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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민의 힘으로 핵 폐기물 수입을 막아내다  

(맨위로) 
번역 : 심태은(The 숲 한글판 편집장, ISC) 

* 본 기사는 그린 레프트 위클리(Green Left Weekly)의 “How South Australians dumped a nuclear dump 
(https://www.greenleft.org.au/content/how-south-australians-dumped-nuclear-dump)”를 번역한 글입니다. 

 

2016년 11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350명 중 2/3가           
1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로부터 고준위 핵 폐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며 주 정부의 계획을 부결시켰다. 

그 다음주가 되자 야당인 자유당지도자스티븐마셜 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를핵폐기물            
2

처리장으로 만들려는 제이 웨더릴 (주지사)의 꿈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나이젤         
3

1 South Austraila 
2 Steven Marshall 
3 Jay Weathe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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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유당과 시민배심원단 사이에서,        
4 5

이 계획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수 개월 간의 모호한 태도 끝에, 웨더릴은 2주 전, 해당 계획이 "폐기"되었고, "재추진 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으며, 주 정부 내 노동당이 향후 추진할 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정말로 폐기된 것인가? 주지사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이 정책은 이미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지역의 머독 소유의 타블로이드지, 애드버타이저 에서시끄럽게선전을했을것이다. 하지만          
6 7

애드버타이저는 주지사의 발언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을 뿐이다. 

왕립 위원회  8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관련 논의는 2015년 2월, 웨더릴 주지사가 왕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핵 연료 활용 사이클에            

걸친 상업적 이용방안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시작되었다. 웨더릴주지사는 해군출신의         

원자력 찬성론자인 케빈 스카스 를 왕립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스카스는 "(구성원이)          
9

균형 잡힌" 왕립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자문단에네명의원자력찬성론자와한명의             

반대론자를 임명했다. 

위원회의 친 원자력 성향을 감안하면, 2016년 5월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회의적이었다. 경제성을 이유로 우라늄 전환 및 농축, 핵 연료 생산, 전통적/4세대 핵 발전             

원자로,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등 검토하던 거의 모든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우라늄 채굴업계의 축소를 제외하고 의제 중 논의가 지속되었던 것은 상업적 사업으로서의           

핵 폐기물 수입 계획이었다. 용역 연구를 바탕으로, 왕립 위원회는 138,000 톤의 고준위 핵             

폐기물 (발전용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 연료)과 390,000m3의 중준위 폐기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주 정부는 "협의"에 따라 "원자력을 알자 "라고 하는 주 차원의 홍보 캠페인을           
10

수립했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주 정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는 2016년 10월 15일에             

4 Nigel McBride 
5 Business SA 
6 Murdoch 
7 The Advertiser 
8 Royal Commission 
9 Kevin Scarce 
10 Know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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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핵 폐기물 반대 집회에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이었다. 

몇 주 후, 11월 6일에는 시민 배심원단이 핵 폐기물 계획을 거부했다. 시민 배심원단의 발표             

직후, 자유당과 닉 제노폰 팀 은 이듬해 3월에 치러질 주 선거에 당면하여 핵 폐기물 반대              
11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은 이 계획에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전에 웨더릴 주지사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월 14일에기자회견을소집했을때,             

웨더릴 주지사가 시민 배심원단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핵 폐기물 수입 계획을철회할것이             

점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웨더릴 주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했으며, 이            

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 거부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핵           

폐기물 수입 찬성 진영에서는 시민 배심원단이 친 원자력 세력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배심원단을 악당으로 몰아가는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 정부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시행령이 필요한데, 야당 측에서는          

시행령의 입법을 막아 서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에서는 주민투표 문제를 추진하지는          

않았는데, 주민투표를 치르더라도 안건이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 정부가 주도한 주 차원의 협의 과정에서 6,000명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53%가 계획에 반대했고, 찬성           

여론은 31%에 불과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11월에 선데이 메일이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298명의 응답자 중 핵 폐기물 수입 계획에 찬성하는 사람은 35%에           

불과했다. 

11월 15일에 주 정부는 핵 폐기물 수입안을 추진하려는 주 정부의 능력에 주요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 폐기물 저장 시설(금지) 법 2000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밝혀진 경제적 효과의 진실 

이 단계가 되자 핵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잠재적경제효과에대한신기루에가까운주장들은              

신뢰성을 잃었다. 미국의 핵 경제 컨설팅 그룹(NECG )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          
12

합동 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왕립 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 효과에 관한 주장을            

11 Nick Xenophon Team: 호주의 닉 제노폰 상원의원이 2013년 7월 창당한 중도정당. 2016년 연방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3석을 얻었다. 
12 Nuclear Economics Consul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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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했다. 

NECG는 결과보고서에서 핵 폐기물 수입 계획은 특정 전제조건 하에서만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그러한 전제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는 왕립 위원회의 경제성 분석이 "수입계획과상업적결과에부정적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간과했고, 가격도 "프로젝트 수익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정했으며, 지연과 유출(blowout) 대비 우발비용을 25%        

수준으로 과소평가했고, 해당 계획으로 시장의 50%를 점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뒷받침하거나 입증할 근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ABC의 언론인 스티븐 롱 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핵 폐기물 수입 계획의 긍정적             
13

경제효과가 조작된 것이며 기만적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왕립 위원회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가 국제 핵 폐기물 시설 개발을 옹호하는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이 공동 작성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 효과 보고서는 (원자력업계) 내부에서만들어진것이고, 그어떠한 2차의견이나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시민 배심원단이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감흥을           

받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이다. 

마침내 폐기된 핵 폐기물 수입 계획 

2016년 말이 되자, 핵 폐기물 수입 계획은 거의 폐기 수순에 다다랐고, "주 정부 내 노동당이               

추진할만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주지사의 최근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 못을 박는발언이었다.           

핵 폐기물 수입 계획이 마침내 폐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짚어보아야 할 점이 많다. 시민 배심원단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를 구성하고 논의 과정에서의 예산을 지원하는 주 정부가 해당 이슈를            

강력하게 추진(또는 반대)한다면 중립성이 보장되지못할것이라는점이자명하다. 핵폐기물           

수입 계획을 조사하던 시민 배심원단의 경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주 정부의 계획을            

뒤엎었지만 말이다. 

