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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르헨티나:

마리아 셀리아 코타렐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011년 10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

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2위 후보보다 약 40% 포인트나 많

은 54%의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2011년 12월 10일 그녀는 폭넓은 국민들의 지

지와 완전히 궤멸된 야권의 분열 속에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일 년 후, 사회의 일부 영역이긴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층이 무너지고 민

중들의 열렬한 흥분도 사라져, 이제 키르츠네르주의는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했

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2012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감정이 이렇게 악화

됐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거대 언론의 의도, 즉 

위기감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선정적 보도에 말려들고 있는 것인가?

일부 평론가는 키르츠네르주의의 종말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제 현상

국가적, 민중적, 민주적인 사회 역량의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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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파 경제학자인 미겔 브라운1)은 “날이 가면 갈수록 

키르츠네르식 경제 모델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난 크리

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의 정치적 시대 또한 저물고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Braun 2013). 또한 페론주의 정치 리더인 훌리오 바르바로는 “모든 

지표를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종말 앞에 있고, 키르츠네르주의는 

명확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시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토로한다(Bárbaro 2012).2) 반면 친(親)키르

츠네르 언론인 에르난 브리엔사는 아래 글에서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고, 이는 단

지 여론 주도층의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보면 아르헨티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규모 

시위, 총파업, 디폴트 위협, 이 모든 것들이 단 보름 사이에 일어났다. 국민들

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요소 말이다. 일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한 시

대의 종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르

헨티나의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 아직 삼 년

의 통치 기간이 더 남아 있지만, 이런 종말론적인 분위기의 유포로 인해, 일부

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Brienza 2012). 

1) 미겔 브라운(Miguel Braun)은 산안드레스(San Andres) 대학 졸업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

제학자로, 미주개발은행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공평한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실현센터’(CIPPEC)

의 공동 창업자 겸 집행이사이며, 펜사르(Pensar) 재단의 집행이사로 활동 중이다. CIPPEC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NED), 세계은행, 브루킹스, 팅커 및 다수의 다국적 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우파 싱크센터이며, 펜사르 재단 또한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인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가 이

끌고 있는 우파 단체로, 현재 신자유주의 정당 창당에 주력하고 있다.

2) 훌리오 바르바로(Julio Bárbaro)는 메넴 정부 시기인 1989~1991년에 문화부 장관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정부 초창기인 2003~2008년에는 연방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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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우파 정치 평론가인 마리아노 그론도나3)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정적

인 주장은 회피했지만, 우파 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키르츠네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2009년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네

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의 확실한 패배로 인해 […] 키르츠네르

주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네스

토르 키르츠네츠의 임기가 끝나고, 크리스티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

던 것이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

을 보며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지지율 하락은 혹시 키르츠네르주

의의 몰락에 대한 예언인가?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가 대체할 조그만 시대의 

또 다른 시작인가? 여기서 우리는 관찰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과 현실

의 실제 가능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가능성이 마음에 들지 않더

라도, 정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Grondona 2012).

그론도나가 언급한 실수는 무엇인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009년 부에

노스아이레스의 신자유주의 시장인 야당의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키르츠네르

주의의 시대는 끝났다”고 확신했다.4) 또한 2008년 보수 우파 일간지 『나시온』지

의 기자인 호아킨 모랄레스 솔라도 “역사적, 정치적 시대로서의 키르츠네르주의

는 끝났다. 예전에 키르츠네르 부부에게 우호적이었던 주지사까지 이 사실을 명

3) 마리아노 그론도나(Mariano Grondona)는 일간지 『나시온』을 비롯한 TV, 라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에 오랜 

기간 정치적 칼럼을 실어온 정치평론가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스페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변호사다. 하버드대에서 객원교수 및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했었다.

4) 다음 기사 참고: Ambito Financiero, 17 de diciembre d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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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단정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한 시

대의 종말 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좌파 진영 역시 키르츠네르주의의 몰락을 선

언했었다. 사회주의노동자당(PTS: Partido de Trabajadores por el Socialismo)은 당 

기관지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6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키르츠네르 시대의 끝에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중의 봉기로 쇠약해진 대통령의 권위와 체제의 역량을 

재건하는 데 모든 부르주아 분파들이 합심했던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 하지

만 이제는 그 상황에 취해 있던 집권 세력의 시대가 서서히 소멸하고 있는 것

이다(Maiello y Romano 2010).

