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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그 너머의 상상
105)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럼으로써 항쟁은 한국 민주주
의 역사 속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국가
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항쟁을 기념함으로써 그 역사에 담긴 정치적 진실들을 규
명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는 사건의 진실 찾기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마민주항쟁의 사건과 주체들은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 속에서 단
일의 정치적 의미와 존재로 규정되는 것 이상의 의미와 존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그들은 우리가 다양체 또는 개별자로 부르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
는 일관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사유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근대가 확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의 문을 열 수
있다.
주제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민주주의, 정치적 동일성, 다양성

* 이 논문은 2020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BUMAF-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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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이 되다
2019년 9월 17일, 국무회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정부의 의결
이후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도 활발하게 움직여 각각 2019년 12월
26일과 2020년 1월 1일,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두
조례에서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대항
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부산광역시의회 조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경상남도의회 조례)으로 규정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과 조례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에 맞
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는 공식적 해석을 부여받으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잇는 국가 기념일로 재탄생했다. 항쟁을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
운동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했던 오랜 노력이 항쟁 발발 40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정부 법령으로 공식적인 역사적․정치적 정통성의 자격을 얻
기까지 오랜 망각과 논쟁과 기억투쟁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부마민주항쟁은
그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유신체제의 갑작스런 붕괴와 이후에 일어난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주된 정치적 이슈 영역 바깥으로 밀려났고, 그 항쟁의
역사적․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와 대립으로 인해 합의된 의미를 만
들어내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1) 부마민주항쟁이 이 같은 오랜 대내외
적 한계를 넘어 한국 민주화운동의 공식 역사로 자리 매김 되었다는 것은 중

1)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향도부산 제27집,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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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국가적 규정을 따라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기념식이 열렸다. 40주년 기
념식은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41주년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독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사
과한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
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2)고 연설했다. 그리고 41주년 기념식에서 정세
균 국무총리는 “유신철폐, 독재타도!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민주
주의가 열린 역사적 날입니다”, “그 순수한 시민들의 정의로운 씨앗이 1980년
광주 땅에 아프게 흩뿌려지고, 1987년 6․10 항쟁에서 뜨겁게 망울 맺히더니
2017년 마침내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꽃으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라고 말
했다.3)
이처럼 40년 만에 부마민주항쟁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대로, 한국 민주화운
동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국가의 공식적 기억 안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주
기적인 기념의 대상이 될 자격과 권리를 획득하는 것처럼, 부마민주항쟁 또한
민주주의 이름으로 기념되었고 그 기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항쟁은 직접적
으로는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시민적 저항으로, 궁극적
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의지의 연속으로 호명되고 신성화되
었다. 항쟁에 대한 그와 같은 기념의 형식과 내용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소망스
럽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근대국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근
원적 이념 중 하나이고, 그 명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4)
다른 민주화운동처럼 10·16 부마민주항쟁 또한 국가에 의해 주기적으로 기
념된다. 두 번의 기념연설이 말해주고 있듯이, 국가라는 정치적 주체는 부마민
주항쟁을 한국 현대사와 정치사라는 거대한 시공간성 속에서 의미화 한다. 항
2) 김용훈,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첫 국가기념일 행사 마산 경남대에서 개최.” 가야일보 2019년 10월 16일.
3) 정세균,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년 10월 16일.
4) 하상복, 권력의 탄생: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세창출판사, 2019, pp.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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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장기적 독재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향한 투쟁이었고,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언어를 실질화하기 위한 중대한 운동이었다. 국가가 항쟁
을 거대한 정치적 담론과 서사 속에서 해석하고 규정함에 따라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독재에 맞서 싸운 그리하여 한국 현대
사와 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꾼 애국의 존재로 의미화 된다. 그렇게 그들은 민
주주의라는 이념성 안으로 들어와 단일의 주체로 표상된다. 근대국가라는 정치
체는 구성원들을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따라 분류해야 할 운명인데, 그 속
에서 그들은 모두 이념적 동질성에 따라 집합적 단위로 묶이고 공적인 존재로
호명되어야 한다.5) 국가의 이름으로 열리고 구축되는 기념의례는 정치적 집단
성에 기초한 애국적 표상화의 논리가 운동하는 자리다.
국가적 기념일의 제도적 시간으로 들어온 부마민주항쟁의 참여자들과 희생
자들은 공히 한국 민주주의 역사라는 거대 서사의 직조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가 기념일의 형식을 통해 항쟁의 주체들을 자신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안으로 포괄하는 것, 즉 그들을 민주주의를 위한 애국적 존재라는
집합 주체로 통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국가적 이념을 위한 희생적
주체임과 동시에 자기 고유의 삶의 열정을 지닌 개별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가와 정치는 민주주의를 향한 집단적 주체의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기
념함으로써 그들의 의지와 열정을 표출한다. 그렇지만 개별자들을 국가적 이념
을 수호하는 집합적 주체로 통합해버리는 공식적 기억과 기념제도 속에서는
그 주체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연결된 또 다른 진실을 만날 수 없다. 그 개
별자들의 다양한 존재성에 눈을 돌리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일이 아니기 때문
이다.
우리는 항쟁이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적 기
념일이라는 제도적 형식과 공식적 언어가 항쟁 과정에 담겨있던 모든 이야기
5) 하상복, “문학의 정치성과 새로운 주체의 상상: 파리꼼뮌과 빅트로 위고, 제주 4·3과 현기영의 경우.” NGO
연구 제15권 2호,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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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러한 문제제기
는 국가적 기념일로서 부마민주항쟁의 무용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적 서사 속의 민주주의로는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별적
이고 다양하며 특수한 삶과 고민의 양태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 위에서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의 본질인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근대국
가의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따라 신성한 이념으로 정립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기념의 배경적 논의
를 진행하고, 제3장은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의미부여하는 이
념적 논리를 고찰함으로서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적 근대성을 논의하며, 제4장에
서는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 정치학적, 철학
적 지평열기를 시도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고민
하고자 한다.

