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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이 관 후*1)

Ⅰ. 서론
이 글의 목적은 Deliberative Democracy(이하 DD)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의 정확한 좌표를 설정해
보려는 것이다.1) 촛불 이후의 한국정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非) 대의제 민주주의의2) 흐름은 확실
히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보다는 DD적 흐름에 가깝다.3) 실제로 많은 학자들과 언론기사가 촛불
*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kwanhu.lee@gmail.com
1) 우리말로 쓰는 글에서 가능하면 영어 표현을 줄이고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 글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deliberative democracy를 어떤 용어로 번역하느냐에 있다는 점에서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다소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
는 서술상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영어 개념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deliberative democracy를 그대로 쓰거나 DD로 줄여서 표기
하고, 다른 필자들이 쓴 경우 우리말에서 강조되는 맥락에 따라 숙의, 심의, 토의를 사용했다.
2) 이 글에서는 representative democracy를 대의제 민주주의로 지칭한다. ‘대의(代議)’는 1860년 명륙사 중 한 명이었던 가토 히로유키가
‘의회’라는 네덜란드어를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대민의정방(代民議政房)’이라는 표현을 쓴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토 히로유키
2014). 일본에서는 1880년대에 이 용어가 의원을 지칭하는 ‘대의사’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중의원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우리말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의숙에서 공부한 유길준이 처음 들여와 1884년 한성순보에서 사용한 것이 최초의 용례로 보인다
(이관후 2016a). 이와 관련해 필자는 과거의 여러 글에서 ‘대의’라는 우리말이 ‘representation’의 다의성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제’와 ‘대표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정치적 대표’나 ‘대표제’라는 말은
이미 종종 쓰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대표제 민주주의’는 아직 통상적인 언어습관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학문적인 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사용한다. ‘representation’만을 의미할 때는 간혹 ‘대표’ 혹은 ‘대표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3) 직접민주주의는 흔히 대의민주주의와 상대어로서 대표기구인 정부나 의회에서 내리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시민, 혹은 유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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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주주의의 변화를 숙의, 심의, 토의라는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DD의 내용 역시 단일하지 않으며, 그것이 이론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제도나 정책을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는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란은 본질적으로 이론적, 실제적
다양성에 기초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이론이
선행하고 지식인과 시민들이 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이행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간혹 성공하더라도 전체주의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인류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미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어떤 것을 후대에 명명(命名)하는 방식으로 기억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소크
라테스와 공자 이래로 마키아벨리나 로크, 루소가 제기한 주장들, 조선의 예송논쟁이나 정약용의 저작
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 있는 정치적 논쟁은 사건의 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영속적인 문제보다
는 당대에 가장 논쟁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들을 다룬 것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당대
에나 후대에나 훌륭한 성과를 남긴 논쟁들에서는 논쟁의 당사자들이 비교적 정확히 논점을 꿰뚫고 있었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논쟁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때 그것이 풍성하게 나타날수록 정치적 발전에
기여하려면, 사용되는 개념들이 적절하게 확정되고 구획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DD와 시민의회를 둘러싼 개념들이 얼마
나 적실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적 이론화와 실제 적용에서 어떠한 기존
의 개념적 변용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시민의회를 둘러싼 논쟁들이 허공을 향한 주먹질이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학계에서 활용되는 방식은 그 개념의 서구적 원류를 추적하여
이를 하나의 올바른 기원 곧 정본(正本)으로 놓고, 그것의 오해(誤解)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
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DD를 둘러싼 서구 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겠지만, 그 보다는 DD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특정 개념의 번역 과정은 기존 개념의 내용이 그대로 다른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번역의 과정에서 그 자체로 한 개념의 탄생과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번역에는 하나의 개념사가 축적되어 있으며, 과정에서 하나의 개념은 별도의 역사적, 개념적 맥락을
갖게 된다(Palonen 2012, 73).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주로 일본을 통해 한국에서 사용되
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화주의, 대의제 등 여러 정치적 개념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
그러한 번역과정은 한편으로 기원적 개념(original concept)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착화와 변용의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들로 변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특히 1990년대

직접 내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참여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범주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대립되기 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 곧 국가단위보다 작은 사회 경제적 제도와 조직, 직장, 공장, 학교, 마을 등에서 일상적인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의미
한다(강정인 1997, 189-90). 참여민주주의와 DD의 경우에는 이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성(2011, 3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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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내에 수입된 DD는 그러한 변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기원 개념보다는 변용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팔로넨이 지적하듯이 맥락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 행위는 번역과 연관된 개념사적
자원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러한 번역에 대한 해석 자체가 기원 개념을 찾아나서는 훈고학적 연구와
더불어 현재의 논쟁에서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Palonen 2012).
둘째로, DD가 한국에서 심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쓰이
고 있는데, 각각의 개념이 이미 학계에서의 용어로는 물론 일상적인 수준에서 언어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례를 살펴보면, 실제 우리말에서 이 세 번역어가 주는 어감의 차이는 적지
않음에도, 이 세 개념은 엄밀한 구분 없이 필자들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시민의회나 공론조사에 대한 학자들과 언론의 설명에서도 영어에서는 동일하게 DD를 가리키는 이 용
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이 어떠한 맥락(context)과 개념
(conception)을 담고 있는지를 규명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는 상술한대로, 어떤 용어
가 더 적확하다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되고 있고, 그것의 언어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DD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DD 개념의 의미에 대한 정치철학적 분석이 아니라 촛불 이후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 제안과 실험들에 대한 개념적 검토다. 연구의 실제적 대상은 지난 촛불
이후 개진된 다양한 ‘시민의회’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주장들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놓고 운영
된 ‘공론화 위원회’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시도들은 모두 원리와 절차에서 DD를 핵심적
요소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선거로 뽑힌 의회와 같은 기존 대의제 기구의 역할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의회(Assembly/Parliament)’ 또는 ‘위원회(Committee)’가 대체, 보완한다는
의미를 공유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국적 흐름들을 DD라는 개념적 맥락 속에서 포착되는 ‘시민의회’
라는 넓은 개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왜 ‘Deliberative Democracy’인가?

1. 대표제의 위기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표제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는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되곤
한다. 1960년대 말부터 서구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표성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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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있었다. 정부, 의회 등 주요한 대의기구들이 유권자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가 대표제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투표율의 하락, 정당 가입자
수의 감소, 정치인에 대한 신뢰 하락, 제도권 정치에 대한 관심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Tormey 2014).
마넹(Manin 2004)이나 로장발롱(Rosanvallon 2011)은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대표제와 민
주주의의 모순적 결합이라는 정치철학적인 원리적 문제에서 찾고 그 기원을 1880년대 시절부터 비롯
되었다고 본다(Tormey 2015, 15).4) 그러나 이러한 원리적 모순을 차지하더라도,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과 그 대표들의 통치를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 혁명과 보통선거권의 확립 이후에 나타난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허시만이 역사에서 반동적 흐름을 이끌어 내는 세 가지 명제 중 하나로 지적한 ‘무용명제’의
문제다. 무용명제에 따르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해 이끌어 내려는 ‘변화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허사’
다. 허시만은 19세기 후반에 민주주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 놓은 모스카(Gaetano Mosca)와 파레
토(Vilfredo Pareto)의 명제들에 주목한다. 모스카는 시칠리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조직화된
사회는 어떤 정치권력도 소유하지 못한 거대한 다수와 정치권력을 가진 극소수인 ’정치계급‘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표자는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자기 스스로 유권자들에 의해 선택되도록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을 대의정치에 받아들이는 모든 정치형태에서 법적, 합리적 기반으로 제시되는 것은 실은 모두 거짓
말이다. 모스카는 이처럼 민주주의의 제도들을 무력하고 무용할 뿐 아니라 위선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 제도와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당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염려가 이른바 포퓰리
즘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것이었다면, 모스카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냉소를 보낸 것이다. 유사
한 시기에 파레토 역시 엘리트 지배가 역사의 상수이며, 국가의 강탈은 지배계급이 과두 정권이건 금권
정권이건 민주 정권이건 거의 관계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보통선거권이나 민주주의적 선거의
도입은 어떠한 진정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과두제의 철칙’
이라는 법칙용어로 마무리한 것은 미헬스(Robert Michels)였다(Hirschman 2012, 86-100). 이들의
주장을 무용명제로 요약한 허시만은 물론 일반적으로도 이들의 주장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지만
(Ball and Dagger 2006, 356-360), 기실 이들의 주장은 당위론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회의주의에 기
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용명제 전체를 엘리트주의로 단순화 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나 해석의
의도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대의민주주의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남기고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이 거의 바뀌지 않았
다는 것이라는 한 미국 지식인의 우려5), 혹은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에서 정권교체란 큰 의미가 없다는
4) 이관후(2016b)의 주장은 이러한 논의를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보다 폭 넓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하에서 논하는 대표제의 위기는 그러한
근본적 모순보다는 추상성의 수준이나 시간의 거리가 줄어든 것이지만, 1960년대 이후 대표제의 위기를 주장하는 ‘현상적’ 측면의
관점보다는 여전히 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5) Johnstone, Caitlin. "The Scariest Thing About Trump’s Presidency Is How Little Has Actually Changed".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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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6)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들이다.7)
두 번째는 버크, 밀과 슈미트와 같은 사상가들이 의회의 본질로서 언급했던 토론의 부재다. 에드먼드
버크는 ‘의회란 서로 다른 이익의 대변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고수하고 방어하며 다투기 위해 모인 회합
의 장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일반 이익(general good)을 위해 일반 이성(general reason)을 통해
논의하는 회의(deliberation assembly)’라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Burke 1961; Pitkin 1967, 171).8)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은 의회를 행정부와 비교해 후자가 행위(doing)하는 기구라면 전자는 말하는
(talking) 기구라고 정의했다(Mill 2012). 이러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미국헌법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권력분립이 주권을 행정부나 사법부로 분산시키고 있는
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9) 둘째는, 의회가 모든 권력에 대한 최고 통제
능력을 갖고 ‘의논’을 통해서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정치체를 독립적으로 온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행정적 집행의 부담을 덜어서 의회가 주권의 본래 기능인 ‘의논’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밀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고대로부터 전해진, 하나
의 국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정신(soul)이 담긴 기능이라고 말한다. 밀이 보기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란 지식이 한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으로 전달되게 하고, 사회적, 정치적 삶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사고를 유연하게 바꾸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적 소통의 법적 체계(a legal system
of communicative interaction)였다(Urbinati 2002, 60-64). 칼 슈미트는 이러한 맥락을 공유하면
서 현대 의회주의가 그 정신적 기반인 토론과 공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고 비판
했다. 의회민주주의는 상대에게 기꺼이 설득될 의향, 당파적 구속으로부터의 독립과 이기적인 이해관계
에서 벗어난 태도를 필요로 하며, 모든 의원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이며 어떠한
당파적 지시에도 속박되지 않아야 한지만, 19세기 말에 이미 그러한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Schmitt 2012, 17-18). 요컨대 의회(Parliament)란 곧 말하는(parler) 장소라는 개념을(Reybrouck
2013, 73), 실제의 민주주의는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던 시기부터 이미 상실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면서 나타
난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원과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들은 사실상 정당
의 거수기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토론을 통한 공적 합의나 공적 궁리(public reasoning)의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10)
9. Medium.
6) 권영숙. ‘모든 것들의 후퇴와 전진’. 경향신문. 2017. 11. 14.
7) DD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주의적 전통에 반대하는 비판이론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심의민
주주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평가한다. 장동진(2012, 16-19) 참조.
8) 이러한 논의에 어울리는 사람은 공정하고, 성숙하고, 계몽된 수탁자들(trustees)로서의 자격을 갖춘 진정한 자연적 귀족(true natural
aristocracy)이며, 물론 당시에는 세습적 귀족 가문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Ball and Dagger 2006, 188-192). 그러나
그는 자연적 귀족과 세습 귀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중세적 맥락의 엘리트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버크의 현대적 입장은 아마도 능력주의(meritocracy)에 가깝다고 보인다.
9) 이 점에서 대표제 정부론을 지지한 밀은 로크에 가까운 의회주의라자는 비판을 받기보다 몽테스키외와 매디슨의 삼권분립 이론의 위험
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한 루소주의자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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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대의민주주의가 현대 다원주의에서 불가피한 상이한 이익들 간의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욱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기업 등이 평등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왜곡할 정도
로 정치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1인 1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Stiglitz 2013)
은 실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주장의 정치적 작동원리들은 공공선택학(public
choice) 이론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 이론은 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과정을 시장적 질서로 이해
하는 슘페터의 이론과 낙관적인 견해를 다소 비판적인 수준에서 수용한다. 그러나 완전한 시장이 존재
하지 않듯이, 정치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응집된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을 압도하며, 정책들이
압축적 패키지 형태로 후보자나 정당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선거과정은 불가피하게 유권자들에게 합리
적 무지(rational ignorance)를 강요한다. 또한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특정 정책에 대해 분명한
선호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견해는 거의 항구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의회에서는 이익집단과 관료,
정치인과 정당들이 공공이 이익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교환(voting trade)하는 행위가 빈
번하게 일어나고, 이는 영향력 있는 소그룹의 이익이 증대하는 반면 대다수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결과
를 낳게 된다(Butler 2012).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제
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정당성에 치명적이다.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 세 비판은 모두 하나의 명제로 귀결되는데, 피트킨 식으로 말하
자면 의회의 대표자들은 대표되는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대표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피트킨(Pitkin 1967)에 따르면, 형식상의 대표(descriptive representation)가 아니
라 실질적인 대표(substantive representation)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들)가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standing for)’하는 것 뿐 아니라 대표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acting for)’를 해야 한다(이관
후 2016a, 3). 그런데 근대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되는 유권자들을 투표를 통해 실제로 민주적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게 하는 동원과 기만 대상으로 만들었고,
대표자들은 사적 이익의 대변자들을 넘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제도적 한계와 정치행위자들의 담합, 그리고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참여의
저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대표자들이 더 이상 대표되는 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
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성립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은 벼랑 끝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Deliberative Democracy’의 발생과 전개
68이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두드러졌고 1970년
10) 그래서 선출과 운영방식에서 하원보다 덜 민주적인 상원이 오히려 토론하는 의회(deliberation assembly)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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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그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대안
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 DD라는 용어 혹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조셉 베세트(Joseph M.
Bessette)다. 그는 1980년에 출간 논문 ‘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11) 이 논문에서 DD는 ‘의사결정의 핵심적
과정으로 폭 넓고 개방된 공적 논의를 취하는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정의된다(Bessette 1980).12) 이러
한 민주주의는 위에서 언급된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Farrelly 2005).13)
베세트 이후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DD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반의 한 정
리에 따르면 DD는 ‘입법과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정당화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토론을 통한 논의를
사용하며, 그러한 절차에는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시민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Farrelly 2005; Folami 2013,
272).
1980년대에 처음 나타난 DD는 소위 ‘대표제의 위기’가 지표상 심각하게 나타난 1990년대에 일종의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을 만들어 낸다(장동진 2006, 10). 지난 100여 년 동안 민주주의가
보통선거권과 주기적인 선거, 정당제의 발전, 정권교체와 같은 제도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면, 민
주주의 이론의 주된 논의사항으로 그것의 질적인 측면이 거의 처음으로 주류 논쟁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로 9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학자들만 해도 롤즈, 하버마스, 코헨, 엘스터, 드라이젝, 구트만
과 톰슨, 피시킨 등을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여기서
DD와 관련된 모든 이론적 논의를 다 소개하거나 분석할 수는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관련한 이론적 경향 중에서 한국에서 논의될 때 맥락상 혼란스러운 지점들, 특히 DD의 필요성과
목적, 과정을 둘러싼 상이한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전개상 아주 간략한 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롤즈는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안정된 입헌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이 ‘시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근거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장동진 2012, 52).
이 과정에서 곧 공적 이성(public reason)이 실현된다. 이러한 공적 이성은 공중의 이성(the reason
of the public), 공공선(public good),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진다(장동
진 2012, 26-7).

11)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1980년의 글은 사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대신 1997년에 펴낸 저작 『The mild voice of reason:
Deliberative democracy and American national government』은 많이 인용되고 있다.
12) ‘Deliberative democracy is a form of democracy that deems wide and open public deliberation as central to decision
making.’
13) 구트만과 톰슨이 토론을 통한 논의(deliberation)가 곧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Gutmann and Thomp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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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버마스 등은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에서는 ‘이성적 토론(reasoned discussion)’이 강조되
는 나머지 일반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적 토론보다는 판사, 입법의회, 행정부 등의 역할이 강조
되며, 그 결과 애초의 의도와 달리 정치적 자율성보다는 정치적 안정성의 유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
다는 비판을 가한다(장동진 2012, 61-65). 그래서 롤즈식의 정의관에서 제시되는 가상적 합의모델 보
다는 일상적 토론을 통한 현실적 합의를 추구한다. 또한 일반적인 롤즈류의 DD 이론이 ‘자유롭고 평등
한 시민들 간의 토론의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
의 이해와 선호가 단순히 집약(aggregation)되는 것을 넘어 변환(transformation)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장동진 2012, 94-5).
구트만(Amy Gutmann)과 톰슨(Dennis Thompson)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도덕적 불일치를 해결하
기 위해 원초적 상황이라는 가정적 조건을 설정하거나 집단적 대화와 숙고 과정을 통한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장동진 2012, 13-5). 구트만과 톰슨의 DD는 다원주의에서 도덕적 불일치(moral
disagreemen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서 ‘시민들이나 시민들의 대표가 도덕적으로 불
일치 할 때 상호 수긍할만한 결정(mutually acceptable decisions)에 도달할 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
께 궁리하는 것(continue to reason together)’으로 정의된다. 구트만과 톰슨은 상호성, 공개성, 책임
성의 3원칙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성(reciprocity)다. 상호성이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각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타협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
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익을 중심으로 협상과 타협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대비된다(장동진 2012, 70-1).
다른 DD 이론가들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이익 우선주의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지점들을 찾았다. 예를 들어, 애커만(Brude Ackerman)과 피시
킨(James S. Fishkin)은 비밀투표가 이러한 성향 부추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롤즈 뿐만 아니라 하버마
스 역시 이상적 담화의 조건들을 상정하는 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것이 심의민주주의 날(Deliberation Day)이다. 주요 선거의 일주일 전에 15명에
서 500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 사익이 지배하는 비밀투표의 선택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동선을 위한
투표의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실제로 토론 전후에 유권자들의 선택
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분석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장동진 2012, 133-141).

3. DD 이론의 한국적 전개
세계적으로 볼 때, DD가 1980년대에 최초로 제기되고 90년대에 이른바 심의적 전환을 맞이했다면,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DD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DD 이론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학문적 영역과 생활세계의 언어 양 측면에서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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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DD를 둘러싸고 처음부터 숙의, 심의, 토의와 같은 몇 가지 용어들이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말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서구의 정치학, 철학 용어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대체로 약 10~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몇 개의 번역어가 주로 수입된 역사
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경쟁하다가 1~2개의 번역어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역시 19세
기말 일본에서처럼 이러한 학술용어가 거의 동시에 언론에서도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용어가 학문적 논쟁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정리·여과되는 시간이 거의 없이 생활세계의 언어로
투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용어간의 경쟁이나 혼란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언론에서 처음 사용된 연도와 빈도,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계의 논문 출간 경향과 주요저자들의 용법을 확인보고자 한다. 먼저 언론의 용례
는 다음과 같다.
<용어들의 언론 사용 빈도, 출현 연도 및 사례>
조사방법

사용 빈도

출현 연도

사례

숙의민주주의

513건

2000년
/ 2001년

2000년 세미나 발표제목 소개.
2001년 기사.

심의민주주의

74건

1996년
/ 2003년

1996년 신간 소개.
2003년 기사.