호주에서 가까운 미래에 시민 배심원단이 다시 구성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기업계가 민주주의 절차와 비슷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자신들의 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이 머독 계 타블로이드 지밖에 없는 지역의 경우 특히 머독 계             

타블로이드 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NT 뉴스 가 호주 북부지역에서           
14

13 Stephen Long 
14 N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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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지적 생활 수준을낮추는역할을하고있음은누구도부정할수없다. 쿠리어메일 이              
15

퀸즈랜드 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도 명백하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민은 머독          
16

소유 타블로이드지(애드버타이저와 선데이 메일 )이주에해악을끼치고있다는슬픈진실을          
17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 신문이 보도한 매우 편파적이고 부정확한 핵 폐기물 수입          

논란 뉴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창피스러운 수준이다. 

핵 폐기물 수입 논란을 통해 얻은 주요한 교훈은 긍정적이다. 바로, 정치권과 기업계, 머독             

소유 언론이 추진하는 말도 안 되고 위험한 계획을 민중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은. 

특히 놀라운 점은 원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으며, 이를 시민 배심원단과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주민들이 존중했다는 것이다. 배심원단 보고서에는 "원주민들의        

동의가 결여되었다. 우리는 주 정부가 원주민 장로들의 거부의사를 수용하고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반대로,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머독 소유의 언론과 원자력 찬성             

로비스트들이 핵 폐기물 수입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핵 폐기물 논의 

원주민, 환경운동가, 교회 단체, 노조, 일반 시민 등 핵 폐기물 수입 반대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당분간 승리를 축하하며 쉴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잠시만 말이다. 

또 다른 핵 폐기물 관련 계획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내 플린더스 산맥 이나 포트 아우구스타 서부에 위치한 킴바 인근의          
18 19 20

농지에 국립 방폐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2016년 5월, 플린더스 산맥 인근에 거주하는 아드냐마탄하 족 레지나맥킨지 는글을통해            
21 22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작년에 현재 방폐장 건설 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의 천연자원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지사로부터 천연자원 관리 어워드 '원주민 리더십 -          

15 Courier Mail 
16 Queensland 
17 Sunday Mail 
18 Flinders Ranges 
19 Port Augusta 
20 Kimba 
21 Adnyamathanha 
22 Regina M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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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문 상 을 수상했다. 하지만, 웨더릴 주지사는 작년에 발표된 방폐장 예정부지 6곳 중            
23

3곳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위치하는 데에도 여전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제 플린더스 산맥이 우선 부지로 선정되었고, 웨더릴 주지사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내야만            

한다. 주지사는 1998년부터 2004년 사이 쿠파 피티 쿵카 튜타 족의 땅이 방폐장 부지로             
24

선정되었을 때 반대 운동을 주 정부가 지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지원하거나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격을 지지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내 국립 방폐장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웨더릴 주지사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고준위 핵 폐기물을처리하는            

방폐장 건설이라는 논의로 인해 입장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웨더릴 주지사는 방폐장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원주민에게 거부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해외 수입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방폐장 논란과 관련해서 취했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짐 그린 박사는 호주 지구의 친구들 과 함께 전국 핵 관련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25

뉴스레터 뉴클리어 모니터 의 편집장이다.] 
26

 

  

23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ward in the category of 'Aboriginal Leadership — Female’ 
24 Kupa Piti Kungka Tjuta 
25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26 Nuclear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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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이 한 걸음 
아이티의 투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맨위로) 
글 : 자넷 찰스(해외통신원, 평화의 증인, 치아파스 지원 공동체) 

번역 : 예선희(번역팀, ISC), 황정은(사무국장, ISC) 

 

2016년 대선 당시 판미 라발라스를 지지하기 위해 운집한 군중 

(출처: http://www.marysenarcisse.ht/) 

아이티 민중의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과 연대 그리고 노예제 폐지의 역사이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대대적인 시위 현장에서 수십만의 아이티 민중은 아이티의 크레올어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라는 구호를 외쳤고”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라고 쓰인 피켓을         
27 28

들고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요구했다.  

판미 라발라스당 의 오랜 풀뿌리 운동가 마리세 나르시스 박사는 대중적인 선거 운동에도           29 30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원받는 정치인이자 사업가이며, 미쉘 마텔리 전 대통령의 정치적          
31

후계자 조베넬 모이즈 가 2017년 1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이티 국민들은 이           
32

27 Nou Pap Obeyi(노우 팝 오베이) 
28 Black lives matter 
29  Famni Lavalas, 아이티 좌파정당 
30 Dr. Maryse Narcisse. 나르시스 박사와 아이티의 풀뿌리 정치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이티 행동 위원회(Haiti 
Action Committee)의 2016년 8월 뉴스레터 참조 
(http://haitisolidarity.net/wp-content/uploads/2016/12/haiti-solidarity-august-2016.pdf)  
31 Michel Martelly 
32 Jovenel Moises 

9  

http://haitisolidarity.net/wp-content/uploads/2016/12/haiti-solidarity-august-2016.pdf


선거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와 유엔의 국제적인 힘이 개입 된 부정 선거라고 맹렬히           
33

비판했다.  

전 세계에 있는 운동 세력 대부분은 아이티에 인종차별 상태를 불러온 미국, 캐나다, 프랑스             

주도의 국제적 점령을 잘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없었다. 나르시스 박사는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에서 있었던 연대행사에서 이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34

“아이티 안에는 두 나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1% 와 절망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대다수[가난한 흑인]... 나는 여러분에게 아이티의 가난을 선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티가 실패한 국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아닙니다. 아이티민중은투쟁하고있고,            

민중의 이해에 복무하는 강력한 힘을 원합니다.” 

오늘날 아이티는 수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정권, 유엔 점령군,             

기본 생필품 가격 상승, 수로 오염, 교육, 의료 그리고 주택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 차별               

등.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생의 길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흑인 주도의 독립을 달성하고             

흑인해방에 대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계의 강대국들은 이 섬나라의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응징을 가했다. 

