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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17 년 촛불집회는  의심할 여지없이 1987 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이하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무수한 사회운동 중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당선되었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회운동으로서 우선 촛불집회와  그러한 대규모 시위를 둘러싼 배경을 

제대로 파악 해야 어떤 평가나 결과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예외없이 최순실 태블릿의 공개 이후에 발생한 일에만 집중한다.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인 박근혜·최 순실 게이트가 첫 증거인 것은 맞지만 최와 박간의 비리로만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최순실과 박근혜간의 정치 스캔들은 촛불을 켰던 하나의 작은 불티였다고 본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미 존재했다. 특히 2014 년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너무나 느리고 정당하지 않은 대응부터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드 배치 논란과 반대운동,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을 비롯하여 끝없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빠지면 안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박근혜·최순실·정유라·최경희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 큰 기여를 했던 2016 년 

이화여자대학교 (이하 이화여대)의 86 일간의 점거 농성이었다. 촛불집회가 진행되기 

이전의 한국 시민들의 주목과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을 고려해서야만 촛불집회를 온전히 

설명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최순실 태블릿 공개부터 시작하면, 이전 사건 

및 운동이 제외되어 복잡한 현실의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이러한 사건과 운동의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본다. 1987 년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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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의 민주화운동를 설명할 때에는 1980 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빼면 안 되는 것처럼 2016-17 년 촛불집회를 살펴볼때에도 

이를 둘러싼 사전 주요 사건과 운동은 고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는 이화여대에서 2016 년 7 월 28 일부터 10 월 21 일까지 총 

86 일동안 진행되었던 이화여대 재학생 및 졸업학생들의 점거 농성 시위1를 연구 

대상으로 둔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항의는 미래라이프 평생교육 단과대학 (이하 

미라대)2 설립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경찰 진입 이후 그 당시에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최경희 총장의 사퇴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와 관련된 

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이 발견되었다. 점거 농성의 마지막 날인 2016 년 10 월 

21 일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박근혜에 반대하는 첫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즉, 

이화여대 농성은 박근혜 반대 운동이 시작하기 바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운동으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물론 그것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의 시발점은 아니였으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안감, 분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을 바탕으로 이화여대 시위의 특징, 시위의 발전, 

언급되었던 문제와 이슈, 참여했던 행위자와 행위자간의 연대, 집합 행위자들이 

실시했던 운동 방식 및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6년 이화여대 점거 농성 시위는 ’미라대 반대 시위’, ’이화여대 시위/운동’ ‘평생교육 사업 

설립 반대 시위/운동’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그 당시에 시위를 진행했던 학생들은 미래라이프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약칭으로 ’미래대’를 사

용하였다. 필자가 본 연구에는 ’미라대’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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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016-17 년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연구 방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으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관련되어 2016-

17 년 촛불집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한국 사회,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집회가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 도묘연 (2017)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촛불집회에의 참여가 사회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인 효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었다는 

인식은 참여자 및 비참여자 모두에게 시민성 함양이라는 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접적인 효과)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정치적 결사체, 투표활동, 타인 및 제도에 대한 

신뢰는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강했음), 

평상시 정치행태 중 미디어 이용이 시민성에 영향 미치지 않으나 그 밖의 평상시 

정치활동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묘연 2017, 42-45 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의 원인과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이 서로 다른 까닭에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한 사회운동 이론을 통하여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주체 및 운동 방식, 그리고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다. 아울러, 사회운동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적 

기회구조론 (political opportunity theory), 자원동원설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그리고 프레이밍 과정 혹은 정체성 형성 (framing process) 이론이 그것이다. 

사회운동론을 2016-17 년 촛불집회에 적용하는 대표 연구로는 Park Mi 

(2018)의 South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The Power of Plaza Democracy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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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권영숙 (2018)도 촛불집회의 운동정치와 87 년 체제의 이중 전환을 제시하며 

역사사회학과 사회운동론을 바탕으로 촛불집회의 주요 행위자와 프레임 및 집합행위를 

분석한다. 

2016-17 년 촛불집회의 특징 혹은 사회운동,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이전에 발생한 사회운동과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 2016-

17 년 촛불집회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는 1987 년 민주화운동 및/또는 2008 년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혹은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정병기 (2018)는 1987 년 6 월 항쟁과 2008 년 촛불집회와 2016-17 년 

촛불집회를 대상으로 ‘참여의 특성과 공격 대상 및 목표’와 ‘참여의 동기와 경로 및 

운동의 방식과 성과’라는 변수를 정립하여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  

비슷한 연구방법으로 김용기와 임동희 (2017)는 먼저 한국 ‘촛불집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2016-17 년 촛불집회를 4 기로 구분하여 박근혜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집회는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발전시킬 계기가 되어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집회는 특히 교육구조의 변화 (이전의 순종적 구조를 벗어남),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학습장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반면, 박근혜 정부의 부족) 그리고 

촛불집회의 평등과 연대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용기, 임동희 2017 316-

317 쪽). 

더 나아가 우대식과 우기동 (2018)은 1987 년부터 한국 사회운동의 질적 변화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살펴본다. 즉 이들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과 

사회운동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하며, 특히 사회운동의 형식과 내용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들은 공고화를 측정하기 위한 3 가지의 조건으로 ‘유보영역의 제거’ (removal 

of reserved domains), ‘민주적 책임성’ (democratic accountability), ‘민주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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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attitude)를 뽑았다. 결과는 1987 년 이후 사회운동의 소극적인 형태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17 년 촛불집회는 이와 같은 질적인 변화에서 더 나아가 더 확정되고 심화된 

시민의 민주적 신념과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우대식, 우기동 

2018, 190 쪽). 이 연구에서도 저자들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단계별로 검토해서 

시민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제시한다. 특히 2006 년부터 나타난 시민사회가 전문적 

내용과 정책 대안 생산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2008 년부터는 새로운 

시민 문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문화의 특징인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 문화적인 