토의민주주의

29건

2003년

2003년 칼럼

기간: 1996. 1. 1. ~ 2017. 11. 20. (Kinds 및 네이버 뉴스 검색 활용)

이들 세 용어가 언론에서 출현한 시기는 대체로 2000년 전후로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빈도에서는 숙
의민주주의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심의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가 사용되고 있다.
뒤에 다시 논하겠지만 이는 언론학 쪽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먼저 활발하게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사용된 사례를 보면 1996년에 경향신문의 조해동 기자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소
개하면서,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14) 그리고 심의민주주
의는 2003년 국민일보 기사에서 다시 등장한다.15) 숙의민주주의는 2000년에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심
포지엄을 소개하는 동아일보와 제민일보의 세미나 소개 기사에서 등장했다가16), 2001년 한양대 이민
14) 경향신문. “사회사상가 하버마스의 「사실과 규범 사이에서」(해외화제작)”. 1996. 8. 30. “「사실과 규범사이에서」라는 저작을 통해
하버마스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심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로가 열
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대중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고 그 후 「다수결」이란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15) 국민일보. “[글로벌 포커스] 윤재석 / 심의민주주의 시대”. 2003. 2. 25.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는 그의 지지 세력은, 시공의 제약을
해제시킨 정보기술(IT)이라는 도구를 통한 토론 활성화와 여론 형성 및 의견 결집이라는 물매돌로, 관료화되고 기득권으로 무장한
보수 골리앗을 무너트리는 선거 혁명을 이뤄낸 것이다. 그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심의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했다. 대의민주
주의라는 대체품의 등장으로 아테네 이후 오랫동안 박제화됐던 참여민주주의가 뉴밀레니엄시대 대한민국에서 심의민주주의로 부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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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교수(언론학)가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의 칼럼에서 사용했다.17) 토의민주주의는 당시 경희대 교수였
던 김의영이 2003년 국민일보의 칼럼에서 처음 사용했다.18) 김의영은 같은 해 국회용역 보고서(김의영
2003)에서 “토의민주주의는 시민과 대표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거리를 좁히며 대표들이 토의를 통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주적 결정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승우
2008, 37).
다음으로 학계에서의 용어 사용을 보면, 학문 분야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19) 언론학, 법학, 교
육학 등의 분야가 숙의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정치학, 사회학에서는 심의민주주의나 토의민주주의를 선
호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논문 수는 언론에서의 사용빈도와 유사하게 숙의민주주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심의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가 뒤 따르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제목을 사용한 논문은 박승관(언론학)의 2000년 논문 ‘숙
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이다. 숙의민주주의는 그 이후로도 2000년대 중반까지 주로 언론학계에
서만 사용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정치학에서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철학과 법학
계 일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언론학계가 압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10
년 이후 2017년까지 ‘숙의민주주의’를 제목과 키워드로 사용한 논문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거의 다수
가 언론학 분야이고, 정치학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20)
이에 반해 심의민주주의는 철학과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의 용어다. 심의민주주의는 철학계에서 김명
식이 2001년의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를 시작으로 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나타난 문제
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사회학자인 주
성수가 ‘시민참여, 자치권능, 심의민주주의 제도 - 정책 갈등 해결방안의 탐색’이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16) 동아일보. 2000. 10. 23. “ 참가자들은 행동이 우선시되는 참여민주주의에서 토론과 논의가 중시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로 민주주
의의 기본 모델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제민일보. 2000. 10. 30. “윤영철 연세대 교수는 ‘온라인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전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7) 문화일보. 2001. 2. 10. “이민웅 / <포럼>성숙한 토론문화가 아쉽다”. “최근 대의제 민주 정치에 대한 회의(懷疑)가 높아지면서 숙의(熟
議·deliberative)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제법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를 평등한 시민 사이의 자유로운 공개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으로 정의한다면, 자유롭고 공개적인 숙의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글에서 reasoning을
논증으로 번역하고, “숙의 민주주의는 바로 수준 높은 토론을 전제로 한다. ... 숙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에
접근하는 절차적 기회의 균등과 정보, 지식, 시간, 비용 등 자원의 평등 못지않게 토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남의 공개적 이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의사소통적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다.
18) 국민일보. 2003. 3. 17. “김의영 / 토론공화국，가능성과 한계”. “토론공화국의 아이디어는 토론을 통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궁극적
으로 국민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치학의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을 빌리자면 진정한
토론은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상호 설득하고 이해해 나아가는 의사소통과정이며 이러한 토의의 과정은 자기 자신의 이익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공공선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토의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설사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설득하고 설득 당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심을 고양할 수 있다. 지난 9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들 사이의 공개토론회는 이러한 토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동떨어진 토론공화국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를 떠나 공개토론회가 보여준 토론과정은 상호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예의 없는 평검사들과 역정을 내는 대통령 사이에 서로 엇갈린 언쟁(cross-talk)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서로 진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렇다고 상호 신뢰가 생긴 것도 아니며, 지켜보는 국민에게 체제에 대한 신뢰를 주기는커
녕 시종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19) 이 부분은 국내의 여러 논문 검색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20) 철학 분야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사용한 학자는 ‘심의민주주의’를 논문제목으로 처음 사용한 김명식이다. 그는 ‘심의’로 시작해 ‘숙의’로
전향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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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심의민주주의’를 제목으로 가장 많은 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치학계에서는 2005년 곽준
혁이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을, 2006년에는 장동진의 두 편의 논문을 출간하면서 용어가
자리 잡았다. 심의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논문은 2007년부터 다수 출간되기 시작해 2015년까지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
토의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정치학의 용어였다. 국내 논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유홍림의 논문이다. 그는
1999년 ‘현대 자유주의 사상 연구 : 자유주의에 대한 재구성적 이해’라는 논문의 마지막 장에 ‘자유주
의와 토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달았다.21) 강병호는 1999년의 석사학위 논문에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강병호 1999). ‘토의적’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아마도 ‘토의민주
주의’라는 용어가 아직 학계에서도 일상화 되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에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주로 하버마스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몇 편의 논문이 출간되는데, 2006년부터 오현철이 토
의민주주의를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을 출간하면서 2010년까지 다수의 논문이 나타난다. 그러나 다시
2011년 이후로는 오현철 이외의 필자들이 이 개념에 주목하지 않는 추세다.
다음으로 주요한 논문의 필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철학계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김명식
이 눈에 띤다. 흥미롭게도 그는 2000년대에는 심의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02년 ‘심의민주
주의와 미래세대’ 논문 이후 더 이상 심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2000년대 중반에는 ‘반성적 평형
과 숙고된 도덕판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다가(김명식 2008), 2000년대 후반부터는 ‘숙의민주주의’라
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이 때 김명식은 숙의민주주의를 ‘관련된 이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정치이념’으로 정의한다. 그는 코헨(Joshua Cohen)을 따라 집합적 정치권력
의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free), 평등한(equal) 시민들의 ‘공적인 이성적 논의’(public
reasoning)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ohen1989, 72-75; 김명식 2011, 172). 숙의 원칙과
모델에 대해서는 롤즈, 하버마스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김명식은 엘스터가 지적한 공통점으로
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숙의의 의미를 강조한다. 민주주의(democarcy)가 ‘참여’에 강조점이
있다면 DD는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숙고된 판단’이 더해지는 것이다(Elster 1998, 8; 김명식 2011,
172). 그러나 그 역시 숙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추구하는 대화와 숙의’
나 ‘숙의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김명식 2011, 174) 여전히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숙의보다 가벼운 의미의 대화 역시 DD의 과정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학계에서 눈에 띠는 학자는 장동진이다. 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의민주주의』(2012)라는 저
작을 출간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모델에 따른 DD를 언급할 때는 일관되게 ‘심의민주주의’
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버마스의 이론 지칭할 경우에만 구별하여 ‘토의민주주의’를 사용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심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이 용어가 하버마스 이외의 다른 학자들을
21) 유홍림은 2003년 출간한 『현대정치사상연구』의 한 장에서도 ‘담론윤리와 토의민주주의: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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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할 수 있으며, 특히 이성적 토론(reasoned discussion)을 강조하는 구트만과 톰슨의 정의를 심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장동진 2006, 2012).
정치학자 오현철은 DD를 일관되게 토의민주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의민주주의라는 용
어로 본다면 국내 논문의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토의민주주의자다. 그는 2006년 처음
‘토의민주주의 이론의 쟁점’이라는 논문에서 하버마스, 구트만과 톰슨, 코헨을 주로 언급하며, “대의민
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토의민
주주의 이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오현철 2006, 165). 이후로도 그는 토의민주주의를 주
번역어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오현철이 입장과 관련하여 하승우의 2008년 논문 ‘한국의 의회민주
주의와 시민참여 그리고 갈등의 딜레마’는 대의제와 참여 사이에서 토의를 끌어내는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준다. 그는 대표와 참여의 개념을 토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토의를 시민참
여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정당의 지구당에서 지역 의제를 제시하고 토의가 이루
어지는 시민참여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2000년대 후반 당시 시민단체 중심의 권력
감시가 시민을 배제한 단체 중심의 운동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인데, ‘의회민주주의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참여민주주의의 관심이 정치개혁에 집중됨으로써 정작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할 시민들의 정치적 능동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의제를 보완할 실질적 참여의 수단으로서 토의를 제시한 것이다(하승우 2008).
사회학자 중에서 DD 이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성수는 2004, 2007년 논문을 필두
로 심의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직접, 대의, 심의(주성수 2007a), 혹은
참여, 대의, 심의(주성수 2007b)라는 3분법을 통해서 심의민주주의를 위치시키고자 한다. 그에게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유사한 개념으로 묶이고, 대의와 심의가 각각의 민주주의 형식을 갖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엘리트의 정치로, 참여민주주의를 시민참여와 여론의 정치로, 심의민
주주의를 ‘심사숙고된’ 여론으로 구분하는 데(주성수 2007b)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본다면, 한국에서 DD는 언론에서 주로 숙의민주주의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
데 그것은 언론학 영역에서 이 용여를 처음 사용하고 또 2000년대 초반에 언론학 분야에서 많은 논문
이 출간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언론학의 고민은 여론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구성될 수 있는
가 초점이 있었고,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보다 신중한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정치학과 철학, 사회학에서는 이 용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심의민주
주의를 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토의민주주이는 주로 하버마스의 DD 이론을 설명할 때 사용되거나, 오
현철처럼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22)
22) 피시킨의 DD 모델은 심의보다는 토의에 가깝다. 애커만과 피시킨이 구상한 '심의민주주의의 날(Deliberation Day)' 투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내용을 공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구성한 프로그램은 선거 투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기적 개인으로서 의 투표를 지양하고, 공적 시민으로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토론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들의
토론이 곧바로 어떠한 결정을 위한 심의는 아닌 것이다. 물론 하버마스의 토의 개념이 생활세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피시킨의 인위적
인 프로그램과는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이성적 토론이 합의나 표결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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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숙의/심의와 토의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지만, 사실 숙의와 심의는 ‘심사숙고’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말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세 용어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대사
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토의 (討議):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
심의 (審議) : 심사하고 토의함
숙의 (熟議) :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어감의 차이는 보다 더 깊은 수준의 검토나 논의로 볼 때 ‘숙의 > 심의 > 토의’ 순이지만, 심의는
‘심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숙의나 토의에 포함된 의논이나 협의와는 다른 뜻을 가진다. 표준대사
전에 따른 심사의 정의는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인데, 이는 사실
‘deliberation’의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결정에서 deliberation의 한 결과로
서 가치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숙의나
토의가 ‘deliberation’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숙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reasoned discussion’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토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숙의와 토의 사이에서 심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버마스의 소통이론
을 설명할 때는 토의를, 다른 경우에는 심의나 숙의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개념의 사용이 그 자체로 문제인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DD이론의 다양
한 스펙트럼에서 유동적인 대중적 여론과 구별되는 공론을 이성적 추론(reasoning)을 통해 이끌어내고
자 하는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숙의를, deliberation을 토의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토의를 사용하는 경향을, 그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의미를 포착하
고자 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한국 학계에서 DD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향후 어떠한 용어가 보다 활발하게 학계와 언론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이론의 적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촛불과 시민의회

1. 촛불 이전 DD의 실천적 흐름: 전자 민주주의
이론적 논의와 별개로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의 DD 논의는 실천적 개념으로 활용된 바 있다. 전자
토의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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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혹은 온라인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일단의 민주주의 개념인데, 이러한 흐름은 촛불 이후
시민의회 논의의 프로토타입으로서 전사(前史)를 가진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
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돌파 형태의 방법론으로서, 내용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와 직접
/참여민주주의가 버무려진 무정형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격과
그것의 대안으로서의 내용이 아직 이론적인 수준에서 DD의 한 형태로 다듬어진 것은 아니었다.
학문의 장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이론에서 DD 연구자들과 온라인을 통
한 전자민주주의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시기였다. 당시 정치이론 연구자들
은 DD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혹은 않았던) 반면, 정보
화 연구자들은 방법론적 변화가 정치이론의 논의 자체를 바꾸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
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심의, 숙의, 토의라는 수식어를 달기보다는 전자민주주의, 온라인 민주주의
라는 개념으로 불렸고, 혹은 온라인 심의민주주의, 온라인 숙의민주주의 같은 용어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박동진은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는 2000년도의 저술에서 루소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 불가능했던 장벽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허물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가 ‘가능한 대기 상태’라고
말한다. 대의민주주의란 데모스가 권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의 본원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정보혁명을 통한 민주주의는 기술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 가능한 현실적 지평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박동진 2000, 97-108). 이에 대해, 강정인(2008)
등이 이를 직접민주주의 보다는 한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지
적을 내 놓기는 했으나,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한국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 어느 한 편으로 구획하기는 어렵
지만, 기술의 발전이 대표자와 유권자의 직접 소통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적 주체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특히 ‘정치적 관여의 중심을 제도나 공급자로서의 정당 및 정치인에서 시민으로 확대’하는 (조희정·이
원태 2010, 174) 경향이 있었는 것은 분명한 흐름이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와 같은 일방형적 정보전
달에 치우친 경향이 있던 인터넷 매체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보다 많은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시스템으
로 점차 변화해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평등하고 열린 참여를 통해 소통의 강화, 합리적 추론
(reasoning)의 경험, 다양성의 확보와 같은 장점들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대리인들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오현철 2012,
67; 이관후 2016b, 22).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정치사회적 이용 증대가 정치적 대표자와 유권자간의 직접적 소통을 활성화하
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만 귀결되었던 것은 아니
다.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동원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악용함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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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유권자 정치참여 활성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후보자들 및 열성적 유권자들 간의 선거경쟁 과열로
인해 정작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여론 형성과정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인터넷의 높은
이동성과 실시간성으로 인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짐으로 인해 정치적 의사소통의 질 저하 및 편향적인 여론 동원의 폐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원태 2011, 129; 이관후 2016b 23).23)
그러나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온라인 토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
다. 무엇보다 정치적 공간에서 IT 기반 플랫폼은 “기존의 다른 요소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
사이에서 의미와 기능을 획득(조희정·이원태 2010, 173)”하는 특성을 갖는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 사
회운동 연구 네트워크 창립자이자 영국 애버딘대학 교수인 크리스티나 포미나야( Cristina F.
Fominaya) 역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민주적 네트워크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민주
주의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데는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고, 인터넷은 역사, 사회, 문화, 정치적인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으며, 사람들은 기술의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려
를 표했다. 기술은 불평등과 권력독점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알파고가 아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사이의 면대면 접촉에 기반을 둔 신뢰와 연대라는 것이다.24)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에서 IT 기반 플랫폼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약한 민주주의를 넘어서
서 잘 작동하리라고 낙관할만한 근거를 오히려 찾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이 정치
적 토론의 활성화라고 볼 때, 토의문화가 공교육에서 배제되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기란 거
의 불가능한 실정에서 이것이 온라인이라는 공간 자체의 특성으로 극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다. 시민들은 토의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고, 이를 보완할 시민사회의 시민참여형 토론프로그램의 개발
과 운영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관후.황현숙 2016).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대표-유권자간,
유권자 상호간 반응성이 IT기술을 발전을 통해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확보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
지 않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공동체적 연대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토의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활
성화되느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 여부도 달라질 것이다(이관후 2016b, 24).

2. 촛불 이후 ‘시민의회’의 등장
2016년 광장의 촛불은 우선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였고,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
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이야기하는 쪽은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고자 하는 진영에서도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
았다. 그 원인은 앞서 살펴본 대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시민의 직접참여가 곧바
23) 이러한 경고는 실제 2000년대 후반부터 기사 조작, 포털 사이트의 댓글 조작, SNS를 통한 가짜 뉴스의 범람을 통해 선거과정은
물론 여론의 형성과 공적 논의의 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24) 2015. 12월 2일. 정치벤처 와글이 주최한 ‘99%의 지혜 + 1%의 상상’을 주제로 컨퍼런스 발표 내용(이진순 외 2016, 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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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일단의 흐름, 그리고 90년대의 심의적 전환이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1970년대 미
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참여민주주의가 90년대를 거쳐 DD로 넘어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경험과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전환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우리 역시 세계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2011년 월스트리트점령운동(occupation
movement)이다. 당시 이 운동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참가자의 지적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
다. 매일 두 번씩 열린 집회(general assembly)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직접 제안을 하고 토론을
했다. 레이브라우크는 이를 ‘의회 밖의 의회, 정당의 참여 없는 정치 포럼’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
한 집회의 결과로 2011년 9월 23일 발표된 ‘연대 원칙’이라는 최초의 합의문서는 운동의 정체성을 ‘직
접적이고 투명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라고 스스로 명시했다. 스페인의 인디그나
도스에서도 비슷한 현상과 주장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매우 강력한 반의회주의 정서를 갖고 있었으
며, ‘스페인 정치인들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ybrouck 2013, 51-5).
그런데 이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다양
한 경고가 존재했다. 지젝은 점령운동의 참여자들에게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고, 스페판
에셀은 분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언론인 토마스 프랭크는 이 운동이 ‘참가 숭
배’, ‘직접 민주주의 숭배’로 변질되었으며, 과정이 곧 내용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
했다(Reybrouck, 2013, 58).
결국 점령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
려 다른 대안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대표제 민주주의자체에 대한 대안으로 DD적 제도를 구축한 시도들
이다. 아이슬란드는 2010년 헌법 개정을 위해 ‘오픈크라우드(Open Crowd)’ 방식을 채택해, 무작위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이 헌법심의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의 내용 역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
게 전달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신생 정당 포데
모스는 ‘루미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루미오는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찬성, 반대, 기권,
차단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뒤 이유를 쓰도록 했다.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한 글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 상위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뤄진다.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숨은 의제’
를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5)

이외에도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디사이드

(decide.madrid.es)’라는 시민 참여 웹사이트. 아르헨티나의 ‘데모크라시(Democracy) OS’, 미국의
‘브리게이드 미디어(Brigade Media)’,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Open Ministry)’ 등이 온라인 플랫

25) 매일경제. 2016.03.21. “시민의 손으로 법 만든다…세계는 ‘직접민주주의’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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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대표적 사례다(이진순 외 2016).
이러한 변화를 목도한 대의민주주의의 비판자들은 촛불 광장의 힘을 ‘시민의회’라는 DD적 제도로
구현하고자 했다. 촛불 광장이 민주시민으로서 학습·훈련하는 장이었다면 이를 더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만들어대고, 시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좌담 2017-이
지문). 또한 광장과 의회 사이에 숙의하는 토론과정이 필요하며(좌담 2017-곽노현), 공론조사나 합의회
의 보다 시민의회가 대표성과 정당성에서 월등히 낫기 때문이다(좌담 2017-오현철). 그리고 이러한 시
민의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추첨을 통해 미니 공중(mini-populus)을 만드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된다(이지문 2017, 6).
이들이 주장하는 시민의회는 결국 참여를 DD적으로 제도화 하는데 있다. 주목할 것은 그 맥락이다.
이지문은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비판한다. 가령 전자민주주의를 직접민주
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폐기하고 민회민주
주의 차원의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자는 주장은 위험하다. 개개인이 전자투표를 통해 모든 이슈를 결정
하기 때문에 자기 통치의 자유는 획득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분명 존재하지만, 모든 현안마다 투표를 하다보면 ‘참여의 피로감’ 때문에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충분한 심의 자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지문 2017, 4-5).
비슷한 맥락에서 오현철은 미니 공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추구할 때 직접민주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하면 그 관점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반면, 토의민주주의적 접근은 시민들의 치열한 ‘논쟁’을 강조한다. 폭넓은 참여와 깊이 있는
토의는 양립하기 어렵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는 토론에 참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깊이 있는 토의는 전체 시민사회가 아닌 소규모 토의 포럼에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오
현철 2009, 259-260; 이지문 2017, 8)

3. ‘시민의회’는 그래서 무엇인가?
살펴본 대로 시민의회는 직접/참여 민주주의를 넘어선 DD적 제도화의 한국적 모델이다. 세계적으로
시민의회가 이미 다양하게 실험되었지만26), 촛불처럼 대통령을 탄핵시킨 실질적 성과를 거둔 이후 제
기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제기되는 시민의회는 단순히 참여를 제도
화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DD적 전환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의회는 2008년 촛불 이후의
논란을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대립으로 보고, 추첨형 시민의회를 ‘광장정치의 제도정치화’로 봉합하고
자 했던 시도(이지문 2017b)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시민의회가 목표로 하는 DD적 전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지문은 대표성
26) 이에 대해서는 이진순 외(20160, 이지문(2017b)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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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다양한 사람들 간의 심의를 통한 공공선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 숙의, 심의, 토의를 모두 아우르는 넓은 목표를 제시한다(이지문 2017b, 27). 또한 선거를 통한 대표제를
대체하지만 추첨을 통한 대표제를 대안으로 하는 다른 방식의 대표제라는 점 역시 인정한다(좌담 2017).
이와는 조금 다르게 토론공화국, 토의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김의영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을 육성하는 데에 더 초점이 있다(김의영 외 2015,133). 김의영의 입장은 이른바 참여에서 토의
로의 전환이라는 2008년 하승우의 문제의식에서 닿아있으며, 심사숙고의 강화와는 차별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오현철이 토의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맥락과도 유사하다.
반면 김상준(2006, 2007, 2017a, 2017b, 2017c)에서 제시되는 시민의회에서는 토의의 문화적 확
산이나 시민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보다는, 기존 의회를 보완/대체하는 대안적인 제 3의회로서의 성격
이 강하다. 개헌이나 선거법, 정치관계법은 물론, 외교, 안보, 환경, 문제 등 기존의 대의기구들이 해결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기구로서의 ‘시민의회’다. 좌담(2017)에서 이지문, 오현철 등
은 시민들의 숙의나 심의, 토의를 통한 결정을 선호하지만, 한편으로 김상준이 이론적으로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은 활발한 토론보다는 미니 공중으로서의 시민의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롤즈의 무지의 베일 속에
서 사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다르게 말하면 김상준에게서는 다른 DD 이론가들이 주목하는 토론을
통한 참여자의 변환(transformation)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진순의 입장은 이론적으로 보다 복잡하다. 그의 시민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성격에서부터 자발
적으로 구성된 시민회의까지, 정당이나 지방정부를 보완하거나 대신 구성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부터
유동적인 온라인 숙의/토의 플랫폼까지 거의 모든 DD적 요소를 모두 기술적 측면에서 포괄하고 있다.
자연히 그것이 기대하는 목표나 효과도 가장 넓다.
물론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개념이나 목표가 모두 같은 필요는 없으며, 그에 대한 논의가
풍부한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거나 시도되어야 할 시민의회가 앞서 논의한
DD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약 공적 심의기구로서의 시민의회를 추진한다면 제
도적 완성도가 가장 높아지는 반면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도는 낮아지게 된다. 반면 토의 문
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시민의회는 가능한 유동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많은 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고, 대신 그것이 공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기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시민의회는 상당한 수준에서 정보의 습득과 전문가들의 협력, 토론의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숙의
에 초점을 둔다면 오랜 시간 동안의 참여 당사자들이 토론을 활성화 하는데 운영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의회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4. 시민의회의 ‘deliberation’은 절차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지문의 2012년 저작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손우정은 건설적인 비판은 시민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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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닥뜨려야 하는 가장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손우정은 ‘민주주의를 ‘인민의 자기 결정’이라는 핵
심 의미로만 이해할 경우, 이것은 의사결정의 절차에 관련된 문제들이며, 이는 어떤 결정이 매우 민주적
인 과정(절차)을 통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손우정 2012, 379)고 지적한다. 이는 추첨민주주의 논의에서 시민들 간의 토의가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점에 대한 문제제기다.27)
90년대 이후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절차주의(proceduralism)적 경향을 강하게 띠었고, DD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28) 그러나 과정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한적 조건에서의 공적 추론이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나는
절차에서의 공정성은 보장되었지만, 주체들이 의도치 않은 소통과정의 실수, 오해, 오류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다. 둘째로, 어떤 결정이 그 시점에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구성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다(드워킨 2004, 256-61).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터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정도 다시 결과를 통해 재평가할 수 있다는 맥락에
서 ‘합리적 절차주의(rational proceduralism)’ 개념을 제안하고(Peter 2009, 69-71), 마넹은 ‘소통의
반복(repetition of communications)’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Manin 1987, 355).
게다가 토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에스트룬드는 토의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 역시 다른 민주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적(epistemic)으로 타당한 결과들을 요구받는다고 주
장한다. 다수결 민주주의에서의 결론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이지,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토의에 의한 결론에 대해서도 똑같
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토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가 반복해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나쁜 결과를 도출한
다면, 그 절차가 아무리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의 수준에 미치
지 못하게 된다(Estlund 1998).
물론 이에 대해서는 토의 민주주의자들의 반론이 없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토의야말로 지적 민주주
의(epistemic democracy)가 추구하는 결과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과정이라고 본
다. 토의 민주주의에서는 각 개인이 참여과정에서 공적 대화를 나누게 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간에 개명(開明)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각 개인이 함양하는 것이 절차주의에서 필수적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론을 받아들인다면, 토의 민주주의는 지적 민주주의 이론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게 된다(Cohen 1986; Sen 1993, 3; Peter 2009, 63-5).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애초에 절차주의가 계약론적 동의, 묵시적 동의, 선
27) 최장집이나 박상훈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선거라는 주기적 절차로서 ‘해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회와 정당을 통한 대표제의
장점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손우정 역시 대안으로 정치력과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28) 이하 세 문단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관후(2015, 115-11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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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통한 다수결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합당한 동의(reasonable consent)’ 개념
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토의라는 절차 역시 그것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점에서 ‘합당성
(resaonableness)’을 인정받을 것인가가 정치적 정당성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
의회를 절차적 정당성에서의 대의제의 대안이라는 제한적 범주에서만 보더라도, 추첨이라는 대표의 불
편부당성(impartiality), 해당 사안의 영향을 받는 어떤 시민이든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토의의 개방성
(openness),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숙의성(sincere deliberatio
n)29), 넓게 보아 자율과 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 가
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민주성 중에서 어떤 것을 ‘합당성’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양한 민주주의의 실험과 시도는 언제든지 필요하며, 특히 촛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러한 노력이 적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가 병행할 필요성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아래에서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는 그러한 시도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1. 총평
신고리공론화 위원회는 촛불 이후 중요 사안을 국가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자 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절차가 없었고, 그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분석과 그에 적절한
토의, 숙의, 심의과정 논의 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절한 논의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는 최종의사를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시민참여형 공론조사가, 판사의 곤혹스러움을 배심원들에게 넘기는 재판회
피나, 상충하는 이익들의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 행정부의 절차적 난점을 회피하는 정치적
책임성의 회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잘 드러난 사례로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아래의 표는 공론화위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들인데, 실제의 이론적
내용이 거의 없다.30) 공론화, 공론조사, 시민참여형 조사에 대한 설명은 매우 추상적이며, 또한 숙의라
29) 이 개념은 토론의 객관적인 조건과 참여자의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슈타이너(Steiner 2012, 183-218)를 참조.
30) 보고서.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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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을 선택했는데,31) 맥락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사전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수준이다.
공론화
공론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뒤에서 보듯이,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ㆍ전문가ㆍ일반시민 등의 다양
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절차’의 의미로 사용한다.

