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혐오범죄(Hate Crime)단체현황
- 인종주의집단 상징 문양을 중심으로 -

국기나 십자가 등 특정한 상징물(심벌)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주의·주장, 성향,

목적 등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가장 뚜렷하게 대외에 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사소통수단이됩니다. 

우리와 그들을 가장 간단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편의성으로 인해 심벌은

오랫동안널리사용되어왔고, 앞으로도그럴것입니다.

하지만 나치의 갈고리십자가(하켄크로이츠)에서처럼 심벌은 항상 善한

주의·주장이나집단을위해서만사용되어진것은아닙니다. 

냉전의 붕괴와 함께 미·소 이념패권주의 시대가 가고 21세기에는

경제패권주의를향한세계화및다극화·경제블럭화가심화되고있습니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인종간의 교류확대를 수반하는 바, 지난 ′07. 2월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에 의한 러시아 유학생 이某씨(女) 피살, ′08. 2월 아국인

자 업자조某씨피습등최근러시아및CIS국가, 일부유라시아국가를중심으로

특정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우월감, 혐오, 질시 등에서 비롯된 인종·혐오범죄가

증가하면서아국인피해도증가하고있는것은매우우려되는현상입니다. 

′07년 말 현재 한 해 출입국자 3,983만여명, 재외교민 700만여명, 국내 체류

외국인 106만여명 등 한국의 세계화도 해마다 심화되는 여건 下에서 재외국민

1) ′00년 집권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테러 및 범죄와의 전쟁 선언’에 이어진 강력한 범죄소탕 활동으로 위기감을 느낀
스킨헤드들은 그 돌파구의 하나로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그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바, 특히
해마다 히틀러 생일(4.20) 및 레닌 생일(4.22)을 전후로 외국인대상 범죄 증가 추세



보호 차원의 인종·혐오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황 파악 필요성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한 해 외국인 출입국자 1,250만명(′07년) 시대를 맞아‘인종·혐오범죄는

외국에서만발생하는것’이라는선입견도더이상타당하지않을것입니다. 더구나

′08.3.7 필리핀인이주노동자의여중생살해사건등최근체류외국인강력범죄의

증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와의 일자리 경쟁심화 등

현상으로인해국내에서도외국인혐오감정(Xenophobia)이나타날조짐을보이고

있어, 이제는우리도인종·혐오범죄에관심을가져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인종·혐오범죄단체원상당수가新나치주의, 백인우월주의등극단적인종차별

사상을 추종하는 인종주의자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은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신념을 더욱 돈독히 하는 방편의 하나로 자신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심벌)을즐겨사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혐오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역사·종교·문화·사회적 배경 下에서 어떠한 상징물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면 히살펴볼필요가있다할것입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혐오범죄 관련 실무 자료로서는 물론,

인종차별·혐오주의자들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한 재외국민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되기를바라는차원에서이자료를만들었습니다.

2) 하나의 심벌이 반드시 한 종류의 집단에 의해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함.
예컨대 미국의 남부동맹旗(Confederate Flag)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지만 단순히‘미국 남부인의 긍지(Southern

Pride)’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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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개념

정의

미국

- 피해자의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별, 性的취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에의해피해자또는피해자의재물에대해행하여지는범죄

-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분류에 속하는지3) 또는 그에 대한 범인의
생각이옳았는지여부는범죄성립에 지장없음.4) 5)

국

- 편견동기범죄(bias-motivated crime)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장애, 性的취향 또는 종교 등 차이를 이유로
저질러지는범죄

-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 전체에 대해 위협이나
공포를야기할목적으로저질러진다는점에서여타범죄와차이가있음. 

-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재물손괴, 집단 괴롭힘, 언어폭력, 모욕, 모욕적
낙서, 모욕적내용의서신등다양한형태로저질러질수있음.6)

3) 예컨대 이슬람교도 또는 동성애자 여부
4) 美 전국범죄피해자조사(National Crime Victim Survey)상의 개념 정의
5) 미국에서 혐오범죄는 연방범죄로 처벌되며, 45개 州에서 혐오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6) 英 내무부(Home Office)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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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정의

특정 인종의 구성원 모두가 특정한 능력 또는 성격을 가졌다는 믿음 또는
이념

인종이 인간특성 및 능력의 주요 결정요인이고 인종간 차이가 특정 인종의
태생적우월성을초래한다는믿음

법적 정의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이란 인권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유의 인지, 향유 및 행사를 박탈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출신지역에기초해특정인을구분, 배제, 제한, 선호하는행위7)

사회학적 정의

소수인종들의 종속적 지위로 인해 의도에 관계없이 백인들이 얻게 된
이익을지키려는신념(사회학자Wellman)

교묘한 인종/피부색 우월주의 이념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 모든
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종에 기초한 집단특권 체제(사회학자 Cazenave,

Maddern)

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UN국제협약」(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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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2차대전 종식 후 국가사회주의 이념 부활을 위해 전개한 정치운동 또는
국가사회주의 이념의 일부인 민족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 또는
특정인종통합주의운동

新나치주의자들은 사회적 낙인 또는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에
대한호칭으로‘네오나치’대신‘국가사회주의자’(National Socialist) 또는

‘국가주의자’(Nationalist) 등을사용

인종차별주의(Racism) 및 외국인혐오(Xenophobia)에 기초해 백인이 타
인종에비해우월하다는믿음으로백인들의정치·사회지배를정당화하기
위한수단으로자주사용됨.

백인우월주의 이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이념마다‘백인’의 기준도
다르고 적대시하는 인종도 다르나 아랍인, 아시아인보다는 주로 흑인,
유태인을표적으로함.

주요 백인우월주의 이념

스위스, 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서유럽
민족만을백인의범주에포함시키는범유럽주의(Pan Europeanism)

서유럽 민족 이외에 중동, 북아프리카, 중서부 아시아 민족 등 非유럽
코카시안들도백인의범주에포함시킨범아리아人주의(Pan Ary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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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유럽 민족을 배제하고 북유럽 민족만을 백인으로 간주하는
노르디시즘(Nordicism) 

1960년대후반 국에서생겨난저소득층하위문화의일종으로초기에는
‘자메이카’등서인도제도및 국불량청소년층의음악, 패션, 생활양식등
문화의 향을크게받았음.

이후 정치·인종에 따라 이념성향이 분화되어 오늘날에는 극우에서
극좌까지, 인종차별 성향이 강한 단체부터 전혀 없는 단체까지 다양한
성격의스킨헤드가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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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혐오범죄관련 입법

혐오범죄 관련 입법은 크게 다음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①특정한편견에의한범죄를혐오범죄로규정
②혐오범죄에대한가중처벌규정
③혐오범죄를특별한민사상청구원인으로규정
④혐오범죄에대한정부의통계작성의무화규정

입법 형태 해 당 국 가 비 고

① 型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체크공화국, 국, 헝가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② 型 크로아티아, 그루지야

①+② 型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①+②+④ 型 벨기에, 덴마크

①+②+③+④ 型 미국

기타
러시아, 알바니아, 키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관련입법 없는
유라시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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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별 혐오범죄 추세

미국내 혐오범죄 최대 피해자는 인종적 편견의 주대상이었던 인디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이민계층이었으며, 최근에는 소수계층, 동성애,
무슬림 등을 상대로 한 사회·문화·종교적 이유에 따른 혐오범죄도 증가
추세

FBI 통계에 따르면

′06년 전국 혐오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7.8% 증가한 7,722건(피해자
9,645명, 피해자2/3는흑인, 아시아인4.8%)을기록하는등매년증가추세

※ 특히 뉴욕시의 ′07년 혐오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06년 대비 흑인 대상 범죄는 52%,
유대인 대상 범죄는 35% 증가

범행동기는 인종(52.1%), 종교(18.1%, 피해자 2/3는 유태인, 12%가 무슬림), 
性的취향(14.5%), 민족·국적(13.5%), 신체장애등

죄종별로는 對人범죄 5,449건 중 46.0%가 협박, 31.9%가 폭행으로
밝혀졌고재산범죄3,593건중81.0%가기물파손

범인 유형별로는 백인우월주의나 反유태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스킨헤드나 新나치주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백인우월주의·反유태주의하부조직형태로나타나는경향



세계의 혐오범죄 단체 현황
- 상징 문양을 중심으로 -

외사테마보고 2008. 3

10

′91년 舊 소련 붕괴 이후 극단주의 성향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면서
新나치주의·新파시스트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反유태주의, 외국인 및 이슬람 혐오 성향이 강하고
최근에는 특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서 스킨헤드 단체들의
외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국제사면위원회, ′05년 보고서에서 ′05.1월-5월에만 최소 28명이
인종범죄로 사망하는 등 러시아 인종범죄가“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 다”고평가