Ⅱ. 근대국가와 민주주의 신성화 - 역사적 연원
사회철학자 만하임(Karl Manheim)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근대정
치의 본질을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모든 시
대의 그 어떤 당파의 경우에도 인간의 사유란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성격
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총체적 이데올로기 개념에서의 보편적 파악 방식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강조는 원문)”고 이야기하고 있다.6) 그에
게서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현실과 무관한 관념의 형식이라든가 정치적 사실을
은폐하는 허위의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만하임은 이데올로기를 그와 같은 부
정적이고 예외적인 특성과 구분하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특정한 정치적 해석
틀의 의미에서 모든 정치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조건으로 이해하려 한
6) 칼 만하임, 임석진 옮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김영사, 2012,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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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체적 이데올로기’ 개념이 그것을 지칭한다.
전근대 정치공동체가 특정한 인격적 존재의 형상으로 가사화된다면 근대의
정치공동체는 그 이데올로기 형식으로 구현된다. 스미스(A. D. Smith)가 말하
고 있는 것처럼, 근대국가는 민족국가(nation-state)라는 정치적 원리를 본질로
하는데7), 여기서 국가의 주권적 실체로서 민족은 황제 또는 왕과 같은 인격체
가 아니다. 오히려 민족은 ‘근대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고 있는 정치적 의지의
개념적 집합체’라고 말해야 한다.8) 전근대적 인격국가에 대한 안티테제로 탄
생한 근대국가는 인권, 존엄, 자유, 평등, 계약과 같은 이념 위에 스스로를 정
립하고, 그러한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을 민족으로 명명했다.
근대국가는 민족이라는 주체의 집합적 소유로 나타난다.영국의 정치가 샤프츠
베리(Shaftesbury)가 이야기하고 있는, 컨트리(country)와 대별되는 이념의 공
유체로서 파트리아(patria)가 바로 민족국가다.9)
영국의 정치학자 던(John Dunn)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근대적 파
트리아가 보편적으로 열망하는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만난다.

가는 곳마다 그것은 권위를 요구하고 존중을 요청한다. […] 사실상
그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가장 잔혹한 독재체제하에서조차 그것을 요
구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다. 또 그런 요구가 그야말로
흉포한 억압에 의해 공적 담화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되어 아예 영원히
들리지 않게 된 지역도 이제는 거의 없다.10)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민주주의다. 프랑스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급진 민
주주의 실험 이래 “정부형태가 아니라 강렬하고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

7) Smith, A. D.,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A. Hall, Judith, ed., States in History, Oxford:
Blackwell, 1986, p. 228.
8)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 미국, 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 전주: 모티브북, 2014, p. 52.
9) Shaftesbury,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Klein, Lawrence. F.,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399-402.
10) 존 던, 강철웅·문지영 옮김,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서울: 후마니타스, 201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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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의 극치이자 권력의 근원으로”11) 등장했다는 그의 주
장에 걸맞게 오늘날 민주주의는 예외 없이 모든 정치공동체가 준수하고 지켜
내야 할 원리와 절차와 당위적 목표가 되었고, 모든 정치권력의 — 던의 표현
을 빌자면 ‘가장 잔혹한 독재체제’를 포함해 -- 존재근거와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고, 그리하여 가장 신성한 국가적․공동체적 기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
면 민주주의가 왜 그토록 강력한 매력을 지닌 성스러운 이념이 되었을까. 이
문제에 답하자면 정치적 근대 탄생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 필요하다.
정치적 근대는 서유럽에서 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 혁명으로 태어났다는 말
은 곧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 전근대 정치
체제는 왕과 같은 특정한 자연인에 주권성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주권성은
권력자를 표상하는 상징화로 구현되었다.12) 정치적 근대는 인격이 아니라 이
념에 연결된 주권성으로 이행했고, 그 주권성은 이념의 재현으로 모습을 드러
낸다. 자유와 해방의 근대이념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인 민족은
전통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모든 권위와 지배를 무너뜨리고, 과거에는 상상
할 수 없었던 원리와 가치 위에 정치적 유토피아를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진
보적 주체, 민주주의 주체였다. 그렇게 보면, 혁명 주체인 민족에는 민족주의
와 민주주의가 불가분의 가치로 통합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민족국가의
정치적 본질이 민주주의임을 말해 준다.
홉스봄(Eric Hobsbawm)이 말하는 것처럼, 유럽의 근대는 자본의 시간이었
다.13) 근대 유럽은 자본주의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의 혜택을 받았지만, 계
급 대립과 노동 착취와 그로 인한 반인권적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다. 유럽의
근대를 만든 이념인 민주주의는 그러한 사회경제적 모순과 부조리를 비난하고
개혁하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근대국가의 원리로서 민주주
의는 보편적 언어 형식으로 주창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으로서는 노동자