2010년 초 노동자당(PO: Partido Obrero)의 제19차 대회에 채택된 보고서의 제

목도 ‘키르츠네르 부부의 마지막 시기’였다. 상대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학계에

서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키르츠네르주의의 위기를 언급하였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행정 능력에 대한 이미지 고양 실패,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및 그로 인한 국내 공공 부문의 위기와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결합된 결과, 키르츠네르주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야권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수정하려 시도했던 일부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또한 정치적 위기의 증가로, 시행이 예정됐던 

수많은 정책도 유보되었다(Moreira y Barbosa 2010).

정치적 위기로 인해 새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키르츠네르주의가 정치적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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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잃은 듯 보인다. 각 부르주아 분파들은 점점 더 격렬하

게 자신들의 즉각적인 이익만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아직까지 정부와 소원한 

상태이며, 어제까지 정부 정책에 동의했던 거대 언론들도 반대로 돌아섰다. 노조 

관료들은 동요하고 있으며, 무기력하고 파편화됐던 야권 세력은 기운을 차려 세

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의 지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주도권

을 상실한 채 지지 세력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시장을 불황으

로 침몰시키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경제의 점증적 하락, 이

로 인해 키르츠네르주의는 방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키르츠

네르주의가 2001년 붕괴된 노동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교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단지 지난 5년의 호황기 동안 형식적인 변화만 추구했을 뿐이다. 호황

기가 끝나면 형식적인 변화마저도 끝나는 법이다(Bonnet 2010).

또는 아래와 같이 위기를 언급하였다.

정부의 정치적 한계는 아마도 키르츠네르 시대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키르츠네르 시대는 2003년 정부 구성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로

운 정치’에 대한 호소와 중도 좌파 진영의 역량 강화에 대한 희망을 결합한 시

대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강력하게 집중했고 지지 세력을 도구적으로 이용

했다. 이는 지배 그룹 내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정부의 통치 행태

가 지금 사회의 일정 영역, 특히 중산층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지금 대통령 부부의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의 개혁 약속을 믿지 않

고, 권력을 민주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vampa 2008).5)

5) 원문은 영어인데 필자가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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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에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즉 농장주들이 정부와 갈등을 빚던 

시기와 2009년의 국회의원 선거 뒤에도, 오늘날 2012년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키르츠네르주의의 종말에 관한 당시의 예언은 빗나간 것

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키르츠네르주

의를 통해 극복됐다고 증명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망은 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무엇이 변했기에 이런 전망이 맞는단 말인가?

1. 키르츠네르주의 대 반키르츠네르주의

이 두 상반된 용어가 최근의 아르헨티나 정치 무대를 관통하고 있다. 2012년

부터 시작된 양측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언론이다. 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반정부 여론을 유포

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언론을 통해 매일매일 정부의 주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

한다. 그들은 정부에 대해 치안, 부패, 권위주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거론하

면서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걱정하는 듯 보인다. 반면 야권의 몇몇 지도자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려 노력한다. 2013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을 여당에 대항하는 후보로 만들기 위함이다. 한쪽에서는 

정부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헌법을 파괴하며 사유재산 제도를 무너뜨

려 아르헨티나를 또 하나의 베네수엘라나 쿠바로 만들려는, 오만하고 포퓰리즘

적이며 부패한 독재 정부라고 비난한다.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진보주의자의 가

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거대 자본만을 이

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파 진영임을 명백히 드러내면서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거나, 진보 진영을 가장한 연설을 통해, 역으로 보수 신자유주의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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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공포와 분노, 

지긋지긋함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도록 충동질한

다. 보수 신문인 『나시온』과 클라린 그룹의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채널이 이러

한 이야기를 유포하는 주요 매체들이다. 이렇게 유포된 이야기는 페이스북, 트위

터,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대통령과 공직자들에 대한 신랄

한 욕설과 함께 말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당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국영방송의 대통령 담화 방송 등을 통

해, 키르츠네르 정부의 치적을 강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야당의 증오와 격노에 