‘푸틴’러 대통령, ′07.2월 연방보안국(FSB) 국장에게 인종범죄 대책마련
지시

러시아 인권단체 SOV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0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외국인혐오범죄로67명(′05년 25명, ′06년 56명) 피살, 550명부상

′08년에는 2월말까지 23명사망, 50명부상(한국교민 2명포함)으로해마다
증가추세

연합군 및 독일 신정부의 강력한 脫나치화(Denazification, 과거사 청산)
노력에 힘입어 2차대전 종식 이후 ′60년대 까지는 유럽내 新나치주의
활동 全無

′90년 통독 이후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에 불만을 품은 동독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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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新나치주의 단체들이 勢를 확장, 난민수용소
또는 이주노동자 숙소를 습격(′91.9월, ′92.8월, ′08.1월)하는 등 혐오범죄
확산

獨 新나치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독일법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웹사이트를 운 하고 있으며 자국법이
규제하지 않는 교묘하고 은유적인 나치 상징 심벌들을 사용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대규모의 유태인(약 60만명) 및 무슬림(약 550만명,
인구의 10%)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들어 이들 대상
혐오범죄 점진적 증가

′98년 유럽평의회 인종차별주의·불관용 근절위원회가 프랑스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은 개선되지 않아 사회불안 요소로
존재

급기야 ′05.10월 북아프리카계 무슬림 청소년 2명이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감전사한 사건을 계기로 무슬림 이민자에 의한 폭동 발생, 프랑스 정부는
비상계엄령까지 발동

※ ′07.11월에도 유사한 사유로 3일간 무슬림 이민자 폭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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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소수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로 아프리카계 이민자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폭동 빈발

※ ′80년 브리스톨 세인트폴스 지역, ′81년 런던 브릭스턴, 리버풀 톡스테스,
맨체스터 모스사이드 지역, ′82년 브리스톨 세인트폴스, 런던 노팅힐게이트,
리버풀 톡스테스 지역, ′85년 버밍엄 핸즈워스, 런던 브릭스톤 및 토트넘 지역

′01년에는 경찰의 인종차별 검문 및 유명단체·인사들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의식 표출 등으로 인해 브래드포드, 올드햄 지역에서 폭동 발생

′05년에는 아시아인들의 흑인소녀 집단성폭행 사건 발생을 계기로
버밍엄지역에서 흑인-아시아人들이 충돌, 폭동 발생

국 범죄피해자 통계조사(British Crime Survey)에 따르면 ′04년 흑인 등
소수계층 중 8만7천여명이 인종혐오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이중
5만건이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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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일반적 인종주의 상징 문양

1. 교수형 집행용 올가미 (Hangman’s Noose)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교수형 집행시 사용하는 올가미

과거 사용례 다양한 맥락에서 타인에 대한 위협의 상징으로 사용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미국 흑인들을 겨냥한 가장 강렬한 상징문양 중 하나로
유태인들에게 갈고리십자가(Hakenkreuz)가 의미하는 바에
비교될 수 있다. 기원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지역에서
백인들이 자행한 흑인 린치와 관련이 있다. 당시 백인들은
폐지된 노예제도를 대신해 폭력 또는 폭력위협을 흑인통제
수단으로활용했었는데올가미가바로그위협수단중하나 다. 

올가미는 1865년 결성된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KKK가 해체(1870년) 후 재건(1915년)될
무렵 흑인 린치행위가 빈발하면서 흑인에 대한 증오의 상징으로
확고히자리잡았다. 

올가미 그림도 자주 활용되지만 실제 올가미도 흑인의 집이나
직장에던져두는등위협수단으로널리활용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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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켈트 십자가 (Celtic Cross)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상징물 별칭
오딘 십자가(Odin’s Cross)
※‘오딘’은 북유럽 신화에서 지식, 군사, 문화를 관장하는 최고신을

지칭

과거 사용례
고대 아일랜드 또는 스코틀랜드 지역 켈트족의 상징,
크리스트교의 상징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백인우월주의자

함축의미 백인의 국제적 긍지

역사/문화적 배경

新나치주의자, 백인우월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상징문양임.

이 문양은 KKK가 처음으로 대중화한 이래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英 극우정당 국민전선(National Front, 1967년 창당),
인종차별주의자‘돈 블랙’,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英 음악밴드
‘스크루드라이버’(Skrewdriver, 1976-1993년 활동, 12번
상징문양) 등이 백인 긍지의 상징으로 활용했다. 

주의할 것은 켈트십자가가 다양한 종교·문화적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극단주의를 상징하는
다른 상징물이 같이 쓰이지 않았을 경우 이를 증오의 상징으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관련 상징물 스톰프론트(42번 상징문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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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살라 룬 (Othala/Othila/Odal Rune)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크리스트교 전파 이전 고대 북유럽지역 거주 게르만족 문자인
‘룬’문자의 알파벳 기호 중 하나로 분리(Separation)의 뜻

상징물 별칭
노스 룬(Norse Rune)
※ Norse : 고대 북유럽(노르웨이)人

과거 사용례

‘오살라 룬’은 오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바이킹’족의
상징으로 사용
※‘오딘’은 북유럽 신화에서 지식, 군사, 문화를 관장하는 최고신을

지칭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백인우월주의자

함축의미 ‘아리아’人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긍지

역사/문화적 배경

‘오살라 룬’은 고대 북유럽 게르만족 문화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다양한 종교·문화적 의미로 활용되었으나 나치정부가
이에 인종차별적 의미를 부여해‘아리아’人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긍지의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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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美 남부동맹旗 (Confederate Flag)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과거 사용례 美 남북전쟁시 남부군의 남부동맹기로 사용

사용주체 백인 우월주의자

함축의미 美 남부지역 백인들의 긍지

역사/문화적 배경

美 남부지역 시민들 중 일부는 이 깃발을 단순히‘남부지역의
긍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당수 인종주의자들은

‘흑인에 대한 백인지배’를 상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  

또한 일부 인종주의자들은 성조기 문양이‘유태인의
정부통제’를 묘사하고 있다고 간주해 대신 이 깃발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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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리아人의 주먹 (Aryan Fist)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상징물 별칭 백인의 힘을 상징하는 주먹(white power fist)

과거 사용례
인종억압에 대항하는 흑인권리신장 운동의 상징이었던 주먹의
이미지를 차용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함축의미 백인의 힘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우월주의 운동의 한 의제인 인종차별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인종혐오단체들이 사용해 온 문양이다

※ 주먹은‘(유색인종에 대한)불관용’, 즉 인종차별의 상징이나 삽화에
사용된 월계수는 그 자체만으로는 인종차별의 상징이 아니며, 국
스킨헤드들이 애용하는 한 의류브랜드의 로고에서 유래한
스킨헤드의 상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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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티르 룬 (Tyr Rune)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위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 모양, 크리스트교 전파 이전 고대
북유럽지역 거주 게르만족 문자인‘룬’문자의 알파벳 기호 중
하나인‘테이와즈’로‘神의 병사’, ‘전사’의 뜻임. ‘티르’는
북유럽 신화 속 전투의 신을 지칭한다.

상징물 별칭 테이와즈(teiwaz 또는 tiewaz)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티르 룬’은 고대 북유럽 게르만족 문화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다양한 종교·문화적 의미로 활용되었으나 독일
나치정부가 나치돌격대(SA, Sturmabteilung) 간부교육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인종차별적 의미를 부여한 이래
新나치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이프 룬’(7번 상징문양)과 함께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상징문양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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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이프 룬 (Life Rune, Lebenrune)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수직선 상부에서 양갈래로 선이 뻗어 있는 모양, 크리스트교
전파 이전 고대 북유럽지역 거주 게르만족 문자인‘룬’문자의
알파벳 기호 중 하나인‘알지즈’(또는‘엘하즈’)로‘생명’(life), 

‘탄생’(birth) 또는‘자기보호’(protection)의 뜻

상징물 별칭
‘알지즈 룬’(Algiz rune)
‘엘하즈 룬’(Elhaz rune)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함축의미
독일 나치친위대 SS의‘레벤스본(Lebensborn, 독일어로‘생명의
분수’라는 뜻)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백인우월 주의자들에게는
백인혈통의 미래를 의미

역사/문화적 배경

‘라이프 룬’은 고대 북유럽 게르만족 문화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다양한종교·문화적의미로활용되었으나

1930년대독일나치친위대SS의수장‘하인리히히믈러’가순수한
독일인혈통보존을위해SS 대원들에게아리아人미혼여성들과의
결혼을 권장하고 독일 점령지역 내 아리아人 용모의 아동들을
납치해 독일인으로 양육하는 내용의‘레벤스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이문양에인종차별적의미를부여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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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차된 수류탄 (Crossed Grenades)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방패무늬 안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방망이 수류탄(독일어
정식명칭은 Stielhandgrante, 어 정식명칭은 Stickgrenade,
어 속칭은 주방기구인 감자분쇄기와 모양이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해 potato- smasher)이 교차하고 있는 모양

상징물 별칭 ‘디를레방어’문양(Dirlewanger emblem)

과거 사용례 ‘디를레방어’사단 문양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함축의미
‘디를레방어 사단’(또는 SS 제36부대) 또는 인종차별주의성향
음악밴드‘디를레방어’를 의미한다.

