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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Hands Up Don’t Shoot”: 

왜 퍼거슨 흑인들은 분노하는가?1)

이 찬 행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이곳 교외 지역 가운데 하나

인 퍼거슨에서 지난 8월 9일 18세 비무장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

인 경찰 대런 윌슨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를 통해 알려

진 바에 의하면 브라운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 심

지어 교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미국이 아니던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서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큰 부상을 입는 참극이 발

생한 바 있다. 나아가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주먹과 경찰 곤봉을 

휘두르거나 무턱대고 총을 발사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이 아

니던가.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1991년 로드니 킹 사건의 경우 로스

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백인 경찰들은 검문을 피해 한국산 현대 엑셀 승용

차를 몰고 달아나던 흑인 청년 킹을 붙잡은 뒤 그를 곤봉으로 때려눕히고 

이어 수십 번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은 바 있다. 또한 퍼거슨에서 브

라운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원의 흑

1)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2014년 8월 작고한 펜실베니아대학 사학과 교
수 마이클 캣츠를 자주 떠올렸다. 사실상 이 짧은 글은 퍼거슨이라는 공간이 
캣츠가 제시한 생각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들을 어떻게 반
박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빈곤, 이민, 인종 및 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쌓았
던 캣츠 교수와 그가 남긴 마지막 저서 Why Don’t American Cities Bur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2)에 대해서는 『서양사론』,121
호(2014)에 수록된 필자의 서평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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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인 폭행 사건의 경우 건장한 체구의 백인 경찰이 백주대낮에 고속도

로 위에서 흑인 여인을 눕히고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십 수 차례 난타

함으로써 동영상을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케 만들지 않았던가. 지역 경찰

들이 연방수사국(FBI)에 제출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

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가 일주일에 

두 번꼴로 발생했다고 하니 브라운 총격 사건은 사실상 예외적인 일이 아

니라고 할 수 있다.2)

결코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브라운 총격 사건 이후 퍼거슨의 수많은 흑인

들과 마이너리티들은 “손들었다, 쏘지 마라(Hands Up Don’t Shoot)”를 

외치며 연일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몇몇 청년들은 중무장한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힘껏 던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들은 최루탄 연기

가 자욱한 거리에서 일종의 비폭력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백인 경찰 윌슨은 왜 흑인 브라운을 향해 

총을 발사했을까, 브라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경찰이 비무장 상태

였던 십대 소년을 총으로 죽였을까 라고 질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총기

를 발사한 원인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상이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이른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윌슨은 자신이 브라운을 

향해 여섯 차례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둘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증

언한 바 있다. 즉, 브라운이 자신을 경찰차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의 총을 

빼앗으려 하자 둘은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브라운의 팔을 향해 총이 

발사되었다는 것이다. 윌슨을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KKK 단

원들과 티파티(Tea Party) 지지자들은 이를 근거로 윌슨의 행동을 정당

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서 유가족들과 흑인들은 이러한 몸싸움이 총기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듯 브

라운 총격 사건을 놓고 서로 각축을 벌이는 내러티브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로서는 사건 경과 등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짧은 이 글에서 브라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헤치기

보다는 퍼거슨이라는 공간이 최근 겪은 경험과 이곳에서의 권력 구조 등

2) Kevin Johnson, Meghan Hoyer and Brad Heath, “Local Police Involved 
in 400 Killings per Year” USA Today (Augus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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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함으로써 브라운 총격 사건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은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퍼거슨의 인종 구성 변화, 1990-2010

출처: Niall McCarthy, “Chart: Inside Ferguson’s Changing Demographics,” 

Forbes (August 9, 2014). Retrieved September 27, 2014 from http://www.

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4/08/19/chart-ferguson-white-flight/.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교외 지역에 있는 퍼거슨은 미국 도시-교외 지

역 변화의 최근 경향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흔히 교외 지역은 어린 자

녀들이 있는 부유한 백인들의 거주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반하여 도

시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과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자들의 주거 지

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뜨거운 땡볕 아래 최루탄을 뒤집어 쓴 퍼거

슨 시위대들이 “손들었다, 쏘지 마라”를 외치던 지난 8월 말에 세상을 떠

난 역사가 마이클 캣츠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도시-교외 지

역 변화는 이러한 분류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기존에 도시에 

살고 있던 자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교외 지역 빈곤(suburban 

poverty)”이라는 현상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비례하여 교외 지역

으로부터 가족을 구성한 백인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었고 부유한 백인들

의 주거 공간으로 도시 지역이 새롭게 각광을 받으면서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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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ification)이라는 개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3) 위에 제시한 퍼