반대되는 수단인 사랑과 기쁨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클라

린 그룹과의 전선에 집중함으로써, 야권의 주장을 거대 공동체의 이해에 반하는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선전하였다. 국가공동체 모델에 대한 극단주의

자들의 신랄한 비판에 직면하자 민중의 직접적인 도움을 호소하였다. 주요한 수

단은 2011년 대선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기초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반복적 호

소였다. 반면 거대 다국적 광산 그룹과의 협약이나 농촌의 원주민 공동체를 지속

적으로 잠식하는 대두 재배업자의 확장, 몬산토(Monsanto) 등 주요 다국적 농약 

생산업체와의 협약, 세제 개혁의 결여, 테러방지법・노동재해법 등과 같이 농촌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률적 제재, 생필품 가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

의 부재, 노동자의 임금과 가계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면세 제도 실행의 결여 등 

국가공동체적 성격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한 논쟁은 의도적으로 회피

했다. 대신 정부는 당시 추진 중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변혁의 정신을 

종합한 슬로건을 만들어 유포했다. 2011년까지는 ‘모델을 심화하자’라는 슬로

건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재집권 초부터 공공요금 보조금의 점진적 축소 등

을 통한 국가공동체 모델에 대한 조정을 의미하는 ‘선량한 조화’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문구를 한쪽으로 슬그머니 밀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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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명확한 의미도 없는 ‘모두를 위한 전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사용하기 시

작했다.

두 진영의 대립이 촉발된 또 다른 영역이 바로 제도 부분, 특히 사법 제도 부

분이다. 대통령령 또는 법률의 형태로 제정된 정부의 정책 중 상당수가 법원 제

소라는 수단을 통해 좌절되고 유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내내 양측

이 첨예하게 논쟁을 벌였던 주요한 대립이 바로 방송・통신 서비스 법률의 시행

에 관한 문제였다. 이 법은 2009년 제정되었지만, 클라린 그룹이 법원에 제소함

에 따라 아직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다. 정부는 매스컴을 통해 

이 법이 12월 7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오랜 기간 공식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법률상의 하자와 거대 언론 그룹의 제소로 인해 결국은 시행이 유보되었다. 정부

는 한편으로 법원에 호소하는 방식과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병행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급진적인 개혁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언

론사를 위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

단을 요청하는 이유도 다양했다. 예를 들어 거대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공무원들의 부패, 특히 그중에서도 아마도 보우도우 부통령과 두 명의 전직 교통

부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동시에 양 진영은 지난 시절과 마찬가지로 가두시위에 매진했다. 이는 2001년 

12월 페르난도 데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정부의 몰락을 불러왔던 방법이다. 

야권은 지난 6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SNS를 통해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개최했

다. 12월 집회에서는 다수의 도시에서 상점이 약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

만 야권의 어떤 조직도 다양한 이익집단을 포괄하는 집회를 개최하진 못했다. 대

규모 시위는 키르츠네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키르츠네

르주의를 걱정하는 우파의 집회처럼 선전되었다. 시위 중 발생한 상점 약탈은 바

릴로체 시(市)의 ‘5월 1일’ 그룹과 같은 무정부주의자나 조직폭력배, 미확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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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집단 탓으로 돌렸다. 한편 정부 측에서도 축제나 기념일 등의 공식 및 비공식 

거리 행사에 정부와 여당 및 친키르츠네르 단체, ‘단결과 조직’ 구성원들을 끌어

들였다.6) 축제라기보다는 전선이었고,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전사였다. 2012년 

4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벨레스 사르스필드 경기장에서 개최된 2003년 

선거의 9주년 기념일 행사, 석유공사의 국유화법 비준을 축하하기 위한 5월 3일

의 국회의사당 앞 집회, 에바 페론의 서거 60주년을 기리는 7월의 다양한 문화적 

행사들, 7월 9일 투쿠만에서 개최된 독립기념일 행진, ‘국가와 대중을 위한 페론

주의에 충성을’이라는 기치 아래 개최되는 10월 17일 코르도바의 충성절, 10월

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서거를 애도하는 수많은 문화 행사, 12월 9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5월 광장에서 개최되는 애국절 축제, 취임 1주년 기념일, 인권과 민주

주의의 날 등이 정부 측에서 활용한 집회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갈등은 키르츠네르주의와 반키르츠네르주의의 대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 반어의 조합은 모든 사회적 흐름, 즉 정치・노조・사회・

기업・학생・지식인 운동을 관통하는 테마였다.