공론조사
공론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 公論調査)는 무작위추출을 근간으로 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되어 대표성을
갖춘 일정수의 시민들에게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한 후 의견수렴
의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방식을 말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성공적인 공론조
사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조사 참여자의 ‘대표성’과 ‘숙의과정의 실체성’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집ㆍ확
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여론조사와 동일하지만, 능동적으로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들의 의견(공론)
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시민참여형조사
피시킨 교수가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을 원용하되 시민대표 참여자의 대표성과 숙의과정의 실체성을 높여 정확한 공론
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점을 보완한 조사방식으로 이번 공론화를 위해 새롭게 설계한 우리 고유의 숙의 여론조사
를 의미한다.

시민참여단
이번 공론화에서 설계한 시민참여형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먼저 대규모 1차 조사를 수행한 후 1차 조사
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을 통해 선정한 시민대표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숙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탑다운 방식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건설 계속과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DD를 민주적 의사결정 위한 과정으로서 토의나 숙의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단은 만장일치, 합의, 다수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다수결로 정할 때에도 단
순다수결(simple majority),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나
눌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최종적인 2가지 않을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번 공론화위는 이러한 선택지 중에서 계속 건설과 건설 중단이라는 2가지 선택만이 가능하도록
결론을 단순화 했고, 합의제나 가중다수결이 아닌 단순 다수결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논의 보류’나 ‘추가적/장기적 논의 필요’와 같은 대안도 존재하지 않았다. 구트
만과 톰슨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다수결 방식의 결정을 정해놓은 토론에서는 상호성(reciprocity)의 원
칙이 실현될 수 없다.

31)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는 아마도 공론화위원에 정치학, 사회학 전공자가 없고, 법학, 언론학 전공자들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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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의 운영은 참여자들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함으로써 서로를 설득함으로써
입장을 전환하기 보다는, 불분명한 참여자의 입장을 선명하게 강요하여 선택을 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면, 의견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불명확한 사람
들에게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강요한 것과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정보나 토론이 충분했는지의 여부를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제 3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애초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견해에 따라, 이 사안은 2개 중단과 계속이라는 지엽적 선택지보다 더 다양한 결론을 요구할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계속 건설을 지지한 사람 중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
과,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건설을 지지하는 사람의 의견이 결과에서 다르게 표출
될 가능성이 없었다. 만약 그러한 다양한 결론의 대안이 처음부터 고려되고 존재한다면, 참여자들은
4-5가지의 변수를 놓고 토의하고 합의, 혹은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절대다수결이나 가중다수결을 선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전에 이 사안이 다수결, 그 중에서도 단순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종류의 방식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다수결보다 합의를 지향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애초에 설 자리가 없는 공론조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준웅 서울대 교수도 공론화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 실천방법”이라면서 “공론조사 결과는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한 바 있다. 갈등관리 전문가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 역시 “공론화는 합의
형성이 목적이며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론조사가 찬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혼선이 증폭되자 신고리 공론화위는 감담회 이후 추가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을뿐 찬반 결론을 안 내리기로 결정
한 바 없다”고 해명했고, 결국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대로 “신고리 공론화위의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될 것”이라는 애초의 입장을 관철했다.32)

2. 절차적 적절성의 문제
절차적으로 볼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라는 방식으로 해결고자 한 점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점에서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공론화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이 정부가 기존 원자력 관련 부서에서 생소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호하는 방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90년대 이후 발전소 신설 및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 방식으로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다. 2004년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건설을 주제로 한 ‘합의회의(consensual
32) 경향신문. “밑그림 드러난 신고리원전 공론화 과정”.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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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방식의 위원회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주체로 운영했는데, 당시 16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규건설 중단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4년 참여연대가 주최한 합의회의에
서도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만 합의한 것이지, 가동 중인 원전은 중단하지 않고 중장기적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대안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2009년에도 지식경제부가 직접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를 발족시켜 운영한 바 있다(김명식 2012, 21-22).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 간의 토론보다는 전문가들이 시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역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공론화 검증위원장을 맡았던 김석호 교수는 찬반이 제공
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차이가 났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든 에너지 관련 연구원이든 국책연구기관에 정보가 당연히 많을 수밖
에 없다. 대부분 공사 재개 쪽이었다. 국민의 의견은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는데 전문가들은 쏠림현
상이 있다. 양측이 이성과 감성을 적절하게 활용해 설득했지만 한쪽(재개 측)은 40년간 쌓아 놓은 경험
과 자료가 있었다. 다른 쪽은 이 자료에 의존해 2차 가공한 자료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
다.33)
결과적으로 볼 때, 정부나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력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가 일정한 시점에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의 전면
중단 여부를 시민의회에 맡기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
다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신고리 5·6호기 계속 건설을 재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건설 찬
성 입장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일 수 있었다. 게다가 실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정은 건설 찬성 쪽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이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보다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적절했는가의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내 여론의 지지도는 70% 정도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가
UAE에 원전 수출을 발표한 즈음에는 9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김명식 2012, 21). 따라서
15명 내외의 소수가 높은 수준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배심원제나 합의회
의보다는 100명 이상의 참여하는 공론조사 방식이 일반 여론과의 편차가 더 적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면, 공론화 위원회는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의 도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위원회 위원선정의 적절성이다. 보고서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철저히 중립적 인사로
구성(공론화위원회 2017 69)’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정치적 성향이나 원전에 대한 찬반의견만이 ‘중
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의 위원은 원전 관계자를 제외하면 법률가와 통계전문가 일색
이었고, 이는 이번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절차를 토론이나 심의, 숙의의 장보다는 갈등해결의 판결을
내리는 일종의 배심재판이나 행정절차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하기에 충분했다. 보고서는

33) 중앙일보. “공론화 실험, 갈등 해소 새 모델 되려면 면밀한 복기 필요”. 201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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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분과위 자문위원들은 공론화위 활동 정지 가처분 소송, 시민참여단 공개 여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참여 문제, 오차범위 내 결과 해석기준에 대한 참고 의견 등에 대해 서면으로
검토를 해주었을 뿐 공론화 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 이처럼 자문위원들은 위원회 필요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빌려주는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법률가들이 대거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롤즈, 하버마스, 코헨, 엘스터, 톰슨, 구트만, 피시킨
등 DD 관련 이론과 실제 적용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치학, 사회학 전공자들이 참여해 전반적인
절차적 자문에 응했어야 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를 검증
위원회로 선정(공론화위원회 2017 69)’했다고 하였으나, 절차적 객관성만을 검증할 수 있는 사후적 기
관이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제로 필요했던 것은 사후
적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사전에 공론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과 절차의 타당성 검토일 것이다.
네 번째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간과 관련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화위의 운영기간이
다른 해외 사례와 비추어 결코 짧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공론화위원회 2017, 75-6)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고서에서는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토론 기간만을 제시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공론화위 운영의 모든 기간인 3개월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과 달리 김명식(2012)에
따르면, 원자력 문제를 다룬 해외의 DD 케이스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갖고 토론을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안에 운영 절차 준비부터 참여자 모집, 전문가 참여, 찬반 결정까지를 모두
마무리 한 이번 경우는 준비가 대단히 부족하고 운영기간도 짧았다고 평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짧은 운영기간은 건설 중단을 주장한 전문가들에게 특히 불리했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
했다. 자료집과 동영상 제작에서 중단을 주장한 쪽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보이콧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양측은 계속해서 논란을 빚었다.34)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론조사 참여자들은 2박3일
간 종합토론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신고리 5·6호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는 주장에 48%
가 공감을 표했지만, 전문가 토론과 분임토의를 마친 후에는 같은 주장에 57%가 공감했다. 또한 신고
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시민들 중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이 있어
서’라는 이유를 선택한 이들은 1차 조사에서 34%에 달했지만, 숙의를 거친 후 비율은 26%로 감소했다.

34) 경향신문. “절차적 정당성은 쌓아가는데, ... 공론 못 만드는 공론화위”. 2017. 9. 25.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과 동영상 제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말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 진영에 자료집의 구성과 형식을 통일해서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통협의회에서는 양측이 그간 펼쳐온 논리전개 방식이 워낙 달라 통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꼭지
수는 7개, 총분량은 A4용지 20장 이내에서 자유롭게 서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자료집 제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했
다. 공사 재개 측에서 형식의 통일을 주장하고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 측에 협조를 종용하자 공사 중단 측이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반발한 것이다. 계속되는 줄다리기 끝에 지난 21일 자료집 제작과 동영상 녹화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건설 재개 측에서 보이콧 카드
를 꺼내 들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위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수원 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건설 재개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건설 중단 측은 공기업인 한수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공론화
과정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 재개 측은 원전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론화위가 편파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건설 재개 측의 행동에 맞서 건설 중단 측도 다시 반발하고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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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 반대편 전문가는 적어도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시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
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5)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건설 중단 쪽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다섯째는, 공론화위의 결론이 정부나 의회에서 전혀 추가적인 논의 없이 최종결론으로 확정된 것이
다.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아일랜드 시민의회 역시 과반수로 권고안을 채택하지만 의회에 전달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의기구의 수용 여부를 따진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및 온타
리아,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과 개헌 등을 목적으로 한 시민의회 역시 모두 시민의회의 안이
곧바로 결정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권고안이 의회에 제출되거나 국민투표를 다시 거쳤다.
오현철 등(좌담 2017)은 오히려 이처럼 의회를 거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시민의회
나 공론조사의 대표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의 경우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의 경우 신고
리 공론화 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이 국민투표를 거칠 사안이 아니고 실제로 의회에서 이 안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된 전례를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젠더, 환경, 노동 등과 관련해 정부나 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 이러한 전
례를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실 개헌이나 선거법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스스로 개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개입이 필요한 반면, 제도 정치권에서 개입과 해결을 기피하는 사회적 갈등 사안, 가치의 충돌
문제 등은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개입이 필요한 문
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에서는 해명책임과
더불어 추가적인 논쟁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에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36) 촛불 정
부로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펼쳐 보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대단히 강력해보이고,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첫 번째는 DD의 제도화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토의의 문화가 발전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많은 시도들처럼 형식적인 제도화에 머물 것이라는 점이다. 롤즈가 상정하는 DD
에서 공적 이성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조건은 공적 정치문화(public political culture)라는 기반이다
(장동진 2012, 29). 물론 촛불 이후 나타난 시민의회 논의를 투표중심(vote-centric)에서 대화중심
35) 이준웅. “공론화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경향신문. 2017. 11. 19.
36) 국민일보. “예산안 편성에 국민도 참여.. 내년 '국민참여예산' 700건 이상 공모”. 2017.11.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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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centric)으로의 전환, 곧 한국적인 심의적 전환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광장에서의 토
론은 마드리드 광장의 포데모스와 비교할 때는 물론 뉴욕이나 런던에서 나타난 ‘점령운동’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었다.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직접행동과 참여가 두드러지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숙의, 심의, 토론의 요소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요컨대, 토의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수평적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면 토의민주주의는커녕 대의민주주의의 장래도 어둡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민의회가 DD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다양
한 시민의회 방식이 DD의 제도화로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화에서는 그것이 딛고 있는
정당성의 배경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회의 옹호자, 주창자들이
시민의회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실제적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 비판적으
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우리의 시민의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제대로
충분히 대답하지 않았다.
“DD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성적 추론(reasoning)에 기반을 둔 정치적 자율성의 이상(ideal)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정말로 실현가능한 것일까? 혹은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공적 토의(public
deliberation)란 정확히 무엇인가?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지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광
범위한 참여는 가능할까? 문화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생각인가? 토의(deliberation)는 정
말로 다수결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일까, 아니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일까?”(Bohman and
Rehg 1997,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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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시민의회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이 영 제*37)

1. “시민의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글이다.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들의 핵심
을 단순한 참여 또는 추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숙의, 심의)” 내지 DD의 제도화에서 찾고, DD가
대의제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이성적 추론에 기반을 둔 정치적 자율성의 이상의 실현가능성,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참여와 공적인 토의를 통한 해결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 실전적 차원,
한국적 맥락에서 각각 DD의 출현이유와 전개과정, 논의의 발전을 살펴보고 있다.

2. 촛불이후 비대의제 민주주의 흐름에는 DD적 흐름이 있지만 그것을 일차적이기 보다는 이차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DD적 흐름은 한편으로는 촛불집회(Candle Assemble)가 시민적 공론장을 형성했다
는 측면에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심의의 결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시되는 측면이
있다. 즉 촛불집회라는 광장민주주의의 제도화에는 광장이 갖는 직접과 토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
시에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 즉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제의 도입
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대의제로 대표될 수 없는 ‘시민 정치적 영역’의 제도화가 있다.
DD는 양자 모두에서 중용한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yakuk@kde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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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D의 발전 내지 확산에 있어서 전자 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촛불 이전 DD의 실천적 흐름에 있어서 전자 민주주의 이외에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다.
지역에서 참여예산제 등이 진행되었고, 비록 지금 논의되는 연령,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것은 아니지
만 음식물 자원시설 관련 시민배심원제가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역시 DD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공론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4. DD로서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사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DD
의 가능성과 한계는 현실에서 많은 논의들이 시민의회를 대의제 의회와 병행하는 기구로 구상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화가 가능하다. 공론토론과 시민의회는 소우주
또는 작은 지구 모델이라는 점과 DD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다. 다만 그것이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가 아니면 주제의 제한성이 없는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 결정권한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시민의회인가에 따라 DD의 한계와 장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5. 끝으로 DD는 시민의회 뿐만 아니라 대의제에서도 정당성이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다. 입법 관련 공청회, 청문회, 토론회 등은 DD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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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사회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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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조 희 정*1)

Ⅰ. 문제제기
이 글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이하 2016 촛불집회)에 나타난 온라인 공간 행위
자의 뉴미디어 참여기술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시대 민주주의 전략의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
대상으로 2016 촛불집회 진행 기간 동안 생성된 다양한 참여기술의 콘텐츠(contents) 내용과 확산 과
정을 분석하고 특히, 역대 촛불집회와 달리 진일보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관습적 시민참여방식(unconventional participation)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평화적 참여로서 지속되었던 촛불집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습적 참여
(conventional participation)인 투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정치참여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최초 촛불집회로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8년 5월 미국의 반전(베트남전) 시위1)가 있었지
만, 국내에서는 그로부터 20년 후인 1987년에 6월 항쟁에서 평화시위를 주장하는 촛불시위가 진행되
었으며, 온라인 이슈로는 1992년 하이텔 유료화 반대 네티즌 촛불집회가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연관된 촛불집회로는 2002년 미군 장갑차 희생 여중생 추모 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rilla7@naver.com
1) 세계 최초의 촛불집회가 반전시위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왜 ‘촛불’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전쟁과 같은 부당한 ‘큰 불’에
저항하는 개인의 작은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촛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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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등 네 차례의 촛불집회가 유명하다. 물론 이 외에도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 2006년 새만금
개발 반대, 2007년 한미 FTA 반대 등의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전국적 참여가 이루어진
2002, 2004, 2008 그리고 2016년의 촛불집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언론재단의 분석 결과,
촛불집회 기사건수 역시 이 네 차례의 촛불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촛불집회 기사건수(1990-2017년)

* 자료: 한국언론재단

1.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 시각
일반적인 정치학 관점에서 촛불집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왜 광장에 나왔는가 하는 원인 문제이다. 원인은 의제와 연결되는 문제로서 광장에 모인 대중의
핵심 구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또한 기존의 대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2)
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와 정당의 대표성 실패 때문에 시민이 직접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 실패의 내용이 중요한 분석 거리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인 월스트리트 점령시위(Occupy
WallStreet), 중동 혁명(Arab’s Spring), 해바라기 운동(Sunflower Movement, 대만), 우산 혁명
(Umbrella Revolution, 홍콩), 키친웨어 혁명(Kitchenware Revolution, 아이슬란드) 등과 같은 집회나
혁명의 원인은 결국 향후 정치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촛불집회 역시 참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둘째, 누가 광장에 나왔는가라는 행위자 문제이다. 즉, 새로운 집단이나 계층이 등장하였는가, 그들의
중요 가치는 무엇인가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계층 혹은 계급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민주주의 동
력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언제나 세대와 가치는 변화하지만 촛불집회나
2) 이관후는 이제까지 흔히 대의민주주의로 번역한 representative democracy는 대표민주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
한다. 또한 촛불집회는 대표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발발한 것은 맞지만 촛불시민이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 대표
성을 한정한다. 즉, 촛불집회 역시 대표제의 또 하나의 표현인 것이다(이관후 2017: ). 이에 대해서는 대표가 아니라 ‘대리’민주주의
가 의미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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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변화된 가치가 응집되어 표출된다. 이러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대
정치의 중요한 분석 과제이다.
셋째, 어떻게 행위자가 결집되고, 의제가 확산되는가하는 방법과 기술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폭력․
비폭력 여부보다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이용한 의제설정(agenda
setting),

