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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하얀 피부 검은 가면:

1960년대 미국 화이트팬더당과 ‘문화혁명’*1)

심재겸(베를린자유 학교 박사과정 수료)

1. 시카고 1968: 로큰롤과 ‘꽃의 아이들’

2. 소비사회의 아이들, 기성세대에게 반기를 들다

3. ‘문화에 대한 총체적 공격’: 화이트팬더당과 MC5

4. 소음의 정치학: 흑인성과 테크놀로지의 교합

5. 하얀 피부 검은 가면: 인격적 해방과 진정성의 회복?

아마도 1960년 는 미국 사에서 가장 소란스러웠던 시기로 기억될 것

이다. 존 F. 네디 암살의 충격과 함께 시작된 1960년 는 도 히 종잡을 

수 없는 폭력과 좌 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1960년 는 단지 사건의 나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1960년  미국의 운동은 이미 1950년 에 완성된  사회

와 소비자본주의에 한 반발이었다.

1960년  운동의 지도자들은 사회를 변 하기 해 투쟁해야 할 상이 

바로 문화의 역에 있다고 주장하 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  인간형에 

항하여 새로운 인간형의 창출을 추구했다. 그것은 노먼 메일러가 ‘화이트니

그로(The White Negro)’라 부른 백인성과 흑인성의 혼효 다. 1960년 의 청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 논문 ｢‘소음’의 정치학: 1960년  미국 화이트팬더당

과 문화 명｣(한양 학교)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

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 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AKS-2012-DZZ-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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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대항문화, 로큰롤, 진정성, 화이트팬더당, MC5, 1968

년들은 백인 인 것을 분리, 경쟁, 개인주의, 획일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

한 반면, 흑인 인 것은 백인의 서구문명이 잃어버린 자연성과 공동체 정신을 

간직하는 것처럼 보았다. 흑인성에 한 인종  구축은 흑인  퍼포먼스, 감

정, 그리고 그 신체가 백인 심의 사회에서 표상하는 부정, 불순, 자연을 형상

화한다. 그것은 서구 지  통의 과학  합리  사고와 이항 립 으로 구성

되는 ‘원시주의(primitivism)의 스펙터클’이었다. 그런 에서 백인 로큰롤이 

흑인성을 유하는 것은 백인과 흑인, 그리고 우월과 열등의 계를 복하면

서 독특한 반사회  미학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백인 10 들은 흑인음악을 

듣고, 흑인음악을 연주하면서 소외와 고립을 극복한 ‘화이트니그로’가 되고 

싶었다. 그들은 억압 인 기성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자신만의 국가를 만들고

자 하 다. 시어도어 로작이 이름 붙인 ‘ 항문화(counterculture)’는 바로 그 

‘국가’의 문화 으며, 로큰롤은 문화 명의 가장 강력한 첨병이 되었다.

1. 시카고 1968: 로큰롤과 ‘꽃의 아이들’

“…18세 혹은 28세로 보이는 마치 커다란 버섯 같은 머리를 한 은 

백인 가수가 선 라(Sun Ra)의 우주 인 음악과 <왕벌의 비행(The Flight 

of Bumblebee)> 사이에서 마치 은하계를 넘나드는 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마치 윙윙거리는 리처럼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소리는 마치 발정난 자음 같았으며, 소용돌이와 같은 사운드와 소음

의 힘은 정에 이르면서 폭발하는 하나의 로켓과 같았다. 그것은 허무

주의 속에서 으르 거리는 야수의 포효 다… 훈족의 뿔나팔 소리조차 

이와 비견될 만한 소음을 내본 이 있는가?… 리포터들은 이 더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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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같은 10  아이들이 모든 통 인 음악  질서가 괴된 사운드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해체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세 들이라

는 것을 알았다…”1)

화이트니그로(The White Negro)(1957)의 작가 던 노먼 메일러

(Norman Mailer)는 1968년 8월 시카고 민주당 당 회를 앞두고 열린 

‘삶의 축제(The Festival of Life)’에 출연한 MC5(Motor City-5)라는 디트로

이트 출신 한 밴드의 공연을 이 게 묘사했다. 1968년이라는  세계

인 명 분 기 속에서, 당시 미국의 운동 세력과 기성 권력이 가장 

첨 하게 립하 던 이 장소에서 울려 퍼진 이 ‘ 명  소음’은 단지 

시 자들의 여흥을 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 음악은 <We 

Shall Overcome>과 같이 시 의 비장미를 장식하는 음악도 아니었고, 

<All You Need Is Love>처럼 시 를 막는 진압군의 총구에 꽃을 

꽂아주는 낭만 인 음악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을 감고 감상하

기에는 말 신경을 무 자극하 고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기에는 지

나치게 시끄러웠다. 노래나 연주를 하는 모습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

입고 은 미소를 띤 채 노래를 부르는 년의 가수들이나 하얀 손가

락으로 차분하게 피아노 소품을 치는 우아한 연주자들과는 거리가 멀

었다.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흥에 겨워 연신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열창하는 가스펠 악단이나 땀을 뻘뻘 흘리며 색소폰을 불어 는 흑인 

재즈 연주자인 찰리 커(Charlie Parker)에 가까웠다. 그뿐만이 아니었

다. 테크놀로지의 총아인 앰 리 이어(amplifier) 시스템의 볼륨은 항

상 최 다. 스피커가 찢어지도록 터져 나오는 사운드는 마치 총과 

1) Norman Mailer, Miami and the Siege of Chicago, New York: Donald I. Fine Books, 

1968, pp.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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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와 폭격기가 난무하는 의 쟁터에 있는 것 같았다. 5명의 

백인 소년들로 이루어진 이 밴드는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자 

황홀경 속에서 바로 그 흑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다시 1968년의 시카고로 돌아가보자. 1968년 6월 로버트 네디

(Robert F. Kennedy)의 암살은 이미 같은 해 4월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암살로 인해 뜨거워진 국 인 기 분 기

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의 재선 포기 연설 

후, 베트남 의 조기 종결을 선언하며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정

한 네디 상원의원의 암살은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 청년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정치 체제는 완 히 붕괴한 것 같았

