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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백 소득 격차, 조지 플로이드 사태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측 
  

Black Lives Matter(BLM)라는 시위가 미국은 물론 유럽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흑

인생명운동을 BLM 운동으로 부르겠습니다. 시애틀에서는 BLM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해

서 해방구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처음에는 CHAZ(Capitol Hill Autonomous Zone)

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CHOP(Capitol Hill Organized Protests)이라고도 하고, 아예 차즈인

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HAZ)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태는 11월의 미국 대선

에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이지만 경제적 격차에 대한 분노가 연료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BLM 시위는 2013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시위대의 요구 

사항들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1  

‘경찰이 흑인을 차별하지 말라’가 가장 앞에 나오지만 그 뒤로는 대부분 경제적인 요구입

니다. 백인의 차별과 착취 때문에 흑인의 처지가 가난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모

든 흑인에게 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재산의 공유화, 자

유무역협정의 폐기 같은 것까지 요구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6월 4일부터 9,654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BLM 시위에 대한 의견을 조

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가 많습니다. 응답자의 67%가 BLM 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습

니다.2 백인도 61%가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운동이 힘을 얻어가고 있으니 흑백 격

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내 흑백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히스패닉을 비롯한 여러 인종 별 소득 격차도 

곁들여서 살펴보겠습니다. 

                                           

1 https://neweconomy.net/resources/vision-black-lives-policy-demands-black-power-freedom-and-justice 

2 https://www.pewsocialtrends.org/2020/06/12/amid-protests-majorities-across-racial-and-ethnic-groups-

express-support-for-the-black-lives-matter-movement/ 

https://neweconomy.net/resources/vision-black-lives-policy-demands-black-power-freedom-and-justice
https://www.pewsocialtrends.org/2020/06/12/amid-protests-majorities-across-racial-and-ethnic-groups-express-support-for-the-black-lives-matter-movement/
https://www.pewsocialtrends.org/2020/06/12/amid-protests-majorities-across-racial-and-ethnic-groups-express-support-for-the-black-lives-matter-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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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간의 1인당 소득 격차부터 살펴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죠. 2018년 현재 미국 백

인의 1인당 소득은 42.7K, 흑인은 24.7K 로 표시되어 있죠. K는 Kilo, 즉 1,000을 뜻합니

다. 즉, 백인의 평균소득은 42,700달러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흑인의 평균 소득은 

24,700달러입니다. 흑인 소득이 백인 소득의 58%에 불과하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득 격차는 오히려 양호한 편입니다. 재산 격차는 엄청난데요. 비즈니스 인사이

더의 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평균 재산은 10만 2천 달러인데 반해 흑인 가구의 평

균 재산은 6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백인의 6%에 불과합니다. 미국 흑인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축이 거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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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격차는 미국 내 모든 소수민족에 공통된 현상일까요, 아니면 흑인에만 국한된 현상

일까요? 미국의 통계청인 센서스 뷰로가 2015년 인종 별 소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백인 소득이 3.2만 달러이고 미국 흑인이 2.0만 달러였습니다. 중남미계, 즉 히스패

닉은 1.7만 달러로 흑인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3.4만 

달러로 백인보다 소득이 더 높습니다. 

 

 

  

아시안 중에서는 인도계가 5.5만 달러로 가장 높고요. 한국계는 3.1만 달러로 백인과 거

의 같은 수준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계도 눈에 띄는데요. 같은 흑인인데도 에티오

피아계의 소득은 4.3만 달러입니다. 백인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흑인

이 차별을 받아서 소득이 낮은 거라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에티오피아계도 똑같이 당했겠죠. 오히려 에티오피아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할 테

니 더 불리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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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의 높은 소득은 높은 학력 때문이라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실제 아시아계는 학

력이 높습니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율에서 아시아계는 56.5%로 모든 인종 중 가

장 높습니다. 인도계는 특히 학력이 높습니다. 흑인은 25.2%, 백인은 35.2%입니다. 학력

이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흑인의 경우 학력과 소득의 관계는 인종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대졸자라

도 아시아계와 흑인의 임금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그래프는 학사 이상 학력자의 인종 

별 임금 액수인데요. 백인 남자가 시간당 32달러인데 아시아계 남자는 35달러입니다. 반

면 흑인은 25달러, 히스패닉은 26달러입니다. 동일한 학력이라도 아시아계는 흑인에 비

해서 40%, 백인은 28%만큼 임금이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각 인종의 생산성, 또 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주는 사

람은 외형적 학력이 아니라 결국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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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재산의 관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데모스와 브랜다이스 대학의 IASP이라는 

연구소의 공동연구 자료에 흥미로운 자료가 나오는데요. 2013년 현재 대학 재학 이상 백

인의 재산은 79,600달러인데 같은 학력의 흑인의 재산은 11,1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

옵니다. 고졸 이하 백인의 재산보다 대학 이상 흑인의 재산이 더 작습니다.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현상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가난한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교육을 시켜주자’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에 많은 교육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

다.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인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사람이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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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1960년에서 1985년 사이 아프리카 나라들의 교육자본 성장률은 

4% 이상이었는데요. 경제성장률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의 교육자

본 성장률은 3%에도 못 미치는데 경제는 4%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교육에 투자

한다고 무조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미국 흑인들도 교육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LM 시위대가 요구하는 재산의 분배나 교

육, 의료에 대한 지원 등이 늘어난다고 해도 흑인의 소득과 재산 격차가 크게 줄어들 거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0년, 코네티컷 대학의 피터 터친 교수가 유명과학잡지 <Nature>

에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년간 미국의 소요사태와 위기에 대해서 연구한 분입

니다. 이 논문에서는 100명 이상이 참가한 미국 내 시위사태를 분석해서 정치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정치스트레스 지수를 보여줍니다. 

1840년부터 이 지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는데 결국 1861년에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지수는 2000년부터 또 다시 급격히 높아져왔습니다. 

 

터친 교수는 이 논문에서 2020년경 커다란 소유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진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년 후인 2020

년 실제로 그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기폭제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친 교수는 이 정치 스트레스가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예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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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우연히 맞은 예측인지 아니면 정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

습니다만 미국에서 흑백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사

태는 미국 교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참 신경 쓸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김정호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서강대 겸임교수 

 

 

* 이 글은 2020.6.21 <김정호의 경제TV>로 방영된 <미국 흑백 소득 및 재산 격차, 조지 플로이드 

사태, 미국 미래에 대한 충격적 예측>의 텍스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wtf8eOj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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