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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3년 스페인 카탈루냐주(州)에서 일고 있는 독립운동을 참여자들
이 행하는 저항의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참여주체가 확장되고 운동이 일상
화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운동의 
성공 혹은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 운동 참여 단체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집
중함으로써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인식세계를 밝히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으
며, 그 결과 운동참여자들은 하나의 슬로건 아래 일원화된 집단으로 그려진 경향
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운동을 
기술하고, 특히 운동참여자들의 내부적 갈등에 주목함으로써 카탈루냐 독립운동
의 정치적 역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운동참여자들이 연1회 ‘추모의 날’에 행하는 
저항의례를 어떻게 경험하여, 그것이 의례가 종료된 일상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
는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어떠한 계기로 최근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이 확대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독립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까지,  
새로운 카탈루냐 국가 건설에 대해 민족주의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
지 우선적으로 고찰하였다. 카탈루냐 민족은 독자적 언어,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역사속에서 주장해왔지만, 그것이 언제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39년 스페인 내전 종료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프
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 정권이 붕괴되자 스페인에는 소위 ‘민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민족은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압되었던 자신들의 민
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힘쓴다. 곧, 스페인에 민주정이 도래한 이후 카탈루냐 민족
주의자들은 국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기보다는 민족의 언어를 보전하고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민족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카탈루냐인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2000년대 후반 스페인의 내부 및 외적인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치주 헌법 개정을 통해 카탈루냐 민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했던 시도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2010년 판결에 의해 무산된다. 
둘째, 2008년부터 심화된 유로존 전반의 경제위기가 스페인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이어지고, 이에 카탈루냐 주정부에 대한 재정적 압박 또한 심화된다. 이는 카탈루
냐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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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로 인식된다. 민족운동에 참여해 온 전통적
인 민족주의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적 변화는 조직적인 운동전개를 통해 카탈루
냐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며, 그 결과 이들은 고학력 및 중산층
으로 한정되어있던 독립운동의 참여주체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키고자 새로운 운동 
기제를 발명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마을단
위로 운동을 조직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고 가까운 곳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운동참여자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그 내부자들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본 논문
에서는 세대, 민족, 출신지역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행위자들의 갈등을 살펴보
았다. 첫째, 세대간 갈등의 중심에는 저항의 레퍼토리 생성에 있어서 집단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자리한다. 독재정 시절 저항의 기억을 강력히 간직
한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당시의 노래 및 가수는 저항의 아이콘이 되었고, 2013년
에 전개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차용될 만큼 그 의미가 여전히 강력하다. 반면, 
청년운동가들은 과거의 상징을 통해 운동을 표상하는 것이 카탈루냐 독립 이후의 
미래를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고, 새로운 저항의 
상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성세대 운동참여자들에 의해 이와 
같은 제안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민족간 갈등의 중심에는 민족상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질문이 놓
여있으며, 카탈루냐에서 나고 자란 ‘뼛속까지 카탈루냐인’들과 스페인 이민자 1세
대 출신 운동가가 갈등하는 요인이 된다. 운동참여자들 사이에어 독립의 대상인 
스페인을 상징하는 각종 상징물은 조롱과 훼손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자신을 스
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이 운동전개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되었다.

셋째, 출신지역이 다른 운동가들이 겪는 갈등의 중심에는 근대 국민국가의 경
계와 민족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카탈루냐 
국가체’에 속하는 마요르카 주 출신의 카탈루냐 독립운동가들은 카탈루냐 주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마요르카의 독립 또한 꿈꾸게 되며, 이 지역으
로까지 독립운동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마요르카 출신 운동가들의 요구는 
유럽의 국민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주권없는 민족들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
을 촉발시키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대한 유럽국가
들의 지지를 우선시 하는 운동지도부에 의해 마요르카 출신 운동가들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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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운동 참여자들간의 내부적 단결은 때때로 운동을 통해 정치적 목표
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치열한 운동의 현실이기도 하다. 카탈루냐의 독립이라
는 동일한 슬로건 하에서 운동가들은 끊임없이 상호 갈등하며 그 연대가 흔들리
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지속되는 이유를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운동참여자들이 연1회 행하는 저항의례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 하
는지 살펴보았다. 연대의 흔들림 속에서도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지속되는 것은 
운동참여자들이 저항의례를 실천함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잊고, ‘집
합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을 통해 의례의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매년 9월 11일 열리던 ‘추모의 날’(la Diada) 의례는 최근까지 카탈
루냐인들에게 ‘휴식의 날’로 인식되었지만, 독립운동이 본격화 된 2010년부터 매
년 독립주의자들이 집결하여 스페인 중앙정부의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부당한 처
우에 항의하는 동시에, 평소에 흩어져 있던 카탈루냐인들이 집결하여 하나됨을 
느끼는 날이 되었다. 의례 시 행해지는 각종 연행은 의례참여자의 감정적 고양을 
극대화하여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

본 연구는 행위자들이 의례에 참여하는 경험이 의례가 종료된 일상적 시공간에
서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의례와 일상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백오십만여명이 참여한 2013년 ‘카탈루냐의 길’이 종료된 이후, 운동가들
은 비의례적 시공간에서도 의례시의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되면서 일상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운동가들은 카탈
루냐 독립기와 같은 민족주의적 상징을 의복, 장신구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일상
적으로 착용하며, 발코니에도 독립기를 항시적으로 내걸게 되면서 이들의 일상적 
공간은 점차 정치적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또한,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운동가들은 직장 동료 및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됨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2013년에 치러진 저항의례를 통해 행위자들이 
경험한 강력한 감정적 고양은 이들이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일상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스페인에 민주정이 도래한지 40년만에 독립을 향한 카탈
루냐인들의 열망은 일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주요어: 카탈루냐,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럽의 민족주의, 주권분리, 카탈루냐 독
립운동, 사회운동, 저항의례, 집합열광

학번: 2012-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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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Catalonia is Not Spain”
“Cataluña no es España”

“Catalunya no és Espanya”
“Catalogne n’est pas Espagne”
“Katalonien ist nicht Spanien”

[2010년 7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가 결정
한다’(som una nació nosaltres decidim)시위에 참여한 한 독립주의자의 피켓]

“이렇게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게 표출된 적이 없었다. “음, 그래서 뭘 어쩌
라고?” 비관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들은 말한다. 이 민족주의자들의 광분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어떻게 독립을 이룰 것인가? 이와 같은 조악한 현실주
의는 어디에서부터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서이다. 정치심리와 역사적 경험은 사회 대부분의 사람
들이 제도의 겉모습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생각이 실
천에 옮겨질 때, 변화의 대상은 바로 제도 자체가 됨을 말해준다...(후략)...”

마누엘 카스텔스(Manuel Castells)의 기고문
2010년 7월 24일, 카탈루냐 일간지 ‘라 방과르디아’(La Vanguardia)

(Civit 2011: 3 에서 재인용)

40여년간 지속되었던 파시스트 체제인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의 정권이 1975년 막을 내리자, 독재정권 하에서 민족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
였던 카탈루냐 민족은 자신들의 민족적 지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였다. 그 이후, 
카탈루냐 민족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를 설립하
는 대신,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카탈
루냐 자치주 헌법 개정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카
탈루냐 공화국 건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1) 카탈루냐 주정부 여론조

1)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을 원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분리주
의’(separatisme, 영어로 separatism)대신 ‘독립주의’(independentisme,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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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센터(CEI)에 의하면 2010년 20%에 불과했던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지지율이 
2013년 11월 60%를 기록하여, 3년 만에 40%가 상승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프랑코 사후 스페인이 민주화로 이행한 이래 가장 높은 독립 지지
율이다.  민주화 이후 독립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대부분 투표를 통한 유권자
들의 간접적인 의사표현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독립을 위한 대규모의 집단행동을 
시민 사회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운동단체들이 생성, 결합하는 등 조직
적인 독립운동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Serra i Puig 2013, 
Vilaregut 2011). 이와 같은 운동의 확대는 스페인 민주화 이후 프랑코 독재주의 
정권시절 억압당하였던 카탈루냐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민족
운동2)에 힘쓰던 민족주의 세력들이 최근 운동의 목표를 카탈루냐의 독립으로 전
환하고 그 참여주체를 확장한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민족운동을 이끌던 
세력들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조직된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참여주체가 다양해진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현재 바
르셀로나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인 ‘카탈루냐 민족협의
체’(ANC)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운동 단체의 조직 혹은 운동의 
연대기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미세계를 서술하는데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둔다. 특히, 이들의 의미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운동당사자들이 경험하는 내부적인 갈등이다. 운동 참여의 주체가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현재,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independentism)로 일컬을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분리’라는 명명이 ‘중심부’ 및 
‘주변부’를 전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분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이와 같은 명명을 통해 카탈루냐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중
심에 대한 주변부의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격하시키려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경우가 많다. 카
탈루냐 문제를 다룬 영어권의 학술서들이 이와 같은 현지인들의 논란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분리주의’(separatism)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
문은 ‘분리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의 초록에서는 ‘분리주의’
라는 용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학계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논문 검색자들을 위한 주
요어(keywords)에 ‘분리주의’를 부득이하게 포함시켰다.  
2) 카탈루냐 현지에서 민족운동(moviment nacional)은 독립운동(moviment 
independentista)과 구별된다. 두 운동모두 카탈루냐 민족의 독자적인 민족정체성을 주장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어떠한 정치체제를 설립할 것인가를 두고 양자의 입장은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카탈루냐 민족이 거주하는 카탈루냐주의 독자적인 주권국가 설립에는 유보
적인 입장을 취하고 스페인 내에서의 자치권 확대 혹은 연방제를 주장한다면, 후자는 스페
인으로부터 카탈루냐주의 완전한 주권의 독립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한다
(Vilaregut 201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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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참여자들에게 세대별, 민족별, 출신지역별로 상이한 운동에 대한 입장차이 및 
이들간의 경합은 운동 당사자들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드러난다. 이는 운동의 
연대를 흔들기도 하며, 때로는 모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보다 더 치열한 운동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는 
운동 단체에 대한 구조적 서술 혹은 연대기 중심의 운동 분석은 운동 당사자인 
행위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경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운동 
참여자들을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같은 슬로건 하의 일원화된 집단으로 
다룸으로써 참여자간의 협력과 갈등이 지속되는 운동의 역동적인 측면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서술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또 다른 
목표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운동의 
지속원리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민족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의례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참여자들이 연 1회 행하는 카탈루냐 추모의 날에 열리는 
시위를 ‘사회적 종속집단으로서 지배집단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는 하나의 
저항의례’(rituals of resistance)로 정의하고(Kelly & Kaplan 1990: 141), 이와 
같은 저항의례를 실천하는 행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운동의 지속원리를 고찰해 볼 것이다. 집단 의례를 연구한 
학자들은 집단의 재생산에 있어서 의례시에 개인들이 느끼는 강렬한 집합열광의 
경험(Durkheim 1985[1912])과 그것이 의례후의 개인에게 가져오는 
변화(Durkheim 1985[1912], Turner 1969)에 대하여 서술해 왔다. 본 연구자는 
이들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저항의례시 운동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집합열광의 
감정적 고양은 운동 내부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갈등을 잊고 연대를 느끼도록 
하며, 개인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의례적 시공간을 벗어난 일상에서 이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저항의례 이후 사회운동의 행위자들이 의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의미화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운동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저항의례에 참여한 운동참여자의 
인식적 경험이 사회운동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은 운동의 연망, 담론 및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운동의 지속을 설명하고자 한 기존 사회운동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항의례를 경험한 개인이 어떻게 그 경험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의미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동을 지속하는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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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최근 미시적이고 개인적 저항에 주목함으로써 
집단적 저항에 대한 연구를 경시해 왔다는 인류학에 대한 비판(Burdick 1995, 
Edelman 2001: 286에서 재인용)을 극복하고, 인류학의 의례 이론이 사회운동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탐구한다.
첫째,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 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지역의 

명망가 및 고학력 중산층 위주의 카탈루냐의 민족운동이 대중적인 
민족독립운동으로 전환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러한 전환을 위하여 기존의 
민족운동에 참여하던 세력은 어떠한 운동담론과 형식을 개발하는가?

둘째, 독립운동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자들의 동기와 이들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각 참여자들은 운동에 있어서 다른 행위자들과 어떠한 경합을 겪는가?

셋째, 운동참여자들은 집단적 저항의례로서 시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의례가 
종료된 일상에서 개인들은 저항의례시 경험하는 극대화된 감정 체험을 어떻게 
의미화 함으로써 운동을 지속시켜 가는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함으로써 본 연구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참여주체가 
대중화되는 양상을 살피고, 운동참여자들이 저항의례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지 이해해 보도록 한다. 특히, 운동참여자들이 어떻게 
비의례적인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의례의 실천 경험을 상기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 운동을 계속하는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운동 연구의 행위자중심 접근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프랑코 
장군의 독재정 시절 정권의 직접적 압박으로 인하여 대규모로 조직되는 
독립운동이 불가했던 것과는 달리, 프랑코장군 사후 ‘민주정으로의 
이행’(Transición Española)이 이루어지면서, 독재정권하 소수의 민족주의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독립운동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Bassa 
1994, Vilaregu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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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관한 연대기적 서술로서, 
민주정으로의 이행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운동의 전략적 변화(Bassa 1994, 
Batista & Maset 1991, Ramirez & Riviere 2014)를 주로 다루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의 특징은 연구 질문을 ‘운동의 성공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독립운동 발전의 외재적(정치적, 경제적) 원인, 운동네트워크의 연결현황 분석에 
힘을 기울여왔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연구인 라미레즈 및 리비에레(Ramirez & 
Riviere 2014)의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경제위기가 스페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카탈루냐 주정부의 재정에도 압박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운동을 이끌던 카탈루냐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으로 담론을 전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독립운동을 사회의 거시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스페인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카탈루냐 
재정의 압박이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지구조로 귀결되는 관련성에 대한 불충분한 분석으로, 현재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경제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운동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동참여자들의 실천적 측면은 조명되지 않았다.

한편, 독립운동의 연대기적 서술 속에서도 주체의 다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2008년 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확장된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타로우(Tarrow 
1994)의 ‘저항주기’(protest cycle)에 따른 시민사회의 결집으로 본 
아벨라(Abella 2013)의 연구는 독립주의자의 범주를 ‘민족주의 정당’과 
‘시민사회’로 구분한다. 나아가 시민사회라는 운동주체가 제도권 정치 내부에서 
독립을 실현하고자 했던 민족주의 정당과 운동담론 조성에 있어서 어떠한 
교환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분석하며, 정치인의 선거담론과 시민사회 집회담론의 
공통적, 차별적 표상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립운동의 범위를 
‘정당’ 혹은 ‘시민사회’만의 분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양자의 상호작용을 
조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라는 것을 하나의 
일원적인 단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운동참여자들의 역동을 다루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빌라레굿(Vilaregut 2004, 2011)의 연구는 시민사회 
운동참여자들의 다원성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아벨라(2013)의 연구와 분명히 
구별된다. 우선 가장 최근 연구를 살펴보자면, 빌라레굿(2011)은 2006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독립운동 세력 네트워크 매개 단체인 ‘자결권을 위한 
모임’(Plataforma pel Dret a Decidir)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독립운동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각기 다른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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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개인, 집단, 미디어, 협회, 정당 등의 연망”(network)으로 정의하며, 
독립운동 주체의 다원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의 다원적 측면은 
운동의 다양한 자원 동원에 대한 가능성의 요인으로서 강조될 뿐, 이들 간의 
경쟁적, 협상적 측면, 즉 하나의 정치적 역동으로서의 운동주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연구자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무장세력을 연구한 2004년의 저서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하였던 ‘자유의 
영토’(Terra Lliure) 운동의 주동자들을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운동의 집단적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운동의 성공과 실패 중심의 운동자원 분석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운동의 정체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면담대상자를 운동의 지도자 그룹으로 
한정함으로써, 운동집단내의 다양한 목소리에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운동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카탈루냐 독립운동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까? 
전술한 연구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고민해볼 때,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내부적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운동참여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혹은 
갈등하기도 하는 과정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운동을 여러 주체들이 협상하고 갈등하는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볼 때, 운동참여자들을 능동적인 위치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운동참여자들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외부적 조건에 '반응'하거나, 주어진 
운동의 담론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형식을 개발하거나, 운동의 
표상을 조작하여 운동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탈원전운동에서 사운드데모라는 새로운 집회의 형식을 연구한 박지환(2012)에 
따르면, 일본 전후사회 포디즘에 기반한 복지체제가 붕괴되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불안정에 기반한 정치계급의 등장이라는 사실 
자체만이 탈원전운동의 확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을 정치적으로 
가시적인 목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운드데모’라는 문화적 기제의 발명이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대중가요를 탈원전을 외치는 정치적 사운드로 바꾸어내고, 
이에 수반되는 ‘축제적’ 분위기가 대중들을 거리로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으로 보는 이 분석은, 새로운 운동 형식의 개발에 있어서 운동참여자들의 
주체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한편, 파딩과 콜(Farthing & Kohl 2013)은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행하는 다양한 갈래의 자치권 운동을 연구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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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양한 운동 세력들이 현재의 민주주의 담론을 토대로 안데스 지방의 
구전문화를 통해 전승되는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표상해 가는지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듯,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특정한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문화적 실천’을 통해 운동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행위자이다. 본 연구에서도 
운동의 형식 및 표상을 발명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참여자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운동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측면을 조명할 때, 이들은 같은 슬로건 하에 
일원화 된 집단이라기보다, 운동 전개 과정에 있어서 협상하고 갈등하는 역동적 
존재로 분석될 수 있다. 운동참여자들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운동형식, 상징, 담론, 연출의 변화 혹은 새로운 발명은, 
서로 다른 운동주체들의 운동자원에 대한 권력관계의 작동에 의해 채택되고 
가려지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따라서 운동자원은 운동참여자들의 '합의 
혹은 갈등'이라는 정치적 자원 분배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상호간 갈등하고 이에 따른 소외 혹은 배제를 낳기도 한다.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운동참여자를 '타자'에 대한 ‘동일한 집단’으로 
상상하게 하는 상징조작의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과 같고, 이러한 내부적 
협상과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사회운동의 한 단면임을 
보여준다(Salman & Assies 2010). 곧, 운동집단이 외부의 시선에서 동일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와 같은 운동참여자들이 단결하도록 보이는 
상징조작에 의한 결과이며, 그 이면에는 이들의 상이한 사회적 위치 -이를테면 
세대, 민족, 젠더 등- 에 따른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도시운동 세력을 연구한 카를라스 비냐스(Carles Viñas 2004)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도시운동에 참여하는 세대는 1969년 이후 카탈루냐에 도착한 
스킨헤드 문화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나뉘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스킨헤드는 청년세대들의 정체성 표출 방식일 뿐만 아니라, 도시 
운동의 장에서 각종 복장, 노래 등 특유한 저항문화의 생산자원으로 
기능함으로써 이를 공유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례는 ‘도시운동’이라는 동일한 이름하에 결집된 운동세력들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운동의 표상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을 운동의 형식과 상징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주체로 보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운동참여자들의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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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운동 참여자의 실천적 측면을 조명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운동의 정치적 역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또한 운동의 담론, 동원을 위한 집합기억 혹은 사회적 사실의 
표상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독립운동은 결집과 동시에 분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운동과 의례 

사회운동을 자원동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운동 참여자들의 집단
적 실천을 통해 경험하는 ‘연대감’과 같은 것을 운동의 자원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저항의례는 그 동안 사회운동의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다
(Edelman 2001). 사회운동 집단들의 시위는 사회적 종속집단으로서 지배집단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고 참여자의 의식을 고취하는 실천으로서 하나의 ‘저항의
례’(rituals of resistance)로 정의할 수 있는데(Kelly & Kaplan 1990:141), 집단
생활의 재생산 및 지속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서 의례의 중요성을 지적해 온 
인류학의 의례 연구는 사회운동의 행위자들이 주기적으로 행하는 저항의례로서의 
시위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사회운동의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시위와 그 의미화 
과정은 운동의 지속이라는 맥락속에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르켐
(Durkheim)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Les Formes Elementals de La Vida 
Religiosa 1985[1912])에서 호주 와라문가족의 생활이 분산과 결집의 시기로 나
뉘어 이루어짐을 밝혔고, 분산의 시기를 ‘세속적인 시기’, 결집의 시기를 ‘성스러
운 시기’로 정의하였다. 모스(Marcel Mauss 1979[1950])와 에반스-프리차드
(Evans-Pritchard 1940)가 연구한 에스키모 사회 및 누어족의 사례에서도 분산
과 결집의 시기는 반복되어 하나의 사회적 리듬을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서
로 다른 이 세 사회에서 공동의 삶이 영위되는 것은 결집의 시기에 행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집합적 감정이며, 특히 뒤르켐은 일상에서 개별적 삶을 영위하던 
부족민들이 결집의 시기에 행하는 의례를 통해 한껏 고양된 ‘집합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을 경험함으로써, 결집의 시기가 종료된 비의례적 시공간에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보였다. 이처럼 의례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역동성을 기술해 온 기존 연구들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저항의례를 중심으로 한 
결집의 시기와 일상적 생활간의 연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저항의례를 운동지속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자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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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경험하는 의례시의 극대화된 감정적 체험과 일상적 생활간의 연계를 사
회운동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의 저항의례에 주목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집단행동시 경험하는 고양된 감정이 운동지속의 원동력이 됨을 
지적하였다. 스페인 바스크지방 독립운동 단체들의 저항적 의례 실천에 주목하는 
카스케테(Casquete 2010)는 경찰과 대치하는 의도적인 상황의 연출, 공동의 
구호외침 등은 상이한 운동세력을 하나의 ‘운동공동체’로 상상하게 하는 연대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나아가, 운동세력의 목표가 상이하고 평상시 갈등을 
빚더라도, 의례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연대와 자긍심 및 도덕감의 복합’ 
으로서 바스크지방 독립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2011년 뉴욕에서 있었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의 
시위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의 보고에서도 집단행동을 통해 생성되는 행위자들의 
감정적 경험은 일상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던 익명의 행위자들을 공동의 의식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주체로 탄생하게 하는 기원이 된다(Juris 2013, Sitrin 
2013). 쥬리스(Juris 2013)와 시트린(Sitrin 2013)은 월가를 점령하는 시위에 
직접참여하며 스스로가 연구자이자 사회적 변화를 연호하는 활동가(activist)가 
되는 ‘전투적 민족지’(militant ethnography)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는데, 
쥬리스(2013)의 경우 ‘대중집회’(assembly)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토론, 구호의 
연호라는 일련의 과정이 강력한 감정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연대를 발생시키며, 
초국가적 금융거래를 통한 자본축적에서 소외된 99%가 하나의 ‘떠오르는 
주체성’(emergent subjectivity)을 갖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시트린(2013)의 
경우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의 초기 ‘불의’(injustice)에 대한 의식은 개인에 따라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존재하였지만, 행위자들은 대중이 
운집한 광장에서의 집단행동을 통해 이와 같은 개별적 의식을 각종 연행적 
실천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신뢰’(trust)라는 새로운 감정적 연대를 
만들어내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운집한 시위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관찰한 두 연구자는 자신들이 경험한 강력한 감정적 유대와 
집단행동 이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의례시 발생하는 각종 연행적 실천, 강력한 감정적 경험에 
주목한 인류학의 의례연구가 사회운동 분석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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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듯,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집단행동은 상호간의 
연대감을 생성시키고 운동의 에너지를 재생함으로써 운동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운동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상이한 운동주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분화의 가능성 속에서도 카탈루냐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경계가 유지되고 운동이 지속되는 이유를 운동참여자들이 주기적인 
집단행동으로서 시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참여자들이 연1회 행하는 카탈루냐 
추모일의 시위를 하나의 ‘저항의례’로 보고, 운동참여자들이 저항의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운동의 지속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카탈루냐 정부는 
카탈루냐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패하여 자치권을 잃게 된 1714년 9월 11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9월 11일을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하였는데, 2010년 
이후 독립운동의 참여자들은 이 날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카탈루냐주 전 지역의 
모든 독립주의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독립의 의지를 
전면에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9월 11일에 행해지는 
의례는 독립주의자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집단행동과 비교하여 그 규모와 
행위자들이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9월 11일 행해지는 추모일 시위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지속원리와 저항의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절하다.

한편,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례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의례의 상세한 내용에 주목한 터너(Victor Turner)의 관점을 
참고하고자 한다. 의례를 구성하는 각종 드라마적 실천들은 익명의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서 집합의례를 행할 때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 경험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터너(1982)는 의례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각종 노래, 
구호, 몸짓과 같은 연극적 요소에 주목하며, 의례를 일종의 연행으로 간주한다. 
터너는 의례를 사회극으로 정의하고, “연행하는 것은 곧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Turner 1982:72, 박선웅 2007: 35에서 재인용)라고 선언한다. 의례를 
연행의 상황으로 볼 때, “각종 노래, 구호는 참여자들에게 성스러움을 체험하게 
하는 연극적 장치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한 성스러움의 극적 재현은 
연행자들에게 인식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Schieffelin 
1985, Comaroff 1985, 박선웅 2007:35에서 재인용). 또한, 의례의 연극적 
상황에서 의례 참여자들은 지배집단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관계의 전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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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도 하고, 이 때 발생하는 약자들의 유대를 터너는 
‘코뮤니타스’(communitas)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일상의 구조 속에서 규정되었던 
사회적 위치를 극복한 평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Turner 1982). 이 때의 감정적 
경험은, 뒤르켐이 의례 분석에서 발견하였던 ‘집합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항의례의 강렬한 순간적 경험만이 운동의 지속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대신, 이처럼 의례를 통해 극적인 감정척 체험을 한 운동참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일상속에서 의미화 하는지 밝혀질 때 운동의 지속성은 설명될 수 
있다. 의례가 종료된 후 개인은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그 개인은 의례전의 개인과 
다른 존재로 탄생한다. 결국, 집단의례의 실천과 일상적 저항은 분절된 것이 
아니며, 양자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함으로써 강화되는 것이다. 뒤르켐의 이론은 
개인의 실천적 측면을 간과한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독해되며 비판받고 있지만, 
그는 한편으로 의례를 정점으로 하는 결집의 시기가 종료된 후 의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써 개인의 실천적 측면을 조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뒤르켐에 의하면 호주 와라문가족이 행하는 집단의례 이후 
여기에 참여하였던 개인은 일상 속에서 토템을 상징하는 표식을 매개로 의례의 
에너지와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는 의례시에 개인이 경험하는 
집합열광의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비의례적인 시공간에서도 계속되며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Durkheim 1985[1912]: 237). 
바르셀로나 외곽에 위치한 빌라노바시의 이슬람계 이민자 사회를 연구한 
에릭슨(Erickson 2011)에 따르면, 이슬람계 이주민들과 원주민인 카탈루냐인들이 
공유하는 ‘공존’(convivència)이라는 가치는 일상에서 서로의 종교적 차이를 
이해하는 ‘도덕적’(ethical) 차원의 것일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의례를 통해 
재생산되는 체화된 감각적 차원의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주민간에 
행해지는 카탈루냐 민족의 전통연행인 ‘인간탑쌓기’(Castellers)라는 의례적 
실천과 그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참여자간의 강렬한 ‘감정적-유대적 
경험’(sensory-affective experience)은 행위자들에게 체화되며(Erickson 2001: 
116), 의례의 시공간에서 벗어난 일상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갈등’이 
아닌 ‘이해’의 관계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공존이라는 의미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빌라노바 인들의 일상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공존’의 가치는, 인간탑쌓기라는 의례에서 
종교와 출신이 다른 참여자들이 서로의 물리적 힘에 의지하여 땀을 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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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쏟는 과정에서 체화됨으로써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의례시의 
극대화된 감정적 경험은 행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의례적 시공간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운동의 저항의례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도 운동참여자가 의례시 경험하는 
감정적 체험과 일상생활의 연계를 고찰함으로써 운동의 지속원리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사회운동의 저항의례 이후의 상황을 고찰한 노게라(Noguera 2013), 
조일동(2009)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 저항의례시 겪게 되는 ‘코뮤니타스’의 
경험은 행위자들에 의해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재조정”(조일동 2009: 215)을 
거친다. 노게라(2013)의 사례에서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카탈루냐 
광장을 점거했던 마레스마(Maresme)의 주민들은 시위 후 자신의 동네에서 
새로운 운동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유럽통합에 항의하는 운동을 이어나간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항의하고자한 한국의 촛불시위를 연구한 조일동(2009)의 
논문에서도 보여지듯, 행위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중집회라는 
저항의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출근길에 팻말을 드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정치적 실천을 이어나간다. 이같은 사례들은 ‘결집의 
시기’와 ‘분산의 시기’가 교환의 관계를 이루며 행위자들의 사회적 삶을 이룬다는 
뒤르켐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던 연구들이 의례 
후 행위자의 정치적 실천을 운동단체를 만드는 등의 조직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의례 후 행위자 개인의 일상적 행위 속에서 어떠한 
정치적 실천이 드러나며 이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례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개인적 변화는 이들의 변화가 
다수에 의해 조직화되지 않더라도 행위자의 일상을 가장 첨예한 정치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긴장의 
해소, 일상적 질서의 강화를 통해 의례를 기능주의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입장(Gluckman 1970; Turner 1969) 및 ‘조직적인 저항’(organised 
resistance)의 반대개념으로서 개인의 일상적 저항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경향과는 달리(Edelman 2001), 개인은 집단의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일상의 저항을 강화시키거나, 일상적 질서를 흔들 수 있음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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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 이베리아 반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안도라 공국의 세 나라가 있다. 
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와 주도 
바르셀로나 (지도출처: The Economist)

[지도2] 카탈루냐주의 4개 주요도시는  
바르셀로나(Barcelona), 지로나(Girona), 
타라고나(Tarragona), 예이다(Lleida)이다.
(지도출처: Wikipedia Catalan)

3. 민족지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카탈루냐 개관 및 독립주장의 이유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카탈루냐(카탈루냐어: Catalunya, 
카스티야어: Cataluña, 영어: Catalonia)3)는 행정구역상 스페인의 17개 
자치주(自治州) 중 하나로 이베리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1] 에서 볼 수 
있듯, 카탈루냐는 북쪽으로 안도라 공국, 프랑스, 서쪽으로 스페인의 아라곤주, 
남쪽으로 발렌시아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마주보고 
있다. 주요도시로는 바르셀로나(Barcelona), 예이다(Lleida), 
타라고나(Tarragona), 지로나(Girona)가 있다 ([지도2] 참조). 2014년 1월 현재 
카탈루냐의 총인구는 7,512,982명이며(Idescat 2014년 1월), 주의 공식언어는 
카스티야어, 카탈루냐어의 두 언어이다. 주도(主都)인 바르셀로나(Barcelona)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Madrid)에 이어 인구 규모상 두번째 큰 도시이다.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국기는 ‘세녜라’(Senyera)로 지칭되는데, 이는 1150년 
바르셀로나 백작령을 통치하던 라몬 베렝게 4세의 문장에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3)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제3장 4절 3항에 따라 ‘카탈루냐’로 표기한다. 현지에서 카
스티야어 혹은 카탈루냐어로 발음했을 때, 실제로는 ‘까딸루냐’에 가까운 소리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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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세녜라 [그림2] 푸른별기 [그림3] 붉은별기

유럽국가의 상징들 중 가장 오래된 기원을 가진 국기이기도 하다.4) [그림 1]과 
같이 노란색 바탕에 네 개의 빨간 줄이 그려진 세녜라는 카탈루냐의 각종 
관공서의 스페인 국기와 함께 게양되어 있다. 한편, 세녜라의 문양을 기본으로 
하여 응용한 다른 몇 가지의 깃발의 문양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독립주의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독립주의자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독립기’(estelada)를 세녜라 대신 지니고 있는데, 이는 세녜라의 문양을 바탕으로 
하고 왼쪽에 별이 그려진 깃발이다. 독립기는 세부적으로 ‘푸른별기’(estelada 
blava)와 ‘붉은별기’(estelada vermella 혹은 roja)로 나누어지며, 상이한 색은 
독립을 추구하는 상이한 정치적 노선을 드러낸다. [그림2]의 푸른별기를 지니는 
독립주의자들은 독립의 대상으로 카탈루냐 주만을 상정하는 반면, [그림3]의 
붉은별기를 지니는 자들의 경우 그 대상을 ‘카탈루냐 국가체’(Països 
Catalans)5)전체로 삼는다. 독립의 방법에 있어서도 푸른별기를 휴대하는 
독립주의자들은 평화의 노선을 중시하는 반면, 붉은별기를 지니는 자들은 
무장투쟁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6) 

   
카탈루냐인들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게 된 기원은 1800년말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된 카탈루냐의 경제적 조건과 이에 
따른 카탈루냐 자본가 계층의 성장을 들 수 있다. 농업기반의 경제구조를 이어 

4) 출처: http://blogs.sapiens.cat/socialsenxarxa/2012/05/22/l%E2%80%99origen-
de-les-quatre-barres/, Sàpiens 2012, 2013년 12월 1일 검색. 
5) ‘카탈루냐 국가체’의 기원에 관해서는 본 절의 후반부에서 다룬다.
6) 독립주의자들 중 대부분은 카탈루냐 주만을 독립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평화적 독립 노
선을 추구한다. 한편, 독립주의자들이 지니는 깃발의 종류가 개인의 독립에 대한 신념을 
반드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특히 운동가가 아닌 독립주의자들 가운데
에서 깃발이 상징하는 바를 정확히 모른 채, 미적인 이유로 붉은별기보다 푸른별기를 선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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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카탈루냐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중해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해상무역의 강자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바스크 지역과 함께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맞이한 곳이기도 
하다(Pi-sunyer 1974).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이래 대서양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된 카스티야 지방의 엘리트들은 지중해 지역의 경제적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카탈루냐 지역의 엘리트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역사 및 정치학자들은 이베리아 반도 및 대서양의 상거래에서 소외되었던 
카탈루냐 지역의 상공업자들이 19세기말 섬유 및 철강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것을 계기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최초의 기원이라 보고 있다(Gibernau 2004: 38).

경제적 관점에서 독립의 이점을 설명하는 것은 2013년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도 
운동가들에 의해 독립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설득할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활용된다. 현재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국민총생산의 18.7%를 담당함으로써 
가장 부유한 지역 중의 하나로 꼽히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 카탈루냐 국민1인당 
총소득은 7위 독일(32,000유로), 8위 벨기에(30,500유로)를 이어 
9위(29,992유로)를 기록하고 있다(Idescat, 2013: 6)7).이 보고서에서 카탈루냐를 
포함한 스페인은 24,500유로로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표의 
차이는 독립주의자들이 카탈루냐의 독립과 함께 자신들의 재정적 여건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하는 이유이다.

독립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독립직후의 얼마간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더라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세수를 통해 카탈루냐의 재정운용은 현재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테면,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 유럽대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이베리아 반도의 물자, 물류 
및 인구 수송 측면에서 마드리드 공항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공항에 재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주요 도시와 이베리아 반도를 
연결하는 ‘지중해 열차’(corredor meditterrani) 사업에서 스페인 정부의 로비로 
무산된 카탈루냐 지역도시인 타라고나-발렌시아 구간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카탈루냐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는 주장 또한 제시된다. 
독립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재투자로 이어질 수 

7) 출처: http://presidencia.gencat.cat/web/.content/ambits_actuacio/consells_
assessors/catn/informes_publicats/inf_18_viabilitat_fiscal_financera.pdf, 
카탈루냐 주정부 통계청, 2013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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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근거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카탈루냐 지역 중산층이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 무역 위주의 상공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카탈루냐가 독자적인 민족정체성을 
가져왔다는 사실 또한 이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이 
독자적인 민족정체성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고유의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인도유럽어 중 로망스어군에 속하는 카탈루냐어의 존재는 
카탈루냐 민족의 독자적인 정체성 주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Woolard 
1983). 스페인 민족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카탈루냐어의 독자적 언어로서 
지위를 부정하는 담론을 일관되게 생산해왔다. 예를 들면, 카탈루냐어가 
카스티야어의 방언에 불과하다는 주장 혹은 스페인의 유일한 공식어는 
카스티야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흔히 스페인어라고 부르는 것은 스페인의 
카스티야 지방에서 쓰는 카스티야어를 지칭하는 것인데, 스페인 헌법 예비조항 
3장은 스페인 전지역의 공식언어인 카스티야어를 포함, 아란어, 바스크어,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를 이 언어가 사용되는 자치주에서의 공용어로 그 공식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헌법은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이 5개의 
언어를 통칭하여 ‘스페인어’(lenguas españolas)로 규정하고 있지만, 흔히 
스페인 민족주의자들이 ‘스페인어’라 칭하는 것은, 카스티야어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카탈루냐를 포함한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들은 카스티야어를 지칭하기 위해 ‘스페인어’ 대신 ‘카스티야어’라는 
명명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 언어가 ‘카스티야’ 지방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기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카탈루냐 사람들이 ‘스페인어’ 대신 ‘카스티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카스티야 중심적인 스페인의 민족주의에 항의하는 실천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8)

이처럼 카탈루냐어의 존재와 사용은 카탈루냐인의 독자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표상해 왔다. 그 결과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해왔던 민족갈등의 역사 속에서 
근대적 의미의 ‘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카탈루냐의 언어는 스페인 
민족주의자들의 잦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1640년 카탈루냐에 주둔하던 
카스티야군에 대항한 전쟁인 '농민전쟁'의 결과 맺어진 ‘피레네 협정’(Tratado de 
los Pirineos), 1714년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의 결과물인 ‘노바 플라네타’(Nova 
Planeta) 협정은 패전지 카탈루냐에서의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했다. 가장 최근 
카탈루냐어에 대한 탄압은1936년부터 1975년까지 지속되었던 프랑코 독재정권 

8)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이와 같은 맥락을 존중하고, 카탈루냐 현지의 관례에 따라 
‘스페인어’ 대신 ‘카스티야어’라는 지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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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에서 이루어졌는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카탈루냐어로 된 책들은 서점과 
도서관으로부터 압수되어 불태워졌으며(Valliverdú 1981:104-5), 공공영역에서의 
카탈루냐어 사용 또한 금지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비밀경찰이 사적 공간에서의 
언어사용 또한 감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프랑코정권 초기의 목표는 카탈루냐의 
모든 영역에서 이 언어를 몰아내고 카스티야어를 안착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Laitin 1989:302). 그러나 1945년 정권의 관리들은 카탈루냐 지역에서의 
언어 사용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카탈루냐어는 사적영역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된다(ibid 302). 그러나 
이것이 카탈루냐어의 완전한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공교육 
현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카탈루냐의 학습을 위해 사람들은 ‘이웃협회’, 
‘합창협회’ 등 각종 사적인 모임 장소에서 카탈루냐어를 계속적으로 익혀 
나갔다(cf. Santacana 2013). 카탈루냐어의 사용과 전승을 위한 이와 같은 
카탈루냐인들의 노력은 카탈루냐 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 유지에 있어서 언어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보여준다.