다. 그 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이루어질 8월 시카고 당 회에서

의 격돌은 충분히 견된 일이었다. 민주사회를 한 학생연합

(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 이하 SDS)은 반 인 조지 맥거번

(George Mcgovern)을 지지하기 해 시 를 조직하 고, 자칭 ‘정치  

히피’임을 주장한 뉴욕의 청년국제당(Youth International Party)은 기성

사회의 ‘죽은 문화’에 항하기 한 ‘삶의 축제’를 기획하 다. 청년

국제당의 에드 샌더스(Ed Sanders)는 디트로이트 지역의 ‘히피들의 왕

(King of the Hippies)’이라고 불리던 존 싱클 어(John Sinclair)와 그가 

매니 를 맡고 있던 MC5에게도 ‘삶의 축제’에 참가하기를 권유하

고, 싱클 어는 쾌히 승낙하 다.2) 하지만 시카고의 상황은 그다지 

낙 이지 못했다. 청년국제당은 마리화나와 LSD 합법화, 화폐제도

의 철폐, 시카고 경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리 릿들을 유포하 고 

시카고 상수도에 LSD를 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시카고의 시

2) John Sinclair, “Flash! MC5 Set to Kick Off Festival Of Life! Yippie!”, Ann Arbor 

Sun, August 7,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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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었던 리처드 데일리(Richard Daley)는 시 를 방지하고자 1만 2천 

명가량의 경찰 병력과 FBI 요원, 그리고 6천 명의 주 방 군과 육군을 

거리에 배치하 다. 베트남 을 지지하는 허버트 험 리(Hubert Humphrey)

를 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시카고의 거리에

서는 경찰 폭력이 정에 달하 다. 최소 500명 이상의 크고 작은 부

상자를 낸 시카고 당 회의 유  진압을 두고 역사가인 데이비드 

버(David Farber)는 그의 책 Chicago ’68에서 이 사건이 미국의 정치  

그리고 문화  질서의 한 기 양상이었음을 지 했다.3)

미국의 가장 큰 학생운동단체 던 SDS는 더 이상의 자유주의  개

의 시도를 거부하 다. 그리고 지난한 논쟁을 거쳐 마오주의 계열의 

PL(Progressive Labor)과 비 무장투쟁에 돌입할 일기 보자(Weather 

Underground) 그룹 등으로 분열되었다. 1968년의 상황은 다양하지만 

다소 정치 으로 느슨했던 집단들에게 실제 인 으로 다가왔으

며,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들을 괴롭혔고 결국 분열  만

들었다. 흑인 민권운동은 마틴 루터 킹의 암살 이후 이미 몇 년 에 

암살당한 맬컴 X(Malcolm X)와 다시 손을 잡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블랙 워를 기치로 내건 흑인 내셔 리즘은 마틴 루터 킹과는 다른 

노선으로, 즉 통합에서 분리로 나아갔으며 경찰력에 조직 으로 항

하기 한 자 단체 던 블랙팬더당(Black Panther Party)의 조직에 이

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소  ‘히피’라 불리던 항문화4) 그룹들은 이 과

3) David Farber, Chicago ’6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 xiii.

4) 항문화라는 개념은 1960년에 발표된 존 잉거의 ‘반 문화(contraculture)’에서 

출발한다. 잉거는 하 문화와 반 문화를 구분하면서, 이를 기성사회의 그것과

는 다른 가치와 규범의 집합인 거부운동으로, 곧 지배문화와의 변증법  계를 

가지는 ‘ 안(alternative)’문화로 정의하 다. 1968년 시어도르 로작은 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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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정치  조직화를 꾀하며 거 한 내 으로 치닫는 이 투쟁에 

제3의 세력으로 참가하 다. 1960년  반을 기 으로 미국 역에

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 ‘꽃의 아이들(Flower Children)’이라는 청년의 집

단은 꽃이나 인도 풍의 이국  장식이 붙은 란한 날염무늬 옷을 입

고, 장발과 맨발의 모습으로 마리화나를 피워 며 리섹스(free sex)를 

주장하고, 로큰롤 공연에 열 하 다. 이들은 마르크스나 닌, 트로

츠키 따 는 읽어본 도 없었고 정치 개 보다는 기성사회로부터의 

이탈을 갈구한 반항아들이었다. 시시콜콜하고 묵은 연좌농성(sit-in)

이나 농성토론회(teach-in)에는 흥미가 없었다. ‘사랑과 평화’의 구호 

아래 로큰롤과 시 낭독, 연극, 집단 환각을 선사하는 비인(be-in)과 러

인(love-in)이 이들의 구미에 더 잘 맞았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

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보수  인사들이 난색을 표한 것은 말할 나 도 없었다. 항문화

가 들고 온 새로운 ‘도덕’은 미국  가치와 자유주의  지  통에 

한 총체  도 이며 사회  타락과 무책임함, 그리고 나르시시즘  

자기방종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다.5) 신좌 (New Left)운동가들조차

도 우려의 길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SDS의장이었던 톰 헤이든

문화’를 ‘ 항문화’로 명명하면서 당시의 청년운동을 항문화  실천으로 규정

하 다(John Milton Yinger, “Contraculture and Subcul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960, pp. 625~635; Theodore Roszak, The Making of a Counter Culture, 

London: Faber and Faber, 1969 참조).

