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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9세기 후반은 이른바 ‘인종’과 ‘대중’의 시대였다. 유럽 국가들 사이 식

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식민지 통치에 활용된 ‘문명화 사명’ 혹

은 ‘백인의 짐’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는 중심과 주변, 지배와 복종, 근대

와 전통, 우수성과 열등성이라는 이항대립이 존재하였다. 국가적, 사회

적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인종주의는 유럽의 식민지지배와 유색인종에 대

한 백인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담론이자 상식으로 정치인, 지식

인, 과학자들에 의해 대중에게 전파되었다. 한편,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

치적 주역으로 자리 잡은 부르주아지는 ‘낡은’ 귀족계급과 성장하는 노동

계급의 위협 속에서 놓여있었다. 보통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민주주의

와 다수결의 원칙하에 움직이는 새로운 정치체제, 즉 ‘무한한 수’로의 권

력의 이양이 나타났다. 부르주아지 체제를 위협하는 이 세력은 사회주의

와 노동운동의 핵심으로 어떤 물질이건 명시되지 않은 많은 양을 지시하

는 ‘대중(mass)’으로 불렸다.1) 전통적 사회질서가 붕괴하는 가운데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9세기 말 파리에서 대중은 단순히 다수

라는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도(mob), 대중(crowd), 주민

(populace), 군중(foule) 등의 이름을 가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

다. 대중은 폭력, 범죄성, 봉기, 무책임성, 문맹, 불복종, 알코올 중독, 매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Jeffrey T. Schnapp and Matthew Tiews 
eds., 양진비 역, 『대중들』 (서울: 그린비, 2015), p. 121.

Homo Migrans Vol.17 (Nov. 2017): 5-30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과 대중사회 
– 19세기 프랑스의 계급적 인종론과 종족적 인종론-

문 종 현

특집



Homo Migrans Vol. 17(Nov. 2017)

6

춘, 광기 등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무차별적 다수가 형성하는 대중사회에

서 대중은 정신적 타락, 육체적 불결함,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 대표되

는 하급인종으로 간주되었고 도덕적-인간학적 범주와 결합하여 사회생

물학적 결정론의 대상이 되었다. 슈펭글러(Oswald Spengler)가 1918년 

출간한 『서구의 몰락』에서 강조한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야만인’에 의

해 약화되는 ‘대중의 시대’는 서구의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회적 갈등이 비가시화된 계급간에 발생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은 

인종적 가시화의 대상이었다. 인종은 국민국가 내에서 혈연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민족을 내적으로 접합시키고 보충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열등자에 대한 배제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과 결합된 인종주의는 

식민지에서는 원주민을 식민모국에서는 대중을 열등하게 만들었다.2) 하

층민과 미개인이 지닌 ‘보편적 인간’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계급 인종

주의(racisme de classe)와 종족 인종주의(racisme ethnique)는 육체와 

정신, 선천성과 후천성을 밝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식민모국에서 폐쇄적이며 위계화 되어있던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개

방적이며 유동적인 근대사회가 성립되면서 평등주의와 보편주의, 개인주

의를 혐오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에게 ‘혈통과 유전에 따른 사회질서’

를 정당화하는 인종론은 과거에 대한 향수이자 회복되어야만 할 질서였

다.3) 반면, 프랑스 공화주의가 내세우는 동화주의와 보편적 해방이념에

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는 진화론적 인종주의(racisme évolutionnist)가 

식민지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열등성을 부여하였다. 미래를 향해 끊

임없이 진보하는 유럽인의 시간과는 달리 피식민지 인간은 원시와 정체

된 과거의 시간에 배치되었고 이들이 문명화되는 시간은 영원이 오지 않

는 미래였다.  

2) Etienne Balibar,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les identi-
tés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1988), p 277.

3) Ibid., p. 274. 이에 대해 자세히는 이용재, 「‘골루아’와 ‘프랑크’ 사이」, 박용
희 편, 『다민족, 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서
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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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인종론에 기여한 수많은 ‘인종’과 ‘대중’에 대한 연구자들 중, 세계

적 명성을 얻은 인물이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이다. 그는 19세

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한 프랑스

의 대중적 지식인이었다. 의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

를 포괄하는 저작들은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적’ 담론으로 대중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았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르 봉의 사상에 대한 연구 경향은 학문적 재조명과 정

치적 복권 구분된다. 르 봉을 ‘대중사회의 마키아벨리’라고 평가한 1981

년 모스코비치(Serge Moscovici)의 『군중의 시대(L’Age des foules)

』 출간 이후, 그의 사상은 활발히 재해석되었다. 정치학자, 사회학자들

은 르 봉의 대중이론을 자발적 복종이론에서부터 대중매체이론에 이르

기 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정치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연구와는 달리 인종론자로서 르 봉 사상은 1980년대 인종

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진화론

과 우생학, 낙관주의와 염세주의, 역사적 인종과 생물학적 인종 등 그의 

사상에 내재한 ‘인종’을 둘러싼 모순적 개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4) 한편, 우생학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영향의 미쳤던 르 봉에 대한 정치적 재해석은 1970년대 프랑

스 극우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족전선(FN)으로 대

표되는 신우익(nouvelle droite)을 이끌던 지식인들은 ‘귀스타브 르 봉의 

친구들(Association des amis de Gustave le Bon)’이라는 단체를 결성

해 그의 저작들을 꾸준히 출간하면서 ‘혈통’과 ‘문화’에 기반을 둔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 이론을 만들어 나갔다. 