아이티의 개혁의 뿌리 그리고 개혁에 대한 반동 

“아침, 점심, 그리고 밤이 될 때 노예들은 ‘아이티 아이티(Haitii, Haitii) ’라고 외쳤다. 이것이            
35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노예들의 가장 큰 꿈은 식민지배 하에서의 잔혹함과 야만성에의한            

고통을 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 아이티-아이티: 정신적 탈식민지화에 관한 철학적 고찰36

 
37

아이티 민중의 비전은 언제나 인류의 발전, 민중 민주주의와 흑인해방에 있었다. 아이티의           

혁명 과정은 서반구에서 과거 노예였던 아프리카인들이 유럽 식민열강을 패퇴시킨 유일한          

성공사례이다. 아이티 민중들이 반식민지화 투쟁 기조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승리와 개혁에 대한 반동적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티가 처한 현재의 시급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33 http://haitisolidarity.net/in-the-news/ 
34 Oakland 
35 국가로서의 아이티는 영어로 Haiti라고 표기한다. 동음이의어. 
36 Jean Bertrand Aristide 
37 Haiti-Haitii: Philosophical Reflections for Mental Decolonization: 본기사에서많이인용하고있는아리스티드전              
대통령의 글로, 아이티의 역사를 저항의 역사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아이티 국민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독자에게 아이티 민중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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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시슬 파티만 과 두티 브크만 은 프랑스 제국주의를무너뜨리기위한정치적전략을           
38 39

논의하고, 그들의 조상과 영령의 안내와 보호를 기원하는 부두교 의식을 조직했다. 많은           

아이티인들은 이 의식이 수 세대에 걸친 아이티의 혁명 과정과 전 세계의 혁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후, 아프리카인들은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봉기를 일으켰고,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과             

키스케야 로도 알려진 아이티(Ayiti)섬에서 이루어진 세계적인 대서양 노예무역 사업에        
40

대항하기 위해 마룬 전략을 확대했다. 수천 명의 식민주의자가 살해되었고, 대규모의          
41

플랜테이션 농장이 불탔으며, 더 많은 노예들이 족쇄에서 풀려났다.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은 직접적인 전투와 마론,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전략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통해 나폴레옹 제국의 군대를 패퇴시켰다. 

1804년 1월 1일, 서반구에서 최초의 흑인국가로서 아이티가 건국된 후, 아이티는 세계의           

식민주의와 노예제의 종식을 위해 연대를 확대해 갔다. 아프리카인들, 그리고 건국 후의           

아이티인들은 군대, 인쇄기, 선박, 무기, 보급품, 전략 훈련 등을 혁명 세력에 제공했다. 미국             

내의 흑인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부터 시몬 볼리바르 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독립운동에          
42

이르기까지, 아이티로부터 중요한 지원을 받았다.  

아이티의 흑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탄압받는민중이처한조건들을변혁하려고           

한 아이티의 혁명 프로세스로 인해, 아이티는 반개혁적인 결과의 물결에 부딪혔다.          

캐나다부터 유엔 및 국제 금융 기관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과 함께 미국과 프랑스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령, 착취, 강탈을 통해 아이티를 미개발국가로 머물게 조장했다.  

1825년, 프랑스 왕정은 새롭게 탄생한 아이티 공화국에 인적 재산과 한때 프랑스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던 사탕수수 산업에서 발생했을 수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의 식민 열강은 아이티를 군대로둘러싸고국가를파괴하겠다며위협했다. 미주대륙에서          

다른 아프리카인들이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아이티라는 흑인의 승리를          

38 Cecile Fatiman 
39 Dutty Boukman 
40 Quisqueya. 아이티(Ayiti)는 타이노-아라왁(Taino-Arawak)에서 원주민 언어로 ‘집 또는 대지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폰(Fon)에서는 ‘신성한 대지 또는 고향’을 의미한다. 키스케야는 ‘모든 대지의 어머니’라는             
의미이며, 현재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 해당하는 영토를 가리킨다.  
41 마룬은 식민지 노예제도에서 스스로 해방된 아프리카인을 뜻한다. 이들은 자치적인 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프리카전통에따른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관습을만들어나갔다. 마룬은원주민과공존하는경우가               
많았다. 마룬은 또한 조직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다른 흑인 노예들을해방하는데나서는것으로알려졌으며, 여러               
전략 중에서도 식민주의자와 플랜테이션을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아이티의혁명적저항의역사를더자세히             
알고 싶다면 캐롤린 픽(Carolyn Fick)의 “아이티의 탄생(The Making of Haiti)”과 C.L.R. 제임스(C.L.R. James)의             
“검은 자코뱅(The Black Jacobins)”을 참조. 
42 Simón Bolí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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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아이티는 210억 달러 상당의 목재, 금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1947년까지 배상 목적으로 프랑스에 제공했다 .  
43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아이티는 주변 국가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었다. 아이티뿐만 아니라          

이 최초의 흑인 국가와 관계를 맺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든 세력이 [식민 열강의] 목표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826년, 파나마 의회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새롭게 건국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공화국을 한데 모으는 자리에 아이티를 초대하지 않았다 . 게다가,          
44

미국은 1862년까지 아이티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이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적 고립이 고착화되었다.  

독재를 타도하다  

“아이티 국민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아이티          

국민들은 여러분의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마리세 나르시스, 2017년 4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아이티의 저항운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만큼 비중있게다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아이티             

대중에게는 현대 혁명 세력은 풀뿌리 운동과 정치 조직인 판미 라발라스에 담겨있다. 이            

정당의 이름은 아이티 크레올어로 대홍수를 의미하며 판미 라발라스당은 아이티 국민의          

한결같은 외침인 식민지 지배에 “굴복하지 말 것”을 대표한다. 이러한 대중운동은 아이티           

혁명의 유산과 1957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의 지원으로 이어진 독재에 대항한 투쟁에서          

탄생했다.  