5) 앨런 블룸, 미국 정신의 종말, 이원희 옮김, 범양사, 1989, 359~384쪽; Fred 

Barnes, “Revenge of the Squares”, The New Republic, 1995, pp. 23~29; Maureen 

Dowd, “Not Feeling Groovy”, New York Times, July 4, 2004; Newt Gingrich, 

“Renewing American Civilization: Toward an Opportunity Society”, The Futurist 29, 

1995, pp. 10~14; Stephen Macedo(ed.), Reassessing the Sixties: Debating the Political 

and Cultural Legacy, New York: W. W. Norton, 1996, pp. 3~8 등 참조.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4(KST)



하얀 피부 검은 가면: 1960년  미국 화이트팬더당과 ‘문화 명’_ 심재겸  15

(Tom Hayden)은 항문화를 정치 으로 무력하며 체제를 바꾸는 데 

심이 없는 ‘도피주의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6) 모리스 

이서먼(Maurice Isserman)은 “ 항문화는 자아도취  도피 이상도 이하

도 아니며, 어떻게 수만 명의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리섹스를 

즐기며 로큰롤을 듣는 것을 진  변 과 동일시하 는가?”라고 의

문을 표하기도 하 다.7) 

진 인 활동가마 도 항문화가 단순히 백인 산층 남성들의 

욕망의 표 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 지배 계 의 이해와 공모한다는 

냉소를 보내는 동안, 항문화와 로큰롤은 1960년  세 들의 경험을 

반 하며 동시에 극 으로 구성하고 조직하고 있었다. 가부장  권

에 한 베이비부머의 커져가는 불안감, 신뢰할 수 없는 기성정치, 

투  민권운동 그리고 베트남 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커져 가는 은 세 들의 좌 과 분노는 정치화된 

문화의 탄생을 지핀 불씨 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음악은 분명 그 

투쟁의 한 부분이었다. 이 은 록 음악이 어떤 념들을 기반으로 

청년의 욕망을 재 하고  1960년 라는 특별한 역사  시 에서 

어떻게 정치  비 을 획득했는지 해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 다. 특히 로큰롤을 ‘문화 명’의 무기로 치켜 든 디트로이트 화

이트팬더당과 MC5는 이에 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이 사례 연구를 통해 항문화의 배경, 개과정, 그리고 그 내  논리

와 의미를 추 하고자 한다.

6) Terry Anderson, The Movement and the Six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270.

7) Maurice Isserman and Michael Kazin, America Divided: The Civil War of the 1960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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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사회의 아이들, 기성세대에게 반기를 들다

제2차 세계  이후 미국은 ‘풍요로운 사회’라는 역사상 례 없

는 경제  번 과 사회  안정의 시 를 맞이하 다. 19451~1960년 

사이 미국의 GNP는 2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증가하 고, 실업

률은 5퍼센트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인 이션도 3퍼센트 이하에 달

하 다. 학교와 주택 보 을 해 늘어난 정부 지출과 제  군인을 

한 보조  등의 복지 정책 수립, 고속도로와 교외 주택의 건설 붐은 

경제성장을 지속 으로 자극하 다. 게다가 한국 쟁기에 시작된 베

이비 붐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수요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 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새로운 구매력을 갖춘 을 생산해냈다. 부모들

은 새로운 쇼핑몰로 차를 몰았고 아이들은 유행상품의 끊임없는 공

에 환호하 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주고, 어머니는 걸스

카우트 모임에 딸을 배웅하 으며, 녁에는 모두 거실에 모여 통  

가치와 건 한 삶을 강조하는 텔 비  쇼를 시청하 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는 일반인의 삶에서 

공동체와 통, 의미가 소실되어 가는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익명의 삶을 살고 공장과 사무실에서 틀에 

박힌 일을 하고 있었다. 사회의 규모가 무 커져서 역사 으로 사회

 교류의 기 던 것들이 바 고 있다고 여겨졌다. 일상의 삶이 

통 인 공동체 심의 뿌리에서 멀어지면서,  경험이 갈수록 테크놀

로지와 상업에 의해 매개되면서 개인들은 소외를 느끼기 시작하 다. 

갈수록 ‘ 량(mass)’은 ‘개인’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 고,  매체는 

획일화된 문화의 장본인으로 비난받았다. 이른바 “회색정장을 입

은 사람들(The Man in the Gray Flannel Suit)”의 사회로 변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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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교외의 량 조립 주택, 동질 인 량 소비, 료주의  합리성

의 요새라는 소외와 몰인간화의 상징이었다. 문제는 ‘ 량’이었다. 당

시의 지식인들과 비트(beat) 작가들은 이 후 산업사회를 그 물질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정치  수동성, 획일화, 순응주의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불만을 터트렸다.8) 

후 경기의 속한 성장과 함께 늘어난 부모의 수입과 범 한 

유휴 시간제 노동 덕분에 학교에 재학 이던 베이비 붐 세 들은 많

은 용돈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물질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10

 아이들에게 그 세계에서의 단조로움과 권태감은 종종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싱클 어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 다.

성인이 되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축해놓은 돈으로 학

을 무사히 졸업하고, 집의 여자아이와 결혼해서 융자를 얻고, 자동차

를 사고, 매주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며, 행복한 작은 가정을 꾸미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세계에서의 최선이었다… 나는 우리 부모

들이 직장에서 기계처럼 변해 가는 것을 보아왔다. 게다가 집에서도 그

들은 무의미한 텔 비  앞에 들러붙어 매시간, 매일, 매년 떠들어 는 

상품 고에 들어 갔고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 체 차 무감각해지고 타락해 갔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8) 1950년 의 순응주의와 정치  수동성, 획일 인 사회를 비 한 표 인 논

와 문학 작품은 다음과 같다. David Riesman, Nathan Glazer and Reuel Denney, 

The Lonely Crow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 William H. Whyte, 

The Organization Man, New York: Simon & Schuster, 1956; Allen Ginsberg, Howl, 

San Francisco: City Light Books, 1956; Van Packard, The Hidden Persuaders, New 

York: D. McKay Co., 1957; Norman Mailer, The White Negro, San Francisco: City 

Lights Books, 1957; Jack Kerouac, On the Road, New York: Penguin Book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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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정확히 형용하지는 못하 지만, 단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9)

10 들은 원자화, 집단화, 지루함, 고립, 두려움의 경험에 항하

다. 그들은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하 으며, 그 출구가 된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 사회에 한 반항은 가장 일상 인 부분이

었던 음악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백인 음악을 ‘기계 인 

삶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무디게 만드는 아스피린’과 같은 혼 없는 

노래이자 조작된 량으로 치부하며 노골 인 반감을 드러냈다. 토요

일 녁에 방송되던 ‘당신의 히트 퍼 이드(Your Hit Parade)’에서는 도

로시 콜린스(Dorothy Collins)와 스 키 랜슨(Snooky Lanson)이 <럭키 스

트라이크>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타지를 조장하 으며, 이것은 오

히려 10  아이들로 하여  사회가 인 이고 억압 이며 ‘오

염’된 비인간  체제라고 여기게 만들었다.10) 반면 척 베리(Chuck 

Berry)나 제리 리 루이스(Jerry Lee Lewis) 등의 흑인음악은 아이들을 ‘뛰

게’ 만들었다. 성인을 한 백인 음악인 주류 ‘ 량’상품은 억압

의 상징이었고, 상 으로 신실하며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비주류, 

비 인 것에 한 탐닉, 이른바 ‘반(反) 량’의 즐거움은 흑인음악

과 로큰롤을 단지 소비하는 상품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다. 척 베리와 

엘비스 슬리의 음악을 듣고 <Rock Around the Clock>에 맞춰 

 9) John Sinclair, Guitar Army: Street Writings/Prison Writings, New York: Douglas Book,

1972, pp. 8~12.