근대 인종주의는 유럽 내부의 계급적 타자와 유럽 외부의 인종적 타자를 

관찰, 해석하고 나아가 지배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었다. 본고에서는 오늘

4) 국내에서 19세기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인종주의’와 ‘대중론’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르 봉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사적 연구는 깊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르 봉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보다 문학사와 정치학에서 
활발하다. 하타노 세츠코는 『일본 유학생작가 연구』에서 이광수의 민족개
조론과 귀스타브 르 봉의 민족 진화의 심리학적 법칙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르 봉의 사상이 식민지 조선의 문학이론과 비평론에서도 영향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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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인종과학’의 대중화(vulgarization)와 사회심리학(psychologue 

social)의 탄생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 받는 르 봉의 저작들을 

통해 19세기 ‘인종론’과 ‘대중론’이 지닌 형태적 유사성과 상관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가 제기한 대중과 인종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가

리키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르 봉의 종족적 인종론

계몽주의 시대 이후 자연사의 일부였던 인종과학은 19세기 발전한 인

류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성과들을 전유하면서 문명의 과거와 미래를 

예언해줄 ‘과학’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종과 문명의 인과관계에 대

한 집착은 고비노(Arthur de Gobineau)의 『인종불평등론(Essai 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1853~55) 출간 이후 다양한 형태

로 전개되었다. 낭만주의적 역사관의 확산과 함께 인류학, 생물학, 심리

학 등의 영역에서 ‘인종’은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 정립되

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게 해 줄 수 있는 열쇠였다. 르 봉은 찰

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심리학적으로 해석한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

칙(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1894)으로 세

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 저작을 통해 인종과 정신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인종심리학(psychologiques des races)’을 창안

하였다. 아직 근대적 사회학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을 때 새로운 사회학

적 방법론을 확립하려한 르 봉의 시도는 인종과학을 과학적 학문분야로 

성립하기 위한 야심찬 기획이었다. 또한 1895년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

고 자유의지와 비판정신이 없는 새로운 군중의 출현을 경고하는 4만 부

가 팔린 『군중심리학(Psychologie des foules)』을 통해 사회심리학의 

선구자로 알려졌다. 그의 저작들은 영국, 미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

에서 출판되어서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 정치인, 군

인, 사업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르 봉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가장 능숙하게 자신의 인종론을 세계적으로 대중화 시킨 인물로 평가 받

는다. 그는 자연선택이 사회에 작용하여 열등한 구성원을 도태시킨다는 

극단적 자유주의 이념을 설파하는 스펜서(Spencer)와 헤켈(Haeckel)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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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사회다윈주의를 확산시켰다. 

1841년 노르망디의 노장 르 로트루(Nogent-le-Rotrou)에서 태어나 

1931년 90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사망한 르 봉은 투르(Tours)에서 고등

학교를 정원 외 과정으로 졸업하였지만 완전히 수료한 것도 아니고 성적

도 좋지 못하였다. 그는 1864년 제한적으로 허용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병원에 근무하거나 전문의 개업이 불가능한 파리 의과대학의 ‘의

학 박사 학위가 없는 의사(officier de santé)’5)과정에 등록하였다. 하지

만 1866년 지도교수 피오리(Pierre-Adolphe Piorry)의 총애를 받아 단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학위를 획득하여 자신을 의학 박사로 소개할 수 있

게 되자 의학교육을 더 이상 이수하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1850~1870

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의학 박사학위 없이 의학서적을 출간 할 수 없었

다. 르 봉은 학위 취득 이후 자신을 의학박사(Docteur Le Bon)로 내세

우면서 본격적인 저술 작업을 시작하였다.6) 다양한 임상실험 연구를 출

간하는 의학저널 편찬 작업에 참여했지만, 정식 의학교육을 수료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르 봉에 대한 당시 동료 의사들의 평가가 부정적

이었다. 학위를 취득한 이후 그는 공식 과학(science officielle)과 구분

되는 독립 과학(science indépendant)을 추구하는 독립 지식인(savant 

indépendant)이자 의학박사로 자신을 소개하였다.7) 1870~1871년 보불

전쟁 기간 중 군의관으로 복무해 레지옹 도뇌르(Légion d’Honnor)를 훈

장 수상했던 르 봉은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물리학, 인류학, 생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뛰어들면서 많은 저술가, 정치가, 지식인들과 

관계를 맺었다. 텐(Hippolyte Taine), 고비노, 르낭(Renan) 등에서 영향

을 받아 민족 및 인종 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1874년 이탈

리아, 스페인, 영국, 발칸반도, 모스크바 등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5) 1793년 제정되어 1892년 폐지된 이 제도는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국가가 실시한 무상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의학 박사 
학위가 없는 의사’는 외과수술을 담당할 수 없는 공중보건과 군의관 제도에 
필요한 의료인이었다. 

6) Pierre-André Taguieff ed.,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du rac-
isme (Paris: PUF, 2013), p. 962. 

7) Benoît Marpeau, Gustave Le Bon. Parcours d’un intellectuel. 1841-
1931 (Paris: CNRS, 200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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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문화, 풍습, 생활을 연구하였다. 

19세기 프랑스 인종이론은 골상학, 선사고고학, 심리학, 인류학, 생물

학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연구가 융합되면서 발달하였다. 르 봉은 

폴 브로카(Paul Broca)에 의해 1859년 성립된 파리인류학학회(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의 회원이었다. 대부분 공화주의자들로 구성

된 파리인류학학회는 19세기 프랑스 인종과학의 중심지로서 인류학, 생

물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를 통해 인종의 기원과 다양성을 연구하

였다. 제3공화국 시기 공화주의자들은 인류학과 결합된 인종론을 새로

운 인간과학(science de l’homme) 간주하면서 지지하였다.8) 1879년 르 

봉은 골상학적 접근으로 인간 지능을 분석한 연구논문 「두뇌 크기의 

다양성과 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부학과 수학적 연구(Recherches 

anatomiques et mathématiques sur les variations de volume du cer-

veau et sur leurs relations avec l’intelligence)」로 인류학에서 권위 

있는 고다르(Godard)상을 수상하였다.9) 두계지수, 지능, 직업, 출신배

경 등 다양한 인구학적 통계를 활용한 그의 연구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

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그는 『과학 잡지

(Revue scientifique)』에 22편 이상의 인류학, 의학, 인종학 논문을 기

고하였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과학적 담론의 대중화를 주도한 간행물로 

평가받는 『과학 잡지』의 편집자 샤를 리셰(Charles Richet)와의 개인

적인 친분은 출판계에서 명망 있는 저술가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

다. 1913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리셰는 프랑스 우생학협회의 회원으로 

8) Carole Reynaud Paligot, La République raciale: Paradigme racial et 
idéologie républicaine (1860-1930) (Paris: PUF, 2006), p. 89; pp. 101-
104.