카탈루냐가 근대적 의미의 주권을 가진 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독립된 
자치권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카탈루냐 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현재 카탈루냐의 정치적 주권은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유럽에 걸친 
다양한 정치세력의 패권 경쟁 속에서 독립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은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이다. 이 곳의 정치적 기원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라곤 연합왕국(Corona d'Aragó) 및 가톨릭 공동왕제(Reyes Católicos)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정치적 주권을 가져왔었다. 역사가들은 기원후 878년, 
바르셀로나 및 현재의 카탈루냐주를 아우르는 영토를 통치하던 ‘털복숭이 
기프레’(Guifré el Pilós) 백작이 주군관계에 놓여있던 카롤링거 왕조의 승인없이 
자신의 영토를 계승할 후계자를 지목하게 되는 시점을 카탈루냐가 독자적인 
정치체로 등장한 계기로 이해한다(Fontana 2014: 27). 1162년 바르셀로나 
공국(comptat)은 현재 스페인의 아라곤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라곤 왕국 및 
발렌시아 왕국과 합병하면서 지중해의 강자로 거듭나게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라곤 연합 왕국이 세 개의 상이한 주권체가 결합하였음에도 불구, 각 영토에 
대한 통치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258년 무렵, ‘정복왕’으로 
알려진 바르셀로나 백작 자우마 1세(Jaume I)가 아라곤 연합왕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마요르카(Mallorca), 메노르카(Menorca), 무르시아(Mur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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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Valencia), 프랑스의 루시용(Roussillon)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며, 이후 
왕국의 세력은 사르데냐 섬(Sardigna), 나폴리 왕국(Napoli), 아테네 
공국(Atenes)을 아우르게 된다. 오늘날에도 이 영토 중 일부 지역에는 
카탈루냐어를 구사하거나 혹은 언어구사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을 카탈루냐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민족적 현실’을 인정하고 민족 자결의 
권리를 통해 정치적 주권을 가진 ‘카탈루냐 국가체’(Països Catalans)를 
건설하고자 하는 독립주의자들 또한 존재한다. 카탈루냐 민족의 지형적 경계는 
현재 카탈루냐 주(州)를 초월하며, 이들이 거주하는 영토까지 독립의 대상으로 
삼는 독립주의자 세력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과격한’(radical)진영으로 
인식된다.

전술한 이유로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 
카탈루냐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기를 원한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정당 
정치인들에게 독립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카탈루냐 주 내부에서 
실시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카탈루냐 정치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표를 개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마드리드의 정부는 
투표개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투표가 개최될 경우에는 
스페인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 스페인 정부가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카탈루냐 주의 주민투표 실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독립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스페인 정부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독립선언’(declaració unilateral d’indepèndencia, DUI)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기 시작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 중 10월을 
제외한 4개월간 카탈루냐의 주도 바르셀로나 일원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양상을 
‘카탈루냐 민족협의체’(Assemblea Nacional Catalana, ANC)의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 관찰 하였다. 연구자는 현재의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카탈루냐 
민족협의체에서 자원활동가의 형태로 독립운동에 참가하며 그밖에 개별 참여자들 
및 단체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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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운동주체들의 행위를 참여관찰하기 위하여 카탈루냐 민족협의체에 
처음 문을 두드린 이유는 이 협의체가 뚜렷한 운동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보다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과 여러 단체들의 매개 조직적인 
특성이 강했고, 따라서 운동주체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연구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현지조사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민족 및 독립운동의 세력이 민족협의체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1975년 스페인 민주화 이후 
스페인 민족정책과 독립운동의 관련성을 잘 살펴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카탈루냐 민족협의체의 간략한 연혁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 단체는 2011년 
4월 30일 설립되었고, 1500명의 회원으로 운동을 시작하였다. 민족협의체는 크게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카탈루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의체, 해외에 거주하는 카탈루냐인으로 구성된 해외협의체, 직업 혹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섹터별협의체로 분류된다.  각각의 분류에 
속하는 협의체의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보이는 곳은 지역협의체로서, 총 500여개의 지역협의체 중 바르셀로나에서만 
20개의 지역협의체가 등록되어 있다. 운동의 전체적인 방향은 연2회 개최되는 
총협의회(Assemblea General)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세부 협의체별 운동 
전략은 협의체별로 상이한 시기에 개최되는 협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규모상으로 
이 협의체는 2013년 11월 현재, 카탈루냐 전역에 있어서 27,000명의 등록된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고, 240개의 협력조직(합창클럽, 산악클럽, 기타 각종 
운동단체 등)과 주기적, 비주기적인 공동 활동을 통해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족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구들의 역할분담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전국위원회(Comité Nacional)는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회(Comité Permanent)는 민족협의체의 운영규칙에 관한 
법칙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각 협의체의 코디네이터는 운동방향 및 
운영을 총괄하면서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협의체간의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한편, 각 협의체는 총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운동의 전체적인 방향아래, 
개별적인 운동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협의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필요에 따라 워킹그룹을 상시 조직하거나 없애기도 
한다. 모든 회원은 역할분담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의 회비(일반-4유로, 학생 및 
은퇴자-3유로)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과 회비없이 활동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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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자원가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총협의회에서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평성의 원리가 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을 
지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존재한다. 이들은 민족협의체 초기 설립에 관여한 
전국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체의 코디네이터들로서 운동의 전체적 
방향을 이끄는 운동지도자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대부분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자는 카탈루냐 민족협의체의 지역협의체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시 중북부에 
위치한 그라시아(Gràcia) 마을9)의 지역협의체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며 
참여관찰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차츰 바르셀로나의 아이샴플라(Eixample), 
산츠(Sants) 마을의 지역협의체로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지역협의체의 활동을 분산적으로 관찰하며 운동의 조직 및 전개원리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대부분의 참여관찰은 그라시아 지역협의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행하였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모색하던 중 민족 협의체의 
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카탈루냐 민족 협의체와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의 활동정도가 가장 활발한 곳이 그라시아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라시아 구역은 카탈루냐의 정체성이 강하게 
살아있는 곳으로,  민족 정체성 유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협회-합창협회, 산악인협회, 연극협회 등-가 집합해 있으며, 이들은 카탈루냐 
민족 협의체의 독립운동 확장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바르셀로나 중산층 밀집 지역인 그라시아는 지역의 풀뿌리 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많은 도시운동 세력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카탈루냐 민족협의체를 주도하는 열혈운동가들의 네트워크적 중심지로 
그라시아를 위치시켰고, 이와 같은 연구지의 특성은 그라시아 지역협의체를 통해 
전체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리더역할을 하는 전국위원회에 소속된 
운동참여자들과의 라포형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운동세력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관찰기간동안 그라시아 외의 

9)  행정구역상 바르셀로나시는 10개의 ‘구역’(districte)으로 편성되어 있다. 1984년 바르
셀로나 도시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생성된 이 구역은 각기 다른 수개의 ‘마을’(vila)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마을’은 정식 행정구역의 명칭은 아니고, 현지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
로 생활하는 물리적, 심리적 생활반경을 반영한 용어이며,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지칭
할 때 여전히 ‘마을’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연구자가 조사를 수행하였던 그라시아 구역에
서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구역을 ‘그라시아 마을’(Vila de Gràcia)로 지칭한다. 본문에
서는 ‘구역’과 ‘마을’을 모두 사용하여 지역협의체의 소속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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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기타 지역의 운동가 및 단체들을 소개받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열혈운동가들과 친분이 쌓인 덕택이다.

2013년 9월 그라시아 지역협의체에 등록된 회원은 1100여명이었고, 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는 약 80여명이었다. 그라시아 
지역협의체의 코디네이터가 밝힌 지역 운동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58세로 
민족협의체 전체의 통계치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운동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상 문서로 획득한 정보가 아닌 코디네이터의 구두 진술에 
의한 것이며, 정식으로 민족협의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다수였기에 실제 참여자의 현황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역협의체에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거리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가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연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 대부분이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조사를 위해 한 활동은 여러 단체들이 마련한 컨퍼런스 참가, 안내 
팜플렛 제작, 캠페인 조직, 가두시위 참여, 9월 11일 카탈루냐 추모일 행사 참여 
등이다. 운동 참여자들과 친분이 쌓인 후에는 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거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운동과 일상의 연계 또한 살필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는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개별 
모임의 자리, 거리 캠페인을 위한 텐트, 운동본부 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비공식적 면담을 자주 실시하였다. 총 면담자는 18명(남 10명, 여 
8명)이며, 연령분포는 60대 이상 3명, 50대 이상 4명, 40대 5명, 20-30대 
6명이다.

연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전 2년 6개월여간 바르셀로나에 학업과 일로 인하여 
체류한 경험이 있다. 처음에 이 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카스티야어를 조금 
구사하는 수준이었는데,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민족갈등에 대해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 카탈루냐어를 배웠고, 카스티야어와의 유사성 덕분에 비교적 빨리 
카탈루냐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끝없어 보이는 민족갈등의 문제를 카탈루냐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조사를 수행하기 전까지 카탈루냐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유지해 왔다. 조사 중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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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어로 이루어졌으며, 거리캠페인 등 카스티야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카스티야어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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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립운동의 확대: 민족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19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사망하고 스페인의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은 카탈루냐 민족의 독립보다는 
자치권확대와 민족정체성 공고화를 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카탈루냐의 완전한 독립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승하면서 
독립운동의 규모와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운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적 맥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번장에서는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 민족주의 세력들이 어떠한 민족운동을 
이끌어왔는지 살펴보고, 운동의 노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립운동으로 
전환되는 맥락을 운동참여자들의 외부상황 인식 및 운동형식의 발명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페인의 민주화와 민족운동의 전개

1) 기대와 공포의 스페인 민주화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운동이 2010년 이후 대규모로 확대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사망한 1975년 이후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이 
스페인 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랑코 장군은 이차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파시스트 국가 
스페인의 수장으로서 1975년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 때를 기점으로 
일어난 스페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 1975년부터 
스페인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는 1985년까지를 ‘스페인 민주주의 전환기’로 
일컫는다(Conversi 2002: 223). 특히, 다민족국가인 스페인의 민족정책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으며, 독재정 붕괴 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스페인 제민족의 각종 
권리운동은 스페인이 연방제적 요소를 갖춘 민주주의로 정착해 오는데 
기여하였다”(ibid 223). 곧, 2013년 현재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스페인의 
전환기 이후라는 맥락속에서 등장한 민족주의 운동의 연장선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환기’이후 민주주의가 도래했다는 스페인 정권에 대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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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에서 정권의 민족정책을 통해 ‘전환’이라는 의미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고려해왔다. 1975년 이후 40여년의 고찰에 대한 이들의 결론은 바로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카탈루냐의 독립이었다.

전환기 이후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원한 카탈루냐의 지위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보다는 스페인이라는 주권국가의 속에서 법률적 
권리의 확대를 통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었다(Vilaregut 2011: 
92). 민족협의체의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1975년 프랑코의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새로운 민주정이 도래함으로써 스페인 제민족의 권리가 존중되고, 그에 따라 
카탈루냐 민족의 언어적, 경제적 지위가 차츰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의 민주정에 대한 기대는 1977년 
바르셀로나 일대에서 열린 자치권 확대 시위에서 드러난다.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 전역에서는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100만여명 
규모의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 현재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족협의체 
운동가들 대부분은 1977년 자치권 확대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당시에 
자신들이 원하던 것은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였음을 이야기한다. 1977년 시위에 
참여한 한 운동가의 다음 진술에서 보여지듯, 많은 카탈루냐인들에게 ‘독립’은 
민족 권리 확보에 있어서 ‘비실용적’인 선택으로 여겨졌다. 

# 사례1
연구자: 스페인 헌법 개정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1978년 국민투표10)때 

참여하였습니까?
펩: 참여하였습니다. 그 전에 카탈루냐에서는 카탈루냐의 자치주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 시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녜라(Senyera)11)를 들고 나왔지요. 독립이라는 것은 사실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카탈루냐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 

10) 프랑코의 정권에서 입헌군주제임을 명시하는 1978년 개정 스페인 헌법 투표에서 카탈
루냐 주는 스페인의 다른 자치주의 평균 찬성률보다 높은 찬성률의 지지를 보냈다. 스페인
의 주요 자치주, 자치시와 비교해 보자면, 마드리드의 경우 86.14%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분리독립의 성향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바스크지역의 에우스카디(Euskadi)와 나바라
(Navarra)는 각각 69.11%와 75.7%를 기록하였다. 반면, 당시 카탈루냐에서는67, 91%의 
투표율 하에 90,46%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록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현재 카
탈루냐 독립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1978년 헌법에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한 지역 중 
하나인 카탈루냐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11) 카탈루냐 국기에 대해서는 I-3-1)을 참조할 것.



- 25 -

민족의 권리 확보였습니다. 그게 독립된 국가이든, 연방정부 형태의 
주이든, 자치주이든 사실 정치형태가 다를 뿐이지, 우리말을 쓸 수 있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번영하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프랑코가 죽었고, 
민주화를 위해 헌법을 협상한다고 하니, 다들 카탈루냐 민족의 자존심 
또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 같아요.

펩(Pep, 61세, 남)

퇴직한 교장선생님인 펩은 20대 중반 무렵에 독재정이 붕괴한 것을 
경험하였고, 원래부터 카탈루냐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기보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를 통해 연방수준으로 그 법률적 권리가 차츰 나아질 것을 
기대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프랑코가 죽고 난 이후, 
카탈루냐 민족의 우선적 목표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보다는 ‘민족의 
말을 쓸 수 있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정치적 
기반의 마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 입장은 다른 운동가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프랑코가 죽은 이후 카탈루냐의 주정부 제네랄리타트는 그 공식적 지위가 
복구되었다. 주정부의 법률적 지위가 복구되고, 카탈루냐 망명정부의 대표였던 
주셉 타라데야(Josep Tarradellas)는 카탈루냐로 귀환하며 “카탈루냐 시민들이여, 
내가 이 곳에 있다”(Catalans i Catalanes, ja sóc aquí)라고 선언하였는데, 
그는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 상태를 강조하는 동사 ‘있다’(estar) 대신 본질을 
강조하는 동사 ‘있다’(ser)를 사용함으로써, 이 선언은 단순히 '정부의 장소 
이동'이 아니라, ‘내 땅의 회복’이라는 더 깊은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곧, 제네랄리타트의 복권은 카탈루냐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진술이 당대의 대체적 여론이었음은, 당시 1977년 카탈루냐의 
자치주 지위 인정을 위한 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국기가 
[그림 4]와 같이 ‘세녜라’(Senyera)기었음에서 잘 드러난다. 1977년 9월 12일자 
카탈루냐 일간지 라 방과르디아 1면에는 “백만의 목소리가 하나되어 외친다, 
자치권!” 이라는 제목과, 하루 전 9월 11일 카탈루냐 추모일에 100만의 시민이 
세녜라를 들고 바르셀로나에서 가두시위를 하는 모습이 실렸는데, 이 때 시위 

12)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하는 것 보
다, 어떠한 통치의 형태이든 민족의 지속과 번영을 추구하는 정치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가져왔다(cf. Vilaregut 2011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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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들고 있던 세녜라는 카탈루냐주를 상징하는 국기로, 카탈루냐의 
독립을 염원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별이 그려진 ‘독립기’(estelada)와는 
다르다. 카탈루냐 지역의 관공서에 걸려있는 세녜라기는 카탈루냐주의 민족적, 
정치성 독자성을 주장할지언정,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는 
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은 
독립보다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1977년 9월 11일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벌어진 100만명 가두시위 

(출처: 라 방과르디아, 1977년 9월 12일)

한편,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이 독립대신 자치권의 확대를 선택하게 된 
이면에는 스페인 정권이 민주주의로 형식적인 전환만 했을 뿐, 여전히 독재정권 
하에서 스페인 각 지역의 민족주의 및 독립주의 세력을 탄압해왔던 군부의 실세 
및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공포를 여전히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화가 된 이후 스페인은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허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독립을 주장하던 소수의 독립주의자들은 카탈루냐 
좌파공화당에 소속되어 카탈루냐의 독립을 정강정책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시적인 정당 활동 보장 이외에 스페인 정권은 민족주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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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해왔다. 바스크출신 인류학자 아레차가(Aretxaga 2000)의 보고에 따르면, 
스페인의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정한’ 민주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1980년대 이후에도 국가권력의 대리인이라 여겨지는 경찰에 의해 바스크 지방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납치, 고문의 탄압이 존재하였고, 이와 같은 국가의 
‘비이성성’은 바스크인들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실재화 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레차가의 사례는 전통적으로 무장 독립 투쟁을 민족 해방의 주된 
노선으로 삼았던 바스크 지역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일상적 탄압과 공포가 카탈루냐 지역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에 전통적으로 
몸담았던 사람들에게는 민주화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후반 바르셀로나 일대의 학생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몬세는 자신이 1978년 
스페인 헌법의 승인을 결정하는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례2 
“제 친구는 공산당원이었고, 프랑코 정권에 반대한다는 운동을 한 이유로 
수배를 받았었습니다. ‘적색분자와 분리주의자(rojo y separatista)’는 프랑코 
정권이 숙청하고자 했던 제 1순위었죠. 아무리 독재정권이 끝났다고 해도, 
저는 그것이 명분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프랑코는 편안하게 죽었고, 그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지요. 그들이 있는 한 영원히 스페인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안이 독립뿐이긴 한데...... 그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독립을 주장하면서, 맞섭니까? 친구가 겪는 고통을 봤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몬세(Montse, 62세, 여)

운동참여자들은 프랑코의 사후 이루어진 당시 스페인의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Juan Carlos I)의 민주정 선포가 독재정에서 민주정으로의 무혈전환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의 국가적 역사 해석을 거부한다. 운동가들은 독재자 1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파시스트 정권을 구성하였던 
집단이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족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운동지도자 그룹은 독재정권 하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해 온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은 1981년 2월 23일 쿠데타13)가 

13) 1981년 2월 23일, 스페인 경찰의 군경의 중령이었던 안토니오 테헤로 몰리나(Antonio 
Tejero Molina)는 200여명의 스페인 경찰을 대동하고, 레오폴도 칼보 소텔로(Leopo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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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자 급한 망명에 대비하여 늘 꾸려두었던 짐을 가지고 프랑스로 떠날 뻔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카탈루냐 민족의 주권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던 운동가들이 경찰의 구치소에서 5시간 이상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채 구금되어 구타당했던 사실, 민간인으로 위장한 경찰이 
녹음기를 숨겨서 민족주의자들의 그라시아 마을축제를 위한 회의 때 참석했던 
사례 등을 연구자는 접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례들이 모두 2000년대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민주정이라는 형식적 변화 이면에는 
카탈루냐 민족주의 서클에 대한 감시 및 탄압이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비에트 체제 붕괴이후 루마니아의 새로운 정치체제 설립의 과정을 연구해 온 
인류학자 베더리(Verdery 1996)는, 체제의 형식적 변화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을 구분할 것을 주장하며, 구체제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행’(transition)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변환’(transformation) 
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언급한 바 있다(Verdery 1996: 15). 무장 독립운동의 
노선을 견지해온 바스크 사회와 비교하여 스페인 정권의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명시적인 탄압은 덜했지만, 여전히 독재정권의 그림자는 카탈루냐 
지역에도 드리워져 있었고, 민족운동에 계속 참여해온 운동가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운동가들은 78년 이후의 스페인을 ‘(강한) 독재’(dictadura)가 아닌 
‘부드러운 독재’(dictablanda)14)로 불렀는데, 1975년 이후의 스페인 체제를 

Calvo Sotelo)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기 위한 투표를 거행하고 있던 스페인 의회에 무장한
채 들이닥친다. 생중계되던 투표현장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점령되면서, 총성이 올리고 착
석해있던 의원들이 책상밑으로 숨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이 날 스페인 국왕 후
안 카를로스 1세는  방송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적 투표로 의해 선출된 의회의 권리를 존중
하기를 호소하였고, 18시간 의회에 인질로 잡혀있었던 의원들은 아무런 상해없이 풀려난
다. 스페인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의 중심에는 국왕 
카를로스 1세가 있다. 우선, 프랑코 독재정의 종식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던 길목
에서 다시 군부 독재로의 회기라는 결과를 낳을 뻔 했던 이 사건에서 국왕은 중재를 통해 
쿠데타의 확장을 막으면서, 후안 카를로스 1세를 스페인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다. 그러나, 당시의 쿠데타는 프랑코 시절 군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왕정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스페인’을 만들기 위하여,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를 새로운 민
주주의의 상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적 획책이라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특히, 국왕의 연설 이후 18시간만에 쿠데타 세력이 해산했다는 것을 그 근
거로 내세운다.
14)  카스티야어 혹은 카탈루냐어로 ‘독재’(dictadura)의 ‘dura’는 '강력한, 딱딱한'의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이와 반대로, ‘blanda’는 ‘부드러운, 연한’의 뜻을 지녔다. 운동가들은 스
페인이 민주화되었다고 선포하는 국왕의 '공식적인' 역사 규정 시도에 맞서, 이를 ‘(강한)독
재’(dictadura)가 아닌 ‘부드러운 독재’(dictablanda)로 부르며 이와 같은 민주정 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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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과의 완전한 단절로 선언한 스페인의 공식적인 역사적 해석 및 
프로파간다와는 달리 이들의 체제에 대한 이와 같은 명명은, 민주화로의 ‘이행’ 
보다는 ‘변환’이 적절하다는 베더리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지속되는 국가의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비가시적인 압력은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카탈루냐 독립의 
직접적인 주장보다는 자치권의 확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15)

2) 명망가와 고학력 중산층 중심의 민족운동

‘스페인 민주주의 이행기’ 이후 민주정에 대한 기대와 계속되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감시로 인한 불안 속에서, 카탈루냐 민족주의 세력은 
스페인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사회운동보다 독재정 시기 억압되었던 
카탈루냐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에 비중을 둔 민족운동을 전개한다. 카탈루냐 
정체성의 표현으로 여겨져 사용 금지 되었던 카탈루냐 언어의 공식적인 지위와 
카탈루냐인들의 전통문화로 여겨지는 춤, 노래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수준이 높은 카탈루냐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Giori 
2013). 

민족협의체가 주도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운동가들 중, 각 
지역협의체의 코디네이터 및 운동의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운동가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민족운동을 10여년 이상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했던 
정체성 운동의 형태는 그 대상에 따라 ‘카탈루냐 국가체’를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운동과, 카탈루냐 주(州)로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 
영토 내에서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나뉜다. 전자의 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가들의 경우, 집안 대대로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가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카탈루냐어로 된 작품의 출판, 보급, 카탈루냐 민족주의 

선포를 비꼬고 거부한다.
15)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개정된 헌법안이 카탈루냐인들에게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는 것이다. 카탈루냐를 비롯한 갈리시아, 바스크 민족이 요구하였던 '독자적 민족체'로서의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 행정적 단위로서의 '자치주'로 인정하며 이 지역들의 역사
적, 언어적 독자성을 축소시킨 것이다. 1978년 스페인 헌법은 지방분권이라는 민주주의적 
명분은 달성하면서, 카탈루냐를 비롯한 독자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족들의 의미는 약화시
기 위하여 17개의 자치주를 만들어냈다. 카탈루냐, 갈리시아, 바스크 세 지역 뿐만 아니라 
스페인내의 다른 지역 모두에게 자치주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커피
를’(café para todos)라고 불리는 이 결정은 ‘자치주들의 스페인’(España de las 
Autonomías)를 만들어냈고, 카탈루냐의 민족적 자립의 요구는 불안정하게 달성되었다(cf. 
Balfour, S., & Quiroga, A. 2007, Stor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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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에 힘써 카탈루냐 사회에서 알려진 명망가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이들은 카탈루냐 전반에 형성되어있는 연망을 통해 넓은 범위의 
민족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가들은 1961년 설립되어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 민족운동을 주도해온 ‘옴니움 쿨투랄’ (Òmnium 
Cultural)에서 카탈루냐 언어 부흥운동에 힘썼다. 프랑스 루시용(Roussillon)주의 
주도 페르피냥에서 카탈루냐어 학교(Bressola)를 설립하여 카탈루냐어 보급에 
힘을 쓰는 것, 카탈루냐어로 번역되는 문학작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들에 대한 
문학상(Premi d'honor de lletres catalanes) 시상을 통해 카탈루냐어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보급하려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행정적 
단위인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적 연대'를 상상함으로써 카탈루냐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Òmnium Cultural 1986). 카탈루냐주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카탈루냐 민족이 분포하는 스페인의 발렌시아주, 마요르카주 그리고 
안도라 공국, 프랑스의 랑그독주, 이탈리아의 알게섬에서 카탈루냐어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피레네 산맥'에서 개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카탈루냐, 안도라, 프랑스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피레네 
산맥에서 작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국경의 단위를 초월한 ‘카탈루냐 문화’를 
상상토록 하는 하나의 정치적 실천이었던 것이다.

운동가들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주요 집단은 카탈루냐의 각 도시 및 마을의 
소규모 연망을 이루는 각종 ‘협회’(associacions)를 통해 민족운동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카탈루냐 국가체’를 대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해 온 
운동가들과는 달리 명망가 집안 출신은 아니지만, 강한 민족의식을 가졌으며 
고학력의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운동가들이 협회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게 된 것은  강력한 탄압 정책으로는 더 이상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는 
1967년 이후 탄생한 바르셀로나 일대의 ‘이웃협회 운동’(moviment veïnal)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의 발생은 군부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지역재정의 
독자적 집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주정부가 제공해주지 못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면서 탄생한 ‘이웃협회’에서 비롯되는데, 이웃협회운동은 
지역의 연극협회, 합창협회, 산악인협회, 버섯따기 협회 등 민족주의 성향의 
회원이 대부분인 협회와 중층적 연망을 형성하게 되면서 점차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Abadía 2007, Alabart i Vilà 2003). 민주화이후 정당정치를 통해 
이웃협회의 공공 서비스적 기능이 해결 가능해지면서, 이웃협회 운동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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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졌지만(Alabart i Vilà 2003), 마을의 다른 협회들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현재 민족협의체에 소속된 운동가들 및 많은 회원들은 카탈루냐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 협회는 명시적으로 같은 취미를 공유한 
사람들의 단체활동을 위한 성격이 강하지만, 취미의 실천은 곧 카탈루냐 
민족정체성의 재확인과 강화의 동의어이기도 하다. 

# 사례3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울롯(Olot)에 있는 산에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20대였으니 그때가 1980년 무렵이었을 거에요. 아버지는 버섯 따는 것이 
취미였고, 협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카탈루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산을 타면 여러 명이 함께 타는데, 회원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과 회원들이 함께 산에 가서 
버섯을 따는 거에요. 그런데 꼭 버섯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가보지 못한 우리땅을 가 본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등산 
경로를 주로 짰는데, 스페인 내전사에 박식했던 아버지는 카탈루냐 공화군이 
패배했던 장소를 끼워넣곤 했습니다.”

에스테바(Esteve, 55세, 남)

버섯 따기 협회에 소속된 에스테바의 아버지의 사례는 스페인 민주화 이후의 
각종 협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탈루냐 민족운동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에스테바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는 당시 산츠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중산층으로, 
바르셀로나 대학 역사학과 출신이었기어 스페인 내전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회원이 카탈루냐 민족주의자였던 이와 같은 협회에서, 카탈루냐 
공화군이 패배했던 장소에서 버섯을 채취한다는 ‘취미’의 실천은, 곧 카탈루냐 
공화군의 공적을 기림으로써 카탈루냐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실천의 일부였던 것이다. 현재에도 버섯 따기 협회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그림5]과 같이 버섯 채집 여행 후 이어지는 품평회에서는 회원들이 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뿐 아니라, 평소에 가 보지 못한 카탈루냐 지역을 방문하였던 
소감, 그 지역의 카탈루냐 사용 현황 및 억양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카탈루냐인 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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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카탈루냐 균류 협회’ 회원들의 버섯 품평회 모습

(출처: ‘카탈루냐 균류 협회’ 홈페이지)16)

합창협회들의 활동 또한 음악교육을 받거나 음악을 취미로 즐길 줄 아는 고학
력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 확산시킨 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대표적 예이
다(Narváez Ferri 2005). 이와 같은 지역별 협회 활동은 카탈루냐 전역으로 확
대되어 민족주의자들의 연망을 촘촘하게 구성하기도 하였다. 19세기 중반 이베리
아 반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맞이한 카탈루냐의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면
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도시의 자본가들은 계급을 넘어 하나의 연대를 상상해 
낼 수 있는 정체성의 구심점으로서 민족이데올로기를 이용하였고, 이주해온 노동
자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해 카탈루냐 작곡가들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을 만들기 
시작했다(Cortès i Mir 2004: 38).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중심으로 존재했던 합창
단들은 마을에서 음악 교육을 받았거나, 음악에 취미를 가진 자들의 주도로 퍼졌
고, 참여자는 마을주민으로 확대되었다. 프랑코 독재시절 잠시 주춤하였던 이 운
동은 민주화 이후 다시 활발해지며 1995년에는 ‘카탈루냐 합창운동’(Moviment 
Coral Català)17)이라는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은 카탈루냐 민족주의자 연
망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합창운동의 중축을 구성하는 합창협회들의 

16) 출처: http://www.micocat.org/, 카탈루냐 균류 협회, 2013년 12월 1일 검색.
17) 2013년을 기준으로 카탈루냐 합창운동 연합회에 등록된 합창단수는 700개, 참여자수
는 30,000명이다. (출처: http://www.mcc.cat/ca/, 카탈루냐 합창운동 연합회, 2013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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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학습 곡목들은 카탈루냐 민족의식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다. 카탈루냐 국가
인 ‘농부의 노래’(Els Segadors)18), 카탈루냐 애국자이자 음악성의 상징인 파우 
카잘스(Pau Casals, 흔히 Pablo Casals라는 카스티야어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
의 ‘새의 노래’(El Cant dels Ocells), 카탈루냐의 성스러운 산인 몬세라트 산을 
노래한 ‘비롤라이’(Virolai)는 단원들이 입단한 후,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노래들
이고, 모든 공연의 피날레는 카탈루냐주 국기의 탄생을 모티브로 한 ‘세녜라의 노
래’(El Cant de la Senyera)로 장식된다. 이처럼 버섯을 따거나 노래를 부르며 
‘카탈루냐인 됨’을 느끼고 실천하는 카탈루냐 협회들의 활동의 주축은 고학력 중
산층이며, 이들 중심의 협회문화는 스페인 민주화이후 민족운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Giori 2013).  

 
3) 민주화 이후 독립운동의 전개와 과격주의자로의 낙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의 명망가 및 고학력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은 
그 세력은 미미했지만 제도권 정치 혹은 무장투쟁의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카탈루냐의 독립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 정치에서 카탈루냐 
독립의 목소리는 ‘카탈루냐 좌파공화당’(Esquerra Republicana de Catalunya, 
ERC)에 의해 대변되었다. 이 정당은 1975년 프랑코 사후에도 ‘카탈루냐 공화국 
설립’을 주장한 탓에 1977년 카탈루냐 대통령 주셉 타라데야가 복권되고 나서야 
합법정당으로 인정되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카탈루냐 민족주의 세력 중 독립을 
꿈꾸던 소수는 이 정당에 가입하여 카탈루냐의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8) 1618-1648사이에 벌어진 30년전쟁에서 카스티야 왕국은 프랑스와 맞붙게 된다. 이베
리아 반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카탈루냐 지방에 카스티야 왕국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현지의 주민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게 된다. 카스티야 군의 주둔이 길
어지고, 그 착취의 정도가 심해져 카탈루냐 농민들은 카스티야 군에 대한 반발로 전쟁을 
일으킨다(1640-1652). 수탈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 카탈루냐 통치자들 또한 농민군의 덕택
에 해방을 맛보게 되고, 이 전쟁기간 동안 농민군의 활약과 비장함을 기리기 위한 노래가 
지금의 카탈루냐 국가가 되었다. 당시 전쟁에서 결국 카탈루냐 농민군은 패배하고, 1659년 
맺어진 피레네 조약을 통해 카탈루냐는 프랑스 지방(당시에는 북부 카탈루냐)의 루시용
(Roussillon)을 상실하고,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지당하게 된다. 이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는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현재의 버전으로 정착된 것은 1892년 프란세스크 알
리오(Francesc Alió)의 작곡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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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정치와 별도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카탈루냐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 노선을 추구하던 세력들이 프랑코 사후 가시화되었다(Vilaregut 2011: 
107). ‘영토 방어 운동’(MDT), ‘자유의 영토’(Terra Lliure)가 1980년대 카탈루냐 
독립을 주장하였던 대표적인 단체로, 이들은 카탈루냐 주의 독립을 넘어, 
발렌시아주, 마요르카주, 남부 프랑스 일부 주, 이탈리아의 알게섬을 연합하는 
‘카탈루냐 국가체’의 설립을 목표로 했었다. 특히 ‘자유의 영토’와 같은 경우, 
‘아일랜드 공화국군’(IRA)과 ‘바스크 조국과 자유운동’(ETA)을 모태로 삼아, 
실질적인 무장 투쟁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19) ‘무장한 민족, 존중받는 
민족’(Poble Armat, Poble Respectat)이라는 ‘자유의 영토’ 슬로건은 이 단체의 
무장 투쟁 노선을 잘 보여 준다. 이 단체는 바스크 지역의 ETA와 같이 사상자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1995년 해체되었지만, 운동 방식에 있어서 카탈루냐인들 및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 혐오를 표현하는 스페인 극우민족주의자와 폭력의 
독점이라는 근대국가의 상징으로서 경찰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피하지 
않았기에, 카탈루냐 시민들에 의해 '과격세력'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에 따르면, 9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과격세력’들의 활동은 정당을 통한 투표권 행사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격주의자로 오인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민족협의체 운동가들이, 당시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장에서 살펴보았듯, 스페인이 민주화되면서 카탈루냐 민족의 권리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군부에 협력했던 당사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밖에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과격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소수의 온건 

19)  ‘자유의 영토’(Terra Lliure)는 ‘바스크 조국과 자유운동’(ETA)의 민족 해방 이데올로
기를 공유하며 이들로부터 무장 투쟁을 위한 지식을 전수받기도 하였다. 현장조사 중 많은 
운동가들은 80년대 운동세력 중 카탈루냐 국가체 설립을 지지했던 단체들에서 활동한 카
탈루냐 여학생들이 ‘바스크 조국과 자유운동’의 청년들을 흠모하여, 이들을 애인으로 두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통해 양자간의 유대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양자간의 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관계에 금이 간 것은 
1987년의 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1987년 6월 19일 ‘바스크 조국과 자유운동’(ETA)은 폭탄
을 장착한 자동차를 바르셀로나 디아고날 구역에 위치한 대형 슈퍼마켓 이페르코르
(Hipercor)에 주차시켜 21명의 사망자와 3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이 사건은 
여전히 카탈루냐 및 바스크 민족주의자들에게 그 이유와 목적이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2001년 카탈루냐 좌파공화
당(ERC)의 총리 카롯-루비라(Carod-Rovira)는 ‘바스크 조국과 자유운동’ 지도부와의 비밀
회동을 통해 카탈루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 비밀회동의 사실이 알려
지면서 후에 카탈루냐 좌파공화당은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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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주의자들이 정당정치를 통해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였고, 시민사회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무장 투쟁 노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 평화로운 운동의 형태로 조직하여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던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원하는 세력과 혼동되어 인식되었다. 그 결과 평화노선을 
통해 독립을 원하던 시민사회의 운동가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독립주의자라고 
밝히지 않은 채, 협회중심의 민족운동에 참여하거나, 카탈루냐 좌파공화당에 투표 
혹은 당원활동을 통해 독립을 위한 정치적 실천을 해왔다.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루냐 좌파공화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며 90년대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한 운동가는 독립주의자들에 대한 과격주의자라는 편견으로 
인해 카탈루냐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사용하던 독립기를 가슴속에 
숨겼다가 집회하는 장소에서 꺼내곤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른 운동가는 
‘사적인 자리에서 카탈루냐 독립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주장하였다가, 다음 
만남의 자리가 불편해 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독립주의자임을 밝히는 것은 괜히 과격주의자로 오인받아 귀찮은 일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립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이 온전히 독립주의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정치적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독립주의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과격주의자’로의 낙인을 
부르는 일이었고, 그 결과 독립을 정치적 프로젝트로 실현하는 것은 민족주의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카탈루냐 정치인들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비교적 
최근까지 독립주의자들의 활동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은 확산 될 전기를 마련한 것인가? 이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스페인 영토내의 민족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스페인 
중앙정부의 민족정책이 강화되는 상황과 2008년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경제위기가 스페인으로 확장되는 상황이 맞물리는 것과 관련 있으며,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민족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그렇다면,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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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당’(Partido Popular, PP)이 집권하게 되면서 
카탈루냐주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압박이 확대된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국민당 의원들의 소원에 따라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유럽연합의 재정위기가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카탈루냐주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민족운동을 이끌어왔던 세력과 
사회운동에 참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카탈루냐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적 
공유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민족운동에 참여하던 세력에게는 운동의 담론을 
정체성 운동에서 독립으로 전환하게 하고,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대중에게는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마련된 것이다.

1) ‘그들이 돌아왔다’: 보수당의 재집권과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개정안에 대한 
위헌판결

우선, 민족협의체의 회원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2010년 스페인 
보수정당 국민당(PP)이 집권한데에 따라, 민족주의자들의 ‘스페인’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국민당은 프랑코 정권의 
장관을 역임한 마누엘 프라가 이리바르네(Manuel Fraga Iribarne)를 비롯, 
독재정권 하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다수의 정치인들이 연합하여 스페인 민주주의 
전환기에 창당한 ‘국민연대당’(Alianza Popular)을 전신으로 하며, 전환기 
이후에도 스페인 국민당은 ‘스페인 국민’하에 모든 민족은 하나라는 일원주의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프랑코 정권으로부터 계승받은 것으로 
이해된다(Penella 2005: 82). 국민당 정부는 2006년 카탈루냐 주정부의 자치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자치헌법 개정안 승인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그 지지도를 높여왔으며, 이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을 스페인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였다.  ‘국가’(state)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체계로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 행위자들에게 특정한 생각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사고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Abrams 1988, Sharma and Gupta 2009), 그 중 
하나는 행위자들에 의해 국가는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Copeland 2014). 프랑코 사후, 운동가들이 스페인이라는 국가에게 
기대하였던 것은 카탈루냐 민족의 존재 및 권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담지자였다. 1978년 통과된 카탈루냐 자치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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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는 스페인의 자치주(autonomía)로 규정되어 있는데, 카탈루냐인들은 이 
지위를 ‘민족’(nació)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존재를 법률적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자치주의회에서 통과된 자치헌법 수정안은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은 
운동가들에게 '민주주의'의 실행 주체로서 기대되었던 국가가 가면을 벗는 계기로 
인식된다. 다음의 사례에서 운동가가 진술하듯 201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카탈루냐주의 자치권확대를 주장하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으로 자신의 의견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다. 

# 사례4
연구자: 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엠  마: 저는 이전까지도 자치주를 확대하거나 연방제를 고려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스스로를 민주주의로 이행했다고 
규정하면서도, 카탈루냐인을 민족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기본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페인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 주장하던 국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벗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카탈루냐 주민들이 투표한 것이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페인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점점 뒤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Emma, 48세, 여)

민족협의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한지 2년차인 엠마에 따르면, 자신은 원래 
카탈루냐 민족주의자였지만 2010는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개정 자치주 헌법을 
위헌이라고 판결내리기 전까지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고, 자치주 권한의 확대 
혹은 연방주의의 실현을 꿈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지 2주 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기를 
들고나갔다. 엠마가 국가에 기대하였던 것은 ‘시민의 권리’로서 민족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민주주의’의 담지자로서의 스페인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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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의 기대와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는 기대하였던 ‘민주주의’의 담지자로서의 
국가가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다.