축제화, 새로운 저항 주제 (젊은 층), 이전에 못 본 다양한 연령대와 평화적인 분위기는 

모두 2016-17 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즉, 2016-

17 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2008 년 이후 사회운동의 질적 내용이 끊임없이 일상적인 

참여와 실천을 지향하고 제도화하고 정책화되어오다가, 2016 년에 이 경향이 

극대화되어 일어난 상징적 사건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2016 년 촛불집회는 규모 

외에도 크게 3 가지의 민주적 가치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첫 번째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내면적 성찰이다 . 2014 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 대응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그 

논의의 결과는 국가의 존재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우대식, 우기동 2018, 

218-219 쪽). 두 번째는, 사회 특권세력에 대한 심판이며, 세 번째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표현이다. 이 연구는 나머지 연구와 달리 촛불시위의 큰 규모에 집중하지 

않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발전을 더 자세히 해석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변수까지 고려하여, 다른 연구에서 무시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한 ‘일상’ 시민운동의 

점진적 변화를 더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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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한 사회운동론을 이용하는 연구는 제도화된 

조직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2008 년부터 

시작해서 2016-17 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동원 양식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다른 정치조직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사회운동론에서는 어떤 운동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있고 동일한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 패러다임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 촛불집회의 특수성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두 번째 연구 방향은 심리학 혹은 감정 연구에 초점을 두고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정치학 이론이나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비롯하여 다양한 감정은 결국 촛불집회의 원인과 원동력이 된다 (홍성민 2017, 

103-105 쪽).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8 년 촛불집회를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다. 김철규와 이해진 (2010)의 2008 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 대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참여 동기는 감정적인 

요인들이었다 (Kim & Lee 2010, 24 쪽). 특히 ‘분노’(anger)나 ‘무서움’(fear)이라는 

감정은 친구나 대중매체의 영향보다 참여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무서움’은 

보통 위험에 대한 즉각 불안을 의미하는 반면에 ‘분노’는 합리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써 

정해진 대상에게 향한다 (Kim & Lee 2010, 24 쪽). 이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정부와 

정부의 특정한 정책이었다.   

홍성민 (2017)도 한국 정치운동의 역사적인 발전에 주목하는데 상대적으로 감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민주화 이행론에서 벗어나서 감정구조라는 개념을 통하여 

문화론적 관점에서 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홍성민 2017, 105 쪽). 

홍성민의 논문은 감정정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도묘연도 감정에 대한 

부분을 썼다. 이외에 감정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사회운동론과 결합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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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연구도 있다 (예: Park Mi). 도묘연은 불만을  비롯하여 다양한 감정 요인이 

정치적 소속이 없는(unaffiliated) 시민을 동원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촛불집회를 일반 사회운동과 달리 일시적 (episodic)이고 감정적인 (emotional)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착화된 불만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기 보다 

반응집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바로 촛불집회의 원인 혹은 출발점에 

대한 한정된 인식이다. 김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S]omething [is] sorely lacking in the mainstream interpretation of the mass 

protests in South Korea, that is, media analyses did not go nearly far enough when 

they described the protests as primarily the collective expression of public anger 

and embarrassment over the corruption scandal of a disgraced president” (Kim 

Nan 2018, 987 쪽) 

대부분 연구는 2016 년 10 월 24 일 종합편성채널 JTBC 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에서 

출발하며 이 보도가 결국 2016년 10월 29일에 진행된 1차 촛불집회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정된 인식은 부패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에 집중하면서 2016 년 

10 월 29 일부터 2017 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가 발생하기 전과 

6 개월동안의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요소들을 무시하게 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6-17 년 촛불집회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김혜진의 연구는 수저론으로부터 출발하며 JTBC 보도 이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생했던 시위가 결국 박근혜 탄핵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Kim Hyejin 2017, 

841 쪽).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였던 최경희와 박근혜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유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의 깊은 (유착)관계가 밝혀졌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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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부터 한국사회의 다각적인 불평등과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결국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상호연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Kim Hyejin 2017, 848-849 쪽).  

이현정 (2017)의 연구도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예를 

통하여 ‘소동적 시민’으로부터 ‘저항적 주체’으로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는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끊임없는 동원 및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무능, 무책임과 무반응이였다.  

김혜진, 그리고 이현정의 연구는 촛불집회에 기여했던 중요한 순간들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이 연구도 기초적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제시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촛불집회에 기여했던 또 다른 작은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본연구의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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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위에서 제시했듯이 2016-17 년 촛불집회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인 수준이나 개인의 

수준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 어느 쪽이라고 해도 촛불집회의 다원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동균 (2019)이 제안한 연구 방식과 같은 중간범위 

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동균의 연구는 전략적 행위장 (strategic action field: SAF) 이론을 바탕으로 잠재적 

전략적 행위장 (latent strategic action field: LSAF)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촛불집회의 사례에 적용한다. LSAF 은 어떤 SAF 처럼 분명하게 자기조직화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장의 유무에 따라 이분법적 범주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LSAF 는 4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정체된 SAF 이고, 둘째는 SAF 의 생산적 

틀이다 (임동균 2019, 135-136 쪽). 셋째는 가상적 SAF 이며 마지막 특징은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의 공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임동균 2019, 136-138 쪽).  

2016-17 년 촛불집회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정체된 SAF 인 

경우, 촛불집회는 2002 년부터 시국 사안이 있을 때마다 등장했는데 매번 집회가 또다른 

정체성과 의미로 이루어졌다. 즉, 지금 잠잠해졌어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수 있는 잠재된 

전략적 행위장으로서의 촛불집회가 결코 완전히 종결된 시위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동균, 2019, 142 쪽). 

둘째, SAF 의 생성적 틀로부터 보면 촛불집회의 자체가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로서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SAF 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사회적 진공에서 잠재적 

행위장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2016-2017 년 촛불집회에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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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바탕으로 SAF 의 형성을 용이하게, 그리고 기동성 있게 해주는 잠재적 

행위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동균 2019, 143-145 쪽). 