9) Gustave Le Bon, “Recherches anatomiques et mathématiques sur 
les variations de volume du cerveau et sur leurs relations avec 
l’intelligence”,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 BMSAP,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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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개량론을 열정적으로 지지한 의사였다.10)

르 봉은 다양한 학회와 과학 학술지 간행에 참여하였다. 특히 1902년부

터 과학적 주제를 토론하는 사교모임 ‘수요 점심회(déjeuners du mer-

credi)’를 통해서 푸앵카레를 비롯한 발레리(Paul Valéry), 피카르드

(Émile Picard), 베르그송(Henri Bergson) 등의 지식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였다. 이러한 지식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플라마리

옹(Flammarion)에서 출간하는 과학철학전집(la Bibliothèque de phi-

losophie scientifique)의 편집자로 임명되어 출판을 통한 과학의 대중화

에 크게 기여하였다.11) 대학을 비롯한 제도교육권을 통하지 않고 프랑스 

사회에서 지식인, 과학자와 대중을 매개하는 중개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한 르 봉을 과학 대중화의 천재(vulgarisateur de genie)로 평가하는 것

은 지나치지 않다. 

인종과 민족, 문명의 성격을 밝히는 르 봉의 수많은 저작들 중 1894년 출

간된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칙』은 그의 인종이론이 가장 완성된 형태

로 나타난다. 민족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유럽, 북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네팔 등 여러 지역을 여행했던 경험이 바탕

이 되었다. 르 봉은 각 인종이 지닌 신체의 다양한 형태적 차이를 비교한 

다음 심리적 차이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인종의 차이와 우열관계를 증명

하고자 하였다. 공통점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이해 할 수 없는 인종들

의 심리구조를 해명했다는 그의 주장은 비록 망상과 편견에 불과했지만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받아들여졌

10) 리셰는 1919년 출간한 『인간선택(La Sélection Humaine)』에서 “우리 백
인형제들에게 시행하는 것과 같은 개체선택뿐만 아니라 열등 인종을 모두 과
감히 제거하는 종선택을 시도”해야 하고 “열등 인종을 제거하고 난 이후, 선
택 경로의 다음 단계는 비정상인의 제거이다”라고 주장하였다. André Pi-
chot, 이정희 역, 『우생학 유전학의 숨겨진 역사』 (서울: 아침이슬, 2009), 
p. 35-36.

11) 르 봉은 30여권에 달하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인간과 사회(L’homme et 
les sociétés)』(1881), 『사회주의 심리학(Psychologie du socialisme)』
(1898), 『교육심리(Psychologie de l’éducation)』(1902), 『정치심리와 
사회적 방어심리(La psychologie politique et la défense sociale)』(1901), 
『프랑스혁명과 혁명심리(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psychologie des 
révolutions)』(1912), 『환상과 현실의 현대적 진화(L’évolution actuelle 
du monde, illusions et réalités)』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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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르 봉에 의하면 ‘인종의 혼(l’âme de la race)’ 혹은 ‘민족의 혼(l’âme 

du peuple)’은 각 인종에 내재한 무의식이자 인종들 사이에 드러나는 지

적, 도덕적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는  『군중심리학』에서 군중의 의식, 

집단의 혼, 대중의 혼을 ‘une âme collective’와 ‘une âme des foules’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혼’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무의식적 모든 특성을 

포괄하는 단어로 쓰인다. 

심리학적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는 르 봉에게 인

종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도 구분된다. 그의 이러한 반보편주의

적, 상대주의적 문화론은 인류다기원론에서 출발한다. “피부색, 두뇌의 

형태와 능력 등 해부학적으로 명확한 특성들에 기초해 아마 기원에서부

터 차이나는 인류는 구분되는 여러 종으로 나눌 수 있다”12)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종(espèce)’보다 ‘인종(race)’라는 단어를 즐

겨 사용하였다. 불변하고 동화될 수 없는 인종의 형질은 생물학적, 문화

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심리는 집단적 심리로 환원되고 인간의 

행위를 포함해 무의식까지도 유전적 차이와 해부학적 심리학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보수주의자로서 르 봉은 인간의 진화에 있어 ‘유전적인 무의지적 기억

(réminiscences ataviques)’의 힘과 반복성, 영속성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계에서 진화와 적응이 항상 필수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듯이 성급하고 급진적인 개혁이나 변화는 나쁜 결과를 초

래하거나 실패해서 문명을 파괴시킬 수 있다. 평등한 유토피아 건설을 내

세우는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가장 위험한 정치 

이념들이다. 그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불평등, 대립과 갈등을 직시

해야 한다면서 인종과 인간의 위계질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르 봉은 프랑스의 다른 사회진화론자들과 달리 자유주의적 진화론자였기 

12)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Paris: Felix Alcan, 189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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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전유하였다.13) 생존투쟁과 자연선택 

이론에 기대어 사회적 빈자나 약자를 보살피고 지원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반대하였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부정하는 국가의 개입은 긍정적

인 효과를 산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확신하였다.

르 봉은 해부학적, 심리학적 특성을 가진 인종을 문명화 수준과 능력에 

따른 단선적 위계구조 속에서 원시인, 열등인종, 중간인종, 우등인종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원시인은 푸에고 제도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처럼 

문화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인류의 조상이 동물에서 갓 벗어난 상

태의 인종이다. 다음으로 원시인보다 우위에 있는 열등한 인종은 문명의 

기초는 수립했으나 야만적인 상태에서 발전하지 못한 인종이다. 그리고 

중간인종은 중국인, 몽골인, 셈족 등이 포함된 인종으로 지적인 발전이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간인종에 포함된 유대인은 “문명

을 구성하는 예술도, 과학도, 공업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인류의 지

적 유산에 아주 작은 기여도 하지 않았다”14)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도 “야만 민족의 무의미한 연대기가 2천년 동안 신의 전능함과 진

실한 본성을 보유한 기독교 국가들을 교육시켰다”며 유대인의 역사는 유

령에 의해 인도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명의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고 증기와 전기를 발명

한”15) 우월한 인종은 인도-유럽인이다. 과학 기술을 문명의 평가 기준으

로 생각한 르 봉은 먼저 문명의 차이를 드러낸 다음 그것을 서열화고 마

지막으로 문명의 서열은 인류의 기원과 자연적 특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논하면서 인종간 불평등성을 증명한다. 

13) 진보개념은 변이론(Transformisme)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윈의 『종의 기원』은 프랑스 학계에서 무난하게 받아들여졌다. 『종의 기
원』 첫 판이 출간되었을 때 프랑스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성과를 학문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 받아들였다. John 
Farley, “The initial reactions of French biologists to Darwin’s Origin of 
species”,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7, 1974, p. 285.