운동가들은 2010년 6월 28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자치주 개정안에 
대한 위헌 판결을, ‘스페인의 본모습이 드러난 사건’, ‘30년의 민주화 이행의 
진정성이 벗겨진 사건’ 등으로 규정하였고, 자치주 확대 혹은 연방제도 아닌 
독립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심하도록 한 계기라고 이야기한다. 
운동참여자들은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자치주 개정안에 대한 
위헌 판결을 스페인 민주화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 또한 이를 뒷받침해준다. 연구자는 2010년 6월 경 
바르셀로나의 한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함께 생활하던 카탈루냐 가족 
구성원 모두는 2010년 6월의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개정 자치주 헌법을 
위헌이라 판결하기 까지 카탈루냐의 독립보다 연방제를 지지하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판결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탈루냐 국기가 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루냐 독립기가 아니라 카탈루냐 자치기인 세녜라였던 것은 
연방제를 지지하였던 이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이에 항의하고 더 이상 연방제가 아닌 독립을 주장하고자, 판결 2주 
후 열린 가두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새롭게 카탈루냐 독립기를 구매하였다. 
독립기는 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잡화 가게에서 판매되는데, 당시 시위를 
앞두고 독립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카탈루냐인들이 한꺼번에 이를 구입하고자 
함으로써 바르셀로나 대부분의 중국인 잡화 가게의 카탈루냐 독립기가 품절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는 1975년 이후 자치권확대를 원하던 카탈루냐 민족주의 
세력이 카탈루냐의 독립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완전히 전환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시위는 약 2주후인 7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렸고, 총 
백오십만명이 운집하였다. 1977년 백십만명이 모였던 카탈루냐 자치권 인정 시위 
이후 33년만에 열린 최대규모의 시위였으며, [그림6]에서 드러나듯 시위 참여자 
대부분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상징하는 별이 그려진 독립기를 들고 나온 모습은 
33년 이전 9월 바르셀로나의 거리가 자치권을 요구하는 세녜라기로 가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시위에 참석했던 운동가들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자치권’ 혹은 ‘연방’ 대신 ‘독립’이라는 구호가 들렸던 집회로 이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20)

20) 출처: http://www.lavanguardia.com/politica/20100710/53961206706/un-millon-
de-personas-inundan-barcelona-en-una-historica-manifestacion-de-rechazo-a-la
-sentencia-co.html (“헌재판결을 거부하는 역사적 시위에 100만명이 운집하여 바르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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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2010년 7월 10일 카탈루냐의 수정된 자치헌법이 위헌이라 판결한 헌법재판소

에 항의하고자 열린 바르셀로나 일대의 시위. 100만명이 운집한 이날 시위에는 자치권을 

요구했던 1977년의 시위와는 대조적으로([그림4]를 참조할 것) 대부분의 시위자들이 ‘푸

른별기’ 혹은 ‘붉은별기’를 들고 나와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출처: 라 방과르디아, 2010년 7월 11일)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문화적 탄압은 다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운동가들 사이에서 독립이 카탈루냐 민족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은 국민당 정부와 과거 프랑코 정권의 비교를 통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프랑코 정권은 군부가 
독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굶주림이 만연했던 시기로 인식됨으로써 ‘척박함’, ‘어려움’을 대표하는 시절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징의 의미가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에게 도착하는 순간 다르게 변형되는데, 이들에게 프랑코 정권은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의 억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자유가 
제한된 시기라는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갖는다. 실질적으로 운동가들이 프랑코 

나를 수놓다”, 라 방과르디아, 2010년 7월 10일자, 2014년 9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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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민족적 탄압을 경험한 정도는 상이하며, 특히 프랑코 정권 후반에는 
카탈루냐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전통들의 연행이 허용되면서 특별히 민족에 
대한 탄압이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에게 
프랑코 정권은 ‘민족적 권리가 억압되었던 시기’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이 상징은 현재 스페인의 국가적 실천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주권’의 문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보고한대로 현대국가의 행위자들은 
정치인들의 발언 혹은 실천을 통해 국가를 하나의 실체로 인식한다면(Abrams 
1988, Sharma and Gupta 2009), 2010년부터 집권한 국민당 정부 정치인들의 
발언 및 행위는 현재의 국민당 정권과 과거 프랑코정권을 동일한 실체로 인식케 
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집권당인 국민당 정부의  2012년 10월 교육부 
장관 이그나시오 베르트(Ignacio Wert)는 스페인사를 독자적인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고 ‘세계사’의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카탈루냐 교육제도의 개선을 
시사하며 “카탈루냐 어린이들을 스페인화 시켜야 한다”(Hay que españolzar a 
los niños catalanes)라고 발표한다.21) 자치정부의 권한으로 보장되어있는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는, 현재 카탈루냐의 자치주라는 지위가 카탈루냐 
민족의 법률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카탈루냐에 파견된 스페인 정부단의 대표는 히틀러 정권에 
협력하였고 카탈루냐 인들을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보냈던 스페인 특수부대 ‘청색 
군대’(División Azul)에 조의를 표하기도 하는데22), 이와 같은 국민당 정치인들의 
발언 및 행위를 통해 운동가들은 ‘프랑코 정권’을 상상하며 독립의 주장을 높이게 
된다. 

# 사례5
연구자: 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조르디: 카탈루냐어로 교육할 수 있는 시수를 계속 줄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스페인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어릴 때나 

21) http://www.lavanguardia.com/politica/20121010/54352442678/wert-admite-
interes-espanolizar-alumnos-catalanes.html (“베르트, 카탈루냐 어린이들을 스페인화
해야 한다 주장”, 라 방과르디아, 2012년 10월 10일자, 2014년 9월 8일 검색).
22) http://www.publico.es/politica/delegada-del-gobierno-catalunya-homenajeo. 
html (“카탈루냐 주재 중앙정부 대표단이 청색 군대에 조의를 표함”, 푸블리코, 2013년 5
월 16일자, 2014년 9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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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일인데......이성을 잃었어요. 더 옛날로 돌아가기 전에 독립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그나시: 독일에서는 분명히 저 말을 했으면 감옥에 갔을거에요. 프랑코가 
돌아왔어요.

조르디: 나치가 유대인 대하는 듯 하는거랑 같죠. 사회당 정권이 집권한다해도, 
잠깐 연방주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너희는 스페인이다, 카탈루냐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되돌아갈 겁니다. 프랑코는 불사신이에요. 
이번에는 꼭 독립을 해야 합니다.

조르디(Jordi, 67세, 남)
이그나시(Ignasi, 58세, 남)

# 사례6
[카탈루냐로 파견된 스페인 정부 대표의 청색군대 조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마넬: (스페인 정부를 비꼬며 스페인 국가를 부르고 있음)23)

몬세: 하하하, 살인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는게 민주주의라는 말이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다른 스페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넬: 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나보죠. 
몬세: 한국에도 70년대까지 군부독재를 살지 않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저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에요. 카탈루냐는 아니지만,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프랑코 시절이 제일 살기 좋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남은 대안은 독립밖에 
없어요.

연구자: (웃음...)

23) 스페인 국가 ‘고개를 들어 태양을 보라’(Cara al Sol)는 파시스트 정권의 상징으로서,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이후, 스페인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정치인들에 
의해 상징 정치의 일환으로 그 가사가 삭제되고 멜로디만 남게 되었다. 스페인의 극우 민
족주의자들은 여전히 집단행동시 스페인 국가에 가사를 넣어 부르면서 군부독재정권 시절
의 '향수'를 느끼기도 한다. 곧, 지금의 스페인에서 스페인 국가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행
위는 극우민족주의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와도 같다. 한편, 2007년 스페인 올
림픽 위원회는 파시스트 정권 때 불리던 가사와 다른 가사를 공모하여 국가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공모에서 당선된 국가는 ‘스페인 만세’(Viva España)로 이름 붙여졌는데, 지나치
게 '스페인 민족주의적이다'라는 바스크 및 카탈루냐인들의 항의로 올림픽 위원회의 가사
를 붙이려던 계획은 다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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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넬: 하하하, 스페인 사람들이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프랑코는 살아서 
돌아와요. 특히, 저런 국가적 영웅에게 조의를 표할때...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몬세(Montse, 59세, 여)
마넬(Manel, 63세, 남)

조르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카탈루냐 어린이들을 스페인화 하겠다는 
정치인의 발화는 프랑코 정권 치하였던 운동가의 어린 시절 기억과 만나면서, 
현재의 정부의 모습에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청색군대에 
조의를 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에서도 마넬과 몬세는 과거의 정권을 떠올리게 
된다. 조르디의 말 “프랑코는 불사신이다” 혹은 마넬의 “스페인 사람들이 기분이 
우울할때마다 프랑코는 살아돌아온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국가로서의 스페인이라는 운동가들의 인식은 카탈루냐의 
독립이 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을 강화시킨다. 

이처럼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2010년 이래 강화된 중앙정부의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반대정책들은 카탈루냐 민족주의 세력들이 민족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운동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운동주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정부의 
반카탈루냐정책은 운동가들이 공유하는 프랑코 정권에 대한 지식과 맞물리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민당 정부 집권 이후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관계변화는 2008년 이후 대두된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해석을 재고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닥친 유럽의 경제적 위기와 독립운동 확산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경제적 위기에 
따른 카탈루냐 재정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곧장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독립의 당위를 낳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008년의 유로위기와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중앙정부의 카탈루냐 정부에 
대한 재정집행과정이 카탈루냐 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에 대한 민족차별이라는 
인지적 틀 속에서 인식됨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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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민족차별의 구조화

2008년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유럽의 경제적 불황이 심화되고, 
스페인이 그 여파를 겪으면서 카탈루냐의 재정적자가 심해지는 것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운동가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유럽의 경제적 위기가 개인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한다. 다음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세 
운동 참여자의 대답이다.

# 사례7
“저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창업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코칭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나름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취업희망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데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제 일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제네랄리타트(Generalitat, 
카탈루냐 주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유럽의 불황이 
스페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그 보조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카탈루냐가 독립하지 못하면, 저는 프랑스나 안도라 지역에 
가서 살 생각입니다. 제 직업 같은 경우 대우가 스페인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면, 제네랄리타트에 지급되는 주정부예산은 더 줄어들 것에요. 
엑스트레마두라 지역에서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57%라고 하는데 
카탈루냐는 17%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제적 구조 혁신 없이, 카탈루냐인들의 
경제가 낙후되어 가면서까지 이들의 부담을 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레네(Irene, 38세, 여) 

# 사례8
“저는 바르셀로나 병원의 부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피그스(PIGS)24)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스페인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립병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불황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24) 피그스(PIGS, 돼지들)는 2008년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유로존(Eurozone)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네 나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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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습니다. 이건 바르셀로나의 사립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병원의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제너랄리타트의 
재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피해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부인은 약속된 원금액수를 수령하기 위해서 원하는 
시점에 정년퇴임을 할 수 없고, 3년정도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국기 때문에 독립하자는 독립주의자는 아니었고, 주머니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주머니 독립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정말 독립을 하지 
않으면, 이 불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제니스(Genís, 61세, 남)

# 사례9
“지난주에 프낙(FNAC)25)의 판타지 소설 코너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수업 끝나고 오후부터 영업시간 종료까지 일을 하는 
파트타임직이었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FNAC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책만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고 다리만 붓는다 생각했는데, 그 날 면접장에 
15명정도 왔습니다. 시험도 너무 어려웠어요. 해리포터의 작가가 누군지를 
묻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GRR Martin 왕좌의 게임이 소설이 잘 되었는지, 
TV시리즈가 잘 되었는지 비교해서 손님에게 추천하라 뭐 이런걸 묻는거에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면 보통 장르는 아니잖아요. 
꽤나 비주류장르인데 제 나이또래 애들이 10명도 넘게 왔었습니다. 지금 
20대의 실업율이 거의 60%인걸로 아는데, FNAC에서 일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알베르트(Albert, 24세, 남)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카탈루냐 지역 정부의 예산 상황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저 미디어에서 논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다. 독립운동 참여자들은 각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다른 
경제적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곤란을 유럽연합의 

25) 바르셀로나시 중심 카탈루냐 광장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청년들의 실업위기가 고조되
기 시작한 2010년 이전,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프낙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
찮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은 프
낙에서라도 일을 구하면 다행일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여지듯, 프낙은 저임금 고노동이라는 질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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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와 이로 인한 스페인의 긴축정책의 결과로 인식하였다. 이레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성을 띤 교육에 종사하는 운동가는 정부의 보조금이 
줄었음을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제니스의 경우처럼 사립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로 자신의 수입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함을 겪는 동시에 
부인의 정년퇴직이 늦추어졌음을 경험한다. 알베르트의 사례처럼 20대의 
실업율이 60%라는 통계적 수치는, 비주류의 소설을 파는 파트타임직 면접 
자리에 10명이나 넘게 몰리는 자신의 구직 현실을 통해 실제로 경험된다. 특히, 
고령의 운동가가 많았던 민족협의체에서 20-30대의 손자, 손녀들의 구직난은 
대부분의 운동가들이 공유하는 현실이었고, 이러한 현실 인식은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카탈루냐 독립의 시급함을 강화해 주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맞고 있는 제네랄리타트의 
재정상황은 스페인이라는 주권국가가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해 그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겪게 되는 이차적 피해가 아니라, ‘카탈루냐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카탈루냐인의 인지적 구조를 강화시키면서 독립을 당위성을 
높여준다26). 2008년부터 시작된 유로존의 경제적 위기와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관성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연사들은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2008년 이후 
유럽연합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민족적 차별’에 대한 항의차원임을 밝힌다.  

# 사례10
[‘유럽의 경제위기와 카탈루냐의 정치적 미래’라는 제목의 그라시아 지역협의체 

포럼 중, 주요 유럽연합국의 경제적 위기와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관계성을 
논하는 상황 (2013년 9월 20일)]

에스텔: 유럽에 경제 위기가 왔다고, 우리가 무조건 독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핑계로 카탈루냐의 돈을 또 얼마나 많이 가져가겠느냐는 
것입니다.

26) 카탈루냐 사람들은 스페인 중앙정부의 징세구조에서 민족적 대우에 차별을 느끼는 데, 
이는 특히 카탈루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
는 바스크지역의 조세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강화된다. 유사한 경제적 규모를 가진 바스
크주의 경우 지방정부의 독자적 징세권이 인정됨에 반해, 카탈루냐 주정부는 그 권한을 갖
지 않으며, 주정부예산을 교부세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징세모델로 인하여 스페인은 
‘불균형적 연합국’(federació asimétrica)가로 불리기도 하며, 언제나 민족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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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라스: 맞아요, 스페인은 언제나 타자를 착취하며 견뎌온 경제입니다. 
스페인 절대군주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들의 금을 
착취하며 경제를 부흥해 왔습니다. 무적함대가 패하고 
라틴아메리카로 갈 길이 차단되자 눈길을 돌린 곳이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킨 
카탈루냐의 부는 그 다음세기 스페인을 먹여살린 것이죠. 

우리얼: 스페인은 언제나 카탈루냐의 부의 축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늘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간 
이후에도, 카탈루냐 사람들은 대서양과의 무역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어요. 대서양 반대편 지중해에 
부강한 세력을 두고 싶지는 않았겠죠.

카를라스: 스페인에서 카탈루냐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은 바스크지역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마드리드로 
보냅니다. 하지만, 카탈루냐는 언제나 원하는 예산을 작성해서 
마드리드로 보내면 엄청난 액수를 깎아서 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카탈루냐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겁니다.

후안: 맞습니다. 부강한 지역이 복지국가의 형평성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민족적 차별이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지역은 카탈루냐 뿐입니다. 바스크 지역은 그렇지 않고요. 마드리드 
인근엔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 톨게이트 
별명이 ‘라 카탈라나’(La Catalana)라고 합니다.  

에스텔(Estel, 24세, 여)
우리얼(Oriol, 55세, 남)

카를라스(Carles, 43세, 남)
후안(Juan, 65세, 남)

이날 초대 된 민족협의체의 경제전문가 패널들은 카탈루냐 주정부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럽의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일환에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스페인의 카탈루냐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재정상황의 
악화를 스페인 정부의 민족적 차별 구조로 해석하는 운동가들의 인식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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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바스크 지역과 카탈루냐를 대비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네랄리타트가 맞이한 경제위기는 유럽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최근의 결과가 
아니라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였던 시절부터 
계속되어온 카탈루냐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경제적 위기를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종료될 시에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보다, 카탈루냐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이해함으로써 독립의 
당위를 더욱 강조한다.

3. 운동의 새로운 담론 및 형식과 참여자의 확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유럽의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상황은 카탈루냐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하였다. 전통적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해온 세력과 운동참여의 이력이 없는 사람들의 인식적 공유는 시민사회에서 
독립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외부적 
상황에 대한 인식적 공유만이 운동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의 경제위기는 독립을 염원하며 기존의 
카탈루냐 민족운동을 이끌어 왔던 전통적인 운동세력들에게, 한편으로는 
카탈루냐의 독립이라는 운동의 목표를 가시화하고 참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족협의체를 설립하게 되는 소위 ‘운동의 
베테랑’(els veterans del moviment)들은 운동의 대중화를 염두에 둔 담론과 
형식을 적극적으로 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담론과 ‘마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운동’의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운동참여와 확대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1)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발명과 운동의 확대

민족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발기인들은 II-1-2)에서 살펴보았듯 대대로 
민족운동을 해 온 명망가의 자손들 혹은 카탈루냐의 각 지역에서 협의체를 통해 
민족운동을 이끌어 왔던 사람들이다. 연구자가 직접 만나거나 파악할 수 있었던 
그들의 카탈루냐 민족주의 운동과 관련된 최근의 구체적인 활동을 몇몇 
나열해보자면, 가수로서 카탈루냐어로 작곡 및 노래하기, 카탈루냐 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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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카탈루냐어 교육정책 마련하기, 
북카탈루냐지방(행정구역상으로는 프랑스)의 카탈루냐어 보급사업, 바르셀로나 
프랏 공항에서 공항 안내 지시판의 카탈루냐어 우선기재를 주장하기 위한 흰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이다. 민족협의체를 발기한 발기인들은 이와 같이 평생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해오면서 운동의 형식과 담론에 
대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운동에 대한 사전지식과 
서로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연망들은 민족협의체 탄생의 담론과 형식의 근간을 
구성하였다. 

한편, 이들은 민족협의체를 설립한 이후에도 다른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을 
후원하거나 병행하였다. 이들이 활동한 대표적인 기타 단체들은 ‘옴니움 
쿨투랄’(Òmnium Cultural), ‘독립을 위한 연대’(Solidaritat Per la 
Indepenència), ‘카탈루냐 건국회’(Procés Constituent a Catalunya)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체들의 특성은 활동에 있어서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옴니움 쿨투랄’의 경우 교육자료를 주로 제작 및 
배포하기에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 ‘독립을 위한 연대’의 경우 
카탈루냐 정당을 주로 상대하기에 정당정치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카탈루냐 건국회’의 경우 독립된 카탈루냐의 헌법 및 법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다소 예외적이지만, 민족협의체를 제외한 기존의 단체들은 활동에 있어서 
전문적 경험을 요구하기에 자연스럽게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고 있던 민족협의체의 발기인들은 자신들이 만들 
새로운 단체가 ‘가장 넓은 범위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운동’(un 
moviment en el qual una ample participació dels pobles sigui 
possible)27)의 기반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민족협의체의 발기인들은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담론을 개발하고 홍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운동의 지도자 그룹은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임을 강조한다. 
민족협의체의 설립선언서에 정의된 ‘카탈루냐 민족협의체’(ANC) 독립운동의 
성격은 이와 같은 운동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주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은  ‘출신지역, 모국어, 연령, 성별, 민족정체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인 것이다. 예를 들어, 그라시아 지역협의체에서 

27) 민족협의체 창립문(Declaració fundacional)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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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카탈루냐, 민주주의의 민족’이라는 포럼에서 민족협의체를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연단위에 초대된 사람은 65세의 
바르셀로나 출신 노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의 사바델 출신 청년, 
안달루시아 무르시아 출신의 48세 주부였다. 65세 노인은 부모를 포함한 선대가 
대대로 카탈루냐 민족주의자였으며, 카탈루냐에 거주하였던 전형적인 ‘뼛속까지 
카탈루냐인’28)을 표상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이유로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를 꼽은 18세의 운동참여자는 연단위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젊은이’, ‘청년’, ‘학생’으로 지칭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냄으로써, 동년배의 청중들에게 운동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민족협의체의 
운동 참여자의 다양한 연령을 강조하였다. 한편, 안달루시아 지방 무르시아 
출신의 48세 주부는  카스티야어가 자신의 모국어임을 강조하며 카탈루냐 독립이 
반드시 개인의 민족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민족협의체의 
발기인 페란(Ferran, 43세, 남)에 따르면 “운동에 추후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특정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 초청되는 연사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 운동이 정말 세대와 연령, 민족을 초월한다는 보편성이 
거짓이 아님을 드러내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세대와 민족의 보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사들의 선정과 
포럼의 조직뿐만 아니라, 각 지역협의체의 소개 팜플렛에 등장하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지닌 남녀노소의 이미지는 적극적으로 고안된 상징장치들로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운동의 보편성은 사회운동의 지속과 
확장을 염두에 두는 대부분의 사회운동 참여자들에게서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담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카탈루냐의 사회적 맥락은 ‘출신지역, 
모국어, 연령, 성별, 민족정체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운동의 보편성을 민족협의체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든다. 1975년 
프랑코의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진 이후 카탈루냐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 
정당의 당원 혹은 무장세력에 의해 전개되었기에29) ‘그저 카탈루냐 민족의 

28) ‘뼛속까지 카탈루냐인’(Català de soca-rel, Català de la ceba)은 부모가 카탈루냐
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자신 또한 카탈루냐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관습적으로 지칭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성을 넘어서 카탈루냐어를 구사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카탈루냐
인이 되고자하는 의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카탈루냐어 구사와 카탈루
냐인이 되고자하는 의지가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뼛속까지 카탈루냐인’
은 부모와 운동가 본인의 카탈루냐 출신을 강조하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9) 프랑코정권의 명시적 몰락은 민족자치권의 주장을 정당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구체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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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걱정하는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플랫폼이 마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족운동을 하던 ‘온건한’ 단체들의 운동은 
카탈루냐 문학, 역사의 교육과 같은 분야로 확장되고 있었고, 이는 민족운동 
참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경험과 같은 전문지식이 
부재할 경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결국, 1975년 이후 사실상 정당활동을 하지 
않고, 무장세력에 동조하지 않거나 또는 전문지식이 없는, 소위 자신을 ‘보통 
사람’(gent normal)이라고 정의하던 사람들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이처럼 일반시민에게 있어서 운동참여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점은, 
운동지도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움으로써 
운동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족협의체의 운동 참여자들의 민족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운동의 
보편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홍보되었다. 현장조사 중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조사기간 동안 카탈루냐에서 불고 있던 독립운동의 
바람은 스페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카탈루냐 사회의 민족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외형상 카탈루냐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동양인의 외모를 가진 연구자의 존재는 
독립운동이 단순히 민족감정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실용에 의한 합리적 
선택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연구자는 
민족협의체의 홍보비디오 ‘모두를 위한 독립’의 제작에 출연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고, 거리의 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칭에서는 연구자의 존재가 
민족협의체의 운동보편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근거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을 지켜보는 카탈루냐 내부 이민자 사회의 시선이 ‘독립에 
대한 왈가왈부는 카탈루냐인들만의 문제’라는 관점이 팽배한 상황에서,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운동 보편성의 메시지는 이민자들 
가운데에서의 운동 확장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동양인의 외모를 한 연구자보다 더 환영받았던 운동참여자들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 출신의 운동가들이었다. 독립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개최될 
경우 스페인 출신의 이민자들의 찬성투표는 매우 중요했으나, 이들이 대거 
거주하는 바르셀로나 교외지역의 독립운동 참여 및 지지율은 미미한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되었고, 1981년 사회당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Transició Espanyola a la Democràcia)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카탈루냐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독립에 대한 주장은 무장투쟁을 염두에 둔 단체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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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는데, 민족협의체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민족협의체 지도자들은 안달루시아 출신으로서 카스티야를 여전히 모국어로 
생각하고 자신을 스페인사람으로 여기지만 독립을 지지하는 운동참여자들을 
사례로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지도자들은 
카탈루냐 독립을 민족감정의 문제로 여기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고, 스페인출신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교외지역에서의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족협의체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한 운동 지도자그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운동의 대중화를 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의 방향성은 정당 혹은 과격단체를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2010년 이전 카탈루냐의 상황과 비교되며 운동의 대중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던 대다수의 
운동참여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호소가 일부 정치인의 
전략적 행위에 휘둘려 흐지부지되었던 민족 자치권 확대을 위한 운동이나 
무장투쟁을 주장하여 지지기반을 잃은 독립운동에 비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동참여를 
결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운동의 보편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 지도자들만이 전유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새롭게 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발명 되기도 한다. 현장조사 기간동안 열렸던 
가두시위에서 운동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팻말을 통해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이 ‘출신지역, 모국어, 연령, 성별, 민족정체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임을 강조하였다. 8월 14일 바르셀로나 일대에서 민족협의체의 
이름으로 열린 한 가두시위에서 많은 운동가들은 자녀들을 대동하고 거리에 
나왔고, ‘아빠, 제 미래를 위해 민족협의체와 함게 카탈루냐의 독립을 
원해요’(Papá, vull la independència pel meu futur amb l’ANC), ‘제가 
자랐을 때, 카탈루냐가 독립국이 되기를 바랍니다’(Vull una Catalunya 
independent quan sigui gran) 와 같이 어린이가 화자가 된 슬로건을 통해 
독립을 염원하며 연령을 초월한 운동의 보편성을 드러냈다. 모국어, 민족정체성을 
초월한 운동의 보편성은 ‘나는 안달루시아인이고, 나는 민족협의체이며, 나는 
독립을 염원한다’(Soy andaluz, soy de ANC e independencia ya!)와 같이 
자신이 스페인 출신의 안달루시아인임을 드러내고, 카스티야어로 슬로건을 
작성하여 전시함으로써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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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동의 확장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강조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가치는 표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하나의 
실천적 지향으로 운동참여들에게 인식된다. 이처럼 표상이 실천적 지향으로 
탄생하는 것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가치가 운동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민주주의’라는 의미세계를 구축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권력관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행위자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흔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편선(common good)으로서 ‘과용’(abuse)되는 
하나의 기표와 같다(Parley 2002:475). 따라서, 특수한 행위자들에 의해 차용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용법의 국지적 맥락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기존에 존재하던 
민족운동 단체들의 역사와 실천을 살필 때 구체화된다.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기존의 민족운동 단체 중 하나인 ‘옴니움 쿨투랄’에 가해진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이 운동의 의사결정 구조가 ‘위계화’되고, ‘참여자들이 운동과정에서 
소외를 심심찮게 느낀다는 것’이었는데,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은 이와 같은 
‘옴니움 쿨투랄’의 속성을 ‘비민주적’이라 규정하였다. 그라시아 협의체의 한 
운동지도자는 “기존 운동의 비민주성은 운동의 보편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경직된 의사소통 구조와 운동의 의사결정에 모든 회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민족운동 단체와 ‘민주적인’ 민족협의체의 구별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실질적인 의미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의 동등한 권리’이며 이는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기존의 운동과 대비하여 민족협의체의 운동참여자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운동참여자들이 민족협의체의 운동을 소개하면서 스스로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담지자로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민족협의체 운동의 ‘민주주의’적 속성을 카탈루냐 민족의 역사적 
기원에서 찾고자하는 이 포럼에서 한 연사는 ‘스페인 출신의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국어가 카탈루냐어가 아니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한표를 
갖는다’는 민족협의체의 운동참여 구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속성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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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1
[‘카탈루냐, 민주주의의 민족’ 포럼 중에서 민족협의체 운동의 민주주의적 

속성을 강조하는 한 상임위원의 연설]
“카탈루냐의 시민여러분, 우리의 운동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카탈루냐에 
살고있는 시민이라면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이든, 사용언어가 무엇이든, 
나이가 얼마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이 곳의 5년후, 10년후, 20년후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국어가 카탈루냐어가 아니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한표를 갖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뜻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당신이 얼마나 알고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등한 권리입니다.” 

다음 사례 12에 제시될 산츠 지역협의체를 소개하는 팜플렛의 경우에도, 
현재의 운동은 ‘연령, 민족’을 초월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민족협의체 운동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 모두에게 보장된 ‘한 표의 권리’는 과거세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지금의 
민족협의체가 계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곧, 보편성의 가치는 과거세대의 
‘민주주의’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족협의체 운동의 민주성은 
부각된다.  

# 사례 12
[산츠 지역협의체 소개 팜플렛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시절, 우리의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지켜낸 것은 연령, 
민족을 초월하여 그 당연한 권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협의체 내에서 이같은 믿음을 가진 카탈루냐 시민은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민족협의체 운동은 이러한 과거 세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

초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이 민족협의체의 지도자그룹에 
의해 운동 확장을 위한 상징적인 가치를 가졌다면, 이것은 점차 운동참여자들에 
의해 실천적 지향으로 인식되고 ‘민주주의’적 속성으로 규정되면서 운동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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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이 민족협의체 운동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가 된다. 운동참여자들은 
유럽의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 독립운동과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운동을 더욱 ‘민주적’이라고 정의하며, 그 핵심 이유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보편성’을 꼽는다. 그라시아 협의체에 소속된 
라우라(Laura, 35세, 여)에 따르면 “민족협의체가 주도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보다 더 민주적이며, 그 이유는 스코틀랜드 국민 
정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이라는 정당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반면,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시민사회가 주도함으로써 누구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임위원회의 우리얼(Oriol, 55세, 남)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네덜란드 플레밍 지역,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역의 독립운동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주적이다. 그들의 운동은 어느 정도 혈통과 인종에 
기반한 민족운동이기에 다소 외국인 혐오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출신과 언어에 상관없이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라우라와 우리얼은 모두 유럽의 여러 독립운동과 비교하며 민족협의체의 
카탈루냐 운동을 더욱 ‘민주적’이라고 정의하는데, 각자가 제시하는 사례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것으로 상이하지만 그 근거는 ‘민족협의체의 
운동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운동 보편의 원리로 수렴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가치가 운동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속성으로 이해되면서, 상이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하나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결속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민족협의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운동에 
임한다.  

이처럼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담론을 내세우며 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낸다. 나아가 민족협의체 운동의 이와 
같은 보편성은 기존 운동단체들의 위계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비교되며 
운동참여자들에 의해 ‘민주주의’적 속성으로 규정되고, 운동참여자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실천적 지향이 된다. 
한편,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들은 이같은 담론적 전략 이외에도 운동 전개에 
형식적 변화를 줌으로써 그 참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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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운동의 형식: 마을 중심의 운동

민족협의체의 설립자들은 카탈루냐 독립의 실현을 위하여 거주구역별로 
독립운동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와 같은 전략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 그룹은 거주구역별로 존재하는 각종 협의회의를 
통해 독립운동의 자원이 될 두터운 지역적 연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민족협의체의 설립자들은 확보된 연망을 통해 운동 확장 및 새로운 
운동참여자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Colom 2014:54). 둘째, 거주구역별로 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운동참여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멀리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마을 중심의 운동은 마을에서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세력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로운 연망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탈루냐의 거주구역에 
존재하는 각종 마을 협회들은 프랑코 독재정 시절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던 의료, 
지역시설 정비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공식어로서의 지위가 부정된 카탈루냐어를 숨어서 
교육하고 전승하는 곳이었기에 민족주의 세력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회들은 독재정 붕괴 이후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카탈루냐 정당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소 와해된 측면이 있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졌던 국제행사로 기록되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였다(Hargreaves 2000). 그러나 차츰 그 성격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하는 곳으로 변모해 갔는데, 현지 운동가들에 따르면 취미를 
공유하는 곳으로서의 마을 협회가 독립을 위한 정치적 논의의 장소로 된 것은 
국민당이 자치헌법 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2006년 이후라고 한다. 
민족협의체의 발기인들과 현재 운동지도자 그룹의 일부는 협의체가 설립되기 
2년전부터 이와 같은 마을 협회에서 민족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독립운동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9-10년 사이 
카탈루냐 전역 169개 거주구역에서 시차를 두고 독립의 찬반을 묻는 비공식적 
투표를 실시하였다(Muñoz & Guinjoan & Vilaregut 2010). 이 때 실시된 
투표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투표의 조직과 캠페인은 모두 마을에 
존재하던 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비공식 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칠십만의 유권자 가운데 이십만이 참여하여 30%투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민족협의체 발기인들은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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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존재하던 민족주의자의 연망이 튼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이야기한다. 이 시기 비공식투표의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민족주의자들은 
민족협의체가 설립된 이후에 지역협의체를 이끄는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자신의 지역적 연망을 통해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거주구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은 기존의 독립운동 혹은 
민족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 대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먼 곳에 가지 않고도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카탈루냐의 
명망가 혹은 교육수준이 높고 강한 민족의식을 갖춘 중산층 위주로 이루어지던 
민족운동은 사회운동경험이 없었던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지역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의 대부분은 민족협의체를 통해서 처음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운동경력 1~2년차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특별히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동네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운동 참여의 이유라고 설명한다. 동네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퇴근 후 잠깐 들리거나”, “차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동가들에게는 참여가 편리한 것으로 인식된다. 

# 사례 13
“민족협의체를 통한 운동은 특별히 멀리까지 가지도 않고, 예전부터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만나니까, 퇴근 후 잠깐 들려서 필요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얼(Oriol, 55세, 남)
# 사례 14
“내가 그라시아에 사는데 바르셀로네타까지 가야된다고 하면 차비도 많이 
들고, 안갈거에요. 그래도 이 곳에서 한다는게, 제가 동네를 잘 알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하는데 수월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로베르트(Robert, 23세, 남)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운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가끔 들리거나, 
운동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라시아 
마을의 경우 거리홍보 혹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새롭게 운동 참여 의사를 
밝히던 사람보다는, 이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운동가를 친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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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몇 번 운동현장에 따라왔다가 본격적으로 운동 참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협의체에 소속되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결과 몇몇의 
운동가들은 다른 구역에 살고 있지만 친한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역에서 
함께 운동에 참여하기도 함으로써 운동의 시작을 어렵지 않도록 하였다. 곧,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은 행위자들이 기존에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라포를 
통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마을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운동 참여자들에 있어서 
운동단체 본부로 이동하는데 드는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운동 경험이 없던 참여자들이 자신이 가진 ‘지역적 지식’(local 
knowledge)의 활용을 통해 운동에 대한 기여를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이 
기여한 지식의 종류에는 운동 확장에 필요한 지리적, 인구적 정보가 있다. 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주말에는 가입회원의 수가 적은 마을의 거주지역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거주지역의 어느 곳에 홍보텐트를 설치할 것인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운동가들의 지역적 지식을 통해 선정되었다.30) 또한, 
거주지역의 인구특성에 따라 카탈루냐의 독립을 설득해야 할 근거들은 상이하게 
마련되어 팜플렛을 제작하여야 했는데, 이 경우 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연망을 통해 독립주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사회운동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에 대한 기여도를 긴밀하게 
느낌으로써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로 인식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민족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된다.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의 

30) 주말오전 바르셀로나 대부분의 거주구역은 휴일을 맞아 고요해지고, 특별한 행사가 없
는 경우 거리의 행인들이라고는 주말 오후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장을 보는 사람들 뿐이
다. 사람들은 보통 주말식사를 위해 대부분의 먹거리를 주중에 구입해 두지만, 빵은 신선
함을 위해 주말아침에 구입하게 되는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여는 빵집이 많지 않기 때문
에 운동가들은 이와 같은 빵집을 찾아내고 그 앞에 홍보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익숙한 거주구역이 아닌 새로운 거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말 거리캠페인의 특성상, 이와 
같은 빵집을 찾아내는 것은 새로운 거주구역을 잘 알고 있는 운동가들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빵집 앞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을지 빵집 주인의 양해를 구하는 것 또한 운
동가들의 단골 연결망을 이용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바르셀로나의 각종 사회운동 단체
들이 거리캠페인을 위해 홍보텐트를 마련하는 장소가 카탈루냐 광장에만 집중되어있었다
면, 민족협의체가 도입한 마을중심의 운동방식은 행인들이 마을 곳곳에서 홍보텐트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라시아 지역협의체의 운동가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통상 10여개
의 주말 홍보텐트를 설치하였고, 이는 대부분 신규 운동참가자들의 ‘장소적 지식’ 및 ‘개인
적 연망’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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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민족 운동을 전개해왔던 세력이 1975년 프랑코 
장군의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던 시민사회 영역의 주장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 확대라는 요구로 완화된 
채 제도권 정치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고, 유럽 연합의 경제적 
위기가 스페인으로 확산되는데, 이는 오랫동안 카탈루냐 민족운동에 헌신해오던 
운동가들에게 카탈루냐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는 오랫동안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명망가 및 고학력 중산층의 
운동 패러다임을 카탈루냐 자치권 확대에서 독립을 통한 주권 획득으로 전환하게 
한다. 이를 토대로 한 ‘민족협의체’의 탄생은 1975년 독재자 프랑코의 죽음과 
함께 맞게된 민주화 40여년만에 민족주의 세력이 재결집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민족협의체의 발기인들은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상징과 새로운 형식적 발명을 
통해 운동의 대중화를 꾀한다. 곧, 운동의 확장은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 개정의 
무산과 스페인의 경제적 위기라는 외부적 상황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표상과 형식을 만들어내는 운동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십년간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축적된 
경험을 지닌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 그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보편성의 담론을 내세우고,  운동 조직의 마을단위 편성을 통해 
행위자들이 자신의 거주구역에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운동 주체는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운동의 담론은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운동의 보편성이 하나의 상징을 
넘어 하나의 운동 참여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실천적 지향으로서 행위자들에게 
인식되지만, 실제 운동의 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운동참여자들의 배제와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해진 
운동주체들의 운동양상과 이들간의 경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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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동주체의 확장과 경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담론적 전략과 마을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새로운 운동 형식의 발명으로 민족협의체가 이끄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세대, 민족, 출신에 있어서 민주화이후 존재했던 여러 사회운동 
가운데 어떠한 운동보다도 규모가 크고 참여주체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운동가들이 내세운 ‘출신지역, 모국어, 연령, 성별, 민족정체성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운동 보편성의 원리는 II-3-1)에서 볼 수 있었듯 운동가들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세계를 구성하는 핵심가치로서 운동의 결속과 확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가치는 누구나 운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현실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의 실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보편성의 원리는 운동참여자의 상이한 세대, 민족, 출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실현되기 어렵고, 참여자들의 운동에 대한 발언권의 위계는 
뚜렷이 존재한다. 곧, ‘운동 보편성의 원리’는 각종 담론, 연출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서로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운동의 
결속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운동참여자들은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의 
경합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의 연대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운동 참여자가 처한 상이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운동에 참여하는 
내부자간에 어떠한 갈등을 겪는지 살펴봄으로써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역동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청년운동가'의 등장과 ‘기성세대 운동가’의 경합

민족협의체라는 운동네트워크가 구성될 때, 강조되었던 운동의 보편성에는 
‘세대’를 초월한다는 가치가 강조되었다. 민족협의체 운동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현지조사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이었던 페란 시빗(Ferran Civit, 37세, 남)에 
따르면, “독립의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갈 미래의 후손을 위해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젊은세대가 운동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운동의 목표실현을 
위해 청년세대의 참여를 중요시 한 운동지도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청년세대로의 운동 확장을 염두에 두게 되면서,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세대가 초월하여 함께할 수 있는 운동’임이  운동에 동원된 상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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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표상되었다. “선조가 이어온 기억을 통해 청년이 나라를 만든다”(els joves 
fan el país amb els records dels avis), “독립을 위해서는 조부모도, 청년도 
함께해야 합니다”(per la independència, unirem junst els avis i els 
joves)는 그라시아를 비롯한 바르셀로나의 지역협의체들이 민족협의체 소개 
팜플렛에서 자주 인용하던 문구들이다. 청년운동가들 스스로도 세대 초월적 
운동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각종 연행을 펼침으로써, 청년들의 운동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들은 바르셀로나의 성가족성당, 바르셀로네타 해변가와 같이 
유명한 관광지에서 카탈루냐 독립기와 “카탈루냐 독립을 위한 청년 
운동가들”(Joves Independentistes per la independència de 
Catalunya)이라는 플래카드를 불시에 펼쳐보이는 플래시 몹을 연행함으로써, 
청년운동가들의 존재를 알리고 새로운 청년들의 운동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민족협의체의 ‘세대를 초월한 운동’의 가치는 바르셀로나 도시 일대의 각종 
사회운동 단체에 소속되어있었던 학생들과 사회운동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운동참여를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바르셀로나 일대의 청년 저항 문화를 
연구하는 자우마 메스키타(Jaume Mesquita, 28세, 남)와의 면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일대에서 20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는 도시운동의 경우 
카탈루냐 독립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없지만, 환경, 인권, 빈곤 등 
운동의 주제와는 별개로 운동참여자 대부분이 카탈루냐 민족해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공유한다. 이들은 바르셀로나의 각기 다른 거주구역에 
존재하는 ‘모임회’(casal) 혹은 대학교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실제로 
연구자가 방문한 그라시아, 아이샴플라, 산츠의 모임회에서는 
‘민족해방’(alliberament nacional)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둔 간이 도서관을 
설치해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책을 대여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도시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민족협의체의 설립은 이들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의 
대중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졌고, 그 결과 일부 청년세력은 ‘기회가 
마련되었을 때 민족해방 운동에 집중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민족협의체에 
합류하였다.31)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협의체 청년운동가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그것은 이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서 비롯되었기 보다는, 

31) 도시운동에 참여하던 청년세력 중 민족협의체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의 결심
은 개인의 자율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존중되었지만, 민족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
원들에 의해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카탈루냐 좌파공화당에 진출하여 정치인으로서의 커리
어를 쌓으려는 야심으로 지탄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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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혹은 ‘학생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바르셀로나 일대의 청년 
도시운동가들이 은행의 자동입출금기를 파괴하고, 고급호텔의 출입문을 훼손하는 
등 반달리즘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존의 운동 양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도시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운동가들의 운동이 현실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접근보다는 이데올로기 학습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산주의 대학교’(Universitat Comunista)의 사례를 꼽았다. 
이와 같은 바르셀로나 도시운동의 영역에서 드러난 청년운동가의 역할은 
민족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정의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협의체의 청년운동가들은 이 
곳에서 “과격하지 않고, 독립만을 위한 실용적인 운동”을 하고자 하였다.32)

그러나 ‘세대를 초월한 운동’은 오랫동안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해 온 운동 
지도자 그룹의 이상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곧, ‘세대 보편의 운동’ 이라는 것은 
현실과 괴리있는 운동의 지향 혹은 표상적 가치라는 것이다. 민족협의체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운동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58세로 높은 편이었고, 
20대의 저조한 참여는 각 지역협의체 코디네이터들이 운동의 지속을 우려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부적인 통계 자료의 부재로 20대의 운동가가 등록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연구자가 어느 정도 라포를 쌓은 후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20대의 운동가들이 별도의 소그룹을 만들어 민족협의체의 
전반적인 운동과는 다른 형식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지조사 당시 바르셀로나 일대에서 활동하는 30여명의 20대 청년들은 각자가 
소속된 지역협의체의 어셈블리 혹은 강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코디네이터들에 의해 “요즘 청년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동안 ‘청년민족협의체’라는 
이름의 별도의 청년 독립운동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다른 기성세대의 운동가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세대를 초월한 운동’이라는 담론은 청년운동가들에 의해 어떻게 운동현실과의 
괴리로 경험되는가? 