미국은 1915년부터 1934년까지 공식적으로 아이티를 점령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약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아이티국립은행 의 금 보유고에서            
45

당시 50만달러에 육박하는 금을 가로채갔으며 아이티에 꼭두각시 대통령을세웠다 . 아이티          
46

농민들은 농촌에서 투쟁을 조직했지만 잔인하게 탄압당했다. 공식적인 미국의 점령이 끝난          

이후에도 1957년부터 1971년까지 집권한 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 정권하에서 미국의         
47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43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위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프랑스가 강탈해 간 만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아이티 민중의 배상운동의 일환으로 2004년에 이 수치를 대중에 공개했다. 
44 시몬 볼리바르가 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그 또한 아이티 혁명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http://newsjunkiepost.com/2014/10/18/et-tu-brute-haitis-betrayal-by-latin-america/ 
45 Haitian National Bank 
46  http://www.workers.org/2015/08/03/haitians-remember-u-s-invasion-of-1915/#.WUfzy9UrLrc 
47 Francois Duva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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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독 이라고 알려진 뒤발리에는 국제적으로는 흑인 민족주의자이자 포퓰리스트로 잘못        
48

알려졌다 . 뒤발리에 독재정권은 수십 년간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내 테러리즘을 대표한다.           
49

이는 뒤발리에 정부가 자신의 암살단인 통통 마쿠트 를 통해 수천만 명의 가난한 아이티            
50

국민들을 고문하고, 암살하고, 처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 결과, 많은 아이티 국민은 자국을 떠나 주로 미국과 캐나다로 갔다. 쉽게 나라를 떠날 수               

없었던 빈곤한 다수 아이티 국민은 국가의 억압과 생필품 부족이라는 잔혹한 상황을           

견뎌냈다. 뒤발리에 정부는 아이티의 인적 자원과 자연 자원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외국기업            

이익을 위해 강압적으로 개방했다.  

1971년 프랑수아 뒤발리에가 사망하고 베이비 독으로 알려진 아들 장 클로드 뒤발리에 가           
51

정권을 이어받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황폐화시킨 초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한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이 아이티를 떠나 바다를 통해 이주하면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위기가            

생겨났고 수천만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1986년 아이티 민중은 일련의 평화적인 민중 시위를 통해베이비독을축출했다. 뒤발리에에            

맞서 대항하고 아이티의 자주와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장한 운동은 판미           

라발라스(대홍수)로 나타났다. 판미 라발라스는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 과정을 이끈민중          

운동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인간애를 지켰다.  

대홍수가 일어나다 

4월 24일 로스 엔젤레스에서 아이티의 풀뿌리 운동의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 나르시스            

박사는 감동적으로 대답했다. “아이티 민중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이티 민중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티 민중은 민중권력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들 혁명의 부활을 시작했다.  

차베스 시대의 베네수엘라와 모랄레스의 볼리비아처럼혁명적좌파정권집권전에, 아이티는          

1959년 쿠바 혁명에 이어 판미 라발라스 풀뿌리 운동으로 최근 몇 십 년의 미주 대륙의              

변화를 향해 길을 닦았다.  

48 Papa Doc, 전직 의사였던 프랑수아 뒤발리 대통령의 별명으로 사망후에는 아들인 장클로드 뒤발리에가             
대통령직을 세습해 15년간 독재정권을 이어받았다. 아들의 별명은 베이비독(Baby Doc)이다(역주).  
49 뒤발리에는 공식석상에서 아이티 크레올어를 사용했고 흑인권력으로 잘못 일컬어진다. 이러한 정치적 위장은            
최근 미셀 마르텔리(Michel Martelly)대통령이 뒤발리에주의자의 경향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내용은 없는 좌파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주의자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50 ton ton macoutes 아이티 설화에서 통통마쿠트는어린이들을자루에담아데리고가서아침으로먹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아이티인은 이를 도깨비라고 부른다.  
51 Jean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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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풀뿌리 운동 지도자들은 운동 세력이 선거 과정에 참여했지만 판미 라발라스를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당으로만 보지 않았고정치조직이자운동으로간주했다. 아이티민중은          

판미 라발라스가 대중을 단결시키고 정치 권력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1990년 카톨릭 성직자이자 지도자였던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는 아이티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67% 지지를 받고 외국의 개입 없이 처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다.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판미라발라스는풀뿌리운동이이끌고정부가시행하는           

아이티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책들을 도입했다.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여성부를 창설했고,          

아이티 크레올어를 공식언어로 부두교 를 국교로 인정했고, 최저임금을 두배로 인상했고,         
52

뒤발리에 정부 하에서 셀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아이티 군을 해산시켰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미 라발라스의 풀뿌리 사업은독립적인지도자인아리스티드대통령의지원과          

이어진 라발라스 정부의 지원으로 1804년부터 시작해 1994년 이전까지 지어진 학교 수보다           

더 많은 학교를 지었다 .  
53

게다가 아리스티드는 대통령으로서 아이티 자원의 국가 소유와 아이티 국민에게 토지          

재분배를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라발라스의비전은여러광물중에서금, 석유, 우라늄추출에            

관심을 가진 초국적 관광, 광산, 석유 대기업의 사업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초국적            

기업의 사업은 창출된 부를 아이티 대중에게 재분배 하지 않고 아이티의 자원을 약탈하고자            

했다.  

아리스티드 대통령 집권 동안 판미 라발라스의 혁명적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아이티의 백인 엘리트와 손잡고 쿠데타를 조직해 아리스티드를 즉각 추방하고          

라발라스 지도자들을 탄압, 투옥, 실종, 암살했다. 아리스티드는 수년간 망명생활을 한 후           

1994년 아이티로 돌아왔다. 연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9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92% 지지율을 받아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04년 아이티 혁명 200주년을 맞이해 아리스티드는 독립 이후 약탈당한 210억달러 반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런 요구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또 다른 쿠데타를           

공모했고, 아이티는 오늘날우리가목격하고있는소용돌이에빠졌다. 유엔점령하의아이티,            

외세 개입, 경제의 황폐화, 풀뿌리 운동진영에 가해지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 등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는다”  

아이티 민중을 쓰러트리려 한 파괴 공작에도 아이티 국민들은 끈기 있게 견뎠다. 아이티            

민중은 백인 우월주의에, 자본주의에, 유럽 식민지주의에, 미국제국주의에복종하지않는다.          

52 아이티의 부두교(vodoun)는 아프리카의 요루바와 반투의 신념 체계에 기반한 종교이다.  
53  http://haitisolidarity.net/wp-content/uploads/2017/01/WeWillNotForg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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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아이티 민중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중력이라는 운동 법칙에 맹렬하게 도전하며           

신화 속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맞서 싸운다.  