셋째, 사상적 SAF 과 관련 하여 촛불집회는 LSAF 으로서 상징적이고 가상적인 특징을 

가지며 주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떄마다 발생했으니 초일상의 정치 공간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임동균 2019, 145-146 쪽). 그리고 일반 관습적인 정치참여와 달리 

촛불집회에 참가 경험을 통하여촛불집회 참여와 촛불집회 자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임동균 2019, 146 쪽). 이렇게 보면 

촛불집회가 국민성 혹은 시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초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체성 및 가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을 고려하면 

1987 년부터 2017 년까지 진행되었던 중요 시위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임동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체성과 가치관의 사회적 구조변등은 새로운 SAF 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 집단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예고한 것이며, SAF 형성의 

문화적 토대가 되는 잠재적 장으로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임동균 2016, 148 쪽) 

그리고 2016-2017 년 촛불집회에서 다양한 정체성 (예: 물질주의적, 그리고 탈물질적 

성향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목소리들이 등장했다. 임동균이 제안하는 LSAF 개념 및 

그의 연구방식은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창조적이고 앞서 설명해온 선행연구의 두 가지 

방향의 단점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으로 특히 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바람에 2016-2017 년 촛불집회라는 (잠재적) 전략적 행위장의 요소를 

밝히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동균의 연구방식에 따라 바로 이와 

같은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아직까지 2016-2017 년 촛불집회의 전략적 행위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의 초점과 달리 본 연구는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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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진행된 시위에 주목하려고 한다. 그러나 석사학위논문 범위 내에는 모든 

사회운동이나 시위에 주목할 수 없으므로 촛불집회에 영향을 준 주요 시위에만 집중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담론과 관련하여,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기 전에 특히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운동 (예: 4·16 연대가 

지도부로서 2015 년 6 월 20 일에 ‘광화문 토요촛불 문화제’를 열은 사례의 검토)과 앞서 

언급한 2016 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 사퇴 사건과 관련된 대학생운동은 중요하였다. 

이 두 가지 사례는 한국 정치체제의 효능 및 평등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과 관한 주제와 문제에서 출발한 예이므로 결국 촛불집회 (L)SAF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우영 (2018)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촛불집회에서 언급된 주제뿐만 아니라 참가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제 5 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다중운동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알려져 있는 

20 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18 세 이하 연령층의 높은 참여율, 

그리고 여성 참가자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장우영 2018, 142 쪽). 뿐만 아니라 

이 연구 결과의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과거 집회참가 경험 및 미래 집회참가 의지가 

촛불집회 참가에 핵심적인 변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과거의 촛불집회 참가 경험 

(경험)-현대의 확신 (내적 효능감)-미래의 의지 (외적 효능감)‘가 맞물려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정치적 태도를 구성하였다“ (장우영 2018, 148 쪽)고 정리할 수 

있다. 즉, 2016 년 10 월 29 일 제 1 차의 촛불집회가 발생하기 이전에 LSAF 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집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본 연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며 

그에 대하여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 다음과 같은“How”이라는 연구 

질문을 대답하기가 아직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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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라는 LSAF 의 발생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LSAF 의 성격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LSAF 의 변화에 따라 촛불집회의 성격, 언급된 주제, 그리고 참가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출발한 

시민운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 사퇴를 요구한 학생운동에 초점을 두며 특히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재속성화되면서 촛불집회의 LSAF 의 발생 및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촛불집회를 LSAF 으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운동 및 이화여대의 86 일간의 

점거 농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끔 먼저 이 두 가지의 시민운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시민운동에서 나타나는 주제, 

참가자, 그리고 운동방식을 주목해야 이것이 어느정도 유사한 모습으로 2016-2017 년 

촛불집회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런 사례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촛불집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시위에 초점을 두며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운동과 이화여대 시위는 이 글 범위를 넘어가기에 이화여대 시위에만 

집중하며3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2016 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시위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고 어떻게 86 일동안 

계속 진행되었는가? 시위의 주요 행위자는 누구였을까? 시위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위 

중 어떤 이슈가 언급되고 프레이밍 과정은 어떻게 이루워졌는가? 점거 농성의 집합행위 

레퍼투아르 (repertoire)는 무엇인가? 

 

3 학위논문 제안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운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시도해보겠다고 

했으나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연구 협조를 거부한 까닭에 향

후 후속 연구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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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사회운동론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본연구의 

연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운동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작업은 정치제도의 

구조적인 요소를 비교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 사회운동은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도 거대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이유로 상당 정도 일치한 

사회운동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할 때, 만약 항의 순환 (protest cycle)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있으면 틀린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다 (Tarrow 2008, 51-52 쪽). 아울러 

‘학생운동‘은 특별한 사회운동으로 파악하면 아직도 이론적인 바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사회운동이 어떤식으로 관념화되고 사회운동론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학생운동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 as students)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항의‘, ‘운동‘, ‘시위‘, 혹은 ‘점거 (농성)‘라는 단어의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먼저, (다음과 같이) 사회운동론의 세 가지 영역을 검토한다. 정치적 기회와 그의 구조, 

자원동원 (능력 및 자원), 그리고 프레이밍 과정 및 프레이밍 과정에 포함한 정체성 

형성을 고려한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사회운동을 둘러싼 광범위한 맥락을 제시한다. 정치 환경과 정치적 

조건은 중요하다. 보통 정치제도와 정치기관의 개방성 혹은 폐쇄성에 주목하며 지배자와 

지배자간의 연대, 그리고 지배자들이 저항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McAdam 

2008, 27 쪽; McAdam et al. 2008, 12-13 쪽; Choe & Kim 2012, 56 쪽).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은 매우 모호함으로, Choe & Kim 은 정치제도의 전체를 의미하고 

장기적인 정치 구조 (political structure)와 단기적인 정치 기회 (political 

opportunity)로 구분한다 (Choe & Kim 2012, 55-56). 후자는 다시 구조적인 정치 기회 

(structural opportunity)와 인식적인 정치 기회 (cognitive opportunity)로 나뉜다. 

