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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덤(Oldham) 소요사태(영국, 2001)

염 운 옥

1980년대 런던 브릭스턴(Brixton), 리버풀 톡스테스(Toxteth), 

맨체스터 모스사이드(Moss Side)에서는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잉진압에 

맞서 카리브계 흑인 공동체의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기적인 

‘인종 소요사태(race riots)’를 겪었던 영국은 2001년 봄 20여년 만에 

또 다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5월 중순 잉글랜드 북부 소도시 

올덤(Oldham)에서 시작된 소요 사태는 인근 도시 번리(Burnely)와 

브래드퍼드(Bradford)로 번져 유혈 충돌사태로 확대되었다. 올덤은 

잉글랜드 북서부 맨체스터 광역시와 요크셔 전원지대 사이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소도시다. 이번 소요사태로 경찰 90명과 시민 21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백만 파운드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올덤 소요사태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시민은 백인 12명, 아시아인 22명이다. 

남아시아계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올덤은 실업률이 높고 

빈곤한 지방 소도시다. 소요사태 당시 영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올덤의 무슬림 주민은 약 11%였으며 파키스탄 출신 주민은 6.3%였다. 

소요사태가 확산된 번리와 브래드퍼드의 인구분포도 올덤과 유사하다. 

브레드퍼드의 무슬림은 전체인구의 16.1%였으며, 파키스탄 출신은 

14.5%였으며, 번리의 경우 무슬림이 6.6%, 파키스탄 출신의 주민은 

4.9%가 있었다. 세 도시 모두 산업혁명 이래로 북부 면직물 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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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도시로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블루컬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노동자 도시다. 그러나 탈산업화 시대를 맞아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지역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인종별로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남아시아계 무슬림 

이주민은 백인 보다 더욱 혹독하게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겪어내야 

했고, 이는 2001년 소요사태를 배태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되었다. 

공권력과 흑인 공동체의 대결 양상을 보였던 1980년대 인종 

소요사태와 대조적으로, 2001년 북부 잉글랜드 소요사태에서는 

남아시아계 이주민 2,3세대와 백인 청년들이 충돌했다. 이러한 충돌의 

배경에는 의례화된 도시폭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매년 여름 올덤 

도심 거리에서는 경찰과 청년들 사이의 소규모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의식(儀式)’ 이라고 할 만큼 반복적이었으며, 

이층버스를 탈취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할 만큼 가시적이며 

폭력적이었다. 

의례화·일상화되어 있던 인종 갈등은 2001년 봄 폭발했다. 2001년 

4월 21일, 올덤 웨스트우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백인 연금생활자 

노인 월터 체임벌레인(Walter Chamberlain, 당시 76세)이 아시아계 

청년 3명에게 습격당해 광대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다. 체임벌레인 습격 사건 발생 즉시 경찰과 남아시아계 공동체 

지도자는 범인 검거에 현상금을 내걸었고,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아시안 갱(Asian Gang)’ 이미지를 가시화했다. 이로써 사태의 

핵심이 마치 백인 노약자에 대한 비열한 폭력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올덤 소요사태의 본질은 구조화되고 장기화된 극우 백인청년의 

인종폭력과 이에 대한 남아시아계의 대항폭력(counter violence)이다. 

인종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이 범죄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쇠락하는 산업도시 올덤에서 이주민 1세대의 곤궁한 삶은 2,3세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다.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스스로를 영국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무슬림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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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아갔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학업 실패로, 청소년 비행과 일탈로 

나타났다. 때로는 마약거래와 폭력을 일삼는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소요사태의 주인공이 ‘아시안 갱’은 아니다. 

소요사태의 본질은 아룬 쿤드나니(Arun Kundnani)가 지적한대로 

“폭력에 상처받은 자들의 폭력(the violence of the violated)”이라는데 

있다. 인종 소요사태는 몇몇 소수의 일탈한 이주민의 난동이 아니라 

만연한 빈곤과 지속되는 인종폭력 앞에 달리 저항할 방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발언하는 방식이었다.

고려대학교,  woye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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