10) Ellen Sander, Trips: Rock Life in the Sixti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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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추는 것은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속하는 자신들만의 것이었고, 

‘ 편화되고 무감각한 인간들’만을 양산하는 기계 인 세계로부터의 

해방구이자 순응의 요구에 한 답이었다.

엘비스 슬리는 1950년  소외된 10 들의 우상이 되기에 충분

하 다. ‘기타를 든 조니(Johnnie with A Guitar)’라고 불린 슬리는 

사회에 한 염증을 토로하는 호 밭의 수꾼의 홀든 콜필드와 우

울하고 소외된 10 의 자기 괴  미학의 상징인 제임스 딘과 더불어 

10 들의  다른 역할 모델이었다.11) 그것은 부모는 두려워하지만 

아이들은 환호하는 반항의 이미지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산층 

아이들은 부모의 ‘부’를 증오하 고 노동계  출신의 슬리는 가

난을 증오하 다. 그는 실제로 부모에 해 이지 않았고, 그가 

이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의 약정신이었다. 따라서 슬리

는 끊임없는 소비와 사치에 열 한 라스베이거스  인물이자 아메리

칸 드림의 상징이었다는 것이 더 옳다. 하지만 슬리가 ‘안방에 

한 공격’으로 여겨졌던 것은 그의 성 인 공격성, 즉 ‘허리 아래를 

흔드는 춤’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성  매력을 무기로 삼은 ‘흑인  

표 성’이기 때문이었다. 에드 설리반(Ed Sullivan) 쇼에서 그의 춤은 

모욕스러운 ‘동물  행 ’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져 허리 ‘ ’만 녹

화되었고, 그의 음악과 춤의 ‘출처’를 잘 아는 남부 사람들은 그를 미

국  생활 방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12)

엘비스 슬리는 자신의 계 과 인종에서 벗어나는 정체성을 체

11) 조니는 화 < 험한 질주(The Wild One)>에서 말론 란도의 역이었다. Glen 

Jeansonne and David Luhrssen, “Elvis: Rock And Roll’s Reluctant Rebel,” History 

Today, August 2007.

12) 같은 책,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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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이었다. 물론 그는 결코 그것을 정치 으로 의식한 은 없

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남부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일

상  행 들을 체화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벌

어지는 논쟁들은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과 더불어 미국사회에서 백

인의 흑인되기의 정치  험성 사이에서 배회하 다. 1950년  말 

군복무를 충실히 수행한 슬리는 애국 인 미국인임을 표명했고, 

번쩍이는 붙이로 장식한 재킷을 입고 춤을 추거나 하와이에서 알록

달록한 셔츠에 꽃다발을 목에 걸고 우쿨 를 튕기는(<Blue Hawaii>, 

1961) 아메리칸 드림의 웅으로 등장하 다. 하지만 10 들은 홀든 

콜필드  좌 에서 벗어날 방식을 슬리를 통해 무의식 으로 배

웠다. 그리고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가 울부짖음(Howl)(1956)

에서 “로 의 아 트!(robot apartments!), 먼 자본!(blind capitals!), 악마 

같은 산업!(demonic industries!)”이라고 외쳤을 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Eisenhower)가 1960년의 통령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험성을 경고했을 때, 그들의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의 부유하는 반항성들은 이미 그 상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3. ‘문화에 대한 총체적 공격’13): 화이트팬더당과 MC5

화이트팬더당은 1968년 이 까지 정치  투쟁과는 거리가 먼 문화 

술 집단이었다. 1964년경부터 존 싱클 어를 비롯한 주요 구성원은 

13) John Sinclair, “Total Assault on the Culture,” Warren-Forest SUN, March 1968.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4(KST)



하얀 피부 검은 가면: 1960년  미국 화이트팬더당과 ‘문화 명’_ 심재겸  21

학가 근방의 비트 술가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사회 개 보

다는 무미건조한 기성사회로부터 벗어난 고립노선을 추구하 다. 당

시 비트 술가 공동체들은 1950년 부터 곧 제기되어왔던 사

회와 소통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다. 싱클 어는 그의 공동체 던 

아티스트 워크 (Artists’ Workshop)의 1964년 선언문에서 “ 사회는 

술가들 그리고 인민들을 분리시키고 생기가 넘치며 활동 일 수 있

었던 공동체를 외롭고 방어 이며 신경쇠약에 걸린 인간들의 집단으

로 원자화”하 다고 토로했다.14)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학가 

주변의 활동가들은 비트  감수성을 반사회  집단 조직 활동으로 

환시키고 있었다. 1967년경 싱클 어는 아티스트 워크 과 더불어 새

로운 재정 지원 조직인 트랜스러 에 지(Trans-Love Energies, 이하 TLE)

라는 공동체를 운 하기 시작하 다. 하지만 TLE는 이 의 고립주의

인 공동체와는 달리 히피들의 세력화와 그 운  자  마련을 해 

외부 으로 열린 조직이었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밴드의 공연 기획, 

연습 공간 제공, 화· 보 시설을 포함한 24시간 공동체센터의 운  

등이었다. 개 이 의 리  문화 활동이 피 스 에스테이트(Fifth 

Estate)나 워런-포리스트 선(Warren-Forest Sun) 같은 언더그라운드 신

문 출 에 기 었던 것에 반해, MC5라는 록 밴드와의 결합은 TLE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 다.