전자는 정치제도 불안정의 증가와 이러한 증가의 결과인 확대된 정치 공간이며 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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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인 정치 기회를 바탕으로 사회운동 행위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의미한다 (Choe & Kim 2012, 57-58 쪽). 즉, 

사회운동 행위자들은 정치제도의 불안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불안정을 자기의 의제를 

확대하거나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파악하면 더 열심히 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동원 과정은 페레이밍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운동의 프레이밍 과정으로 

운동의 목적을 이루기를 위한 테두리를 만들게 된다. 그 테두리를 통해 사회운동 혹은 

집합행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이 향상된다 (Choe & Kim 2012, 57 쪽). Choe & Kim 

제안하는 구분으로 정치 구조보다 활동하는 행위자에 주목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수동적으로 바뀌는 정치 기회구조를 단순히 받아들이고 대응만 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아울러, 정치적 기회구조는 프레이밍 과정뿐만 아니라 동원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점거 농성의 경우, 경찰의 투입 (저항의 진압 행동) 이후 학생들의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촉발되어 현 상황이 다르게 파악되고 안전제일주의의 

프레임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운동방식도 바뀌었다 (예: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대개의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 그리고 운동 방식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사용되었던 

생각과 문화 유산과의 연속성이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운동 

방식을 제시했지만 (예: 마스크의 정치; 대중가요; 복리 제도 등)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운동의 방식도 실시하였다 (예: 대자보, 성명서,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덕분에 운동 행위자가 아닌 대중과의 연결을 맺을 수 있었다 (Klandermans 2015, 

223 쪽).  

지원동원설에서 지원 구조라는 것은 우선 어떤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의 가능성  

(availability of resources to sustain a social movement) 및 연대를 맺을 가능성, 

그리고 사회운동조직의 존재를 의미한다. 후자는 사회운동론 문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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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조직이 있어야 집합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은 흔하다. 그 

이유는 사회운동조직으로부터 운동의 이슈화 및 공론화가 진행되고 집합운동의 드문 

지원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이다 (McAdam et al. 2008, 13-14 쪽). 

아직까지  주목을 거의 못 받은 영역은 바로 프레이밍 과정이다 (McAdam et al. 2008, 

5-6 쪽). Polletta & Jasper 는 집합 정체성 (colletive identitiy)이라는 것이 흔히 정치적 

기회구조나 지원동원설을 통해 설명하지 못했던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Polletta & Jasper 2001, 285 쪽). 따라서 집합 정체성 개념은 한편으로 남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Polletta & 

Jasper 의 집합 정체성의 정의를 사용한다: “individual’s cognitive, moral,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a broader community, category, practice, or 

constitution” (Polletta & Jasper 2001, 285 쪽). 이와 같은 정체성은, 개인의 

개체정체와 다르다. 이데올로기와 달리 집합 정체성은 같은 집단이나 연대와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항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개인에게는 이러한 집합 정체성이 생길 수 있다 (Polletta & Jasper 2001, 

291쪽). 즉, 동원을 위하여 선험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정해진 집합 정체성이 없었고 

괜찮다. 그러나 특별한 집합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동원과 운동의 장기화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으로 ‘우리‘만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 공간은 ‘그들‘과 

다르다 (Polletta & Jasper 2001, 291 쪽). 

지금까지 사회운동론의 핵심 요소를 살펴봤다. 이제 ‘학생운동‘이라는 특정한 

사회운동에 대해 간단하게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사실상 학생운동에 대한 개념화 및 

이론은 거의 없다. 한국 역사로부터 출발하여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학생운동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생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는 현재의 

학생운동에 적용할 수없다. 주요 행동자가 학생이라는 요소와 아직도 ‘빨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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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것이 공통점이 있으나 학생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정치제도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제도 및 사회제도가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게다가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학생운동에서 일치하는 하나뿐인 목표는 민주화였다. 제도적인 민주화는 1987 년에 

이어졌다, 즉, 현재의 모든 운동은 몹시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Goldstone 은 학생들은 일시적인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사회의 구성원보다 사회적 업무 및 책임은 적은 편이라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반 시민들보다 더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파괴적인 행동을 실시한다고 

제시한다 (Goldstone 2015, 150 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누구보다 대학교에서 배운 

이상적인 가치와 대다수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 (Aspinall et al. 2012, 5-6 쪽). 그러한 까닭에 

학생들이 집합행동을 실시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 정치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항의를 

하게 된다.  

Aspinall et al.은 여기 더해서 학생들은 사회적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둘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Aspinall et al. 2012, 18-21 쪽). 따라서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학생‘으로만 동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 정체성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0 년대에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민중이나 운동권으로 집합행동을 실시하였다).  

탄압 혹은 진압이라는 요소는 학생들이 어떤 정체성에 따를 건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Aspinall & Weiss 2012, 289-290 쪽). 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다른 행위자와의 연대를 맺을 가능성 및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통과 연속성, 그리고 

정치적 기회구조이다 (Aspinall & Weiss 2012, 289-290 쪽).  

대학이라는 공간도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배움이 있으며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무엇보다 상식을 뒤집을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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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환경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여러 

기능을 실시해야하는 공간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운동론을 바탕으로 이화여대 2016 년 학생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이화여대 점거 농성에 대한 연가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화여대 교수인 이주희 

(2016) 저자는 이화여대 시위를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고 특히 신유주의와의 관련성, 

그리고 정치 조직에 주목한다. 이화여대 졸업생인 이지행 (2016) 저자는 개인의 관찰의 

기록을 제시하며 내부자로서 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관점을 드러낸다. 저자에 따르면 

이화여대 학생들은 그 어떤 정치색이도 띠지는 않고 순수한 학내 문제때문에 

동원되었으나 결국 하고 있었던 일은 바로 정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정선영 (2016)은 학생시위의 운동권 배제와 느린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저자에 

의하면 학생들은 운동 배제와 정치 이슈와의 무관함으로 인하여 동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과 달리 저자가 분명히 지도부가 있었다고 사고하며 그 

지도부가 비민주주의적인 행동도 했기 때문에 진실 느린 민주주의가 아니였다고 한다. 