11) 던, 위의 책, p. 215.
12) 송혜영, “나폴레옹(1769-1821)의 선전초상화.”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7집, 2002, p. 140.
13)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자본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8.

168

동북아연구 제35권 2호(2020)

계급의 부자유와 불평등과 반인권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근대 민주주
의는 우선적으로 선거권 확대를 통해 확장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질적 평등
의 사회를 향한 급진적 의지와 열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인권과 부자유와
불평등이 초래되던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유럽의 근대가
특정 계급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이념적 추동
력이었다.
한편, 민주주의 이념의 의지적 공동체로 태어난 민족은 19세기 초반을 기점
으로 중대한 의미와 위상 변화를 겪는다. 그 기점이란 ‘나폴레옹의 등장과 정
복전쟁’이다.14)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나폴레옹 제국의 패권주의가 전
개되면서 자신의 원초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프랑스 제국의 정복전
쟁은 이웃 국가들의 적대감과 그로 인한 정치적 통합열망을 만들어냈다. 나폴
레옹 군사적 패권의 가장 큰 희생을 당했던 프로이센이 대표적 모델이다.
1807년 겨울, 프로이센의 철학교수 피히테는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독일국민에
게 고함’이란 연설을 했다. 14회에 걸친 연설의 결론에서 그는 정치적 통합의
열의와 그것을 위한 새로운 민족 원리를 제시했다. 민족은 “모든 지역에서 독
일어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로 호명되었는데, 그에게서 민족은 “발성 기관에
미치는 동일한 외적 영향 밑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는 사람들”15)이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집합인 민족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족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피히테의 민족원리는
1860년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구현되었고, 1870년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국수주의적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 점에서 통일독일과 보불전쟁은 유
럽 민족주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민족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
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혈연과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닫힌 사회

14) Kramnick, I. and Watkins, F. M., The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 1750 to the Pres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9.
15) J. G. 피히테, 황문수 옮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서울: 범우사, 1997, pp. 6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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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정치적 열망으로 퇴행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反) 민주주의적 민족
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대결로 몰고 들어간 제
국주의 경쟁 속에서 적나라하고 극단적인 양태로 발현되었다.
유럽의 정치적 근대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교직하는 자리
위에 새로운 국가와 정치공동체를 수립하려는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하지만 제
국주의는 그 정치적 기획의 본래적 지향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특정 정치체제
속에 갇힌 민족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승리주의 경쟁에 몰두했
다. 19세기 말 드레퓌스 스캔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진보적이고 보편주의적인
민족의 결합체로서 혁명 프랑스는 반유대주의의 폐쇄적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인권과 진실이 철저히 유린되고 무시되는 반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갔으며16),
자유와 해방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이상향으로 선포된 신흥국 미국은, 19세기
말 ‘메인호 폭발사건’이 보여주듯이, 국가적 팽창을 위한 맹목적 민족주의 열
망에 사로잡혀 있었다.17) 유럽과 서구의 근대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식민지 경영이 초래할 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제국주
의를 욕망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폭력의 광풍에 맞설 도덕적
준거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반전, 평화, 보편적 인권, 시민권과 같은 이념과 가
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퇴행적 상황을 비판하고 바꾸어내고자 했다. 프랑스
의 반유대주의와 국수주의적 군사주의에 대해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
로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외쳤고, 유럽이 민족적 대결과 식민지배로 치달
으려 할 때 민주주의는 전쟁 반대와 민족 자결을 요구했다. 유럽 근대에서 민
주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탄생해, 민족주의가 폭력과 지배의 힘으로 변질되어
갈 때 그 역행 운동을 막아내는 중대한 이념적 방어막이었다. 그와 같은 역사
적 연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이념보다, 민주주의가 예외 없는 정치적

16) 에밀 졸라, 박명숙 옮김, 에밀 졸라: 전진하는 진실, 서울: 은행나무, 2014.
17) Gould, Lewis I., The Spanish-American War and President McKinley,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2,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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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인식한다.
근대의 정치적 운동 속에서 민주주의가 신성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지
금까지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근대국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맥락 속에
서 신성화의 이념으로 정립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배경이자, 부마민주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는지를 인식하기 위한
논리적 고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민주주의가 보
편성의 차원과 특수성의 차원에 교차하는 방식으로 신성화된다는 점이다.