32) 바르셀로나 청년들의 도시운동을 연구하는 카를라스 비냐스(Carles Viñas 2004) 는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카탈루냐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스페인의 전환기 이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상 및 형식이 급진화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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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업무의 배분과 운동방식의 차이로 인한 청년운동가의 소외

운동참여자들이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담론은 언제나 운동의 확장을 
염두에 두기 마련이다. ‘운동가들의 정치적, 민족적, 연령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참여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민족협의체의 ‘보편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민족협의체 내에서 운동의 업무가 배분되는 방식은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는 청년세대운동가들이 운동 참여에서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이유가 되었다.  20대 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배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실행계획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민족협의체는 어셈블리 결정권에 있어서 회비를 내는 1인이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형식상 모든 참여자는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운동의 현장에서 청년운동가들이 경험하는 운동업무의 배분 방식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의 보장이라는 민족협의체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청년운동가들은 기성세대 운동가들과 비교하여 운동의 내용을 계획하는데 
참여하기보다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2013년 8월 그라시아, 산츠, 바르셀로네타의 
지역협의체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초를 각 마을의 중심 광장에 정렬하여 
카탈루냐 독립기의 모양을 만들고, 밤8시에 점화하는 행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촛불 점화식을 거행한다는 결정은 참여자의 대다수가 기성세대 운동가들이었던 
비정규 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내려졌고, 점화식에 필요한 500개의 초를 
정렬하는 것은 모두 청년운동가들에게 맡겨졌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청년운동가들에게 집중되는데 비하여 그들의 숫자는 적었기 때문에, 
청년운동가들은 개인적 연망을 동원하여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기도 한다. 촛불 
점화식을 거행하던 날, 평균기온이 30도, 습도는 90에 이르는 바르셀로나의 8월, 
한낮에 야외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었고, 청년운동가들은 초의 
정렬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들의 형제, 친구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힘든 일을 도맡는 것 외에도, 운동의 일상에서 
청년운동가들은 민족협의체 지역본부의 보조적인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름에 있었던 마을축제가 끝나고, 운동가들의 단체식사가 있을 때, 
청년운동가들은 접시 나르는 일을 해야 했다. 

청년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하러 왔음에도 ‘하찮은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실망한다. 청년운동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고령의 운동가'들을 위해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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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거나, 식사 때 접시를 나르는 이야기는 자주 회자되고, 
불만의 요소가 된다. 산츠 지역협의체에서 1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 엠마(Emma, 
24세, 여)는 “똑같이 돈을 내고 캐터링 서비스를 통해 식사를 하더라도 분위기상 
자신의 또래들이 음식집기들을 준비하게 된다”며, “운동을 하러 왔는지, 시중을 
들러 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청년운동가들은 이와 같은 
불만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해결하려 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불만이 단순히 “하찮은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은 아니다. 

# 사례 15
연구자: 마을의 여름 축제가 끝나고, 청년운동가들 사이에서 촛불심는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이스: 땡볕에서 촛불을 바닥에 심는게 힘들긴 합니다.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녁식사 때 조금 일찍와서 접시를 나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가들 대부분이 저녁까지 일을 하고 본부에 
오거나, 집에서 자녀 혹은 손자를 돌봐야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이러한 힘든 일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큰 캠페인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0대 이하의 운동가들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탓도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선입견 때문인지 우리의 주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젊은 운동가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의 운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엠마: 독립을 해야된다, 언어가 보호받아야 한다, 세금을 우리를 위해 더 쓸 
수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방안대신 구체적으로 졸업한 다음에 취업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학에 지금 다니는 우리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실제 제 룸메이트 
2명은 각각 그라노예스(Granollers), 빌라프랑카 델 마르(Vilafranca del 
Mar)에서 온 카탈루냐 애들인데...... 한 명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노인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명은 독일에 취업하려고, 
독일어를 공부중입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동참할 수 있다면, 저도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실이 좀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학과공부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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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저녁 준비나 하고, 포스터붙이는 
일을 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년운동가들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이스(Lluís, 25세, 남)
엠마(Emma, 22세, 여)

유이스와 엠마의 증언에서 드러나 듯, 청년운동가들의 불만은 그저 힘든 일을 
하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노력에 비해 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운동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거리캠페인에 참여하며 20대의 행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들은 ‘민족협의체’가 
고령자들이 모인 독립운동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청년운동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고 있지 못했다. 
또한, 많은 20대의 행인들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더라고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민족협의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청년운동가들은 자신의 또래집단에게 카탈루냐 
독립의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운동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촛불을 심거나, 접시를 나르는 만큼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을 설득할 수 있는 독립운동 담론의 개발은 진척되지 
않았다. 대학들의 시험 혹은 레포트 제출 기간에 청년운동가들의 캠페인 참여 
혹은 지역협의체 본부 방문이 뜸해지는 것에서도 볼 수 있었듯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청년운동가들이 실질적으로 학업과 독립운동에의 참여를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갈구는 더 커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운동의 
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의 주도권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20대 운동가들이 민족협의체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대하여 기성세대 운동가들은 대부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운동 실행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에서 찾기도 하지만, 기성세대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짐작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성세대 
운동가들은 30세 이하의 '젊은 운동가들'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편견’으로 인해 청년 운동가들은 운동업무의 배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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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기성세대 운동가들의 편견이란 “젊은 운동가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이라는 것,  “과격한 운동을 추구하는 집단”, 그리고 
“진지하지 못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라시아 마을의 민족협의체 코디네이터 
몬세(Montse, 59세, 여)는 20대 운동가들의 비율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운동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걱정거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이 부재한 것이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짐작은 거리 캠페인을 주도하는 운동가들이 “배부되는 
홍보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기성세대 
운동가들 사이에서 강화되어 갔지만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청년운동가들의 운동방식을 “과격하다”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민족협의체와 ‘국민투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Esquerra Independentista, EI)이 이끄는 독립운동에 
대한 기성세대 운동가와 젊은세대 운동가들의 태도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33) 기성세대 운동가들이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에 대하여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청년운동가들은 이들에게 
적대감을 행동을 통해 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청년운동가들이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포스터 혹은 그라피티를 훼손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년운동가들이 민족협의체에서 담당하는 일 중에는 민족협의체에서 주최하는 
카탈루냐 독립에 관한 포럼 및 집단행동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있다. 
이는 주로 자정무렵에 가로등이 없는 공원에서 포스터를 분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처럼 어두운 곳에서 집결하는 이유는 붙여야 할 포스터의 갯수가 
언제나 너무 많아서 포스터 부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장소가 아닌 불법적인 
장소에 부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경찰의 단속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이 부착해 놓은 포스터 혹은 그라피티 

33)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은 민족협의체와 ‘국민투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각
종 집단행동에 있어서 간헐적으로 협력을 한다. 학생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공산주의
자, 무정부주의자가 모여 연합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은 운동의 목
표를 노동자, 여성, 학생 등 모든 억압받는 주체의 궁극적 해방으로 규정하고, 카탈루냐의 
독립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목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독립 후 즉시 
해산을 약속한 카탈루냐 민족체와는 운동의 목표에 있어서 구분되는 지점이다. 민족협의체
를 통해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이 이상주의자 집
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독립이라는 목표를 어찌되었든 공유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인 협
력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또한, 지역협의체의 코디네이터들은 카탈루냐 민족협의
체의 규모에 비해 좌파독립단의 규모는 매우 적기 때문에, ‘괘념치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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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일부러 민족협의체의 포스터를 붙임으로써 청년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운동적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에 의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포스터를 붙일 때 청년들은 실제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표식인 붉은색 카탈루냐 독립기의 그라피티, 낫과 망치 
그라피티, 카탈루냐 자유 만세(Visca Terra Lliure)와 같은 구호 위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좌파독립단의 홍보용 포스터를 훼손하고 그 위에 자신들의 포스터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한번 카탈루냐 좌파독립단 소속의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목격되면서, 청년운동가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협의체의 기성세대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청년운동가들의 
‘과격함’으로 인식되었다. ‘청년 민족협의체’ 독립의 찬반을 논하는 바르셀로나 
지역 협의체의 코디네이터 회의에서, 청년 민족협의체의 창설은 불가결정이 나고 
말았는데, 회의에 동석하였던 민족협의체의 초동멤버 중 한 명인 젬마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사례 16
“청년 민족협의체의 독립적 창설이 민족협의체에 부족한 젊은 운동가들을 
충원하고, 카탈루냐 독립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30세 미만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년운동가들이 다른 운동집단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싸움을 벌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청년 민족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되어 또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카탈루냐 독립운동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젬마 (Gemma, 50세, 여)

이처럼 청년운동가들의 행동은 기성세대 운동가들에 의해 ‘과격함’으로 
인식되고, 이들의 독자적인 운동 개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운동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다른 운동단체의 포스터나 그라피티를 
훼손하는 것은 과격함의 표출이라기보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저항문화를 
공유하는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년운동가들은 다른 운동단체의 
포스터나 그라피티를 집단적으로 훼손함으로써, 자신들의 운동가적 동료 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일례로, 그라시아 마을의 청년운동가들은 2013년 국경일 
시위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낫과 망치’위에 붙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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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박수를 치고 “카탈루냐 만세!”(Visca Catalunya!)를 외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라시아 마을 축제 때 
‘우브린 파스’34)의 초청에 성공한 좌파독립단이 민족협의체 청년운동가들의 
콘서트장 진입을 막고, 민족협의체의 촛불점화식 포스터를 훼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적대적 집단의 상징을 단체로 훼손함으로써, 내부적 집단의 
결속과 경계를 강화하는 희생의례의 고전적 사례로 볼 수 있다(Dutton 2006). 
민족협의체의 청년운동가들은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운동가들과 대학교, 
거주구역, 인간탑쌓기 협회 등을 통해 실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라시아, 산츠 마을의 축제 이후 몸싸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민족협의체의 
청년운동가들 사이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던 푸모(Pumo)와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공산주의 학생운동 단체 Arran의 대표 자우마(Jaume)는 
인간탑쌓기 협의회에서 7년동안 쌓아온 동료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양자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하였다. 상대의 ‘토템’ 손상을 통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과, 운동의 단체를 넘는 개인적 연망(Cross-cutting)(Gluckman 1954)의 
존재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회의와 거리캠페인을 
위주로 운동을 전개하는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청년운동가들의 저항문화로 볼 
수 있다.

기성세대 운동가들의 ‘진지하지 못한 집단’이라는 청년운동가들에 대한 규정 
또한 이와 같은 청년운동가들의 독자적인 저항문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기성세대 운동가들은 협의체 회의와 거리캠페인에 참여하는 
청년운동가들의 숫자가 적다는 사실에 대하여, 젊은 세대에게 “운동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루냐 좌파 공화당(ERC)의 
당원으로 활동하다, 민족협의체에서 독립운동을 한지 2년차인 에스테바(Esteve, 
48세, 남)는 “청년운동가들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강연이나 회의, 거리캠페인에 
나가는 대신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귀찮거나, 진지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청년운동가들의 모임과 
의견의 교환은 '회의 혹은 거리캠페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짐을 인지해야 한다. 청년운동가들은 협의체에서 개최하는 회의보다, 집이 

34) 카탈루냐 국가체에 속하는 발렌시아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는 10인조 밴드로 스카, 
펑크, 레게 음악을 주로 연주한다. 자신들의 음악에 카탈루냐 민속악기 둘사이나(dolçaina) 
등을 사용하거나, 카탈루냐 민족의 역사를 빠른 리듬으로 노래한다. 주로 10대후반-30대중
반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팬을 형성하고 있다.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이 인식하는 이 밴드
에 대한 의미 및 소비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I-1-2)에서 다루도록 한다.   



- 68 -

넓은 또래 운동가들의 집에서 자주 모임을 갖는다. 그 곳에서 음식을 시키고, 
술을 먹으면서 콘서트 계획을 짜거나, 청년층을 설득하기 위한 팜플렛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기성세대 운동가들은 ‘가정사’로 인하여 지역 협의체 회의의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회의 직후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반해 청년운동가들은 동료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이며, 그 시간은 5시간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잦은 비공식적 모임으로 인해 청년운동가들간의 
라포는 기성세대 운동가들보다 더 깊거나, 적어도 다른 방식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리에서 청년운동가들은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와 같이 카탈루냐 민족에 대해 서술한 책을 돌려 읽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운동과 학습이 결합된 독자적인 저항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세대 보편성을 지향하는 운동의 담론 및 표상과는 달리, 청년운동가들은 
기성세대 운동가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청년들이 운동의 분리를 염두에 두면서 운동의 연대는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성세대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그에 따라 
운동에서 발언권 축소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운동방식은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저항문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상징의 선택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

사회운동의 개진에 있어서 운동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은 
운동집단과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운동집단 구성원들을 동일한 역사의식을 
가지는 집단으로 표상하는 한편, 운동 참여자들간의 동질의식을 강화시키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에게 ‘기억의 공동체’로서의 공통점을 
강조함으로써 운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Farthing&Kohl 2013).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들이 카탈루냐가 스페인에 의해 핍박 
받아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카탈루냐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운동가들을 핍박받아온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상기시킴으로써 서로의 동질성을 더욱 본질화시켜 운동의 결속을 도모하고 
동일한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자에게 운동참여를 권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600년 중반 무렵에 있었던 카탈루냐 농민전쟁, 1714년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1940년 게슈타포에 의해 살해당한 카탈루냐 대통령의 사례는 운동가들의 
사적인 대화 혹은 광장 연설에서 ‘민족의 비극적 역사’에 대한 증거로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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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한편, 이와 같은 핍박의 연대기 가운데 민족의 비극적 역사로 
운동가들에 의해 가장 강조되는 사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랑코 시절에 
행해진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탄압이다. 운동가들이 마련한 한 풍자극에서 
연구자가 조사를 수행하던 2013년 당시 보수주의정당 국민당(PP)의 수장이자 
스페인의 총리였던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는 발렌시아 지방의 
카탈루냐어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등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탄압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항상 프랑코의 유령과 상의를 한 후 결정하는 우유부단한 캐릭터로 
그려졌다. 이 풍자극을 관람한 후 운동가들은 “현정부가 제시하는 협상안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탄압은 100년전에도, 
50년전에도, 지금도 지속된다”거나 “지금의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일어서려 하면 밟아온 것이 스페인의 역사이지만, 밟아도 다시 일어난 
것이 카탈루냐 민족의 역사다. 이번을 놓치면 우리에 대한 재정삭감, 언어 사용의 
탄압은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를 통해 운동가들이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의식을 토대로 현재의 정치적 인식을 공유하는 기억의 공동체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에서 집합기억은 상이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운동참여자들을 
연대하도록 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지만, 운동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표상하는 
상이한 담론 가운데에 위치하게 될 때 참여자들간의 위계를 발생시키거나 서로를 
경쟁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운동의 행위자들은 자신의 운동을 
외부를 향해 정당화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여러가지 담론들을 
활용하며, 이 담론들은 상이한 운동 참여자가 운동의 주안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경쟁관계 속에 놓여있다. 민족협의체 
내부에서 프랑코 독재정권 후반과 민주화과정을 직접 겪은 운동가들에게 ‘프랑코 
시절’이라는 기억의 단위는 이들의 동질의식을 강화시켜 주면서 민족의 
권리보전이라는 독립운동의 당위를 강화시켜 주지만, 독립 이후의 경제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의 당위를 설득하고자 하는 청년운동가들에게 과거의 소환은 
미래지향적이지 않거나 ‘세대 보편의 운동’이라는 운동의 가치와 상반된 것으로 
인식된다. 프랑코의 독재정 시절을 가깝게 경험한 세대가 운동가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족협의체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지배적 담론이 되고, 독립이후의 
전망을 논하는 담론은 배제되는데 이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확장된다. 프랑코의 
핍박에 고초를 겪은 카탈루냐 민족이라는 민족협의체의 일원화된 외부적 표상은 
민족협의체의 프랑코의 독재정 시절을 가깝게 경험한 대부분의 운동가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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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채택된 지배적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 
지향적 운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운동가들에게 과거에서만 독립의 당위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비추어지며 비판의 대상이 된다. 물론, 청년운동가들의 비판은 
단순히 이들이 기성세대들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프랑코의 독재정권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청년운동가들은 프랑코의 독재정 
시절 카탈루냐에 있었던 일을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시대속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족사를 ‘카탈루냐 민족사’로 확대시켜 생각함으로써 더욱 
가깝고 비통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프랑코 시절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이력으로 인하여 프랑코 사후 1981년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할 뻔 했던 부모를 둔 미겔(Miguel, 29세, 남)은 프랑코 
시절의 역사를 평가하며 ‘그저 역사속에 존재하는 사실’ 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사라질 뻔한 사건’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운동가들은 불과 30년전까지 경험되었던 민족 차별의 역사를 깊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속적인 등장은 청년운동가들이 
민족협의체 운동을 미래적 전망이 부재한 운동이라 평가하는 이유가 되었다. 
산츠 지역 협의체 소속으로 운동에 참여한지 2년이 되어가는 마갈리(Magalí, 
25세, 여)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동가들의 프레임이 ‘과거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지역회의체의 분위기는 20대의 
운동가들이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나가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 사례 17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 예를 들어, 실업 혹은 졸업 후 취업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그들은 우리를 들은 척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후에 제작되는 팜플렛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문제를 반세기 이전에 있었던 일과 비교합니다. ‘독재정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할말이 
없어져요. 내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 시절을 살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배우고, 듣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독립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FNAC의 계산대에 앉아서 일하는 것조차 특권이 된 것이 오늘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면 뭘 해야 하나요? 독립하면 일자리가 생기느냐 말입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궁금해 합니다.” 

마갈리(Magalí, 25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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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이 50대 후반인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스페인의 민주화 이전을 가까이 
경험하였고, 그 시절의 ‘집단기억’은 50대 이상의 운동가들에 있어서 공식적인 
회의상에서 자주 비유로 사용되거나,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도 지속적인 대화의 
소재거리가 된다.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 주제에 공감을 하며, 오히려 
스페인 정부가 행하는 카탈루냐어 사용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기성세대보다 더욱 
분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살았던 기성세대들에게 
‘프랑코 시절’의 이야기는 회의 혹은 대화의 장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소재이지만, 청년층에게는 “할 말이 없어져” 그저 “듣고만 있거나” 혹은 “반응만 
보이도록” 함으로써 대화의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할 뿐이다. ‘과거의 
소환’은 무의식적으로 독립운동 전반을 통틀어 기성세대 운동가들의 발언권에 
힘을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만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중요한 
‘취업’, 궁극적으로 미래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단순히 독립운동의 
주요 담론이 ‘과거’에 맞추어져있기 때문만은 아니라, ‘과거의 소환’에서 비롯되는 
발언권의 세대별 위계화와 관련된다.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운동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상징 또한 
세대가 다른 운동가들의 경합 가운데 탄생하는 집단 정치의 산물이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과거의 기억은 어떠한 상징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힘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이 때 사회운동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단순히 흥을 돋우어 주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운동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라시아 마을에서 열린 8월의 축제 중 마을의 가장 큰 광장인 ‘피 이 
마라가이’(Pi i Maragall) 광장에서 열릴 콘서트에 독립운동가들은 원하는 가수를 
초대할 수 있었다. 이 때, 어떠한 가수를 채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기성세대 
운동가들과 청년 운동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기성세대 운동가들이 
지지한, 프랑코 장군 치하 독재정권 시절 저항의 상징이었던 가수 ‘유이스 
약(Lluís Llach)’35)이 채택되고 청년운동가들이 선호한 ‘우브린 파스’가 탈락하는 

35) 1948년 카탈루냐 지로나에서 태어난 작곡가 겸 가수인 유이스 약은 프랑코의 독재 정
권 시절 저항하는 지식인의 상징이었다. 카탈루냐의 문화적 정체성 표출이 금지되었던 이 
시기, 유이스 약은 금지정책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카탈루냐어로 된 저항가요를 쓰고 불렀
다.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이 가수는 프랑코 정권에 
대항하는 음악운동인 ‘노바 칸소’(Nova Canço)의 주요한 리더 중 한 명이 된다. 1950년대 
싹을 틔운 이 운동은 카탈루냐 민족문화에 대한 탄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프랑코의 
군부독재 시절, 카탈루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유이스 약으로 표
상되는 ‘구대륙’의 저항정신은 그 후 ‘신대륙’ 칠레로 전해져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집권
하고 대략 20여년간 이어진 피노체트 정권의 저항가요 운동인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ón)의 초석이 된다(cf. Llach, L. & Espinàs, J. M.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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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이들 운동참여자간의 경합을 잘 보여준다. 청년운동가 그룹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갈리(Magalí, 25세, 여)에 따르면 민족협의체 예산상 모든 
가수를 초대할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우브린 파스’를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운동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종 후보에 
오른 두 가수 중, 프랑코 시절 독재 정권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었던 유이스 
약이 선택되고, 청년들이 추천한 가수는 기성세대 운동가들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탈락하였다. 운동의 상징으로서 ‘유이스 약’은 이와 같은 세대간의 경합 결과 
탄생한 것이며,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청년운동가들은 소외를 경험한다. 

유이스 약은 독재정을 살아낸 모든 스페인 국민들에게 군부 저항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지만, 특히 독재정권을 경험한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이스 
약의 생애사는 프랑코시절 카탈루냐 민족에 가해졌던 탄압으로서의 민족사로 
확장시켜 이해되거나, 그 시절 많은 카탈루냐 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가 
응축된 표상으로 이해된다. 람벡(Lambek)에 따르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며 지역적 서사 관례, 문화적 관습, 담론적 실천 및 기억 및 
기념에 대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해석적으로 재구성(Lambek 1996: vii)’되는 
것인데,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에게 유이스 약은 독재정에 대항한 ‘스페인 
시민’으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탄압에 저항한 ‘카탈루냐 인’의 
역사로서 기억되는 것이다.

프랑코가 집권하던 시절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운동가들에게 
유이스 약의 노래는 ‘저항의 순간’을 상기하게 함으로써 더 깊은 저항정신의 
상징으로 각인된다. 민족협의체 소속의 독립운동가이자 70년대 바르셀로나 
일대에서 벌어진 청년의사협회의 반파시스트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얼(Oriol, 59세, 
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사례 18
연구자: 약(Llach)의 노래는 제가 들었을때, 다소 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치고나가는 느낌 보다는, 주춤하는 것 같아요.
우리얼: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시대였지요. 주말이면 산타 마리아 델 마르 

(Santa Maria del Mar) 교회 앞에서 사르다나(sardana)36)를 

36) 사르다나는 카탈루냐 지방의 민속춤으로 전승되어 왔다. 민중들의 문화로 섬세한 양식
을 갖추지 못하였던 초기 사르다나와는 달리, 19세기 중반 이후 카탈루냐의 부르주아 계급
이 형식을 규격화하고 춤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감으로써 이들에 의해 민족의 상징으로 발
명되었다. 프랑코 독재 시절, 카탈루냐의 광장 곳곳에서 이 춤을 추는 것은 카탈루냐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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췄습니다. 일종의 ‘춤’을 핑계로 한, 사실상의 민족주의자 집회였어요. 
사르다나가 끝나면, 사람들은 ‘카탈루냐 자유 만세’(Visca Catalunya 
Lliure)를 외쳤고요. 그러면, 스페인 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라이에타나 (Laietana)거리 뒷골목 
구석구석을 지나서 카탈루냐 광장까지 도망을 갔지요. 광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거나, 웃으면서 유이스 약의 
‘말뚝’을 조용히 부르고 헤어졌어요. 이번 주말도 다행히 안잡혔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뚝을 들으면 그냥 듣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이스 약의 노래를 들으면 그 순간이 생각나고 
눈물이 나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압제적인 정권 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카탈루냐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요.

40년전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눈물’을 나게 할 정도로 유이스 약은 여전히 
우리얼에게 있어서 강력한 존재이다. 60년대 말, 산타 마리아 델 마르(Santa 
Maria del Mar)교회 앞에서 사르다나 춤을 추고, 카탈루냐 광장에서 ‘말뚝’을 
부르는 것은 당대의 독재정에 저항하는 바르셀로나시의 하나의 ‘저항적 
레퍼토리’를 형성하였고, 50대 후반 이상의 운동가들은 이를 대부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노래가 나오는 
때마다 운동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울음을 삼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을축제에서는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콘서트를 관람하던 주민들 
또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우리얼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말뚝을 통해 
운동가들은 과거의 독재정과 현재의 정권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스페인 정부를 '압제적인 정권'으로 정의한다.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정권과 현재의 정권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억의 고리로 
의미화된다.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뚝’(L’Estaca)은 ‘독재정권의 억압’과 ‘연대를 통한 
저항’의 두 가지를 핵심적적으로 표현한다. 노래의 제목인 ‘말뚝’은 당시의 
독재정권을 상징하고, ‘말뚝에 묶여있는’ 상황은 카탈루냐인들이 자유를 상실한 
모습을 의미한다. 독재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희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인식되면서 프랑코 정권의 민족탄압에 항의하는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된다(Brande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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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데, 말뚝이 ‘썩은지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이 독재정권의 부패 및 
반민주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해 정권이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한다면, ‘함께 당기면 무너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썩은 말뚝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말뚝’에서 
드러나는 ‘저항’의 핵심은 연대의 정신인데, 이는 후렴구의 ‘너’와 ‘나’는 ‘함께 
당김’으로써 말뚝에 묶인 ‘우리’로 하나가 된다는 표현에서, 또한 ‘너’와 ‘나’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노래의 가사가 만들어진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말뚝’에서의 
연대는 특히 ‘세대간의 연대’를 상징하는데, 이는 노래의 형식이 젊은이와 노인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가사에서 젊은이가 
말뚝의 무게를 힘들어하며 해결책을 구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현관 밑에 숨는 
존재라면, 노인은 그 말뚝이 ‘썩었다’ 이야기 하며 희망을 주고, ‘악의 바람’이 
가는 방향을 미리 알고 있으며, ‘함께 당기자’라고 이끌어주는 존재다. ‘미숙한 
젊은이’와 ‘지혜로운 노인’의 상이한 두 주체는 자유를 얽매는 말뚝이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가 되며, 독립운동이라는 과업 속에서 세대간의 연대를 상상하게 
하는 상징적 가치를 갖는다.

말뚝

시젯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지
새벽의 현관문 앞에서
해가 뜨기를 기다릴 때
마차가 지나가는 그 때

할아버지, 우리가 모두 묶여있는
저 말뚝이 보이나요?
저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다시 걸을 수 없을 거에요

(후렴구) 우리가 모두 함께 당기면, 무너질 것이고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질거야.
이미 썩은지 오래 되었을 테니.



- 75 -

(후렴구) 네가 여기를 힘껏 당기고,
내가 저기를 힘껏 당기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질거야.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될거야.

그렇지만, 할아버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손은 껍질이 벗겨졌고,
내 힘이 다 할 때,
그것은 더 넓고 커질거에요.

이미 썩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내 힘을 벗어납니다.
그러니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후렴구)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 말이 없다.
악의 바람이 불었고,
할아버지는 그것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았다.
그리고 나는 현관 아래에 숨었다.

그리고 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 지나갈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노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그 노래

(후렴구) 

그러나, 기성세대 운동가들에게 표상되는 유이스 약과 그의 노래의 저항 및 
연대정신은 청년세대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약화된다. 청년운동가들은 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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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누구인가, 나아가 이 인물이 표상하는바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독립운동을 한 지 7년이 된 자우마(Jaume, 29세, 남)는 동료들이 학업과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 배분에 힘들어할 때마다, ‘말뚝’의 후렴구인 ‘너도 당기고, 나도 
당기면 언젠가는 무너지리’를 자주 인용하여 그들을 격려한다. 또한, 
청년운동가들은 바스크지역의 주민들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말뚝’을 에우스케라(Euskera, 바스크어)로 바꾸어 부른 영상을 보며 만족해하고, 
그 가사를 배워보려고도 한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청년들은 유이스 약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저항성’을 인지하고 현재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원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운동가들은 유이스 약을 ‘저항’의 
아이콘이라기 보다는 ‘슈퍼 부르주아’로 인식하기도 한다. 즉, 유이스 약이라는 
기호는 여러가지 기의의 경쟁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유이스 약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 사례 19
연구자: 마을축제에 초대할 가수로 유이스 약은 마음에 들지 않나요? 가사도 

외우잖아요.
조르디: 부모님도 외우고, 메르세(Mercè)37)때도 노래한 적이 많으니까요. 

가사도 정말 좋습니다. 카탈루냐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너도 당기고, 나도 당기면 언젠가는 무너지리’ 이 비유는, 
그냥 비유 이상이에요. 그런데, 유이스 약을 보면 지금 인생이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할 수 있는게 많아요. 노래도 잘 
쓰고, 잘 부르고. 얼마전에는 책도 냈어요. 이제는 돈이 진짜 많은 
거에요. 여행다니는게 휴가가 아니고 일상 같아요. 저항하는 슈퍼 
부르주아죠(un altre super burgués protestant). 그냥 은퇴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괜찮을수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무너지리, 
무너지리’ 하는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38)

37) 매월 9월 셋째주에 열리는 바르셀로나의 지역 축제. 성모 메르세(Mare de Déu de la 
Mercè)의 축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르셀로나 일원에서 모든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는 
대중, 민속문화행사가 열리는 축제이다.
38) 2007년 유이스 약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독립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다
시 무대로 돌아올 것을 선언했고, 이를 설득한 것은 민족협의체의 초동멤버들로 알려져 있
다. 2011년 4월 ‘독립국가를 위한 민족회의’(Conferència Nacional per l’Estat Propi) 
를 위한 서명에 27명의 예술가와 함께 참여하였고, 2013년 6월 29일 바르셀로나 축구 클
럽 홈구장인 ‘캄프 노우(Camp Nou)’에서 열린 ‘자유를 위한 콘서트’에 참여하여 피날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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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렇다면 우브린 파스는 유이스 약과는 다른가요?
조르디: 다르죠. 노래가 화를 밖으로 내뿜는 것 같아요. 직설적인 노래고, 

거기에서는 어떤 위선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저항하는 
부르주아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인거죠.

조르디(Jordi, 27세, 남)

조르디의 진술에서 보여지듯, 기성세대에게 인식되는 ‘저항의 아이콘’으로서의 
유이스 약의 의미는 젊은세대들에게 있어서 약화된다. 저항과 연대의 기억이 
결정화된 상징으로서 유이스 약은 20대 청년운동가들에게 저항의 의미 보다는, 
‘노래하고, 책 내고, 여행다니는 부르주아’의 표상으로 이해된다. 
청년운동가들에게 유이스 약은 ‘새로운 세대가 뿜어내는 에너지’인 우브린 파스와 
비교되며 ‘저항하는 부르주아’라는 구시대의 상징으로 자리잡는다. 

그렇다면, 우브린 파스라는 가수 그룹과 그들의 노래는 청년운동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가? 청년운동가들은 우브린 파스를 유이스 약보다 
강한 저항정신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청년운동가들은 이를 우브린 파스라는 
가수의 민족적 배경과 음악의 미학적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우브린 
파스는 발렌시아 출신으로서 카탈루냐와 민족적 기원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스페인의 자치주 중 스페인의 제민족에 대한 배타주의 및 스페인 중심의 
일원주의적 민족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고, 네오나치의 인종적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자신을 스페인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카탈루냐어를 쓰며 카탈루냐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브린 파스는 자신의 카탈루냐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고, 카탈루냐어를 사용함으로써 발렌시아 지방에서 스페인의 강력한 일원적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카탈루냐인의 표상으로 인식된다. 이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 
카탈루냐 민속악기인 둘사이나(dolçaina)와 그라야(gralla)의 소리를 주선율로 
사용하는 것은 ‘카탈루냐 인 됨’의 실천이자, 발렌시아 출신이라는 맥락 속에서 
‘저항’으로 인식된다. 프랑코 시대 저항의 상징이었던 유이스 약이 현재는 안착한 
‘슈퍼 부르주아’가 되었다면, 우브린 파스의 저항은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다.  

장식하기도 하였다. 
(http://www.ara.cat/cultura/Concert_per_la_Llibertat-Lluis_Llach_0_940706105.ht
ml). 은퇴한 후에 활동을 재개할 정도로 유이스 약은 카탈루냐 민족에게 저항의 상징으로 
인식되지만, 청년운동가들에는 저항의 의미보다는 기득권이 된 기성세대로 인식되는 경향
이 더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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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운동가들은 우브린 파스가 부르는 음악의 형식 -박자, 멜로디- 및 가사가 
‘유이스 약’에 비해 더욱 활기차고 직설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유이스 약의 
‘정적인 음악보다 사기를 돋우어 주기’에 젊은세대의 운동참여를 독려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한다. 우브린 파스의 노래가 활기차다고 느껴지는 것은 악기의 
구성과 음악의 박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이스 약의 노래가 대부분 
가수의 기타 솔로 반주로 불러지는 반면, 우브린 파스의 노래는 둘사이나, 
퍼커션, 그라야, 키보드, 기타, 베이스기타, 트롬펫, 트롬본, 트리키티차(trikitixa), 
봉고로 다양하여 복잡하고 신나는 멜로디를 구사할 수 있다. 한편, 우브린 파스가 
다루는 음악의 장르는 빠른 리듬의 스카, 펑크, 록인데, 이 음악에 카탈루냐 민속 
음악의 선율을 빠른 리듬으로 편곡하여 섞는다. 우브린 파스 콘서트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이 대부분 20-30대층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빠른 박자에 맞추어 
손을 위로 힘차게 올리고, 간주 중간에 ‘카탈루냐 만세’(Visca Catalunya)를 
부르거나 관중석 한가운데에서 폭죽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기찬 
분위기의 음악은 청년운동가들에 “심각하거나 장엄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친다거나, 적극적인 표현”으로 인식된다.

청년운동가들은 우브린 파스의 노래 가사가 “두려움이 없다”, “직설적이다”, 
“닭살스러운(cursi) 비유가 없다”는 점에서 유이스 약의 노래보다 더 호소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브린 파스의 히트곡이자 청년운동가들에게 자주 불리는 
‘불꽃(La flama)의 가사를 보면,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멈추지 말아라’, 
‘참여하라’, ‘두려운 것은 없다’와 같이 직설적인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데, 
청년운동가들은 이 부분을 실제로 악센트를 넣어서 부르며 힘찬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 

한편, 바르셀로나 일대 청년들의 저항문화에서 ‘불’의 이미지는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길을 밝혀주는 불’이라는 의미보다는 저항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인식된다. 카탈루냐 광장에서 열린 9월의 한 청년 독립운동가 집회에서 
연사는 “불꽃을 피움으로써 독립을 열망하는 청년의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amb 
la flama encesa, la convicció dels joves vers a la independencia serà 
revelada al món)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독립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과격주의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의식하여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청년운동가들의 집회에서 불은 공중에 터뜨리는 불꽃, 
땅에 터뜨리는 불꽃화약, 행진할 때 사용하는 횃불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 79 -

등장하며, 그 결과 불꽃의 이미지는 독립주의자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겁쟁이 
노인’(iaios porucs)과 대비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새로운 세대’(generació nova)의 상징으로 의미화된다.

불꽃

다가올 지금 이 시간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거리로 나와 참여하라
기쁨과 전의로 가득찬 하나된 민중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

역사의 불씨와 함께
용감한 발길을 옮기며
우리는 기억의 깊숙한 곳에
어떤 감정의 불꽃을 피워냈다

언제나 달리며 살아가리
사람들과 함께 전진하며
바람에 맞서고
감정을 전하며
언제나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리
시간을 관통하는 불꽃을 살게하고
역동하는 민중의 불꽃을 살게하며

단어의 뭉치와 함께
긴긴 밤을 지나며
우리는 새로운 함성의 무대인
계곡과 바다와 산을 만들어냈다

언제나 달리며 살아가리
사람들과 함께 전진하며
바람에 맞서고
감정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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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리
시간을 관통하는 불꽃을 살게하고
역동하는 민중의 불꽃을 살게하며

사회운동에 사용되는 음악은 운동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상징과 같다. 이 음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때때로 어떠한 음악을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사회운동에서의 상징은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운동의 외부적 확장을 가능케하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음악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경합하는 과정은 운동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현장에서 청년세대에게 인기있는 
우브린 파스의 노래가 탈락하고 프랑코 독재 시절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유이스 
약의 노래가 선택되는 과정은 민족협의체의 내부에서 고령의 운동가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프랑코 독재정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많은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각인되어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미래를 
주장하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준다. 