거슨 인구 구성 통계는 이러한 미국 도시-교외 지역의 전반적인 변화 추

세를 잘 설명한다. 다른 교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퍼거슨은 아

직까지는 백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하는 공간이었고 흑인들은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백인들은 퍼

거슨 인구의 29.3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흑인들은 67.4퍼센트로 급

증하게 된다. 백인 인구는 20년 동안 44.5퍼센트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

간에 흑인들의 숫자는 절반에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캣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의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 즉 백인들이 

아직 도시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흑인들이 대거 백인 거주 지역으

로 이주하는 현상은 “경계선 도전(boundary challenge)”에 따르는 인종 

갈등을 낳기 십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백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흑인

들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립학교의 질과 재산 가

치를 떨어뜨리고 거칠고 낯선 문화를 유입할 뿐이었다. 따라서 흑인과 백

인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경계선을 유지하기 위해 백인들은 종종 폭력

을 행사하곤 했다. 하지만 흑인들의 대이동(Great Migration)이 일단락

되고 1970년대 이후 백인들이 교외 지역으로 대부분 이주한 뒤로는 흑백 

사이의 이러한 경계선 갈등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종 갈등

의 양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캣츠의 설명이다.4) 물론 여기서 

캣츠가 검토하고 있는 공간은 도시이며 그는 흑인들의 도시 유입과 백인

들의 교외 지역으로의 이탈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1990년대 이

래 퍼거슨이 보여주는 현상은 도시가 아닌 교외 지역에서 발생한 흑인들

의 유입과 백인들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캣츠의 분석 대상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캣츠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자면 퍼거슨에서는 1970

년대 이후 진행된 미국 도시-교외 지역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흑인

들의 유입과 백인들의 이탈이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경계선 충돌

이 발생할 여지가 대폭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캣츠가 말

하는 경계선 갈등이 적었을 퍼거슨에서 왜 흑인 소년 브라운은 백인 경찰

의 총에 맞아야 했고 시위대들은 “손들었다, 쏘지 마라”라고 울부짖으면

3) Michael B. Katz, Why Don’t American Cities Burn?, 31-32.

4) Ibid.,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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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항 행위를 계속하고 있을까?

캣츠가 마지막 남긴 저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에서는 인종 

갈등과 흑백 사이의 양극화 등이 여전히 독성을 내뿜고 있는데 2005년 

프랑스 방리유 폭동을 경험했던 유럽과는 달리 왜 미국의 도시는 불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캣츠의 분석

을 들어보자. 캣츠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백인들은 도시를 벗어나 교

외 지역으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경계선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대

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민권운동 이후 도시에 대한 정치

적 통제권도 흑인들에게 넘겨주고 상업과 경제 및 다운타운 지역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곤 했다. 1960년대 들불처럼 번진 도시 폭동들과 같은 

집단적 행동이 더 이상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캣츠가 주목하고 

있는 여러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권력의 생태학(Ecology 

of Power)”이다. 물론 흑인들에게 넘겨진 도시는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상(hollow prize)”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취약한 경제 기반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흑인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최소한 명목적으로나마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흑인들

의 불만이 집단적인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5) 이제 

다시 퍼거슨으로 돌아가 보자. 경계선 갈등도 심각하지 않았을 퍼거슨은 

왜 불타고 있을까? 왜 그리고 무엇에 대해 퍼거슨의 흑인들은 분노하고 

있을까? 브라운 총격 사건이 발생한 퍼거슨은 캣츠가 가정한 “경계선 도

전”은 감소되었으나 그가 미국의 도시가 불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

로 주목한 “권력의 생태학”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해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흑인 유입과 백인 이탈을 겪으면서 퍼거슨은 흑인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교외 지역으로 변모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백인들이었다. 캣츠에 따르자면 1970년대 이래 적지 않은 수의 도시들이 

흑인들에게 넘겨졌을 때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상”에 불과했으나 최소한 

흑인들은 그곳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선출될 수 있었고 나아가 경찰, 

즉 흑인들에게 있어 폭압적인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에 고용

5) Ibid.,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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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예컨대 디트로이트 경우 1975년에는 경찰 

병력 가운데 22.3퍼센트만이 흑인이었으나 1987에는 이 비율이 48.0퍼

센트로 증가했다.6) 하지만 브라운 총격 사건이 발생한 퍼거슨에서는 이러

한 “권력의 생태학”이 부재했고 그 결과 백인들의 권력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브라운 사망 직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 특파원들이 작성한 기사를 보면 백인들은 퍼거슨의 시장직과 경찰국