싱클 어가 MC5를 처음 만난 것은 1966년 8월에 기획되었던 ‘인

민 축제’에서 다. 디트로이트 지역의 10 들에게도 후 시기는 풍

요로운 경제  기회의 시기 다. 일자리는 풍부했고, 임 은 높았으

며, 펜더(Fender)나 깁슨(Gibson)의 기 기타는 300달러만 주면 살 수 

14) John Sinclair, “The Artists’ Workshop Society: A Manifesto,” November 1,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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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구라도(유휴 노동직을 겸하며) 록 스타를 꿈꿀 수 있었던 시

다. MC5는 1964년경부터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클럽과 고등학교 행

사 연주를 하며 하 고, 1966년에는 보다 국 인 밴드가 되기 

해 청년 히피 세력이 차 늘어나던 웨인(Wayne) 주립 학 근교로 

이동하 다. 그들은 그곳에서 ‘히피들의 왕’이었던 싱클 어를 만나

게 되었고 그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MC5의 음악은 당시 유행하던 기 기타와 고출력 앰 , 그리고 미국 

흑인 블루스 음악을 기 기타로 연주한 국 백인 음악의 향에서 

출발하 다.15) 록, 리듬앤블루스와 재즈를 혼합한 그들의 음악은 기

타의 디스토션(distortion)과 피드백(feed back) 사운드를 주로 강렬한 

자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싱클 어는 선 라와 존 

콜트 인(John Coltrane) 같은 흑인 리재즈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1950년  후반부터 상업화된 디트로이트의 팝 음악에는 별 다른 심

을 보이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MC5의 ‘소음’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

다. 심지어 그들의 끔 한 소음에 놀란 니 싱클 어는 연주 도  

앰 의 원을 뽑아버렸다.16)

백인 록에 해 거부감을 가졌던 싱클 어가 MC5와 활동을 같이하

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다. 물론 1966년 당시 백인 록 음악을 샌 란

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진 인 사회운동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싱클 어가 MC5를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10 들에게 인기를 얻던 백인 로큰롤

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한 경제  동기 역시 작

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MC5의 참여는 싱클 어와 TLE를 디트로이트 

15) John Sinclair, “Rob Tyner Interview,” The Warren-Forest Sun, May 1967.

16) Ken Shimamoto, “Leni Sinclair: Through the Camera’s Eye,” I-94 Bar, 1999.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4(KST)



하얀 피부 검은 가면: 1960년  미국 화이트팬더당과 ‘문화 명’_ 심재겸  23

지역의 가장 에 띄는 항문화 집단으로 만들었다. 사이키델릭 조

명, 사기를 이용한 란한 이미지 연출, 최  출력 앰 의 소음에 

가까운 사운드, 그리고 거침없는 성  묘사는 10 와 히피들의 열

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 다. 클로버란 클럽의 장비 매니 던 마이

크 월터는 당시의 공연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다.

MC5는 화려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강력한 마샬 앰 로부터 울려 퍼

지는 포효와 함께 무 를 장악했다. 고성을 넘어선 고성은 거의 고통스

러울 지경이었다.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성이었다! 마지

막에 밴드의 가수는 한 여자를 불러 스테이지로 나오게 했다. 그녀는 

내키지 않는 치 지만 자신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는 무

로 마지 못해 이끌렸다. 그들은 천천히 흥분을 느끼게 되었고, 여자는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하 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둘은 무  으

로 내려가 연주가 끝날 때까지 미친 듯이 성교를 하기 시작하 다. 우리

는 어떤 불 한 여자가 무 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 여기고 당황하

다. 쇼는 끝났고 나는 장비를 싣기 해 무  뒤로 갔다. 내가 밴드 기

실을 들여다봤을 때, 그 ‘강간’당했던 여자가 재 틀 앞에 앉아 찢어진 

옷을 깁는 것을 보았다. 다음 쇼를 해! 그녀는 한 패 고 모든 것은 

연극이었다!17)

근교 백인 10 들 사이에서 높아져 가는 인기 탓인지 오히려 그들

은 지역 경찰의 주시의 상이 되었다. 게다가 MC5가 외치는 “폭탄을 

던져라,” “ 부 불태워버려라,” “니미 씹할 놈들” 등의 가사는 지역 

17) Mike Walter, “MC5 at the Straight Theater,” Clover Infopage, March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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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반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경찰들은 마리화나 단속이라는 

이름 아래 히피 공동체에 몰래 침입하여 훼방을 놓고 체포하려 들었

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경찰의 행 를 차 견딜 수 없었다. 경찰의 

압력이 심해지자 MC5는 공연 도 에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의 퍼포먼

스를 벌 고, 클럽 주인들은 경찰과의 마찰을 염려하여 공연을 지시

키거나 혹은 거부하 다. 게다가 1967년 7월 디트로이트 인종 기, 

그리고 1968년 4월 마틴 루터 킹의 암살 이후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장발은 마치 흑인 청년처럼 경찰에게 검문당했다. 1968년의 디트로이

트에서 “장발은 흑인과 같은 범주에 들어 있었다.”18)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청년과 기성세 와의 투쟁과 

항의 내러티 다. MC5와 싱클 어의 공연은 경찰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 때로는 ‘외설 행 ’라는 명목으로, ‘국가 모독’이라는 명목

으로, 진주의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그들 주 에는 항상 경찰의 

감시가 따라다녔다.19) 마리화나 소지죄가 가장 간편한 체포 수단이었

다.20) 싱클 어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무려 세 번이나 감옥을 드

18) Ken Shimamoto, “Leni Sinclair: Through the Camera’s Eye.”

19) 디트로이트 경찰은 1930년 부터 좌익 노동조합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지하운동 등의 진 집단의 색출과 추 을 한 특별수사국(SIB)과 드 스쿼드

(Red Squad)를 조직해왔다. 디트로이트는 20세기 반부터 남부 백인들이 거 

유입된 지역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 재향군인회 등의 공격 인 우익 집단이 

형성되었고 디트로이트 경찰국은 이들과 연합하여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지역 내 반공 정보 활동, 노동계  거주구 감시, 사보타주 감시와 정탐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1960년 에 들어서면서 특별수사국과 드 스쿼드는 FBI

와 긴 하게 연계하면서 신좌 와 블랙팬더당과 같은 흑인 항운동을 주요 

감시 상으로 삼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rank Donner, Protectors of Privilege: 

Red Squads and Police Repression in Urba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53~59 참조.