2. 스페인 이민자 1세대39)의 운동참여와 민족감정으로 인한 경합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대중화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집단은 스페인 

이민자 1세대들이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외부적 시선에서 ‘스페인’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항한 ‘카탈루냐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동일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주권의 분리 문제에 민족 감정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스페인의 보수주의 정당들이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세력을 ‘광적인 민족주의’자로 고발하고자 

39)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의 여러 지역 중에서 바스크 지역과 함께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Pi-sunyer 1974)이며, 이러한 경제적 부유함은 카탈루냐를 항상 이민인구
의 출발지보다는 도착지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코의 독재정이 들어선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던 카탈루냐의 경기가 회복되는 1950년 무렵, 가난한 스페인 남부 지
역의 안달루시아 사람들은 카탈루냐로 대규모 이주하기도 하였다(Rebagliato 1978: 256). 
1951년부터 1960년사이 안달루시아에서 카탈루냐로 이주한 인구는 116만명이 이르며, 그 
결과 1910년 5.4%에 불과하던 이민자비율은 1970년 47.7%까지 늘어난다(Laitin 1989: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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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운동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운동가들은 운동의 현장에서 민족화합의 표상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족협의체 내 스페인 이민자 1세대의 존재와 그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지속적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정체성의 문제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독립운동의 ‘민족 초월성’ 담론 속에 스페인 이민자 
1세대들과 ‘뼛속까지 카탈루냐인’(Català de soca-rel, Català de ceba)들이 
갖고 있는 상이한 민족감정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독립운동 세력내의 경합 
양상이다. 민족협의체가 주도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서 ‘민족 초월성’의 
이데올로기는 운동의 참여자들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헌신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민족을 초월한 운동의 확장을 위한 
표상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의 집단을 단결하게 하고 외부적으로 
일원화 되어 보이도록 하는 ‘민족 초월성’의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운동의 
내부에서 참여자들이 가지는 상이한 ‘민족 감정’으로 인하여 운동참여자들이 
서로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들이 느끼는 ‘민족감정’에 주목하는 것은, ‘민족’을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지는 도구적 관점의 해석을 극복하고 하나의 ‘현실’로서 
민족을 이해하게 하며, 표면적으로 단결되어 보이는 운동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합관계를 보여준다.  

 
1) 스페인 이민자 1세대의 참여 및 ‘민족 초월 운동’의 표상

민족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 연망이 형성될 2010년 초기, 스페인 이민자 
1세대가 운동가로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1960년대 말,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독재정 하에서 빈곤해 진 경제적 사정을 견디지 
못하고 카탈루냐로 이민을 온 것이 현재의 이민자 1세대를 구성한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스페인 이민 2세를 이루는데, 이들의 부모는 스페인 평균보다 
우월한 카탈루냐의 경제적 여건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녀들의 
카탈루냐 학습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Boada 1996: 30). 이에 따라, 스페인 
이민 2세들은 자신을 스페인 사람이 아닌 카탈루냐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카탈루냐 민족 정체성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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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그라시아, 산츠, 아이샴플라 세 구역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민자 
1세대들이 말하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주요 이유는 대부분 ‘자식들’의 설득 
때문이다. 이민자 1세대들은 노동자 계급으로서 전통적으로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 혹은 스페인과의 연방제 강화를 주장하는 카탈루냐 사회당(PSC)의 지지층을 
형성하며,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표현해 
왔다(Colomé 1989). 스페인 이민자 1세대는 여전히 집값이 다소 저렴한 
바르셀로나시 교외지역에 거주하며, 그 곳에서 카스티야어 구사자들과 주로 
어울리기 때문에 카탈루냐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40) 이들이 독립운동에 대하여 소식을 듣는 것은 대부분은 
2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였는데, 자신을 여전히 스페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 부모와 카탈루냐인 사이에서 2세대들은 양자의 경계집단을 매개하는 
역할(cross-cutting ties)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민자 1세대들은 
초기에는 독립운동에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스페인 이민자 2세대의 부모들을 중심으로 점차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스페인 이민자 2세대의 경우 자신이 부모의 출신을 특별히 밝히지 않는 이상 
이민자 2세대라는 정체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2세대들은 스스로를 
카탈루냐인 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카탈루냐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민 1세대 운동가들은 ‘스페인 
출신의 카탈루냐인 독립운동가 모임’(catalans d'origen espanyol per 
l'independència)라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적 친밀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 출신의 
에두아르도(Eduardo, 63세, 남)에 의하면 “서로 카스티야어로 말을 편하게 할 수 

40)  카탈루냐 사회에서 ‘카스티야어어 구사자’(castellaparlant), 혹은 ‘스페인 출신의 카
탈루냐사람’(catalans d'origen espanyol)이라 함은 카탈루냐에서 거주한지 오래되었음에
도 자신을 여전히 스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카스티야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을 의미
한다. 한편, 연구자가 스페인 이민자들이 인구의  대부분인 교외 지역의 거리 캠페인에 참
여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한 유명한 카탈루냐 코미디언의 일화는 카탈루냐 지역에 존재하
는 민족 거주구역 분리의 양상을 잘 드러내 준다. 이 코미디언은 카탈루냐어 방송 TV3의 
유명한 정치풍자 프로그램인 폴로니아(Polònia)에 출연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
데, 연구자와 몇몇의 운동가들이 거리 캠페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중 한 운동가
는 이 코미디언에게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거리에 지나다니기 힘들겠다”라고 대화를 건네
었는데, 그는 “이 동네에서 TV3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
도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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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밖에서 왔기 때문에 뭔지 모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민 1세대로서 카탈루냐어 구사가 
불편한 이들의 특성상, ‘카스티야어를 모국어로 한다는 것’과 ‘밖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들을 이민 1세대 운동가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카탈루냐어를 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티야어로 서로 
소통한다. 또한, 이들 중 많은 활동가는 이민자의 인구 구성 비율이 높은 
바르셀로나의 교외에 거주하며, 함께 차를 타고 운동본부에 오거나 돌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카탈루냐 출신 운동가들과 구별되는 언어의 구사, 주거지역의 
구별은 스페인 이민 1세대 운동가들로 하여금 ‘민족적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스페인 이민 1세대 운동가들은 ‘민족을 초월한 운동’이라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표상적 측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페인 출신 이민자들의 운동 참여를 격려한다. 이들은 모임의 
회의에서 자신들을 지칭할 때, ‘스페인에서 온 카탈루냐 사람으로서’라는 
수식어를 통해 스스로를 설명하며, 스페인 출신의 카탈루냐인을 설득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민족협의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세미나, 강연 중 이들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운동가들은 연사가 스페인 
출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안내책자에는 카탈루냐 독립기나 혹은 카탈루냐 
주를 상징하는 세녜라기도 삽입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운동이 민족문제와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스페인 이민 1세대 운동가들은 
바르셀로나보다 스페인 이민자 1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바르셀로나 교외구역인 
레드벨트(cinturó roig) 지역의 이웃협회와 같은 곳에서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의 
내용은, 자신들이 어떻게 카탈루냐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자신을 카탈루냐 
사람으로 여기는지 혹은 스페인 사람으로 여기는지, 독립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페인으로부터 국가를 분리한다는 것과 개인의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양립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독립을 
지지한다는 서사로 대부분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은,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언어, 출신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민족 초월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스페인 출신 이민자들의 운동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스페인 출신) 우리가 독립을 지지하는 이유’ 강연 중 
발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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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0
“우리가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민족의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은 독립운동이 반드시 
민족문제와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 소위 ‘뼛속까지 카탈루냐인’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과격한 민족주의자이다, 스페인출신 
이민자들을 선동한다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출신의 
카탈루냐인(catalans d’origen espanyol)인 우리들이 별도로 강연을 
마련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왜 독립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와는 
다른지를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설득은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이 적어도 ‘왜 스페인 사람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는가’ 한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정체성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운동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죠. 이것은 운동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운동을 떠나서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과 같고, 도구 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입니다. 독립은 
실용의 문제이지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안(Juan, 65세, 남)

후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스페인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은 운동자원으로서 
자신들의 존재가 표상하는 가치를 의식하고 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은 ‘뼛속까지 카탈루냐인’ 운동가들이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과격함’, 혹은 ‘선동’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스페인 출신 
카탈루냐인’임에도 독립을 지지하는 자신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이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스페인 출신의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정체성 
문제’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공헌한다. 

2) 민족감정으로 인한 갈등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스페인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이 독립은 ‘실용’의 
문제이며, ‘민족’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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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거나, ‘카탈루냐 사람이기보다는 더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카탈루냐 출신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운동가들과 운동의 실천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이란 “매일 매일하는 국민투표”(un 
plèbiscite de tous les jours)`라는 르낭(1882)의 입장, 인쇄 자본주의로 인해 
상상하는 공동체의 범위 확장으로 보는 앤더슨(2006)의 견해는 모두 민족의 
가공성을 전제하지만, 특정 ‘민족됨’을 상상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은 강력한 감정을 유발하는 궁극적 현실이 될 수 있다(Llobera 1994).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민족의 민족주의를 연구하였던 반 게넵은 민족의 
가공성을 전제한 후 ‘민족됨’(nationality)을 상상하는데 있어, 민족 구성원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에 주목하고 ‘민족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하여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Gennep 1920, Llobera 1994: 9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강력한 민족감정으로 인하여 민족초월성을 주장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이면에서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운동참여자들이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스페인 이민 1세대의 운동참여자들과 ‘뼛속까지 카탈루냐인’들의 상이한 
민족감정은 ‘스페인 민족’과 ‘카탈루냐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사용을 통해 
확인된다. 뒤르켐은 호주 부족사회 연구에서 토템을 상징하는 각종 상징물을 
휴대하는 개인들이 그것을 통해 집단의식의 원천이 되는 토템에 대한 강한 
감정적 유대를 느낀다는 사실을 간파하는데, 이것을 근대국가의 어떠한 용사가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속한 조국의 국기를 보며 스스로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장렬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Durkheim 
1985[1912]: 237). 카탈루냐 사회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출신지역, 모국어 
종류가 다양한 다민족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일상적 행위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실천되는 ‘카탈루냐 민족’의 경계가 유동적임을 밝혀왔는데(Rovira Martinez et 
al, 2006), 카탈루냐 독립운동에서 사용되는 민족상징은 그것에 대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민족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하기도 한다. 자신을 
스페인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카탈루냐 민족으로 정의하는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이 대부분인 민족협의체에서,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적대집단으로서 
스페인의 상징을 비웃거나, 해하면서 카탈루냐 민족이라는 의식을 자각하고 
운동집단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카탈루냐 
민족으로 여기는 운동가들의 스페인을 의미하는 민족상징에 대한 비동일시는 
스페인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토템 혹은 성스러운 상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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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운동 시 사용되는 카탈루냐 혹은 스페인 민족 
상징에 대한 카탈루냐인 운동가들의 태도를 통해 스페인 이민 1세대 운동가들은 
민족협의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탈루냐인 운동가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된다. 

# 사례 21
[그라시아 마을 운동가들이 개설한 메신저 채팅방의 대화내용 중 일부 

(2013-11-25)]

[그림7] 왼쪽부터 프랑코 정권의 국기 - 스페인 국기 - 카탈루냐 주기 - 

카탈루냐 독립기

  
  A: 카탈루냐의 독립은 진화이다. 
  B: 으하하하 라호이한테 보내라.
  C: 음...그런데 저거 밖으로는 내보내지 말길.
  A: 하하, 왜? 라호이41)가 좋아할 것 같은데.
  C: 그래도 내 심장 반쪽(la meitat del meu cor)은 스페인이다.
  B: 내 심장도.
  D: 내꺼도.  
  A: 나도.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문학작품은 돈키호테. 
  C: 하하하, 그래도 진짜 심장 반쪽은 아니지. 

41) 카탈루냐의 독립에 반대하고, 강력한 스페인 중앙집권적 성향의 국민당(Partido 
Popular) 총수이자 스페인 총리(20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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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들이 개설한 메신저에 A는 위의 그림을 ‘카탈루냐의 독립은 
진화이다’라는 이름으로 게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프랑코주의의 스페인은 가장 덜 
진화한 인류, 지금의 스페인 - 카탈루냐주를 거쳐 카탈루냐의 독립이 가장 
진화한 인류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카탈루냐의 독립을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규정하고, 현재의 스페인을 뒤쳐진 상태로 정의하는 운동가들의 인식을 
드러내준다. A, B, D는 자신을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이라고 평소에 주장하는 
운동가들인데, 스페인을 ‘덜 진화한 것’으로 묘사한 이 그림을 스페인 총리에게 
보내도록 종용함으로써, 스페인 정부를 조롱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인 운동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스페인 정부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카탈루냐 출신 운동가들의 민족적 동질의식을 강화시킨다. 
그 반면, 그라나다 출신의 C는 자신의 ‘심장 반쪽이 스페인이다’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이와 같은 웃음의 코드를 공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스페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A, B, D는 자신의 심장 
반쪽 또한 스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C는 ‘진짜’ 심장 반쪽이 아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A, B, D와 구분되는 존재로 위치 짓는다. 스페인 국기는 
A, B, D에게는 적대감을 통해 자신들의 동질성을 자각하게 해주는 반면, 스페인 
이민1세대 출신 운동가 C에게는 A, B, D와는 구별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민족적 경계상징(boundary symbol)(Cohen 1985)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카탈루냐 독립운동에서의 민족 상징의 사용은 자신을 카탈루냐 
인으로 여기는 운동가들과 스페인 인으로 여기는 운동가들이 서로를 다르게 
구분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민족상징에 대한 운동참여자들의 상이한 감정적 경험으로 인해 운동의 장은 
일상에서 잊혀졌던 민족적 경계를 뚜렷이 하고, 민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운동가들은 거리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스페인 신분증 멀리던지기 
대회’(Llançament DNI espanyol)42)를 계획한다. 이 게임은 출발선에서 스페인 
신분증을 던져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으로서, 카탈루냐의 
지로나(Girona) 지역에서 처음 인기를 얻은 후 카탈루냐 전역의 마을축제 및 
거리캠페인에서 독립주의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행사이다. 게임의 결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탈루냐 전역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각 게임의 우승자는 

42) 현지조사 수행당시, 최고기록은 2013년 8월 3일 27.54 m를 던진 오소나(Osona) 출신
의 한 남성이 보유하고 있었다.
(출처: http://www.naciodigital.cat/noticia/57620/cau/record/nacional/llancament/
dni/espanyol/osona, 나시오디지탈, 2013년 11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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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애국자’(el més patriota)로 명명된다. 이와 같은 명명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 신분증을 던지는 행위는 경기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신분증을 통해 
부여되는 법률적 지위인 ‘스페인 시민’ 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신이 
카탈루냐인 임을 공표하는 상징적 행위로 인식된다. 그러나 스페인 출신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스페인 신분증을 던지는 행위는 단순히 법률적 
지위로서 스페인 시민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이는 결국 자신을 카탈루냐인으로 정의하는 
운동가들과 스페인 출신 이민자 1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 사례 22
[스페인 신분증 던지기 게임을 결정하는 회의(2013년 9월 30일)]
주안: 스페인 정부는 우리가 독립하면 스페인 국적을 빼앗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해요. 스페인 헌법에 의하면, 어떤 시민이 스페인 국적
을 한 번 취득하고 나면, 그것을 철회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로서
는 유감이지요, 왜냐하면 스페인 신분증을 갖고 있기 싫거든요. 가능하다
면, 불태우거나 찢어버리고 싶어요.

파키타: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 내 정부라고 하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난 스페인 
사람입니다. 내 부모는 코르도바에서 왔고, 나는 자식들과 
카스티야어로 대화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애들이 아무리 자신을 
카탈루냐 사람이라 생각해도 말이죠. 내 신분증에 나는 스페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카탈루냐인 이기도 
하지만, 스페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카탈루냐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신분증을 불태우거나, 던지지 않아도 되는 거에요.

주안: 나는 사람들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는 한, 그 사람이 자신을 더 
스페인 사람이라고 느끼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스페인 사람이 된 거에요. 

파키타: 음...... 이 곳 카탈루냐에는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 주장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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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면서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분증 던지기 게임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안(Joan, 54세, 남)
파키타(Paquita, 63세, 여)

주안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카탈루냐 출신 운동가들에게 스페인 신분증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법률적 시민권 이상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원치도 않는데 강제된 것”이기에 ‘불태우거나 찢어버리고 싶은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이민자 1세대인 파키타에게 스페인 신분증을 던지자는 제안은 
자신이 “코르도바 출신의 부모를 두고 있고, 카스티야어로 자식과 대화한다”라는 
스페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나는 스페인 사람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스페인 
출신 이민자 1세대들은 스페인 신분증 던지기 게임을 재고하도록 주장하였는데, 
게임은 결국 취소되었다. 

# 사례 23
[스페인 신분증 던지기 게임을 결정하는 회의(2013년 9월 30일)]
“괜히 신분증을 던졌다가 스페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들이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 더욱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회원의 확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 결속의 차원에서 신분증 던지기 
같은 행동은 고려해봐야 합니다. 겉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한 뒤, 
내부에서 누가 어느 출신인가에 따라 차별적인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에두아르도(Eduardo, 63세, 남)

# 사례 24
연구자: 스페인 신분증 던지기 대회에서 신분증은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특별히 이 게임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리아: 거리 캠페인에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독립주의자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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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정체성 보장의 요구를 넘어서 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미있는가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카탈루냐 사람들도 운동에 많이 참여한 것이고요. 그런데 스페인 
신분증 던지기와 같은 행위는 나처럼 아직 카탈루냐 사람이라기보다 
스페인 사람이라고(la persona que se sent més com a l'espanyol 
que al català com jo)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사람에게는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스페인 정부가 아닌 스페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 초월성의 가치와는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독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의 연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María, 60세, 여)

에두아르도와 마리아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인 
신분증 던지기가 ‘민족 초월성’이라는 운동의 표상적 가치를 훼손할 뿐더러, 운동 
내부 차원에서 운동가들의 출신에 따라 ‘차별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곧, 대부분의 카탈루냐 출신의 
운동가들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스페인의 민족상징물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스페인 출신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 혹은 공격의 
감정으로 경험되면서, 운동의 연대는 흔들리기도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담론 속에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운동가들은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이며,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노출하는 스페인 
지역 출신자들과 자신들의 구분은 스페인 이민 1세대들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뼛속까지 
카탈루냐인’들은 연구자에게 ‘우리는 스페인 정부 혹은 스페인이라는 국가(el 
govern espanyol o Espanya com a estat)에 대항하는 것이지 스페인 
사람들(els espanyols)과 맞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운동의 민족 초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운동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교육 수준이 부족한 안달루시아 사람들과 한 지붕에서 살기 어렵다’, 
‘플라멩코는 유치하다’, ‘우리가 민족문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카탈루냐인들에 비해 여행을 적게 다니고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가지지 못한 
스페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농업만 하던 카스티야 지방의 마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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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을 리 없다’ 등의 언급은 스페인 이민자 1세 운동가들이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운동의 발언에 있어서 위축되기도 하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뼛속까지 카탈루냐인’들은 이러한 언급을 하는 맥락은 
운동에 참여하는 스페인 출신의 운동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스페인의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함으로써 카탈루냐 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스페인 출신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은 이를 통해 운동에서의 소외를 경험한다.

3. ‘카탈루냐 국가체’의 독립과 마요르카 출신 운동가들의 소외

카탈루냐주(州)에서 시작된 독립운동과 그의 확장은 ‘카탈루냐 국가체’43)중 
마요르카44) 출신의 카탈루냐 주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요르카의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카탈루냐 좌파독립단’(EI)과 
협력하여 주권국가의 국경을 ‘민족에 대한 압제’로 규정하고, 이를 초월한 
카탈루냐 국가체의 연합국 건설을 진정한 민족의 해방으로 여긴다.

이번 장에서는 마요르카 사람들의 독립운동의 참여 및 운동전개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고, 운동의 확장을 위해 마요르카에 거주하는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탄압을 전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표상하는 운동지도부와 운동참여가 
배제되는 마요르카 지역 운동가들의 갈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마요르카에서의 일상적 국가경험 및 독립운동에의 참여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는 국민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민족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민국가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국민정체성은 다양한 민족문화간의 위계를 낳고 이는 때로 민족 
정체성 유지에 위협을 느끼는 소수 민족 –혹은, 소수화된 민족-은 이에 
저항하기도 한다. 카탈루냐 민족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주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발렌시아, 발레아레스 제도, 프랑스의 랑그독 지방, 이탈리아의 알게시에 

43) 카탈루냐 국가체에 대해서는 1.3. 연구대상 개관을 참조할 것.
44) 카탈루냐 국가체를 이루는 발레아레스 제도(Mallorca, Menorca, Cabrera)의 가장 큰 
섬으로, 총인구수 87만명 중 91,247명이 제도를 떠나 생활하고, 그 중 10,762명이 카탈루
냐에 거주한다(IBESTAT 2012). 카스티야어와 함께 카탈루냐어는 마요르카의 공식언어이
다. 마요르카 지방에서 쓰이는 카탈루냐어 방언은 ‘마요르카어’(Mallorquin)이라 불리기도 
한다.



- 92 -

거주하고, 여전히 카탈루냐어를 구사한다. ‘카탈루냐 국가체’로 불리는 이 영토는 
정복왕 자우마 1세(Jaume I)가 카탈루냐를 통치하던 시절 최대 영토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서는 카탈루냐 민족정체성이 강하게 
남아있고,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카탈루냐 주와의 연합을 통한 독자적 주권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마요르카가 속해있는 발레아레스 
제도의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은 카탈루냐 주를 제외한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카탈루냐 민족정체성을 주장하는 자들로 알려져있다.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마요르카인들 중 카탈루냐 주를 넘어서 ‘카탈루냐 국가체’를 설립하고자하는 
입장을 지닌 운동가들은 ‘마요르카인들의 공간’(espai Mallorca)45)에서 활동하며 
‘카탈루냐 좌파독립단’46)과 함께 카탈루냐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왔다. 마요르카 
출신으로서 7년째 좌파독립단에 소속되어 카탈루냐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운동가에 따르면, 마요르카 출신의 독립주의자들에게 대중적 운동을 
목표로 하는 민족협의체의 탄생은 지중해에 흩어진 카탈루냐 민족을 통합하는 
카탈루냐 국가체의 설립은 불가하더라도 카탈루냐 주와 함께 마요르카 지역의 
독립을 이루어 내거나 적어도 소수의 운동에 머물렀던 카탈루냐 국가체의 건설의 
필요를 대중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따라서, 무장 독립 투장을 
전개해왔던 바스크의 독립주의자(ETA)들에게 지지를 표하며 과격세력으로 
인식되었던 카탈루냐 좌파독립단과의 관계를 조금씩 멀리하고 민족협의체를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카탈루냐 주정부가 존재하여 카탈루냐 민족으로서의 언어, 교육 등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카탈루냐주의 사정과는 달리, 마요르카 지역에서는 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카탈루냐 민족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카탈루냐어는 마요르카에서 카스티야어와 함께 공식언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카탈루냐의 사용은 의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운동가들이 
마요르카 섬에서의 카탈루냐 문화의 지속을 우려하는 이유가 되었다.47) 이는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 카탈루냐어의 지위가 카스티야어의 지위에 밀려나게 되는 

45)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마요르카 사람들이 운영하는 술집. 마요르카의 음식과 술을 맛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마요르카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마요르카 전통축제를 
개최하는 등 바르셀로나의 마요르카인들이 교류하는 곳이기도 하다. 
46)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은 1960년대부터 카탈루냐 민족의 해방을 지지해 온 여러 독립운
동 단체들의 연합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각주 51)참고.
47) ‘시민이 경찰 혹은 공무원에게 카탈루냐어로 용무를 보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을 
카탈루냐어로 해야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카탈루냐 주에 존재하는 반면, 마요르카에서는 이
러한 법률적 구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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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였고, 마요르카에 거주하는 카탈루냐 민족이 민족적 불평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마요르카 출신의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경찰 혹은 공공기관에 용무를 보러 갔다가 카탈루냐어로 대화를 
건넸을 때, ‘여기는 스페인이니 스페인어를 사용하라’, ‘카탈루냐어를 나는 모르니 
스페인어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일을 처리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의 지속적인 공유는 일상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지 않고 있던 개인의 차별받는 카탈루냐 민족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재인식하게 하고, 독립의 당위를 강화시켜준다. 

스페인의 민족주의 하에 카탈루냐 민족으로서 구조화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마요르카와는 달리, 카탈루냐에 도착하게 되면서 마요르카인들은 민족 문화 
위계의 전환을 경험한다. 마요르카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 
바르셀로나로 왔을 때, 이들이 카탈루냐인으로서 겪는 경험은 ‘차별’ 대신 
‘존중’이었고, 이는 카탈루냐 민족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된다. 마요르카 출신의 사람들은 교육 및 경제활동의 무대 및 
매개로 수도인 마드리드 대신 카탈루냐의 주도 바르셀로나를 택하는데, 그 
이유는 마요르카에 거주하는 카탈루냐 인들이 언어적,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카탈루냐를 스페인보다 더욱 가깝게 여기며,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카탈루냐 주 
사람들은 마요르카인들을 환대하기 때문이다. 마요르카인들이 카탈루냐를 여전히 
정복왕 자우마 1세 시대의 카탈루냐 지칭어인 ‘공국’(el Principat)으로 부르는 
것은 양자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유대를 보여준다. 마요르카 인들은 카탈루냐 
주에서 카탈루냐 민족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카탈루냐와 함께 마요르카가 독립하여 민족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원하게 
된다. 다음은 마요르카 출신으로 바르셀로나에 거주한지 10년차인 주셉이 
마요르카와 카탈루냐에서의 거주경험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면담사례이다.  

# 사례 25 
“마요르카 사람들은 공교육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간다고 하면, 마드리드 대신 
바르셀로나를 봅니다.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를 
보고요. 우리는 스페인 사람들과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카탈루냐어를 
쓰고, 우리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우리 카탈루냐 
국가체의 중심이지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바르셀로나에 왔고, 이 곳에 
온지는 벌써 10년째입니다. 마요르카에서, 카탈루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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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고 피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소매치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서 조사를 받는데 스페인어로 말하라고 쏘아붙이는 경찰에게서 
‘내가 피해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언어도 
갈등의 소지가 되니 정상적인 동네는 아니지요.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런 
피곤한 일이 발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사람들은 마요르카에서 
카탈루냐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제가 
마요르카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존중해줍니다. 마을축제에서는 ‘뜀뛰기 
춤’(Ball de Bot)48)을 초청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협회에서 뜀뛰기 춤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중략)...마요르카는 국민당 정부가 계속 집권하면서, 마요르카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의 민족적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카탈루냐주와 함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주셉(Josep, 37세, 남)

카탈루냐에 거주한지 10년째인 마요르카인 주셉에 따르면, 마요르카는 
카탈루냐 민족으로서 살아가기 “위축되고, 피곤한 곳”이며, 바르셀로나는 
마요르카의 카탈루냐 문화를 “존중”해 주는 곳이다. 주셉의 이와 같은 인식은 
카탈루냐 주에 거주하는 카탈루냐인들 - 특히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인들 –의 
‘카탈루냐 국가체’에 남아 있는 카탈루냐 문화 및 민족정체성에 대한 후견인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자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대부분의 
독립주의자들은 카탈루냐가 카탈루냐 국가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심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을 하게 
될 경우 국가체에 남아있는 카탈루냐어 학교 및 출판사업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요르카 출신의 운동가들에 의하면, 카탈루냐 
인으로서 자신들의 민족적 권리를 주장할 정당들이 마요르카에서 집권할 확률은 
매우 낮았고, 그 결과 미래에 카탈루냐 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사회의 단체와 연망을 통해 집단행동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민족으로서의 교육, 언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매우 소모적이다. 

48) 발레아레스 제도의 마요르카 및 메노르카의 전통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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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운동가들은 마요르카에서 카탈루냐 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카탈루냐와 
함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위기에 처한 민족’의 표상과 ‘독립의 현실가능성’에 따른 마요르카인들의 
소외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그룹은 운동의 결집과 확장을 위하여 ‘위기에 처한 
카탈루냐 민족’ 이라는 표상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바스크지역의 민족정체성과 
언어사용의 관계를 연구한 우를라는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같은 민족으로 
상상하는 서유럽의 민족주의에서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수의 존재여부가 
민족의 존재여부로 인식되며, 그에 따라 바스크의 정부 또한 근대적 관리 체계인 
통계를 통해 에우스케라(Euskera)49)를 구사하는 개인의 언어능력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Urla 1993). 다민족사회인 스페인에서 정부는 하나된 
스페인 국민을 창조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공격적인 
카스티야어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 왔으며, 카탈루냐인들은 카탈루냐 민족의 
지속가능성을 언어 사용의 지표를 통해 늘 가늠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탈루냐의 공적 지위 축소에 관한 정책은 카탈루냐인들에게 민족의 존속에 
위기를 불러올 만큼 강력한 탄압으로 인식된다. 연구자가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요르카 지역을 집권하고 있는 국민당 정부의 카탈루냐 수업 
시수 축소정책의 발표가 예상되자, 마요르카의 카탈루냐인들은 9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대규모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그룹은 마요르카 지역정부의 언어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마요르카 지역정부’와 ‘마요르카에 거주하는 카탈루냐 민족의 
위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언어제국주의’와 ‘카탈루냐 전민족의 
위기’로 구도화 한다. ‘위험에 처한 민족’의 지속적인 강조는 운동가들을 
결집시키고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집합 정체성이 ‘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면을 보여준다. 다음의 민족협의체 내부통신문과 마요르카 지역의 카탈루냐어 
탄압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상임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운동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마요르카 지역의 카탈루냐 민족의 위기를 카탈루냐 전민족의 
위기로 확대시킴으로써, 운동가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운동 결집과 확대의 
전략으로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49) 바스크지역의 공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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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6 
2013년 9월 13일
수신: 민족협의체 회원
발신: 민족협의체 상임위원회
매일매일 우리들의 노력이 독립국가의 건설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통과된 영어수업 시수 확대법은 실용과 국제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카탈루냐어의 시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카탈루냐의 공적지위를 낮춤으로써 마요르카의 카탈루냐 민족을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요르카에 살고 있는 카탈루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특별한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요르카에 살고 있는 카탈루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카탈루냐 민족의 지속에 관한 위기입니다. 스페인은 노바 
플라네타 협정을 통해서도, 독재주의 정권의 시절에서도 카탈루냐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제1의 시도로 언어사용을 금지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요르카에서 벌어지는 일도 연속되어온 스페인 언어제국주의가 카탈루냐 
민족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파업을 
시작한 마요르카의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독립운동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27
[‘마요르카에서는 무슨 일이?’ 포럼 중 한 상임위원의 연설]  
“(......) 우리는 마요르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역사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요르카인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스페인은 언제나 
카탈루냐어의 지위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없애려 함으로써 카탈루냐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인들이 겪고 있는 
언어 탄압은 모든 카탈루냐인들이 직면한 문제와 같습니다. 민족으로서 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유일한 해답은 독립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요르카에서 벌어지는 집권당의 언어정책을 마요르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탈루냐 전민족의 위기로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운동 참여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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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도자그룹의 운동확대 전략이라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운동 참여자들의 
저변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II-3-1) 참조). 그러나 ‘카탈루냐 
전민족의 위기’라는 인식이 공유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인식을 상징으로 
표상해내는 것을 두고 운동참여자들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2013년 9월 3일 
그라시아 마을에 위치한 한 마요르카인들의 ‘모임회’(Casal)에서는 8일 후에 있을 
추모일 시위를 홍보하고 마요르카에서 변화된 카탈루냐어에 대한 지위를 
설명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의 홍보를 위하여 운동참여자들은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포스터에 들어갈 깃발로서 푸른별기와 붉은별기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두고 운동가들간에 설전이 벌어졌다.50) 마요르카 
출신의 운동가들은 이 날의 포럼이 마요르카인들의 모임회에서 개최되며, 
마요르카에서의 카탈루냐어 지위를 설명하게 될 것임으로, 카탈루냐 주뿐만 
아니라 마요르카를 포함하는 카탈루냐 국가체의 상징으로서 붉은별기를 포스터의 
전면에 크게 그릴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요르카 출신이 아닌 운동가들은 
붉은별기가 자칫하면 민족협의체의 운동 목표가 카탈루냐주만의 독립이 아니라 
카탈루나 국가체 전체의 독립으로 오해되며, 민족협의체 운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운동참여를 꺼리게 되거나 스페인 정부의 오해를 부를 것을 염려하여 
붉은별기 대신 푸른별기를 그려넣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상징이 여러개의 의미를 갖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다성성(multivocality)(Turner 1967)을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운동지도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포스터에는 붉은별기 대신 
푸른별기가 그려지게 되었다. 포스터에 그려진 푸른별기는 운동 외부에 대하여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을 카탈루냐주의 독립을 위해 뭉쳐진 하나의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일종의 상징조작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정치적 자원은 내부자들간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마요르카 지역에 살고있는 카탈루냐 인들의 상황이 주는 ‘위험에 처한 
민족’이라는 운동가들의 인식은 마요르카 지역 또한 카탈루냐와 마찬가지로 
독립을 해야한다는 당위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의 확장은 운동지도부에 의해 억제된다. 바르셀로나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마요르카 출신의 운동가들의 활동은 ‘카탈루냐 주’의 독립을 위한 
활동범위에서 가능할 뿐, 마요르카의 독립 혹은 마요르카로의 독립운동 확장을 
주장하는 순간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다. 마요르카 출신 

50) 각각의 깃발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I-3-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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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되던 민족협의체 마요르카 지역협의체 설립은 민족협의체의 
전체 어셈블리에서 57%의 반대, 33%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51) 마요르카 
지역에서 오랫동안 카탈루냐어 보존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들은 카탈루냐 
민족협의체의 설립이후, 마요르카 지역의 독립운동을 활성화하고자 민족협의체의 
가입 및 지역협의체 설립을 희망해 왔지만, 2013년 4월 열린 전체 어셈블리에 
참여한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민족협의체를 근본주의자 집단으로 묘사할 우려가 
있다’, ‘마요르카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마요르카까지 운동의 범위를 넓힐 
경우 스페인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시도에 반대하였다. 또한 
이 어셈블리를 통해 민족협의체는 ‘마요르카 지역의 독립문제는 마요르카인의 
자결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 카탈루냐와 
연방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추후에 논의할 수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결정하였다. 
‘위기의 민족’이라는 운동지도부의 담론은 운동결집과 확대를 위한 표상적 
전략일지언정, 위기를 겪고 있는 민족 모두에게 운동에 참여할 길이 열려있던 
것은 아니었다. 

곧, 운동지도부는 운동의 확장과 헌신을 도모하면서도 운동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해야 했고, 그 결과 마요르카 출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들 영토에 대한 독립은 전략상 배제하게 된다.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위해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이 마요르카 지역 협의체 설립을 반대한 
것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존재했다. 첫째, 마요르카 지역으로 
독립운동의 확장을 공식화 할 경우, 주권국가 경계와 불일치하는 민족들의 
분포와 이들의 자결권을 인정함으로써 주권 국가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52)과의 독립운동노선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51) 출처: http://www.vilaweb.cat/noticia/4107817/20130422/passat-lanc-mallorca.
html, 빌라웹, 2013년 11월 15일 검색.
52) ‘카탈루냐 국가체 회복’을 독립운동의 주요 노선으로 삼고 있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
은 이들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출발로서의 독립’(Independència per canviar-ho 
tot) 이라는 슬로건에서 잘 드러나듯,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현체제의 
모든 지배-종속(자본가-노동계급, 남성-여성, 국가-민족)관계를 바꾸는 시초로 여긴다. 주
목할 만한 것은,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에는 카탈루냐 민족의 독립과 이들의 국가건설을 지
지하는 아나키스트들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아나키스트들에 따르면, 이들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 개인이 자신을 민족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자결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을 반
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국가의 건설
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현재의 국가체제가 분열되는 지속적
인 과정으로서, 아나키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국가의 해체에 전략적으로 좀 더 쉽게 도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간의 ‘민족갈등’은 1920년 이베리아 반도의 아나키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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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협의체가 ‘이상주의자’ 혹은 ‘과격주의자’로 인식됨으로써 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잃게 되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민족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마요르카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실제로 카탈루냐 좌파독립단 운동가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민족협의체 내부에서 ‘운동의 대중화를 명목으로 민족현실을 
외면한다’라는 논조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민족협의체 운동가들은 
마요르카 출신 운동가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마요르카인들의 입을 통해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좌파독립단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민족협의체 운동지도자 그룹은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카탈루냐 전민족 회복의 논리가 이상주의적으로 인식되면서 대중적 
지지기반을 잃어 온 전례를 알고 있었고,  결국 이들이 마요르카 지역으로 
운동의 확장을 경계한 데에는 이상주의적 독립운동 집단인 카탈루냐 
좌파독립단과의 운동노선을 구분함으로써 이들을 견제하고, 대중적 운동의 
지지기반을 잃지 않기 위한 현실적 인식이 작용하였다.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들이 마요르카 지역으로의 운동확장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두번째 이유는 운동의 확장이 유럽에 존재하는 여러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으로 확대됨으로써 유럽의 여러 주권국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주 밖으로 운동을 확장하는 시도는 
여전히 카탈루냐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및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국가를 자극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53) 운동지도자들은 

운동에서도 등장한다. 당시, 마드리드의 아나키스트들은 카탈루냐 지역의 아나키스트들이 
카탈루냐 민족의 해방과 국가건설을 주장하는데 대해 비판과 의문을 제기한다. 카탈루냐 
지역의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 경향의 ‘전국노동자 연맹’(Confederació Nacional de 
Treballadors, CNT)을 이끌었던 ‘살바도르 세기’(Salvador Seguí, 1886-1923)는 스페인 
왕정에 의지하여 불평등을 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페인
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라는 민족이데올로기를 선동하여 노동자
계급을 현혹하는 지역연합(Lliga Regionalista)의 부르주아 계급과 자신의 민족주의를 구분
하며, 완전한 카탈루냐 노동자의 해방은 부르주아 계급을 제외한 노동자계급만의 잠정적인 
카탈루냐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세기의 주장은 이베리아 
반도 전역의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민족이데올로기를 통해 방해한다고 규정되었고, 전국노
동자 연맹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고자 설치된 ‘자유 조합’(Sindicat Lliure)의 ‘권총암살
단’(pistolers blancs)에 의해 그는 살해당했다. 카탈루냐의 독립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해
방을 실현하고자 했던 살바도르 세기와 카탈루냐 지역의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 운동의 사
상은 앞에 서술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통해 모든 지배체제의 전복을 꿈꾸는 카탈루냐 좌파
독립단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3) 한편, 카탈루냐가 독립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경
우, 카탈루냐가 독자적인 독립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선언뿐만 아니라 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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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협의체의 운동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카탈루냐의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카탈루냐 주라는 
법률적 경계 안에서 투표를 통해 ‘민족’이 아닌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묻고자 
하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요르카 주로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자의 맥락에서 운동이 인식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 결과, 
운동지도자들은 마요르카 주의 운동확산을 경계하게 된다. 다음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운동지도부의 입장은 카탈루냐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이 주권국가 
없는 민족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유럽대륙의 정치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마요르카 주로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 사례 28
연구자: 마요르카 지역으로의 운동을 확장하는 것에는 어떠한 반대들이 

존재합니까?
몬세: 카탈루냐 민족이 카탈루냐주에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렌시아, 

발레아레스군도, 피레네 산맥 넘어 프랑스 영토인 랑그독 지방,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은 역사적으로 한때 카탈루냐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카탈루냐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우마 1세때 영토가 그만큼 넓었다는 것이죠. 한 
때, 카탈루냐는 지중해를 제패했던 제국이었으니까요. 그 영토가 
그리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아직도 농담삼아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꾸짖을 때 부모들이 ‘야, 알모가바르54)들이 너희를 데리러 
올거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발렌시아, 발레아레스 군도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카탈루냐인으로 여기고, 카탈루냐 

가의 신생국 카탈루냐에 대한 주권국가로서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카탈루냐 주정부 
및 시민사회의 독립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한 전과정에서 주권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된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과정과 이유를 알리기 위해 민족협
의체는 ‘전세계는 이것을 알아야한다’(el món ho ha de saber)의 슬로건 하에 카탈루냐
어,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다섯개의 언어로 출판된 ‘카탈루냐의 소
명’(Catalonia Calling)이라는 책과 2013년 9월 11일 ‘카탈루냐의 길’ 영상이 담긴 DVD를 
세계 각국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54)  1303년 비잔틴왕국을 투르크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로제 데 플로(Roger 
de Flor) 장군의 휘하에 파견된 카탈루냐 기독교 용병. 전투에서의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
았다(Sàpiens núm. 117.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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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의 독립을 통해 자신들의 민족적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토에 대해 모두 독립을 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 현실적으로 주권국가 몇 개가 우리의 
적이 되는지 아세요? 우선, 스페인, 프랑스가 카탈루냐의 독립을 절대 
반대할 겁니다. 이탈리아가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탈루냐어를 
쓰는 이 지역들은 현재의 카탈루냐와 분명 역사적, 언어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주의자적 
주장이라 오해되어 운동의 명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과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요. 독립은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카탈루냐주가 
독립을 해서 독자적인 정치, 경제권을 가진 후 이들 지역의 카탈루냐 
문화가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몬세(Montse, 52세, 여)  

민족의 존재와 분포가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의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몬세와 같은 운동지도자들은 카탈루냐 국가체에 거주하는 
카탈루냐 민족들의 권리가 불충분하게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그러나 
카탈루냐 주를 넘어서 카탈루냐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역까지 운동을 
확장하게 될 경우,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의 또 다른 주권국가와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마요르카 지역으로의 운동 확장은 억제되게 된다. 곧, 
민족협의체의 운동지도자들은 ‘민족’의 문제는 민족이 속한 영토의 법률적 권리에 
따라 해결하는 ‘자결권의 원리’임을 주장함으로써, ‘카탈루냐 주의 독립’과 
‘카탈루냐 민족의 독립’문제를 구분하고 운동의 명분과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잃지 않고자 한다.

