pull toward each other. We can here observe the relation between 

colonialism and racism, then find and define the nature of the 

Australian postcoloniality in the cultural perspective of imperialism 

which persist in after post-colonial ere. In other words, the White 

Australian policy has some connection with this cultural identity 

which make feel a sense of belonging toward the Empire. But, this 

British settlers’ identity become gradually faint because of the 

immigration that progresses constantly in 19th and 20th centuries. 

The White Australia showed a colonialist tradition formed along with 

the imperial identity. However, a complex migration phenomenon 

make Australia grow away from this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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