2010년 1월, 아이티는 정부 통계로 23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 후에 겨우 살아남았다.            

지진의 여파를 겪는 동안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지진 발생 1년 후부터 재난 상황에서 아이티             

민중의 저항과 복구의 이야기를 담은 “아이티-아이티: 정신적 탈식민지화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출간했다.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7년간 아프리카에서 망명생활 동안 스와힐리 말을 배웠고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약탈에 대항해 아프리카 대륙의 투쟁과 서반구에서 아이티의 저항에는 분명한          

연결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기간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깨달았던 것이 있다.           

“스와힐리어로 아이티(Haitii)는 굴복하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까지 아이티(Haiti)는 굴복하지 않는다(Haitii). 굴복하지 않는다(Haitii)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이름은 아이티(HAITI)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혁명적인 국가, 아이티에 대해 언어적 추론과 역사적 확신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항할 것이라는 풀뿌리 운동의 결단으로 모아진다. 세계의 많은 조직가들이          

현존하는 패권은 종식되고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권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현           

정세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판미 라발라스의 만트라에는 “혼자라면 우리는 약하다. 뭉쳐야 강해진다. 우리 모두가          

라발라스다”라는 신념이 있다. 아이티의 신념은 국경을 넘어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는체제에           

집단적으로 복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아이티 민중은 그들의 대홍수 시기에            

단결하고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를 향해 우리의 길을 닦아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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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떼 암쁠리오: 칠레를 위한 대안 

(맨위로) 
글: 마띠아스 바예호스(자주적 좌파, 프렌떼 암쁠리오 활동가) 

번역: 지민경(번역팀, ISC) 황정은(사무국장, ISC) 

 
프렌떼 암쁠리오 공식 로고  

칠레는 폭력과 불평등의 나라이다. 국가에 의한 기본적인 사회 권리의 보장 없이,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장 가난한 국가로 자리매김 해 왔다. 대학교육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학비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정치, 경제 권력이 시민들의 삶에대한              

의지를 앗아갔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삶을 지배해 왔다. 칠레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위이며, 이를 넘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다. 

이것은독재시기에무너진시민사회와체제과도기 동안벌어진신자유주의의모델의심화,            
54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한 차별적인 배제로 인한 결과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황이           

변화했으며, 여러 사회운동에서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데          

핵심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2006년과 2011년에모두를위한자유와양질의교육투쟁을            

위해 국민의 대부분이 참여했던 학생운동이 한 예이다. 프렌떼 암쁠리오 (광역전선)는         
55

사회운동의 요구에 기반하고, 정치의 사회적인 변혁 과정에서 기본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운동 세력의 자주성을 증진하고, 그들과 함께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있는            

정당이다. 독재시기에 탄생했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설립 이후 지난 27년 간 유지된           

신자유주의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11월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프렌떼암쁠리오가            

창립되었다. 

군부 독재 전, 1970년에 최초로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치인이자 의사인 살바도르 아옌데 를            
56

대통령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부가 선출되었다. 아옌데의 주 목표는 칠레의 자본주의적 경제           

54 독재가 종식되고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독재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화했다. 
55 Frente Amplio 
56 Salvador Allende Gos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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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천연자원(주로          

구리)을 국유화해야 했고,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권리(예: 건강, 교육, 주거)를 확대해야만           

했다. 아옌데의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칠레 부르주아는 소수만이 이러한 자원을 누릴 수 있게             

제한했다. 칠레 부르주아는 미국(주로는 CIA)의 도움으로 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캠페인을 주도하여 주요 자원을 빼앗고 국가 발전까지 저해했다. 미국이 칠레를 빈곤과물품            

부족 상황으로 내몬 후, 칠레 군 지도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가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57

일으켰고 쿠데타는 아옌데의 사망으로 끝났다. 군부 독재가 시작되었고, 독재에 반대하는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탄압 받았고 암살당했다. 일부는 정치적 망명길에 올랐다.           

독재정권은 반대 세력이 없이 지금까지도칠레에남아있는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모델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1990년에 칠레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찾아왔지만, 과도 정부는 독재정권 시절에 자리잡은          

체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켰고, 칠레 시장을 확장시켜 저급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양산했다. 당시 전통적 좌파와 독재정권 반대세력으로 구성된 정부가 정치에서 사회적 행위           

주체를 배제시키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러한 상황은 2006년과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반대에 직면했다. 

칠레 신자유주의 모델의 모순을 겪어온 이러한 사회적 행위주체들은 오늘날 정치적 엘리트,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이해관계로 점철된편협한정치적논쟁에참여하기위해분투하고           

있다. 프렌떼 암쁠리오는 다양한 정치, 사회 조직을 대표하여 2011년 등장한 세력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정치적 노력의 발현이다.  

프렌떼 암쁠리오에서 칠레 민중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식민지화한 시장에 맞서기 위해            

(최근 사회적 투쟁의 열기로 만들어진)정치적 세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본다. 프렌떼           

암쁠리오는 사회운동의 요구를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옮기는 견인차이며 언제나사회운동의          

자주성을 정치의 사회적 성격을 변혁하는 데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는             

중요한 역량을 가진 좌파를 건설하고, 현 정치 상황에 균열을 내고, 수십 년 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과정은 정치에서 배제되고 다양한           

투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주체를 동원할 때에만 변혁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 투쟁을 구현하는 후보를 낸다. 국회의원 후보 까밀라            

로하스 발데라마 는 2016년 학생 운동 지도자였다. 또한 12개의 정치적, 사회적 운동           
58

단체에서 프렌떼 암쁠리오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낼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권리를           

위한 국회 내 세력을 구축하고, 사회 운동을 위한 장을 만들고자 한다. 단순히 권력을             

57 Augusto Pinochet 
58  Camila Rojas Valder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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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바뀐과도정치에대적하는아이디어의장을만들고자           

한다.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삶과 교육, 보건, 은퇴, 주거,             

천연자원을 되찾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환경을 존중하고 사회적 권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모두를 위한 칠레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회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극복하고, 기업의 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비전을 가진 변화를 위한 다양한 세력이 단결해야만          