20) 랭크 도 에 따르면, “마리화나 체포는 정치  이의자에 한 형벌이 되었고, 

약물 복용에 한 기소 박은 학생 고자와 ‘ 력하는’ 데 가장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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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었다. 공동체에 한 공공연한 감시와 습격, 체포가 잦아지자, 이

에 따라 싱클 어의 정치  수사는 더 격렬해졌다. 하지만 그러한 반

응 자체가 계속되는 경찰 폭력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 다. “고등학

교 친구들은 베트남에 가서 시체운반용 부 자루에 담겨져 돌아왔다. 

우리는 모두 마리화나를 피워댔고 그것이 독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돈을 얻기 해 세 일 을 털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쟁에 해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21) 모든 이들에

게 기성세계와 히피들의 세계 간에 극명한 분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 다. 

4. 소음의 정치학: 흑인성과 테크놀로지의 교합

1968년 8월 시카고에서의 ‘패퇴’ 이후, 싱클 어는 경찰의 폭력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었다. TLE에서 

‘흑인 음악’이 그들에게 감을 주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정치  조

직화와 ‘ 명’ 활동의 모델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흑인 민권운동, 특

히 경찰의 압력에 항하여 스스로 자 , 자결  조직을 추구했던 

블랙팬더당이었다. 1968년 8월에 이루어진 한 인터뷰에서 블랙팬더

당의 휴이 뉴튼(Huey Newton)은 “백인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

에 해, 백인 청년들이 “제국주의에 항하는 투쟁에서  세계의 

수단”이 되었다(Frank Donner, “A Special Supplem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American Political Intelligence,” New York Review of Books 16, April 22, 1971).

21) John Sinclair, “Rob Tyner Interview,” The Warren-Forest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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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인민들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백인 동지들 스스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화이트팬더’가 되는 것이라고 답하

다.22) 같은 해 11월 싱클 어는 백인 청년들의 항문화 단체인 화이

트팬더당의 조직을 선언하 다. 화이트팬더당은 고립, 분리, 경쟁, 이

기  개인주의, 산업 획일성, 애정 결핍과 두려움이라는 ‘죽음의 문화’

를 양산하는 기성사회를 거부하고 공동 주거, 공동 생산, 공동체  사

랑과 공유, 공동체  조직 형태, 공동 참여라는 ‘삶의 문화’로써 이에 

항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항  ‘삶의 문화’의 핵심에는 로큰롤이 

있었다.23)

MC5의 청 들에게 후 미국사회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의 유산이

자 동시에 그 어두운 그림자 다. MC5의 음악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를 연상시키는 듯한 주기 인 반복과 기의 힘을 빌린 고출력 기계

음향을 이용하여 기계  일상에서의 반복성과 단조로움을 보여 다. 

하지만 테크놀로지로 상징되는 ‘백인성(whiteness)’은 바로 합리성, 객

성, 억제, 제, 경쟁, 성취를 의미하 다.24) 이것은 화이트팬더당이 

기존 백인 심 사회에서 거부하려고 했던 것, 즉 소통의 부재와 공동

체의 편화, 소외와 고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행 의 경직성을 지시

하는 것이었다.

경직된 생활 방식과 문화는 모두 분리에 한 것이다. 그것은 모두 

산업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람들은 부족(tribe) 혹은 집단과 함께 

22) Interview with Huey Newton, The Movement, August 1968.

23) John Sinclair, “Rock and Roll is a Weapon of Cultural Revolution,” Fifth Estate, 

December 12-25, 1968.

24) John Sinclair, “Rob Tyner Interview,” The Warren-Forest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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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 사는 신 자신만의 작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치 산업

생산 유닛처럼 작은 핵가족으로 고립되어, 거 한 ‘자본가’에게 쉽게 조

작되고 통제된다. 그리고 텔 비 은 가장 극단 인 에 지(low-energy) 

여행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앉아 있다. 당신

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다.25)

반면, 흑인의 재즈와 로큰롤, 즉흥 연주는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폭발 인 분출이었다. 그것은 백인의 제된 춤곡이 아니라 온몸이 

땀에 젖도록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이었다. MC5와 싱클 어

가 자신들의 음악을 두고 “총체 인 고에 지(high-energy) 음악”으로 

지칭했던 것은 이 명백한 반(反)백인성에서 출발한다. ‘자연성’, ‘에

지’, ‘흑인성’, ‘공동체’, ‘반문명’, ‘원시성’, ‘주변성’ 등은 모두 동일한 

상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부재한 것, 억압된 

것으로 여겨진 것, 그 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을 지시하는 기호 다. 

이러한 념은 ‘타자’와의 동일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SDS와 

같은 백인 학생운동 조직이 자신들을 베트남 인민과 동일시했던 것처

럼, 흑인 인구가 많은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소외받는’ 청년들은 쉽게 

‘억압받는’ 흑인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 다. 샌 란시스코 공동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항문화가 비서구 인 것, 동양 인 것, 원시 인 

것에서 ‘출구’를 찾고자 선(禪) 수련, 명상, 이국  옷차림, 인디언식 

조직을 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 존재한다. 이와 같이 로큰롤과 항

문화의 문화  자원은 바로 ‘ 량’, ‘주류’, ‘ 산층’, ‘성인’, ‘백인’ 

25) John Sinclair, “The Penitentiary Ain’t Shit to Be Afraid of: Interview with Peter 

Steinberger,” Big Fat, June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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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반 항에서 추출되었다. 물론 이국주의는 이국 인 것을 타자, 

즉 식민지인들로 규정하는 심부  사고의 산물이다. 이국 인 것은 

본질 으로 17세기부터 형성된 미학  카테고리이며, 이 개념은 ‘잃

어버린 본능’에 한 상상  노스탤지어이다. 피카소와 다른 화가들

이 이미 아 리카 술에서 자신들 감수성의 새 방면을 개척해  원

천을 찾은 것처럼, 드뷔시나 말러의 오리엔탈리즘은 이국주의가 도

시의 문화 질서와 합리성을 복시킬 수 있는가에 한 탐색이었다. 