# 사례 29
연구자: 마요르카 지역협의체의 설립이 부결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의 전략상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조르디: 우리 카탈루냐 사람들은 겁쟁이 입니다. 민족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스페인은 이미 콜럼버스의 시절부터 타민족과의 
공존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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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요르카인들도 카탈루냐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손에게 카탈루냐어를 가르치고, 
자우마1세의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공국(Principat)55)의 사람들은 
마요르카의 카탈루냐 문화가 어떠한 곤경에 처해있는지 잘 모릅니다. 
카탈루냐주가 독립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쯤에는 발레아레스 
제도에 카탈루냐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조르디(Jordi, 35세, 남)

‘위기에 처한 민족’이라는 운동의 표상과 ‘위기에 처한 민족의 배제’라는 
실천적 간극 사이에서 마요르카 출신의 운동가들은 운동지도자그룹에 대하여 
배신감 혹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민족협의체의 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보편의 원리를 통해 운동의 민주성을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운동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마요르카인들은 운동 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르셀로나에서 마요르카 지역협의체의 설립을 
지원하였던 마요르카 출신의 운동가들은 지역협의체의 설립을 위해 구상한 
계획을 토대로 민족협의체와 분리된 독자적인 운동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 III장에서는 명망가 혹은 고학력 중산층 중심으로 전개되던 카탈루냐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그 참여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이들이 
운동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는지 살펴보았다. 운동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들은 참여주체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세대, 민족, 
출신지역을 초월한다는 운동보편성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운동의 실제에서 상이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운동참여자들의 발언권에 위계를 발생시키고, 운동의 연대는 
흔들리게 된다. 민족협의체의 운동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운동의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카탈루냐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일원화되어 보이는 운동참여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경합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55) 마요르카 사람들은 카탈루냐 주를 ‘프린시팟’(principat)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우마 1
세(Jaume 1세)가 마요르카를 포함한 발레아레스 군도를 제패하였던 시절, 그 영역의 중심
이었던 현재의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를 프린시팟이라고 칭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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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운동을 지속하며 민족협의체 또한 하나의 
운동공동체로서 계속된다. 상이한 운동 주체들간의 긴장 속에서도, 민족협의체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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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저항의례를 통한 운동의 지속과 일상화

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세력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운동참여자들은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간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할 것은 민족협의체 운동가들이 
연1회 행하는 카탈루냐 추모일의 집단시위와 운동지속의 관련성이다. 
뒤르켐(Durkheim 1985[1912])은 호주 원시사회 부족 연구에서 집단의례가 
실천되는 ‘결집의 시기’와 독립적 삶이 영위되는 ‘분산의 시기’의 반복을 통해 
개인은 공동체의 신념을 체화하고 일상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뒤르켐의 논의를 현대의 사회운동에 적용시킨 커처(David Kertzer) 또한, 
“운동집단이 실천하는 주기적인 집단행동은 개인의 운동에너지를 재생해 줄 뿐 
아니라, 운동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갈등을 잊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Kertzer 1988: 37)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문에서는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이 2012년부터 연 1회 독립주의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추모의 날 시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 함으로써 운동을 
지속해나가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에서도 운동가들은 
연1회 행하는 저항의례로서의 집단시위를 통해 운동공동체로서 서로를 하나로 
상상하고 내부의 갈등을 잠시 잊음으로써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위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 
2013년에 행해진 추모의 날 시위 ‘카탈루냐의 길’이다.   

1. 저항의례의 실천

1) 카탈루냐 추모일과 그 의미변화

추모의례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하나의 운명적 공동체로 상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의 습관’(habits of mind)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어왔다(Llobera 2005: 122). 추모의례의 과정 속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들은 선택되고 담론 혹은 이미지의 형태로 재구성되는데, 이는 한 민족의 
존재이유(raison d'être) 및 지속의 이유를 정당화하는 과정의 연속으로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정치생활의 중요한 한 단면을 구성해왔다. 카탈루냐에서는 
1714년 왕위계승전쟁 당시 부르봉군에 항복하면서 카탈루냐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 9월 11일을 추모일로 제정하고 기념해왔다. 이 날은 스페인이라는 국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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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여러 민족 중 카탈루냐 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스스로의 민족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날로 카탈루냐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하는 2013년 카탈루냐길 사례는 추모의례의 
참여주체가 광범위해지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나타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 그 이전의 카탈루냐 추모일은 카탈루냐 주정부 및 소수의 민족주의 
운동단체에게만 의미 있는 날로 존재하였다. 

우선, 카탈루냐 주정부가 카탈루냐 추모일을 어떻게 기념해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2000년 중반까지 카탈루냐 추모일은 카탈루냐 주정부의 주도 하에 그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각종 기념일은 정치적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시화하고 각종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기도 하는데(Abeles 1988), 카탈루냐 주정부 또한 이와 같이 상징적 
정치를 통해 정부의 권위를 높이는데 추모일을 이용해왔다. 공식적으로 의례의 
집전 주체가 없었던 1975년 이후 민주화시기와는 달리 2004년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카탈루냐 주정부는 2시간여 지속되는 공식의례를 신설하고, 의례의 
장소를 카탈루냐 의회 앞 성곽공원(Parc de la Ciutadella)으로 정하면서, 의례의 
주체는 정부가 된다. 이처럼 의례의 순서와 절차를 규격화하고 의례를 
주도적으로 집전하게 됨으로써 주정부는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의례를 
구성하는 각종 행위들은 정부의 권위를 높여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9월 11일 
아침 10시무렵 카탈루냐 주정부 대통령은 여러 시민들의 선두에 서서 라파엘 
카사노바(Rafael Casanova) 동상 앞에 모여 헌화를 함으로써 추모일의 시작을 
기념한다. 카사노바 백작은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la Guerra de 
Successió Espanyola)56)의 막바지 무렵 카탈루냐를 통치하였던 인물로, 
바르셀로나가 부르봉 군대의 포격에 의해 함락되던 9월 11일까지 바르셀로나의 
민병대를 이끌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카탈루냐 정부의 대통령은 카사노바 백작의 
동상 앞에 카탈루냐인의 대표로 꽃다발을 바치고, 다함께 묵념할 것을 
선언하는데, 이는 카탈루냐의 함락을 막아내고자 했던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카사노바 백작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재 정권의 수장인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된다. 카탈루냐 사람들은 카사노바 백작을 조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애국자일뿐만 아니라, 카탈루냐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펠리페와 부르봉의 군대에 항전하였던 민중들을 배반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56) I-3-1) 참조.



- 106 -

물론 이와 같은 정부주체의 추모식 집전에 대한 저항 또한 존재했다. 
추모의례를 통하여 정치권력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행위자들은 그것을 수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에게 이 의례는 정부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켜 온 자들의 모순적 행위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이 2003년  9월 11일, 이날 기념식에 참여하였던 카탈루냐 
정부대표단 중 스페인 민족주의 성향의 보수정당인 ‘카탈루냐 국민당’(PPC)의 
대표들을 향해 ‘스페인주의자’(espanyolista), ‘배신자’(botifler)57)를 외치며 
계란세례를 퍼부었던 사례에서 드러난다. 이는 ‘카탈루냐 민족의 항전을 
기념’한다는 카탈루냐 추모일의 의미를 ‘민족 운명의 수호자로서 카탈루냐 
정치인에 대한 기념’ 이라는 의미로 전용코자하는 카탈루냐 정치인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 

카탈루냐 민족정체성 수호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역할을 불신하는 민족주의자 
및 단체들은 카사노바  백작에 대한 헌화식에 참여하기보다 모레라스 
공동묘지(Fossar de les Moreres)광장에서 별도의 추모식을 거행해 왔다. 
이곳은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당시 바르셀로나시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일반 
병사 및 시민들이 묻힌 곳으로서, 바르셀로나 도시의 역사를 몇몇의 
영웅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을 기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장소적 상징성을 갖는다. 따라서 민족주의자들이 이곳에서 추모식을 
행하는 것은 정치인이었던 카사노바 백작 대신 카탈루냐 ‘보통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민족정체성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있어 정치인과 대비되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곧 모레라스 공동묘지 광장에서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추모의례는 사회적 
종속집단으로서 지배집단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는 실천으로서 하나의 
‘저항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Kelly & Kaplan 1990: 141). 모레라스 
공동묘지의 의례에 참여해왔던 현재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곳에서의 모임을 ‘집회’ 
혹은 ‘추모식’으로 번갈아 지칭하였고, 이들에 따르면 광장을 뒤덮었던 국기는 

57) 자신이 카탈루냐인임을 주장하지만 그 정치적 성향이 ‘반카탈루냐’적인 사람들을 모욕
하는 의미로 독립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반카탈루냐적’이라 함은 카탈루냐주
와 스페인정부간의 관계에 따라 그 정의가 유동적이다.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자치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신자’(botifler)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된 2013년, 독립주의자들은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배신자’(botifler)로 간주하는 극단화의 경
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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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자치주를 상징하는 ‘세녜라’가 아니라 독립국으로서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붉은 에스텔라다’였다.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구호는 ‘도, 도옥, 
독립’(In, inde, independència)과 같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혹은 카탈루냐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지지하는 뜻을 가지기에 스페인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조국 만세! 조국 해방 만세!’ (Visca terra! Visca terra 
lliure!)였다. 

하지만 카탈루냐 추모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정치인들의 
추모의례’가 되어 왔다. 2004년이후 정부의 추모의례 집전이 공식화되고, 나아가, 
이 추모식이 카탈루냐 방송인 TV3에 의해 생중계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추모식과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던 추모의례의 존재는 더욱 가려지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5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날 이 세 가지 의례 및 각종 
추모일 행사 참여를 위해 ‘거리에 나왔던’ 카탈루냐 시민의 수는 만명 
안팎이었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 추모의례 참여자수인 180만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현지조사 중 만났던 그라시아, 산츠, 아이샴플라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동안의 9월 11일은 ‘추모’, 
‘저항’ 보다는 ‘휴식’, ‘가족과의 휴가’의 의미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 사례 30
연구자: 2010년 이전의 9월 11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파엘: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발코니에 세녜라를 걸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군대에 항복하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몬센(Montseny)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느지막히 식사를 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얼마 걸리지는 않는 
곳이기는 해도, 자주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라파엘(Rafael, 45세, 남)

라파엘의 대답에서 보여지듯, 일반 시민들에게 9월 11일은 ‘추모’보다는 
바르셀로나 교외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등의 ‘공휴일’의 의미로 인식되었다. 
많은 운동가들은 이 날 개선문 광장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관람하거나, 그 
인근에서 열리는 시장구경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모의 의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에 국기를 게양하는 순간에만 기억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독립운동 전까지의 카탈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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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일의 ‘추모’는 사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준다. 
‘추모’의 의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휴일’의 의미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 2010년 이전까지 카탈루냐 추모일의 모습이었다.

한편, 이 시기 추모의례에 참여해왔던 열성적 독립주의자들에게도 ‘추모일 
시위무용론’이 거론되었을 정도로, 카탈루냐 추모일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탈루냐 좌파공화당의 열성당원으로 3년정도 활동하다가 지금은 
카탈루냐 민족 협의체를 통해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젬마의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 사례 31
연구자: 최근 10년간 카탈루냐 추모일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젬마: 솔직하게 말해서, 2007년 전까지 모레라스 공동묘지 광장의 집회에 

열심히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관뒀습니다. 별로였거든요.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들이었죠. 
새로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2005년, 2006년 집회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연구자에게 보여줌) 
여기를 보면 좁은 광장이 겨우 가득 메워졌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끼리 독립을 외치는 집회를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의 참여를 관뒀습니다. 내 기억에 2007, 2008, 
2009년에는 그냥 휴가를 갔던 것 같아요.

젬마(Gemma, 35세, 여)

젬마처럼 독립을 주장하는 9월 11일의 시위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였다가 이를 
그만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추모일에 있었던 소규모의 시위가 독립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젬마와 비슷한 시기에 
시위참여를 그만 둔 사람들은 2006년 자치법 개정안에 명시된 민족적 권리가 
카탈루냐 의회에 의해 축소되어 통과되면서 ‘집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진술을 통해 추모의례의 저항적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섣불리 결론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2006년 이후 카탈루냐 의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에 항의하는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9월 11일 시위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확대, 격화되었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해갔음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Balcell 2008:174). 그러나 카탈루냐 좌파독립단의 저항의례는 



- 109 -

폭력적인 시위 형식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그 지지층이 제한된 운동 세력 
외부까지 확장되지 못하였다(ibid 174). 결국, 2006년 자치주 헌법 개정안이 축소 
통과 되면서, 저항의례에 참여하던 독립주의자들 사이에 ‘시위’를 통해 얼만큼 
제도적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했고, 그 결과 
독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9월 11일 저항의례에 대한 의미는 점점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시민사회에 의한 독립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추모의 
날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다시 중요해진다. 운동가들의 집단행동 중 추모의 날에 
행해지는 저항의례는 가장 규모가 크며, 카탈루냐 전역의 모든 지역협의체들이 
함께 1년동안 논의하고 준비한다. 의례의 관제화로 축소되었던 저항의례의 
의미는 2011년 4월 민족협의체가 설립된 이후 다시 중요해지고, 평균 1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다. 2012년부터는 민족협의체 
운동가들이 극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의례참여자들에게 참여의 즐거움을 
주고, 그 결과 저항의례는 카탈루냐 시민들의 독립의지를 드러내는 의사소통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운동 대중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은 2012년 9월 11일 시위에서 영국 식민지배하에 있던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소금법 폐지를 주장하며 벌였던 비폭력시위 ‘소금행진’에 영감을 얻어 
‘독립을 위한 횃불행진’(Marxa de Torxes per la Independència)을 행한 
것이다.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수행한 2013년, 민족협의체 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한 
카탈루냐의 길’(Via Catalana per la Independència, 이하 ‘카탈루냐의 길’)을 
통해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확장을 도모하고, 지속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13년의 시위가 2010년 이후 행해진 다른 추모일 시위와 구별되는 점은, 
시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의상, 행진경로 등 외적인 요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느 때 보다도 운동가들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2013년 추모일에 행해질 연행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초동모임은 시위일의 5개월 전인 2013년 4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카탈루냐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 1200여명이 참여하는 전체 협의회(Assemblea 
General)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위의 내용은 결정되었다.

저항의례가 종속집단의 특정한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라면, 의례의 형식은 단순한 미학적 차원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운동가들은 민족 협의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어셈블리 개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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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하여 어떠한 형식의 시위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운동가들은 시위의 전체적 형식을 ‘발트의 길’(The Baltic 
Way)을 모방한 ‘독립을 위한 카탈루냐의 길’로 결정하였다. ‘발트의 길’은 
1989년 발트 3국의 국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약 675km의 인간사슬을 만든 
것으로서, 그 의미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압제를 고발하고, 민족적 자유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 안을 제시한 운동가는 '발트의 길' 
형식을 모방함으로써 “스페인을 압제자로 고발하고, 카탈루냐의 민족적 자유를 
권리로 표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시위를 통해 전달하고자하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정해졌고, 전달하고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종 상징장치에 대한 논의 또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시위를 시행하고자하는 날짜, 장소(혹은 무대)는 카탈루냐의 
독립이라는 열망을 표현하고자 전략적으로 선택 혹은 창조되었다. 시위의 날은 
참여자들이 민족의 주권 상실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1일 카탈루냐 국가 
추모일로 결정되었고, 감정의 고양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카탈루냐 
국가를 합창하는 시간은 스페인 왕위 전쟁에서 패배한 연도를 의미하는 
17시14분(1714년)으로 정해졌다. 무대 의상에 해당되는 의복 또한 '독립을 
염원하는 카탈루냐 시민의 단결성을 강조'하고자 모두가 노란색 티셔츠를 
착용하도록 '권장'되었다.

한편, 시위자들이 나올 거리의 장소 또한 시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전략적 장소로 운동가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연행의 무대는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 및 카탈루냐의 해안을 감싸는 
400km의 도로로 결정되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카탈루냐 
주정부가 주도하였던 추모일의 의례가 열렸던 장소가 카탈루냐 의회 앞의 
성곽공원(Parc de la Ciutadella)이었다는 사실과 비교되어, 카탈루냐 광장은 
1977년 ‘자치권 확대 시위’, 2003년 이라크 반전 시위, 2011-12년 ‘성난자들 
시위’(els indignats) 등 ‘시민’들이 이끌었던 거리정치의 중심지로서 ‘정치인의 
열망’으로서의 독립이 아닌 ‘시민의 열망’으로서의 독립을 표상할 수 있는 공간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해안가는 카탈루냐 내 스페인 출신 이민자의 70%가 거주하는 곳으로,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논의가 ‘뼛속까지 카탈루냐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초월한 
논의가 되고 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채택하였다.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카탈루냐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족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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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한다고 고발하는 상황에서, 스페인 출신 이주자들과의 화합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립을 위한 투표의 실시가 시민의 권리로서 민족을 
초월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이었다.

[그림 8]400Km에 달하는 ‘카탈루냐의 길’ 최종 경로. 지나가는 주요 도시를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엘 페르투스, 피게라스, 지로나, 말그랏 데 마르, 마타로, 

바르셀로나, 빌라프랑카 델 페네데스, 엘 벤드레이, 타라고나, 레우스, 델 페레요, 

암포스타, 알카나르(그림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 중에서 엘 페르투스과 

알카나르는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각각 프랑스 랑그독지방, 스페인의 발렌시아주에 

속해있다. (출처: ANC 홈페이지)58)

총 400여km에 이르게 될 인간사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자 간 빈 틈이 
없는 것은 독립을 위한 단결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 차원에서 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은 사전에 
모집되었는데, 민족 연합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수가 
400,000여명 이었다. 참여자들은 각기 1번구역 부터 778번 구역까지 자신이 
원하는 참여 장소를 지목할 수 있었다.59) 집은 시위 예정일로부터 2주전에 

58) 출처: https://assemblea.cat/?q=node/5253, 카탈루냐 민족협의체, 2013년 10월 1
일 검색.

59) 한 구역은 평균 500m구간으로 구성되었다. 9월 첫째주에는 모집목표인원이었던 
400,000명이 가득찼고, 이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더 이상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역사에 길이 남을 경험'이 되리라 예상한 참여자들은 인터넷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자신이 카탈루냐의 길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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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었고, 이는 연행의 성공의 가능성으로 인식되며 운동가들의 기분은 
고조되어 갔다.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길’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운동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항의례는 운동세계 외부와의 상호작용만을 
위해 기능하지 않는다.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동가들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의례의 실천을 통해 
집합열광을 느낌으로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운동가들의 저항의례 준비과정과 의례를 실천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민족협의체 운동가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지속해 가는지 
알아본다.

2) 의례의 준비: ‘결집의 시기’로의 돌입

뒤르켐은 호주 원시사회 부족민의 연구를 통해 그들의 생활이 두 개의 상이한 
패턴으로 나뉘어짐을 밝힌다. 한 시기동안 부족민들은 각자의 가족끼리 사냥, 
고기잡이에 종사하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또 다른 시기 동안에는 
흩어져있던 부족민들이 함께 모여 특정한 장소, 특정한 기간 동안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며 ‘코로보리’로 일컬어지는 집단의례를 행하게 된다. 뒤르켐은 의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흩어져 있던 개인 및 집단들이 의례를 실천하기 위하여 
모이고, 그에따라 상호간의 접촉은 증가하고 보다 긴밀해 지는 것’을 
꼽았다(Durkheim 1985[1912]: 352). 마찬가지로 민족협의체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2011년 이후 본격화 되고 9월 11일에 거행되는 카탈루냐 추모일의 
저항의례로서 의미가 중요해 지면서 바르셀로나의 8월은 의례의 준비를 위한 
개인들의 결집으로 열기가 고조된다. 

2013년  또한 그 해 9월 11일 열리게 될 ‘카탈루냐의 길’이라는 저항의례를 
앞두고 8월의 한여름 운동가들은 함께 모여 의례를 준비하는 결집의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운동가들은 대부분 8월 한 달간 여름휴가를 갖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운동가들은 개인의 일과를 잠시 접고 마을별로 9월 11일의 시위를 실행하기 
위한 공동의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운동가들은 2013년 8월 바르셀로나를 

였다. 이들을 위하여, 민족협의체는 '구역 0'을 만들고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역0은 지정된 장소가 없었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인간사슬 구간에 합류하되, 공식적인 
참여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시도에서 발명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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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카탈루냐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결집을 통해 플래시 몹, 촛불축제를 
지속적으로 연행하면서 카탈루냐의 길을 홍보하였다. 그라시아 마을에서 열린 
8월 15일부터 5일간의 여름축제 기간동안 운동가들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9월 
11일 시위를 앞둔 예비적 연행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운동가들은 마을의 알려진 
장소 곳곳에 함께 독립기들을 꽂거나, 마을주민들과 카탈루냐의 독립을 기원하는 
카탈루냐 독립기를 마을의 알려진 장소에 들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연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접촉을 높여갔고, 그 결과 
운동가들 및 마을주민들은 평소에 느끼지 못하였던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

[그림 9] 서로 잘 알지 못하였던 그라시아 주민 및 다른 마을의 주민이 함께 만나 

그라시아 마을 구엘 공원에 카탈루냐 독립기를 게양하고, 독립을 홍보하는 비디오 

촬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구자 촬영, 2013년 8월 17일)

연행이 자주 반복되면서 낯선 사람들간의 새로운 유대가 만들어지기거나, 혹은 
기존에 익숙하였던 사회적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형되어 경험되면서 참여자간의 
연대감은 강화되어 간다. 그라시아 마을의 축제 기간 동안 열린 ‘카탈루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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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대비한 인간사슬 만들기 예행연습에서는 오르타(Horta), 
아이샴플라(Eixample) 마을에 거주하는 운동가들의 가족 및 지인이 대거 
참여하여 행위자간의 익숙했던 혈연 혹은 지연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벗어나 
정치적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정치공동체’라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운동의 연망을 새롭게 생성시키거나 혹은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운동의 연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연행에는 운동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인적 
연망을 통해서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또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함께 ‘카탈루냐 자유 만세’(Visca Catalunya Lliure)를 외치며, 
서로의 결집된 에너지를 확인하고, 9월 11일에 열릴 시위에 대한 기대를 
키워갔다.

또한,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운동가들만이 공유하는 동일한 시간적 경험은 
행위자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준다. 운동가들은 낮에는 9월 11일 준비하는 예비적 
연행을 하고, 밤에는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공동의 
리듬을 형성하며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는 참여자들만이 공유하는 시간의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운동가들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다.  

전지구화시대 온라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회운동의 확장과 연대감 
생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의례의 시기 고조된 열기는 웹이라는 
가상공간에서도 경험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마을에서 바르셀로나로, 
카탈루냐로, 그리고 전세계 카탈루냐인 커뮤니티에서 ‘카탈루냐 길’을 위한 
예비적 연행을 통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소식들은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흩어진 상태로 개인적 생활을 영위하던 카탈루냐인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흥분은 
고조되어갔다. 2013년 8월부터 시위예정일이었던 9월 11일까지 세계 116개 
도시에서는 현지에 거주하는 카탈루냐인들에 의해 ‘카탈루냐의 길’ 예행연습이 
열렸다. 그 주요 장소는 중국의 만리장성(8월3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자유의 
조각상(9월 3일), 미국 시카고의 미시건 호수(9월 8일), 뉴욕의 타임광장(8월 
31일), 아일랜드의 더블린(9월 1일), 스코틀란드의 에딘버그(8월 25일), 카타르의 
도하(9월 6일),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맥 베이스 캠프(8월 16일), 독일의 
함부르그(8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8월31일), 영국의 런던(8월 
31일), 콜롬비아 메데인의 산 이그나시오 광장(9월 7일), 프랑스의 파리 
에펠탑(9월2일), 스트라스부르그(9월11일), 한국 서울의 광화문 세종대왕상(9월 
8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8월 25일) 등이며, 약10,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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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사진은 SNS를 통해 공유되었고, 카탈루냐인들은 서로 
댓글을 공유하며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결집의 열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림 10]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카탈루냐의 길’. 서울에서 각자 

교환학생, 학원강사, 회사원으로 생활하던 총 21명의 카탈루냐인들이 이 날만큼은 

카탈루냐 독립을 원하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 모였다.

(출처: ANC 홈페이지, 2013년 9월 8일)60)

해외에서 흩어져 살던 운동가들의 가족들이 9월 11일 시위 참여를 위하여 카탈
루냐로 귀국하면서, 평소에 잊혀졌던 가족적 실천이 확대대고 이들의 유대가 강
화되기도 하였다. 운동가들의 가족 중 싱가포르에서 화학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손자, 일본에서 국제금융업에 종사하는 삼촌 등은 시위가 행해지기 하루 전인 9
월 10일에 맞추어 귀국하였다. 운동가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친분을 유
지하던 많은 주민들의 가족들은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영국, 독일 등지에서 
추모일 하루 전에 귀국하였고, 이들이 9월 11일에 입게 될 노란색 티셔츠들을 다
른 가족들이 마련해두기도 하였다. 카탈루냐 미디어에도 ‘지구 반바퀴를 돌아 추
모일 참석을 위해 돌아온 조르디’의 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흩어진 가족의 
귀국을 돕기 위해 비행기표를 살 수 있도록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이 
함께 자금을 모으거나, 귀국하는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카탈루냐 전역에 흩어져 

60) 출처: http://catalanassembly.org/2013/09/10/catalans-in-seoul-join-the-
catalan-way/, 카탈루냐 민족협의체, 2013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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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가족들이 함께 바르셀로나의 공항에 모이는 것은 의례의 시기 동안 증가한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9월 10일 공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카탈루냐 
독립기를 들고 출구에서 가족들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고, ‘독, 독리, 독립!’(In, 
Inde, Independència!)의 구호를 외치며 출구를 통해 나오는 가족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전세계에 흩어져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던 개인이 의례를 위해 점점 
모여들면서 의례를 준비하는 자들의 기분은 한껏 고조되어갔다. 

운동가들은 시위의 하루 전날, 바르셀로나 시 횃불행진을 하면서 의례 전 
분위기의 최고조를 느낀다. 운동가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각자의 거주구역에서 
횃불을 들고 자율적인 행진을 시작하여, 다른 거주구역에서 출발한 운동가 및 
행진대열과 그라시아 대로(Passeig de Gràcia)에서 합류하여 걸음을 계속하였다. 
그라시아 대로를 지나 보른지구에 들어오면서 해가 완전히 저물고, 횃불만이 
거리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의 기분은 점차 상기되어갔다. 횃불대열을 
발코니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독, 독리, 독립!’(In, Inde, Independència!)을 
외치기 시작하자, 행진자들 또한 횃불을 치켜들며 구호를 동시에 외치기도 
하였다. [그림1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횃불행진은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중 바르셀로나 함락의 희생자들이 묻힌 모레라스 공동묘지 광장에서 
참여자들이 카탈루냐 국가를 부르며 마무리 되었다.

[그림 11] 모레라스 공동묘지 광장에 도착한 횃불행렬

(출처: 제니스 카라스코(Genís Carrasco) 촬영, 2013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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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례의 실천을 위해 개인적 생활을 영위하던 
자들이 점차 모여들게 되면서 집단적 상호작용은 증가한다. 의례의 준비시기 
동안 증가된 상호간의 접촉 및 긴밀해지는 행위자들의 관계로 인해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고양되거나 흥분되는 기운을 느끼게 되며, 이는 의례참여자들의 
유대를 강화한다.   한편,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의례의 실천을 통해 고조된 
기운을 극대화하여 경험하게 된다.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길에 등장하는 각종 
상징과 드라마적 실천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운동 일상에서의 갈등을 잊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다음절에서는 
‘카탈루냐 길’의 연행양상과 운동가들이 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본다. 

3) 저항의례의 연행과 집합열광의 경험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길’이 열린 9월 11일, 일반 참여자들을 인솔하고 각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다61). 참여자들은 
모두 노란색 옷을 착용하고, 카탈루냐 독립기를 등에 맨 채 각 거주구역의 
이웃협회가 대절한 버스에 차례로 올라타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장소로 향하였다. 운동가들은 각자가 희망한 장소로의 이동을 시작했다. 지형이 
험해 접근성이 어려운 피레네 산맥 지방에는 카탈루냐 전역의 산악인 클럽들이 
사전 등록하여 이동하였고, 인구밀도가 적어 사슬완성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남부의 테롤(Terol)을 비롯한 평야지방에는 스페인 민주화의 상징이자 전직 
카탈루냐 대통령인 조르디 푸졸(Jordi Pujol), 유명배우 조엘 조안(Joel Joan)이 
‘볼거리 제공’을 통한 동원의 성공을 위해 이동하였다. 가는 길은 교통체증이 
심하였지만, 모든 차의 전면에 독립기를 게시하거나, 창문밖으로 독립기를 
흔들면서, 다함께 ‘화합의 연출’을 자연스럽게 도모하였다. 카탈루냐 광장을 
중심으로 한 400Km의 인간사슬은 카탈루냐 라디오의 중계를 통해 연결되었고, 
연행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사람들은 이 방송에 신경을 집중하였다. 이 날, 
라디오 방송은 하루 종일 공중촬영을 위해 높이 뜬 헬리콥터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카탈루냐 전역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사슬의 모양과 참여자들의 

61) 이 날 인솔자의 역할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은 민족협의체 운동가들을 포함하여 30,000
여명에 이른다. 이 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자원한 사람의 수와 비견될 만한 것
으로, '카탈루냐의 길'은 카탈루냐 역사상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행사로 기록되
었다.
(출처: http://www.elpuntavui.cat/noticia/article/3-politica/17-politica/675892-
la-via-catalana-en-30-preguntes.html, 엘 푼 아부이, 2013년 11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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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전하며, 9월 11일을 더 이상 ‘추모의 날’이 아닌 ‘새 출발을 위한 날’ 
로 의미화 하였다. 지난날의 9월 11일이 카스티야 왕조에 의해 카탈루냐 민족이 
자치권을 상실하게 된 민족적 비극을 상기하도록 하는 장이었다면, 2013년 9월 
11일의 라디오 방송의 중계자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비장함의 
집단기억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 사례 32
[2013년 9월 11일 카탈루냐 라디오(Catalunya Ràdio)방송 멘트 중 일부]
“카탈루냐의 길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300년간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이렇게 거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상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훗날 이 곳에 살 사람들은 2013년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눈여겨 볼 것입니다. 카탈루냐 민족의 새 출발을 위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카탈루냐의 길’을 통해 운동참여자들은 ‘일상의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뒤로 
하고 ‘카탈루냐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하게 된다. 2013년 9월 11일 아침, 운동가들을 비롯한 카탈루냐의 길 
참여자들은 각자가 지목한 구역으로 향하는 버스 혹은 자가용에 올랐다. 같은 
목표를 위해 낯선 시간과 공간에 모였다는 사실을 통해 운동가들은 운동 
일상에서의 갈등을 잊고, 제3자와의 연대를 느끼게 된다.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카탈루냐의 길’은 ‘과연 몇 명이나 실제 길거리에 나올지’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불안정한 요소로 가득한 시위였다. 시위를 계획한 일주일 전, 
웹사이트에 등록된 참여자 수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 것이다’, ‘귀찮아서 등록된 장소로 오지 않고 카탈루냐 광장에 나갈 
것이다’ 등 실패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1일 총 150만명의 사람들이 카탈루냐의 길을 위하여 모였고, 일상에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던 ‘개인’은 ‘카탈루냐의 독립’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갖는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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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3
“가족들이 지로나에 다 몰려 살아서 레우스까지 올 일은 없지요. 그런데 혹시 
레우스에 사람이 없을까봐, 3대가 다 함께 밴을 빌려서 왔습니다. 도착한 곳이 
허허벌판인 고속도로 한가운데일지는 몰랐는데, 근데 뭐랄까, 사람들이 다들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도착할때 쯤 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조금 울컥 했습니다.”

 필라르(Pilar, 48세, 여)

바르셀로나 아이샴플라 구역에서 민족협의체 소속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
라르는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2시간 떨어진 타라고나(Tarragona)와 레우스(Reus) 
사이의 고속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하였다. 일상과는 다른 낯선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뜻을 공유하는 제3자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는 것은 운동가들에게 연대의 경
험으로 다가왔다. 노란색은 ‘카탈루냐의 길’이라는 연행을 관람하는 스페인정부를 
포함한 '관중'에게 단합의 의미를 전하는 상징이기도 하였지만, 참여자들간의 연
대를 확인하는 매개이기도 하였다. 

[그림 12] ‘카탈루냐의 길’ 참여를 위해 버스를 타고 타라고나로 가던 중 들린 휴게소

의 화장실 앞. 낯선 공간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같은 정치적 열망을 표하는 노란색의 옷

을 입고 마주한 것은 운동가들에게 연대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출처: 연구자 촬영, 201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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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탈루냐 민족으로서 하나됨의 경험

한편, 뒤르켐은 “의례시 드라마적 실천을 통해 재현되는 전통, 위대한 선조들에 
대한 기억, 집합적 이상은 참여자들이 감정적 고양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하나의 집단적 일체감을 느끼는데 기여함”(Durkheim 1985[1912]: 352, 
박선웅 2007: 32에서 재인용)을 밝혔다. 카탈루냐의 길에 참여하는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였던 선조, 카탈루냐 민족 전통을 극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운동 일상에서의 갈등을 잊고,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하였다. 
이날 동원된 몇몇 상징들은 운동가들이 민족공동체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카탈루냐 민족의 독자성을 부르짖었던 ‘위대한 선조에 대한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재확인하며,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집단적 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카탈루냐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카탈루냐 민족주의자였던 첼리스트 ‘파우 카잘스’(Pau Casals)62)가 
1971년 백악관에 초청받아 ‘새의 노래’(Cant dels Ocells)를 연주하는 모습과, 그 
자리에서 카탈루냐 민족의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광장에 있던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상영되었으며, 그 순간 광장에 모인 
의례참여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혼자서 영상을 보는 것보다 대형광장에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반주에 맞추어 파우 카잘스의 연설을 보는 것은 운동가들의 
기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첼로주법에 혁신을 가져오고,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바흐의 첼로 무반주조곡을 발굴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훌륭한 음악가이자, 카탈루냐 민족의 자유수복과 독립을 지지하였던 파우 

62) 일반적으로는 카탈루냐어인 파우 카잘스(Pau Casals)보다 카스티야어인 파블로 카잘
스(Pablo Casals)로 알려져있다.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독재자 프랑코가 집권하고 있었고, 
프랑코의 독재를 묵인하는 국가들에서 연주하기를 거부했던 파우 카잘스는 케네디의 친서
를 받고 연주를 결심하게 된다. 1971년 10월 24일 케네디(J. F. Kenneddy) 대통령의 초대
로 95세의 파우 카잘스는 백악관에 초대되어 새의 노래를 연주한 이후 카탈루냐가 역사가 
오래되고 독자적인 민족임을 알리는 영어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은 카탈루냐 민족주의자
들에 의해 카탈루냐의 존재와 독자성을 세계에 알린 사례로 지속적으로 회자 및 인용된다. 
그 연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카탈루냐 인입니다. 카탈루냐는 오늘날 스페인의 한 
주입니다. 그러나 카탈루냐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카탈루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탈루냐는 세계 최초로 의회
정치를 도입했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전입니다. 카탈루냐는 ‘UN’를 최초로 이루기도 했었
습니다. 11세기 카탈루냐는 당시 카탈루냐에 속해 있던 프랑스의 한 도시에 모여 평화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11세기에 말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전쟁에 반대하고자 말입니
다. 그것이 카탈루냐였습니다.”
(출처: http://www.sapiens.cat/ca/notices/2011/10/pau-casals-a-l-onu-un
-discurs-per-a-la-historia-1489.php, 사피언스, 2013년 11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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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잘스의 모습을 보며 운동가들은 자신을 카탈루냐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일치시킨다.

이 날 시위 현장에서 등장하였던 여러가지 노래와 구호, 그리고 그것의 제창은 
참여자에게 ‘개인’을 넘은 ‘민족’으로서 연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카탈루냐 국가 
‘농부들’(Els Segadors)은 1640-1652년 사이 카탈루냐 농민들이 30년 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토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및 프랑스군에 대항한 봉기를 
칭송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억공동체로서 카탈루냐 
민족을 상징한다. 카탈루냐의 길이 연행되던 날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주권을 
상실한 1714년을 상징하는 17시 14분에 함께 국가를 제창함으로써 주권을 
상실한 민족이라는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17시 14분을 1분 
앞두고, 카탈루냐의 길에 참여한 모든 연행자들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완료되는 순간 카탈루냐 전역의 교회 
종소리와 함께 카탈루냐 국가인 ‘농부들’이 울려퍼졌다. 

카탈루냐는 승리하리라
다시 풍요롭고 번영하리라 
저 거만하고 
자만에 찬 자들을 쫓아내고

힘차게 낫질을!
이 땅의 수호자들이여, 힘차게 낫질을!
힘차게 낫질을!

시간이 되었다, 농부들이여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
돌아올 6월을 위해
연장을 잘 준비해두자

힘차게 낫질을!
이 땅의 수호자들이여, 힘차게 낫질을!
힘차게 낫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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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진을 떨게 하라
우리의 상징을 보고서,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 듯
때가 오면 족쇄를 털어내리

힘차게 낫질을!
이 땅의 수호자들이여, 힘차게 낫질을!
힘차게 낫질을!