역사/문화적 배경

‘디를레방어’는 同名의 독일군 장교(1895-1945)가 이끈
나치친위대 SS 산하 수류탄 투척병 여단(SS-Sturmbrigade
Dirlewanger)의 명칭으로

무장 친위대 중 빨치산 토벌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으며
부대원들은 사면된 독일 범죄자로 편성, 그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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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크노트 (Valknot)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서로 맞물려 있는 세 개의 삼각형

상징물 별칭

발크누트(Valknut, Valknutr), 흐룽니르의 심장(Hrungnir’s
Heart)

※‘흐룽니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최고의 장사로,
‘오딘’과의 싸움에서 진 뒤 천둥, 전쟁, 농업을 관장하는 신인
‘토르’(10번 상징문양‘토르의 망치’참조)에게 죽임을 당한다.

과거 사용례

발크노트(Valknot, 피살된 戰士를 뜻하는 고대 게르만어‘valr’와
매듭을 뜻하는 knut의 합성어)는 고대 북유럽 조각에서

‘내세’(afterlife)를의미했으며‘오딘’의상징으로사용되기도했다.

※‘오딘’은북유럽신화에서지식, 군사, 문화를관장하는최고신을지칭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발크노트’는 고대 북유럽 게르만족 문화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다양한 종교·문화적 의미로 활용되었으나 일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오딘’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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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르의 망치 (Thor’s Hammer)

상징물 유형
일반적 인종차별주의 상징문양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닻을 닮은 망치모양의 상징물로 상부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천둥, 전쟁, 농업을 관장하는 신인‘토르’의 얼굴모양이,
하부는 소용돌이 형태의 장식무늬가 있다. 

‘토르의 망치’는 바이킹 패권시대에는 종교 부적으로 쓰이기도
했다.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백인우월주의자,
同名의인종차별주의음악밴드

역사/문화적 배경

‘토르의 망치’는 고대 북유럽 게르만족 문화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다양한 종교·문화적 의미로
활용되었으나 新나치주의자들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적 의미를 부여해‘아리아’人들의 힘(strength)과
순결함(purity)에 대한 긍지의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경우 보석, 문신, 의류 등에 이 문양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일반인들도 이 문양을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문양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주의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항상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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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헤드 상징문양

11. 부츠 문양 (Boot Symbols)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사용주체 스킨헤드

함축의미 스킨헤드 문화 또는 스킨헤드 폭력

역사/문화적 배경

스킨헤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복장은 싸움에서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금속류를 박아 개조한 英 구두브랜드
‘닥터마틴’(Doc Martens)의 부츠이다. 물론 스킨헤드가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
브랜드 부츠가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스킨헤드의
상징이다.

스킨헤드들이 집단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결해 가지는 모임을
‘부트 파티’(boot party)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부츠의
상징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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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크루드라이버(Skrewdriver)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英 음악밴드의 명칭이기도 한
‘스크루드라이버’에는 종종 필기체 큰 씨의 알파벳“S”와
함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상징물인 독수리 또는‘아리아人의
주먹’(5번 상징문양)등이 새겨져 있음.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英 음악밴드‘스크루드라이버’
(Skrewdriver, 1976-1993년 활동), 백인 우월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밴드‘스크루드라이버’와 작고한 밴드 리더‘이안 스튜어트’는
백인우월주의자 및 스킨헤드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이다. 

비록‘스튜어트’가 사망한 ′93년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스크루드라이버’문양의 문신을 하거나
의류,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을 추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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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머스킨즈 (Hammerskins)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망치가 교차하고 있는 모양이 가장 대표적임. HFFH는
“Hammerskins forever, forever Hammerskins”의 약자

사용주체 해머스킨즈(Hammerskins 또는 Hammerskin Nation)

역사/문화적 배경

′88년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결성된 백인우월주의 단체로
미국 전역 및 해외에 다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에서는
국기 또는 지역을 상징하는 배경에 망치가 교차하고 있는
‘해머스킨’을 배치해 고유 문양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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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십자가에 못박힌 스킨헤드 (Crucified Skinhead)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위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 형태인‘티르 룬’(6번 상징문양,
크리스트교 전파 이전 고대 북유럽지역 거주 게르만족 문자인‘룬’
문자의 알파벳 기호 중 하나인‘테이와즈’로‘神의 병사’, ‘전사’의
뜻, ‘티르’는 북유럽 신화 속 전투의 신을 지칭) 모양의 사형대에
스킨헤드가 십자가형을 당한 모습

함축의미 인종주의 투쟁에 목숨을 바침.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전통적인 스킨헤드 상징물의 하나로 新나치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反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들도 노동계급의
박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反인종차별주의 성향 스킨헤드단체 SHARPs (SkinHeads
Against Racial Prejudice)에서는 자신들이 新나치주의 성향의
스킨헤드인 것으로 오해받는 데 따른 고충을 상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발간물에 이 상징물을 넣기도 했다. 문신으로
사용될 경우 살인전과나 수감전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관련 상징물 티르 룬(6번 상징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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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첼시 (Chelsea)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상징물 별칭 여성 스킨헤드(Female Skinhead)

사용주체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첼시’는 과거‘스킨헤드’남성의 이성친구를 지칭했으나 이후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여성 스킨헤드의 이미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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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킨”주먹 (“Skin”Fist)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사용주체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함축의미 스킨헤드의 폭력성

역사/문화적 배경

‘아리아人의 주먹’(Aryan Fist, 5번 상징문양) 또는‘백인의 힘
주먹’(White Power Fist)의 우회적 표현이며 문양에서 나타난
것처럼“SKIN”의 각 알파벳을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둘째마디
바깥부분에 새기는 것이 인종차별 주의 성향의 스킨헤드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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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A.R 스킨즈 (W.A.R. Skins)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사용주체 W.A.R (White Aryan Resistance, 아리아인 저항운동)

역사/문화적 배경

W.A.R은 1980년대초 KKK단 지도자 출신‘톰 메츠거’가
결성한 미국의 新나치주의,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단체로
본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으며 지부는 서부를
중심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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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핏불 (Pitbull)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핏불(또는 로트와일러, 불독)

※ 핏불 : 싸움(pit)용 불독(bull)이라는 뜻으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 등
불독과 외양이 유사한 개들을 통칭

※ 로트와일러 : 독일산으로 주로 경비견·경찰견으로 쓰임.

사용주체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단체

역사/문화적 배경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들은 집단폭력 등 자신들의
내부문화를 상징할만한 대상을 찾던 중‘투견’으로 명성이 높은
‘핏불’의 이미지를 차용하기 시작했다.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단체 K.S.S(Keystone State
Skinheads)에서는 핏불을 자신들의 로고로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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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페커우드 (Peckerwood)

상징물 유형 스킨헤드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긴 부리의 딱따구리 머리모양이 가장 일반적이다.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알파벳　PW (PeckerWood)
또는 APW(American PeckerWood)가 새겨진 경우도 있다. 美
유명 에니메이션‘딱따구리’(원제 Woody Woodpecker)의
딱따구리 캐릭터가 이 문양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징물 별칭 우드(Wood)

사용주체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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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적 배경

美 남부지역 흑인들은 同 지역 빈민가/농촌지역 백인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페커우드”(딱따구리를 뜻하는 woodpecker의
어순을 뒤집어 표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흑인 속어사전에 따르면 흑인들은 찌르레기과의‘블랙버드’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용하면서 머리색깔이 붉은색인
‘딱따구리’(woodpecker)를 남부지역 백인들의 상징으로
이용했다. 

※ 흑인들이 머리색깔이 붉은 딱따구리의 이미지를 차용한 이유는 미국
남부지역 백인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인‘red neck’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red neck’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육체노동을 해 목이 붉게 익어있는 백인‘막노동꾼’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해‘촌뜨기’, ‘얼간이’등 경멸적 의미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흑인들이‘딱따구리’(woodpecker)의 어순을 뒤집어 이 문양을
‘페커우드’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함축의미를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페커우드’는美북부지역에서도사용되기시작해백인들을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으로 자리잡았다가 다시 어느 시점부터는
백인수감자들을지칭하는표현으로변화했다. 

교도소 속어로‘페커우드’또는‘우드’는 재소자들의 성추행이나
폭행에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백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발전했다. 점차적으로 백인 수감자들은‘페커우드’를 자부심의
상징으로사용했다.