Ⅲ.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 역사적 평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른바 ‘비서구국가들’은 근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
해나갔다. 그것은 유럽에서처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근대 민족국가를 수
립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기획은 쉽게 달성되지 못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근대 민족국가도 수립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권위
주의 독재에 의한 반민주주의로 귀결 되곤 했기 때문이다.18) 그러한 이유 때
문에,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자본의 패권과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 이념
이었던 것처럼, 비서구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지배를 벗어나 소망스런
사회와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이념적 동력이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통치
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성스러
운 이념적 준거였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민간 그리고 군부 권위주의의 오랜
지배 속에서 근대국가 한국은 민주주의 실현을 궁극적인 정치적 과제로 설정
해왔다. 제1공화국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된 권위주의 통치는, 제2공
화국 민주당 정권의 짧은 지배를 제외하고, 적어도 1987년 6월의 민주화 이행
이전까지 그 억압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에서 박
18) O'Donnell, G., Schmitter, P., Whitehead, L., eds., Transitions For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 (Vol. 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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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를 거쳐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지배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일련의 가치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해왔다.
이러한 정치사적 맥락은 권위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역사적 운동들, 그러니까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이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사건으로 해석되고, 공동체적 기
념의 대상으로 탄생하게 된 이유를 말해준다. 그리하여 각각의 민주항쟁과 운
동은 자신의 고유하고 특별한 위상과 의의를 부여받아 기념되어 오고 있는데,
부마민주항쟁은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의 맨 마지막을 차지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부마민주항쟁이 한국 현대사의 다른 민주화 투쟁들과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커다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테지만, 사실
을 말하자면 1979년 10월의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형성의 역사에서 결코 간
과되거나 주변화 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 문제
를 항쟁이 무너뜨리고자했던 체제로서 ‘유신’에 대한 해석 속에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전체적인 차원에서 유신은 “헌법부터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
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반민주적
정치체제”19)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해 다른 평가를 보면, 유신체제는
“제도적으로 의회공간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대통령 1인 독재체제와 종신 대통
령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전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 본질에서
“개발동원체제를 파시즘적으로 재편한 것이다.”20)
이 평가들에 비추어보면 박정희의 유신 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를
이루는 모든 헌법적, 법률적 요소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정치적 공간 위에서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대단히 예외적이고 기형적인 체제라
고 말할 수 있다.
유신체제의 이러한 반민주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대통령 일인 지배의 제도화’를 완성했다. 말하자면 “박정희 1인에게
19) 전재호, 박정희 대 박정희, 서울: 이매진, 2018, p. 129.
20)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2007,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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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을 통합하고, 그와 같은 권력의 재생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그
시한에 있어서 박정희의 집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체제였다.”21) 둘째, 권력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하게 폐쇄된 체제였다. 그 점
에서 가장 극단화된 권위주의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긴급조치권이 상징하
듯이 유신헌법에 대한 시민적 비판을 포함해 권력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반대
를 봉쇄했다. 셋째, 국가적 목표를 향한 전체주의적 국민 동원과 배제의 체제
였다. 유신정권은 민족중흥의 기치 아래 광범위한 국가적 개입을 통한, 중화학
공업화 전략을 본질로 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해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
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배제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적
목표를 위한 상시적 동원 대상이 되어야 했다.22)
이처럼 유신은 권력구조 차원으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1인에 의한 절대
권력의 소유 위에서 통제와 억압과 동원이 광범위하고도 촘촘하게 작동했던
시대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홍성태는 유신체제, 나아가 박정희 체제를 “폭압
적 근대화”,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화를 폭력을 통해 억압하는 체제”로 규정
했다.23)
유신체제는 그와 같은 반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야 했
다. 비판과 저항은 유신헌법 선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단히 거센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움직임의 주체들을 크게 제도권 정치-재야세력, 노동세력,
학생세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24)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재야세력과의 연대
위에서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해 개헌운동을 시작했고, 1975년 정부가
실시한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에 맞서 국민투표 거부운동을 전개했다.25)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가속화하면서 인금인상투쟁과
노사분규에 대한 물리적 제압을 포함, 노동부문의 배제와 통제가 확대되었는
21)
22)
23)
24)
25)

전인권,
전재호,
홍성태,
전인권,
전인권,

박정희 평전, 서울: 이학사, 2006, p. 284.
박정희 대 박정희, pp. 90-128.
“폭압적 근대화와 위험사회.”,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서울: 창비, 2003, p. 316.
박정희 평전, pp. 303-309.
위의 책,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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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반정부운동도 강력하게 일어났다.26) 학생들 또
한 개헌청원운동에의 참여를 필두로, 유신체제의 긴급조치가 초래한 인권과 민
주주의에 대한 총체적 부정 앞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실천해나갔다.
제도권과 시민세력의 그와 같은 광범위한 투쟁에 맞서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제도적, 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에 맞서 반
정부 세력도 저항의 수위를 높여갔다. 결국 정치적 상황은 일촉즉발의 대결국
면으로 나아갔다. 부마민주항쟁은 그와 같은 대립의 상황이 유신정권의 붕괴로
귀결되는 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의 다음과
같은 묘사는 정부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적 불안과 정당성의 위기를
감지하게 한다.