14) Pierre-André Taguieff, La couleur et le sang: Doctrines racistes à la 
française (Paris: Mille et une nuits, 1988), p. 93.

15)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op. cit.,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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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르 봉의 인종론은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피지배 민족이 지배민족에게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혼혈과 신체적 접촉은 금지되어야 하며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

이의 인종적 구분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종 

혼의 경계는 결코 넘어설 수 없기”16) 때문에 프랑스 식민정책이 내세우는 

동화주의보다는 영국의 분리발전(développement séparé) 모델이 훨씬 

적합한 식민정책이다. 때로는 식민지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이러한 문화상대론적 관점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치제도는 없다

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 인종의 혼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

떤 정치제도고 좋고 나쁘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여러 인종은 각각의 혼에 

알맞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인종적 혼혈은 정치의 안정성을 

발생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멕시코나 아메리카의 스페인 공화국

들을 통치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혼혈”17) 때문이다.  

르 봉은 유사 문명화(pseudo-civilisé)된 피식민지인들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을 경고하면서도 야만인과 원시인에게 과학과 기술을 전수

하고 보편적 가치를 교육할지라도 전혀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고 생각하였다. “유럽인들은 흑인들(nègres)에게 소총과 대포를 다루는 

법을 훈련시킬 수 있으나 그들의 정신적 열등성과 그들의 모든 열등성에

서 비롯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18)라며 열등인종에 대한 교육의 무

용성을 강조하였다. 오로지 야만인들은 그들이 가진 셀 수없이 많은 인구 

수 때문에 위협적이다. 만약 미래에 유색인의 군사적 반란이 대규모로 일

어난다면, 이것은 문명화 되지 못하는 자들(des incivilisables)에게 무기

와 기술을 제공한 문명화된 사람들의 무책임성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반

면, 르 봉의 문명인으로서의 책임감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 한사람인 모토노(Motono)-상 페

테르부르크의 대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의 작품을 일본어로 

16) Ibid., p. 5.

17) Ibid., p. 8.

18)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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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나는 유럽의 사상적 영향을 받는 일

본인의 정신세계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그의 제

안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인의 정신상태가 실제

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럽의 사상은 일본인들의 정신적 

토대-조상대대로 내려온-위에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정도에 불과하

다. 다시 말해 일본인의 정신세계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

이다. 석궁이 대포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

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들의 민족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19) 

자신의 저작을 번역하고자 하는 일본대사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는 르 

봉에게 일본인에 대한 교육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란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였다. 결국 르 봉에게 자연

적인 법칙을 위배하는 열등인종의 반란은 대중의 반란과 유사한 미래의 

불안이었다. 생물심리학, 인종심리학적 결정론을 역사적 법칙으로 받아

들인 르 봉에게 인종전쟁(guerre des races)은 문화적, 제도적 형태로 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솔리니에게 찬사를 받은 『세계의 불균등(Le 

Déséquilibre du monde)』(1923)에서 르 봉은 극동아시아와의 유럽 사

이의 세계패권을 둘러싼 투쟁을 예언하였다. 

“오래 전부터 나는 동양에 관한 서적을 출간해 오면서 백인종과 황인

종의 운명적인 갈등을 예언해 왔다. 이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

며 전쟁 중 가장 큰 인종전쟁이 될 것이다. 인도, 이집트, 중국은 반드

시 일본과 결속하여 백인을 지배력을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 이 

전쟁은 적자생존과 비교할 수 있어서 지질시대처럼 종의 종말과 변

화를 미리 보여준다. 평화주의자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받는데 문명의 진보는 이 앞에서 무력하다.”20)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재발간 된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칙』의 서

문에서 르 봉은 인종의 역할이 인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

19) Gustave Le Bon, 백승대 역, 『여론과 믿음』 (서울: 제대로, 2009), p. 95.

20) Gustave le Bon, Le Déséquilibre du monde (Paris: Flammarion), 1923,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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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을 인종의 혼 때문에 발발

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독일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인류학적 지식이 부

족한 상태에서 인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순수한 인종으로 스스로 정의

하고 있다면서 자연적 인종과 역사적 인종을 구분한다.21) 문명화된 민족

에게 더 이상 순수한 인종은 존재하지 않고 “정복, 이민, 정치 등 다양한 

우연적 요소로 인종은 만들어지고 혈통이 다른 다양한 개인의 혼합으로 

인종이 형성된다”22)며 다양한 교배로 안정적 상태에 이른 역사적 인종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 형성되면서도 형성 중인 것으로 정의한다. 원시

시인과 야만인들은 순수한 자연적 인종이지만 문명화된 민족에서 인종적 

순수함은 유지될 수 없다. 

발생학(embryologie)에 영향을 받아 “민족은 과거에 의해 만들어진 유

기체이다. 민족은 모든 유기체와 같이 느리게 진행되는 유전적 축척에 의

해서만 변화한다”고 생각한 르 봉에게 인종의 영혼은 역사와 사회적 진

보를 밝혀주는 열쇠이자 만들어 가는 힘이다. 『군중심리학』에서는 인

종의 총체이자 스스로를 짓누르는 무게로 정의되는 전통과 죽은자들(les 

morts), 조상 등이 모리스 바레스로 대표되는 19세기 프랑스 민족주의자

들과 마찬가지로 강조된다.23) 그는 “어떤 민족이 이상을 추구함으로서 야

만상태를 벗어나 문명국가를 건설했어도 그 이상이 가치를 상실하면 문

명국가도 쇠락하여 멸망하고 마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적 삶의 순환과정

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민족적 ‘이상’과 ‘혼’을 강조하고 있다.

“군중은 인민이 되었고, 이 인민은 야만적인 국가에서 출현할 수 있

다. 그러나 인민은 오랜 노력과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투쟁, 그리고 

무수한 반복 후에 이상을 획득할 때에만 국가에서 완전하게 출현할 

것이다. 어떤 유형이 이상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로마

에 대한 숭배이든, 아테네의 힘이든, 알라신의 승리이든, 그것은 형

성되고 있는 인종의 모든 개인들에게 정서와 생각의 완벽한 통일을 

21) Carole Reynaud Paligot, La République raciale: Paradigme racial et 
idéologie républicaine (1860-1930) (Paris: PUF, 2006), p. 103. 