현재‘페커우드’는 백인우월주의 폭력조직과 연루된 백인청소년
또는주로캘리포니아주의스킨헤드단체들이사용하고있다.



20. 갈고리십자가 (Hakenkreuz 또는 Swastika)/
나치당 깃발 (Nazi Party Flag)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과거 사용례
고대에는 좌우로 뒤집힌 형태의 갈고리십자가(끝이 시계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형태)가 행운의 상징으로 사용된 바 있음.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백인우월주의자

함축의미 新나치주의단체 문양

역사/문화적 배경

갈고리십자가 문양은 독일 나치당에서 사용했으며 그 이전에는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사용한 바 있다.
히틀러는 기존 종교단체가 사용해온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끝이
시계방향을 향하도록 해 오늘날의 갈고리십자가가 탄생했다.
오늘날에는 新나치주의자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및 다양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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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수리 갈고리십자가 (Eagle atop Swastika)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독수리가 발로 갈고리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양

과거 사용례
‘아돌프 히틀러’치하(1933-1945) 독일 제3제국(Third Reich)의
상징문양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함축의미 특히 자신들만의 고유문양이 없는 新나치주의 단체에서 주로 사용

역사/문화적 배경
독일 나치당에서는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기 위해
1930년부터 이를 사용

‐ ©



22. 번개 (Thunder/Lightning Bolts)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별칭 SS번개(SS Bolts)

과거 사용례 독일 나치친위대 SS의 상징문양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新나치주의자들의 문신이나 벽낙서에서 볼수 있는 이 문양은
자신들의 신념인 폭력, 反유태주의, 백인우월주의 및 파시즘을
의미한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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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골 (Skull and Crossbones)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별칭 죽음의 머리(英 Death’s Head, 獨 Totenkopf)

상징물 설명 두개골 뒤에 대퇴골이 교차하고 있는 모양

과거 사용례 독일 나치친위대 SS의 상징문양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함축의미 백인우월주의 운동에 대한 헌신

역사/문화적 배경

이 문양은 초창기 나치친위대 SS 산하 3개 조직 중 하나로
강제수용소 경비임무를 맡았던 SS 해골부대(獨 SS-Totenkopf
Verbande, SS토텐코프페르벤데)의상징이었음.

※ 나머지 2개 산하조직은 무장친위대(獨 Waffen SS, 英 Armed SS) 및
일반친위대(獨 Allgemeine SS, 英 General SS)

이 문양은 문신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가끔 유태인 또는
소수인종 등 적대세력을 살해한 전과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



24. 철십자 속 갈고리십자가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과거 사용례
(갈고리십자가 없는)철십자 문양은 나폴레옹전쟁 당시 사용했던
훈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까지 많은 국가들에서
훈장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함축의미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역사/문화적 배경

‘히틀러’는 1939년 철십자 중앙에 갈고리십자가를 배열해 이
문양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3제국 몰락 뒤 전후 독일에서는 이 문양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오늘날에는 新나치주의 단체 등이 펜던트 등
장신구에 이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갈고리십자가 없는 단순 철십자 문양 또한 증오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나치독일 또는 독일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의류, 악세사리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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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일제국 국기 (Imperial German Flag)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별칭
제국주의전쟁旗

(英 Imperial War Ensign, 獨 Reichskriegsflagge)

과거 사용례 독일 제국(1871-1918)이 사용했던 국기 중 하나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독일 등 유럽에서 갈고리십자가(Hakenkreuz) 사용이 금지된
이후 일부 독일내 新나치주의자들이 이를 대신해 사용한 문양의
하나로 본래 인종차별적 또는 反유태주의적 의미는 전혀
없었으나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의미가
변화했다. 독일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하나 미국에서도
사용례가 있다.

‐ ©



26. 트리스켈리언 (Triskelion)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스킨헤드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숫자 7(또는 곡선화된 7) 3개가 중심부에서부터 뻗어나와
소용돌이치는 모양

상징물 별칭

트리스켈(Triskele), 세날 갈고리십자가(Three-Bladed
Swastika), 융성하는 권력(Flowering Power)
※‘트리스켈리언’은‘다리가 세개인’(three-legged)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과거 사용례

트리스켈리언은 크리스트교 포교 이전 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고대 상징문양의 하나로 트리스켈리언의 일종인 세 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문양은 잉 랜드 서부 국가인‘맨’섬 및 이탈리아
‘나폴리’자치주의 공식旗 또는 문장(紋章)에 이용되고 있다.

※ 문장(紋章) : 나라나 단체 또는 집안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지(標識). 도안한 그림이나 문자로 되어 있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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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용례

美 연방교통부 및 남아공 스킨헤드단체‘아프리카저항운동’(英
Afrikaner Resistance Movement, 獨 Afrikaner Weerstands
Beweging, AWB)에서도 트리스켈리언 문양을 사용중이다.

※ 트리스켈리언에 사용된 세 개의 물결무늬 선이 숫자‘7’모양일 경우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다른
트리스켈리언은 다양한 맥락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의미로
사용된다. 켈트 문화권의 장신구, 공예품에서도 이 문양이 발견된다.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피와 명예’(Blood&Honour), ‘아프리카저항
운동’등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단체

함축의미 백인 우월주의(777은 악마의 상징인 666에 대한 승리의 의미)

역사/문화적 배경

갈고리십자가(Hakenkreuz)의 변형문양이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은‘트리스켈리언’은 나치독일이 나치친위대 SS 산하
무장친위대(獨 Waffen SS, 英 Armed SS) 등의 상징문양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 및 남아프리카
지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3개의 숫자‘7’로 구성된

‘트리스켈리언’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27. 태양의 바퀴 (Sun Wheel)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원 중심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광선이 중심부에서 뻗어나가는
모양(중앙에 갈고리십자가가 있는 경우도 있음)

상징물 별칭
존네라드(Sonnenrad, 독일어로‘태양바퀴’의 뜻)
검은태양(英 Black Sun, 獨 Schwarze Sonne)

과거 사용례
태양바퀴는‘태양’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상징물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변형 상징물이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태양바퀴’는 고대 북유럽 게르만족 문화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한 다양한 종교·문화적 의미로 활용되었으나 나치정부가
이에 인종차별적 의미를 부여해‘아리아’人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긍지의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치독일의 나치스 돌격대(獨 Sturmabteilung 또는 SA, 英
Storm division) 및 나치친위대 SS 산하 무장친위대(獨 Waffen
SS, 英 Armed SS)가 이 문양을 사용한 바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태양바퀴’문양은 유럽에서 나치 상징물 금지규정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는

‘태양바퀴’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태양바퀴’문양을 사용한다 하여 인종차별주의자 또는 백인우월
주의자라고단정할수없다는점에착안한것이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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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나치스 돌격대(Sturmabteilung, SA)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아래쪽이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알파벳‘A’와 알파벳‘S’가
연결된 형태

상징물 별칭

브라운셔츠(Brownshirts), 돌격대(Stormtroopers)
※ 브라운셔츠 : 나치스 돌격대(獨 Sturmabteilung 또는 SA, 英 Storm

division)가 검은색·갈색 배합 유니폼을 입는 나치친위대 SS와
구별되는 갈색 유니폼을 입어 붙게 된 별칭

과거 사용례
히틀러가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위협 및 유태인 탄압을
위해 조직한 準군사조직인 나치스 돌격대(獨 Sturmabteilung
또는 SA, 英 Storm division)의 공식문양으로 사용사용

사용주체 백인 우월주의자, 新나치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일부 유럽국가가 나치 및 新나치주의 전통상징물인 갈고리십자가
(20번 상징문양, Swastika) 또는 번개문양 (22번 상징문양,
Thunder/Lightning Bolts) 사용을 금지하자 많은 新나치주의자들이
보다 덜 알려진‘나치스 돌격대’문양 등 나치독일 상징물을 대신
사용하기시작했다. ‘나치스돌격대’문양마저사용이금지된뒤에도
갈고리십자가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나치관련 문양
사용을금지하지않고있는미국에서도마찬가지이다.)

‘나치스 돌격대’문양은 1920년대에 가장 인지도 높은나치당
상징물이었다. ‘나치스 돌격대’주요 간부들이 히틀러에 의해
숙청된 1934년 이후에는 사용 빈도가 많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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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늑대 발톱 (Wolfsangel)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알파벳‘Z’를 뒤집어 놓은 형태와 비슷하다. 양쪽 끝이 갈고리
형태를 취하고 있고 중앙에 교차하는 작은 선이 있는 수평선
또는 수직선 모양이다.