장직도 차지하고 있었고 6명의 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흑인 시의원은 오

직 1명뿐이었다. 퍼거슨학교위원회 경우에도 6명의 백인과 1명의 라티

노로 구성됨으로써 아예 흑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

회조차 없었다. 부재하는 “권력의 생태학”은 무엇보다도 퍼거슨 경찰 병

력의 구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퍼거슨 경찰 53명 가운데 단

지 3명만이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흑인들이 퍼거슨 인구의 67퍼센트 가

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찰 병력 가운데 흑인들의 비율은 고작 5.6퍼

센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퍼거슨에서 경찰이 길 가던 차량을 멈추게 하는 

경우 80퍼센트가 흑인들이 연루된 것이고 이들 경찰들이 검문을 한 뒤 체

포한 사람들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3퍼센트에 달한다는 

것은 결국 “권력의 생태학”이 부재함으로써 생겨난 현상이라 할 것이다.7)

퍼거슨 인구 구성 비율과 권력 구조는 이처럼 심각하게 비대칭을 이루

면서 인종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흑인이 인구적으로 

월등히 많은 초콜릿 공간에서 백인이 경찰 병력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퍼거슨이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건이 빈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퍼거슨에 관

한 통계는 아직 입수할 수 없지만 인근 세인트루이스에 관한 자료를 보

면 우리는 그 심각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12년경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Las Vegas Review-Journal)』은 전국에 걸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에 있는 16개의 경찰서를 상대로 경찰에 의한 총격 사건

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범죄 1건당 경찰이 총을 발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콜로라도 덴버였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6) Ibid., 84.

7) Matt Pearce, Maya Srikrishnan, and David Zucchino, “Protesters and 
Police Face off in St. Louis Suburb over Shooting,” Los Angeles Times 
(August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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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세인트루이스는 『라스베이거스리뷰-저널』의 조사 대상에 포

함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포스트-디스패치(St. Louis 

Post-Dispatch)』 조사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범죄 1건당 덴버

보다 1.85배에 달하는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경찰 1인당 

총을 발사하는 비율은 세인트루이스가 다른 도시들보다 무려 8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거나 위협감을 느끼면 무턱대고 총을 꺼내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잦은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세인트루이스 경찰들의 권

력 남용과 비행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외부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

히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8) 퍼거슨에 관한 경찰 총격 사건 통계를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이곳이 인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브라운 총격 사건 직후 퍼거슨에서 긴장의 다이너마이트

에 불을 붙인 것은 경찰 병력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police)가 필연

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인 과잉 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손들었다, 쏘지 마

라”를 외치는 시위대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과 마치 전쟁터에서

나 볼 수 있을 법한 중화기의 등장은 퍼거슨이 미국에 있는 지역이 아니

라 이라크의 어느 한 마을과도 같다는 착각을 주고도 남는다. 이러한 경

찰 병력의 군사화는 일찍이 윌리엄 파크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 시기부

터 경찰의 전문화를 핑계로 도입되었으며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이 지역 경찰을 지휘했던 대릴 게이츠 경찰국장 시기

에 절정에 달했다. 경찰의 군사화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진보적인 세

력, 예컨대 블랙팬더당(Black Panther Party)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장갑

차까지 동원한 경찰들에 의해 무참하게 탄압을 받고 사라져버렸다. 전국

적인 차원에서 경찰의 군사화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

되었다. “장기간의 전쟁”이 끝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오바마가 선언

하면서 해외의 격전지에서 사용될 중화기들(M16소총, 유탄발사기, 소음

기 등)이 슬그머니 미국 국내용 무기로 탈바꿈하면서 경찰들의 수중에 대

8) Jennifer Mann, “St. Louis Police Handle Shootings by Officers with Lit-
tle Oversight,” St. Louis Post-Dispatch (January 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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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들어간 것이다.9) 그 결과 브라운 총격 사건이 발발하기 두어 달 전에 

미국시민자유연대(ACLU)가 펴낸 보고서 제목(War Comes Home: The 

Excessive Militarization of American Policing)이 말해주듯이 이제 전

쟁은 해외에서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퍼거슨 사태는 이러

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성균관대학교, chanhaeng@gmail.com

9) Matt Apuzzo, “War Gear Flows to Police Departments” New York Times 
(June 8,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