22) Ibid., p. 103. 재인용

23) 마은지, 『민족주의의 재발견: 바레스의 민족주의』 (서울: 선인, 2015), pp. 
18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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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24)

  

따라서 신화를 통한 인민의 “정서와 생각의 완벽한 통일”은 군중을 인민

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민족적 자긍심으로 전

환된 대중의 위험한 힘을 국가 내부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르 봉이 군중의 

성격을 밝힌 이래 수많은 파시스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프랑스 민족전선이 르 봉의 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96년 ‘프랑스의 기원(Les Origines de la France)’이라는 주

제로 열린 제 7회 <민족전선 학술대회>에서 르 펜(Jean-Marie Le Pen)

은 르 봉, 카렐(Alexis Carrel) 그리고 융(Carl Gustave Jung)을 민족혼

을 중요시한 위대한 의사로 칭송하였다. 그는 “한 민족이 자신의 역사, 전

통, 종교에 대해 부끄러워할 때 그 민족의 몰락은 다가오고 소멸을 준비

한다. 민족혼을 죽인다는 것은 그 민족의 신성함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25)라며 르 봉이 『군중심리학』 마지막 장에서 아래와 같이 역설한 

문구를 반복하였다. 

“오랜 이상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민족은 마침내 그 혼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민족은 이젠 고립된 수많은 개인에 불과하며, 그 출발점

에 있었던 상태, 즉 군중으로 돌아간다. (...) 천민이 여왕 같은 존재

가 되며 야만인들이 득세한다.”26)   

 

마찬가지로 민족전선의 지도자 브루노 라쿠쇼(Bruno Racouchot)도 당 

기관지에서  “각각의 민족들은 자신의 뿌리, 기역, 믿음, 신화, 정신, 유

산을 자신 스스로 남아있기 위해 보호하고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망각하는 것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다”27)라고 주장하였다. 여기

24) Gustave le Bon, 김성균 역, 『군중심리』, p. 205. 

25) Jean-Marie Le Pen, “Pour une certaine idée de la France”, in Les Orig-
ines de la France (Saint-Cloud: Editions Nationales, 1997), p. 21. 

26) Gustave le Bon, 이상율 역, 『군중심리』, p. 200. 

27) Bruno Rachouchot, “Gustave Le Bon, ou les ressorts cachés de la psy-
chologie des peuples”, Agir pour faire front, supplément à Français 
d’abord!, n° 244, octobr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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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르 봉이 개념화한 ‘혼’은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대체 되었을 뿐, 민

족전선의 ‘정체성’은 ‘인종’을 가리키고 있다. 

 

III. 르 봉의 계급적 인종론

파리코뮌이 몰락한 이후 1874년 르 봉은 『생명: 생리학과 인간의 삶

에 적용되는 위생학과 의학(La vie: physiologie humaine appliquée à 

l’hygiène et à la médicine)』을 출간하면서 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

였다. 여기에서 그는 “망상은 동일한 마음 상태를 가진 다수의 개인에게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동일한 자극의 영향이나 모방에 의한 집단적인 것

일 수 있다. 이 집단적인 망상은 역사상 매우 흔했던 진정한 정식적 전

염”28)이라면서 빈민들의 무질서, 노동자들의 불복종, 병사들의 무규율이 

나타난 파리코뮌을 전염병이 창궐한 사건처럼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

는 비정상적인 병리적 징후로 간주하였다. 

산업혁명, 1870년 나폴레옹 3세의 치욕적인 패배, 파리 코뮌 등 격변하

는 제2제정기를 거치며 살아온 르 봉은 과학의 승리,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주의의 확산을 지켜보았다. 특히 스당(Sedan)에서의 패배가 불어

온 민중의 봉기는 독일이라는 외부의 숙적(ennemi héréditaire)에서 비

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거의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라는 

적대적 유전(hérédité ennemie)이 치유되지 못한 결과였다.29) 사회운동

과 저항의 주체인 민중은 프랑스의 부르주아에게 불안이자 공포였다. 따

라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중 봉기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만 했다.30) 

28) Stefan Jonsson, 양진비 역, 『대중의 역사: 세 번의 혁명 1789,1889,1989
』 (서울: 그린비, 2013), p. 114.

29) Serge Moscovici, 이상률 역, 『군중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 
92.

30) 르 봉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불안 심리에 기대어 1923년 출간한 『
현대의 불안(Les incertudes de l’heure présennte)』에서 인종전쟁을 예견
하기도 하였다. Gustave Le Bon, 백승대 역, 『현대의 불안』 (서울: 제대로, 
2009)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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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봉에게 공교육을 통한 교육의 확대, 도시의 혼잡, 교회의 하락하는 권

위, 저질스러운 문화, 노동자들의 파업, 보통선거권 등은 근대사회 대중

이 가진 병리적 징후였고 마치 로마가 야만인 훈족에 침입에 의해 쇠약해 

졌듯이 파리는 대중에 의해 몰락하고 있었다.31)

제2제정기 파리는 중세도시를 벗어나 근대적 제국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내부에는 치안과 정치의 불안을 낳고 위생과 행정을 위반

하는 수많은 인구가 존재하였다. 노점상, 넝마주의, 거리의 음악가, 소매

치기, 임시 노동자 등 ‘위험한 계급’은 바리케이드를 쌓아 정부가 몰락하

는 것을 연극이나 축제 보듯이 열광하는 ‘천박한 군중’이었다. 19세기 중

반 파리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취약했기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과 노

동자의 경계는 불명확하였다.32) 오스만 도시개조사업(Travaux hauss-

manniens)은 파리의 인구를 재편성하였다. 공공사업이 광범위 하게 진

행되면서 1860년대 중반 파리 노동계급 인구의 50% 이상이 건설 부문

에 종사하였다. 오스만은 근대적인 신맬서스주의정책을 통해 제2제국의 

최우선 과제이자 불안요소인 실업을 조절해 나갔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큰 전통적인 자선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곧 

복지와 연결시켰다. 이제 빈곤은 곧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리시는 더 

이상 빈민, 병자, 노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졌다. 오스만 이후 

파리시의 복지정책에서 시청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복지 행정의 중심지 

역시 제한적인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지역 구청단위로 재편되었다. 탈

중앙집중화 정책과 함께 빈민구호의 책임은 사유화되었고 복지서비스의 

담당은 행정의 하부단위로 이전되었다. 또한 정치적 불온 세력인 노동계

급을 파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반산업적 도시정책으로 공장이 도심의 외

곽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변화와 함께 파리의 대중들 노동조합,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화해 나아갔다. 파리 코뮌

이 발생하였을 때 대중 집회를 통해 형성된 이웃 간 조직과 단체는 코뮌

31) 루이 쉐발리에(Louis Chevalier)의 『19세기 전반기 파리의 근로자계급과 
위험한 계급(Classes laborieuses et classes dangereuses à Paris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u XIXe siècle)』가 잘 보여주듯이 19세기 파리는 계급
간의 갈등은 곧 인종간의 갈등으로 묘사되었다.  