김영삼 제명 사건이 발생한 3일 뒤인 10월 16일, 7만여 명의 부산
시민이 시청 앞과 광복동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부마항쟁’
이 시작된 것이었다. 정부는 18일 부산 일대에 계엄을 선포했다. 18일
밤부터는 마산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20일에 마산, 창원에도
위수령을 발동시켰다. 부마항쟁은 이전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학생뿐만 아니라 도시 하층민과 도시 자영업자들과
같이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계급, 계층이 합류
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서 11개소에 불을 지르고 경찰 차량 10여 대를
파괴하는 등, 당시로는 상당히 전투적인 방식으로 시위가 펼쳐졌다.27)

그로부터 10일 뒤 박정희 암살이 발생했고, 유신체제의 급속한 붕괴가 시작
되었다. 그렇게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부마민주항쟁과 유신체제의 붕괴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묶어낼 수 있어 보인다.28) 해방 이후 가장 극단적이고 예
외적인 권위주의 통치를 행사한 유신체제의 해체로 한국사회는 이른바 ‘민주화

26)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 162.
27)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 210.
28) 김경호,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2000, p. 2; 조정관,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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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봄’으로 불리는 정치적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부마민
주항쟁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 민주주의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매우 중대
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한 역사적, 정치사적 맥락 위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의의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되고 평가된다.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장벽이었던 유신체제의 의미 속에서 항쟁을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19 혁명으로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항쟁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근대국가 수립 이후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통치의 장기 지
속을 경험해왔고, 그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수립을 근대화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해야 했다. 4․19혁명은 그와 같은 민주주의 기획의 전국적 의제화를 설득
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미완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실천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 짧은 정치적 희
망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반민주주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했다. 5·16 군사
쿠데타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퇴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신체제는 정치적
근대의 보편적 원리이자 한국 근대화의 핵심 원리인 민주주의를 그 근원에서
부터 부정하려 했던 극단의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만이 아니라,
“공포정치의 제도화”29)라는 개념이 말해주듯이, 일상적 감시와 폭력의 그물망
으로 시민의 공적․사적 삶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민주주의의 일상적 토대를 무
너뜨린 체제였다.
그와 같은 해석적 관점에 선다면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의 특별한 위상에 주
목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부정으
로서의 유신체제에 대한 최초의 전면적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실
현을 향한 정치적 근대화 의지를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해온 극단적 권
위주의 체제에 대한 실천적 반정립이었다.30)
29) 차성환, “유신체제와 부마항쟁: 지배와 저항의 사회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23호, 2012,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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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 속에서 해석되고 평가되고 있
다. 우리는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개관한 부산의 민주공원이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 온 4·19 민주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및 6
월 항쟁으로 이어져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항쟁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해”31) 설립되었다는 관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부마민주항쟁의 이름에서
그 ‘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형성
사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항쟁은 민주주의의 문을 연 4·19 정신을 계승
하고 있고, 민주주의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1987년 6월 민주항
쟁을 가능하게 한 중대한 계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가 엮은 한국민주화운동사2에서 부마민주항쟁은 “4월 혁명에서 시작된 민주
화를 향한 대중적 궐기의 전통을 다시금 복원시켜 1980년대의 더 거대한 흐름
으로 이어지게 해준”32)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부산민주화운동사편찬
위원회가 엮은 부산민주화운동사도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항쟁은
“학생운동이나 소수 명망가에게 국한되어 있던 70년대의 그 어떤 반독재 민주
화운동보다도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그로써 답보상태에 처해 있던
70년대 학생 및 재야 중심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80년대 광주항쟁과
6월항쟁이라는 대규모 반독재 민주항쟁의 도래를 예고하고 향도하였던 것이
다.”33) 차성환의 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차성환은 해방 이후 한
국의 현대사를 이른바 ‘4․19의 길’과 ‘5·16의 길’이라는 두 개의 원리 속에서
파악한다. 그가 말하는 ‘4·19의 길’이 민주주의 형성을 향한 근대화의 도정이
라면, ‘5·16의 길’은 물질적 성장을 통한 근대화의 과정이다. 5·16의 길의 성격
은 유신체제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에 따르면 극단적인 억압적
체제로서 유신권력은 4·19의 길이 추구하고자 했던 중대한 공적 정신을 억누
르고 망각을 강요했지만 그에 대한 저항으로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과 민중들
30)
31)
32)
33)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p. 1.
“민주공원 소개.” 민주공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2, 서울: 돌베개, 2009, p. 354.
부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부산민주화운동사, 부산: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8, p.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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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19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표출했다.34)