상징물 별칭
늑대발톱(Wolf ’s Hook)
양날 갈고리(獨 Dopplehaken 英 doublehook)

과거 사용례

‘늑대발톱’문양은 크리스트교 전파 이전 고대 북유럽지역 거주
게르만족 문자인‘룬’문자의 하나인‘에이와즈’(eihwaz)로

‘방어’(defence)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늑대를 쫓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독일 표지석 및 지역 문장 등 다양한 곳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지어 독일에 同名의 도시도 있다.
※ 문장(紋章) : 나라나 단체 또는 집안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지(標識). 도안한 그림이나 문자로 되어 있다.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기타 룬 문자와 마찬가지로‘늑대발톱’문양도 나치친위대 SS
산하 무장친위대(獨 Waffen SS , 英 Armed SS)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악명높았던 SS 제2 기갑사단‘다스 라이히’(Das Reich,
제국) 등 무장친위대 산하 부대의 상징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및 미국의 新나치주의자들이 이
문양을 자주 사용했다. 美 백인우월주의·新나치주의단체
‘아리안 국가’(33번 상징문양, Aryan Nations, AN)의 상징문양도
‘늑대발톱’에서유래한것이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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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갈고리십자가 변형 문양 (Swastika Variants) 

상징물 유형
新나치즘 상징문양

백인우월주의자 상징문양

상징물 설명
백색·적색 바탕에 갈고리십자가 변형문양 또는‘오살라 룬’
(3번 상징문양), ‘라이프룬’(7번 상징문양), ‘늑대발톱’(29번
상징문양) 등 백인 우월주의 상징문양이 새겨진 모양

역사/문화적 배경

전세계 많은 新나치주의자들이 다양한 갈고리십자가 또는
나치당깃발 변형문양들을 개발해 사용중인데 이는 많은
국가에서 갈고리십자가 또는 나치당깃발 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된 문양들은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에서 사용중인
변형문양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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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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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美전선 (American Front)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켈트 십자가(2번 상징문양)에 알파벳‘A’와‘F’가 추상적으로
새겨진 모양

사용주체 美전선(American Front, AF)

역사/문화적 배경
198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백인우월주의 스킨헤드 단체로 회장은‘데이빗 린치’(′05년
취임)이며 회원들은 美 다수지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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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美 나치당 (American Nazi Party, ANP)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적색 바탕에 중간에 갈고리십자가(Hakenkreuz) 무늬가 있고
상단에는 단체명이 배치된 모양으로 히틀러 제3제국 국기를
변형해 만든 것임.

사용주체 美 나치당(American Nazi Party, ANP)

역사/문화적 배경

과거 명칭은 유럽계 미국인 교육협회(European American
Education Association)이며 회장은‘록키 수헤이다’이다.
본부는 미시건주 이스트포인트에 있다. 이들은 백인, 아리아人
공화국 및 서유럽 문화적 전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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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리안 국가 (Aryan Nations)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방패 바탕에 양날 검(진실의 검, symbol of truth, 아리아 인종의
정의로의 귀환)과‘늑대발톱 문양’(29번 상징문양)이 교차하고
있고 그 위에 왕관이 놓인 형태

사용주체 아리안 국가

역사/문화적 배경
美 아이다호 해이든레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新나치주의
성향의 단체로 회장은 리처드 버틀러이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외사테마보고 2008. 3

47

‐ ©



세계의 혐오범죄 단체 현황
- 상징 문양을 중심으로 -

외사테마보고 2008. 3

48

34. 해머스킨즈 (Hammerskins)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다양한 배경 위에 망치가 교차된 모양

사용주체 해머스킨즈(Hammerskins, Hammerskin Nation)

역사/문화적 배경

1988년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결성된 백인우월주의단체로
미국 전역 및 해외에 다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에서는
국기 또는 지역을 상징하는 배경에 망치가 교차하고 있는

‘해머스킨’을 배치해 고유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머스킨즈는 노동계층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한 폭력적 수단 사용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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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KK (Ku Klux Klan) 엠블럼

상징물 유형 유형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원 안의 십자가 중앙에 핏방울이 새겨진 모양

사용주체 KKK

역사/문화적 배경

KKK에 따르면 문양 속 핏방울은 예수가 아리아人을 대신해
희생하면서 흘린 피를 뜻한다.

KKK는 테러 및 위협을 통한 백인우월주의 구현을 위해
1865년 결성된 조직이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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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민족동맹 (National Alliance)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라이프룬(7번상징문양)양쪽을담쟁이덩굴이둘러싸고있는모양

상징물 별칭
위그드라실(Yggdrasil)
※ 위그드라실 :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물푸레나무를 지칭하며 우주수(宇宙樹)라고도 함. 

과거 사용례

크리스트교 전파 이전 고대 북유럽지역 거주 게르만족 문자인‘룬’
문자의 알파벳 기호 중 하나인‘알지즈’(또는‘엘하즈’)로‘생명’(life),

‘탄생’(birth)또는‘자기보호’(protection)의뜻을가진다.

또한‘라이프룬’은나치친위대대원의묘비에출생년도의의미로,
라이프룬의 상하가 뒤집힌 문양인‘데스 룬’(Death Rune)은
사망년도의의미로사용되기도한다.

‘생명을 준 사람’(Giver of Life)이라는 의미로 백인우월주의
운동에 가담한 여성들에게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주체 민족동맹(National Alliance)

역사/문화적 배경

민족동맹은 미국내 최대규의 新나치주의 단체로 활동 또한 가장
활발하다. 본부는 웨스트버지니아州 힐스버러이고 회장은‘윌리엄
루터피어스’이다.

미국 외에 타 국가에도 다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회원자격은국적에관계없이유럽계백인에게만있다.

민족동맹이 新나치주의 단체로 분류된 이유는 일정부분 아돌프
히틀러에대한찬양때문이다. 민족동맹은1989년자체발행간행물인
‘민족의 前衛’(National Vanguard)에서 히틀러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면서그를“이시대가장위대한인물”이라고묘사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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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美 백인 지위향상 협회(NAAWP)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단체명으로 호랑이를 감싸고 있는 모양

사용주체
美 백인 지위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hite People)

역사/문화적 배경

1980년‘백인 권익신장’을 위해‘데이빗 듀크’가 결성한
단체로 현 회장은‘레이 토마스’임.

※ 단체명은 美 소수인종 권익신장 NGO인 美 유색인종 지위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의 명칭을 패러디한 것임.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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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족주의 운동(The Nationalist Movement)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적색·백색 바탕에 청색의 수평, 수직 화살표가 중앙에서
교차하고 있는 모양

상징물 별칭
헝가리 교차화살(Hungarian Arrow-Cross), 승리旗(Victory
Flag), 전투旗(Battle Flag)

과거 사용례

이 문양은 1930년대 헝가리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화살표십자가’당(Arrow Cross party)의 黨旗에서 유래된
것이다. 1945년 2차대전 종식과 함께‘화살표십자가’당이
해산된 이후에는 기타 인종차별주의·反유태주의 단체에서 이
문양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용주체 민족주의 운동(The Nationalist Movement)

역사/문화적 배경
미시시피州 일대에서 활동중인 백인우월주의, 反이민, 反동성애
단체인‘민족주의운동’의공식상징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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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민족사회주의 운동 (National Socialist Movement)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나치당 黨旗 및 美 국기를 상징화한 방패모양의 바탕 중앙에
갈고리십자가(Hakenkreuz)가 있고 다시 그 위에 단체명 약자인
‘NSM’이 새겨진 모양

사용주체 민족사회주의 운동(National Socialist Movement)

역사/문화적 배경
NSM은 美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新나치주의, 反유태주의
단체로 미네소타州 미니애폴리스에서‘제프 스코에프’가 결성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외사테마보고 2008. 3

53

‐ ©



세계의 혐오범죄 단체 현황
- 상징 문양을 중심으로 -

외사테마보고 2008. 3

54

40. 기사단 (The Order)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최상단에는‘기사단 만세’(Hail The Order)라는 문구가,
상단에는 반원형태의 리본에‘그대는 나의 전쟁무기’(Thou
Art My Battle Axe and Weapons of War)라는 문구가 씌어
있으며 중앙에는‘침묵의 형제회’(Bruder Schweigen)라고 씌어
있는 방패모양 문장(紋章) 및 도끼가 배치되어 있음.

사용주체
기사단(The Order) 또는 침묵의 형제회(獨 Bruder Schweigen,
英 Silent Brotherhood)

역사/문화적 배경

‘기사단’은 1983년‘로버트 매튜스’가 결성한 백인우월주의,
新나치주의 성향의 테러단체로 1984년까지 은행강도,
유대교사원 폭파, 유태인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앨런 버그’
살해 등을 자행한 바 있다. 수감된‘기사단’회원들이
재소자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선전하며 향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아직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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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포세 코미타투스 (Posse Comitatus)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별모양의보안관문양속원내부에교수형집행용올가미(noose),
검(sword), 책(book)이 배치되어 있고 테두리에는‘보안관의
국가권력’(Sheriff’s Posse Comitatus)이라고씌어있는모양

※ 포세 코미타투스(Posse Comitatus)는 라틴어로‘국가 권력’이라는
뜻으로 보안관이 시민들을 소집, 범인체포 또는 소요진압에 활용하는
국 관습을 지칭하는 중세 용어

과거 사용례 보안관 배지(Sheriff’s Badge)

사용주체 포세 코미타투스(Posse Comitatus)

역사/문화적 배경

‘포세코미타투스’는 1970-80년대왕성하게활동한반정부단체로
단체 지도자들 중의 상당수는 新나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反유대인 성향의 기독교 종파인 기독교일치(Christian Identity)
추종자들이었다. 

