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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해체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새롭게 조직된 사회 질서는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구축된 사회, 정치, 경제 질서를 변화 시켰으며, 나치의 전

쟁 범죄와 함께 영향력을 상실했던 극우 정치 세력이 다시 자라날 수 있

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이슬람 세력이 주

도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극단

적인 이데올로기가 자라나는 현상을 가속화했다. 서구 사회는 제국주의

가 만들어낸 세계체제에 대한 집단적인 성찰보다는 높은 실업률과 복지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과 정치적 재물을 찾

았고, 극우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공포를 이용하여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

고 있다.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가 소개하는 특집 기획 ‘현

대사회의 극우정치와 극우주의’는 이러한 변화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 

김용우는 모리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과 포스트-파시즘을 통해, 

박단은 1968년 극우학생운동을 통해 각각 극우주의가 유럽에 새롭게 뿌

리 내리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5편의 일반논문은 극우정치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도와주는 글로 채워

졌다. 김용우와 박단이 현실 정치의 문제에 천착했다면 오의경과 조훈상

의 글은 보다 긴 역사적 호흡에서 극우정치가 뿌리내리는 토양을 살펴본

다. 오의경이 분석하는 16-17세기 마녀사냥은 타자에 대한 악마화를 통

해 희생양을 요구하는 민중문화의 역사적 근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훈

상은 전체주의를 잉태한 19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의 사회적 불안 분석

을 통해 집단 감정의 정치적 결과를 가늠하게 한다. 이 두 글은 극우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확산되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문

화적 동학의 근원을 파해치고 있다. 

 또한 하영준은 백인의 세계 지배에 저항하는 담론들을 통해서 디아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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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체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면서 현대 사회에서 담론을 지배

하는 인종 인식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남희의 글은 벤자민 스팍의 

육아 조언에 나타난 인종 관점을 통해 보건과 공중위생 교육이라는 정치

적 목표에 인종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극우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

경환의 글은 주권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 “트랜스내셜한 전회가 일어나

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민자와 시민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장된 논의

의 틀을 제공하고 큰 틀에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극우주의에 대한 비판

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