Ⅳ.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 정치적 동일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차원에서 부마민주
항쟁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이념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지평은
정치적 근대의 본질적 특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과 그 너머를 상상하기 위해 정치적 근대의 특성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민족의 개념을 통해 근
대 정치공동체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그에게서 민족은 “상상된 것이다”(강
조는 원문).35) ‘상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근대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민
족이 신체적 매개 없는 존재들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존
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동료 간의 심리적 동질성과 결속이 전
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소속감과 동일성의 기반 위에서 공동체는 구
성원들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정치적 근대가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에 강렬한 열정을 드러내
는 이유를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신체를 공유하지 않는 민족적 구성원들의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서 상상은, 앤더슨이 말하는 것처럼, 의례의 운동으로 실천된다. 그가 예로 드
는 민족적 의례는 신문읽기,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국가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36) 그 점에서 신문은 일종의 상징이고, 그 상징이 운동하는 과
34) 차성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4․19의 길’과 ‘5․16의 길’ 사이에서.” 향도부산 40호, 2020, p.
59.
35)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2, p. 25.
36) 앤더슨, 위의 책,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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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므로 의례다.
민족적 동질성 형성의 의례에 대한 정치적 근대의 기원적 열망을 우리는 프
랑스혁명에서 만난다. 혁명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축제 ‘연맹제’(Fedération)가
그것이다. 연맹제는 혁명의 대의와 이념을 가시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파리를 비
롯해 전국에서 개최된 정치의식이었다.37) 프랑스혁명에서 발명된 근대적 정치의
례는 오늘날 모든 근대국가들이 실천하고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과정이다.38)
뒤르켐의 종교사회학적 통찰은 그와 같은 정치적 의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공동체가 통합과 질서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체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 차
원에서 뒤르켐은 공동체를 표상하는 신성한 상징물인 토템과 그 토템을 공유
하는 의례의 중대성을 말하고 있다. 근대국가들이 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정치의
례 또한 그와 같은 인류학적 코드로 독해할 수 있는데,39) 그와 같은 근대적
토템의 하나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앞서 관찰했다. 근대정치는 민주주
의를 신성화하고,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체화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치적
근대는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의례를 주기적으로 거행한다. 신성한 존재는 순환
적 시간의 고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40)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기념 의례를 구성하는 정치적 원리를 생각한다. 홍
태영의 사유에 기대면, 근대는 본질적으로 “동일성의 정치”41)에 놓여 있다. 그
가 말하는 동일성이란 근대정치가 개별적 다수로서의 인민을 하나의 대표를
통해 표상하고 의지로 전환해낸다는 의미에서다.42) 동일한 정치적 의지를 지
닌 단일한 정치적 주체에의 열망이 근대성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정치적 시공간의 관념 속에서 근대의 동일성을 살펴볼 수 있다. 푸코

37)
38)
39)
40)
41)
42)

윤선자, “1790년 프랑스 연맹제: 국민적 통합의 축제.” 서양사학연구 제7집, 2002, p. 48.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에밀 뒤르켐, 노치준·민혜숙 옮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p. 306.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p. 103.
홍태영, 국민국가를 넘어서, 서울: 진인진, 2019, p. 49.
홍태영, 위의 책,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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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따른다면43), 근대 또한 정치적 인식을 구조화하는 특
정한 에피스테메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이념이라는 균일한 공간 속에서 진
보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운동 관념이다. 근대는 이념으로 환원되는
공간의 동일성, 역사로 치환되는 시간의 동일성 위에 축조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시공간적 동일성과 선형성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신성한 토템이 가시
화된다. 정치적 근대는 공동체가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시공간 속에서 궁극적
으로 달성해야 할 최종적 목표로 민주주의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근대 공동체의 정치적 시공간은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보편 운동, 즉 ‘민
주화’로 환원된다.44) 여기서 정치는 민주주의 형성의 역사를 궁극의 지향으로
삼는 단일의 시공간 위에서 동일한 집합적, 공적 주체들의 무대로 규정된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집단들의 거대한 투쟁의 과정인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홍태영은 “결코 동일화될 수 없는 것들을 ‘잔보’라는 이름 혹은 ‘국가’라는 이
름으로 동일화하고자 했던 것이 근대의 동일성의 정치였다”45)라고 말한다.
근대국가 한국의 정치적 시공간과 주체 또한 그와 같은 동일성 원리 안에
놓여 있다. 한국의 정치적 근대성 또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들의 과정으로 해석되곤 한다. 가령, 1919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한국의
정치적 시공간을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로 정리하려는 의도에서46) 우리는
그러한 관점의 사례를 만난다. 그 차원에서 근대국가 한국은 민주화를 향한
집단적 노력의 역사와 그 역사에 참여했던 이들을 국가적 차원의 의례 형식으
로 기념하지 않을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를 우리는 그러한 해석적 지평 위에 놓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9년의 항쟁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적 시간 속에