2012년에는 무엇이 새로운 변화이기에 키르츠네르주의 시대의 몰락 가능성

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분명 투쟁의 영역도, 갈등의 성격도, 논쟁의 내용도, 이슈

를 유포하는 사람들 및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까지도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예

전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논리적인 면에서 두 가지 커

다란 변화가 관찰된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것인데, ‘모델을 심화하자’에서 ‘선

량한 조화’로, 더 나아가 알맹이가 없는 ‘모두를 위한 전진’으로 슬로건이 교체

6) 이러한 조직으로는 캄포라(La Campora), 콜리나(Kolina), 국가활동가운동(Corriente Nacional de la Militancia), 

새로운 만남(Nuevo Encuentro), 국가민중전선(Frente Transversal Nacional y Popular), 에비타운동(Movimiento 

Evita), 마르틴 피에로(La Martín Fierro), 페론주의 빈민운동(Corriente Peronista Descamisados), 구에메스(La 

Güemes), K를 지지하는 여성들(Mujeres K), 70년대 페론의 약속(Compromiso Peronista JP de los ’70), 국가민중

농업운동(Corriente Agraria Nacional y Popular) 등이 있다.



112 2013년 라틴아메리카 - 대통령 선거와 정세 변화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여론이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던 압도적 득표율

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초래될 손실로 초점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담화에서 2003년 이후의 광범위한 업적을 강조했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선거에서 압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승리했다는 점이다. 이

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반정부 시위대에게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

부는 우선 선거에서 편안하게 승리한 데서 정당성의 기반을 찾는다. 2003년 네

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 초반처럼,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민중을 배려하고 있는지가 정당성의 기반이 아닌 것이다. 이것

은 공식 담화에서 2001년 봉기의 내용을 지우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2001년 

봉기는 이후 2003년에 전개될 정치적 과정의 조건을 창출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투쟁 과정을 불행한 일로 언급함으로써, 데 라 루아 정부의 침

몰을 가져왔던 민중의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봉기가 신

자유주의 모델의 폭발로 인해 초래된 민중의 절망감에서 분출된 행위로 간주한

다. 하지만 봉기 중 희생된 사람들만 강조하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비극적 행위로 선전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몰락을 선동할 책략으로서

도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다른 정부의 변화는, 2008년 농민

시위 때와는 다르게, 정책적 대응 수단으로서 친정부 가두시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인식 전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권력은 근본적으로 투표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지, 대중 투쟁의 활성화를 통

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질서의 회복과 그 법제화 과정에서 보이는 정부의 이러한 변

화는 키르츠네르주의가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표처럼 보

인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동원 능력과 변혁 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민중주

의 모델의 한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II. 정세 변화 113

2. 2012년 갈등의 특징

여기까지 우리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의 통치 행위와 키르츠네르주

의에 대한 관점에 집중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것은 동전의 

양면인 키르츠네르주의와 반키르츠네르주의의 투쟁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 년 동안 발생한 집회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눈에 들어오는 사실은, 이전 삼 년간과 비교해봤을 때 2012년 일 년 동안 집

회의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7) 특히 2008년 농민시위와 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다양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의 그룹이 집회를 개최

했는데, 그중 몇몇 그룹은 예전에는 정부와 연대한 조직이다. 그렇다면 왜 집회

의 횟수가 증가했을까? 누가 집회를 조직했는가? 그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시위대는 누구에 대항해 항의 집회를 벌였는가? 예전의 시위와 비교할 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2012년 집회의 주요 등장인물은 노조 소속 임금노동자와 일반 시민이었다. 