민족 상실의 역사와 수복을 기원하는 노래의 내용은 스페인에 지배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강화시키며  카탈루냐 민족의 자유 회복을 집합적 
이상으로 승화시킨다. 이는 민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역할연기를 일시 중단 시켜, 사회집단으로 하여금 그 집단의 가치와 
관련된 행위를 인식케 한다”는 터너의 ‘사회극’에 대한 견해(Turner 1969: 
152)와, 예술의 최고 기능을 현실에 대한 성찰로 본 아도르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며(Adorno 1997), 사회운동을 하나의 예술적 장르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가를 함께 제창함으로써 그 내용은 참여자들의 신체와 
정신에 체화되며, 느린 박자와 다수의 웅장한 음성은 자유를 상실한 민족의 
역사를 신성화시킨다. ‘카탈루냐의 승리, 번영’이라는 집합적 이상은 장엄한 
멜로디를 통해 극대화되어 인식된다. 카탈루냐 국가를 부르며 참여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카탈루냐 국기에 그려진 네 개의 빨간색 띠를 상징하는 네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치켜 올렸다. 이 순간, 상이한 입장을 가진 운동가들, 일반 시위 
참여자, 그리고 구경꾼들은 고조된 감정으로 인하여 서로의 사회적 지위와 
독립운동 가운데의 역할분담을 잊은 채 평등한 관계를 상상하게 하는 
‘코뮤니타스’(Turner 1969)를 이루게 된다. 일상에서 관계가 없던 낯선 혹은 
갈등관계에 있던 개인들이 민족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흥분의 감정을 
경험하는 하나의 일시적인 공동체로 이루게 되며, 이를 통해 연대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한편, 운동가들은 민족 상실의 과거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나갈 
운명의 공동체로서 카탈루냐 민족을 재정의하기도 한다. 카탈루냐인들이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패배한 1714년을 둘러싼 기억은 공교육, 미디어, 일상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현되어왔고, 그 결과 이 전쟁에서 패한 카탈루냐의 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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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인 운동가들에게는 
당연시된다. 그러나 스페인 이민자 출신 운동가들에게는 이와 같은 상실의 
기억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소원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카탈루냐의 길’이 열린 9월 11일 의례가 행해진 무대의 중심인 카탈루냐 광장에 
등장한 ‘통과하는 길’(Terra de pas)63)의 이미지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뼛속까지 카탈루냐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지 않는 이주자까지 모두를 
하나의 민족으로 상상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카탈루냐가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카탈루냐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기원을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비유이며, 이는 카탈루냐의 역사가 카탈루냐의 영토를 거쳐간 모든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카탈루냐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카탈루냐 민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혈통, 언어, 출생지와 같이 원초적인 자질들을 부정하고, 카탈루냐에 살고 
있다는 ‘거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상상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카탈루냐 국가가 제창된 이후 
민족협의체 대표가 연단위에 올라서서 행한 연설에서는, 독립된 카탈루냐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미래의 민족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통과하는 길’의 비유를 통해 
이루어졌다.

# 사례34
[2013년 9월 11일 ‘카탈루냐의 길’ 의례 중 카탈루냐 광장의 무대위 연설]   
“이렇게 와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중략)... 카탈루냐는 언제나 
이 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역사의 일부이며,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카탈루냐는 
‘통과하는 길’로서 스페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카탈루냐 민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카탈루냐의 건설도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카르마 포카데이(Carme Forcadell, 57세, 여) 

63)  카탈루냐의 정치가 및 지식인들은 카탈루냐의 산업화 이후 스페인 내부 이민자가 급
격히 증가했음을 인지하고, 이들과 카탈루냐 원주민 사이에 민족 차별의 감정이 생기지 않
도록 노력해왔다. 카탈루냐의 존경받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정치가 조르디 푸졸은 ‘카탈루
냐인’을 ‘카탙루냐에 거주하며 일하는 모든 이들이 카탈루냐인이다’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카탈루냐 사회의 일상에서 원주민 및 이주자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자리잡았다(Conversi 199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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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설에서 민족협의체의 대표는 카탈루냐를 ‘통과하는 길’에 비유하며, 
카탈루냐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출신에 관계없이 카탈루냐 민족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연설자는 거주성에 기반한 민족의 정의를 카탈루냐 민족의 
‘존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화 시킨다. 이는 카탈루냐 사회의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출신에 따른 위계를 없애고 평등한 민족 구성원으로 상상하고자하는 
극단적인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평등해진 민족 구성원들은 이 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국가의 건설도 함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된다. 
1714년의 상실이라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정치적 
운명을 공유함으로써 원주민과 이주자들은 서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상상한다.

새로운 카탈루냐의 건설이라는 역사를 함께 한다는 미래를 구심점으로 한 
민족의 정의는 유럽연합국가를 함께 제창함으로서 시위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각인되고 체화된다. 민족협의체 대표의 연설이 끝난 직후 울려퍼진 노래는 
유럽연합의 국가인 베토벤 9번 환희의 송가였다. 운동참여자들은 이 곡을 
제창함으로써 카탈루냐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독립국으로 탄생하기를 함께 
기원하였고, 곡의 제창이 끝나자 “카탈루냐! 새로운 유럽연합의 
주권국가!”(Catalunya! Nou estat d’Europa)라고 반복하여 외쳤다.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민족감정으로 갈등하던 스페인 이민자 출신 운동가들과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인 운동가들은 새로운 기억을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의 공동체로서 
카탈루냐 민족을 재정의하며, 서로간의 갈등을 잊고 하나됨을 경험한다. 

(2) 웃음과 풍자의 확대

의례의 상황에서 고조된 분위기는 일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규범의 위반을 
허용하기도 한다. 뒤르켐이 조사한 와라문가족의 사례에서도 일상에서 
금기시되는 근친간이 의례의 시기동안 공개적으로 처벌없이 이루어짐이 
보고되었다(Durkheim 1985[1912]): 218).  터너 또한 의례시 드라마적 장치인 
풍자 및 조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지배적 권위에 대항하여 일상의 규범을 
전도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Turner 1969). 마찬가지로, 카탈루냐 길에 
참여한 운동가들이 작성한 구호는 재미와 유희를 촉발시키는 말놀이(Speech 
Play)적 성격을 가지는데(Sherzer 2010 참조), 이와 같은 구호의 작성과 연호는 
독립을 반대하는 스페인 정부의 권위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키고, 조롱하며, 동시에 
약자들의 연대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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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회문화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호를 
만들고, 그 구호는 배경적 지식을 공유하는 화자와 청자에게만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이들간의 연대를 만들어낸다. 운동가들은 스페인에 존재하는 
다민족의 현실을 부정하고 ‘스페인됨’을 강요하는 스페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카탈루냐의 길 직전에 행해졌던 마드리드 시장의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최종 후보 도시 연설을 풍자한다. 개최 도시 선정을 놓고 도쿄와 맞붙은 가운데, 
마드리드 시장 아나 보테야(Ana Botella, 국민당)는 연설에서 안락한 도시로서 
마드리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도시 중심의 대표 광장인 ‘마요르 
광장’(Plaza Mayor)에서 “편안한 우유커피 한잔”(Relaxing cup of Café con 
leche)을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로 된 연설에서 시장은 ‘우유커피’를 영어대신 
카스티야어인 ‘카페 콘 레체’로 표현하여, 도시의 안락한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설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스티야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올림픽 위원 및 대표단이었기에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은 카스티야어가 여전히 링구아 프랑카인것으로 착각하는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심성의 발현으로 인식되었다. 시위의 현장에서 이러한 인식은 압축된 
형식의 언어인 구호로 표현되었다. 한 곳에서 어떤 운동가가 “누가 카페 콘 
레체를 먹습니까?” (Qui pren el café con leche?) 라고 외쳤더니 반대편에서는 
다수의 무리가 “마드리드 사람들입니다!”(Són els madrilenys!)라고 외치면서, 
그 주변은 즉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운동가들의 연호를 통해,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하는 다민족적 현실을 부정하는 스페인의 권위적 태도는 웃음거리고 
전락하며, ‘억압하는 스페인 정부’와 ‘억압당하는 카탈루냐 독립주의자’의 
파워관계는 의례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전복된다. 이 구호가 웃음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가들 및 의례참여자들이 2020년 하계 올림픽을 위한 마드리드 
시장 연설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으며, 그 연설에서 스페인 제국주의를 
읽어내는 성찰을 무의식중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구호의 연호는 이와 
같은 공유된 인식을 확인하고 운동참여자간의 연대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운동가들은 익숙한 문구를 예상치 못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스페인 정부를 
풍자하기도 한다. 한 운동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라틴어 어구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에케 오모)를 변형하여 “이 도둑질을 보라”(Ecce Robo, 에케 
로보)라고 팻말을 작성하였는데, ‘사람’(Homo)에 익숙한 행위자들의 맥락 속에서 
‘사람’ 대신 모음은 일치하되 자음만 다른 ‘도둑질’(Robo)이 제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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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익숙한 관용구에 대한 기대를 깨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 웃음을 
통해 운동가들은 스페인 정부로 인해 카탈루냐 민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차별에 
대하여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카탈루냐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TV프로그램의 제목 APM을 마치 “Alguna Putada Més”(아직도 엿먹일 거리가 
남았나요)라는 질문의 줄임말로 표현한 한 운동가의 구호 또한 TV 프로그램의 
제목으로서만 익숙했던 APM에 ‘카탈루냐인을 괴롭히는 스페인 정부’라는 의미를 
덧씌우면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두 구호를 통해 운동가들은 국가를 
‘도둑질’을 하고 ‘괴롭힘’을 주는 주체로 규정하고 비웃음으로써,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을 반민주적시도로 정의해 온 국가의 위계를 뒤집고자 한다. 의례의 
상황에서 종속집단은 조롱과 멸시를 통해 지배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이다(Turner 1969).

(3) ‘의례공동체’와 집합열광의 경험

한편, 뒤르켐의 의례에 대한 통찰 중 주목할 것은, 의례참여자들이 그 의례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곳에서 같은 연행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열광의 분위기를 통해 집합의식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세대, 민족, 출신이 다른 참여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고, 이들이 
처한 상이한 사회적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카탈루냐의 길’에 등장한 상징에 
대하여 모두가 동일한 해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길’에 참여했던 운동가들은 함께 연행을 하는 사실로 인해 연대를 
느끼게 된다. 특히, 연행의 상황에서 수반되는 각종 음악, 리듬, 이를 통한 
신체감각의 극대화는 연행자들의 열광적 상태를 고조시키고, 서로간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한다. 

‘카탈루냐의 길’이 열린 2013년 9월 11일, 운동가들이 함께 한 연행은 
사르다나춤(Sardana), 인간탑쌓기(Castellers)가 있는데, 두 가지의 연행은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행으로 
카탈루냐 민족의 독자성을 드러내고 체화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다른민족으로부터 카탈루냐 민족을 구분해주는 민족상징의 역할을 수행 
한다(Brandes 1990). 우선, 운동가들 및 시위참여자들이 함께 연행한 카탈루냐 
전통 춤 ‘사르다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카탈루냐의 길 연행이 펼쳐진 
레우스(Reus)시 근처 고속도로에서는 카탈루냐 전통 춤곡 코블라(Cobl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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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밴드로 보이는 한 무리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악기를 꺼내더니, 
‘승리자’(Conqueridora)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나오자, 주변의 운동가들 
및 사람들은 하나 둘 대오를 형성하여 간단한 스텝의 카탈루냐 전통춤 
‘사르다나’를 추기 시작하였다. 수명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형을 이루어 
추는 사르다나는 ‘혼자’하는 것이 아닌 ‘협동’이 중요시되는 연행으로써, 운동가들 
및 의례참여자들은 수시로 원형이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며 스텝을 
맞추었다. 카탈루냐 민족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카탈루냐의 민족문제를 
연구해 온 바르셀로나의 사회학자 살바도르 지네(Salvador Giner)는 “부자와 
가난한자,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끊어지지 않는 원형”(Giner 1980: 
10)을 만듦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연행을 통해 하나가 됨을 
이야기 한다. 사르다나는 ‘스텝을 아는 누구나가 출 수 있는 춤’으로써, 원형을 
이루는 순간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잊고 ‘춤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히, “정확한 스텝을 맞추어야 완성되는 사르다나의 특성으로 인해 춤을 추는 
것은 상호신뢰의 상징이다”(Brandes 1990:32).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운동형식, 세대, 민족감정으로 갈등하던 운동세력들은 이와 같이 함께 손을 위로 
올리고, 스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보조를 맞추어 가는 연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갈등을 잊고 하나의 연행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연대를 
생성한다. 

인간탑쌓기 연행 또한 카탈루냐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게 해 주는 
민족상징으로서 연행자들에게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탑쌓기라는 연행시의 강렬한 신체 감각적 경험은 
의례참여자들이 민족을 초월하여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의 의례공동체로 
서로를 상상하게 한다(cf. Erikson 2011). ‘카탈루냐의 길’이 행해지던 9월 11일, 
카탈루냐 광장에서 그라시아 대로로 올라오는 한켠에서는 인간탑쌓기 협회 
회원들이 복장을 갖춘 채, 인간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하였다. 참여자 중 가장 
건장한 사람들이 가장 아래층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원을 이루면, 그 위를 
체중이 무거운 순에서 가벼운 순으로 참여자들이 타고 올라가 4-5층 정도의 탑을 
이루는 것이 인간탑쌓기 연행의 핵심이다. 인간탑쌓기는 훈련된 회원들뿐만 
아니라, 광장에 모여든 인간탑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아래쪽 탑에서 ‘솔방울처럼 
지지’(Fem Pinya)하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낯선 사람들 간의 즉흥적 
연대를 상상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연구자의 경험에 따르면, 맨 아래층에서 
솔방울처럼 지지를 하는 동안 탑의 무게는 점점 쌓여가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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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은 땀으로 젖고 신체적 긴장으로 인해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된다. 
신체적으로 극한의 한계의 다다를지라도 ‘내가 이 손을 놓으면 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부상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데, 탑의 
꼭대기층이 완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완성된 탑이 붕괴되고 난 후에는 
‘함께 해냈다’는 느낌으로 인해 서로 얼싸안고 저절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연구자와 인간탑쌓기를 함께한 스페인 말라가 출신의 안드레아스(30)와 바스크 
출신 라우라(28)는 평소 자신은 카탈루냐인은 아니지만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밝혀온 운동가들인데, 이들은 인간탑이 완성되고 난 이후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간탑쌓기의 경험은 
운동가들이 민족을 초월하여 순간적인 ‘의례공동체’를 경험토록 함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잊고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또한 운동가들은 함께 구호를 외침으로써, 열광적 분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가 된다. 특히, 구호가 가지는 언어의 시적 요소는 연호시 연호자들의 
흥분감을 높여주면서 서로가 하나되는 체험을 하게 한다. 선창-후창으로 구성된 
구호의 제창 형식 또한 시위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높여주며 운동가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요소가 된다. 카탈루냐 국가가 제창된 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먼저 독립을 위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고, 이 선창을 이어받아 운동가들과 
의례참여자들은 구호를 따라 불렀다. 구호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① 선창자: “독, 독리,독립!” (In, Inde, Independència!)
   다함께: “독, 독리, 독립!” (In, Inde, Independència!)

② 선창자: “우리는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독립을 원한다”
           (Volem, volem, volem, volem la independència)
   선창자: “우리는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카탈루냐 국가를!” 
           (Volem, volem, volem, Països Catalans!)

③ 선창자: “이 용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Què vol aquesta tropa?)
   다함께: “유럽의 새로운 국가!” (Un nou estat d'Europa!)
   선창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Què vol aquesta gent?)
   다함께: “독립된 카탈루냐!” (Catalunya independent!)
   다함께: “카탈루냐, 자유” (Catalunya, lliber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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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루냐, 자유” (Catalunya, llibertat)
           “카탈루냐, 자유” (Catalunya, llibertat)   

위에 제시된 세 가지의 구호를 포함하여 카탈루냐의 길에서 연호된 많은 
구호들은 새롭게 창조되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다른 독립주의자들의 시위에서 
이미 오랫동안 연호되었던 구호들이다. 이 구호들은 오랜 기간동안 반복된 
연호를 통해 특정한 의례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된 형식과 내용을 가지는 
텍스트화 과정(entextualisation)을 겪게 되며, 의례의 구체적인 맥락과 분리되어 
사용될 수 있는  ‘초월성’(transcendence)을 갖는다(Bauman and Briggs 
1990). 그 결과 카탈루냐의 길에서 연호된 위 구호들은 다른 시위와 구분되는 
‘카탈루냐의 길’의 특수적 맥락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이 구호들을 외치며 고양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은 
리듬과 운율이 강조된 구호의 시적특성에서 비롯된다. 위에 제시된 세 구호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어구를 반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가들이 연호를 
거듭하여 반복할수록 그 속도는 자연스럽게 점점 빨라져 제창자들의 흥분을 
고조시켰다. 또한, ①의 구호에서 보여지듯 음절이 규칙적으로 분리된 것, ②와 
같이 특정한 멜로디에 맞추어 부르도록 한 것, ③에서 비슷한 
음절수(8-7-6-8-7-7-7)의 어구들을 병렬 배치한 것은 리듬과 율격이 살아있는 
구호의 시적특성으로서, 이는 연호시 저절로 몸짓을 수반케 하여 참여자들의 
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호 시 운동가들은 박수, 탬버린, 냄비를 
통해 구호의 흥을 돋우었고, 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장치들의 동반은 참여자들의 
집합열광 상태를 더욱 강화시킨다. 

카탈루냐의 길 의례가 정점에 달하자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제어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게 된다. 뒤르켐에 따르면 '집단의례 참여자의 감정이 
고조되고 하나됨을 느낄 때, 그 집단에서는 전기와 같은 것이 생산되어 
참여자들을 놀라울 정도의 흥분으로 몰아넣는다. 뒤르켐은 “이 때의 감정은 
내적으로 제어할 수 없고, 반드시 밖으로 분출되며, 서로의 감정은 메아리를 
이룬다”(Durkheim 1985[1912]: 233)고 보았다. 여기에서 뒤르켐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보다는 그 감정이 메아리를 이루게 되는 상호성과 이를 
통한 하나됨의 의식이다. 의례참여자들과 운동가들은 손을 잡고 이룬 400km의 
‘인간사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없는 출렁이는 ‘인간파도’가 됨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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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5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독, 독립을 외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손에 묵직한 느낌이 와서 옆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파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놀라울 일이었어요. 400km나 되는 긴 띠를 이루는 
사람들이 파도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400km가 출렁이는 것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파도를 두 번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카탈루냐 사람들 
모두가 소풍을 가더라도 다 같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리솔(Marisol, 55세, 여)

[그림13] ‘카탈루냐의 길’ 연행 중 만들어진 인간파도

(출처: ANC 홈페이지, 2013년 9월 11일)64)

뒤르켐은 집단의례의 절정에서 개인의 흥분이 극대화 될 때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스스로의 변화됨이 종교의례에서 느껴지는 ‘성스러움’과 
유사함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집단의례에서의 열광감이 종교라는 현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Durkheim 1985[1912]: 220)을 밝혔다. 마리솔의 진술에서 
보여지듯, 의례의 정점에 이르면서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무의식중에 일어났고, 
놀라운 경험으로 인식된다. 이날 수차례 일어난 파도를 경험한 운동가들은 
“놀랍다”, “전율이 일었다”, “환기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감정들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파도에 대한 개인적 흥분감이기도 하지만, 
마리솔의 “카탈루냐 사람들 모두가 소풍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서 

64) 출처: https://assemblea.cat/?q=node/6338, 카탈루냐 민족협의체, 2013년 10월 1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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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흥분감이기도 하다. 터너(1969)는 이 
순간의 감정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례시의 극대화된 감정적 체험을 
통해 의례참여자들이 일상의 사회적 지위를 잊고 평등감을 느끼는 것을 
코뮤니타스로 정의하였다. 고양된 감정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집합열광과 
코뮤니타스는 유사하며(Olaveson 2001),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종교의례시의 
성스러운 느낌과 같아 의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운동참여자들은 카탈루냐의 길을 통해 운동의 일상적 피로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감을 맛보고, 이를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아침에 출발하였던 버스 안의 분위기가 다소 조용하였다면, 돌아오는 버스 안의 
분위기는 낯선 사람과 ‘카탈루냐 길’의 경험을 나누느라 매우 시끌벅적 하였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자 버스에 탔던 시위 참여자들은 독립 구호를 한번 더 
외치고, “내년 9월 11일에 만나자”라고 인사를 건네며 헤어졌다. 결집의 시기가 
끝나면서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운동가들은 의례의 종료 
이후에도 강렬했던 시위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회상한다. 이것은 의례의 경험을 
기존의 인식적 틀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 함으로써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식적 
자원을 끊임없이 생성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2. 저항의례의 의미화
 
1) 운동가로서의 책임감, 독립 지지 의사를 공표할 수 있는 자신감

‘카탈루냐의 길’이 끝나고 나서 2주후, 바르셀로나 각 구역의 지역 
협의체에서는 시위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모임과 만찬이 열렸다. 예를 
들어, 그라시아 협의체의 일상적 어셈블리 혹은 만찬의 참여자는 60여명 
정도였는데, 이 날의 만찬에는 300명 이상이 등록하였고, 그 결과 만찬을 세 
번에 나누어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및 마을주민이 포함되었다.

“의례의 극적인 체험으로 인해 개인은 일상에 복귀한 이후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다”(Durkheim 1985[1912]:222). 반 게넵은 “의례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된 개인들이 기존의 구조로 돌아오는 것은 공동체적 
의례를 통해 완성된다”(Gennep 1960:102)고 보았는데, “카탈루냐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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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참여자들에게 이와 같은 만찬은 결집의 시기와 그 가운데 행해진 의례의  
종료를 알리고 일상적 시기로 돌아옴을 인식하게 해 주는 또 다른 의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으로 복귀한 이 개인은 의례 이전의 개인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시위의 성공적인 연행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만찬장에서 행해진 그라시아 
마을 협의체 코디네이터의 다음과 같은 연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 사례 36
“지난 여름부터 카탈루냐의 길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8월 
넷째주만해도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페르투스(Pertus)부터 알카나르(Alcanar)까지 3겹, 4겹 
겹겹이 줄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남을 정도로 성공하였습니다. 시위의 성공을 
위해 사슬이 만들어 질 자리에 몇 번이고 사전 방문한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카탈루냐의 시민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는 
전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페인 정부가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고, 
아직 독립이라는 선택에 망설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할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몬세, 52세, 여)

30여년이 넘게 독립운동에 계속 헌신해 왔다는 그라시아 마을의 코디네이터 
몬세는 카탈루냐의 길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한편, ‘스페인에 
남아있을 것인가와 독립을 택할것인가 사이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선언은 오랫동안 
독립운동에 헌신해 온 운동가들이 스스로의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자, 새롭게 독립운동에 합류한 행위자들의 일상적 복귀를 선언하고, 이들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라는 정체성의 인식은 타인에 의해 기대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 만찬의 날, 
그라시아 주민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자신들이 참여했던 ‘카탈루냐의 
길’ 장소 주변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카탈루냐의 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운동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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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7
[그라시아 지역협의체 만찬의 날 한 운동가의 발언]
“처음에 이 곳에 가입을 했을 때는, 몬세가 의미있는 것을 하니 나도 따라 
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카탈루냐의 길에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대성공을 거둘 줄은 몰랐고,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여름에 땀흘린 보람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20년 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카탈루냐는 독립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의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카탈루냐의 길은 내가 맡고 있는 일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조르디(Jordi, 35세, 남)

운동가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카탈루냐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운동가로서 자신의 일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준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힘썼던 여름부터 시위의 현장까지를 기록한 
자신들의 사진을 모아 달력 제작에 들어갔다. 150만명이 모이는 시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자신들이 기여했다는 사실은 운동가들이 크게 자부심을 
느끼는 요소였고, 이들은 그 과정을 자신의 역사로 남기고자 하였다. 독립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부여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운동의 
의지를 다지는 것과 같다.  

운동가들은 또한, 독립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다. II-1-2) 에서 살펴보았듯,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과격주의자’라 명명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독립주의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 못해왔다.65) 카탈루냐 
좌파 공화당의 독립 요구 시위에 참여하고자 했던 한 독립운동가의 진술 중, 
자신의 독립기를 숨겨서 지니다가, 모레라스 공동묘지 광장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꺼내곤 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이상주의자 혹은 과격주의자로 취급되던 
적이 있었음을 자주 상기하였는데, 9월 11일의 대형집회를 통해 확인할 수 

65)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2010년 자치주 헌법 개정에 실패하기까지, 독립을 지지하는 여
론의 비율은 꾸준히 3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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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운동에 참여한지 1년이 지난 이사벨(Isabel, 61세, 여)에 따르면, 독립을 
지지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편견으로 인하여, 독립운동의 사실을 숨겨왔었지만, 
‘카탈루냐의 길’에서 경험하였던 열광은 자신의 운동참여 사실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 이 운동가의 경우, 지난 2년간의 9월 11일이 의미있었던 것은 자신이 평생 
기원했던 독립의 실현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그녀는 9월 11일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몇 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변덕이 심한 군중심리’에 대하여 걱정하였고, 궁극적으로 현직 대통령 아르투르 
마스(Artur Mas)가 독립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미루다가 결국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1일 집회는 이사벨에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운동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계기로 의미화된다.

한편, 마드리드로 출장을 자주 가면서도 독립주의자의 표식인 배지를 빼지 
않는 주안(Joan, 43세, 남)의 사례 또한 의례를 경험한 개인의 변화가 정치적 
의사 표출의 자신감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2013년 9월 11일 ‘카탈루냐의 
길’을 행하기 전 운동가들에게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반카탈루냐 감정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이 곳의 사람들과 긴밀히 일을 하는 
운동가들은 업무상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카탈루냐 
독립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9월 11일 
추모의 날 시위가 치루어진 후, 마드리드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에게 ‘카탈루냐의 
길’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가 독립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가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의 생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마드리드에서 운동가들은 때때로 직설적인 반감에 노출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운동가는 마드리드 관광 중 독립기의 문양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다가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표식을 착용하고 다니는데, 이들에 
따르면 “어차피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반인 상황에서 굳이 내 
정치적 의사를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운동가들은 그 동안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을 꺼려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9월 11일 모두가 
한목소리가 되어 독립을 외친 것을 통해 스스로의 주장에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카탈루냐의 길이라는 의례의 경험은 마드리드에서도 독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을 만큼 개인에게 강력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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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이 논의한 결집과 분산의 시기를 반복하며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는 
호주 부족민의 사례처럼, 의례의 시기와 일상적 시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속에서 운동참여자들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지속된다. 주안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많은 사람이 나왔던 카탈루냐의 
길”은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자된다. “눈물이 났다”라는 진술이나 
“울컥했다”라는 설명에서 보여지 듯, 의례 당시의 경험은 감정적으로 매우 
강력했으며, 그로 인해 일상에서 집단적 저항의례의 기억은 끊임없이 공유되는 
것이다. 의례의 경험을 나누면서 카탈루냐의 독립이 자연스럽게 일상적 대화 
주제가 된 지금의 상황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쉽게 표출하지 못했던 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변화이다. 이는 주안이 자신의 운동가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며, 몸에 카탈루냐 독립기가 그려진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었다는 책임의식, 독립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이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2) 독립운동의 일상화

  (1) 사적 공간의 정치화

독립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운동가들은 일상
에서의 독립운동을 확장시킨다. 다른 존재가 된 개인의 행동은 의식적 혹은 무의
식적 변화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이 가장 첨예한 정치적 
공간으로 탄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운동가들이 집 발코니에 독립기를 
내걸면서 자신이 독립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정체성을 공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카탈루냐 사람들이 독립기를 발코니에 내거는 것은 1년 중, 9월 11일 추모
의 날 뿐이었다. 9월 11일 아침 발코니에 독립기를 매다는 것은 추모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해질 녘 그것을 수거하는 것은 추모일의 종료를 알리는 개인적 
의례였다. 그러나 지금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 전역에는 365일 독립을 기
원하는 붉은 독립기 혹은 푸른 독립기가 주택들의 발코니에 걸려있다. 집안의 잡
동사니를 치워놓거나, 화분을 가꾸는데 활용되었던 사적공간으로서의 발코니는 
독립을 염원하는 독립기가 내걸림으로써 정치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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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바르셀로나의 그란 비아(Gran Via)에 위치한 한 주택 발코니에 걸린 

독립기들(출처: 연구자 활영, 2013년 10월 1일)

발코니에 등장한 ‘독립기’라는 정치적 상징은 일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이 발코니는 사적 공간인 ‘집의 내부’에 비해서는 공적 
공간인 ‘거리’와 가깝고, 공적 공간인 ‘거리’에 비해서는 사적 공간인 ‘집의 
내부’에 가깝다. 따라서, 발코니는 완전한 사적 공간도, 혹은 공적 공간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betwixt-and-between) 리미널한 공간이 된다. 이 때, 
바르셀로나의 시가지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주택 혹은 건물들이 마주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따라서 발코니에 걸린 ‘독립기’는 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만 아니라, 맞은 편 건물에 사는 거주자에게 말을 거는 ‘대화의 제스추어’,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러 나오는 
아이샴플라 지구에 사는 한 독립운동가는 맞은 편 건물에 걸린 독립기들을 보고 
안심을 느낀다고 표현했고, 하루는 상대편 건물의 주민이 같은 시간에 화분에 
물을 주러 나왔는데, 눈이 마주쳐서 서로 손가락 네개를 들어보이는 수신호를 
하며 웃었다고 하였다. 카탈루냐의 길 이후 발코니에 내걸린 독립기라는 정치적 
상징은 단순히 추모일을 기념하는 것도, 집주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주는 
것도 아닌, 저항의례시 느꼈던 연대의 감정과 기억을 교환하도록 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독립운동은 운동본부 혹은 거리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곳,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된다. 즉, 카탈루냐 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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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가장 일상적인 
시공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상적 상호작용은 연대의 방향으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
라, 갈등의 방향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라시아 마을에 거주하는 카르마(Carme, 
55세, 여)는 자신의 발코니에 독립기를 단 그 다음날 아침, 맞은편 건물 같은층 
발코니에 스페인 국기가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카르마에 따르면, 이것은 자
신이 발코니에 카탈루냐 독립기를 단 것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된 응답이다. 실
질적으로 스페인 국기를 내 건 사람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운동가들의 대화 
속에서 발코니의 국기를 통한 연대와 갈등의 에피소드들은 끊임없이 공유된다. 
운동가들에게는 국기를 통한 상호작용의 성격이 연대이든 갈등이든 그것과는 상
관없이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공론화 되었다는 지표로 인식되었
고, 운동을 지속해나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림15] 의례 후 강화된 일상적 갈등 (1): 상단에 카탈루냐 독립을 주장하는 카탈루냐 

독립기와 반대로 하단에 스페인과의 통합을 의미하는 스페인 국기가 걸려있다.(출처: 연

구자 촬영, 201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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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의례 후 강화된 일상적 갈등 (2):  창문에 내걸린 카탈루냐 독립기에 대하여 

‘극우적 민족주의’라는 의미의 NAZI라는 낙서가 그려진 모습(출처: 연구자 촬영, 2013년 

11월 3일)

(2) 독립운동의 체현

뒤르켐(1985[1912])은 와라문가족의 의례를 연구하며, 원주민들이 지니고 
다니는 뼈, 식물의 의미를 추적한다. 의례를 통해 부족이 숭배하는 토템의 신성한 
기운은 의례가 끝난 후 영속될 수 없으며, 원주민들은 토템을 상징하는 뼈, 
식물과 같은 물체를 통해 집합열광의 주체할 수 없는 기운을 지속적으로 
느끼는데, 뒤르켐은 이 원리를 국기를 보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전쟁터의 
용사의 근대 국가적 상황에 비유한다. 즉, 군인이 바라보는 국기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라는 성스러운 기운에 의해 국기는 
군인에게 죽음을 바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곧, 어떠한 
정신적 기운이 물질화 된 것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카탈루냐 길’에 
참여하였던 주민들 또한 일상적으로 신체에 ‘상징’을 착용하거나 지니고 다니게 
되며, 이러한 상징을 통해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례의 기억을 되살린다.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길’에 참여하면서 착용하였던 복장을 일상에서도 
착용한다. ‘카탈루냐의 길’ 이후, 노란색의 옷은 주민들의 일상에서 독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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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표상하는 색깔로 인식되었고, 그것은 독립운동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자주 착용하는 의복으로 자리잡았다. 민족 협의체를 통해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한지 1년이 지난 오스카(Oscar, 55세, 남)에 따르면, “직장에서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동료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기에 
그 동안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었지만, 동료들과 자신이 ‘카탈루냐의 길’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후 카탈루냐의 독립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스카는 '평소에 정말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던 동료가 독립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장이 다소 자유로운 자신의 직장에 노란색 옷을 자주 입고 
나간다고 하였다.  오스카의 복장 착용은 ‘카탈루냐의 길’의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에게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는 그 역할을 인정받는 역할을 한다. “상징은 의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게 되고, 비로소 상호작용의 통화(currency)로 기능하게 되는 
것”(Munn 1974:580)이다.

일상적으로 상징의 신체적 착용이 강화되면서, 몸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기호로 탄생한다. 노란색 옷뿐만 아니라, 운동가들이 착용하는 옷과 
장신구의 종류는 티셔츠, 모자, 운동화, 팔찌, 배지 등 다양한데, 대부분 카탈루냐 
독립기의 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응용한 것들이다. 운동가들의 이와 같은 장신구 
착용은 자신의 운동가적 정체성을 체화 및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사례 38
“아무렇지도 않게 독립기가 그려진 백팩, 자켓, 운동화......이걸 입고 가는데 
맞은편에 어떤 험악한 인상의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보니까 어느새 
스페인 경찰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침 신호등 앞이었는데, 나도 한참 
일부러 문 앞에 있던 경찰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감돌았어요. 그러자, 문 앞에 경찰서 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이 검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는 스페인이다”(Aquí es 
España)! 기분이 나빴지만, 과격하고 제국주의적인 심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오히려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상관않고 그냥 
지나왔어요.” 

푸모(Pumo, 32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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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자들의 상징 착용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던 행위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푸모는 독립기가 그려진 상징을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착용하지만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발산하게 
되고, 그 결과 ‘이 곳이 스페인’이라는 사회의 지배적 코드와의 충돌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적 충돌은 ‘제국주의적’인 타자와 ‘나’의 
구분을 더 뚜렷이 하는 계기가 되며,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의복 착용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던 일상적인 신체적 활동 또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카탈루냐 민족 
협의체의 회원 중 사이클을 취미로 하는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이클협회의 
회원들과 함께, 가보지 못한 카탈루냐의 땅을 밟아 보기 위한 ‘카탈루냐 
대장정’을 계획하고 한 달여간 2,400km의 사이클 완주를 시작하였다. 대장정의 
이름은 ‘독립을 위한 폐달밟기’로 붙여져, 사이클링의 목표가 독립운동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원하는 사람들은 ‘독립을 위한 
폐달밟기’(pedalemperindependencia.cat)의 사이트에서 참여희망 구간을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이클링 경로에 합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네에서 가까운 구간을 택하고 일상적인 주말 나들이의 일환으로 
자전거 대열에 합류하였다. 테롤(Terol)의 일부구간에서 합류한 연구자와 함께, 
회원들은 발로 폐달을 밟고, 크게 목청껏 독립구호를 외치거나, 손으로 독립기를 
흔들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카탈루냐 독립기의 무늬가 들어간 
사이클복을 입고 왔다. 그야말로 ‘온 몸’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다.

# 사례 39
“카탈루냐를 한번 관통하는 사이클링을 사실 꽤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여지껏 가보지 못한 곳을 가 보자는 생각에서죠. 
모예루사(Mollerussa), 솔소나(Solsona), 델타 데 에브레(Delta de l'Ebre)는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였죠. ‘어떻게 내 나라의 절반도 
가 본적 없이 독립을 원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내린 최선의 결론은 
그것을 일일이 밟아보고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클이 
취미니, 자전거로 일주하자고 생각하였죠. 꽤나 긴 루트가 될 터인데, 한 곳 
한 곳 지날 때 마다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일생에 한번 해 볼 수 있는 



- 141 -

프로젝트로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 또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페달링이기도 하지만, 독립을 위한 페달링이 
되는 것이죠.”

사두르니(Sadurni, 50세, 남)

# 사례 40
“손에 독립기를 들려면 자전거의 중심을 잃으니 등에 망토처럼 걸치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테롤(Terol)에서 합류해서 남편과 50km정도를 함께 
탔습니다. 가는 길에 바람도 시원하고, ‘독, 독리, 독립!’(In, Inde, 
Independència!)를 외치는데, 함께 그 리듬에 맞춰서 폐달을 굴리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탈 생각은 해 보았지, 자전거를 
타면서 독립을 외칠 줄은 몰랐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독립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제 남편이 그러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같이 리듬에 맞춰서 
자전거를 탄 것이 여운이 남네요. 이러한 여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장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함께 다시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카탈루냐의 길이 왜 가능했겠어요?” 

마리아(María, 38세, 여)  

‘독립을 위한 폐달밟기’를 계획한 사두르니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취미로 했던 혹은 주말 나들이를 위한 ‘사이클’은 카탈루냐의 땅을 ‘밟아보고 
느껴보는’ 독립운동의 일환이 된다. 마리아의 증언처럼 ‘리듬에 맞춰서 
폐달링’하는 것을 통해 신체적 감각을 극대화함으로써 ‘여운이 남고’, ‘망설이지 
않고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체적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신체적 기능의 강화 
혹은 습관화라기보다는, ‘함께하는’ 몸의 활동을 통해 ‘여운’을 얻기 때문에 
강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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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독립을 위한 폐달밟기’에 참여한 운동가들

(출처: 빌라웹, 2013년 9월 30일)66)

운동가들에게는 낮잠을 자는 것조차 독립운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운동가들은 
10월 12일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한 날을 기념하는 ‘히스패닉의 날’을 맞이하여 
‘낮잠자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스페인의 국가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 국경일의 
기념을 거부하는 의미로 전 카탈루냐 시민이 집에서 낮잠을 자는 집단행동을 계
획한 것이다. ‘낮잠자기’는 국경일이면 도발하는 스페인 극우주의자들과의 충돌을 
막고,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평화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운동을 한
다는 것’은 ‘잠자기’라는 가장 일상적인 신체 행위를 통해서도 체화된다.

 

66) 출처: https://http://www.vilaweb.cat/noticia/4138651/20130813, 빌라웹, 2013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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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독립을 위한 카탈루냐인들의 낮잠

(출처: 나시오 디지탈, 2013년 10월 12일)67)

이처럼 의례의 강렬한 경험은 운동가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동가들은 독립운동에 관한 의복 착용이나 자전거타기, 낮잠자기 등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저항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함으로써 운동성을 체현하게 된다.  

(3) 언어 태도의 변화

운동가들에게 의례의 경험은 일상적인 습관을 되돌아 보도록 하며, 이에 따라 
일상적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일상적 태도의 변화를 통해 
운동가들은 자신의 운동성을 자각하고 독립운동을 지속해나간다. 

운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일상적 태도의 변화 중 두드러지는 것은 
언어 사용 습관의 변화이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어와 카스티야어를 제1언어로 구사하지만, 카탈루냐어를 자신들의 
유일한 모국어로 생각하며 카스티야어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중상류층 계급의 카스티야어에 비한 
카탈루냐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엄격한 의미에서의 양층언어 현상은 나타나지 

67) 출처: http://www.naciodigital.cat/especial/177/via/catalana, 나시오 디지탈, 
2013년 11월 3일 검색.

역사를 위해 침대를 준비하시오!

당신은 벌써 (비)인간적인 낮잠을 위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참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소파에서 (움직일 필요 없음)

- 침대에서 (잠옷 패키지+별이 새겨진 요강)

- 10월 12일 침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바

로 

우리 7,499,500명의 카탈루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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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Conversi 1997:169).68) 그러나 일상어에서는 프랑코 정권 시절 
언어사용에 대한 금지로, ‘양층언어적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ibid 169). 이처럼 
화자들의 일상적 언어구사에 있어서 카스티야어의 간섭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운동가들은 자신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 이 습관을 의식적으로 버리려고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 사례 41
“카탈루냐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뭘 해내긴 해 냈구나. 일주일에 얼마나 
독립운동에 시간을 투자하지? 독립운동하고, 잠자는 사이에 잠깐 돈을 벌기도 
하는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에요. 내가 이것을 그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시작한 것 같은데, 독립운동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우리 민족의 언어가 제대로 
대접받고, 카탈루냐어로 된 여러 문화적 자원들을 누리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카스티야어가 
튀어나오는 습관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지금은 이 습관을 의식적으로 
고치려 합니다.” 