1965년 와츠(Watts) 폭동 이후, 랭크 자 (Frank Zappa)는 <Trouble 

Every Day(≪Freak Out!≫, 1966)>에서 이 게 노래했다. “나는 흑인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백인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얼마나 열망하

는지 모른다.” 그리고 앤디 워홀의 암살을 꾀했던 게릴라 조직이었던 

‘Up Against the Wall, Motherfucker(UAW/MF)’의 신이 뉴욕의 아방

가르드 문학 집단이었던 검은 가면(Black Mask)이었다는 것은 사실 놀

라운 일이 아니다. 백인 로큰롤은 인종주의 사회에서 흑인되기의 인격

 해방과 정치  긴장 사이를 유 하 다. 이국주의와 더불어 흑인성

은 항상 자기구성 인 것이 아니다. 흑인성에 한 인종  구축은 흑

인  퍼포먼스, 감정, 정서, 그리고 그 신체가 백인 심의 사회에서 

표상하는 부정, 불순, 자연을 형상화한다. 그것은 서구 지  통의 

과학  이성·합리  사고와 이항 립 으로 구성되는 ‘원시주의의 스

펙터클(spectacle of primitivism)’이었다. 그런 에서 백인 로큰롤이 흑인

성을 유하는 것은 백인과 흑인, 그리고 우월과 열등의 이항 구분의 

계를 복하면서 독특한 반사회의 ‘미학’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다시 테크놀로지의 문제로 돌아가보자. MC5와 백인 로큰롤 밴드들

은 흑인성에 한 낭만주의  정의를 극 으로 자신들의 반사회성

의 원천으로 유했지만, 그들은 몰인격  테크놀로지로 상징되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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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 면 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거친 소음의 음

악은 역설 으로 테크놀로지에 의한 것이었다. 이 ‘총체 인 고에

지’ 음악은 기 기타, 기술  음향 변조, 확성 장치라는 백인의 테크

놀로지와 흑인의 음악을 결합한 백인  ‘합리성’과 흑인  ‘자연성’의 

모순 인 결합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결코 테크놀로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 다소 역설 인 것은 그들은 오히려 테크놀로지야말로 

미래의 공동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으로 인식했다

는 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을 

때, 미국인들은 이 경이로운 괴 무기에 한 공포감와 동시에 기

감이라는 모순 인 감정을 떠올렸다. 이러한 모순  감정은 1950년

의 냉 문화 속에서 핵 멸의 세계라는 암울한 이미지와 원자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신 미래라는 낙 인 이미지로 분열되었다. 

1950년  미국 만화의 이른바 수퍼 웅들의 세계는 번 과 동시에 

불안의 시 를 그려냈다. 그리고 이 수퍼 웅들이 테크놀로지를 넘어

서는 수퍼 테크놀로지의 담지자들이었다는 은 당 의 문화 속

에 드러난 정치  무의식이다. 1968년 8월 청년국제당의 ‘삶의 축제’

에서 배포된 리 릿의 내용은 보다 노골 이다.

“완  고용”을 해 정진하는 사회.

사람들이 노동의 고역에서 해방된 사회.

“기계로 하여  일하도록 하라.”라는 개념의 도입.26)

MC5와 싱클 어가 자신들을 기 시 의 원주민(natives of electric 

26) Youth International Party(Festival of Life Leaflet), “People, Get Ready,” Augus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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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혹은 기 원주민(electric aborigine)이라고 칭한 것처럼, 그들은 

 테크놀로지가 가진 “계 , 인종, 문화, 국  간의 인 인 경계들

을 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환 하 다. 특히 화이트팬더당은 ‘구석기

-사이버네틱 시 (paleolithic-cybernetic age)’라는 얼핏 모순 으로 보이

는 이미지를 미래의 사회상으로 규정하 다.27) 이 미래의 시 는 ‘기

계가 일하는’ 사회이자 모든 사람들이 고립과 분리 없이 ‘형제’와 ‘자

매’로 존재할 수 있었던 원시의 사회이며, 1960년  미국의 물질  

풍요와 정신  빈곤 사이의 간극이 합된 사회를 의미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MC5와 백인 로큰롤은 소외를 극복하고 총체 인 ‘인간성’

을 회복하고자 연 한 백인 청년들의 욕망의 조직화 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소외’와 립되는 ‘진정성(authenticity)’의 념이다. 

‘억압하는 성인들’에 항하기 해 ‘소외받는 청년들’은 연 하여 공

동체를 형성하고, 비주류, 비백인, 반상업 인 것을 탐닉하며,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국주의와 테크놀로지의 황홀경인 백인 로큰롤

은 사회 속에서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삶

의 해방’을 이루고자 하 던 진정성의 정치학으로 승화된다.

1969년 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라

는 자신의 슬로건처럼, 1960년 의 반란을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 다. 닉슨은 격동의 시 를 종식시키고 10년 의 ‘행복한 나날’

로 돌아가고자 했던 산층 기성세 들의 열망에 힘입어 경찰, 군 , 

정보기 을 모두 동원하여 항문화를 비롯한 국내 진주의자와 반

란자들을 제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과 약물상용자들, 흑인 

27) White Panther Party(The Central Committee), “The Program of the White Panther 

Party,” Sun/Dance, July 4, 1970; John Sinclair, “Rock and Roll is a Weapon of 

Cultural Revolution,” Fifth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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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운동은 차 투 으로 변해 갔고, 문화 쟁과 정치 투쟁의 분

기는 고조되었다. 화이트팬더당과 MC5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화

이트팬더당은 “ 명을 이룩하라,” “투쟁의 수 를 높여라” 등의 구호

를 외쳐댔고, FBI와 경찰은 그들을 “블랙팬더당을 강경하게 지원하는 

백인 군사 집단”28)으로 규정하 다. 이에 따라 존 싱클 어를 비롯한 

화이트팬더당의 핵심 구성원은 마리화나 소지죄, 음모죄 등의 이유로 

차례로 구속되었고, MC5는 그들의 지나친 정치  수사에 신물을 내

며 공동체를 떠나버렸다. 결국 화이트팬더당은 외부  압력과 내부  

균열 속에서 차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

5. 하얀 피부 검은 가면: 인격적 해방과 진정성의 회복?