′80년대 후반 해체되었으나 과거 지도자 던‘제임스 윅스톰’에
의해 1990년대에 재건, 백인우월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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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톰프론트 (Stormfront)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켈트십자가(2번 상징문양) 바깥에‘전세계 백인들의 긍지’
(White Pride World-wide) 문구

과거 사용례 英극우정당국민전선(National Front, 1967년창당)이최초사용

사용주체
美 백인우월주의자‘돈 블랙’(1953년-) 운 웹사이트
스톰프론트(www.stormfront.org)

함축의미 백인의 국제적 긍지

역사/문화적 배경
‘스톰프론트’는 사상 최초의 인종혐오성향 웹사이트로
현재까지도 높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수의 타
유사성향 사이트와도 링크되어 있음.

관련 상징물 켈트십자가(2번 상징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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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리아인 저항운동 (White Aryan Resistance, WAR)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상징물 설명상단에‘아리아인 저항운동’의 약자 W.A.R이 씌어
있고 하단에 한쪽눈을 안대로 가린 해골(Skull and Crossbones,
두개골 아래 대퇴골이 교차하고 있는 모양)이 새겨진 방패모양

과거 사용례
해골(Skull and Crossbones)은 한때 해적들이 독극물에 대한
주의표시를 위해 사용하던 문양으로 죽음을 의미

사용주체 아리아인 저항운동(White Aryan Resistance, WAR)

함축의미 백인 분리주의(White Separatism)

역사/문화적 배경

‘아리아인 저항운동’은 新나치주의, 스킨헤드 조직으로백인
분리주의및유태인등소수인종에대한차별성향을가지고있다.
회장은‘톰 메츠거’(Tom Metzger)이며 본부는 캘리포니아주
폴브룩(Fallbrook)에있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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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창의운동 (Creativity Movement)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흑색 바탕 중앙 백색 원 안에 백인을 상징하는 알파벳 W와
백인들의 엘리트의식 및 신성함을 강조하는 왕관 및 후광이
배치된 모양

사용주체
창의운동(Creativity Movement)

※ 전신은 창조주 세계교회(World Church of the Creator)

함축의미 백인 우월주의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유사 기독교 단체인 창의운동 (Creativity
Movement)은 백인이 일치단결, 유태인 등 소수인종과 맞서
싸우는 聖戰을 치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장은‘매튜
헤일’(Mattew Hale)이고 본부는 일리노이주 이스트피어리아에
있다. 이 단체는 백인들의 생존, 확장 및 번 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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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백인혁명 (White Revolution)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주황색 원형 바탕에‘위아래가 뒤집힌 V자’형태의 기호가
중앙에 배치된 모양

상징물 별칭
람다(Lambda)
※ 람다는 그리스어의 제11자모(위아래가 뒤집힌 V자)로서 로마자의
‘L’에 해당

과거 사용례
람다는 고대 스파르타군 방패에 사용된 이래 그리스의 자부심을
상징해 왔다. 1970년대부터는 전세계 동성애자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용주체 백인혁명(White Revolution)

함축의미

스파르타군은 과거 페르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테르모필레 전투’(최근 개봉된 화‘300’의 배경이기도
함.)를벌인바있는데

※ 테르모필레 : 기원전 480년 스파르타의 왕‘레오니다스’(Leonidas)가
인솔하는 그리스군 300명이‘크세르크세스’(Xerxes)왕이 이끈 수만의
페르시아군과 용감히 싸우다 전멸한 그리스의 옛 지명

‘백인혁명’회장 빌리 로퍼(Billy Roper)는 이 전투를‘非백인
약탈자들에 맞선 유럽의 투쟁’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이 문양을
사용하기시작했다.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혁명은 아칸소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백인우월주의/新나치주의 단체로 新나치주의 단체인
‘민족동맹’에서 탈퇴한‘빌리 로퍼’가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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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피와 명예 (Blood & Honour)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좌우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적색·백색 바탕에 피(blood)와
명예(honour)가 새겨져 있고 중앙에는 트리스켈리언(26번
상징문양)이 새겨진 모양

사용주체 피와 명예(Blood &Honour)

역사/문화적 배경

‘피와 명예’는 국제적 규모의 英 新나치주의/인종차별주의 성향
스킨헤드 단체로 英 백인우월주의자이자 가수인‘이안
스튜어트’가 결성했다. 지부는 주로 유럽에 많이 있으나 미국에도
일부회원을확보하고있다. 산하에무장조직인‘컴뱃-18’(Combat
18, C18)을두고있다.

※ 숫자‘18’은 新나치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상징숫자로‘아돌프 히틀러’의
이니셜인 A와 H가 각각 첫 번째, 여덟 번째 알파벳인 데에서 착안해
만든 것임.

‘피와 명예’는 종종 B and H, Blut und Ehre(독어로 피와
명예), 또는 28로 상징되기도 한다. 

※ 28은 단체명의 이니셜인 B와 H가 각각 두 번째, 여덟 번째
알파벳인데서 착안해 만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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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불의 십자가 (Fiery Cross)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불타는 십자가 모양 또는 KKK단원(Klansman)이 불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양

상징물 별칭 불의 십자가(Burning Cross)

사용주체 KKK(35번 엠블럼 참조)

역사/문화적 배경

불의 십자가는 KKK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통 상징물의
하나로 자체의식을 거행하거나 공격대상에 테러 ·위협을 가할
때 사용한다.

KKK가 해체(1870년) 후 재건(1915년)될 무렵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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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민전선 (Volksfront)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적색 원 모양의 바탕에‘라이프룬’(7번 상징문양)이 있고 좌우에
단체명의 약자인 V와 F가 각각 배치된 모양

사용주체 인민전선(Volksfront)

함축의미
함축의미‘라이프룬’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백인들의 미래를
상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양이다.

역사/문화적 배경
민전선은 오레곤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新나치주의 단체로
주로 美 북서지역 태평양연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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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빈랜더사교클럽 (Vinlanders Social Club)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적색·백색·청색 줄무늬가 상하로 뻗은 방패모양 바탕 안쪽
중앙에 황색 월계수 무늬가 배치된 모양

과거 사용례

빈랜더 사교클럽 문양은 新나치주의자들에게 익숙한 문양들을
혼합한 것인데 월계수의 경우 新나치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의류브랜드의 공식로고이며 방패문양은 나치친위대 SS
산하 무장친위대(獨 Waffen SS , 英 Armed SS)의 엠블럼에서
유래한 것이다.

※ 빈랜드(Vinland)는 북유럽 출신 탐험가‘라이프 에릭손’(Leif

Ericson)이 서기 1000년을 전후해 발견한 북미지역에 붙인 명칭

사용주체 빈랜더 사교클럽(Vinlanders Social Club)

역사/문화적 배경

빈랜더 사교클럽은 강건한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美 스킨헤드
단체로 일부 회원들은 타 인종차별주의 성향 스킨헤드 단체에도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주요 활동지역은 아리조나주 및
중서부이나 기타 지역에도 회원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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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흑인 누와비언 통합국가 (United Nuwaubian Nation of Moors)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흑색, 적색, 녹색 줄무늬가 좌우로 뻗은 직사각형 모양 배경
중앙에 고대 이집트 십자가(anhk)를 품고 있는 육각별이 있고
이를 초승달이 감싸고 있는 모양

과거 사용례
이 문양에 사용된 다양한 상징물들이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
적은 있으나 이 문양이 특정 단체나 국가를 지칭하는 용도로
과거 사용된 사례는 없다.

사용주체 흑인 누와비언 통합국가

함축의미

美 흑인 우월주의자‘말라치 요크’의 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을
지칭하는‘누와비언’들에 따르면 육각별은 태양을, 초승달은
달을 상징하고 육각별 속 십자가(anhk)는 생을 상징한다.
이들은 흑색, 적색, 녹색 줄무늬 깃발이 흑인들의 뿌리인
무어인(북아프리카 지역 무슬림)들의 전통 깃발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문화적 배경

‘흑인 누와비언 통합국가’는 美 흑인우월주의자‘말라치
요크’가 뉴에이지, 아프리카(흑인)중심주의(Afrocentric) 등
다양한 사상들을 혼합해 만든 종교단체로 다수의 反정부 단체와
연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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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新 흑표범당 (New Black Panther Party) 엠블럼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적색 원형 바탕 외곽 녹색 테두리에 단체명 및‘자유 또는
죽음’이라는 문구가 씌어 있고 중앙에는 녹색 아프리카 대륙
위에 도약하고 있는 흑표범 그림이 배치되어 있는 모양

사용주체 新흑표범당(New Black Panther Party, NBPP)

역사/문화적 배경

新흑표범당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활발히 활동한
급진좌익 성향의 정당인 흑표범당의 이름을 따 198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결성되었다.