가능하다.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칠레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진 폭넓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리하여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고 법을 제정하기 위한 진정한 선택권이 있는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 지형은 역사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2017년 11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계급과 기관은 심각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부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치가 사회로부터 단절된 것에서기인한다. 우리의일에도비판과의견충돌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력들이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해 칠레 좌파가 해산되었던 역사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위협한다. 그래서 프렌떼 암쁠리오가 낸 대선과 총선 후보들은 사회적           

권리 회복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에서 최근 고조된 운동으로 생겨난 단체의 자주성을           

지키면서 변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프렌떼 암쁠리오는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수를 빠르게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한 비판적인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행동에 엄격해야하며            

우리가 비판하는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칠레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서 단결하고,           

사회운동 진영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파당 (야당)과 새로운 다수당 (조정 혹은 과도정부)의         
59 60

양당 체제에 대안이 되는 변혁적인 정치적, 사회적 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모두를 위해            

권리를 지키고, 환경을존중하는새로운발전모델을가지고, 시민사회와변화를위해조직된             

세력의 참여를 동반하는 새로운 칠레를 위해 근간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칠레를 건설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을 조직하고 우리의 권리 회복이             

새로운 민주 사회의 근간을 형성해 아옌데가 1970년대 시작한 것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한다.  

  

59 The Right  
60 The New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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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화의 물결  
노동의 희망을 실천한다 

(맨위로) 
황정은(사무국장, ISC) 

국제전략센터는 지난해까지 다양한 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슈에 대해 알리고 연대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올해도 그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그에 더해 201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국내 사례를 찾아 알리는 활동을 하기 위해 대안               

발굴 사업을 시작했다. 첫번째 대안발굴 사업 주제를 “노동자, 주인이 되다”로 정하고 현재            

노동자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노동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대안 사례로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13년간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주버스회사인 우진교통을 직접         

방문해 취재를 진행했다. 연구내용과 취재 내용은 추후에 영문 보고서로 작성해 공유할           

예정이지만 이번 호에서 노동자 자주관리와 방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과 ‘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를 조사한 결과에 대한 기사 를 본 적이 있다. 약 절반 정도가 ‘힘듦’을떠올렸고, 일부는              61

‘노예’가 생각난다는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유일하게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인 ‘노동’이,          

61[노동이 부끄러워요?]“노동 생각하면 노예 떠올라···내 꿈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경향 신문, 2016.04.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817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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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생산해 내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몇가지 통계만 보아도 현재 한국 사회 노동자 현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40만 명(2016.03)으로 전체 노동자의 50%에 육박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약 25%로 높고,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국가로 초단기근속나라(평균 5.8년)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2%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현재 노동자의 현실은 힘들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도 많지만          62

노동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싸우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가지 노력 중 하나가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노동자 자주관리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전제로 전체구성원인 노동자가 경영, 노동, 분배에 대해 스스로           

관리,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이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에서 노동자는 얼마나 생산할지와          

생산의 우선순위, 분배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고용이보장된다 . 한국에서는해방            63

이후 일본인이 경영하던 공장이나 광산을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을 맞아 노동자 자주관리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정이 들어와 경영권을 빼앗겨          

노동자자주관리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 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주의 버스 회사 중 하나인우진교통이다. 우진교통은 2004년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약 6개월간 파업한 후 경영권을 인수받아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으로 전환했다.           

올해로 13년째 노동자자주관리로기업을운영한우진교통은초기내부갈등으로노동자간의           

분열을 겪었지만, 힘들었던 시간을 자주관리에 대한 노동자 교육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하고 노동자를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안정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섬처럼 존재하는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은 청주의 다른 버스회사의 공격을 받고있고,           

안정기에 들어선 현재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고민하고 있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대안발굴팀은 6월 22일 우진교통을 방문해 우진교통 대표와 노동조합 지부장을만나터뷰를           

진행했다. 오전에 도착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내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인터뷰는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13년간의 역사와 앞으로 쓰여질 역사에 대한 전망과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함께 취재를 다녀온 대안발굴팀 팀원의 취재 소감을 나누고자 한다.  

6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3)결과),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63 http://www.workerscontrol.net/authors/worker-self-management-historical-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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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교통 인터뷰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노동자 사이에서 내부 갈등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노동자 자주관리 모델을 지지했지만 일부는 아니었던 것이다.           

우진교통 대표는 취재내내겸손한태도였고, 취재질문에대한답변의준비도잘되어있었다.             

이전 내부 갈등을 겪을 당시 노동자들이 그에 대해 퍼뜨렸던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우진교통 노동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내부 갈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그만두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몇달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회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진교통은 노동자들이 노동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러가지교육과정이있지만 6개월교육프로그램을통해노동자들이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매년           

위원회를 통해서 대표를 포함한 319명의 임금과 예산 초안을 작성해 모두가 모인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일터의 모습임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완벽한 기업은 없다. 향후 우진교통의 노동자의 다양성이 생기길 바란다. 현재 319명의            

노동자 중 8명만이 여성이며 외국인은 없다. 더구나 차별금지 정책과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익보다는 인간을 우선시하는 기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동적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기업이라는 면에서 한가지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안드레아 슈니처 

회사 정문에서부터 풍겨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기업의 희망을 실천하라’도 아니고          

‘노동자의 희망을 실천하라.’라니. 대한민국에서 도저히쉽게찾아보기힘든문구였다. 이렇게          

강렬한 첫 인상을 뒤로한 채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표님을뵈러갔다. 이때, 대표님의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저랑 인터뷰를 하실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셔야 하는데, 일은 그 분들이             

다 하십니다.” 

회사 대표에게서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직원들을 존중하는          

대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직원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분은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게             

영광이라고 하셨다. 또 다른 분은 회사에 있는 탁구동아리 회원이셨는데 행복한 표정으로           

프로들이 쓸 법하게 생긴 탁구채 가방을 들고 탁구를 치러 가셨다. 보통 회사에 다니면 그만              

두고 싶거나, 집에 일찍 가고 싶거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아니었다. 뭔가사람들이다들              

만족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처음 우진교통이라는 회사에 와본나도뭔가이회사에입사하면             

존중 받으면서 즐겁게 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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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정말 ‘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아닐까? 