정보제공(informing),

투표/청원(voting/petition),

조직화(organization),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등 행위자 결집과 의제 확산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과거에는 매스미디어를 통
해 걸러진(gatekeeping) 뉴스만을 통해 정보를 습득해왔지만 네트워크사회에서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알게 된다는 정
보제공방법 변화만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양식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방적으
로 정보제공습득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투표
로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하며 연대하여 집단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졌다.
넷째, 제도 차원에서는 정부와 정당과 같은 제도 행위자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 촛불집회나 혁명
이 발생할 경우는 통상적으로 시민의 분노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의 반응은 시민의 기대에 부
응할 정도로 기민하거나 교정적이지 않다. 정부나 정당의 반응성이 높았다면 애초에 촛불집회나 혁명이
일어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즉, 촛불집회에서 정부와 정당 등 제도적 반응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정부와 정당은 왜 실패했는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는 사회적․제도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이다. 즉, 촛불집회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것으로서, 일시적 일탈이나 감정(분노) 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항담론을 형성하어
이후의 촛불정신 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남겼는가, 참여민주주의와 협의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켰는가,
구체적으로 제도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촛불은 ‘집
회’, ‘혁명’, ‘시위’, ‘항쟁’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역대 촛불집회마다 의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시기의 동원 기술과 동원 방법 또한 다르다. 즉, 미디
어가 달라지는 만큼 네트워크 특징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함의하는 것은 네트워크 사
회의 새로운 행위자 출현과 참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섯 가지 정치
학적 분석 질문 가운데, 온라인 공간이나 ICT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세 번째 연구주제인, 참여기술과
방법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3) 외국에서 촛불집회를 호칭하는 명칭은 주로 ‘저항(protest)’이나 ‘혁명(revolu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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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미디어와 참여기술전략 분석의 중요성
참여기술 전략은 관습적 참여로서의 투표와 비관습적 참여로서의 사회운동으로 단순히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설정, 정보제공, 투표, 조직화, 제도화와 같은 실천 중심의 민주주의 시민기술(civic
technology) 전략으로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조희정 2017).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초기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면 2000년대
중반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화가 촉진되고 이슈의 확산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했
다. 2010년대의 모바일(mobile)과 동영상 시대에는 개인미디어가 매스미디어를 우회하는 대안미디어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신기술 적용을 통해 다중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형성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단계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지만 그 모든
단계에는 정치혁신을 지향하는 시민기술의 참여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 정체성 형성과
행동양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의제설정전략은 방송과 언론의 뉴스 보도가 사회 의제를 설정하는 것처럼 시민 개개인의 자유
로운(gate keeping이 없는) 의제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초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항
메시지를 전파하는 의제설정전략은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와 같은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mobile messenger) 시대에는 의제설정공간 자체가 확장되었다.
또한, 인터넷 초기의 좋은 의견이나 뉴스를 ‘퍼가기’를 통해 확산시키는 단순 의제설정방식에서 해시
태그(hashtag)나 콘텐츠 생산과 같은 융합적․능동적 의제설정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퍼가기
는 복잡한 과정없이 공감에 의한 능동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스스로가 기자처럼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고, 그 방식도 텍스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웹튠, 지도와 같은 복합적
인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의제설정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비하여 역의제설정(reverse agenda
setting)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둘째, 정보제공전략 역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 가공 콘텐츠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긴문장(text)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메시지
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단문 메시지가 늘어나고, 해시태그와 같은 주관적 주제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2007년 트위터에서 처음 이용되기 시작한 해시태그는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감성
기반의 강력한 주관적 주제어로서 새로운 네트워크공간에서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4)
물론 매체 다양화에 따라 텍스트와 해시태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새로운 정보제공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는 동영상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정교
하게 가공되지 않은 동영상이 아니라 메시지를 포함한 의견주장 동영상이 확산되는 것도 네트워크 공간
의 정보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 기호를 통해 주제별로 묶는 용도로 등장한 해시태그는 하루 1억 건이 넘게 활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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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투표와 청원전략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성된다. 투표 앱(application)
이나 청원 사이트에서 광장의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표출할 수 있다.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청원을 보면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토론과 청원전략에서는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한 의견수렴을 그 의의로 평가한다.
넷째, 조직화전략은 네트워크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이나 자원을
결집하는 것인 가장 중요한 집회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태동하기도
하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과 같은 물적 자원의 결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큰 조직이
형성되면 더 많은 주목을 통해 더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섯째, 제도화전략은 온라인 사회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즉, 광장의 집회에 모
인 다중이 ICT를 매개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면 촛불집회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연결되
는 혁명의 완성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2004년, 2008년에 이어 네 번째 진행된 2016 촛불집회에서는 역사상 유례없이 누적 인원
1,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그 지속기간도 5개월로 사상 최장기간 진행되었다. 2016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매주말 촛불집회 사이에 주중에는 일상적인 많은
온라인 정치 참여가 나타났다. 그런 온라인 정치참여는 주말 촛불집회처럼 주중 온라인 촛불집회 역할
을 하여 일상생활의 참여를 이끌었다. 따라서, 그 안에 나타난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기술의 정치적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글의 구성은 2장에서 2002년, 2004년, 2008년 세 차례의 역대 촛불집회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의제
설정, 정보제공, 투표, 조직화, 제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본격적인 참여기술전략으로서 2016 촛불집회의 의제설정, 정보제공, 투표, 조직
화, 제도화라는 다섯 가지 참여 전략을 정리하고, 4장에서 전략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쟁점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특징과 쟁점을 기반으로 향후 참여기술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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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2, 2004, 2008년 촛불집회의 진화과정과 특징

1. 의제설정
2002년 월드컵 열기가 가득하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던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되었다. 6월 26일, 여중생 범대위 결성 및 1차 범국민
대회가 열렸다. 12월 14일에는 여중생 사건 이후 최대 범국민대회가 열려 전국적으로 약 10만여 명이
집결하였다. 2002년 집회는 평화시위로 진행되었는데, 억울한 여중생의 희생을 추모하면서 가해자 처
벌 문제 그리고 한미간 불평등한 SOFA 문제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단순 추모집회에서 11월 미군
의 무죄 평결 결정이 나면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2천만 명에 달하던 시기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
성이나 참여문화가 시작되면서 게시판 문화의 폭발이 이루어졌다(이원태 2010: 201). 2000년에 오마
이뉴스가 창간되었고, 딴지일보, 서프라이즈와 같은 논객 사이트가 본격화되었다. 2002년 촛불의 도화
선도 네티즌 ‘앙마(김기보)’의 제안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에 반응하여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들은 네이트온 메신저의 머릿글을 검은추모리본 ‘▶◀’으로 바꾸며 동조의지를 확산시켰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의제가 확산된 것이다.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도 그 명칭에서 보듯이 의제가 분명하였다. 이때의 집회는
3월 시작하여 5월 헌재의 탄핵 기각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단일 의제로 진행되었다.
2002년에 이어 이 시기는 참여의 폭발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적극적인 커뮤
니티가 형성되었고, 웃긴대학과 같은 유머 사이트도 인기를 끌었다. 미디어몹과 같은 대안 미디어나
무엇보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열풍으로 인해 개인 미니블로그 기능을 한 미니홈피가 의제확산의 가장
강력한 채널로 작동하였다. 이전의 홈페이지나 네이트온 메신저에 이어 미니홈피와 같은 미니블로그가
개인미디어 역할을 수행하며 의제를 확산시킨 것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5월에 시작하여 평화시위로 진행되다가 8월부터 폭력
이 발생하며 100일 이상 지속되었다. 대략 5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연인원 300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집회의 시작은 2008년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
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였다. 그러나 집회가 진행되면서 집회 구호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었는
데, ‘협상무효 고시 철회’, ‘이명박 나와라’, ‘택시비 택시비’, ‘기말고사 책임져라’, ‘명바기는 자고 있
나’, ‘이명박은 물러가라’, ‘비폭력 비폭력’ 등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집회 방법에 대한 이견 및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나타났다.
<그림 2>를 보면, 포털또한 강력한 의제설정 지원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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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관련 검색어의 시작은 광우병과 탄핵 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의 경우는 네이버보다 하루 늦은 5월
2일부터 검색이 시작되었지만 단지 광우병과 시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터넷 종량제 혹은 구체적인
사망 청년이나 자료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2> 네이버 지식인에서 ‘광우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 숫자

* 자료: 고종원․이한우․최규민(2009)

조사결과, 네이버의 경우는 ‘김밥할머니 폭행’, ‘여고생 실명’, ‘여중생 폭행’, ‘서강대녀’, ‘광우병 시
위’, ‘김지하’ 등이 1위를 한 적이 있는 검색어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음은 ‘어느 의경의 눈물’, ‘정선
희 사퇴’, ‘서강대녀’, ‘82쿡 닷컴’이 1위를 한 검색어이다. 또한, 최장 길이의 검색어는 '민주주의는
죽었다'(8글자), '오마이뉴스 생중계'(8글자) 등이었다.
네이버의 경우, 촛불관련 검색어가 하나도 랭크되지 않은 날은 전체 53일 가운데 11일로 나타났고,
다음은 전체 67일 가운데 24일이나 촛불관련 검색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네티즌들이 주로 검색한 날짜
는 네이버의 경우 5월 초, 6월초, 다음의 경우는 5월초와 6월초 외에도 6월 22일과 26일에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물론 6월 10일과 7월 7일의 대규모 오프라인 집회기간에 맞춰 네티즌의 관심사가
높아졌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관심보다는 미디어나 주요 사건이 일어날
때에만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 오류 폭로, 알바 IP 추적, 다음 CSI 활동 등 시민들의 자체적인 감시 활동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2002년과 2004년에 비해 광우병 발생원인 및 증상, 한우 감별법, 고기 없이 요리하
기 등 광우병 관련 지식 확산 및 공유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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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8년 6월 1일 해킹당한 한나라당 홈페이지

<그림 4> 2008년 6월 2일 해킹당한 서울경찰청 1기동대 홈페이지

2. 정보제공
2002년의 텍스트 중심 정보제공, 2004년의 이미지 중심 정보제공에 이어 2008년 촛불에서는 아프
리카 TV, 오마이뉴스, 진보신당칼라TV 등을 통한 1인 미디어 생중계(카메라는 화염병보다 강하다, 거
리저널리즘 등으로 평가됨) 등 (TV, 신문,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대안미디어로서 개인미
디어가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동영상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으며, 촛불 아이콘(실타래), 메신저의 항의 대화
명 등 온라인 저항도 활발하게 나타났다.5)
<그림 5> 2008 촛불집회의 중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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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중앙일보(2008년 5월 14일자)

3. 투표와 청원
2002, 2004년에는 투표나 청원보다는 의제설정과 정보제공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즉, 이하
에서 살펴볼 투표와 청원, 조직화, 제도화 양상은 2008년을 거치면서 본격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08년 이전에는 전략적 이용보다는 매체의 확산, 의제의 형성과 같은 초창기의 참여모델이 주를
이루었고, 2008년에 들어와서야 같은 동영상이라도 전략을 포함한 동영상, 같은 메시지라도 더 잘 확
산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택하는 일종의 양질전환과 같은 참여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이 이루어진 계기는 분산적인 채널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많아지면 달라진다’는 클레이 서키의 주장은 다음 아고라6)와 같은 플랫폼에서 청원,
의견, 토론이 전개되면서 비로소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08년 촛불의 청원 플랫폼
으로는 다음 아고라가 가장 강력했다. 아고라에서는 적극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광장에서
는 다양한 참여문화를 기반으로 72시간 릴레이 집회, 48시간 국민비상행동, 거리 특강, 국민 M.T, 시
민토론회와 같은 소통기회를 제공하였다.
또다른 이유는 강력한 인프라와 콘텐츠 다양화에 의한 네트워크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2000
년부터 2007년까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었고, 두 번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이벤트,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역사적
인 사건을 겪으면서 자발적인 참여의 폭발이 이루어져 누구나 창작자, 기자 등 이야기를 창착

5) 이 시기에 지역기지국의 휴대폰 사용량이 평소보다 34% 이상 증가했다.
6) 다음 아고라 서비스는 2004년 12월부터 시작했으며, 2007년 한미 FTA 타결 전후로 네티즌 참여가 급증하였다. 또한 2007년 네이버
토론장의 위축 이후 진보적 성향의 네티즌이 결집하는 온라인 공간이 되었다(장우영 2008: 40, 좋은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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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인적 자원이 풍부해진 상태에서 2008년 촛불집
회가 형성된 것이다.

4. 조직화
2002 촛불집회에서는 안티미군사이버 범국민 대책위(http://www.antimigun.org)가 있었고,
2004 촛불집회에서는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http://cafe.daum.net/antitanhaek)라는 사이트가 있
었다. 또한, 2008 촛불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시민운동단체의 대규모 결집이 이루어져 1700여개 시민사
회단체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발족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2008년 5월 26일 인터넷 촛불
집회 홈페이지가 등장하였다.
<그림 6> 인터넷 촛불집회(2008년 5월 26일)

자료: ‘실타래’(http://www.sealtale.com)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인적 동원이 위력을 발휘하였다. 다음 아고라를 통해
예비군의 참여가 나타났고, 아이돌 팬클럽 커뮤니티들이 집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여성 삼국카페(‘화장발’,
‘쌍코’, ‘소울드레서’), ‘82 Cook’(여성정보 커뮤니티), ‘엽혹진’(엽기 혹은 진실, 연예 정보 사이트,
http://cafe.daum.net/truepicture) 등비정치적인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의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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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음 아고라 페이지뷰 추이

* 자료: 고종원․이한우․최규민(2009)

<그림 8> 2008 촛불집회의 온라인 채널별 관련 게시글 분포

* 자료: 장우영(2008: 41, 좋은정책포럼)

또한, 여중생에서 유모차 부대까지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생활 정치 이슈가 확산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연행자에게 변호인단을 제공하였고, 각 커뮤니티에서
김밥, 물, 비옷, 사다리, 대형태극기, 땔감 등 집회 관련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MLBPark(미국 메이저
리그 커뮤니티, http://mlbpark.donga.com ; http://www.mlbpark.com)’, ‘소울드레서’ 등은 신
문 광고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8년 촛불의 주역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들 커뮤니티의
방문자(traffic)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주간
방문자 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5월 넷째 주에 방문자가 13만 명에 이른 MLB
Park이고, 가장 많은 방문자 수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6월 셋째 주에 33만 명까지 방문한 82 Cook이다.
MLB Park에 5월 넷째주 방문자가 증가한 이유는 소울 드레서의 5월 19일 신문 광고 게재 다음으로
MLB Park가 5월 26일에 경향신문에 후원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82 Cook에 6월
셋째 주 방문자 수 규모가 다른 때의 2-3배로 증가한 것은 보수언론의 광고압박 법적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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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나타나 이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표 1>).
<표 1> 주요 비정치 커뮤니티 방문자의 페이지 열람 횟수
주간 방문자 수

MLB Park

엽혹진

82 Cook

04월01주

18,049,841

6,815,442

2,738,782

04월02주

13,959,817

6,601,417

3,164,433

04월03주

16,694,592

6,801,617

2,928,900

04월04주

19,475,122

5,943,619

3,127,296

05월01주

21,823,645

9,182,243

2,860,712

05월02주

23,284,327

7,472,377

2,236,821

05월03주

18,883,889

8,022,132

3,332,552

05월04주

29,954,893

8,345,738

4,548,158

06월01주

29,824,177

10,582,988

4,834,834

06월02주

22,586,532

9,022,617

4,832,519

06월03주

25,840,657

8,890,888

9,970,700

06월04주

20,949,123

9,109,394

5,770,974

06월05주

19,756,841

13,584,856

8,605,508

07월01주

18,919,060

14,187,425

6,717,945

07월02주

26,823,913

13,573,156

8,124,897

* 자료 : 랭키 닷컴(http://www.rankey.com)

<표 2> 2008 촛불집회 주도 주요 청소년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
구분

URL

회원수

개설일

성격

전용게시판
게시글수

주요
온라인 활동

촛불소녀
코리아

http://cafe.daum.net/c
andlegirls

5,000명

2008.05.17.

운동 커뮤니티

1,900건

촛불집회
상황 중계

전청련

http://cafe.daum.net/M
Bstudentaction

3,300명

2008.05.05.

운동 커뮤니티

1,250건

온라인상의
청소년단체 연대
주도

전청모

http://cafe.daum.net/gi
veusfreedom

1,200명

2008.05.04.

운동 커뮤니티

160건

촛불집회
홍보

10대연합

http://cafe.daum.net/H
eemang-10

700명

2008.05.25.

운동 커뮤니티

350건

온라인
촛불집회

엽혹진

http://cafe.daum.net/tr
uepicture

287만명

2001.06.07.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3,760건

촛불집회
자금 모금

쭉빵

http://cafe.daum.net/o
k211

5만7천명

2008.01.29.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1,435건

촛불집회
상황 중계

* 자료: 장우영(2008: 46, 좋은정책포럼)

<표 3> 청소년 촛불집회 현황

5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년 민주주의 학술 펠로우 발표회

촛불집회

일시(장소)

주관

캣치프레이즈

운동의제 확대

제1차
청소년행동

5월 17일
(덕수궁, 명동)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월:
쇠고기 수입 반대
교육자율화 반대

제2차
청소년행동

6월 1일
(보신각)

10대 연합, 촛불소녀 코리아

“우리의 마음을 종이비행기에
담아서 청와대에 날려요!”

제3차
청소년행동

6월 6-8일
(대학로,
서울광장)

10대연합, 쭉빵카페

“청소년도 국민이다.
국민 의견 존중하라!”

제4차
청소년행동

7월 12일
(서울광장)

10대연합, 전청련, 전청모,

“청소년을 괴롭히지
마세요!!”

제5차
청소년행동

7월 26일
(청계광장)

10대연합, 전청련, 전청모, “차라리 청소년이 교육감 뽑히면
촛불소녀 코리아
안될까요?”

제6차
청소년행동

8월 2일
(인사동)

청소년 YMCA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막아내자!”

6월:
대운하 반대
의료보험 및 공기업 민영화 반대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반대

7-8월:
교육감 선거 참여
방송(KBS) 독립
부시 대통령 방한 반대

* 자료: 장우영(2008: 46, 좋은정책포럼)

<표 4> 주요 정치행위자에 대한 시민사회 대항담론의 발생 원인과 반응(2008년)
구분

원인

반응

∙ 집회 배후 의심, 강경대응, ∙ 정권퇴진: 대통령 탄핵, 당선무효소송
과잉진압
∙ 내각사퇴: 내각 총사의 표명(6월 10일)
∙ 인터넷 괴담 규정
∙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사퇴
∙ 30개월 이상 문제가능성있 ∙ 정책 수정 요구: 쇠고기 관련 재협상, 미국측에 수출 금지 요청, 고시 유보 혹은 철회(6월
정부
는 쇠고기 수입
26일 고시 게재 및 발휘), 쇠고기 관련 국정감사 실시
∙ 주요 정치인 망언: 사탄, 실 ∙ 이슈 확산: 교육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대운하, 의료보험 및 공기업 민영화, 재벌규제
업자 참여, 인터넷 천민민주 완화, 한미 FTA 반대
주의
∙ 청문회 개최
∙ 집회장에서 정치인의 발언 거부
∙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저 ∙ 한나라당 참패(6월 4일 재보선)
정당
지 실패
∙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 소환 운동
∙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로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운동
∙ 광고주 광고 철회 압박 운동
∙ 사실 보도를 위한 1인 미디어 현장중계
∙ 조･중･동 구독 거부 운동, 조선일보 웹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클릭 운동, 조･중･동 광고
∙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왜
게재 기업에게 광고철회 압박
언론 및
곡보도
∙ 언론과의 인터뷰 거부
방송
∙ 공영방송 사장 인사단행
∙ 한겨레, 경향 신문 구독 운동, 후원광고 게재
∙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 방문 증가
∙ 공영방송 사수 집회(6월 11일)
∙ 反네이버 운동: 네이버 광고 차단 파일 유포, 아고라에 네이버 반대 청원 개설, 네이버
∙ 네이버의 ‘아프리카’ 금칙어
탈퇴, 네이버 카페 이전,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에 자신이 올린 답글 삭제
설정
기업
∙ 포탈의 사회적 책임 이슈화
∙ 미국산 소 수입업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 자료: 조희정·강장묵(200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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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조직화는 진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조직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이 시기에 특히
강하게 표출되었다. 예를 들어 깃발로 상징되는 조직 주도 운동 거부, 자발적 참여 , 제도 불신, 집회
진행경로 미결정, 자율연대, 사제 피켓 등이 그것이다.
조직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회 문화도 주도하였는데, 72시간 릴레이 시위, 철야 시위, 촛불 문화제,
버스 위의 108배, 닭장차 투어, 패러디 UCC(user created contents), 노래, 춤, 해학적 구호, 시민공
연 등 정치에 대한 문화적 소비, 데모테인먼트(demo-tainment)와 같은 독특한 집회 문화를 보였다.
정치의 문화적 소비현상은 정치를 더 이상 국가 영역에 국한시키거나 의회나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정치변동 가능성을 표출하는 것이다(류석진 외 2005: 164-165)
<그림 9> 2008 촛불집회동안 해학과 풍자

2008년 5월 29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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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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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요 데모테인먼트사례
∙ 경찰지휘관이 마이크만 잡으면 시민의 반응: “노래해!” “개인기!”(4월 31-5월 1일 문화제 현장)
∙ 살수차에서 물대포 발포 후 시민들의 반응: “온수! 온수!” “수도세 니가(이명박 대통령) 내!” “세탁비”(4월 31-5월
1일 문화제 현장)
∙ 청와대는 “여러 캠페인을 통해 안전을 입증하겠다"는 답변을 무한 반복하자 시민들의 반응: '꼬꼬마'라는 네티즌은
청와대의 이런 내용없는 답변들이 답답했는지 "캠페인보다는 과학적인 실험과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게
낫지 않냐. 캠페인을 하면 발병률이 낮아지나요?"라고 반문”(5월 7일 청와대 온라인 청문회)
∙ 공권력의 희화화: ‘닭장 투어’ ‘즐거운 신분 조회’ ‘닭장차 안에서의 정모’ ‘사진 퍼레이드’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로
기념 촬영’(5월 29일)
∙ 전경버스에 ‘불법주차’ 스티커로 도배, “유가급등 시동꺼라”(5월 29일)
∙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와 서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상득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시민의 반응: “재직증명서 제출하자”(6월 3일)
∙ 1만 명의 초를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하는지 보고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대한 시민의 반응: “내 돈으로
샀다. 배후는 양초 공장” “촛불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초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6월 4일)
∙ 중학생의 사제 피켓 내용: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나라 걱정에 잠 못 잔다’(6월 4일)
∙ 버스위에 있던 전경들이 차단막 사이로 채증작업을 위해 시위대를 향해 사진을 찍자, 시위대의 반응: "찍지마~ 찍지
마~ 초상권~ 초상권~"(6월 6일)
∙ 세종로 앞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버스 바리케이트 대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세종로에서
레고 놀이하냐?”, “레고명박” “명박산성” “용접명박”(6월 10일)
∙ “경찰의 강경진압은 우발적이니 용서해주자”는 홍준표 의원이 발언에 대한 시민의 반응: “대통령 당선. 우발적인
일이니 없던 일로 하자”
∙ 가두행진 하는 시위대에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니 자제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한 거리 시민의 반응: “내가 시민이
다!”
∙ 보수언론 광고에 대한 압박 후 시민들의 반응: “이러다 보수언론광고가 모두 끊기면 서로 광고해주면 된다. 조선엔
중앙, 중앙엔 동아, 동아에 조선일보 광고... 문화일보가 서운할라나?”
∙ 시위대를 연행하려는 경찰 앞에서 112에 신고
∙ “광우병이 위험한지 어떻게 알았느냐? 인터넷에서 알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10대의 반응: “그럼 기자
아저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5. 제도화
2002년 촛불에 대해서는 2012년 10주기에 시민단체와 600여 명 시민 성금으로 효순 미선 추모비
‘소녀의 꿈’이 만들어졌다.
2008년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아고라 대학생 연합’이 발족되었고, 촛불당 창당 운동, 국민포털,
온라인 한우 직거래망 구축 등의 제도화 노력이 진행되었다. 개인적인 제도 저항으로는 해킹 및 정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가 진행되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다운, 한나라당, 경찰청 기동대 홈페이지
해킹, 망언 발언 공인의 개인 홈페이지 접속 폭주, 검찰청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자수’ 글 폭주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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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및 교민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만큼 국제 행동도 진행되었는데, 국제 엠네스티,
UN에 인권침해 조사 요청이 진행되었다. 기술 규제에 대한 저항으로는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소재
서버로 이동, 아고리언(agorian.kr), 구글 아고라 등이 만들어졌다.