중심이념은 흑인 민족주의, 범흑인주의, 反백인주의,
反유태인주의가 결합된 형태이다.

흑인·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1930년 설립된 종교·정치단체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 NOI)에서 1993년 대변인직을
박탈당한‘칼리드 무하마드’(1948-2001)가 新흑표범당의
의장이 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세를 확장시켜 나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활동지역을 텍사스 외 타 주로 넓혀
나갔다. 

‘무하마드’가 사망한 2001년부터 워싱턴DC에서 활동해 온
‘말릭 샤바즈’가 단체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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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피니어스 성직자회 (Phineas Priesthood)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알파벳 P의 중앙을 수평선이 관통하고 있는 모양

사용주체 피니어스 성직자회(Phineas Priesthood)

역사/문화적 배경

피니어스 성직자회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단체로 회원제로
운 되지 않으며 집행기구, 정기모임도 없다. 이들은 신념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피니어스 성직자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믿는다.

따라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은‘성서’에 위배된 행동(타 인종과의
이성교제, 동성애, 낙태)을했다고판단한자들을상대로강력범죄를
저지른후‘피니어스성직자’회소속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

‘피니어스 성직자회’회원들의 대부분은 인종차별/反유태인
성향의 유사 기독교 단체인‘기독교일치’(Christian Identity)
추종자들이다.

※‘기독교 일치’는 백인들이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후예로 선택받은
민족이며 유태인은 사탄의 후예, 非백인은 혼이 없는 비천한
자들이라고 주장

‘피니어스 성직자회’개념은 1990년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기독교 일치’추종자인‘리처드 켈리 호스킨스’가 자신의 저서
‘기독교 자경단-피니어스 성직자회 이야기’(Vigilantes of
Christendom: The Story of the Phineas Priesthood)에서 기술한
내용에서유래하고있다.

이책에서저자는이스라엘혈통을수호하기위해타인종여성과
교제한 이스라엘 동료를 죽인 구약성서 속 인물(아론의 손자)의
이름을 따 만든‘피니어스 성직자회’회원들이‘신의 뜻’과‘백인
혈통’수호를 위해 수세기동안 저지른 살인, 폭탄테러, 은행강도
등복수행위들을묘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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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4제국 스킨즈 (Fourth Reich Skins)

상징물 유형 인종차별주의/극단주의단체 문양

상징물 설명 숫자‘4’와 알파벳‘R’이 연결된 모양

사용주체 제4제국 스킨즈(Fourth Reich Skins)

역사/문화적 배경

제4제국 스킨즈의 명칭은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 및
국가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암시한다. 

美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1990년대 초반 활발히 활동한
新나치주의 스킨헤드 단체로 1993년 지도부 다수가 폭탄테러
및 살인모의 혐의로 체포, 수감되면서 조직이 대부분
와해되었다가 최근 수년 사이에는 애리조나주 일대에서 다시
활동중이다. ‘제4제국 스킨즈’회원들은 이 문양을 문신으로
새겨 자주 사용하며‘제4제국 스킨즈’와 관계없는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종종 이 문양을 사용한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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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문신

54. 팔꿈치 거미줄 (Elbow Web)

상징물 유형 교도소 문신

상징물 별칭 거미줄 문신(Spider Web Tattoo)

사용주체 인종차별주의 성향 죄수(Racist Convicts)

역사/문화적 배경

거미줄 문신은 교도소 재소경험이 있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팔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인종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이 문신을 새긴다. 

그러나 일부 일반 재소자들도 이 문신의 함축의미를 모르고
개인취향에 따라 이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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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끼풀 (Shamrock) 

상징물 유형 교도소 문신

상징물 별칭
상징물 별칭AB 세잎클로버(Three Leaf Clover)

※ AB(Aryan Brotherhood) : 아리아人 형제회(57번 문신 참조)

과거 사용례 세잎클로버는 아일랜드의 國花로 아일랜드 전통 상징

사용주체 아리아인 형제회(Aryan Brotherhood)

함축의미 아일랜드·아리아人의 자부심

역사/문화적 배경
아리아人 형제회는 백인 우월주의 재소자 또는 재소자 출신
1만5천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종종 세잎클로버 주위에 단체
약어인 AB 또는 숫자 666(악마를 상징)을 표기하기도 한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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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나치로라이더 (Nazi Low Riders, NLR)

상징물 유형 교도소 문신

상징물 설명
상징물 설명단체명의 약어인‘NLR’에 나치 상징문양인
독수리, 갈고리십자가(Hakenkreuz), 해골 등과 함께 배치된
모양

사용주체 나치 로라이더(Nazi Low Riders, NLR)

역사/문화적 배경

‘나치 로라이더’문양은 197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주 정부
소년국 산하 소년원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아리아人
형제회(Aryan Brotherhood, 57번 문신 참조)와도 연관이 있다.
1990년대에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교정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이 단체를 교화에 악 향을 미치는
범죄조직으로 간주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들은 마약 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강한
백인우월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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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아리아인 형제회 (Aryan Brotherhood, AB)

상징물 유형 교도소 문신

사용주체 아리아人 형제회(Aryan Brotherhood, AB)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아리아人 형제회는 1967년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산하 산쿠엔틴 교도소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메스암페타민 매에 관여하는 범죄조직이기도 했으며
교도소내 타 백인우월주의 조직 결성에도 큰 향을 미친 바
있다. 일부 문신의 경우 회원의 출신 州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병기하기도 한다. 문신에 나타난 이 단체의 별칭으로는 문
이니셜이 같은 앨리스(Alice), 앨리스 베이커(Alice Baker) 또는
팁앤브랜드(Tip&Brand), 더 브랜드(the Brand) 등이 있다. 

Ⅳ. 세계의 인종주의집단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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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검은 게릴라 종족 (Black Guerrilla Family, BGF)  

상징물 유형 교도소 문신

상징물 설명
상징물 설명단체명의 이니셜인 BGF에 십자 기병도(騎兵劍),
엽총 또는 교도소 감시탑을 쥐고 있는 흑룡 등 상징물이 같이
배치된 모양

사용주체 사용주체 검은 게릴라 종족(Black Guerilla Family, BGF)

역사/문화적 배경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활발히 활동한 급진좌익
성향의 정당인 흑표범당 출신의‘조지 잭슨’이 1966년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산하 산쿠엔틴 교도소에서 결성했다. 이
단체는 흑인혁명 및 체제전복 등 급진성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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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4”(또는 14 words)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함축의미

‘백인들의 혈통과 후손의 미래에 대한 수호의 각오’를 뜻하는
어문장 속 단어의 갯수

(“We must secure the existence of our people and a future
for white children.”)

역사/문화적 배경

이 어문장은 美 백인우월주의자 ‘데이빗 레인’이
백인우월주의 단체‘기사단’(The Order, 40번 엠블럼 참조) 활동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고안한 표현으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집회에서 슬로건으로 자주 사용된다.
‘레인’은 2007년 옥사했다. 

60. “88”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8은 알파벳 여덟 번째 단어인‘H’를 뜻하며 88은 독일
나치당의 인사말인‘하일 히틀러’(Heil Hitler)의 약어 HH를
뜻한다. “88”은 주로 新나치주의단체의 홍보전단지 속
편지 에서 인사말, 마무리말로 쓰이거나 이메일 주소의
일부로 쓰인다.

61. “14/88”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新나치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이 두 숫자는 종종 나치당 이념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편지 말미에 마무리말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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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또는 5 words)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함축의미
‘할 말이 없다’를 뜻하는 어문장 속 단어의 개수 (I have
nothing to say)

역사/문화적 배경

이 어문장은 美 샌디에이고에서 활동하는 백인우월주의자
‘알렉스 커티스’가 고안한 것으로 미국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동료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경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침묵의 규약”(code of silence)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63. “311”

사용주체 KKK(35번 상징문양)

함축의미 KKK

역사/문화적 배경

열한번째 알파벳인‘K’가 3개 있다는 의미에서 고안된
상징숫자이다. KKK 단원들끼리 인사를 나누거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美 네브라스카주
오하마에서 결성된 同名의 유명 락밴드는 인종차별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64. “33/6”

사용주체 KKK(35번 상징문양)

역사/문화적 배경

KKK에서 K를 의미하는 11(열한번째 알파벳)에 K의 개수인
3을 곱한 33은 곧 KKK를 의미하며“6”은 KKK가 규정한 조직
연혁상의 6번째 시기이자 現 시기를 상징한다. 33/6은 KKK
단원들간 인사에도 사용된다.