조금 다른 시점에서 김귀옥 (2016)은 이화여대 시위의 배경이 된 이화여대에 대한 

편견과 담론을 살펴본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에 

대한 편견은 마녀사냥과  희생양이라는 논리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2016)는 한국 

사회를 대신하여 자기가 왜 처음에는 이화여대 시위에 대해 불편했는지 알려준 다음, 

시위하는 학생들이 경험했던 변화를 보여준다. 저자에 의하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듯이 이화인들은 가장 개인주의적인 것이 가장 

공동체주의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현재 2016, 237)고 한다.  

이상 이화여대 시위와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검토했다. 즉,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2016-

17 년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는 사전의 시기를 거의 고려하지 않아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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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여러 사례 연구를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화여대 2016 년 시위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다. 사례 연구를 통해 2016 년 그 당시에 

촛불집회를 둘러싼 광범위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촛불집회 현장에 모았던 사람들이 왜 분노를 했는지, 왜 

광화문까지 나왔는가, 하는 모든 질문의 답에는 행위자들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이화여대 점거 농성의 행위자들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서 집합행동을 

했는지, 무슨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운동방식을 실시했는지 

물어본다.  더 나아가 시위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제시하는 

구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자 한다.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들이 특별한 정체성을 얻었는데 이렇게 강한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도록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화여대 

시위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부터 시작을 했다. 문헌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획인했다. 여기서 출발해 여러 신문 기사를 

다루었고 인터넷에서 시위와 관련된 성명서, 사진, 동영상, 댓글 등을 확보했다. 

이화여대 학내 신문인 <이대학보>가 시위의 궤적 (trajectory)를 재현하는데 중요한 

1 차 자료가 되었다.  

당초부터 행위자가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2019 년 12 월부터 2020 년 5 월까지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6 년 점거 농성을 했을 때 재학생 한 명과 가장 먼저 

(면)대면 인터뷰를 했다.4 아울러, 이화여대 소속 교수 3 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 

 

4 이후 해당 학생이 아는 이화여대 학생과 필자가 아는 학생 여러 명에게 연락을 했으나 인터뷰

를 여러 이유로 못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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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면)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두 차례의 인터뷰는 코로나 감염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했다. 또한 2016 년 이화여대를 이미 졸업했던 학생이 필자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인터뷰와 해당 학생의 이화이언 익명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 자료를 통하여 이미 다른 자료의 정보를 재확인했다.  

인터뷰를 해주는 이화여대 학생의 인원수가 매우 적으므로 점거 농성의 주인공이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포함하지 못했던 한계를 인식한다. 이러한 점은 추후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를 바탕하며 4.1 에서 우선 시위의 맥락을 제시하고 4.2 절은 시위의 궤적에 주목한다. 

4.3 는 시위의 행위자를 살펴보고, 4.4 에서는 학생 시위의 이슈화 및 프레이밍 과정을 

규명한 후 4.5 절은 점거 농성의 집합행위 레퍼투아르 (repertoire)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로 돌아와 5 장에서는 이화여대에서 진행되었던 시위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시위가 학생과 이화여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살펴본다. 더구나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밝히게 

된 의혹은 2016-17 년 촛불집회에 어떠한 기여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물어 조심스러운 

추측 혹은 가설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본연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추후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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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사례 연구 

본고는 촛불집회를 둘러싼 시민사회운동에 접근하려고 하며 2016 년 당시 열렸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운동론을 이용하여 이화여대 학생 시위의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시위의 

프레임과정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식으로 집합행위를 

실시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 장은 다섯 가지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절은 

농성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과 대학교 당국간의 사이를 검토할뿐만 아니라 더 넓은 

배경도 고려한다. 특히 지난 10 년 보수정부 교육정책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그리고 이화여대 학생들과 관련된 담론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 절에서는 

농성에 궤적을 제시하고 4.3 에서는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네 번째 절의 

연구 대상은 농성의 프레임과 이슈화이고 마지막 절에서는 농성의 집합행위 레퍼투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두 절에는 특히 행위자들이 발표한 내용 (예: 성명서, 대자보, 

발표, 인터뷰 등)에 주목한다. 행위자에 대한 절은 이화여대 구성원에 초점을 두며 

이슈화 절은 주로 학생들의 프레이밍 과정과 공론화에 집중한다.  

4.1 점거 농성 시작전의 학생과 학교 당국간의 불신과 문제 

미라대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한 비판은 일반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부터 출발하여 

학교측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주희 (2016)는 이러한 점을 잘 요약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대학 입학 이전까지의 학교교육, 가정 교육, 언론의 보도, 정부의 

정첵 등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적인 무한경쟁을 통한 성취야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실재이자 선이며 유일한 가능성으로 아는 인간으로 호명 (interpellation) 되어 왔다” 

(이주희 2016, 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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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학교라는 기관은 진리와 정의, 지식의 요람,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인력 양성, 계급 이동의 기회와 비롯하여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5 

그러나 현 한국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무한 경쟁에 참여해야할 

대상과 참여자이자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이기도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는 

대학교가 더욱 공정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공정 경쟁의 

장소이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물론이고, 대학교도 결국 

신자유주의의 대상이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면에서 한국대학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다. 그 당시에 이화여대 운영의 

경우 2013 년부터 3 년간 등록금 의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학보 2016/10/10, 2 면). 그 당시에 서울 시내 주요 사립 대학교 8 개와 비교하면 

3 번 째로 가장 낮은 걸로 나오지만 대학교의 과한 등록금 의존율을 해결하도록 등록금 

외에 기부 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비롯하여 수입을 다양화시켜야 했다 (이대학보 

2016/10/10, 2 면).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이화여대에게만 있는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대학교는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졸업생들은 학위를 따고 스펙을 쌓았더라도 취업의 어려움과 

비정규직으로 진출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비단 

학생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교수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화여대 점거 