32) David Harvey, 김병화 역,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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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을 제공하였다.33) 하지만 프랑스의 부르주아는 ‘내부의 적’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프로이센에 저항하기보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

를 배신하였다. 코뮌이 함락된 이후 사유재산의 약탈, 화재, 국가 기념물

의 파괴 등 코뮌 기간 중 일어난 혼란으로 인해 대중은 부르주아에게 혐

오의 대상이 되었다. 

르 봉은 경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군중(foule)’이라는 단어를 이

용해 코뮌에 참여한 대중의 행동을 해석하였다. 군중심리를 이해하는데 

“민족은 다른 모든 간접요인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요인이므로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34)이자 “군중은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거

나 경솔하게 추론하고 이성적 추론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 

르 봉은 다음과 같이 군중과 인종, 계급과 야만인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군중의 추론방식은 에스키모 식인종이나 노동자의 추론방식과 닮

아 있다.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을 입에 넣으면 녹는다는 것을 체험한 

에스키모는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도 입에 넣으면 녹을 것이라는 결

론을 내리고, 식인종은 용맹한 적의 심장을 꺼내 먹으면 적의 용맹성

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며, 노동자는 고용주가 노동

을 착취한다는 사림을 깨닫자마자 세상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들

이 착취한다고 결론짓는다.”35)

    

개인은 심리적 군중이 될 수 있고, 심리적 군중에 속한 개인은 자의식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히는 『군중심리학』에서 르 봉은 물리적 

덩어리에 대한 관점에서 많은 특징들이 차용된 군중심리의 근간을 ‘다수

성의 힘 내지 권력감정’으로 정의한다. 근대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는 군중

과 노동자, 인종은 습속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그 무한한 수가 보유한 힘 

때문에 사회질서와 문명을 위협하는 대상이었다. 특히 개인이 군중에 합

류하자마자 야만인이 된다고 생각한 르 봉은 군중의 퇴행적 습속을 야민

인의 습속과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비유적으로 정의한다. “단지 인간이 조

33) Ibid., p. 433.

34) Gustave Le Bon, 김성균 역, 『군중심리』 (서울: 이레미디어, 2008), 90쪽

35) 같은 책,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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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된 군중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은 문명화의 사다리

에서 여러 단계 내려간다. 고립되어야 그는 문명화된 개인일 것이다. 군

중 속에서 그는 야만인, 즉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36)라며 본능

에 따라 행동하는 군중을 야만인으로 타락한 개인으로 간주하였다. 군중

은 “미개인처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달성 사이의 방해물을 허용”37)하

지 않는 즉각적인 희열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들일 뿐이다. 이러한 군

중이 일으킨 반란이 혁명이었다. 혁명에 가담한 혁명가는 엘리트에 대한 

격한 증오심을 가진 군중의 본능에 기대고 아부하는 자들에 불과하였다.  

 

“모든 문명사회는 불가피하게 낙오자들을 많이 낳는다. 떠돌이와 걸

인, 도망자, 도둑, 자객 그리고 하루하루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가

는 극빈자들 등이 대도시의 범죄 인구를 구성할 것이다. 정상적인 시

기라면, 이들 문명의 ‘부산물’들은 경찰 때문에 다소 조용히 지낼 것

이다. 그러나 혁명 동안에는 아무도 이들을 억누르지 못한다.(...) 습

관적인 범죄자와 우발적인 범죄자는 무질서를 유발하는 일 외에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모든 혁명가들과 모든 종교적 도는 정치적 동

맹의 창설자들은 끊임없이 이들의 지지에 기댔다.”38)

과학주의자를 자처했던 르 봉은 인종 심리학을 수립한 이후 자신의 방법

론을 프랑스내 인구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19세기 과학주의자들은 역

사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화학적, 물리적 작용들을 연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사회현상을 조사할 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역사와 문화, 사회의 연구가 자연과학과 실증주의적인 모델을 따라야 한

다고 생각한 그는 지능을 기준으로 하는 서열관계를 계급과 젠더에도 투

영하였다. 르 봉은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인종을 지적인 부적합성과 지적 

능력의 결핍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원시적이고 열등한 인종

은 이성적 사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정신의 완전한 결핍과 맹신

36) 같은 책, 37쪽.

37) 같은 책, 42쪽.

38) Gustave Le Bon, 정명진 역, 『혁명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3),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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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한다”39)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열등한 인종은 멀지 않은 

미래에 뻔히 예견되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만 행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각적인 충동에 지배되고 근시안적 성향은 

열등성의 표식이다. 이러한 인종의 열등성은 한편으로 그가 『군중심리

학』에서 묘사하고 있는 군중의 병리적 성향과 일치한다.

 

“이런 군집들은 군중이 지닌 바와 같은 일시적인 응집력, 영웅주의, 

취약점, 충동성, 과격성 등을 갖기에 이른다. 이들을 안정되게 결

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은 그야말로 야만인들이

다”40)

  

이와 달리, 문명화된 우월한 인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충동을 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다른 인종이 가지지 못한 지적 능력을 독

점하고 있는 우등인종은 양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비교할 수 있는 질적 특

성, 즉 인내, 힘, 끈기를 소유하고 있다. 인류가 생존과 인정을 위한 투쟁 

속에서 발전시킨 ‘유전된 특성’은 무의식적인 정신구조를 결정하는데 그

러한 특성은 각각 다른 인종들 사이에, 그리고 한 인종 내, 다양한 개인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그래서 르 봉은 1902년 출간한 『교육심리

학(Psychologie de l’éducation)』에서 제3공화국이 내세우는 의무, 무

상, 정교분리 및 세속 교육원칙을 비난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

육을 실시하는 교유부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그는 “교육이란 무의식속에 

의식을 전달하는 기술”이라 정의하면서 보편교육이 아닌 차별적 교육론

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르 봉은 문명화된 국가인 프랑스에서 열등인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큰 

불행으로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야만인들은 프랑스 내에도 존재한다. 