43) 미셀 푸코,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2012.
44) 정치학자 헌팅턴이 그와 같은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Huntington, S. P., The 3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45) 홍태영, 국민국가를 넘어서, p. 59.
4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서울: 한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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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주주의 형성의 중대한 계기로 국가에 의해 기념 되고 있다. 두 차례 기념
행사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발언이 말해주듯이 항쟁은 반독재, 반권위주의
민주화 이념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그 역사적 시간을 이끌어간 사람들
은 숭고한 국가적․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애국적 존재로 신성화된다.
이처럼 부마민주항쟁을 한국 민주주의 형성의 역사적 운동 속에 위치시키고
항쟁 참여자들을 민주화의 희생적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 적어도 항쟁을
국가적 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었고 염원이었다.
이제 부마민주항쟁은 정치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의미를 만들고
공유하는 일로서 기념47)의 대상이 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우리는 만난다.
하지만 국가라는 공식적 주체가 기념일의 형식으로 표상하고 재현하는 진실
이 항쟁의 모든 진실일 수는 없다. 국가는 자신의 단일한 정치적 인식 틀 속
에서 항쟁과 그 주체들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정치적 동
일화의 논리 속에서 사건과 주체들은 단 하나의 해석적 구성물로 환원될 운명
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대의의 장소인 국가적 기념일은 기념해야할 사건을
단일의 이념으로, 그리고 주체들을 그 이념을 공유하는 균질한 집합적 존재로
의미화하고 성화한다. 그러한 동일화의 구조는 사건과 주체의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 운동, 이야기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봉쇄해버린다.
해방 이후 3․1운동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과정에 대한 이민영의 연구는 우리
의 논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저자는 3·1운동에 대한 공
식적 기념의 형식이 드러내지 못하는, 운동에 대한 다양하고 개별적인 기억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건이 종결된 지점에서 시작되는 기념식은
과거의 의미를 안정화하고 기억을 역사로 변모시키지만”, “기념되지 못하는 기
억”, 즉 기념식의 형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층적이고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기억이 잠재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데 있다.48) 이러한 문제의식은 궁극적
47) Garcia, P., “Exercices de Mémoire? Les Pratiques Commémoratives dans la France Contemporaine.”
Cahiers français: la mémoire entre histoire et politique, n°303, 2001.
48) 이민영, “기념되는 역사와 부유한 기억들 – 3·1운동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8집, 2019,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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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1운동의 주체를 민족해방을 위한 단일한 존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
실로 이어진다.

기념되지 못하는 기억으로 재등장하는 3․1운동의 과거에서 독립운동
의 주체들은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정만을 지닌 순수한 주체들이 아니
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불가능한 승리 앞에서 스
스로의 존재를 주장하는 개인들로 등장한다. […] 따라서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을 했던 주체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렴될 수 없다.49)