농성을 연구하면서 교수들과 함께 실행했던 인터뷰에서, 일부 교수들은 교직자들도 

계약직 직원이라서, 이화교수협의회가 작성한 성명서에 서명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아울러 인터뷰 상대자 두명의 답장을 비교해보면 교수의 나이와 

소속에 따라 겪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명은 “그 당시에는 잘 

 

5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학교와 대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은 본 논문 주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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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었는데, 그로부터 한두해 지난 후에 들어 보니 당시 젊은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최경희 전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다른 한 명은 “미래라이프대학과 상관없이도 최경희 총장의 

학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비판을 드러내놓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제가 듣기로는 

인문대학교에서 최경희 총장에 대하여 제일 비판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최경희 총장의 

학교운영 (경쟁을 강화하고, 교수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 때문에 인문대가 제일 

피해를 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구요.”라고 하였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모든 교수들은 

교수라는 전문직은 매우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였다. 요컨대 미라대 

반대 시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교 그리고 교수도 다 신자유주의 

하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 점은 

이화교수협의회가 2016 년 8 월 1 일에 공개했던 성명서에도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대학들은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의 선발과 교육, 

연구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서로 간에 학문적 명성의 구축이라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우리나라 발전의 운동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학사과정 설치에 대하여’ 이화교수협의회의 

성명서6) 

이러한 맥락에는 미라대의 경우에서만 공정 경쟁의 규칙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재정지원 사업을 얻을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대학교를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재학생들의 

복지가 축소되기도 했다 (이주희 2016, 53-54). 심지어  모두 학생들을 위해서라며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졸속적으로 여러 학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터뷰한 학생도 

 

6 원본은 이화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거나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어서 baddugi2001

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3) 참조한다 

https://blog.naver.com/baddugi2001/22077837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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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대 설립만이였다면 그렇게 크고 지속적으로 동원되는 시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응답자에 의하면 이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생측이 총장과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모이는 자리를 학생들한테 공개하지 않거나 학생 대표들이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  모두 결정한 후에 미리 정해진 것만 (통보받을 수/)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모두 결정한 후에도 다른 대학교들이 보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응답자는 이를 ‘변명’이라고 보았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학간에도 경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본교의 소속자이자 구성원이며 특히 한국과 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본교를 통하여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의 진로, 나아가면 자기 미래의 바탕을 만든다. 

따라서 본교가 타 대학교보다의 평판과 랭킹이 높일 수록 좋다는 뜻이다. 즉, 학생들이 

본교 교수들이나 직원들보다는 다른 대학교에게 비밀통보를 전해줄 더 높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결국 응답자가 잘 표현하였다. 이것은 변명뿐이었다. 

따라서 2016 년 6 월 전에도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고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은 결국 

학생들 점거 농성의 기폭제가 되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2014 년 8 월 최경희 총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우 총장의 일방적이고 불통적인 행동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였다. 학생측이 7 월 31 일에 올린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만적인 미래대학 설립 

강행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성명서’에서 지적하듯이 프라임 사업7, 코어사업, 그리고 

 

7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PRIME;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래 블로그에서 교육부 보도자료

를 모은 HAEHYO의 네이버 블로그 (2016/05/07) 참조: 

https://m.blog.naver.com/haehyo29/220703087435 (마지막 접촉: 2020/04/24); 자료를 살

펴보면 이화여대는 소형 유형 총 12개교중에 하나다. 정원 규모는 193명이고 주요 중점 분야로

는 바이오헬스, S/W 및 미래사회공학이다 (같은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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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융합대학 신설 등 총장은 “단 한번도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8. 이지행 (2016)에 

의하면 프라임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여 총장실 앞에서 드러누웠던 총학생회에게 

지금부터 학교가 학교 구성원, 즉 학생, 교수, 그리고 학교 직원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사업을 몰래로 통과시켰다 (이지행 2016, 241 쪽). 뿐만 아니라 프라임 

사업 반대 시위 도중 공공 공간에서 학생이 교수로부터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으며, 

2015 년에는 박근혜가 이화여대에 방문하는 날에 학생들이 시위를 열었는데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진압했다고 한다 (한겨레, 2015/11/05). 즉, 총장은 2016 년 7 월 

30 일 처음으로 경찰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학생들은 ‘과징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9 최경희 총장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한겨레, 2015/11/05).  

여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컨대 프라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들도 반발이 컸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중앙대 교수들의 반발이 커서 

마침내 총장까지 사퇴했다 (동아일보 2016). 이현재 (2016)는: “처음에 사람들-나 

역시-이대 사태를 불편했다. 미래라이프 대학 추진 계획을 반대하는 […] 행위가 이대의 

자부심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발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현재 2016, 233 쪽)이라고 시민들이 보았다. 물론 이현재 이화여대 농성에 대한 자기 

생각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알보여주나 이러한 문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첫 생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8  성명서는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서 2016년 7월 31에서 공유되었다 (작자미상).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31000040 참조. 

9 나중에 2016년 점거 농성에서도 나타는 ‘이화여대가 부끄럽습니다’라는 표현은 2015년 총장

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에 이미 등장했다. 그날 학생들이 들었던 대보자의 사진의 출처는: 

한겨레, 2015/1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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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단순히 여자대학교라는 이유로만 

아니다. 김귀옥 (2016) 잘 보여주듯이 이화여대에 다닌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다른 대학교보다 크다. ‘이대생 센 여자’ 혹은 ‘이대 권력론’, 여성혐오주의와 연계된  

‘된장녀론’, 심지어 이대생의 “마녀사냥” (김귀옥 2016, 70 쪽)에 이르는 편견들은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김귀옥에 의하면 이것 바로 “희생양 논리” (김귀옥 

2016, 70 쪽)이라고 할 수있다.  

즉, 이화여대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는 이 순간부터 자기에 대한 

편견이 다시 쏟아질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 ‘이대라서 그래’와 같은 말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의 결과다.    