2012년 등록된 전체 집회 중 약 3분의 1(31.3%, 약 810회)이 임금노동자의 집회였

다. 최다 집회 신고자는 국영 기업 노동자였지만(400회), 민간 기업 노동자의 집

회도(329회) 만만치 않았다. 그중 60회는 국영 기업 노동자가 선도하고 민간 기

업 노동자이 합류한 연대 시위였다. 가장 활발했던 그룹은 트럭 운전자와 지하

철 노동자가 참여한 운송 노동자였다(190회). 두 번째 그룹은 중앙과 지방 정부

7) 연간 3,000회 이상의 시위를 기록했던 2001~2002 위기 이후, 2003년에는 시위의 양이 대폭 줄었다

가 이후 2년간 다시 증가해 2005년에는 2,500회를 넘어섰으며, 이 규모는 2006~2007년까지 유지되었

다. 2008년에는 다시 대폭 증가해 연간 2,800회 이상의 시위를 기록했으나, 그 후 점점 줄어 2010~2011

에는 연간 2,000회 이하로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2012년 대폭 증가해 2,588회의 시위를 기록했으니, 이

는 2005~2007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자료 출처: 아르헨티나 사회운동 프로그램(PIMSA: Programa de 

Investigacion del Movimiento de la Sociedad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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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쳐 총 163회의 집회를 기록한 공무원이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교사였고

(104회), 생산직 노동자와(52회) 보건 노동자가(43회) 그 뒤를 이었다. 96회의 집

회(11.9%)가 업종이 다른 노동자가 참여한 연대 투쟁이었다. 반면 88.1%의 집회

는 타 업종의 호응을 얻지 못한 단독 집회로, 이는 노동자의 집회가 매우 고립적

이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은 등록된 집회의 숫자가 가장 많았을지라도, 정작 

개최한 비율은 1994년 등록제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것은 흥미롭다. 개최 비율이 26.3%로 200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

준이었다. 집회를 가장 많이 신고한 조직의 유형은 역시 노동조합이었다. 하지만 

개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최근 4년간의 28.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집회를 개최한 상위 10개 조직 중 6개가 노동조합이었다. 국가노동자협회

(ATE), 화물차운송노조(SCC), 교원노조(UTE), 지하철노조(AGTSyP), 산타크루

스 주 노조연합 테이블(MUSSC)과 파블로 미첼리가 대표하는 아르헨티나 노동

자본부(CTA)8)가 그들이다.9) 노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집행부나 지도부 반대 세

력이 개최한 집회는 총 12%로, 예전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달라진 건 없었다. 반면 

노동자의 반정부 시위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만큼은 뚜렷했다. 2004년에서 2008

년 사이 약 5% 정도였던 반정부 시위가 2012년에는 19.5%에 이르렀다. 2004년

에서 2011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던, 단 한 해도 0.7%를 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던 ‘경제적・사회적 모델’에 대한 반대 시위도 다시 등장해서 약 3% 정도

8) 아르헨티나 노동자본부(Central de Trabajadores de la Argentina)는 1991년 노동자총연맹(CGT: 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de la República Argentina)에서 분리된 단체다. 이 단체는 2010년 다시 파블로 미첼리(Pablo 

Micheli) 파와 우고 야스키(Hugo Yasky) 파로 분열되었다 — 옮긴이.

9) 그 외 3개 단체는 아르헨티나농촌사회(SRA: Sociedad Rural Argentina), 아르헨티나농촌연합(CRA: 

Confederaciones Rurales Argentinas), 아르헨티나농업연합(FAA: Federación Agraria Argentina) 등 농촌의 지주 조

직이며, 마지막 하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고교생 조직인 학생책임자연합(CEB: Coordinadora de Estudiantes 

de Ba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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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회했다.

마지막 두 개의 특징은 노조에 의해 개최된 다양한 집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났

다. 예를 들어 2012년 4월 26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로카 공원에서 화물차운송

노조가 개최한 시위나 6월 27일 복수 노조의 연대로 5월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10월 10일 파블로 미첼리의 노동자본부와 우고 모야노의 노동자총연맹(CGT)10)

이 연대한 5월 광장 파업이 모두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였다. 또한 10월 24일 노

동자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노동재해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우고 모야노의 노동자총연맹과 파블로 미첼리의 노동자본부가 연대한 국회 앞 

시위에서 시작하여 11월 20일 우고 모야노의 노동자총연맹, 파블로 미첼리의 노

동자본부, 청백노동자총연맹(CGT Azul y Blanco)11)까지 총궐기한, 2003년 이래 처

음으로 개최된 반정부 총파업에 이르는 일련의 집회는 모두 정부 정책에 반대하

는 시위였다. 이 모든 시위는 전투적 계급동맹, 피에(Pie)지역 운동, ‘테레사는 살

아 있다’ 등의 빈민운동단체, 아르헨티나농민연합으로 대표되는 농민운동단체, 

아르헨티나 대학생연합 및 좌파 정당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1990년대에 신