이 관점을 부마민주항쟁으로 옮겨 놓을 때, 김원의 두 연구에 주목할 수 있
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비판하고 새로운 접근의 당위
와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는 “부마항쟁도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사의 일부로 취급되거나, 도시 봉기의 주체인 도시하층민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보다 김영삼 제명 이후 나타난 지역주의적 성격, 한미갈등, 정치사회 내
균열 등 전체적인 민주화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왔다”50)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관점이 가져오는 문제들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이 모두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적 이념과 시공간의 틀 속으로 환원되어 그들
이 부산과 마산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했던 유신체제에 대한 고유의 고민
과 고통,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유신체제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과 실천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없다는 데 있다.51) 그들은 민주화운동의 하위 주체 또는
세력의 일원으로 묶이면서 모두 역사적 과제를 향해 나아간 단일의 집합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원은 그들을 향해 “총체성”이라는 이름에 맞서
“개별성”52)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자 한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다양체’ 개념을 사유하고 있다. 다양체는 하나
49) 이민영, 위의 논문, pp. 83-84.
50) 김원,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제29권 2호, 2006, p. 420;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
은 유령들.”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서울: 현실문화, 2011, p. 415.
51) 김원,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p. 417.
52) 김원, 위의 책, pp. 4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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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정되고 확립된 정체성으로 채워진 존재가 아님을 뜻한다. 그것은 생명을
반복하면서 끝없이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다양체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성의 차원만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양상을 생산해
낼 잠재성의 차원을 상상해야 한다. 다양체는 현실적인 존재이면서 잠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다양체의 운동은 거대한 규칙 속에서
질서 잡힌 운동일 수 없다.53)
이러한 사유에 비추어보자면, 부마민주항쟁의 참여자들은 국가적 의지에 의
해 민주화운동의 집합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체다. 그들을 국가적 기념일
의 공식적 형식만으로 이해한다면 그들 삶의 총체적 진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항쟁을 해석하고,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으로 그
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들 삶의 공적이고 정치적인 얼굴에 주목하는
것이고, 국가성과 공공성에 의해 확정될 민주주의적 영웅성의 차원에서 그들의
존재성을 재현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이 기념일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적 진실을 드러낼 공식
적 계기를 확보한 현재적 시점에서, 국가가 규정하고 확정한 진실 너머 또 하
나의 진실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체로서
혹은 개별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들의 사적이고 개별적인
삶에 연결된 또 하나의 진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진실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을 말하
자면, 다양체로서 개별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
다. 그 점에서 우리는 김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뷰와 구술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다.54) 부마민주항쟁의 진실 찾기가 공식적 텍스트를 넘어 그들에
대한 개별적 기억을 증언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55) 그것은 국가적 기념일이 만들어낼 공식적 기억과,
53)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54) 김원,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p. 470.
55) 이은진,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979 부마민주항쟁
을 기억하다, 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1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 상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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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체의 개별적 기억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일 텐데, 그럼으로써 국가의 공
식적 기억으로 환원되지 않을 개별적 기억에 담겨 있는 진실의 일단을 보여주
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구술과 증언은 개별자의 기억을 명백하고 일관된 언어적 형식으로
발현해내야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그 기억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기준에서 자유
롭지 않다. 여기서 다양체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도 표현되기 어려운 기억들이라도 종국에는 최소한의 논리적 형식 속에 담겨
야 한다는 어려움을 만난다. 고통의 강도가 높을수록 언어적 표현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실 찾기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문학을 상상해볼 수
있다. 문학은 표현 불가능한 것, 양립 불가능한 것, 사실과 허구의 사이 모호
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56) 그렇게 볼 때 민병
욱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1994년
에 출간된 임수생의 시집 혁명철학과 2003년 부마민주항쟁 20주년 상황재
현굿, 2006년에 출간된 이규정의 소설 멀고도 먼 길을 중심으로 부마민주
항쟁의 진실을 찾기 위한 문학적 노력을 추적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연구자
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한 뒤 적어도 10년간
지역 그리고 전국의 문학 예술인들이 사건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시도하지 않
았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문학적 시
도들이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부마항쟁은
[…] 단순히 기념문학의 대상이다. 기념문학은 부마항쟁 이후 그것을 찬양하거
나 옹호하면서 정신을 계승하자는 행사용 문학이다”57)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
서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문학적 드러내기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록집. 1979 부마의 기억과 기록, 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19.
56) 전진성, 빈딘성으로 가는 길, 서울: 책세상, 2018.
57) 민병욱,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향도부산 제27집, 2011,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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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마민주항쟁과 민주주의 기념 – 새로운 상상을 향해
지난 2019년 부마민주항쟁은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부마민주
항쟁은 민주주의 형성에 관한 한국적 역사의 공간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기념의 과정을 통해 사건의 정치적 진실들이 순차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의 국가적 기념일화는 항쟁의
역사적․정치적 진실에 한 발 짝 더 다가가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모든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사건의 진실은
정치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
른 진실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또 다른 진실, 김원이
말한 ‘유령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국가의 공식적이고 확정된 의미의 언어세계
속에서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사람들은 국가적이고
공적인 단일성의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삶의 결을
지닌 다양체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문학을 포함해, 그들을
개별적 존재로 주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 -- 보다 확장하자면 한국 민주화운동 -- 의 국가적 기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문을 열어준
다. 무페(Chantal Mouffe)는 정치적 근대가 직조한 민주주의가 초래하는 폭력
적 상황을 인식한다. 근대 민주주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화
하고 획일화한다는 것이다. 이제 “차이 — 특수한 것, 다양한 것, 이질적인 것
— 를 인정하라는 것, 다시 말해 사실상 추상적인 ‘인간’ 개념에 의해 배제되
었던 모든 것을 인정하는”58)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시간이다.
부마항쟁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항쟁에 대한 집합기억이 정
치공동체의 차원에서 확립되어가고 있는 진행형적 상태에서 지나치게 앞질러
58) 샹탈 무페,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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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개별성의 차원을 이야기함으로써 항쟁의 국가적 기념일화를 향한 운
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 보
인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국가와 공동체가
정립한 집단적 프레임으로 환원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의미를 갖는
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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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nd Establishment of Buma Democratic
Uprising as National Memorial Day - Its Historical Signification and
Imagination Above it
Sangbok Ha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2019, Buma democratic uprising has been established as national memorial
day. By this decision, this uprising has been built as a legitimate and orthodox
democratic movement in Korean democratic history. From now, the State would
reveal the political truth about this movement, opening regularly and periodically the
national ceremony for this memorial day. We can say that the establishment of
Buma democratic uprising as a national memorial day will take a important role for
finding its truths. But, we may not say that all of truth about this uprising will
completely be revealed. Becaus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its participants will
exist as signification and being beyond the unitary political subject that the national
memorial day can defin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at they are peoples, very
complex, often contradictory, sometimes incoherent. So, they can be called the
diverse or the particular. It may be possible to open, in this thought, a door of
imagination towards the another democracy beyond the democracy defined by the
political modernity.
Keywords: Buma Democratic Uprising, National Memorial Day, Democracy,
Political Identity,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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