Ⅲ. 2016 촛불집회의 다섯 가지 온라인 참여전략

1. 해시태그 의제설정전략

온라인 공간에서 2016 촛불집회를 추동한 첫 출발점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hashtag)였
다. #그런데 최순실은?(2016년 10월 7일 SBS 김형민 PD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
을 제안), #그러니까_탄핵합시다, #나와라_최순실, #내려와라 박근혜, #닥치고 탄핵, #당장 탄핵해, #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 #특검 힘내라, #하야하라, #하야해_박근혜와 같은 소셜미디어
게시자 지정 주제어인 해시태그는 딱딱한 고유명사의 나열이 아니라 게시자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명료
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축 문장 형식으로서 짧고 강렬하게 네트워크에서 확산되었다.
<그림 10> 김형민의 페이스북 해시태그

* 자료: https://www.facebook.com/88sanha?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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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제설정방식으로 정착한 해시태그 의제설
정(hashtag agenda setting)은 과거 집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장문의 대자보나 의견서와 다른
온라인 시대의 소통방식이며, 그 형태의 간결성에 작성자의 주관성이 깊게 반영된 매우 창의적인 의제설정
방식이다. 즉, 해시태그 의제설정은 누군가 장문의 계몽적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1 대 다로 전파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들’의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사건을 고발하는) 단문의 아이디어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명과 공감을 일으켜 이슈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평적 전파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림 11> 해시태그 유통량

* 자료: 테크엠․코난테크놀로지(2016. 10. 24-12. 20, 테크엠 2017년 1월 6일 보도자료)

<그림 12> 인기 해시태그

* 자료: 테크엠․코난테크놀로지(2016. 10. 24-12. 20, 테크엠 2017년 1월 6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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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주요 해시태그 연관어

* 자료: 테크엠․코난테크놀로지(2016. 10. 24-12. 20, 테크엠 2017년 1월 6일 보도자료)

2.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의 정보제공 전략
1) 대안미디어인 소셜 라이브의 정보제공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아프리카TV를 통한 1인 미디어 현장 중계가 매스미디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안 미디어 역할을 하였다. 2016 촛불집회에서는 동영상 중계채널이 더욱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잠깐 촬영하여 포스팅처럼 게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라이브가 각광을 받았다. 단지 웹에 연결
한 1인 미디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좀 더 빠르게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로 진일보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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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인의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 화면

* 자료: “IT 기술로 무장한 촛불 혁명, 속도 87년의 3배, 모바일 통한 연결사회, 지도부 없이도 민심 형성·실행 이어져.”(「아이뉴스
24」2016년 12월 31일)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동영상 확산, 소셜미디어 라이브(트위터 페리스코프, 페이스북 라이브, 다음
TV팟 라이브, 팩트TV, 유튜브 라이브 / 외국인은 영어로 해설하며 생중계), 360도 카메라 촬영 등
적극적인 생중계 현상이 나타나 개인 방송국의 폭발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5> 유튜브 인기 동영상
2016년 11월 20일 기준 조회수 150만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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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작

조회수

정유라, 그녀는 과연 누구의 딸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yL6tIimx264)

Korea's Privacy

4,366,756회

최순실 딸 정유라 인터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ZlfBPoXCMM)

co co

2,248,122회

박근혜, 하야하라, 퇴진하라 듣고 난 후 표정
(https://www.youtube.com/watch?v=uLn9ov33MYI)

미디어몽구

2,040,029회

최순실 데이트 보도날 손석희 사장이 언급한 소름돋는 세월호..
(https://www.youtube.com/watch?v=vTtxv1Z6c-0)

미스테리시네마

1,744,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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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https://www.youtube.com/watch?v=A60V7H_PY_o)

newstapa

1,729,909회

어느 초등학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지는 돌직구
(https://www.youtube.com/watch?v=O6jI8vTZW2I)

MediaVOP

1,705,987회

우병우 째려본 여기자 얼굴 빡치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Q49Ks1A2kc)

Namu

1,650,094회

무당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 내년초 전쟁 계획 빡치는...
(https://www.youtube.com/watch?v=COwqX29Gg5Y)

Namu

1,644,068회

최순실 독일에서 전화로 계엄 때리라고 했는데 박근계..
(https://www.youtube.com/watch?v=zmS9M30UKko)

Namu

1,576,466회

박정희의 비서실장이 말하는 박근혜-최태민 관계 비사
(https://www.youtube.com/watch?v=4pDAJsZ5C2Y)

nabiwa Moon

1,566,005회

소름 쫙 돋는 현재 박근혜*최순실 사태 예언 베스트5
(https://www.youtube.com/watch?v=mxM61d0umio)

Veritas Speak X

1,504,258회

* 자료: 작성자의 자체 조사 결과

매스미디어의 사건 중계는 사건현장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건이 중계되지는 않는다. 반면, 1
인 미디어의 현장 중계는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의제선정(gatekeeping)단계가 없기 때문에 훨
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재의 중계가 가능하다. 이제는 사건을 TV나 라디오, 신문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미디어인 1인 미디어를 통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보도의 민주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모바일 촛불 앱의 정보제공
2016 촛불집회는 사안과 국면의 특성상 다수의 참여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하
는 의미의 정보보다는 다수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즉, 집회
참여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한 지리 정보, 참여장소 정보 등의 편의 제공에 주력하였으며, 이는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없었던 현상이다.
2016년 11월 17일, ‘바람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발언에 분노한 네티즌이 만든
‘순순 촛불-꺼지지 않는 불꽃’ 앱은 불꽃 색을 변경하거나 사이즈를 크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촛불
위에 글도 쓸 수 있으며, 가속도 센서를 적용해서 스마트폰이 흔들리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불꽃이 작아
지는 등의 상호작용성(interactive)도 구현하였다.
‘촛불(촛불집회, 촛불기도, 생일축하)’ 앱은 상단에 문구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 글자색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촛불이 담기는 종이컵 역시 사용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11월 11일, 한 직장인이 제안한 ‘순실길 밟기’ 앱은 집회에 혼자 나오기 어렵거나 집회참여를 꺼리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주자는 의도로 기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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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순실길 밟기’

* 자료: http://www.soonsilwalk.com

2015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작했다가 2016년에 다시 인기를 끈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경찰의 불심검문, 경찰
차벽 등에 대한 대응법이나 물대포, 최루액 등 사용에 대비하는 법 등을 제공하였다. ‘촛불집회 안내도’
앱은 촛불집회 준비물부터 촛불과 피켓 이미지, 광화문 촛불집회장 일대 지도, 서울 광장 주변 20여개
의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정보를 제공하였다. ‘오천만 촛불’ 앱은 촛불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참석인원으로 간주하고, 참가자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참가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지역을 짙은 노란색으
로 표시하였다. 이 외에도 ‘민주주의의 등불 촛불’, ‘국민촛불’ 등이 제작되어 풍부한 정보제공과 함께
실시간 시민의 참여 유도하고, 참여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그림 16> ‘집회시위 제대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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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화문 집회출석’ 앱은 집회 참여를 출석체크하여 참여인원을 집계하고, 집회 참여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구현하였다.
<그림 17> ‘광화문 집회 출석’ 앱

‘전국민 시국선언 ㅎㅇㅎㄹ(하야하라)’는 각종 시국선언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8> ‘전국민 시국선언 ㅎㅇㅎㄹ(하야하라)’

테크엠과 코난테크놀로지의 빅데이터 결과,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촛불집회 키워드
분석 결과 연관 키워드로 ‘허공’, ‘핸드폰’ 등이 등장하였다. 이는 집회에서 AR앱을 사용한 이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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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광화문 반경 500m 안으로 진입하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켜지고,
화면에 촛불이 켜지는 앱, 실제 풍경과 스마트폰 가상 이미지를 합성한 AR기술을 이용해 특정 장소에
서 불특정 사람들과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한 앱도 인기를 끌었다.

3. 투표와 청원 전략
투표와 청원은 시민의 결집과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16년 10월 말부
터 준비하여 12월 1일 밤 11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박근핵 닷컴(https://parkgeunhack.com)’은
12월 9일까지 탄핵 청원에 92만 명이 서명하였으며, 의원당 3,000-58,000건의 청원이 접수되었다.
‘박근핵 닷컴’ 개발자들이 직접 서술한 서비스 기획의도에 의하면, 이 서비스는 탄핵을 원하는 시민에
게 지역국회의원만이 탄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회의원과 쉬운 연결을 하여 실제로 탄핵소추
에 해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시민과 국회의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
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전달을 하고자 했는데,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
지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탄핵 이후의 권력서열 변화와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자 하였
으나, 이 부분은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https://goo.gl/zkU5xy)
<그림 19> 박근핵 닷컴

* 자료: https://parkgeunh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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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2016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20대 새누리당 국
회의원 연락처 및 주요키워드’라는 글이 게시되어 의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가 확산되고 의원들
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폭발하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작한 모바일 투표
의 경우에는 23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99.3%가 퇴진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림 20> 박근혜 퇴진에 관한 모바일 투표

한편, 팟빵에서 운영한 ‘치어업 헌재’는 헌재를 응원할 목적으로 2016년 12월 10일 개설하
였지만 트래픽 공격으로 하루 만에 폐쇄되었다.
<그림 21> 치어업 헌재 메인 화면과 서비스 중단 안내문

* 자료: http://www.cheeruphunj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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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한 조직화 전략
유연한 조직화 전략은 말 그대로 촛불집회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2016 촛불집회에서는 2008년에 비해 그 과정이 더욱더 다층위적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행
사 운영 주체로서 온라인 비상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 연합체가 있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기 보다는 이들은 참여를 독려하고 집회를 운영하는 지원적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둘째, 커뮤니티 맵핑의 집단기록은 다수가 참여한 기록을 축적하고 정리하여 일종의 정보제공 기능을
하면서 관심있는 시민을 연대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 액티비즘은 2008년의 집합적 결집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혼참러
와 같은 개인 참여등이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정보 제
공과 실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장 의미있는 현상으로서 플랫폼 네트워크가 매우 활성화되었다. 네트워크 사회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연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유지로
활성화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이며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제도화로 이어지는 인적․기술적
자원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온라인 비상 국민행동
주말집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도하였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
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을 개최하였고. 12월 8일과 9일에는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에는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문화제(2017년 3월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 진행 후 2017년 5월 24
일 공식 해산하였다(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보도자료.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또한, 3월 14일 이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알려진 직후, 3일만에 2만 1천 명의 시민이 8억 8천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이러한 지원은 이어져 최종
금액 38억 5천만 원이 단기간에 모금되기도 할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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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온라인 비상 국민행동

* 자료: http://wouldyouparty.org/events/5(검색일: 2016년 12월 9일)

<그림 23>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차수별 촛불집회 참여 인원 수(1-23차)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65

* 자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보도자료. 2017. 5. 2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
회견.”

2) 커뮤니티 맵핑의 집단 기록
정치벤쳐 와글은 사실 기록과 온라인 콘텐츠 분석의 두 가지 전략을 시행하였다. 먼저, 사실 기록을
위해 2016년 11월 9일부터 위키 문서로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을 제공하였다. 이 문서는 편
집 멤버로 가입한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인데 11월 16일을 기준으로 두 명의 운영자와 8명의
편집자가 306개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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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 자료: http://ko.queenmaker.wikidok.net/Wiki(검색일: 2016년 11월 20일)

2016년 11월 16일에는 와글과 YMCA 전국연맹이 박근혜 이후를 준비하는 시민 공론장 ‘박근혜 게
이트 닷컴’을 열었는데, 메인 화면에서 대통령의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논의하는 대책토론방 및 오프라인 모임을 공유하는 시민의 행동도 제공하였고, 각종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언어의 의미망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12월 8일부터 온라인 시
민의회로 전환하여 시민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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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박근혜 게이트 닷컴

* 자료: http://www.parkgeunhyegate.com

2016년 10월 25일에는 디시인사이드에 ‘최순실 갤러리’가 개설되어 25일간 1,5000여 개의 글, 즉
하루 평균 600개 이상의 글이 게시되었다.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커뮤니티 맵핑도 활성화되었는데, ‘하
야해! 하야꾸’(koreastandupnow@gmail.com이 제공. 일자별 집회목록제공 및 집회내용 안내, 분노
표출(댓글 작성), 시위 꿀팁(준비물 및 행동수칙), 화장실 위치 정보 제공), ‘시티즌 맵’, ‘온라인 비상
국민행동’ 등에서는 집회 목록을 지도상에서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집회에서의 동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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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 제공하였다. 또한 ‘박근혜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 공유’ 서비스는 12월 1일부터 탄핵 찬성과 탄
핵 반대 의원의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일 지역별 지도로 제공하였다.
<그림 26> 하야해! 하야꾸!

* 자료: http://hayaggu.com(검색일: 2016년 11월 22일)

<그림 27> 시티즌 맵

* 자료: https://citizensmap.com/#_=_(검색일: 201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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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 공유 서비스의 날짜별 콘텐츠

* 자료: http://getoutpark.bakufu.org/index.html(검색일: 2016년 12월 1일)

3) 온라인 커뮤니티 액티비즘(community activism)
온라인 커뮤니티는 청문회에서 과거 자료를 신속히 검색하여 제보하거나 관련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
여 제보하는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참여하였다. 2008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한 아이돌 팬클럽
은 연합하여 ‘민주팬덤연대’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결집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난 세계’와 ‘탄핵 축하송’에 맞춰 행진하였다(https://www.youtube.com/
watch?v=r03y84hsUAg).
<그림 29> 주갤 이용자가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한 화면

* 자료: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50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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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촛불집회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디시인사이드(DC Inside)의 ‘주식갤러리(주갤)’였다.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야구갤러리 다음으로 인기있던 주갤은 제3의 국조위원, 명탐정 주갤 등의 명칭으
로 불리며 우병우 팔짱 사진 촬영 거리 측정, 우병우 차량변호, 차량 추적, 우병우의 텔레그램 가입 확
인 등의 활약을 하였으며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김기춘 위증을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하여 유명해졌다.
이들의 제보 경로를 보면, 2016년 12월 7일 19시 40분에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 이용자 ‘㈜실성사
이다’가 자료(h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 =bestofbest&no=287895&
s_no=287895&page=4)를 발견하여 직접 전달방법이 없으니 자신의 글을 손혜원, 안민석에게 제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1시에 이 글을 본 주갤 이용자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http://gall.dcinside.
com/board/view/?id= stock_new1&no=5040829)하고, 손 의원이 자신보다 질문 순서가 빠른 박
영선 의원에게 전달(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
288007&s_no= 288007&page=1)하여, 22시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김기춘에게 ‘최순실 모른
다’는 발언에 대해 위증이라고 공격하였다.
4) 플랫폼 네트워크
2016년 10월 설립된 개발자 협동조합인 소셜벤쳐 ‘빠띠(Parti)’는 캠페인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
는 플랫폼으로서 ‘우주당’ 사이트를 개설하였다.7) 페이스북 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이 프로젝트 정당을
구성하여 하루만에 8,000명이 모였다. 이는 공식적 정치정당은 아니지만 8개의 캠페인을 제공하면서
재미있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였다. 일례로 11월 5일 집회에 나온 우주당원 8명은 깃발 대신 휴대전화
용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 현장에서 인증샷을 남겼으며, 11월 12일에는 나홀로 집회에 온 당원들을 위
해 플래카드 인증샷을 올릴 경우 위치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들은 또한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우리 다신 만나지 말자’ 서명을 시작으로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 아카이브, 세월호 아카이브, 청소년들의 정치 플랫폼 ‘틴즈디모’, 탄핵 이후를 토론하는 ‘함께 그리
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의 정치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우주당’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이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포켓몬고와 같은) ‘하야고(GO)’ 게임도 하였다.
빠띠는 시국선언 제안부터 참여, 작성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선언가 N명의
크라우드소싱 시국선언문’에 182명이 참여하였다(타임랩스로 편집한 시국선언문의 작성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v= xywu4gQMgns 참조)

7) 빠띠는 그 이전에도 활발한 온라인 참여활동을 하였다. 2016년 초에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의
장에게 보애는 국민의 편지’에 327,166명이 참여하여 34,676개의 의견을 냈고, 2016년 6월 GMO 완전표시제법 입법을 위한 온라
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을 결성하였다. GMO 완전표시제법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 대한 직접투표에서 5,470표를 얻어
채택됐고, 17만 명이 서명하였으며, 이후 입법안의 쟁점을 토론하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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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페이스북 이용자 최게바라 기획사(@choiguevaracompany)의 깃발부대 참가 모집서

* 자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TH6Ek79Q35m8fwNfKSWD-VsnGjvYJxkVpL0usj0QFv02
Jg/viewform?edit_requested=true(검색일: 2016년 11월 21일)

<그림 31> 우주당

* 자료: http://wouldyouparty.org(검색일: 2016년 11월 15일)

5. 시민의회의 제도화 전략
2016년 12월 8일 촛불집회 기간동안 정치벤처 와글과 YMCA 연맹은 개발사 빠띠를 통해 시민의회
사이트(http://citizenassembly.net)를 개설하고, 시민의회 대표 인물에 대한 의견수렴 플랫폼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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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차로 128명, 2차로 1,013명까지 총 1,141명이 공동제안자로 참여하였으며 박근혜게이트닷
컴에 명단을 게시하였다.
<그림 32> 박근혜 게이트 닷컴의 온라인 시민의회 제안 화면

* 자료: http://www.parkgeunhyegate.com

그러나, 제안 개설 후, 시민대표 의견투표(인기투표 방식)에 대해 이견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12월 10일 와글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시민의회 서비스는 중지되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에 걸친 단기간동안 사이트에 게시된 글은 현재 한국 현실에서 온라인 시민의회를 평가하
는 찬반 의견을 가장 심도있고 분명하게 표출하였다.
<그림 33> 시민의회 논쟁화면과 대표의 사과문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73

<표 6> 시민의회 논란의 주요 내용
시민의회 찬성
- 문제 공론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모색(집단지성
효과: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공모하여 빅
데이터 분석)하고 제도 개선 요구
- 분권화를 통한 민주성 확보. 각계 각층, 지역‧직업‧관
심분야별 시민의회 분권화 필요
- 국회의원 규모와 같게 300명으로 대표단 구성(청년
50%, 여성 50%, 와글 대표의 의견). 50%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대표 해임
- 대표가 아닌 대리인 추첨 민주주의 적용
- 인터넷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 다양한 토론 방식 적용: 온라인 토론회, 온라인 공청
회, 온라인 오디션, 온라인 투표, 온라인 시민 청문
회 등
- 국민입안, 국민발의, 국민소환, 국민투표 장치 마련

시민의회 반대
- 대의민주주의 무시 혹은 폄하. 국회의원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임
- 정치혐오 조장
- 완장권력, 엘리트주의의 반복. 혹은 NGO 들러리 세우기에 불
과함
- 국민 전체 투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 없음. 시민의
회 대표의 정당성 없음
- 국민이 이룩한 촛불집회 취지와 의미를 온라인 시민의회 세력
확장에 대한 도구적 활용으로 퇴색하게 함. 촛불집회의 자발성
훼손. “온라인 시민의회를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 추진 주체(와글, YMCA연맹)의 정당성을 신뢰하기 어려움. 조
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구체성 부족. 시민의회 목적 불분명. 단순 포퓰리즘? 제도적 대
안 불분명 / 불분명한 실천방식. 박근혜, 전두환도 다수득표하
면 대표자 역할 가능? / 법적 정당성 불분명
- 시민의회 대표단의 규모, 역할, 권한의 모호성
- 성급한 일정(12월 19일까지 구성 완료는 무리한 일정임)

* 자료: 온라인 시민의회 의견 토론방 의견 논쟁(2016. 12. 8-11, http://citizensassembly.parti.xyz/p/role)

7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년 민주주의 학술 펠로우 발표회

시민의회 논란은 온라인 참여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비록 실패
하였더라도 그동안 네 차례의 촛불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본격적인 조직화 시도가 이루어진 첫 사례
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온라인 참여와 주말의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집회가 제도화로 이어진다면 촛불
집회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시민의회 시도는 그 사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물 대표는 존재하지만 대표성에 대한 거부가 강력히 나타난 점, 정책이 아미라 인물 대표 선
출에 머물러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전략을 구사한 점, 그리고 좀 더 정교한 정치적 디자인이 부
족했다는 한계가 나타나 초기 시도로 평가할 수 밖에 없지만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제도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시민의회 사례는 매우 의미가 크다.