- 배경진 

** 노동자자주관리 보고서는 8월 이후 국제전략센터 홈페이지(한글, 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전략센터 이메일로 보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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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제뉴스 
[프랑스] 국회 안의 분열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표시 

(맨위로) 
번역: 정성미(ISC 국제팀) 

* 본 기사는 르몽드(Le Monde)의 “ La division de l’Assemblée nationale est plutôt un signe de vitalité 
démocratique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7/06/23/la-division-de-l-assemblee-nationale-est-plutot-un-signe-de-vit
alite-democratique_5149924_823448.html)”를 번역한 글입니다 . 64

 

정치학자올리비에로젠베르 는국회에다양한의견그룹이많을수록정부를더잘견제할수             65

있다고 주장한다.  

파리의 시앙스포 교수로 의회 활동 관련 전문가인 올리비에 로젠베르가 새로운 국회 안에            66

존재하는 분열된 야당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분석해 본다.  

64 6월 20일 프랑스에서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가 308석, 그 연대세력인 민주노동당(MoDem)이 42석을 얻었다. 제1 야당이된공화당은             
113석,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29석, 지난대선에서 4위에그쳤지만무시할수없는지지를받은극좌로분류되는               
장-뤽 멜랑숑의 프랑스 앵수미즈(La France Insoumise)는 17석을 얻었고, 마린 르펜의국민전선은 8석을얻었다.             
이 기사에서는 강한 여당과 적은 의석 수를 가진 다양한 야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프랑스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예상해 보고 있다. 
65 Olivier Rozenberg 
66 Sciences Po Paris 

23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7/06/23/la-division-de-l-assemblee-nationale-est-plutot-un-signe-de-vitalite-democratique_5149924_823448.html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7/06/23/la-division-de-l-assemblee-nationale-est-plutot-un-signe-de-vitalite-democratique_5149924_823448.html


◆ 15대 국회에는 7개의 그룹 이 있다.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수의 그룹이 있었나? 67

5공화국에서는 처음이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룹이 가장 많을            

때는 6개였다. 5공화국이 시작된 1958년 이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지난 국회가             

그랬다. 이번 국회가 이전 국회와 다른 점은 거대 야당 그룹이 없고, 그나마 크지 않은 야당               

그룹들이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 국회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국회 운영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은 국회 회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상 필요한 야당 동의, 수정안 제출과 선택 등으로 정부의 권력              

행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룹의 수가 아니라 여당과의 싸움에서             

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이다. 장-뤽 멜랑숑 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매우           68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안의 분열은 강점이 될 것인가, 약점이 될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는말하기쉽지않다. 국회내분열이살아있는민주주의의표시라고생각한다.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진실’과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 다양한 관점과 힘, 그리고 개성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 그룹이 많을수록, 수정안을 내놓거나 정부의 권력 행사 절차에 문제제기를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전략과에너지가더많아질것이다. 2008년헌법개정 으로야당이조사              69

위원회를 만들거나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 쉬워졌다. 야당 그룹들은 이러한 일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프랑스 앵수미즈가 엘 코므리             

법 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사 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70

카위작사건 을조사한위원회활약을보면서그러한문제들이미디어를통해널리알려질수             71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정부를 견제하게 될 것이다. 선출 의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자신들이 논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분열되면서힘을잃을수도있다. 한달에하루, 여당이아닌그룹중하나가그                

하루의 의사일정을 정한다. 여섯 개의 소수로 구성된 야당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67 groupe. 프랑스 국회에서 그룹은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15석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결선투표까지 진출했던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그룹을 만들지 못했다. 새로운             
국회의 그룹은모두 7개인데, 레퓌블리크앙마르슈, 민주노동당, 마크롱정부에대한태도차이로분열된공화당의              
2개 그룹, 사회당, 프랑스 앵수미즈, 공산당(프랑스 공산당 소속으로 선출된 11명과프랑스본토밖프랑스령에서              
선출된 4명으로 구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68 Jean-Luc Melenchon 
69 2008년 헌법 개정은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제 5공화국 헌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권한을 더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70 2016년 올랑드 정부 때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 제안자였던 당시 노동부장관의 이름을 따서 엘 코므리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법안은 주당 35시간이었던 노동 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71 2013년 올랑드 정부에서 예산장관을 하던 제롬 카위작이 거액의 비자금을 넣어둔 스위스 계좌가 발각되어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사회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자신은 장관에서 물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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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자신들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날을 자주 가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회와 상원            72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경우결단을내리는합동위원회에참여할수있는야당위원의수는더               

줄어들고, 어떤 그룹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발언권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국회의 현재 상태가 대정부 질문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와 같은 조합으로 이루어진 국회 내의 물리적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처럼 의석 수가 지나치게 많은 다수파가 있을 때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두드려 소리를 내면서, 혹은 단체로 의회에서 퇴장하면서 항의를 표현하는 야당이 있게           

마련이다. 이는 분산된 작은 그룹들이 영향력을 갖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이 15개, 야당도 15개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야당은 절반의 발언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수적열세를보상해줄것이다. 막강한여당이있는현조건의국회에서             

동등한 질문 기회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72 Sénat. 프랑스 상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는 국민 직선으로뽑는의원들로구성된하원(국회) 외에               
지역의 평의원, 시의원, 시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는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이 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하원이 간접 선거로 구성되는 상원보다 더 중요시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의 협상과 교섭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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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 브라질의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에 민중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필요성 

(맨위로) 
번역 : 배경진(국제팀, ISC) 

* 본 기사는 더 던(The Dawn)의 

 “Brazil’s political crisis: The nee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masses in democracy 

(http://www.thedawn-news.org/2017/06/15/brazils-political-crisis-the-need-to-increase-the-participation-of-the-ma

sses-in-democracy/)”를 번역한 글입니다. 