백인 록의 ‘진정성’의 정치학은 타자에 한 매혹과 동일시라는 

념에 기반하고 있다. ‘백인성’은 물질  풍요와 정신  빈곤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흑인성’은 백인 사회가 제거하고 억압한 

욕망과 쾌락의 해방을 지시하는 ‘자연성’이었다. 따라서 흑인이 된다

는 것은 소외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격  해방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었다. 하지만 MC5의 보컬인 롭 타이 가 흑인식(afro) 머리 모양을 한 

28) Detroit SAC to FBI Director, COINTELPRO-New Left, August 28, 1969, File: 

100-35108; Ward Churchill and Jim Wall, The COINTELPRO Papers: Documents 

from the FBI’s Secret Wars Against Dissent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South 

End Press, 2002, p. 192에서 재인용; “화이트팬더당은 본래 블랙팬더당을 지지

하기 해 구성된 국내 백인 히피 출신 명 조직이다. 이들은 블랙팬더당의 

10  강령을 지지하고 자신들만의 10  강령을 추가, 이 모든 것들은 굴 를 

벗어난 개인들의 인격  해방에 한 요청이다”(Barry Kramer Report, Detroit 

SAC to FBI Director, January. 31, 1972, File: 100-3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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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자신의 인종과 계 의 문화에서 ‘스스로 유배됨’을 통해 ‘삶

의 해방’을 이루려고 한 시도는 결국 ‘하얀 피부, 검은 가면’의 충주

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블랙팬더당의 면  지지라는 자신들의 강령

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팬더당에는 결코 흑인 구성원이 참여한 도 없

으며, 흑인 민권운동이나 인종 기와의 어떠한 실천  동과 소통의 

장도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흑인성과 백인성이라는 실체는 없다. 그

것은 인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상호 

구축된 억압의  다른 이름이다. MC5와 백인 로큰롤 밴드들을 노골

으로 인종주의자라고 의를 울 순 없지만, 어도 그들이 인종주

의의 사고 체계 내에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실존  좌 의 극복을 

타자로부터 소환하는 방식을 공유했던 것이다.

비트  감수성과 흑인문화에 한 동경은 기술 료제(technocracy)와 

사회의 소외라는 정 짐에서 진정성의 정치학을 꽃 피운 씨앗이

었다. 그런 에서 언뜻 보기에 일 성 없는 아말감 덩어리로 보이는 

1960년  항문화 운동들은 다만 한 가지 공통 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타자에 한 낭만주의  동경과 더불어 테크놀로지의 발 에 

의한 여가  가능성에 한 탐닉의 역설 인 교합이었다. 따라서 20

세기의 새로운 인간형은 ‘honky’나 ‘negro’가 아닌 ‘white negro’이어

야 한다는 노먼 메일러의 주장29)은 여 히 흥미롭다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항문화는 결국 체제에 패배하고 포섭

되고 회유되었다. 그들의 반항성의 상징들은 리바이스, 웰빙 상품, 다

문화주의라는 소비주의의 언어로 박제화되었고, 히피들의 안  삶

의 양식은 다시 미국 산층 가치의 ‘외연’을 넓  것 같았다. 건

29) Norman Mailer, The White N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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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검소하며 직업정신이 투철한 청교도  시민이 여가의 가치와 소

비의 쾌락을 체득한 여피(yuppie)와 보보스(bobos)로 변한 것 외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역사가인 토마스 랭크(Thomas Frank)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회와 소비자본주의의 억압성에 항

하 다기보다는 그것들의 재생산을 한 새로운 원천을 제공하고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30)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로부터의 ‘출구 없음’이라는 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게 되는 출구에 한 ‘갈망’의 틈에서 새로운  정치학의 가능성

이 싹튼다. 그 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

게 살아갈 것인가(정치)에 한 문제가 아닐까.

30) Thomas Frank, The Conquest of Coo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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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te Skin Black Masks: White Panther Party 

and “Cultural Revolution” in 1960s in America

Shim, Jae Kyom(Freie Universität Berlin, Ph.D. candidate)

This article examines the White Panther Party(WPP) in Detroit in 

1960s and their idea of “Cultural Revolution.” America in 1960s is the 

period of material prosperity and spiritual poverty. In wild waves of 

“Sixties” movement, counterculture, including John Sinclair and WPP, 

protested this contradiction of modern America society.

Rock‘n’roll, including MC5, can be seen as an outgrowth of the mo-

ment in history when the significance of Fordism shifted from represent-

ing the American Dream to standing for the failure of it. For white 

youth, life under the Fordism meant not only the legacy of affluent soci-

ety, but the hopeless future of it at once. Rock‘n’roll of MC5 did not 

simply reproduce the sensibility of white labor class, but rather stood 

as an attempt to turn the logic against itself. In politics of ‘Noise,’ WPP 

tried to liberate the life itself by rock‘n’roll which is conflicting mixture 

of “Whiteness” and “Blackness.” In high-decibel sound expanded by 

technology, there was only peaceful coexistence without separation and 

isolation.

However, the change from “drop out” to “take over” should be consid-

ered as another eclecticism borrowing Marx-Leninist and Maoism revolu-

tionary politics alike they adopted sources from diverse cultural style. It 

seems that this eclecticism brought only contradiction and ruptur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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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hand, WPP was attacked by FBI and police for their “radical 

militancy,” MC5 began to grow tired of WPP’s increasing political ges-

tures and dropped out from WPP on the other hand. Finally, WPP was 

disorganized due to not only external oppression, but internal rupture.

Keywords: authenticity, counterculture, MC5, rock‘n’roll, White Panther 

Party, 1968

* 이 논문은 2012년 10월 5일에 투고되어 10월 26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0월 3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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