6. 기타: 패러디와 게임의 문화정치
패러디와 앱 게임 등은 답답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문화적 유희의 도구로 작용하였다. ‘순실이
닭 키우기’(주인이 닭에게 고소고발, 펜세우기, 연설문 수정, 물 뿌리기 등을 지시하면서 닭을 성장시키
는 게임으로 1만 회 이상 다운로드),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를 이용한 ‘순시리닷컴’, ‘순실이 빨리와’(10
월 28일에 공개돼 2일 만에 5000회 이상 다운로드. 말을 탄 최순실 캐릭터를 조종해서 수갑 등 장애물
을 피하는 게임으로서 평점 5점 만점에 4.9점을 얻을 정도로 인기), ‘Choi’s GATE’, ‘최순실게임’, ‘촛
불런-순실의 시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등의 게임을 통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 촛불 게임 앱

이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텀블벅을 통해 헌법 1조 1항, 2항 금속뱃지 제작이 이루어지고, ‘탄
핵커톤’을 통해서는 개발자들이 24시간 모여 촛불집회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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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헌법 조항 금속 뱃지 제작 크라우드 펀딩

* 자료: https://tumblbug.com/lawpin(검색일: 2017년 1월 16일)

탄핵커톤은 개발자의 크라우드 소싱 이벤트인 해커톤처럼 참여기술 개발자들이 모여 정치변화에 도
움되는 ICT 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 작업이다. 시티즌 맵이나 메르스 맵 개발로 유명한 개발자 ‘주인백
(이덕화, 벤처기업 개발자)’가 주도하여 2016년 12월 9일부터 20명이 4팀으로 24시간 작업하여 서비
스를 생산하였고, 이 제안을 페이팔을 통해 기부받고, 페이스북 공유로 확산되었다. 개발 결과 ‘헌법재
판소에 메시지 보내기(Candle Card)’ 등 참여 앱이 제작되어 2017년 1월 15일까지 보름만에 4,545
명이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참여는 그동안 분산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기술의 정치적
실천이 좀 더 결집되고 구체적인 효능감을 지향하며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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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탄핵커톤 제안 화면

* 자료: http://www.tanhackathon.com(검색일: 2016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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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의 특징과 쟁점

1. 가치의 전환과 구성적 다중체의 출현
가치의 전환에 있어서는 의제 발굴과 토론(협의 민주주의)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혼참러의 등장도
눈여겨볼 수 있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혼자 참여를 의미하는 혼참러는 급조한 개인 모임(‘장수풍뎅
이연구회’, ‘고산병연구회’, ‘전국 한시적 무성욕자연합’, ‘민주묘총’, ‘범야옹연대’, ‘응원봉 연대’, ‘전국
아재연합’, ‘힝입니다ㅠ’, ‘햄네스티’, ‘범깡총연대(토끼를 키우는 사람들 모임)’, ‘화분안죽이기 실천 시
민연합(식물 키우는 사람들 모임)’, ‘만두 노총(만두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등 창의적 깃발의 해학을
제시하면서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조직의 깃발을 거부한 본격적인 행위자로 등장하였으며, 흔히
집회에서 부르던 운동권 가요보다는 대중가요를 불렀다.
<그림 37> 혼참러 깃발

* 자료: “요즘 시위 풍속도, 혼참러와 순수한 개인의 등장.”(SBS 2016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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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혼참러 깃발

* 자료: “광화문 광장의 프로 혼참러.”(오마이뉴스 2017년 2월 4일자)
* 자료: “안남시민연대, 범야옹연대, 민주묘총…촛불집회에 등장한 이색단체들 정체는?.”(중앙일보 2016년 11월 19일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차수별 참여인원 추이는 <그림 39>와 같은데, 그 규모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난 것 이상으로 평균 참가 횟수가 여러 번인 시민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또한, 이들은
평균 80분 내외 광장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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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차수별 참여인원

2008년엔 진보-보수 참가율 차이가 3배였던 데 비해 2016년엔 2배에 그쳤다. 특히 중도-보수의 참
가율을 비교해보면 2008년 중도 성향의 시민 참가율(10.7%)이 보수(4.9%)의 2배였지만 2016년엔 두
집단 간 참여율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했다.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두 집단 참가율 차이는 거의 없는
셈이다. “‘쇠고기 촛불’은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반미 성향이 강한 이들의 집회였다면 ‘박근혜 촛불’
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진 시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현우 교수 발언, “작년 촛불혁명
‘전문 시위꾼’ 아닌 ‘평범한 시민’이 이끌었다.”「동아일보」2017년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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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1-9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평균 참가 횟수
(단위: %, 2016년 12월 26-28일 1,192명 조사)

* 자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7)

<그림 41> 촛불집회 참여 계기
(단위: %, 2016년 11월 26일 2,058명 조사)

* 자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7)

<그림 42> 촛불집회 동반참여인 분류
(단위: %, 2016년 11월 26일 2,058명 조사)

* 자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7)

“‘정치적’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바꾼 사건입니다. 과거엔 당리당략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됐다면
이젠 민주시민이라면 해야 할 합당한 의무, 역할을 뜻하게 됐죠.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해
졌고, 정치를 내 삶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서복경 교수 발언, “작년 촛불혁명
‘전문 시위꾼’ 아닌 ‘평범한 시민’이 이끌었다.”「동아일보」2017년 6월 22일자).
아울러,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의 민주성을 구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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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등한 참여의 제도화(bottom-up)도 이루어졌다. 즉, 2016 촛불집회는 개인의 참여, 개인의 연결
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한국사회 참여 문화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근대적인 방
식의 시위에서 형성되었던 동일한 집합 정체성(collective action)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
인의 연결, 즉 연결 정체성(connective action)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기술 실천과 참여민주주의
3장에서 분석한 2016 촛불집회에 나타난 참여기술의 다섯 가지 전략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를 정리
하면 <표 7>과 같다. 이와 같이 2016 촛불집회는 시민기술의 참여 양상이 모두 시도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이 개인과 멀리 떨어져 공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도구로 생활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표 7> 2016 촛불집회의 기술 실천전략과 정치적 의미
전략

기술

의제설정

해시태그 의제설정

의미
계몽적 장문의 메시지가 아닌 감정(분노), 사건고발 단문 메시지 공유의 네트워크
수평적 메시지 전파의 네트워크
모두의 대안 미디어

정보제공

1인 소셜라이브

보도의 민주성
모바일 앱

투표/청원

의원에게 청원
모바일 투표
지원조직

조직화

자유로운 소재를 신속하게 전달

커뮤니티 맵핑

개인 맞춤형 상호작용적(interactive) 정보제공
직접 참여
적극적 의견 표출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 지원
다수의 자발적 참여
정보축적 기술의 발전

온라인 커뮤니티 액티비즘 적극적인 실천
플랫폼 네트워크
제도화

시민의회

유연하고 개방적인 연대
연대의 필요성과 방법의 공유 필요
목적과 구체성 등 절차적 정당성 필요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인데, 이제는 몇 개의 단편적인 기술의
부분적인 이용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원을 동원하여 참여와 집회가 진행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 양상이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투표와 청원,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많지 않고, 2016 촛불집회에 나타난 투표와 청원, 제도화 기술들도 쉬운 기술이나 보편
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민기술이라는 것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2016 촛불집회의 기술들은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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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콘텐츠 생산과 유통 구조
2016 촛불집회는 2008년 촛불집회보다 다양한 미디어와 신기술 그리고 모바일의 활용이 대폭 확장
되었는데, 오픈소스(open source,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쉬운 절차(편의성,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빠른 대응(프로세스의 신속성), 플랫폼(채널, 인적․물적 자원의 연결성)
등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 수준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보다는 사회운동을
위해 대중이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needs)’가 증가하였고,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43> 2016 촛불집회의 콘텐츠 네트워크 작동방식

Ⅴ. 결론: 2016 촛불집회와 시민기술의 과제
이상과 같이 분석한 네 차례 촛불집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그동안의 촛불집회는 참여
규모와 참여범위도 확대되긴 하였지만, 네트워크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다양한 기술, 콘텐츠 생산 전략
그리고 참여계층의 정체성이나 문화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나온 구호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2016년에는 헌법 개정 논의로 확대되었고, 과거에 없던 온라인을 통한
제도화의 시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방법과 전략이 고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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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촛불집회 개요
시기

의제

참여 규모

참여 범위

참여 기술

참여 계층

2002년

효순,미선 미군
10만 명
장갑차 사망 추모

전국적
평화 시위

네이트온 메신저(검은
넥타이부대
리본 추모 아이콘(▶◀)
깃발 주도(‘깃발 대중’)
표시로 광장 결집)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최측 추산 20만 명

전국적

네이트온 메신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울 중심
(국외 참여
주최측 추산 80만 명
등장)
(누적 인원 300만 명)
후반부 폭력화
생활이슈

SMS
1인 미디어 중계
트위터 실시간 정보
아고라 토론방

촛불소녀, 여중생/아이돌 팬클럽
유모차부대
비정치 온라인 커뮤니티
재외국민, 해외 여성 커뮤니티
파워(미시USA)
깃발 거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최측 추산 누적 인원
1,700만 명(1개월만에
100만 명 결집, 10월
전국
29일 2만 명 참여에서
국내외
12월 3일 232만 명
비폭력
참여, 12월 31일
누적참여인원 1,000만
명 돌파)

(스마트폰 이후)
소셜미디어 라이브
위키 기록
커뮤니티 맵핑
모바일 앱
플랫폼
해커톤

아이돌 팬클럽
해외 여성 커뮤니티 파워(미시
USA)
참여기술 개발자
노년층, 보수층
혼참러

2008년

2016년

-

그러나 연구나 사회운동 실천차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촛불집회 참여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물론 언제나 같은 계층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참여가 나타나고 있지만, 네트워크 사회운동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사회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과 같은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다거나, 집단이나 대중이 아닌
다중과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연결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개인참여 현
상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성적인 결집이 아니라 감성적인 일시적 일
탈이라고 평가하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최장집), 감성에 의한 참여가 일시적이고 일탈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최근 분노에 의한 참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
석도 제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감정사회학이나 정치심리학 등 심리적 유인요소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방법도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모인 태극기집회를 폄하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둘째, 시민기술을 이용한 제도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시민의회 사례가 실패하긴
했지만 인물 대표가 아닌 정책 대표로 시도했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시민의 보편적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 디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온라인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자 정치적으로는 대표성 및 정당성 확보와 제도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대표민주주의 의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조건에 대한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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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셋째, 지역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소규모 커뮤니티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나 지역 촛불집회에서 수도권과 다른 참여문화가
나타났듯이 지역 다양성이 존재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6 촛불집회를 계기로 나타난 많은 (정당을 우회하는 시민에 의한) 직접민
주주의 시도가 바람직하거나 성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정권 전환과 맞물려 시민의회, 공론화,
추첨민주주의와 같이 과거에 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방식이 개헌이나 정치지형변화 참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정치에 있어서 시민의 정치효능
감이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의제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성공조건을 가늠해야
하는 중요한 의제이며 그동안 이루어진 네 차례 촛불집회에 나타난 시민참여의 가장 큰 정치적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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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2016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민 희*1)

이 글은 2016 촛불집회에 나타난 온라인 공간 행위자의 뉴미디어 참여기술 전략을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2016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참여 유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CTs의 발전이 정치참여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목표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글이 2016 촛불집회의 온라인
참여를 통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중첩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1) 온라인
을 통한 사회운동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2) 기존 몇 차례의 온라인 사회운동과 다른
2016 촛불집회만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특징을 제시하고 싶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첫째,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운동과 ICTs의 활용
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특성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교의
준거 틀로서 기존의 사회운동을 가능케 했던 이론적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글에서는 2002년과 2008년 촛불집회의 온라인 참여 현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온라인 참여와 2016 온라인 참여 양상의 차별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 또한
엿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촛불집회의 동원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술의 특성을 중심으
로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에는‘아고라’라는 포털이 중심이 되었
* 경희대학교. 50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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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2016년에는 모바일 기반의 소셜 미디어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결론에서 이 글은 2016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치
의 전환과 구성적 다중체의 출현, 기술 실천과 참여민주주의, 네트워크 콘텐츠 생산과 유통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의 전개 구조상 이러한 결론이 어떠한 과정에서 도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치의 전환과 구성적 다중체의 경우 3장 촛불집회의 다섯 가지 온라인 참여전략의 유
연한 조직화 전략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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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 관련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와 칠레
‘아르피예라’ 운동을 중심으로
조 혜 진*1)

Ⅰ. 들어가며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는 1960∼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테러리즘을 경
험한다. 이러한 현대사는 특히 남부 원뿔꼴(Southern Cone) 국가로 일컬어지는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칠레, 파라과이에서 군사평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질 때마다 강력한 군부가 재출현해 상황을 평정해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부와 대치되는 인물들이 실종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르헨티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장 단적인 사례로 2006년 9월 18일 호르헤 훌리오 로페스(Jorge Julio
López) 실종사건을 꼽을 수 있다. 로페스는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군부정권기에 죽음의 수용소로 납치
되어 2년여를 복역한 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는 소위 ‘추악한 전쟁(Dirty War: 1976∼
1983)’ 시기에 경찰 조직의 제2인자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와 수용소의 처참한 조건에 대해 법정에
서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증언을 남겨둔 하루 전날 실종되었다. 특히 로페스의 두 번째 실종은
아르헨티나 민주정권이 수립된 지 25년여가 지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정부 치하에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felicida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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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1) 2015년 12월 10일 마우리
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집권 이후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군부독재시기를 일컫는 ‘추악
한 전쟁’이라는 용어를 금지하도록 종용하였고, 군부독재기간 동안 발생한 실종자의 숫자가 인권단체에
의해 과장되었다고 단언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킴으로써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재개했다.2)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17년 8월 1일 아르헨티나 출신의 청년 활동가 산티아고 말도
나도(Santiago Maldonado)가 국가헌병대에 의해 실종된 후 80여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말도나도는 다국적기업 베네통의 대지에 거주하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마푸체 원주민들의 권
리 보호를 주창하는 시위에 참가하였고, 무장한 국가헌병대와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실종되었다. 정치활동 전력이 전무(全無)한 평범한 젊은이의 실종은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추악한 전쟁’ 트라우마를 재환기하며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3)
이웃나라 칠레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1990년까지 칠레를 통치
한 피노체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피노체트의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권위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만 그의 집권기에 연 평균 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경제 부흥과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다는 것
이다. 그가 1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 억압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취를
기반으로 한 우파 정치인, 기업·직능조직 지도자와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4) 억만장
자 사업가 출신의 전직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가 2017년 11월 19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점도 칠레 국민이 민주주의의 확립보다는 경제와 사회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5) 피녜라는 1988년 피노체트의 집권연장 여부 관련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의 집권연장
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말했지만 1998년 피노체트가 런던에서 체포되었을 때 칠레의 주권과 존엄성
훼손을 거론하며 피노체트의 체포를 반대했고, 이후에도 공공연히 피노체트를 지지해왔다.6) 그뿐만 아
니라 피녜라는 피노체트의 군부정권에서 부역한 고문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7)
이렇듯 권위적 성격의 정부가 회귀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남부 원뿔꼴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혹
한 군부독재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1) 하영식(2009), 『남미 인권 기행: 눈물 젖은 대륙, 왼쪽으로 이동하다』, 서울: 레디앙, pp. 103-104.
2)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대기업 ‘마크리 그룹(Grupo Macri)’ 설립자의 아들인데 마크리 그룹은 ‘추악한 전쟁’
기간 동안 자회사가 4개에서 17개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https://es.wikipedia.org/wiki/Mauricio_Macri (검
색일: 2017년 11월 25일)
3) https://es.wikipedia.org/wiki/Desaparici%C3%B3n_de_Santiago_Maldonado (검색일: (2017년 11월 20일)
4) 안병직 외 10인(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pp. 231-232.
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11/21/0607000000AKR20171121008800087.HTML (검색일: 2017년
11월 22일)
6) https://en.m.wikipedia.org/wiki/Political_positions_of_Sebastián_Piñera (검색일: 2017년 11월 22일)
7) 피녜라는 피노체트 통치시기의 인권유린 범죄자 중 말기암 환자의 처벌을 가택연금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녜라가 제안
한 복역장소는 루프톱 테라스, 수영장, 골프장 등 호텔급 호화시설을 갖춘 곳이어서 칠레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https://www.telesurtv.net/english/news/Chiles-Pinera-House-Arrest-Not-Prison-for-Pinochets-Agents-201703270026.html (검색일: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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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와 칠레 ‘아르피예라(arpillera)’ 운동의 활동과 사
회적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단체 모두 여성이 주축을 이룬 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 테러리
즘과 체제에 저항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5월 광장 어머니회’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
을 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라틴아메리카 문화이론을 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비
평가 존 베벌리(John Beverley)의 후기-하위주체(post-subaltern)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존 베벌리
는 1990년대에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 주창하는 하위주체 개념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문
화현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스피박은 그람시(Gramsci)의 하위주체 개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 이때 ‘하위주체(subaltern)’라는 단어에서 접두사 ‘sub’는 ‘하위’나 ‘하부’를 의미한
다기보다 ‘substance’에서에서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나 공기처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없
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실체를 가리킨다. 하위주체 개념의 출발점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인데 하위
주체란 생산위주의 자본주의 체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괄하면서도 성, 인종,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람시는 계급, 카스트, 성, 인종, 언어, 문화와
관련된 종속성을 가리키면서, 역사적으로 지배/피지배 관계의 중심성을 나타내기 위해 하위주체 개념
을 사용하였다. 존 베벌리는 1990년대에는 하위주체와 국가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경향은 당시엔 필요한 것이었으나 지나치게 일방적·단선적인 정의라고 여기고 2010년대
에는 후기-하위주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에는 국가와 전통적 의미의 좌파정당을
포함하는 것이 공식 정치의 패러다임이었다면 2010년대의 하위주체는 전통적 의미의 좌파정당을 포함
하는 공식 정치의 패러다임 바깥의 새로운 형태의 민중을 말한다는 것이다.

Ⅱ. 20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의 사회정치적 상황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강력한 진압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공권력에 희생당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무력을 존중하는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분위기도 한 몫 한다. 라틴아메리카
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던 19세기부터 군부가 최고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카우
디요(caudillo) 간의 무력투쟁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진 결과, 무력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빈
번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 우리부루(Uriburú) 장군의 쿠데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부
의 정치 개입을 경험한다.8) 1930년부터 1983년까지 8번의 군부 쿠데타가 발발했고,9) 이 때 집권한
8) 프랑스 지식계의 영향 아래 있던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의 샤를 모라스가 주창한,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주의(Integralism)를 받아
들여 가톨릭교회와 연대해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주의는 자연스럽게 군대의
지위를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격상시켰다. 고명현(2016), “아르헨티나, 요원한 민주주의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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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3명 중 15명이 군 장교 출신이었을 정도로 군부의 세력이 막강했다. 후견인 제도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군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 중남미 여러 국가에 군부정권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개입하
게 된 것은 냉전 체제로 인한 국가 안보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1948년 미주기구(OAS)가 창설되었고,
이 기구는 전체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반공 전선을 강화하자는 다짐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했는대, 쿠바 혁명의 성공은 전 세계 좌파세력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고조되었다.10)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쿠바 혁명 이전에는 혼란
기의 정권을 군부가 잡더라도 직접 통치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쿠바 혁명 이후에는 군부가 직접 통치
하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11) 이는 게릴라 운동(무장세력 운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군부뿐이라는 인식에 인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군부는 더욱 폭력적인 방
법을 행사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국가 안보는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뿐 아니라 내부의
적색분자를 색출․제거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남미 정세 속에서 아르헨티나에서도 군사정
부에 의해 조직적 테러와 학살이 자행되기 시작하였다.12)

1. 페론의 등장과 집권
1970년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페론은 1944년 7월 부통령 겸 노동 및 복지장관에 임명된 후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하면
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구했다. 노동자 계층이 거주하는 판자촌의 술집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
며 정치 얘기를 하고, 방방곡곡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리더, 노동자 중의 노동자가 되겠
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특권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법령을 제
정하고, 노동조합의 집결체인 노동자 총연맹을 결성하였다.13) 또한 노동자 총연맹과의 우호적인 관계,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김호섭·이병택 엮음), 파주: 한울, pp. 207-208.
9) 20세기의 첫 군사쿠데타가 발발한 1930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온전히 채운 합법적인 정권은 아구스틴 후스토
(Agustín P. Justo: 1932~1938), 후안 페론 정권 1기(Juan D. Perón: 1946~1952)뿐이었다. 아르헨티나가 불안정해진 이유는
특히 1940년대에 정치적 골이 깊어진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존 과두정치제도와 단절되었던 것이
다. 중산계급과 신흥 노동계급은 변화를 요구했고, 이에 맞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Derek Jones(2001), Censorship: A World Encyclopedia, London: Fitzroy Dearborn Publishers, p. 86.
10) 1970년 칠레의 사회민주주의 정권의 수립(1970~1973)도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긴장 고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긴장은 1970년
대, 군 간부와 그들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좌파 도시 게릴라의 출현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났다. Ibid., p. 86.
11) 커크패트릭을 비롯한 논객들은 이런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지칭한다. 특히 커크패트릭은 독재의 본질을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로 축소시켰다. 그녀는 ‘권위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소위 제3세계의 ‘우익’ 독재를, ‘전체주의
(totalitarianism)’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좌익’ 독재를 묘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는 니카라과의 소모사 정권의 잔혹성을 최소화
시켰고, 심지어 수천 명이 고문당하고 ‘사라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의 군부독재의 충격적인 악몽까지도 축소시켰
다. 하비 케이(2004),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오인영 역), 서울: 삼인, p. 136.
12) 이 비극적 사건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직 충분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 임호준(2006), 『시네마, 슬픈 대륙을 품다: 세계화시대 라틴아메리카영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p. 43.