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한 대표적인 단체들의 요구 사항이 다시 거리에 등장한 것

이다. 반정부 시위의 핵심 요구 사항은 협동조합주의적인 경제였다. 임금노동자

들의 소득세 비과세액 상향 조정, 보편적인 가족 충당금 지급, 연금 인상 등이었

다. 이러한 시위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전폭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해내었다. 노동조합운동이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2003~2007)와 

10) 이 글의 필자가 ‘우고 모야노(Hugo Moyano)의 노동자총연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에도 

나오지만 2012년 노동자총연맹이 우고 모야노 파와 안토니오 칼로(Antonio Caló) 파로 분열되었기 때문이

다 — 옮긴이.

11) 청백노동자총연맹은 2008년 루이스 바리오누에보(Luis Barrionuevo)가 우고 모야노에게 반발하여 설립

한 노동자단체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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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제1기 정부(2007~2011)에서 국가 민중 모델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침체됐던 주요 노조의 내부도 재정비되었다. 노

동자총연맹은 트럭 운전수인 우고 모야노의 파와 금속노동자인 안토니오 칼로 

파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분열은 노조의 일부가 반정부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그 

중심인물은 모야노였다. 모야노의 입장 변화로 노동자총연맹은 2008년 떨어져

나간 루이스 바리오누에보의 청백노동자총연맹과 미첼리의 노동자본부를 포함

한 노조의 일부 세력, 즉 좌파 집행부와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본부 역시 

반정부의 파블로 미첼리 파와 친정부를 표방한 우고 야스키 파로 분열되었다. 결

국 노동조합 역시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를 관통하던 주제인 키르츠네르주의와 

반키르츠네르주의의 대립 속에서 분열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본질 하나를 지적해야만 한다. 일부 노조 세력은 정부에 협력하는 단순한 연대의 

축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적 연대 세력의 수장으로 자처하였다. 우고 모

야노 그룹은 연대 세력 안에서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려 들었고, 노동자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12) 이러한 목표가 제도권 내에서는 어떤 방식

으로든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봉착하게 될 한계는 명확했다.

2012년 시위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은 ‘분노한’ 시민들로, 총 314회의 집회를 개

최하여 총 신고 시위 중 1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2008년 6%를 차지했던 시

12) 이것은 정부와 노조 그룹들 간의 결별을 설명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에 노조 지도부 몇 

명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상의 문제였다. 모야노는 2010년 10월에 이미 “페론 장군은 노동조합주의가 

운동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노동조합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시대였는데도 말입니다. 하

지만 지금은 우리가 운동의 수뇌가 되는 것을 갈망할 역량이 있으며, 노동자 한 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

는 날이 와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이 지닌 역량을 알고 있으며, 이 역량을 이용하는 

데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우리가 왜 세 가지 권력을 포기하려 하

는지, 우리가 왜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려 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바로 우리 노동자

들을 자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한 명의 노동자를 대통령궁에 진출시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선언했으며(Clarín 2010, 16 de octubre), “노동자는 더 이상 압력의 수단이 되지 말고, 권력의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주장했다(Página 12 2010, 16 de octu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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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보다 두 배나 증가한 비율이다. 이들은 주로 냄비를 두드리며 시위했다. 6월엔 

주당 한 차례씩 총 세 번의 시위가 있었고, 9월 13일과 11월 8일에도 시위가 있었

다. 그중 8N으로 알려진 11월 8일의 시위에는 최근 개최된 시위 중 가장 많은 수

의 시민이 참여했다. 매스컴과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발적인 시위였다고 역

설하지만, 이러한 집회의 개최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소셜 네트워크가 총동원

되었다. 마지막 두 번의 시위는 전국적인 규모였다. 통일된 슬로건은 없었으며, 

요구 사항은 매우 다양했다. 대통령의 삼선 반대에서부터 치안 문제, 법원의 독

립, 반부패,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대까지.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유와 치안 문제

에 대한 항의가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야권이 반정부 언론을 통

해 최근 십여 년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여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야권은 두 축

2012년 11월 8일(8N)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모인 반키르츠네츠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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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속적인 유포를 통해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역량의 재구축을 시도했다. 