“유럽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은 원시인에 상응한다”41) “원시인은 프랑

스 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 위해 멀리 나갈 필요

39)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Paris: Felix Alcan, 1895), p. 41.

40) Gustave Le Bon, 김성균 역, 『군중심리』, p. 216.

41)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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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르 봉에게 동화되지도 적응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야만인들은 근대 문명을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문명화된 사

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될수록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거대한 수의 열등 요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명화되지 않는 대중

은 진보하는 문명의 불가피하면서도 저주받은 결과이다. 게으름뱅이, 실

업자, 노숙자, 거지, 노인, 장애인, 좀도둑, 범죄자, 방랑자 등은 지적 도덕

적으로 열등하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빈민

계층에서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것은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법칙이라

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 맬서스(Thomas Malthus)나 사회의 부적격자

들을 도태시켜 인종적 개량을 도모한 골턴(Francis Galton)처럼 사회질

서는 생물학적 인종질서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대중은 ‘자연선택’ 

과정과 동일한 ‘사회선택’에 의해 도태되어야 할 존재들이었다. 

대중이란 개인들과 달리 어리석고 난폭하면서도 쉽게 암시에 이끌리고 

마치 감염되는 것처럼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울러 비참한 

사람들의 궁핍한 상황, 집단의 범죄적,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대중이란 

저급한 인종과 다름없었다. 문명은 언제나 소수 귀족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신분질서가 약화되어 대중이 지배하는 문명은 그 자체로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병리적 진단은 프랑

스에서 카렐(Alexis Carrel)과 라푸즈(Georges Vacher de Lapouge)로 

이어지는 우생학적 전통의 인종론으로 이어진다. 라푸즈는 1909년 출간

한 『인종과 사회한경 인류사회학 시론(Race et Milieu social: Essais 

d’anthroposociologie)』의 ‘빈곤한 계급의 자연적 열등성에 대한 관찰

(Observations sur l’infériorité naturelle des classes pauvres)’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프랑스와 중유럽의 열등 계급에서 종족적 요소는 최

우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열등 계급은 열등성의 종족적 요소가 

지닌 사회적 능력이 구성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42)

  

42) Georges Vacher de Lapouge, Race et Milieu social. Essais 
d’anthroposociologie (Paris: Marcel Rivière, 1909), p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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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르 봉은 한 인종 내 여러 개인들의 불평등은 발전된 인종일수록 커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43) 증가하는 개인들 사이의 불평등은 인종

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문명의 진보가 빨라질수록 개인 간, 인

종 간, 젠더 사이에서 차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역

사는 평등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불평등으로 나아간다. 

문명 발전의 동력은 집단들 간의 투쟁(lutte des groupes)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생물학적 결정론과 증가하는 개인, 집단 간의 불평등, 적자생

존의 법칙은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생

존투쟁은 문명진보의 동력이다. 

르 봉은 이렇게 계급간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전

문화 혹은 인종화로 정의하면서 “문명이 진보될수록 계급적 양극단의 차

이는 급속하게 커진다. 지적으로 열등한 하위계층과 우월한 상위계층의 

커지는 차이는 흑인과 백인의 차이와 흑인과 원숭이의 차이만큼이나 증

가할 것이다”44)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문명화된 사회에 어

울리지 않는 정치제도이다. 그는 보편적 투표권과 평등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의 투쟁을 병리적 망상으로 취급하면서 노동계급을 일반의지, 사회

의 이익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집단으로 생각하였다. 

르 봉에 의하면 문명의 몰락과 퇴화는 문명의 외부에서 침입한 열등한 속

성들에 의해 내부가 오염되면서 발생한다. 외국인의 증가는 평화로운 외

피를 띈 침략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전’이 문명 내부에서 발생한다. 부유

한 나라인 미국과 프랑스로 무능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현상은 곧 

미국인의 미국, 프랑스인의 프랑스가 침략 당하는 것과 같다. 외국인의 

무차별적 이주는 미국과 프랑스의 인종심리학적 타락을 낳는다고 생각한 

그는 1882년 미국의 중국인 이민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을 지

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명국가들과 야만적인 민족들이 개인들의 평균 수준에서 서로 비

43)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op. cit,. p. 48.

44) Ibid.,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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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 문명국가들의 우수성은 단지 그 국

가들 안에 존재하는 탁월한 사람들의 덕분이다. 미국은 이를 아주 완

벽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인 노동자들과 능력이 똑같아

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만 치열하게 만들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을 금지했다.45)

노동이주을 포함한 모든 이주현상에 대한 매우 적대적이었던 르 봉의 외

국인혐오(xénophobie) 이론은 혼합에 대한 공포(mixophobie)에서 기인

한다. “이민 모국에서도 충분히 자연적으로 열등한 구성원들의 침입은 의

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은 대다수를 이민자를 구성하는 가난한 노

동자에 대한 르 봉의 계급적 편견을 나타낸다. 또한 유럽의 외국인으로 간

주되는 유대인이야 말로 아리아 인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라며 반

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그에게 유대인은 문명화 할 수 없는 인종, 동

화될 수 없는 외국인, 그리고 기생하면서 착취하는 계급이라는 이유에서 

반유대주의는 민족을 보호하고 착취하며 지배하려는 침입자에 대한 정당

한 외국인혐오였다.  

 

IV. 결론

  

1876년 프랑스 민족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르낭은 『철학적 대화

(Dialogues philosophiques)』에서 식민주의를 낮은 인간에 대한 높은 

인간의 지배로 정당화하였다. “인간은 동등하지 않다. 인종은 동등하지 

않다. 예를 들어 흑인에게는 백인이 원하는 혹은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게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46) 사회진화론을 긍정하며 지배자와 피지

배자를 구분했던 엘리트 지식인들의 시각은 단순이 인종을 위계화 시키

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식민지배와 더불어 식민모국 내부의 계급지배 역

시 자연적 질서로 정당화 될 수 있었다. 

45) Gustave Le Bon, 정명진 역, 『혁명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3), p. 
305.