9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년 민주주의 학술 펠로우 발표회

활발한 자선 활동을 벌인 부인 에바 두아르테(‘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림) 덕분에 대중들에게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 정권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은 도밍고 페론의
당선을 저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2월 페론은 54%의 지지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14) 페론은 대통령 취임 후 공공사업, 교통시설 및 교육 개혁, 사회 개혁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은행의 국유화법을 제정하면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급진적인 노
동법을 채택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동자들의 참여와 지위를 증대시켰다.15)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늘어났고, 자신의 부인 에비타를 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는 과정에서 군
부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에비타는 1952년, 암 때문에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했는데 이를 계기
로 그녀는 아르헨티나 민중 사이에서 더욱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다.
1951년 선거에서 페론은 67%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더욱 가중되었다. 1953년 물가는 10년 전인 1943년에 비해 600%가 상승하고 목축업도 급격히 쇠퇴
했다. 1954년에는 가톨릭교회가 노조에 개입한 것을 계기로 페론과 교회 및 노조와의 관계가 악화되었
고 정교(政敎) 분리의 헌법 개정을 발표하여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1955년에는
교황청과 마찰을 빚은 결과 바티칸에서 페론과 그의 부하를 파문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16) 1955년
파타고니아 유전 지대의 개발을 미국에게 허용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5월
성체절 행사에서는 폭동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해군기들이 대통령 궁을 폭격했으나 곧 진압되었다. 그
후 계속되는 주민들의 저항으로 페론 정부의 온건책, 군부에 의존한 강경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8월 31일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페론은 사임을 제안하였으나 9월 16일 여전히 코르도바와 바이아블랑
카에서 군부의 반란이 발발했다. 이어 9월 19일 해군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플라타 정유소를 파괴하
겠다고 위협하자 페론은 권력을 의회에 위임한 후 스페인으로 망명했다.17)
이때 수립된 군사정권은 페론 지지자들과 페론당을 강력하게 억압하였다. 해군에서는 페론의 실각을
계기로 군이 원대 복귀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민정이 수립될 때까지 정권을 최고재판소에 위임
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육군에서는 민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전리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의견을
묵살하였다. 그 후 잇달아 등장한 군사정권은 페론의 추종 세력을 추방 혹은 사형에까지 처했지만 그들
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다. 군사정부는 페론 부부의 상징물을 파괴하였고, 페론 추종자들의 우상이
된 에비타의 시신을 극비리에 이탈리아로 옮겼다. 에비타의 유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에 페론 지지
자들은 테러를 강행했고 에비타의 기일에 폭탄을 터뜨리면서 반발했다.18) 페론이 축출당한 1955년부
13) 국가 실종자 조사위원회(1988), 『눈까마스』(송기도 역), 서울: 서당, p. 291.
14)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史 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58-59.
15)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에 대해서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는 정책을 과도하게 제정한 나머지,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민 국가로서 국민 의식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성을 무시한 채 무한 보상 정책만을 장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겠다.
16) 민만식․강석영․최영수(1993), 『중남미사』, 서울: 민음사, pp. 268-269.
17) 강석영(1996), op. cit.,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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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970년까지 총 9번 정권이 바뀌었고, 이 중 15년간 임기를 채운 정권이 없었을 정도로 아르헨티나
의 정치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2. 페론의 귀환과 제 3차 페론 정부
페론이 귀환한 1973년까지 군부정권은 여러 차례의 쿠데타로 인해 혼란스러웠으나 분열하는 가운데
에도 보다 강력한 입지를 굳혔다. 1959년 쿠바 혁명 성공 이후, 급진주의자들과 좌경주의자들이 활동
을 강화하자 군부는 물리적 억압을 시도하였고, 1960년 총선에서도 급진 시민 연맹이 승리하였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민중의 불만과 게릴라간의 연대를 우려하는 세력으로 인해,
국가를 제도화하자는 결단이 강화되었는데 군부에 그 질서유지권이 부여되었던 것이다.19) 1966년 아
르헨티나 군부는 1964년 이후의 브라질 군사 체제를 모방하고자 했다. 군부는 쿠데타 성공 이후 안정
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 재건과 소득 배분에 따른 사회적 평화 수립 및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을 약
속했다.20) 1966년에 집권한 카를로스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 장군은 공산주의 사상의 온상
인 대학 내의 교수와 학생들의 문제에 개입하였고, 1969년 대학생들과 자동차회사 노조가 주도하여
일으킨 폭동인 코르도바 사태(Cordobazo)의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
자 군사 정부는 비밀 고문과 처형을 단행하기 시작했다.21)
정권이 교체되어도 물자 부족, 육류의 저조한 수출로 인해 성장과 안정화에 실패하자, 페론주의자들
과 게릴라 집단은 거세게 저항하였고 군부에서는 게릴라 활동 진압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불안정한 정국을 진압하려는 군사정부가 휘두른 폭력과, 무장 게릴라 단체의 폭력으로 인해
정국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1970년 3월에는 게릴라 단체들이 파라과이 영사를 납치하고, 6월에는 몬토
네로스(Montoneros)

게릴라

집단이

전직 대통령인

에우헤니오 아람부루(Pedro

Eugenio

Aramburu)를 납치하여 처형하였다. 아람부루 대통령 암살 사건은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아람부루는 한때 페론의 동지였으나 대항세력으로 변하고 페론을 축출하는 데 일조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페론 당을 해체하고 페론과 에비타를 상징하는 것들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페론에 대한 지지자들의 숭배는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였고, 18년간 페론파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1973년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파의 캄포라(Héctor Cámpora)가 당선되었다. 캄포라는 집권
후 곧바로 사임하여, 망명지에서 돌아온 페론이 권좌에 복귀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22) 스페인으로

18)
19)
20)
21)
22)

국가 실종자 조사위원회(1988), 『눈까 마스』(송기도 역), 서울: 서당. pp. 292-293.
John Lynch 외 5인(2001), Historia de la Argentina, Barcelona: Crítica, p. 276.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史 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65-67.
강석영(1996), op. cit., pp. 59-67.
이강혁(2008), 『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 100』, 서울: 가람기획,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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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했던 페론은 1973년 고국으로 돌아와, 9월 선거에서 부인인 마리아 에스텔라 마르티네스(일명 이
사벨: María Estela Martínez de Perón)를 러닝메이트로 하여 대통령에 당선,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페론은 빈민을 돕는 정책도 실시했지만 자유를 억압했다. 1973년의 행정명령 587조는, 외국 방송사가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아르헨티나 현실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막시즘에 대한 탄압도 자행되었는데 앙리 르페브르(Henri Lefèvre)의 『막시즘 El Maxismo』 25,000
권이 소각된 사건이 그 일례이다.23) 1974년 7월 페론이 사망하고 계속된 게릴라 활동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페론의 사망으로 위기에 직면한 아르헨티나 정국은 군부의 인정을 받아,
이사벨 페론을 대통령 계승자로 지목하였다. 이리하여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유가 파동으로 1975년 무역 적자가 1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인플레이
션이 335%나 상승했다. 임금과 가격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테러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사벨
페론은 내각 각료들을 새로 임명하고 화폐를 발행해 외채를 상환하고자 했으며, 국가가 무정부 상태
직전까지 이르게 된 1974년 11월에는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온건파 군
장교들은 그녀에게 사임을 촉구했으나 이사벨 페론은 완강하게 거부했다.24) 이 시기에 사회복지부 장
관을 역임한 로페스 레가(José López Rega)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군부 대신 더러운 일을
맡겠다면서, 극우 단체인 ‘아르헨티나 반공연맹(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 일명 AAA)’을
설립하여 유례없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좌파세력의 온상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대학
에서 좌파를 근절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전복적인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군부와 재계의 신뢰를 얻
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면하려는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었다.25)

3. 군사독재 ‘추악한 전쟁(1976~1983)’ 시기
아르헨티나는 1975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한 경제파
탄과 사회불안은 좌우익 양측의 테러, 전국적 규모의 파업, 나아가 군부 쿠데타라는 결과를 빚어냈다.
1976년 3월 24일 이사벨 페론의 정부를 축출한 호르헤 비델라(Jorge Rafael Videla) 육군 총사령관,
에밀리오 마세라 해군 총사령관, 오를란도 아고스티 공군 총사령관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러리
스트의 활동을 진압’한다는 명목 하에 이사벨 페론 대통령의 정부를 전복시킨 후, 그녀를 5년간 감금하
였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이 비델라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비델라는 “테러리스트는 단순히 폭탄이나 권총을 들고 다니는
23) 프로젝트팀 ‘역사와 기억: 과거청산의 국가별 사례 연구’ 홈페이지의 라틴아메리카팀 아르헨티나 연표
<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24) 이강혁(2008), op. cit., p. 345.
25) John Lynch 외 5인(2001), op. cit.,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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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아니라, 서구문명과 가톨릭교에 반하는 사상을 유포하는 자”라고 말했다.26) 이른바 ‘국가재건계
획(el 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 조국, 가정으로 대별되는
전통적인 아르헨티나의 미덕을 보존하기 위해’, 이를 파괴하려는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제거해 아르헨티
나를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구원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쿠데타 초반에 아르헨티나 국민은 이 군부 정권이 지난 20년간 혼란 상태에 있던 아르헨티나에 질서
와 안정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산층은 군사정권의 무력진압이 사회적 혼란
과 무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 국민과 대다수 정당 지도자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은 군사정권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페론 시대의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폭력을 종식시키
고, 만성적인 정치적 위기와 소위 ‘아르헨티나 병’이라고까지 불린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종식시킬 것이
라고 공언했다.27)
그러나 군부는 의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대법원판사, 주지사, 시장을 해임했으며, 주요 이익단체
들을 군의 통치 하에 두는 등 정치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좌익정당 및 단체를 불법화하고, 파업권을 박탈하면서 철저한 탄압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 전역에 340개의 비밀수용소가 세워졌고, 반군부 세력에 대항하는 인사들이 불법으로 체포
되었으며, 3만 명 이상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28) 이 과정에서 참혹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외과 도구, 약리학적 보조 도구들을 동원하여 물고문, 가스고문, 성(性)고문이 행해
졌고 산 채로 껍질을 벗기기나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의 잔악한 행위가 자행되었다.29) 뿐만 아니라,
좌파 세력이 낳은 아기를 군부와 관련된 불임 부부에게 강제로 입양시키는 전대미문의 엽기적 범죄를
저질렀다.30) 이렇듯 무차별적인 국가 폭력은 실종자 가족, 특히 어머니들을 투쟁의 대열로 이끌었다.
전통적으로 정치 활동과 거리가 멀었던 어머니들이 1977년 4월 실종자 문제 규명을 요구하면서 조직
을 형성한 것이다.31)

26) Ibid., p. 288.
27) 이강혁(2008), op. cit., pp. 435-436.
28)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인 『눈까 마스』에서는 실종자가 최소한 8,960명에 달한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5월
광장 어머니회는 희생자의 수를 약 30,000명으로 추산했다. 박구병(2006),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
장 어머니회>의 투쟁, pp. 72-73.
29) 1978년 5월 31일 아르헨티나 주재 미 대사관은 아르헨티나 군부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 실종의 사례와 실상을 보고하는
비망록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테러용의자와 소위 ‘반란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문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면서
전기 쇼크, 물고문, 진정제, 가혹한 폭행 등이 있다고 하였다. 1978년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담뱃불로 지지기, 성폭
행, 강간, 치아나 손발톱 혹은 안구 뽑기, 뜨거운 물이나 기름․산성 용액에 집어넣기, 난소 제거 등을 거론하였다.
출처: 프로젝트팀 ‘역사와 기억: 과거청산의 국가별 사례 연구’의 라틴아메리카팀 아르헨티나 연표
<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30) 루이스 푸엔소 감독의 영화 <오피셜 스토리(1985)>는 이 시기에 자행된 영아 탈취, 강제 입양을 고발한 작품으로 개봉 당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영화는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중산층의 교사 알리시아를 주인공으로 다룬다. 그녀의 딸이 실은 군부독재 시절
탈취해 온 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아르헨티나 현대사의 참상을 목도하고, ‘공적인’ 역사로 알려진 역사의 허위에 눈뜨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 박구병(2006), op. cit.,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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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역사와 활동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가장 엄혹했던 군사정권 하에서 1977년 4월 30일에 설립된
‘5월 광장 어머니회’는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았고, 이들은 현재도 여전히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
분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에 있는 5월 광장에서 평화적인 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의제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03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의 취임
이후, ‘추악한 전쟁’ 시절에 자행된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이 본격적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기 시작하였
고, 군부쿠데타가 발발한 1976년 3월 24일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3월 24일이 ‘기억과 진실의 날’이
라는 국경일로 지정되고, 각종 문화적 형태의 기억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은 비교
적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이와 함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성격도 전방위적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의제를 보다 확대하면서 저항운동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추악한 전쟁‘ 시기
군부의 수혜를 입고 사세(社勢)를 확장한 마크리 그룹의 후계자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대통령으로 집권
한 2015년 12월 이후, 아르헨티나의 인권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6년 전반기 다수의 언론기
관에서 인권정책과 '기억, 진실과 정의 소송’이 “행정부와 사법권 측의 결정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유린 범죄 대리(Procuraduría de Crímenes contra la Humanidad)에서 작성한 보고
서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 열리기로 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재판이 미뤄졌다. 이 보고서에는 군부
정권 시기 인권유린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더뎌졌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최소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추악한 전쟁 시절 인권유린범죄를 자행한 군 장성 50명에게 내려진 구형이 가택연
금으로 전환되었고, 급기야 2016년 8월에는 사법부에서 이 판결에 항소를 금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리고 국가 테러리즘을 가리키는 ‘추악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거부하는 움직임이 마크리를 포
함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 사이에서 확대되었으며, 2016년 말 Coordinadora contra la Represión
Policial e Institucional에서 작성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사망자 주가 전년도에 비해
약 10% 증가하였고, 25시간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사망자 중 39%가 구금장소에서 사망했으며, 이 중 47%가 적법한 재판 과정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추정된다.32) 2017년 8월 산티아고 말도나도 같은 실종자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국가시스템에 의한
인권 유린의 문제가 재차 대두되고 있으며, 5월 광장 어머니회는 저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2) https://www.pagina12.com.ar/6578-informe-de-la-correpi-un-muerto-cada-25-horas-por-gatillo-fa (검색일: 2017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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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자 문제 규명을 위한 투쟁
아르헨티나 출신 역사학자이자 저술가, 저널리스트인 오스발도 바예르(Osvaldo Bayer)는 5월 광장
어머니회를 “국민을 실종시키고, 희생자들을 비행기에 태워 강에 던져버리고, 영아를 납치하는 전방위
적인 권력 앞에서, 공포에 질린 채 침묵하는 아르헨티나 사회 앞에서, 양면적이고 위선적인 사회와 교단
앞에서 외롭게 투쟁한 사람들”이라고 평한다.33) 또한 바예르는 5월 광장 어머니들이 무기를 동원한
모든 권력 앞에서, 즉 장군, 대령, 해군제독, 여단장, 경찰서장, 하사관, 군 병장, 정치인, 장관, 주교,
추기경, 교황, 교도소장 등 아르헨티나 최상위 엘리트들의 권력 앞에서 오로지 말로써 대항한 용기 있는
여성들이라고 평가한다. 어머니회의 회원 대다수가 흙길과 양철로 만든 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4∼6
학년이라는 학력에 불과한 평범한 가정주부들인데 이들이 학계의 식자층, 많은 공적을 쌓은 장군, 고위
성직자들에게서 말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다.34) 그러나 어머니들이 처음부터 정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활동 초반기에는 ‘5월 광장의 미치광이들’이라는 조롱과, ‘반애국적 캠페
인’을 벌이는 반동분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5월 광장 어머니회는 보통 1977년 4월 30일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어머니들은 자식의 행방을
찾아 약 1년간 개인적 차원에서 경찰서, 병영, 성당, 법원 등을 찾아다녔으나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 중 아수세나 데 빈센티(Azucena Villaflor de Vincenti)가 개인 차원에서의 탐색을 집단화하자면
서 1977년 4월 마지막 토요일 아르헨티나 독립의 상징인 5월 광장, 즉 공적인 공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다수의 어머니들이 모여 어떠한 중개자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보
이도록’ 함으로써 비델라로부터 답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이었다. 5월 광장이 대통령 관저, 경제부, 아르
헨티나 은행, 대성당, 시의회의 한복판에 있다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고위층 인사들과 시민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모인 14명의 어머니들은 정치, 재정, 금융의 중심지인 5월 광
장에 토요일에는 인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임날짜를 목요일로 변경했으며, 자식의 행방에 대한 답
을 얻을 때까지 정기적 모임을 지속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비델라와 공무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는 매주 목요일 15시 30분에 5월 광장에서 모이는 어머니들입니다”라고 적음으로써 여타 인권단
체의 운동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어머니들은 5월 광장에 모여 침묵행진을 하면서 집단적인 운동을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자신들을 하
나의 조직으로 인식하지도, 자신들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1978년 월드컵 직전, 한
외신기자가 어머니들을 인터뷰하며 이 단체의 연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창립일을 묻자 아무도 바로
답변하지 못한 채 각자 기억을 회상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35)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지도자 아수세나조차 군
33) Ulises Gorini(2006), La rebelión de las Madres: historia de las Madres de Plaza de Mayo, Buenos Aires: Norma,
p. 17.
34) Ulises Gorini(2006), idem.
35) 어머니들이 정식으로 ‘5월 광장 어머니회’를 발족한 것은 1979년 8월 22일의 일이었다. 박구병(2006), op. cit.,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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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의회에 책임을 지울 수도, 책임을 지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당시 대통령
으로 집권 중이던 비델라가 국민들이 실종되는 실상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비델라에게 청원서를 전달하
려는 순진함을 보였다. 비델라의 이웃집에 살던 다른 어머니도 비델라를 선량한 품성의 좋은 아버지로
기억하는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울리세스 고리니(Ulises Gorini)는 대다
수 정당과 여타 인권단체들이 5월 광장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러한 순진함을
지적한다.36)
권력층에게 어머니들의 출현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인 “전복적” 세력이 벌이는 술책이나 정치적 움직임
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순전한 가정주부가 그런 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공적 영역에 전면으로 나설 수 없거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가면 역할
을 하거나 체제불만자들이 어머니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대행하려는 것이라고 여겼다. 국가권
력은 자신들이 자행한 대학살을 면전에서 고발하려는 어머니들을 위험한 불순분자로 간주하고, 그녀들
을 ‘5월 광장의 광녀(狂女)들’로 부르며 매도했다. 실종자의 어머니 14명은 ‘반애국적 캠페인’을 벌인다
는 비난과 조롱, 해산하라는 압력을 받으면서 대통령 궁 앞에 있는 5월 광장에서 침묵시위를 계속하였
다. 어머니들의 주장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망으로 여겨지는 대신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온한 이들의 전복시도로 여겨지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실종된 것이리라고 여겨졌
다. 대다수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럴 리 없다’며 일축하였
던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이성적인 나라라고 자부하던 아르헨티나에서 정부 주도 하
에 폭압적인 테러리즘을 자행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톨릭 사제들조차 미사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영성체를 주지 않음으로써 당시 중심세력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라 어머니들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을 믿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왜곡된 인식 하에 고립된 채 군인과 경찰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외로운 투쟁을 지속했다. 어머니들의 대표자 아수세나 데 빈센티를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인권 운동가 13명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간 엄혹한 시기이기도 했다.

2. 광장에서 세상으로
현재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저귀를 상징하는 스카프도 이들이 평화적 행진을
시작한 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들은 1977년 9월 바실리카 미사에 참석하려고 온 많은 가톨
릭교도 중 여타 신자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여느 집에나 있는 기저귀 천을 머리에 씀으로써, 이목
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되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여성들이라는 점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 어머니들이 의도한 대로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다가왔고, 어머니들이 정부 치하에서
자식들이 실종되었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으며 심지어 사제조차 어머니들에게는 영성체를
36) Ulises Gorini(2006), op. cit.,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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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겠다고 거부했다.37) 기저귀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스카프로 변형된다. 기저귀는 찢어지기 쉽
고 휴대성이 낮기 때문에 대신 흰 색 스카프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5월 광장 어머니회를 대표하는 에베
데 보나피니(Hebe de Bonafini)는 “세월이 흘러 이 상징이 강력한 힘을 지니는 기표(시니피앙)로 변화
하는 첫 단계였다”고 술회한다. 그 후에는 스카프에 실종된 자녀의 이름과 실종날짜를 적게 되었다.
언론이 전면 통제되던 시기였으므로 어머니회가 주창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은 전무(全無)했지만 이
들에 대한 소문은 민중을 통해 확산되었다.
어머니들은 1977년 4월 말 첫 모임 이후 실종된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는 전단을 배포
하기 시작했고, 매주 목요일 오후 5월 광장의 독립기념탑 주위를 조용히 행진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어머니들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1977년 10월
한 국내 일간지에서도 불법 감금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광고가 신문 지면의 절반 크기로 발행되
었다.38) 어머니들은 마침내 1979년 8월 22일 ‘5월 광장 어머니회’를 정식으로 발족한다. 어머니회는
“정치적 견해를 보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파성을 부인했는데 그럼으로써 그들은 절대 서로에
게 정치적 연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고 싶었던 것 같고 경제정책, 사회적 사안, 정치
단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식을 산 채로 돌려보내줄 것만을 요구했다. 1977년
12월 800건 정도에 머물던 실종 사례 접수는 2년 후 어머니회 출범 시에는 약 4천 건으로 증가했다.39)
어머니회가 활동하기 이전에는 가족의 실종은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고, 탐색도 개인 단위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어머니회가 이 문제를 공공장소인 광장에서 드러냄으로써 실종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여겨지
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1979년 9월에는 ‘아메리카 인권 위원회’에서 아르헨티나의 국가 테러리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자 3주간 방문했고, 관련 증언을 위해 시민 3천 명이 줄지어서기도 했다. 개인적 차원
의 문제로 여겨지던 실종이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의 의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
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회는 1979년 12월, 5월 광장을 벗어나 대규모 거리행진을 시작함으로써 활동
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때부터 연례활동으로 매년 1월 24시간 동안의 거리행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
머니회는 희생자 가족의 회합이라는, 국가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희생자들 간의 모임에서 점차 활동범위
를 넓혀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여러 세력과 연대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980년 8월 중순에는 약
2천 명, 1982년에는 약 2천 5백 명의 회원을 규합함으로써 조직규모가 대거 확대되었다.
1982년 11월 1일 리오데라플라타 시 근교에서 실종자들의 시신 300여 구가 집단 무덤이 처음으로
흔적을 드러내자 5월 광장 어머니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고, 실종자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었다.
결국 1982년 11월 중순부터 사법부에서 실종자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말비나스 전쟁 이후
집권한 비그노네 장군은 1983년 4월 말부터 게릴라 집단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5월에는
사면법을 재검토하는 문제로 군부 내에서 내분이 발생하였다. 사면법(la Ley de Pacificación
37) Ulises Gorini(2006), op. cit., p. 118.
38) 이순주(1999),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증대: 전통적 여성역할 이미지를 통한 동원화, pp. 162-163.
39) 박구병(2006), op. cit.,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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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ional)은 게릴라 집단의 전복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측에서 행사한 폭력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
는 것이었다. 사법부는 1983년 6~9월 사이 끊임없는 군사 쿠데타의 위협 속에서 실종자 문제를 조사
했다.40) 한편, 비그노네는 국민들의 항의와 군부의 압력을 받으며 민정 이양책을 모색하였다.
마침내 1983년 선거를 통해 12월에 집권한 라울 알폰신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 수립과
군부 개혁,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알폰신은 군사 정권 하에서 제정된 특별 사면법을 무효
화하면서 ‘국가 실종자 조사 위원회(CONADEP,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를 조직하여 ‘추악한 전쟁’ 시기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위원장은
작가 에르네스토 사바토(Ernesto Sábato)였다. ‘국가 실종자 조사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주요 지방도
시에 지부를 두어 진상조사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 카라카스, 뉴욕, 파리, 마드리드 등지에
서도 증언을 채록했다.41) 조사기간 동안 위원회는 납치의 배후에 있던 인물들에게서, 국가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쓰라린 기억을 일깨워 증오와 앙심만을 조장한다는 비난과 협박을 받기도 했다. 9개월간
의 조사 기간 후, 1984년 9월 위원회에서 발간한 『다시는 안 돼(Nunca más)』라는 제목의 5만여 쪽짜
리 보고서 서문에서 에르네스토 사바토는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
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16~65세의 실종자
8,960명의 명단과 비밀 수용소 340여 곳의 위치와 특성이 기재되어 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납치되
었는지, 수감자들이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지, 비밀 수용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드러나 있다.42)
알폰신은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자 하였다. 아르
헨티나의 국가보안법은 1966년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 군사정권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가
보안법은 1983년 민간정부가 수립된 후 폐지되었으나 군부 내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안
보 개념과 임무에 대한 기존 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알폰신 정부는 군부의 제도적 개혁을 위해 많은
장성을 퇴역시키고 군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게끔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86년 10월
새로운 국가 방위법을 제정하여 국내 안보를 경찰 기능에 통합시켰으며, 군부 예산을 여러 항목에서
삭감하였다.43) 더욱이 ‘추악한 전쟁’ 시기에 실제로 고문과 억압행위를 자행한 실질적인 주범은 명령체
계의 말단인 장교들이므로 이들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2천여 명
의 중․하급 장교들은 처벌을 걱정하여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60일 이내에 모든 기소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제한규정인 ‘기소종결법(Punto final)’이 통과된 후 300여 명에 이르는 장교들이 기
소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150여 명의 장교들이 1987년 4월 보병학교를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했
다. 이 때 군사 반란을 일으킨 특전부대 출신의 군인들이 얼굴에 칠을 했다고 하여 이 사건을 ‘카라