시위에 참여한 주요 인물 중 예외적인 사람들은 프티부르주아였다. 시위에 참여

한 대부분이 2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던 인물들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2007년과 2011년 선거에서 현 대통령을 지지

한 사람들이다. 일부는 키르츠네르주의자들이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우파로 

가장한 채 시위대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8N 집회에 참여한 대규모 숫자가 의

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예전에 정부를 지지했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켰던 일부 

프티부르주아가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이나 통치 스타일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

며 반정부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13) 거리에서 표현된 불만이 일부 정당이나 

노조에 의해 유포된 것은 아니다. 또한 냄비를 두드리며 벌이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대개 우파가 기획한 의도까지 뛰어넘는다. 그리고 야당의 어떤 정치인도 

이러한 시위를 통해 중요한 정치적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 두 부류, 즉 임금노동자와 시민들의 시위가 전체 집회의 43.4%를 차지했

다. 집회의 46.5%는 지역 주민(폭풍우로 인한 단전 복구 지연과 치안 문제), 지주(증

세 반대 및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 인상 요구), 정치단체(군사정부의 대학살 심판과 노

천 광산의 오염 문제), 범죄 희생자 가족 집회(정의 실현), 빈민(12월 상점 약탈의 주인

공들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요구), 고등학생(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교육 과정 개편 반

대), 경찰(임금 인상)이 차지했다. 나머지 10%는 실직자, 축구팬, 노점상, 여성, 동

성애자, 환경운동가, 전문직 종사자, 예술가, 말비나스 전쟁(일명 포클랜드 전쟁) 

참전 용사, 원주민, 농민, 청년, 수감자의 시위였다.

13) 이러한 양상을 가져온 다양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달러 구매 금지 정책, 고(高)인플레이션 지수의 부정 

등 정치적 이유와 함께, 일부 영역과의 소통을 거부하거나 최소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실행 필요성에 대해 공

식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등이 꼽힌다. 또한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지속적으로 정부

의 업적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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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집회에서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

게 중요한 변화는 집회 숫자의 증가와 시민의 참여, 정치적 성격의 시위 증가인

데, 기본적으로 2011년까지 정부를 지지하던 노동운동의 일부와 프티부르주아

의 일부 세력이, 반드시 ‘국가 민중 모델’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

정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3. 국가적・민중적・민주적인 사회 역량의 위기인가?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키르츠네르주의의 종말적 위기, 즉 한 

시대의 몰락의 서막 앞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우익 야당의 정치적 술수

에서 비롯된 선정적인 보도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어떤 예측도 위험하므로 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정치 프로세스는 제도적 장치를 통

해 발전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2013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현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2001년 12월 신자유주의 정부의 붕괴를 초래한 것과 같은 급

격한 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야권의 책략은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일반적

인 조건이 매우 다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야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야권은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고, 민중의 지원을 이끌어

낼 만한 미래 프로그램을 제시할 능력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만 한다. 우리는 2001년 봉기 때처럼 국가적・민중적・민주적인 사회 역량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가? 또한 그 위기는 2003년부터 정부와 사회의 연대로 성취한 현 

제도 시스템 내에서 잉태되었는가? 

그 당시부터 우리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 관계망의 재설정, 부의 재분배, 정부

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거대 자본의 게임 법칙 제한 등이었다. 또한 이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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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동지들이 커다란 의미를 부

여하던,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과 반시스템적인 투쟁의 배아는 현재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또한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개혁하려던 시도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그동안 주도적인 사회 역량을 

발휘하던 몇몇 연대 주체들이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

계를 보여준 점은 명확하다. 일부 노동자 세력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연대 세력 

내에서 가능한 최고의 권력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의 정점은 그들이 합류한 사

회적 연대의 수장이 되는 것일 텐데, 그것은 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서

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일한 상황이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국가적 목표

에서도 발생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 즉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 한계로 인해 국가적・민중적・민주적인 사회 역량에서 위기의 징

후가 관찰된다. 그러한 한계의 극복은 ‘진정한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

한 문제 제기를 내포하는 것인데, 당면한 민중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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