46) “Universalisme et racisme évolutionniste: Le dilemme républicain héri-
té de la France coloniale”, Hommes & Migrations, n°1207(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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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를 전통적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근대사회의 평등주

의에 대한 반동적 현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르 봉 만큼 이러한 인종

론과 계급론을 동시에 설파한 인물은 없다. 대중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

는 르 봉에게 ‘대중’과 ‘인종’은 서로를 보충해 주었다. 식민지에서 사회

적 구별과 신분제도로 기능하던 인종주의가 19세기 후반, 식민모국에서

는 성장하는 ‘대중사회’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통선거권의 

확대 속에서 나타난 평등한 민주주의, 모든 사회적 신분과 역할을 무화시

키는 대중사회의 출현과 제국주의의 확대 속에서 나타난 국제적 갈등, 교

류가 개인 혹은 민족의 정체성을 소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낳았다. 이러

한 심리적 공포 속에서 인종은 개인 혹은 집단 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다

시 차이에 기반을 둔 안정적 세계를 염원하는 사회적 구분기제로 작동하

였다. 르 봉의 대표적 저작인 『군중심리』와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

칙』은 마치 거울처럼 파리의 대중과 식민지의 원주민을 비추고 있다. 르 

봉은 19세기말 ‘무한한 수’로 증식하면서 세계를 전복,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을 ‘인종’과 ‘대중’에서 발견하고 이것에 부르주아의 불안과 혐오를 투

사하였다. 오늘날 프랑스 극우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르 봉이 우려한 ‘

인종’과 ‘대중’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구식민지에서 이주

해온 방리유에 거주하는 ‘야만인’들은 오늘날 프랑스 내에서 대중이 되어 

프랑스의 일자리와 정치, 문화, 종교,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들은 프랑스에 동화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종’으로 공화국 시민으로서

의 자질과 능력을 지니지 못해 프랑스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이

다. 르 펜을 비롯한 많은 신우익 지도자들이 르 봉의 사상을 소환하는 것

은 우연이 아니다. 

세종대학교, mente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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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과 대중사회 

– 19세기 프랑스의 계급적 인종론과 종족적 인종론-

문 종 현

근대적 인종론에 기여한 다양한 인물 중 ‘인종’과 ‘대중’에 대한 연구로 세

계적 명성을 얻은 지식인이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이다. 그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한 프

랑스의 대중적 지식인이었다.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과 결합된 

인종주의는 식민지에서는 원주민을 식민모국에서는 대중을 열등하게 만

들었다. ‘하층민’과 ‘미개인’이 지닌 ‘보편적 인간’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계급 인종주의’(racisme de classe)와 ‘종

족 인종주의’(racisme ethnique)는 육체와 정신, 선천성과 후천성을 밝

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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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stave Le Bon and mass society: racism of the class and 

racism of the ethnicity

Moon Jonghyun

Le Bon’s behavioural study of horses also sparked a long-standing 

interest in psychology, and in 1894 he released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Both were best-sellers, with Psychol-

ogie des Foules being translated into nineteen languages within 

one year of its appearance. Pioneers of social psychology such as 

Gustave Le Bon (1841-1931) combined in their race psychology 

intellectual ability, emotion, and volition with an ideology of race. 

Le Bon understood races as physiologically and psychologically 

distinct entities that shared an immutable race soul.



29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과 대중사회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참 고 문 헌

1. 사료

Discours de Jean-Marie Le Pen, “Pour une certaine idée de la 

France” publié dans la brochure Les Origines de la France (Saint-

Cloud: Editions Nationales, 1997).

2. 단행본

Balibar Etienne, Wallerstein Immanuel, Race, nation, classe – les 

identités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1988).

Harvey David, 김병화 역,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 나

무, 2005).

JonssonStefan, 양진비 역, 『대중의 역사: 세 번의 혁명 1789,1889,1989』 

(서울: 그린비, 2013).

Lapouge Georges Vacher de, Race et Milieu social. Essais 

d’anthroposociologie (Paris: Marcel Rivière, 1909).

Le Bon Gustave,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

ples (Paris: Felix Alcan, 1895). 

Le Bon Gustave, 김성균 역, 『군중심리』 (서울: 이레미디어, 2008).

Le Bon Gustave, 백승대 역, 『여론과 믿음』 (서울: 제대로, 2009).

Le Bon Gustave, 백승대 역, 『현대의 불안』 (서울: 제대로, 2009).

Le Bon Gustave, 정명진 역, 『사회주의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4).

Le Bon Gustave, 정명진 역, 『혁명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3).

Marpeau Benoît, Gustave Le Bon. Parcours d’un intellectuel. 1841-

1931 (Paris: CNRS, 2000). 

Moscovici Serge, 이상률 역, 『군중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ichot André, Aux origines des théories raciales : De la Bible à 

Darwin (Paris: Flammarion, 2008).

Pichot André, La société pure: De Darwin à Hitler (Paris: Flam-



Homo Migrans Vol. 17(Nov. 2017)

30

marion, 2009).

Pichot André, 이정희 역, 『우생학 유전학의 숨겨진 역사』 (서울: 아침

이슬, 2009).

Reynaud-Paligot, Carole, La République raciale: Paradigme racial 

et idéologie républicaine (1860-1930) (Paris: PUF, 2006). 

Schnapp Jeffrey T., and Tiews Matthew eds., 양진비 역, 『대중들』 

(서울: 그린비, 2015).

Taguieff Pierre-André, ed.,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du 

racisme (Paris: PUF, 2013).

Taguieff Pierre-André, La couleur et le sang: Doctrines racistes à 

la française (Paris: Mille et une nuits, 1988).

마은지, 『민족주의의 재발견: 바레스의 민족주의』 (서울: 선인, 2015).

박용희 외, 『다민족, 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

색』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3. 논문

Bancel Nicolas, entretien avec Pierre-André Taguieff, “Universal-

isme et racisme évolutionniste: Le dilemme républicain hérité de la 

France coloniale”, Hommes & Migrations; 1207(1997). 

Le Bon Gustave, “Recherches anatomiques et mathématiques sur 

les variations de volume du cerveau et sur leurs relations avec 

l’intelligence”,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 BMSAP (1879).

Rachouchot Bruno, “Gustave Le Bon, ou les ressorts cachés de la 

psychologie des peuples”, Agir pour faire front, supplément à Fran-

çais d’abord!, 244(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