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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 규 

2005년 10월 27일,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망치던 17세와 15세 소년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17세의 다른 한 소년은 

심한 부상을 당했다. 파리 북쪽 근교의 클리시-수-브와(Clichy-Sous-

Bois)에서 살았던 이들은 운동장을 찾아 이웃동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절도 사건의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변전소에 숨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소년들은 늘 그랬듯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도망친 것이었다.  이 사고 

직후 경찰은 소년들이 공사장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용의자였다고 

주장했으나,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즉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년들을 용의자로 간주했고, 변전소 근처에서 소년들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도 안전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이 소년들 무리하게 추적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민자 2세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클리시-수-브와 지역에 사는 이민2세대 청소년들은 이 사건에 

즉각적으로 항의했다. 이들이 불만을 가졌던 이유는 ‘방리유’라고 

불리우는 파리의 외곽지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어를 말하는 

프랑스인이었으나, 주로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출신의 부모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프랑스 

국적 소지자인 자신들이 누려야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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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했다. 이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불태우는 것 이었으며, 곧 공화국 

기동경찰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랬듯이, 방리유의 청소년들은 자동차 방화에서 침묵시위로 

저항방식을 바꾸면서 사태는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내무장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발언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는 공개적으로 경찰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었다. 그는 10월 30일 

저녁뉴스를 통해, “경찰의 추격은 없었다. 그 증거는 경찰들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20여 분 전에 다른 연행자들과 경찰서에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클리시-수-브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특히 원인을 알수 없는 체루탄이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태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무부 장관이 차별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을 ‘쓰레기 

같은 범죄조직’이라고 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자동차 방화를 통한 이민2세대 청소년들의 

저항은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11월 초를 지나면서 자동차 

방화는 인접 지역인 센-생-드니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파리를 둘러싼 

모든 방리유 지역에서 수많은  자동차가 화염 휩싸였다. 결국 노동자, 

이민자들의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방 대도시의 방리유에 

까지 같은 형태의 방화가 확대되었다. 마르세이유 (Marseille), 리옹 

(Lyon), 툴루즈 (Toulouse), 보르도(Bordeaux), 릴 (Lille), 낭트 

(Nantes), 디종(Dijon),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헨느 (Renne), 

오를레앙 (Oléans) 그리고 루앙(Rouen) 등 프랑스의 전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도시에서 연대를 표시하는 이민자 2세대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불태웠다. 이 사태의 정점으로 기록된 11월 7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총 1,408 대의 자동차가 불에 탔다. 결국 11월 8일,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전국적으로 총 380여 대의 

자동차가 방화로 파손되었으며, 11월 17일 정상상태가 선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총 98대의 차량이 파손 되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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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의하면 21일간 총 9,193대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2,921명이 연행되었으며, 56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 

방리유 거주자들은 ‘사회적 낙인찍기’를 통한 일상화된 인종적 차별을 

겪고 있었으며 취업 및 신분상승 가능성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이들은 1980년대 이래로 그들을 차별하는 ‘부당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저항해 왔다. 이러한 

저항의 형태는 정치적 목적이 불분명하고 무의식적이었으나 방화라는 

행위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상징적으로 의례화 되고 있었다. 또한 시간 

이 지나면서 지역을 초월하는 축제화된 폭력으로 발전하는 성향을 

보였다. 2005년 방리유 청소년들의 사회적 저항은 조절 능력을 상실한 

프랑스의 사회, 경제제도가 직면한 ‘사회적 위기’로 읽혔다. 그러나 

프랑스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장기 실업 문제와 일상적인 차별이 

방리유 청소년들의 사회적 저항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부의 치안유지 담론은 이 사건을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지 못하는 

방리유의 이민자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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