이러한 시각은 <한겨레> 기자 박현철이 2017 년 8 월 15 일에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이대생 4 명과 <한겨레> 24 시팀 박수진 기자와 함께 진행했던 인터뷰에도 잘 

드러낸다. 기자가 특별한 시위라고 부르는데 학생들에게 혹시 ‘여성’이라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남 굳이 성별이라기보다는 공통적인 경험10을 가진 사람들이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였고 그래서 더 결속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정 본관에서 먹고 자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여자들만 모였으니 일종의 새로운 공동체 

생활이 가능했겠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지지를 받는다는 측면에선, 여자들이라는 것보단 

이대라서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다. 

(기자의 질문)11: 왜 이대가 주목받는 건가?  

 

10 밑줄은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다르게 언급되지 않으면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인

용에 해당한다.  

11 필자에 따른 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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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여성 혐오 사회니까. 이대는 여성 엘리트 집단인데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조롱의 

대상이기도 하다. 온라인에선 늘 위협을 느낀다. 

남 고등학교 땐 사실 이대에 오기 싫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대 가면 명품백 들어야 

하고 시집가러 가는 대학이라고 했다. 칭찬이랍시고 영부인 많이 나오는 대학이라 하고. 

대학 와서 보니 그 말들이 모두 여성 혐오였다. 

김 세상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이대 나온 여자’라는 프레임이 과거부터 

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소비돼왔다고 생각한다. 이대생들은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는데 학교에선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대생이라고 말하는 

걸 꺼린다. 이대생에게 이대는 애정의 대상이자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 

같다.“ (한겨레, 2017/08/20) 

여기 ‘남‘이 “학생들 사이에선, 이대 가면 명품백 들어야 하고 시집가러 가는 대학이라고 

했다“고 대답하는 것은 ‘된장녀‘ 담론과 관련이 있다. 명백을 들고 있는 모습은 

속물근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티그마가 2016 년 이화여대 점거 농성 당시 또 

다시 등장했다 (김귀옥 2016, 65 쪽).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학생들은 다 

페미니스트다‘라는 편견도 있다. 김은 페미니스트라기 보다 이화여대에 다닌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론적 가치보다는 경험으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귀옥 2016, 68 쪽). 그런 편견에 직면하는 적지 않은 수의 이화여대 

학생들은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라대 반대 

시위할 때는 일베를 비롯한 극보수주의 사이트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꼴페미‘나 

‘페미나치 x‘를 비롯한 여러 오명을 씌웠다 (김귀옥, 68 쪽).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6 년 이화여대 시위에서 학상들이 왜 자기 얼굴을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가렸는지 그리고 시위 끝난 후에도 왜 익명성을 택하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를 잘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은 의심할 여지없이 

집합행동의 방식과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만큼 이슈화 및 프레임을 

구성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시한다. 상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을 통하여 2016 년 이화여대 시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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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86 일간의 본관 점거 농성의 궤적 

이 절에서는 이화여대에서 86 일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시위의 궤적 

(trajectory)을 살펴본다. 중요 행사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시위의 일지> 

2016 년 7 월 15 일: 교육부의 평생 교육 단과 대학 지원사업 (평단사업)에 추가 선정 

7 월 27 일: 이화이언으로 평단사업과 학교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댓글 올림 

7 월 28 일: 대학 평의원회 열림 및 본관 점거 농성의 첫번째 날 

7 월 30 일: 경찰의 진입 및 학생들 ‘교내  공권력 투입‘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7 월 31 일: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만적인 미래대학 설립 강행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성명서 올림  

8 월 1 일: 최경희 총장 긴금 기자회견 개최 (미래라이프대학교 잠정 보류) 및 ‘졸속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학사과정 설치에 대하여‘ (이화교수협의회장 김혜숙, 정문종, 정혜원) 

8 월 2 일: 졸업생의 ‘졸업장 반납 시위‘와 서명운동 종료 (25,263 명의 서명) 

8 월 3 일: 미래라이프대학 6 설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발표 및 재학생·졸업생의 1 차 총시위  

8 월 8 일: 이대교수 협의회 모여 이화교수비상대책위원회 결성 

8 월 10 일: 총장 사퇴 요구하는 대규모시위 (2 차 총시위)  

8 월 11 일: 이화교수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교수토론회 개최(8 월 17 일: 성명서 돌림) 

8 월 18 일: 이화여대 교수 명의 성명서 (총장 사퇴 요구) 및 하계 전 교수회의 

8 월 22 일: 이화여대 학생 3 명 경찰 소환 명령 받음 

8 월 24 일: ‘총장과의 열린 대화 첫마당: 학생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개최 

8 월 26 일: 졸업식 시위 전개  

9 월 2 일: 학생 3 명 경찰 소환 조사 

9 월 9 일: 학생 주최 1 차 간담회 

9 월 12 일:학생 총회 개최 

9 월 21 일: 학생 주최 2 차 간담회 

10 월 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학사 특혜 의혹 제기 

10 월 7 일: 3 차 총시위 

10 월 15 일: 교수협의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교수 시위 예고 올림  

10 월 19 일: 교수의 시위 및 최경희 총장의 전격 사퇴 

10 월 21 일: 총장 사툐 수리 및 이대 학생 86 일간의 본관 점거 농성 종료 

10 월 26 일: 이화여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10 월 29 일: JTBC 보도 후 첫번째 촛불집회 열임 

11 월 3 일: 최-박 게이트 터진 이후 이화여대 학생 및 교수 이화여대의 민주화를 위하여 4 차 총시위 

11 월 11 일: 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  (박근혜의 즉시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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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핵심 전제는 2016-17 년 촛불집회라는 사회운동이 10 월 29 일에 첫 

촛불집회로 표출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잠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는 2016 년 이화여대 점거 농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화여대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순수한 학내 문제’와 ‘외부 세력 거부’라는 프레임이다.12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화여대 점거 농성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촛불집회의 ‘기폭제’ 혹은 ‘촛불의 점화’, 

‘불씨’가 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13 따라서 위 타임라인도 농성의 마지막 날인 10 월 

21 일을 넘어서 11 월 이화여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포함한다. 