시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4년에 한 번만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식의            

브라질의 대의민주주의는 브라질을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에 더해, 선거과정 속사기업의막대한영향력또한여전하다. 2014년선거에서사기업들은            

15억 달러를 기부금으로 냈다, 이러한기부금이바로시스템에대한신뢰부족과국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일부 원인에 불과하다. 독일 시장조사 연합 이 2016년에           
73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경제 대국 중 브라질 국민들이 자국 정치인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학자이자 사회경제학연구소(INESC )의 이사진 중 한 명인 호세 안토니오 모로니 에         
74 75

따르면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일 뿐, “민중의 자주권을 표현할 유일한 수단은           

73 GFK Verein 
74 Institute of Socio-Economic Studies: 공공 목적, 비당파적, 민주적이면서 다원주의적 비영리단체 
75 José Antonio Mor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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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또한, 모로니는 2016년에 브라질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브라질 민중의 이익에 반대되는          

의제(노동개혁, 연금개혁 등)를 시행한 미셸 테메르 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민주적으로          
76

선출된 지우마 호세프 (딜마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최소한의           
77

것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들이 표심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모로니는 지적했다. 

모로니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보장하기 위해 파기국민투표와 주민투표 청원 등과 같은          

수단을 시행해서 국가의 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요즘 우리는 이런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민중의 힘을 확장시키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민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법기관과 엘리트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항상 듣는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니는 브라질이 민주화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대통령직접선거를            

더욱 빨리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을 꼽았다. 대통령 직접선거는 국가의 민주적 본성을           

재건하기 위한 사회의 좌파 진영에서 요구하는 조치 중 하나이다. ‘민중의브라질전선 ’이라            
78

불리는 운동연합이 제안한 ‘민중의 비상계획 ’에서 대통령 직접선거는 브라질 민중에게 더          
79

많은 권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다른 네 가지 요구와 함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비상계획에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 당 하나의 비례대표 명단을 사용하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 선거운동을 위한 사기업의 후원 금지, 인종 및 나이 할당을 고려하면서            
80

남성과 여성을 번갈아 후보로 내세울 것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지우마            

호세프(딜마 호세프)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사용된 탄핵법의 수정과 제도적         

쿠데타의 중심역할을 한 언론 및 사법기관의 민주화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 당장 직접선거를! 
조기 선거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총연맹(CUT )과         

81

76 Michel Temer 
77 Dilma Rousseff: 원문은 ‘딜마’라고 읽으나 한국에서는 이미 ‘지우마’라는 호칭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양쪽을 
병기한다. 
78 People’s Brazil Front 
79 People’s Emergency Plan 
80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부여하는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 정당명부식 중의 구속명부식(혹은 
폐쇄형)을 말한다.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을 기준으로 상위 순번부터 그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까지를 당선자로 가려내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므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한다. 
81 Unified Workers’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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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 포퓰라이 가 6월에 발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 열명 중 아홉 명이              
82

미셸 테메르 정부를 대체하기 위한 조기 선거에 찬성하고 있다. 85%는 미셸 테메르 정부가             

끝나길 바라고, 3%만이 미셸 테메르 정부에 찬성했다. 

“지금당장직접선거를!”이라는구호는일련의시위를통해서브라질전역으로전파되고있다.           

사업가 죠슬리 바티스타 가 라바 자투 작전에서 주사중인 비리 사건에 테메르가 연관되어           
83 84

있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유출한 5월 17일 이후부터 이 운동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 

올해 5월과 6월 사이, 같은 구호 아래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살바도르, 포르투알레그레,           

레시페와 같은 도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석하는 문화제가 기획됐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행사에 15만명이 참가했고, 상파울루에서는 10만명이 쇼에 참석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배우 와그너 모라 는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 국민의            
85

투표권을 위하여. 우리의 위기는 합법성에 달려있다. 우리는 현재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조사받는 중인 우리 의회가 다음 대통령을 뽑도록 허락할 수 없다.”라고 썼다. 

사회주의자유당(PSOL )의 연방의원 이반 발렌테 는 상파울루에서 열린 행사에서       
86 87

연설하면서 “지금 당장 직접선거를!”이라는 구호에 사람들이 모이는 힘이 점점 더 커질 것            

이라는 그의 믿음을 나타냈다. “이 구호는 브라질 전역에 퍼질 것입니다. 테메르 정부가            

약해질수록, 브라질 엘리트들이 반 민중적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직접선거 운동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직접선거를’은 브라질           

민중들에게 주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82 Vox Populi 
83 Joseley Batista 
84 Lava Jato: 고압세차 
85 Wagner Moura 
86 Socialism and Freedom Party 
87 Iván Val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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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8세선거권시행 1년, 도의회선거에대한 ‘젊은층의관심’ 정도에            

주목 

(맨위로) 
번역: 이로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산케이 신문의 “１８歳選挙権施行１年　注目集める都議選　「若者の関心」どこまで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619-00000055-san-soci)”를 번역한 글입니다. 

 

작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18세 유권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도쿄도 에서는 23일           88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의회 선거가 고시되었다. 법 개정 직후 선거로 사회적 관심이높았던            

작년 참의원 선거와 상황이 다른 가운데 젊은 세대의 관심을 어디까지 끌어 모을지가            

문제이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선거와 정치를 다루기도 한 데다 법 개정 후 첫 선거라는 요인도있었고,              

언론에서 다룬 빈도도 높았다."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작년여름에실시된참의원선거에서 10대투표율이높았던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과제를 안고 있다. 투표율 62·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18세 투표율에 비해 19세 투표율은 53·80%에 그쳤다. 30대와 40대의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으나 전국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18세 투표율을 크게 밑돌았다. 

88 東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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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세 투표율의 경우, 진학이나 취직으로 이사를 했으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 전입지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점을투표율부진의             

한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작년 참의원 선거 시 홍보와 언론 보도 등에서 ‘18세’ 선거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19세 유권자들의 투표 의식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회 선거에서도똑같은영향이생기지않도록 “이번선거에서는          

‘18세’라는 말은 언급하지않고 ‘청년들’로표현하고있다”라고했다. “선거권은 18세부터”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보편화되었다”라는 판단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투표 행위의 '질적 확보'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제의료복지대학의 가와카미 가즈히사 정치심리학 교수는 “작년처럼 ‘18세 선거권’을        89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도 투표율이 증가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미묘하다"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편승하지 않고 제대로 된정책본위의합리적인선택으로젊은층의정치             

참여(투표)를 얼만큼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89 川上和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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