이사벨(Isabel, 62세, 여)

시위의 강렬했던 경험은 일상적 언어습관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킨다. 
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를 무의식적으로 섞어쓰는 언어습관을 반성해가면서 
독립주의자들은 자신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자각한다. 이사벨의 
경우, 카탈루냐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코 시절 카탈루냐 
언어의 교육 금지로 인하여 카탈루냐어로 글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이후부터 카탈루냐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현재 이사벨은 같은 생각을 가진 운동가 동료들과 그라시아 마을의 이웃협회에 
개설된 카탈루냐어 고급과정인 D레벨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68) 카탈루냐 언어학자들은 카탈루냐어가 카스티야어에 비해 상대적인 특권적 위치를 점하
고 있는 카탈루냐주의 언어 사용 현황을 두고 양층언어 현상 보다는 ‘언어적 갈
등’(linguistic conflict)이라고 정의한다(Aracil 1982, Vallverdú 1972, 1980, Conversi 
1997: 169에서 재인용). 이는 ‘두 개의 언어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으로 
최종적으로는 장악력이 약한언어가 사라지거나 표준화’(normalisation)가 되는 것을 의미
한다(Conversi 1985, Kremnitz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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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은 개인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동가들 대화 사이에 
카스티야어의 간섭현상을 서로 지적해주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동시에 운동성을 강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운동참여자들은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면서 상업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태도 또한 바뀌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운동가들은 
식료품, 악세서리, 의복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거주하는 구역의 
단골상점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토요일 오후 혹은 일요일과 같이 
소규모의 동네상점들이 문을 닫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람블라스’(Les Rambles) 거리의 상점이나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és)와 같은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주거구역을 벗어난 
관광객 지구에 들어선 상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원들은 대부분 
카스티야어가 모국어인 이민자이거나, 스페인 전역에서 쓰이는 카스티야어의 
편의성으로 인해 카탈루냐어를 배우지 않은 이민자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카탈루냐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은 물건을 살 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카스티야어를 쓴다. 또한, 카탈루냐어 화자가 카스티야어 화자에게 카탈루냐어로 
말을 할 경우, 카스티야어 화자는 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스티야어를 쓰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운동가들은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대규모의 상업공간에서 카스티야어 
대신 카탈루냐어를 쓰게하는 요인이 된다. 

# 사례 42
“(연구자에게) 당신 모국어가 한국어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물건살때도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 동안은 그냥 포르넷에 가거나 
트리앙글라에 가면 카스티야어를 썼어요. 근데, ‘카탈루냐 길’에서 저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잖습니까? 무대위에서 발언을 하는......그런데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8월 마지막까지 경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150만명이나 거리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동창하고 
놀러겸 온다고 생각했던 운동참여가 좀 진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문득 내가 
카탈루냐 사람이면 카탈루냐어 쓰는게 당연한건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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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언어를 민족적 권리로 주장하는 독립운동가가 이를 
무심히 지나쳤다는게 반성도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유일하게 나만 카스티야어 쓰는 사람을 만나면 
언어를 안바꿔요. 애들은 엄마가 운동하더니 자꾸 사소한걸로 귀찮은 일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게 사소한건 아니지요. 내가 내 언어를 쓰는게 왜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지난주에 람블라스하고 아라곤 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가게에 옷을 사러갔다가, 찾는게 없어서 뭘 좀 물어보려고 점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있던 여자가 어떤 영국여자 같았는데, 그 사람은 
카스티야어도 못하고, 점원은 또 영어를 못하니, 둘이 손발 써가면서...점원은 
그래도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웃으면서 설명을 억지로 하더라고요. 내 차례가 
되어서, 이 정장이 다른색은 없느냐, 사이즈는 좀 큰게 없냐고 카탈루냐어로 
물어봤더니, 점원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근데 왜 자꾸 카탈루냐어로 말하냐고 
그러는거에요. 기분이 상해서, 됐다고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마리나 (Marina, 41세, 여)

마리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위의 경험은 단순한 시위자가 아닌 운동을 
이끄는 운동가로서의 진지함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였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심코 지나쳤던 상업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습관은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대형 상점에서 어떠한 언어를 쓸 것인가는 더 이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이를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마리나의 
자녀들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운동가로서의 마리나의 정체성은 구분된다. 
다시 말해, 빵집이나 백화점에서 카스티야어 대신 카탈루냐어를 쓰는 것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운동가로서의 연장된 실천인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권리’이기에 정치성의 지표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한 마리나의 카탈루냐어 
구사는,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인 점원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상황을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게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한편, 카탈루냐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독립운동가의 이와 같은 언어 태도의 
변화를 카탈루냐의 민족주의의 본질주의적 경향이 드러났다거나, 혹은 
본질화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독립운동가들이 어떠한 언어로 말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화자들간의 개인적 친분관계, 상황적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의 상이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서로가 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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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자신이 모국어로 여기는 언어를 바꾸지 않고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일상의 대부분의 화자들이 화자간의 친분, 대화의 상황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한 언어를 선택해서 대화하게 되고, 나아가 그 선택된 언어가 
화자간 관계의 지배적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일상인들의 언어적 실천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를 상황 혹은 화자에 따라 바꾸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려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은, 특정언어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을 다른언어에 대한 배제적 태도로 규정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제국주의적 영혼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 온 스페인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적 
실천인 것이다.

 3) 집단기억의 재구성: ‘연대의 민족’과 ‘비극적 영웅’의 탄생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길’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시민들의 
연대(solidaritat)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카탈루냐의 길’을 카탈루냐 인들의 연대가 발현되었던 이 기억들의 연장선에 
위치시킨다. 운동가들에 의해 ‘카탈루냐의 길’과 함께 자주 비교되고, 언급되는 
카탈루냐의 역사적 기억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스페인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여겨지는 1977년 카탈루냐 자치주 요구 시위이다.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사례는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연대’를 통해 카탈루냐 사회를 변화시킨 
순간들로 보통 회자되며, 운동가들이 ‘카탈루냐의 길’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기준점이 된다.      

# 사례 43
이사벨: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기억나지요? 개막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왔었고, 몬주익의 경기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때 다들 어떻게 복구할지 전전긍긍 
했었는데, 아마 마을마다 여전히 활동을 활발히 했던 이웃협회에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연락한지 하루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때 ‘포블라 노우’(Poble Nou)에 살았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몬주익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방 보수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열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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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했었습니다. 아마, 타임지가 선정한 역대 최고 올림픽의 순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나: 맞아요, 저는 산츠에 살았었는데, 이웃협회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제 
남편과 함께 몬주익에 갔었습니다. 올림픽때는 누가 자원봉사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일을 찾아서 했어요. 카탈루냐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이처럼 무슨일이 
발생했다 하면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서유럽사회에서 카탈루냐 사람들만큼 연대감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카탈루냐의 길’이라는게 그저 반년간의 준비로 뚝딱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700만명중에 150만명이라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연대감이라는게 카탈루냐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내년에는 200만이 모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사벨(Isabel, 66세, 여)
안나(Anna, 50세, 여)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직전 발생하였던 홍수로 인해 부분붕괴 되었던 
몬주익의 올림픽 경기장 복구에 참여하였던 이사벨과 안나는 당시 올림픽때의 
자원봉사 열기를 카탈루냐 민족의 '연대감'으로 해석하며, ‘카탈루냐의 길’ 또한 
이와 같은 ‘연대감’의 재확인 사례로 제시한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특성이 아닌 ‘카탈루냐 민족’의 
특성으로 여겨지며, 카탈루냐의 길은 연대감이라는 민족성을 확인 및 강화시켜준 
계기로 인식적 자리매김 한다. 나아가 “내년에는 200만이 모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운동 지속의 자신감으로 연결된다. 카탈루냐 길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연대의 경험을 카탈루냐인의 민족성으로 해석함으로써, 운동참여자들은 카탈루냐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담론을 ‘연대의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가 
사회지배계층에 의해 생산되어 지배당하는 계층에게 침투되는 믿음 혹은 담론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 필요와 인식을 기반으로 민족주의를 만들어 
낸다는 코헨(Cohen 1996)의 ‘개별적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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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4
“프랑코 정권이 무너지고 자치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위해 거리로 
나온 민족이 스페인에는 몇이나 됩니까? 카탈루냐 사람들이 유일했습니다. 
1977년 100만명의 카탈루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화 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시위였는데 그때의 열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에는 언제나 카탈루냐 민족의 
역할이 컸습니다.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하여 카탈루냐인들은 연대로 대항하여 
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반세기가 지나면, ‘카탈루냐의 길’도 
마찬가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독립을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어도 카탈루냐 길은 연대의 민족으로서 카탈루냐 인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조금이나마 스페인의 민주주의화에 또 한번 기여할 
것입니다.” 

이그나시(Ignasi, 58세, 남)       

운동가들이 모여 독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교환하는 바르셀로나 각종 광장의 
연설에서도 카탈루냐의 길은 ‘연대’의 기억과 함께 회자된다. 그라시아 마을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한지 2년차에 접어든 이그나시는 ‘카탈루냐의 길’을 
통해 1977년 바르셀로나 일대에서 일어났던 ‘자치주 요구 시위’의 ‘열기’를 
떠올리며 양자를 동일한 ‘연대의 기억’ 속에 위치시킨다. 양자의 사례에서 
카탈루냐 민족이 가진 연대의 특성은 ‘스페인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탈루냐 민족은 스페인에 공존하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존재로 의미화 된다. 카탈루냐 사람들에 의해 
카탈루냐 민족만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민족주의 담론 
중 하나는, 스페인을 반민주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카탈루냐 민족을 민주주의의 
담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민족주의 서사에 따르면, 카탈루냐 민족의 
민주주의성은 반민주적 스페인에 의해 늘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민족의 민주주의적인 민족성은 스페인의 반민주적인 성향에 
있어서 언제나 제동을 걸어왔으며, 그 결과 스페인의 사회변혁에 카탈루냐 
민족의 역할이 항상 중요했다”(Solís 2003: 126)는 것이다. 이그나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영웅’으로서의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서사에 ‘카탈루냐의 길’을 
위치시킴으로써 기존 카탈루냐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하며, 동시에 성공의 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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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현재의 독립운동을 지속시키려는 인식적 자원으로 연대의 기억을 구성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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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스페인의 1975년 민주화 이후 최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대중화 양상과 그 지속원리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원에서 활동하는 
‘카탈루냐 민족협의체’의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연대기적 혹은 운동단체의 구조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운동참여자들의 의미세계를 밝히지 못하고, 나아가 이들을 
일원적 집단으로 다룬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대, 민족, 출신지역을 초월한다’는 운동의 담론 뒤에 벌어지는 운동참여자들의 
갈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사회학에서 시도한 ‘사회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 
정의보다 하나의 정치적 역동으로서 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이한 
사회적 배경의 행위자들이 갈등하는 가운데 운동이 지속되는 원리를 이들이 
연1회 실천하는 저항의례를 운동참여자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활발해지는 카탈루냐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과 그것을 
집단행동으로서 조직해 낸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은 1975년 서유럽에서 최장기 
집권한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파시스트 정권이 붕괴된 이후 참여인원수로는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의 조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페인 민주주의 전환기 이후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보다 
독재정권 시절 억압되었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카탈루냐 명망가 집안 및 고학력 중산층이 운동의 담론을 
카탈루냐의 독립으로 전환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들은 
독립을 차선책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독재정권의 붕괴가 제도적 변화를 통해 
민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민족주의자들의 기대와, 한편으로는 지속되고 
있었던 스페인 경찰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의 공포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독립에 대한 열망은 소수의 것으로서 제도권 내에서는 카탈루냐 
좌파공화당(ERC)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었고, 시민사회의 독립운동은 민족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지지하던 과격주의자들의 팽배로 온건한 독립을 추구하던 
세력들이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음과 같은 스페인의 정치, 경제적 사정은 
민족운동에 헌신하던 운동가들이 운동의 패러다임을 독립운동으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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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다. 우선, 강력한 스페인 일원주의적 민족정책을 추구하는 스페인 
국민당(Partido Popular, PP)의 ‘자치주 헌법 개정 반대’ 소원과 이들의 집권 
이후 강화된 카탈루냐 민족 탄압 정책은 운동가들이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 
대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판결은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 중 스페인과 연방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조차도 독립을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지 주민들의 이와 같은 증언은 단순히 2008년 유럽연합에 
불어닥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분리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해석이 
재고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물론 운동가들의 운동참여이유를 살펴볼 때, 2008년 
이후 심화된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재정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에 
따른 카탈루냐 주정부의 경제부담 가중은 독립운동 확장에 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운동가들에게 그저 카탈루냐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스페인의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지구조로 귀결된다는 
맥락에 유의해야한다.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자, 2000년대 중반까지 민족운동을 지속하며 운동의 
경험과 연망을 갖고 있던 민족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담론과 운동의 형식을 
통해 운동의 결속과 확장을 도모한다. 첫째, 오랫동안 민족운동을 이끌어오던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은 ‘세대, 민족,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보편성의 원리를 내세우며 독립운동의 대중화를 시도한다. 정당 혹은 
무장단체에 의해 주도되어온 기존의 운동 플랫폼이 카탈루냐 시민들의 
운동참여를 어렵게 하였다면, 2010년 이후에 생성된 민족협의체를 통한 
독립운동은 특별한 운동 참여 경험이 없이도 이들이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민족협의체의 위계가 없는 의사결정구조는 운동의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로 의식되며, 이는 운동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민주주의적 
실천공동체로 자부하며 참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마을중심의 운동’을 통해 운동 참여의 경험이 없는 자들의 접근성과 이들이 
실감할 수 있는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운동의 결속과 확장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운동담론과 새로운 운동의 형식은 운동참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운동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다양해진 참여주체들은 상이한 ‘세대, 
민족, 출신’ 이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된다. ‘세대, 민족,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보편성의 원리’는 운동참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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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속적으로 표상되었지만 운동참여자의 ‘세대, 민족, 출신’에 따른 위계 
또한 운동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 첫째, 20대의 청년운동가들은 
프랑코의 독재정권을 가까이 경험한 평균연령 58세인 대부분의 운동가들과 
상이한 운동담론과 실천형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청년운동가들은 운동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청년운동가들은 
접시를 나르는 등의 ‘하찮은 일’을 하게 되고, 기성세대 운동가들과 분절되어 
독자적인 저항문화를 구축해간다.  또한, 카탈루냐 사회에서 여전히 긴밀하게 
공유되는 프랑코 독재 시절의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탄압의 기억은 이를 경험한 
세대가 ‘기억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독립운동의 당위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만, 독립 이후의 미래 지향적 담론을 통해 운동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청년운동가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기도 한다.

둘째, 스페인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은 스페인에 대한 비동일시를 토대로 
결속을 강화해가는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이 대부분인 민족협의체의 운동가들과 
상이한 민족감정을 갖게 되면서, 운동에서의 소외를 경험한다. ‘민족을 초월한 
운동’이라는 민족협의체의 독립운동을 표상하는데 있어서 스페인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의 역할은 중요시되지만, 스페인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비동일시적 
태도 혹은 스페인의 다른 민족과 카탈루냐 민족을 구분지으려는 ‘뼛속까지 
카탈루냐인’인 운동가들의 태도는 스페인 이민자 1세대 운동가들이 민족협의체의 
카탈루냐 독립운동 전개 과정 속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었다. 

셋째, 마요르카 출신의 카탈루냐인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주와 함께 마요르카 
지역의 독립을 목표로 운동에 참여하지만, 마요르카를 위시한 카탈루냐 민족 
전체의 국가건설의 시도가 카탈루냐 주의 독립마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운동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이들의 참여는 카탈루냐 주의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한정된다. 운동지도부는 운동의 결속과 확장을 위해 마요르카 
지역의 카탈루냐 민족이 처한 위기가 카탈루냐 전민족의 위기임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요르카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을 사용하거나 
마요르카주까지 운동이 확장되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이 지역 출신의 운동가들은 
소외를 경험한다.

경합과 소외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연1회 9월 11일 추모의 날에 열리는 저항의례로서 시위의 실천을 통해 운동의 
갈등을 잊고 하나됨을 경험하기 때문이었다. 그저 ‘가족끼리 놀러가는 날’ 이었던 
추모의 날은 민족협의체가 설립된 이후 운동가들이 매년 대규모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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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면서 스페인으로 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된다. 
운동가들은 흩어져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분산의 시기’를 종료하고 이 
날의 시위를 준비하기 위해 ‘결집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개인들은 증가된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분위기의 고조를 경험한다. 분위기의 
고조는 의례의 실천을 통해 극대화 되는데, 운동가들은 의례시의 각종 드라마적 
실천을 통해 ‘하나의 민족됨’, 지배적 위치에 있는 스페인 정부를 전도하는 
‘약자로서의 유대’, 연행을 함께 한다는 ‘연행공동체’로서의 유대를 강렬한 
집합열광을 통해 느끼며 운동의 갈등을 잊게 된다.

의례가 종료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운동가들은 시위의 강렬한 경험을 
의미화해가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식적 자원으로 만들어나간다. 의례 후 
변화한 운동가들의 일상은 저항의례의 집단적 실천과 일상적 저항의 개인적 
실천이 교환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결집의 시기가 종료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운동가들은 시위의 강렬한 기억을 상기하며 운동가로서 운동을 
지속할 책임감을 느끼고, 일상에서 밝히지 않았던 독립에 관한 지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 결과 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일상적 
실천을 강화하게 된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참여주체가 다양해 진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이 민주화를 맞이하고 1979년 
카탈루냐가 자치주의 지위를 획득한 이래, 카탈루냐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두고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대화이다. 운동가들은 사적인 공간에 
정치적 상징물인 카탈루냐 독립기를 내걸거나, 이와 같은 상징의 항시적 착용을 
통해 운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결과 이들의 일상은 
정치상징물을 매개로한 익명의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증가됨으로써 정치화 
된다. 운동가들은 발코니에 내걸린 카탈루냐 독립기를 매개로 이웃과 새로운 
연대 관계를 형성하거나, 신체에 착용하는 상징으로 인해 익명의 행인과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운동가들은 자전거를 달리거나, 낮잠을 자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서도 독립운동을 행함으로써 운동성을 체화하게 된다. 나아가, 
운동가로서의 책임감은 양층언어 사회인 카탈루냐에서 카스티야 어의 간섭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일상적 태도의 변화로도 연결된다. 카탈루냐 
시민들은 이러한 상징들을 착용하고, 내걸고, 일상적 행위에 저항의 의미를 
부여해감으로써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다. 2013년 바르셀로나 
거리는 소리 없는 정치적 상징들이 벌이는 무언의 대화로 매우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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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가들은 의례의 경험을 카탈루냐 민족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민족주의 
서사와 결합시킴으로써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식적 자원으로 의미화한다. 
의례의 경험은 운동가들에 의해 카탈루냐 민족을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민족이라는 ‘연대의 민족’서사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사회변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민족이라는 ‘비극적 영웅’서사의 사례로 
의미화된다. 이를 통해 운동가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이라는 운동 목표의 달성과 
관계없이 독립운동의 실천자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운동을 지속하도록 한다.

이처럼 독립운동을 행위자들의 관점으로부터 기술하고자 하는 것은 이베리아 
반도 역사 서술의 주체를 다변화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20세기 들어 
스페인은 동시대의 각종 이념이 총격돌한 ‘스페인 내전’(1936~39) 이라는 
대사건을 겪었고, 그 결과로 집권하게 된 프랑코 정권과 현재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후계자들은 내부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세력들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스페인 내전 및 
그 이후 부당하게 살해당한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자가 그 
첫번째 타자화의 대상이었고, 일원화된 ‘스페인 국민화’ 작업에 반발한 반도내 
여러 민족들이 그 두번째 대상이 되었다. 전자에 관한 학문적 작업은 2000년대 
이후 사회당이 집권하고서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스페인의 인류학자 ‘프란시스코 페란디스’(Francisco Ferrándiz)는 2014년 
출간된 ‘땅밑의 과거: 스페인 내전의 동시대 유해발굴’(El pasado bajo tierra: 
exhumaciones contemporáneas de la Guerra Civil)이라는 민족지를 통해 
스페인 내전시기 희생자 유해발굴 문제에 관련하여 그 책임과 절차를 시민사회에 
모두 떠넘기고, 보조자의 역할에만 머무르는 국가권력을 비판한다. 초국가적으로 
공유되는 인권에 대한 담론과 실천을 통해 스페인 시민사회는 국가를 
압박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의 이유없는 죽음을 건드리는 것은 아무런 처벌 없이 
프랑코의 권력을 승계한 수많은 기득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기에 
이들의 죽음은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외면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이와 같은 
도피하는 국가의 실체를 통해 스페인 민주화(Transición Española)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본 연구는 마찬가지의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타자화의 대상이었던 
카탈루냐 민족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정치적 활동을 
카탈루냐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여러 
종류의 민족주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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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에 
대한 지나친 반성주의적(apologetic) 태도가 모든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개별사회가 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각각의 민족주의가 지닌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물론, 카탈루냐의 
강력한 민족주의의 역사는 스페인 내전 이전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프랑코 사후 군부정권의 실세가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권력을 승계하면서, 
독재정권시절 이루어진 카탈루냐 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스페인 국민화’ 
작업속에서 강화되었다. 곧, 카탈루냐 민족의 독립요구 뒤에는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적 현실을 무시한 강력한 스페인 민족주의가 한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탈루냐 인들의 독립에 대한 주장을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거나 2008년 이후 발생한 유럽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만 보는 시각은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위해 동원된 강력한 
일원적 민족주의가 카탈루냐인을 지속적으로 타자화 해 온 맥락을 염두에 두고 
재고찰될 필요가 있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을 살펴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이들이 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담론과 상징의 발명을 통해 운동을 
확장시켜가는 정치적 주체라는 점이다. 운동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담론과 상징을 만들어내며 이 가운데 행위자들은 서로 
협상하거나 갈등하기도 하였다. 운동의 표상을 두고 독립운동의 내부자들이 서로 
경합하는 과정은, 외부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인 카탈루냐의 독립을 관철시키는 
것만큼 치열한 정치적 현실이기도 하다. 곧,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이 운동의 
담론과 상징을 창조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역동인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참여주체들을 하나의 슬로건 아래 
일원화된 집단이 아니라, 협상과 갈등을 반복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볼 필요성을 
이야기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집단행동으로서 저항의례가 운동참여자의 인식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 9월 11일 카탈루냐 추모일에 행해진 ‘카탈루냐의 길’이라는 저항의례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감정적 경험을 갖게 하였고, 이는 비의례적인 
시공간인 일상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사를 의상, 장식물, 태도를 통해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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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운동의 주체’를 탄생시켰다. 결집의 시기에 경험하는 고양된 에너지는 
의례가 종료된 일상에서도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스페인 민주화 
이후 40년만에 독립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집단행동을 하는 소위 
‘운동하는 세대’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사례는, 
의례를 매개로 집단의 삶이 재편되는 과정에 주목해온 인류학의 의례이론이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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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ñas, C., & Casals, X. 
   2004, Skinheads a Catalunya, Barcelona: Columna.



- 168 -

Woolard, K. A. 
   1983. The politics of language and ethnicity in Barcelona, Spain,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 자료

[웹저널]

Sitrin, Marina. 
   “Occupy Trust: The Role of Emotion in the New Movements”, 

Fieldsights - Hot Spots, Cultural Anthropology Online, February 14, 
2013. 

(http://www.culanth.org/fieldsights/75-occupy-trust-the-role-of-emotio
n-in-the-new-movements)

Juris, Jeffrey. 
   “The 99% and the Production of Insurgent Subjectivity”, Fieldsights 

- Hot Spots, Cultural Anthropology Online, February 14, 2013. 
(http://www.culanth.org/fieldsights/72-the-99-and-the-production-of-i
nsurgent-subjectivity)

[신문기사]

Elpuntavui 2013. 09. 08.
   “La Via Catalana, en 30 preguntes”
(http://www.elpuntavui.cat/noticia/article/3-politica/17-politica/675892-
la-via-catalana-en-30-preguntes.html).

Nació Digital 2013. 08. 03.
   “Cau el rècord nacional de llançament del DNI espanyol a Osona”
(http://www.naciodigital.cat/noticia/57620/cau/record/nacional/llancam
ent/dni/espanyol/osona).



- 169 -

Ara 2013.06.19.
   “L'himne de Lluís Llach 'Tossudament alçats' tancarà el Concert 

per la Llibertat”
(http://www.ara.cat/cultura/Concert_per_la_Llibertat-Lluis_Llach_0_940
706105.html).

Público 2013. 05. 16.
   “La delegada del Gobierno en Catalunya homenajeó a la División 

Azul”
(http://www.publico.es/politica/delegada-del-gobierno-catalunya-home
najeo.html).

Vilaweb 2013. 04. 22.
   “Quèhapassatambl'ANC-Mallorca?”
(http://www.vilaweb.cat/noticia/4107817/20130422/passat-lanc-mallorca
.html).

La Vanguardia 2012. 10. 10.
   “Wert admite que el interés del Gobierno es "españolizar a los 

alumnos catalanes”
(http://www.lavanguardia.com/politica/20121010/54352442678/wert-adm
ite-interes-espanolizar-alumnos-catalanes.html).

Ara 2011. 10. 24.
   “40 anys de la proclama catalanista de Pau Casals a les Nacions 

Unides: "I am a Catalan”
(http://www.ara.cat/cultura/catalanista-Pau-Casals-Nacions-Unides_0_
578342245.html).

La Vanguardia 2010. 07. 11.
   “Un millón de personas inundan Barcelona en una histórica 

manifestación de rechazo a la sentencia contra el Estatut”



- 170 -

(http://www.lavanguardia.com/politica/20100710/53961206706/un-millo
n-de-personas-inundan-barcelona-en-una-historica-manifestacion-de-
rechazo-a-la-sentencia-co.html).
 
La Vanguardia 1977. 09. 12.
   “Más de un millón de gargantas y una sola voz: ¡Autonomía!”
(http://hemeroteca.lavanguardia.com/preview/1977/09/13/pagina-1/337
45036/pdf.html).

3. 기타자료

- 지도 1 
http://www.economist.com/node/16490065?zid=307&ah=5e80419d1
bc9821ebe173f4f0f060a07
- 지도 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atalunya%2BProv%2BCatal%C
3%A0.jpg
- Idescat, 2013
- Sàpiens núm. 117. June, 2012
- Declaració fundacional ANC, 2011



- 171 -

<Abstra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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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st estudi analitza el moviment independentista català el 2013. 

L'estudi se centra en les perspectives dels activistes i el seu ús de 
'rituals de resistència', una manifestació anual en la Diada Nacional de 
Catalunya. D'aquesta manera, l'estudi tracta d'examinar com el 
l'experiència ritual uneix activistes de diferents orígens i ideologies, i 
com donen sentit a aquesta experiència ritual en la seva vida diària per 
continuar la seva resistència. Investigacions anteriors tendien a 
qüestionar les raons de l'èxit o el fracàs d'un moviment i de la seva 
estructura organitzativa, deixant de banda les percepcions dels 
participants d'aquest procés polític i considerar-los com una entitat 
amb una opinió unificada. Tenint en compte aquestes limitacions, 
aquest estudi se centra en el moviment independentista català des dels 
punts de vista dels activistes, i en particular destaca els seus conflictes, 
per entendre la dinàmica política del moviment mateix.

Per entendre l'empenta del moviment social, l'estudi examina el 
sentiment independentista fins al 2010, abans que el moviment 
independentista català encara no havia avançat a gran escala. Els 
catalans són una nació amb la seva pròpia llengua, cultura i un 
sistema de govern propi, però aquest fet no ha sempre els va portar a 
l'esperança per a la independència d'Espanya. Quan es va acabar la 
llarga dictadura feixista de 40 anys de Francisco Franco e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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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nya va passar pel període de 'transició a la democràcia', de 
manera que el sistema polític es va transformar poc a poc en un de 
democràtic. Arran d'aquest canvi, el poble català va concentrar els 
seus esforços en revitalitzar la cultura i la identitat catalanes. Durant 
aquest període, la principal preocupació per als nacionalistes catalans 
era reviure la seva llengua i assegurar la seva autonomia, i no pas 
establir un país independent.

Mentrestant, sembla que diversos canvis en les circumstàncies 
polítiques que envolten Espanya a la fi de la primera dècada dels 2000, 
van influir en les característiques del moviment independentista català. 
En primer lloc, el Tribunal Constitucional espanyol va rebutjar la versió 
modificada de l’estatut d'autonomia català en el qual s'estipulava el 
reconeixement de Catalunya com a nació i s'ampliaven seus drets i 
competències. En segon lloc, ja que la crisi de l'eurozona va començar 
a tenir un efecte a Espanya, les mesures d'austeritat fiscal del govern 
central espremeren Catalunya en particular. Per als catalans, aquests 
fets no es van considerar els judicis racionals de l'Estat espanyol, sinó 
una discriminació deliberada vers Catalunya. Per a aquells que sempre 
havien format part del moviment independentista català, aquests dos 
esdeveniments van ser considerats com una oportunitat de fer pública 
la seva voluntat de independitzar-se d'Espanya. Alhora, els activistes 
van tractar d'ampliar el tipus de participants per facilitar el compromís 
amb el moviment. Mitjançant l'ús de consignes com "un moviment per 
a tothom" i la realització d'activitats en els barris, els participants des 
de fa molt temps esperaven convèncer els ciutadans catalans de tots 
els àmbits per a participar en el moviment d'independència, que 
prèviament havia estat dirigit per la classe mitjana educada.

Tal com es va ampliar la gamma de participants, els conflictes entre 
els activistes es van intensificar. Aquest estudi explora aquests 
conflictes en tres nivells: la generació, la nació, i el lloc d'origen. En 
primer lloc, la discòrdia entre les generacions es deriva de la forma en 
què la memòria col·lectiva ha de ser interpretada per crear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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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rtori de resistència: per a la generació més gran, que encara 
recordava la resistència durant la dictadura de Franco, les cançons de 
cantautors dels anys 60 de Catalunya va mantenir el seu estatus com a 
icones de la resistència i eren encara molt influent aleshores. Per 
contra, la generació més jove va posar en dubte l'eficàcia de la 
utilització dels símbols del passat per persuadir els joves que es volen 
saber més sobre la visió per al futur. En conseqüència, els activistes 
més joves van intentar introduir nous símbols de la resistència, però es 
va quedar ignorat aquest intent pels activistes de la generació passada.

En segon lloc, els conflictes entre les diferents nacions es van 
originar en l'ús de símbols nacionals. Els activistes en general es 
burlaven i danyaven símbols espanyols per expressar el seu 
antagonisme cap a l'estat espanyol. No obstant això, els activistes 
d'origen espanyol, que van recolzar la independència de Catalunya per 
raons pràctiques, però, encara es consideraven a si mateixos com a 
espanyols, se sentien sovint incòmodes amb aquests incidents. Com a 
resultat, se sentien alienats dels activistes que afirmaven ser ‘catalans 
de soca-rel’.

En tercer lloc, els conflictes entre els activistes de diferents regions 
van sorgir del fet que les fronteres modernes de l'estat-nació no 
reflecteixen la distribució territorial de les nacions. Mallorca forma part 
dels 'Països Catalans' i la gent d'aquesta illa a mantenir fermament la 
seva identitat catalana. A mesura que el moviment independentista 
català es va expandir a tota la Comunitat Autònoma de Catalunya, 
alguns mallorquins es van unir al moviment amb l'esperança d'ampliar 
per incloure l'illa. Davant el temor que els activistes de Mallorca 
podrien provocar una sèrie de moviments d'independència a través 
d'Europa i danyar el moviment independentista català com a 
conseqüència, la majoria dels participants eren reticents a establir una 
relació oficial amb el Mallorca.

Com es pot veure, de vegades assoliment de la solidaritat entre els 
activistes en el mateix moviment social és més difícil que aconseg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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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jectiu polític del moviment en si. Tot i tenir el mateix objectiu de la 
independència de Catalunya, els participants eren sovint en conflicte 
entre si, i aquest fet feia que la seva solidaritat fos inestable; però, el 
moviment va continuar. Per tant, aquest estudi tracta de descobrir les 
raons darrere de la seva continuïtat mitjançant l'anàlisi de com els 
activistes experimenten respectivament els rituals de resistència en la 
Diada Nacional de Catalunya i atribueixen significats a la seva 
experiència. Malgrat els desacords continus entre activistes, la seva 
forta experiència emocional - la ‘efervescència col·lectiva’, com 
Durkheim va anomenar - enmig del ritual fa que s'oblidin 
temporalment els seus conflictes i se senten un sentit de comunitat. Les 
qualitats performatives del ritual, aconseguides per mitjà de cançons, 
consignes, i diverses activitats culturals, han contribuït a la millora de 
les experiències emocionals de cada participant i a regenerar l'energia 
per continuar amb el moviment.

Finalment, aquest estudi examina la relació entre l'experiència ritual i 
la vida quotidiana dels activistes més enllà del temps i l'espai ritual. 
L’experiència ritual va influenciar la vida quotidiana dels activistes i els 
va animar a practicar 'l’activisme quotidià'. Després de les 
celebracions, els activistes van començar a expressar els seus 
pensaments sobre la independència amb confiança, recordant el 
moment d'efervescència col·lectiva. Van començar a vestir-se dels 
símbols nacionalistes en forma de roba, accessoris, etc, de manera 
regular, i deixaven penjades les banderes independentistes als seus 
balcons; símbols que es van convertir en el mitjà pel qual la memòria 
ritual i el sentit de solidaritat podria ser recordat sovint. Aquests 
símbols omnipresents converteixen els espais privats dels activistes en 
espais polítics, i els participants del moviment van experimentar el 
canvi de relació social, ja sigui positiva o negativament. Com demostren 
aquests exemples, les intenses experiències emocionals durant rituals 
influeixen al temps i l’espai més enllà dels rituals. Quaranta anys 
després de l'arribada de la democràcia a Espanya, el desig 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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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ans per construir un país independent es ara manifest en la vida 
quotidiana.

 
Paraules clau: Catalunya, Espanya, Barcelona, el nacionalisme a 
Europa, el separatisme, el moviment català de la independència, els 
moviments socials, els rituals de la resistència, d'efervescència 
col·lectiva.
Nombre d'Estudiants: 2012-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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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ses the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in 2013, 
focusing on activists’ perspectives and their use of 'rituals of 
resistance', an annual demonstration on Catalonia's National Day (La 
Diada). In this way, the study tries to examine how ritual experience 
unites activis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ideologies, and how 
they make sense of that ritual experience in their daily lives to 
continue their resistance. Previous research tended to question the 
reasons for a movement's success or failure and its organisational 
structure, thereby neglecting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is political 
process and considering them as an entity of unified opinion. Taking 
account of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looks at the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activists' viewpoints, and particularly 
highlights their conflict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movement itself. 

To understand the momentum for the movement’s expansion, the 
study examines Catalan nationalists' independentist sentiment up to 
2010, before which the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had not yet 
advanced on a large scale. Catalan people see themselves as a nation 
with their own language, culture, and a unique system of government, 
but this fact has not always led them to hope for independence from 
Spain. When Francisco Franco's 40-year-long dictatorship ended in 
1978, the Spanish went through the 'transition-to-democracy' period, 
whereby the political system w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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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one. Following this change, the Catalan people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reinvigorating Catalan culture and identity. During this 
period, the primary concern for Catalan nationalists was to revive their 
language and secure their autonomy, no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untry.

Meanwhile, it seems that several changes i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Spain during the late 2000s, influenc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First, the 
Spanish Supreme Court rejected the modified version of the Catalan 
autonomous constitution in which recognition of Catalonia as a nation 
and its broader rights to self-rule were stipulated. Second, as the 
eurozone crisis started to have an effect on Spain,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austerity measures squeezed Catalonia in particular. 
For the Catalans, these attempts were not considered the rational 
judgements of the Spanish state, but deliberat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For those who have always been a part of the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these two events wer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make public their will to be independent from Spain. At 
the same time, activists tried to broaden the type of participants by 
facilitating engagement with the movement. By employing slogans such 
as 'movement for everybody' and carrying out activities within 
neighbourhoods, long-time participants hoped to convince Catalan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to become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ch had previously been led by highly educated 
middle-class people.

As the range of participants widened, conflicts between activists 
intensified. This study explores these conflicts at three levels: 
generation, nation, and place of origin. First, intergenerational discord 
stemmed from the way in which collective memory should be 
interpreted to create a resistance repertoire: for the older generation, 
who still remembered the resistance during Franco's dictatorship, the 
songs of the Catalan 60s’ singer-songwriters remained the ic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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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and so were still very influential. In contrast, the younger 
generation cast doubt on the effectiveness of using past symbols to 
persuade young people who would want to hear more about the vision 
for the future. Consequently, younger activists attempted to introduce 
new symbols of resistance, only for them to be disregarded by the 
older activists.

Second, strife between different nations originated in the use of 
national symbols. Activists usually mocked and damaged Spanish 
symbols to express their antagonism towards the Spanish state. 
However, those activists of Spanish origin, who supported Catalan 
independence for practical reasons yet still considered themselves to be 
Spaniards, were often uncomfortable with these incidents. As a result, 
they felt alienated from the activists who claimed to be 'Catalan at 
heart'.

Third, conflicts between activists from different regions arose from 
the fact that modern nation-state borders do not reflect the territorial 
distribution of nations. Mallorca constitutes part the 'Catalan Countries' 
and people from this island strongly maintain their Catalan identity. As 
the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expanded across the Autonomous 
Community of Catalonia, some Mallorcans joined the movement hoping 
to expand it to include the island. Fearing that Mallorcan activists could 
provoke a series of independence movements across Europe and harm 
the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reluctant to establish an official relationship with Mallorca.

As can be seen, sometimes achieving solidarity between activists in 
the same social movement is more difficult than attaining the political 
goal of the movement itself. Despite having the same goal of 
independence for Catalonia, participants were often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making their solidarity unstable;  nevertheless, the movement 
continued. This study therefore tries to discover the reasons behind its 
continuance by analysing how activists experience their own rituals of 
resistance on Catalonia's National Day (La Diada) and ascribe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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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ir experience. Despite continuous disagreements between activists, 
their strong emotional experience – namely the ‘collective 
effervescence’, as Durkheim called it –  in the middle of the ritual 
makes them temporarily forget their conflicts and feel a sense of 
community. The performative qualities of the ritual, achieved by means 
of songs, slogans, and various cultural activitie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each participant and to 
regenerate the energy to continue with the movement.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itual experience 
and the activists' everyday life beyond the ritualistic time and space. 
Activists’ ritual experience influenced their daily lives and encouraged 
them to engage in ‘everyday activism’. After the celebrations, activists 
started to express their thoughts on Catalan independence with 
confidence, by recalling the moment of collective effervescence. They 
started to wear nationalist symbols in the form of clothing, accessories, 
and so on, on a regular basis, and to hang flags from their balconies; 
symbols that became the means by which ritual memory and the sense 
of solidarity could be recalled. These omnipresent symbols converted 
activists' private spaces into political spaces, and they experienced this 
change of social relationship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As these 
examples demonstrate, strong emotional experiences during rituals 
influence non-ritual time and space. Forty years after the advent of 
democracy in Spain, the Catalans’ desire to become an independent 
country is now manifested in everyday life.

Keywords: Catalonia, Spain, Barcelona, nationalism in Europe, 
separatism,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social movement, rituals 
of resistance, collective effervescence
Student Number: 2012-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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