40) 강석영(1996), op. cit., pp. 74-75.
41) 이강혁(2008), op. cit., p. 439.
42) 『눈까 마스』보고서에 의하면 실종자 9천여 명 가운데 86%가 35세 이하의 청년층이었고, 30% 가량이 여성이었으며, 그 중 10%가
임신 중이었다. 인권단체들은, 실종자의 수가 9천여 명에 그치지 않는다며 각자 조사한 수치를 제시했다. 단체마다 실종자의 수에 차이
가 있었지만 적어도 25,000명이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43) 강석영(1996), op. cit.,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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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타다(cara pintada)’ 사건이라고 칭한다. 1988년 1월과 12월에도 군사 반란이 발발하는 등 군부의
반발은 계속되었고, 군부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도 ‘추악한 전쟁’의 주범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다. 군부 일각의 반발과 희생자 가족들의 압력 속에서, 1987년에는 중령 이하의 하급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명목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명령 복종
법(Obedencia debida)’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44) 이 법으로 과거 가해자들은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1988년 알폰신 정부는 군대의 임무를 대외적 안보활동에 국한시키는 방위법으로 대체하
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알폰신 대통령 이후 집권한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대통령은 1989년과 1991년 두 차례의
사면을 통해 관련자를 모두 석방했다. 이후 사면 복권된 가해자들의 상당수가 국회 또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하면서 과거사 청산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메넴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91년
군 장교의 국내안보 지휘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된 ‘국내안보법’을 공포했고, 1994년 메넴 치하의
국방부 장관은 국내 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법과 국내안보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45) 침묵과 망각의 카르텔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가 정치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되던 과거사 청산에 제동을 건 것은 실종
자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오월광장 어머니회'였다. 어머니들은 1986년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에 책임 있
는 상당수의 지휘관에게 책임을 면해주는 ‘기소종결법’과 ‘강제명령에 따른 복종법’ 폐지를 위하여 투쟁
했다. 이들은 또한 알폰신 정권과 메넴 정권의 정치적 타협을 수용하지 않고, 실종자 문제에 대한 철저
한 진상 규명을 끈질기게 요구했다.46) 5월 광장 어머니회는 중단 없이 투쟁하면서 진실규명을 요구했
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우뚝 솟았으며, 오늘날에도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침내 2003년 5월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에 의해 새로운 과거사 규명 작업이 시작되
기에 이르렀다.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소종결법'과 '강요에 따른 복종법', 그리고 메넴의
사면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03년 8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기존의 사면조치에 대 근
거 법령 폐기를 결의했다. 키르츠네르의 취임 이후, ‘추악한 전쟁’ 시절에 자행된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
이 본격적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기 시작하였고, 군부쿠데타가 발발한 1976년 3월 24일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3월 24일이 ‘기억과 진실의 날’이라는 국경일로 지정되고, 각종 문화적 형태의 기억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이와 함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성격도 전방위적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의제를 보다 확대하면서 저항운동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고 여겨졌다. 어머니회는 5월 광장 어머니회 대학교, 5월 광장 어머니회 출판사를 설립해 국가 테러리
즘에 대한 공적 역사를 다시 쓰고, 이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강화하는 한편 전방위적인 인권교육
을 실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면서 사회적 부를 공정하게 배분할 것, 아르헨티나
44) 이강혁(2008), op. cit., pp. 441-442.
45) 강경희(2006), 민주화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권적 인권: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p. 138.
46) 이강혁(2008), op. cit., p.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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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해 미국과 서구 열강의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것 등
여러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에게 하얀 스카프를 선
물함으로써 호세프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였다. 여성의 권위 신장과 다양한 성적 지향 존중을 주창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8월 1일 아르헨티나의 청년 활동가 산티아고 말도나도가 실종된 후
5월 광장 어머니회는 말도나도의 가족, 다른 인권단체들과 함께 말도나도의 실종을 규탄하였고, 10월
중순 말도나도가 죽임을 당한 채 발견된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진실규명을 촉구하였다.

3. 5월 광장 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평가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등의 군사정권은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민간정권이 군사조직
및 준군사조직들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과 달리 정부기관 주도로 ‘합법적’ 법제도
를 확립한 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공식 역사(official history)를 통
해, 시민 한 명 한 명이 경험한 국가 테러리즘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월 광장 어머
니회’의 저항운동은 사회적·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된 국가 주도 테러리즘 혹은 국가가 허용한
테러리즘에 반하여 행하여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운동은 정치적 의사결정 제도에 아무런 공식적
인 접근수단이 없는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어머니들의 행동은 자식을 잃은 여하한 어머니들의 “자연스러운(natural)” 반응의 결과라는 평가가 그
것이다. 모성(母性)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 하에 어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식의 행방을
찾지 않겠느냐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47) 그러나 가족을 잃은 모든 어머니들이 모두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납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실종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실종에 대해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침묵했다.
마사 A. 액컬스버그는 5월 광장 어머니들이 국가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국가의 불법 활동이나 국가의
무대책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젠더를 정치 이슈화하였고, 젠더를 이용하여 모든 시민을
대표해 공권력과 정치적 상황에 도전하였다고 평가한다.48) 어머니회의 행동은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
이며, 동시에 지배 문화가 젠더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거부이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인권 침해에 대한 어머니회의 비난은 명백했지만 어머니회
47) 마리사 나바로는 “어머니회는 윤리나 정치적 이유, 또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의 죽음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 지배적인 성적 분업과 그 분업 내에서의 종속관계를 사회
화하고 받아들인다는 일관적인 표현이다”라고 평가하였다. Marysa Navarro(1989), “The Personal Is Political: Las Madres de
Plaza de Mayo,” in Power and Popular Protest: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ed. Susan Eckstei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257.
48) 마사 A. 액컬스버그(2010), "Gender, Resistance, and Citizenship: Women's Struggles with/in the State", Resisting
Citizenship, New York: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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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위에서 행한 행동과 사용한 상징물로 미루어볼 때 지배적 젠더 규범에 대한 도전은 대체로 잠잠했
다.49) 그러나 자녀들을 돌려달라는 어머니회의 요구는 여성의 적절한 행동과 관심사라는 전통적 관념,
어머니들의 행동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라는 관념과 맞섰다. 어머니회는 또한 무엇이 정치적 담론과 논의
에 “적합한” 주제인지 재정의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와 가치인 국가와
가정이라는 “정치적” 담론에 깊이 관여하였다. 진 프랑코(Jean Franco)도 어머니회가 “공적 영역과 사
적 영역의 경계를 전보하고, 보살핌이 오직 사적 영역에만 속한다는 억측에 도전했다”고 평한다.50)
처음에 어머니회는 급진적인 동시에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보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였다. 5월 광장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모성의 비통
함을 환기시키면서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톨릭 국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향한 칭송
으로 인해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심이 증가했다. 어머니들이 머리에 쓴 스카프는 그들의 저항을 복합적
으로 형상화한 사례다. 스카프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여성들이 성당에서 쓰는 것으로 권위를 존경, 복종,
수용한다는 표시다. 이 흰 스카프는 시각적으로 기저귀를 연상시켰는데 기저귀는 행방불명된 자녀들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어머니회는 이 스카프에 자녀들의 이름과 실종된 날짜를 수놓았다. 동시에 어머
니와 자녀의 의복의 일부로 보일 수 있는 것에 전통적으로 여성스러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단
호한 정치적 도전을 표했다. 어머니들은 품에 자녀들의 자신, 빈번하게는 가족사진을 지니고 다녔는데
이러한 행동은 사적인 순간과 기억을 공적·정치적 표현으로 변형시켰다.
실종된 자녀의 이름과 사진은, 젊은이들이 받았을 고문을 끊임없이 연상시키기도 했다. 비밀수용소
감금은 종종 매우 고통스러운 고문, 많은 경우 성 고문과 함께 이루어졌다. 어머니회는 고문이라는 맥락
에서 발생된 성 행동은 말할 수 없는 것이거나 “사적인” 침해가 아니라 정치적 남용이며, 공적인 책임이
있어야 할 곳에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연중에 어머니회는 남성과 국가가 전통적
으로 여성의 눈과 귀, 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특징지은 것을 전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회가
말한 내용은 그들이 공개적인 대중 시위로써 “침묵을 깬”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뿐 아니라 젠더에 대한 지배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어머니회는 자신들의 비통함은 단순히 개
인적이고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비통함은, 사회 분열로 인한 폭력으
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군사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어머니회는 더 폭넓은
국제 환경에서 재정적, 윤리적, 정치적 재원을 포함한- 주요 지원책을 찾았다. 아르헨티나 군사정부가
자국 내의 여성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여하한 보도도 억압하려고 한 데 반해 미국, 네덜란드, 그 외
다른 곳의 여성 단체들은 자국 내에서 아르헨티나 문제를 알렸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국의 정부로 하
여금 아르헨티나 군사정부와 인권문제를 거론하게끔 하였다.
49) 권위주의 정부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여성에게 정치적 공간(political space)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즉,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군부정권은 여성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로 국한시킨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들을 강조했었는데,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인권운동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순주(1999), op. cit., p. 161.
50)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2014), 『라틴아메리카의 역사(하)』(김원중·이성훈 역), 서울: 그린비, p.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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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은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징병제 폐지, 공동 양육권, 출산권, 성 교육,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주부들(Amas de
Casa del País)’이라는 이름의 한 단체는 높은 생계비를 고발하고, 구매 거부 운동을 지원했으며, 신자
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자발적인 소등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중의 집단적
저항운동은 군부정권의 힘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83년 문민정부 수립을 위한 조직적 토대를 마
련하는 데 기여하였다.51)

Ⅳ. 20세기 후반 칠레의 사회정치적 상황

1. 피노체트 시대 여성들의 상황
1973년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는 미국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채 칠
레 군 장성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의 민
주정부를 전복시킨 후 17년간 칠레를 통치했다. 그의 독재정부 하에서 수십만 명의 민중이 체포되었고,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했다. 첫 1년간 18만 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고, 그중
90%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다.52) 피노체트는 집권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패배해
1990년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향후 8년간 군 통수권자 역할을 인정
받았고, 종신제 상원의원으로서 면책권을 부여받았다. 피노체트는 1998년 10월 스페인 사법 당국의
요구에 의해 런던에서 체포되었다.
피노체트 독재체제에 대해 그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연 평균 7%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경제 부흥
과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칠레 국민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철권통치 하에 실종자
들이 발생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가족들로 하여금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으로 인한 극도의 상실감과 절망 외에도 가정의 주 수입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현실에도 직면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은 정부청사, 감옥, 병원, 경찰서, 시체 보관소 등에서 가족을 찾느
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장소들까지의 교통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야

51)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2014), op. cit., p. 522.
52) <정치적 구금과 고문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3만 5천 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통계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3천5백∼4천5백 명의 사망자 및 연행실종자, 15만∼20만 명의 정치적
구금자, 10만 명이 넘는 고문 피해자, 40만 명에 달하는 망명자들이 있다. Steve J. Stern(2004), Remembering Pinochet's
Chile: On the Eve of London 1998, Durham/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 x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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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53)
피노체트의 경제정책은 칠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특히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독채 체제는 부인과 부인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법적 통제권을 인정했고, 여성의 실업수당 수급을 제한
했으며, 여성 노동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폐지했다.54) 독재기 초기 여성의 평균 수입은 남성 대비 68%
였으나 1985년 36%로 낮아졌다. 여성 임금의 하락은 남성 실업률의 급상승과 맞물리면서 여성 노동력
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저항운동에 참여할 만한
상황이 형성되었다. 정치적 저항이나 심지어 인권 호소도 할 수 없던, 암울하지 그지없던 피노체트 독재
시절에, 자살하고픈 심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칠레의 지극히 평범한 보통 여성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독재에 도전하고 인권 유린을 고발했다. 칠레 여성들은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들처럼 어머니,
아내, 누나, 할머니, 가톨릭적인 가정을 수호한다는 고정적인 성 역할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도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
다. 특히 민중 도시공동체에 기초한 근린 빈민여성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수입원의 확보와 정부가 제공
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물을 짜는 수공업을 하기도 했다.55) 칠레의 ‘아르피예라스
(arpilleras)’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2. 아르피예라스(arpilleras)를 통한 저항운동
아르피예라스 운동은 피노체트 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여성 저항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피예라스
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당시 상황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과정
에서 직조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아르피예라는 스페인어로 ‘삼베’를 의미하는데56) 삼베나 다른 흔한 재료의 천에 자투리 천들을 덧대
어 칠레의 전통 태피스트리인 아르피예라를 짜면서 독재정권의 폐해를 고발하는 민속 예술을 가리킨
다.57) 아르피예라는 대개 카페테리아 쟁반 크기의 천 예술품인데, 올이 굵은 직사각형 삼베나 삼베 비
슷한 직물에 낡은 옷에서 잘라낸 조각들을 사람, 장소 등의 형상으로 꿰매어 만든다.58) 아르피예라는
하나하나 저마다의 사연을 담고 있고, 천 조각들의 톤은 밝지만 그것들이 형상화하는 이야기는 매우
어둡다.
아르피예라를 만드는 여성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희망의 실들(Threads of Hope)>에서 23세
53) Julie Hector(2011), Removing the Silencer from the Gun: Women Creating a Collective Voice against the Pinochet
Dictatorship, Florida Atlantic Comparative Studies Journal, Vol.12, p. 76.
54)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2014), op. cit., p. 516.
55) Francesca Miller(1992), “A Literature of "Conscientización": Women in Latin America”, p. 190.
56) Tejido por lo común de estopa muy basta, con que se cubren determinadas cosas para protegerlas del polvo y
del agua. http://dle.rae.es/?id=3co9Grn (검색일: 2017년 11월 12일)
57)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2014), op. cit., p. 515.
58) Jacqueline Adams(2013), Art Against Dictatorship: Making and Exporting Arpilleras Under Pinochet, p.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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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도리스 메나코니는 “나에게는 아르피예라가 영혼의 절규다. 아르피예라는 저항의 한 방법
이며, 내 아들의 부재를 외치면서 그를 찾으려는 한 방법이다”라고 말한다.59) 이 여성들은 직조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한편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은 개인
적 메시지와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 있는, 잃어버린 자식이나 더 좋았던 시절, 나아가 인권 침해와 반정
권 시위 장면들을 수놓았다.60) 가톨릭교회는 피노체트 집권기 초반에는 쿠데타를 지지했지만 ‘연대 교
구(Vicaría de la Solidaridad)’는 공동체 지원망을 조직해 노동 계급에게 법률 서비스, 의료 지원,
수공업 일자리 등을 제공했다. 또한 연대 교구는 아르피예라 직조 여성들을 위해 작업장을 설치해 주고
재료를 공급해 주며 태피스트리를 판매하는 등 아르피예라 제작과 유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 당시 아르피예라를 만들던 여성의 회고에 따르면 “피노체트 정권 시절, 아르피예라를 갖고 있
다는 것은 집안에 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태
피스트리를 만들거나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체제에 의해 전복적이라고 여겨진다는 사실
은 당시 칠레 사회에 억압과 공포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아르피예라 제작자,
유통자, 후원자 모두 억압에 대해 저항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위험을 무릅썼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아르피예라는 칠레 여성들이 상실을 표현하고 인권 침해를 고발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태피스
트리가 제공한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슬픔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실종된 가족
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치유의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피노체트 정권
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삶이 갈수록 곤궁해지던 매우 궁핍한 시절에 급기야 생활의 터전을 잃어가는
시민의 모습, 빈민촌 풍경을 담아내면서 고발과 치유의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천을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아르피예라스 제작자들은 후에 단식 투쟁이나, 대법원 건물, 피노체트의 집 그
리고 다른 여러 관공서에 자신들의 몸을 묶어 독재에 저항하는 ‘엔카데나미엔토(사슬 묶기)’ 투쟁에 참
여했다.
아르피예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과 칼을 들고 ‘탈정치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화적으
로 고발, 기억하면서 민주주의 이행으로의 시위의 길을 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칠레 시인 마조리
아고신(Marjorie Agosín)은 “군부가 민중을 패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침묵하기를 거부했다”고 평가한다.61) 아르피예라를 만들면서 여성들은 인식하지 못하던 강
인한 힘과 연대감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용기를 얻어 거리로 직접 아르피예라를 들고 나가 독재정권
에 저항하며 실종자들의 행방을 물었다. 엘리아나 모야-라지오(Eliana Moya-Raggio)는 여성들이 아르
피예라를 제작함으로써 부패한 정권의 희생자라는 역할에서 인권활동가로 변화했다고 평한다.62) 가족
을 잃고도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여성들의 삶은 과거에 멈춰있었고,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59)
60)
61)
62)

Julie Hector(2011), op. cit., p. 77에서 재인용.
토머스 E. 스키드모어, 피터 H. 스미스, 제임스 N. 그린(2014), 『현대 라틴아메리카』(우석균·김동환 외 역), 서울: 그린비, p. 512.
Julie Hector(2011), op. cit., p. 77.
Eliana Moya-Raggio(1984), “Arpilleras: Chilean Culture of Resistance”, Feminist Studies, Vol.10, No.2,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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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유를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방법을 찾아냈고, 공동작업을 통해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모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삶은 아르피예라를 만들면서 바뀌었다.
또한 아르피예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칠레 국내에서 직조 예술가가 천을 짜면 가톨릭사제가 몰래 그
것을 외국으로 반입하고, 국외에 있는 칠레 거주자 공동체에서 아르피예라 구매자를 물색·연결해주었
다. 아르피예라를 구입하는 이는 칠레의 국가 테러리즘 고발에 대한 동조를 표하면서 예술가들의 생계
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아르피예라를 직조하는 여성들의 빈민촌에서는 이 운동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
들이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공동체에서 요리를 해 배급하거나 지하 저항 운동에 대한 비밀 메시지가
들어 있는 빵을 만들고 운반하기도 하였다. 아르피예라와 관련된 이들은, 특히 칠레 국내에 있는 직조자
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서로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었다.

Ⅴ. 나가며
최근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포함한 남부 원뿔꼴 국가에 권위적 분위기의 정권이 회귀하면서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인권운동, 그 중에서도 여성이 주축이 된 활동을 살펴보았다. 남성중심주의가 강한 라틴아메
리카에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은 아내, 어머니,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역할, 즉 사적 공간에서의 역할
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자로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칠레 아르피예라스 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가족의 실종이 사회
적 문제라는 점을 대두시켰다. 비전통적, 비제도적 정치행위자로 여겨지던 여성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
적 행위자로 부각된 것이다.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역할의 일환이었던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은 점차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여성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활동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어져
야 할지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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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군부독재 관련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와 칠레
‘아르피예라’ 운동을 중심으로
박 구 병*1)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의 시민운동 단체, 더 엄밀히 말해 국가폭력의 피해자 단체를 소개한 조혜진
선생님의 글은 분량의 불균형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관련 연구의 확장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비해 간략하게 다룬 칠레의 아르피예라스 운동에 대한 연구를 더 보강하거나 칠레의 사례
에 집중한다면 학문적으로도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혜진 선생님은 양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과거사정리가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미완의 역사
적 과정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반성, 애도와
치유를 포괄하는 성찰의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과거사정리의 시효는 실상 제한이 없으며 그렇다면 그것
은 가해자나 피해자 같은 직접 당사자 개인과 일부 집단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구성원, 나아가 후속
세대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도만큼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정리 능력은 이른바 ‘국격’의 핵심 요소라고 할 만하다.
조혜진 선생님이 양국의 사례를 다루는 방식이나 서술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글의 완성도
를 높이는 데 조력하는 차원에서 그저 몇 가지 주문 사항과 질문들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하위주체의
관점에서 피해자 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려는 원래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재검토해야 할
* 아주대학교 사학과. kbpark@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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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달리 말해 문제의식과 연구 결과 간의 간극을 좁히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하위주
체(subaltern)’는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학계에서 분명하게 굳은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후기
하위주체”(발표문 2쪽)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듯하다. 여기서 post는 late보다 after
또는 away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발표문 13-14쪽의 5월 광장 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 어머니와 여성으로서의 역할
을 더 강조하고, 이를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킨다면 효과적일 듯하다. 14쪽에 정리된 기억 투쟁의 중요
성, 그리고 다른 여성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언급한 14쪽 마지막 단락 역시 더 부각된다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1980년대 중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분열 이후 재통합 노력이 있었는지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셋째, 아르헨티나 군부의 ‘추악한 전쟁’(1976-1983)과 그에 맞선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저항을 설명
하는 과정에서 후안 D. 페론 시대를 불가피하게 언급했으나 그의 1, 2차 집권기(1946- 1955)보다 3차
집권기(1973-1974 또는 1973-1976)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각주 22), 44), 46) 등에서 참조한 저서는 여러 대목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참고
문헌에서 삭제해주기를 요청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 몇 가지 용어의 정리(표기의 통일 포함)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테러리즘”은
국가폭력으로 바꾸면 어떨지, 또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3개국을 가리키는 “남부 원뿔꼴 국가”
는 직역할 경우 어색하므로 차라리 코노 수르(cono sur)라고 표기하든지 남아메리카 남부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발표문 8쪽 미치광이와 9쪽 광녀(狂女)라든가 발표문 12쪽 각주 44)와 46)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같은 법(obedencia debida)의 번역이 의무 복종법과 ‘강제 명령에 따른 복종’법으
로 서로 다른 것 등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각주 23), 29)의 프로젝트팀 ‘역사와 기억’ 연표 자료에도 검색 일자를 적어 넣을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문헌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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