65. “666”

과거 사용례
이 상징숫자는 反크리스트교와 악마를 의미하며
요한계시록에서는‘짐승의표’(Mark of the Beast)라고불리기도
한다.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및 다수 극단주의 단체

역사/문화적 배경

한 성서해석에 따르면 이 상징숫자는 악마가 예수 대신 악마를
믿겠다는 인간들의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나누어주는
표시이다. 이 상징숫자는 또한 악마를 상징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관련 상징물 토끼풀 문신(55번 상징문양)

66. “83”
사용주체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크리스트교 신자

함축의미 ‘하일 크라이스트’(Heil Christ)

역사/문화적 배경

8은 알파벳 여덟번째 단어인‘H’를 뜻하며 3은 알파벳 세 번째
단어인 C를 뜻한다. 83은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크리스트교
신자들의 인사말인‘하일 크라이스트’(Heil Christ)의 약어
HC를 뜻한다.

67. “100%”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함축의미 아리아인의 순수혈통

역사/문화적 배경

특정 개인이 순수한 백인 또는 아리아人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상징숫자이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한다.
타 인종과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혈통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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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8”
사용주체 피와 명예(Blood&Honour, 46번 상징문양)

함축의미
‘피와 명예’의 문이니셜인 BH가 각각 두 번째, 여덟 번째
알파벳인데서 착안해 만든‘피와 명예’의 상징숫자

역사/문화적 배경

‘피와 명예’는 국제적 규모의 英 新나치주의/인종차별주의
성향 스킨헤드 단체로 英 백인우월주의자이자 가수인‘이안
스튜어트’가 결성했다. 지부는 주로 유럽에 많이 있으나
미국에도 일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68. “4/19”
사용주체 反정부 성향의 인종차별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두 사건의 기념일(4월19일)을 뜻하는 상징숫자이다. 4월19일은
′93년 미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연방정부 요원들과 다윗파간
대치사건이 발생한 날이자 ′95년‘티모시 멕베이’가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를 폭파한 날이기도 하다. 

反정부 성향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종종 이 상징숫자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한다.

69. “4/20”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4월20일)을 뜻하는 상징숫자이다.
新나치주의자 또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나치사상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문신에 새기기도 한다. 한편
4/20(또는 4:20, 420)은‘마리화나 흡연’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속어로 쓰이기도 한다.



71. “18”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함축의미 아돌프 히틀러

역사/문화적 배경

‘아돌프 히틀러’의 이니셜인 A와 H가 각각 첫 번째, 여덟 번째
알파벳인 데에서 착안해 만든‘아돌프 히틀러’의 상징숫자이다.
新나치주의자들이 종종 문신으로 사용한다. 또한‘아돌프
히틀러’를 추종하는 英 新나치주의 단체인‘피와명예’산하
무장조직‘컴뱃-18’(Combat 18, C18)도 이 상징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72. “23”

사용주체 백인 우월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우월주의자 또는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들은
백인(White)의 문이니셜인‘W’가 23번째 알파벳이라는 점에
착안, 23을 자신들의 상징숫자로 사용한다.

73. RAHOWA

상징물 별칭 성스러운 인종전쟁(RAcial HOly WAr)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창의운동(Creativity Movement, 44번 상징문양)의 전신인
창조주 세계교회(World Church of the Creator)

함축의미 성스러운 인종전쟁(Racial Holy War)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통해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소수인종과 유태인에 맞서 싸움으로써 아리아人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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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ZOG/JOG

상징물 별칭
시오니스트 지배 정부(Zionist-Occupied Government)
유태인 지배 정부(Jewish-Occupied Government)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反정부 성향 극단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유태인들이 미디어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의 상징약어이다.

75. SWP
상징물 별칭 백인권력 지상주의(Supreme White Power)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우월주의자역사/문화적 배경백인우월주의자들의
기본이념인 백인권력 지상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상징약어이다.

77. CI
상징물 별칭 기독교일치(Christian Identity)

사용주체
기독교일치(Christian Identity)
※ 인종차별/反유태인 성향의 유사 기독교 단체

역사/문화적 배경

‘기독교일치’에서는 유태인이 아닌 유럽인들이야말로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선택받은 민족’이며 백인들은 선천적으로 타
인종에 비해 우월하고 유태인은 사탄의 후예, 非백인은 혼이
없는 비천한 자들로 동물과 같은 저급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6. WPWW
상징물 별칭 전세계 백인들의 긍지(White Power World-Wide)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전세계 백인들의 긍지를 나타내기 위해
인사말 등으로 흔히 사용하는 상징약어이다.



78. UAO

상징물 별칭 일치단결(United As One)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White Supremacists)

역사/문화적 배경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백인혈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인사말이다.

79. DOC
상징물 별칭 사도교회(Disciples of Christ)

과거 사용례
美 화‘아메리칸 히스토리 X’에 등장하는 가상의 新나치주의
스킨헤드 단체의 명칭이다. 화에서‘사도교회’회원은 자신의
몸에 단체명 문이니셜인‘DOC’문신을 새기고 있다. 

사용주체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그러나‘사도교회’는 인종차별과 무관한 의미로도 쓰인다. 가령
‘사도교회’는 19세기초 미국에서 시작된 주류 기독교 종파의
명칭인동시에힙합R&B 성향음악그룹의명칭이기도하다.

80. Unsere Ehre Heisst Treue
상징물 별칭 충성은 우리의 명예(Our Honor is Loyalty)

과거 사용례
2차세계대전 중 나치친위대 SS 산하 무장친위대(獨 Waffen SS,
英 Armed SS)의 슬로건

사용주체 新나치주의자, 백인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역사/문화적 배경

오늘날에는 新나치주의자 또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독어문장 또는 어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新나치주의 성향의 스킨헤드들은 이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한다.

또한 이 표현은 오스트리아 극우정당인‘오스트리아 자유당’
당원이었던‘에르네스트 빈트홀츠’가 ′00년 연설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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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ORION

상징물 별칭 우리 인종이 곧 우리 국가(Our Race Is Our Nation)

사용주체 백인우월주의자, 新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성향의스킨헤드

함축의미

ORION은 특정인종 내 연대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인종차별주의적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에 따르자면 가령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미국이 아닌 자신이 속한 종족에
충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며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국적을
초월해 모든 백인들이 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역사/문화적 배경

많은 단체들이 이 슬로건을 선호하고 있는데‘기독교일치’
(Christian Identity)의 경우 백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이라는 자신들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美 앨라배마州에는‘KKK ORION 기사단’(Orion Knights of
the Ku Klux Klan)이라는 이름의 단체도 있다.

신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도 이 상징약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백인우월주의단체인 選民 전선(Heritage
Front)도이슬로건을공식좌우명으로채택해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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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KIGY

상징물 별칭 ‘KKK형제여, 인사를 보낸다’(Klansman, I Greet You)

사용주체 KKK(35번 상징문양)

함축의미
KKK 단원임을 나타내거나 단원들간 친 감을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상징약어이다. 인사 외에도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에 사용된다.

역사/문화적 배경

KIGY는 KKK가 재건된 1915년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AKIA(A Klansman I Am, 저는 KKK 단원입니다),
AYAK(Are You a Klansman, 당신은 KKK 단원입니까)와 함께
가장 널리 쓰인 KKK 상징약어이다. 

83. ROA

상징물 별칭 최고 인종(Race Over All)

사용주체 인민전선(Volksfront, 48번 상징문양) 및 新나치주의자

역사/문화적 배경
ROA는 특히 美 新나치주의단체인‘인민전선’이 사용해
유명해진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슬로건으로 인터넷 채팅 등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인사말로 자주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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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RAC

상징물 설명
상징약어 RAC가 단독으로 또는 망치를 물고 낫이 꽂혀 있는
두개골과 함께 표현된다.

상징물 별칭 反공산주의‘락’음악(Rock Against Communism)

사용주체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 新나치주의자, 백인우월주의
성향 락밴드

함축의미

RAC는 유럽·북미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스킨헤드가 선호하는
백인우월주의/新나치주의 음악을 묘사하는 가장 흔한
상징물이다. 겉보기와 달리 RAC는 공산주의와 무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주로 인종차별주의 및 反유태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문화적 배경

1980년대에 英 락음악 기획자들이 일련의‘인종차별 저항
락’(Rock Against Racism) 콘서트를 개최하자‘이안
스튜어트’, ‘스크루드라이버’(Skrewdriver, 12번 상징문양) 등
백인우월주의 락 밴드에서 이에 맞서‘공산주의 저항 락’(Rock
Against Communism) 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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