이화여대 점거 농성 궤적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제 1 단계는 농성이 

시작되기 전날 (7 월 27 일)부터 경찰이 이화여대에 투입된 날 (7 월 30 일)까지며 그 

다음 단계를 10 월 초쯤까지 두어, 최순실 딸인 정유라 특혜 논란이 마지막 단계의 시작을 

표시한다. 10 월 21 일에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보다시피 

제 2 단계의 끝과 마지막 단계의 시작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구분문제는 위에 

본 타임라인에도 뚜렷하다. 시위하는 동안 주요 구호와 행위자, 그리고 레퍼투아르도 

연속성과 연관성도 이어지나 단계별로 새로운 구호 및 행위자와 운동 방식도 등장한다 . 

따라서 단계별로 이화여대 점거 농성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슨 이유로 농성 자체가 

 

12 농성의 이슈화와 프레이밍에 대하여 4.4에서 살펴본다. 

13 필자가 인터뷰여부를 물어봤으나 결국 거절했던 그때 농성에 참여한 학생도 이화여대 학생들

의 싸움이 촛불집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칬다고 한다. 아울러 이화여대 농성에 대한 몇개밖에 없

는 논문들중에 대부분 저자들은 이화여대 소속된 교수나 학생들이다. 그들이 작성한 논문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주희 (2016), 이지행 (2016), 그리고 이현재 (2016)

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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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으며 그와 함께 사회운동의 주요 요소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우선 제 1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단계는 이화인으로 평단사업과 학교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댓글로부터 시작되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화이언>을 

통한 소통은 이화여대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 필자가 아쉽게도 이 자료를 

이용하지 못 한다. ‘비밀의 화원’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아무 통보없이 미라대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는 평위원회회의를 7 월 28 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소집하겠다는 댓글을 

올렸다. 이후 많은 댓글을 통하여 학생들의 입장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8 일에 평의원회가 오후 2 시에 열렸다. 그럼 학생들은 하루밤에 점거 농성을 

어떻게 준비하였을까? 사실상 점거 농성을 할 계획도 없었다. 

필자가 인터뷰한 학생이 그 당시에 자기 학과의 대표로서 단대운영위원회에 14 

참여하였다. 자기가 미라대 반대 시위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학생회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으나 학생회조차 구제적인 계획이 없었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본관에 찾아갔다고 밝혔다. 게다가 점거 농성을 할 의도도 

없었다고 알려주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학생들은 애초부터 미라대 설립에 

거대한 항의보다는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총장과의 대화를  이루러 

많은 학생들이 총장을 만나러 학교에 간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14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운영위원회에 총학생회

의 대표 및 부대표, 그리고 단대 대표가 참석하고 학교측 앞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한다. 그

리고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총학생회도 있다. 아울러 각 단대 대표들이 참석하고 대

표나 부대표가 아닌 공동대표만 있는 단대가 있디. 그리고 여기 또 다시 단대운영위워회와 단대 

학생회로 구성되어 단대에는 각 학과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가장 작은 구성 단위는 각 학과 대표

들과 각 학과의 학생회이다. 따라서 인터뷰한 학생은 자기 학과 대표로서 총학생회와 아무 상관

이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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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자발적으로 본관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첫번째 구호는 총장과의 

대화였다. 그리고 총장을 기다리면서 점거 시위가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제 1 단계의 

구호는 바로 ‘대화’이다.  

<이화이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모았다. 총장과 평의원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함께 자기 입장을 의논해달라고 하였다. 즉, 인터뷰할 때 시위까지 

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응답자가 총학생회가 28 일 이전에 이미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학교측이 대화에 협조하거나 설명해주었으면 시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 응답자가 (힘이) ‘드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맞는 말인 것 같다. 

특히 2 가지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첫째, 시위가 시작했을 때는 방학이었다. 7 월 

28 일에 학생들이 처음으로 본관 앞에서 모였고 지속적으로 86 일동안 시위가 

진행되었다. 결국 10 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 한국에서 가을 학기가  9 월 초에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엄첨난 힘을 쓴 것 같다. 무엇보다 폭염이었다. 너무나 더운 

날씨에 중요한 이유없이 점거 농성을 안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 둘째, 앞서 언급된 

이화여대와 관련된 편견이다. 총학생회에서 나오는 학생들 중에 일부 다른 

시민운동단체와 관련이 있는 까닭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한 평가 및 비판은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그러나 2016 년 이화여대 농성에는 많은 1 학년 학생들도 

참여하였다. 그런 학생들한테 이화여대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관 

앞에서 모아 여러 면에서 비판과 편견의 대상되는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오랫동안 쌓은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학내 문제의 중요성 및 긴급성을 잘 보여준다.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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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함께 한 인터뷰에도 이화여대에서 일하는 동안 이렇게 대규모 시위는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다.15 

그러면 학생들이 자체적과 자발적으로 모으고 평화롭게 시위하고 심지어 점거 농성할 

계획도 없었다면 7 월 30 일애 경찰 진압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대답을 찾기 위하여 평의원회가 열린 28 일에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날 오후 

2 시에 평의원회 위원인 교직원 및 교수 총 11 명 중 8 명이 입장했다 (이지행 2016, 

242-243). 학생들이 입장하는 위원에게 미라대에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행 2016, 

243). 저자에 따르면 8 명 중에 3 명이 다시 나갔고 나머지 5 명이 “’3 박 4 일이든 

한달이든 어디 한번 해보자’” (이지행 243)고 하는 것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또 

거절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하였다. 게다가 

교수들의 이러한 말은 위에 제시했듯이 시위가 ‘힘이 드는 일’이라 학생들이 오래동안 

유지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도 보여준다.  

그러나 평의원회 위원도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대학보>에 따르면 7 월 

28 일에 시위하는 학생은 약 400 명이 ECC 나무계단에 모이고 1 층에 있는 소회의실16로 

이동하였다 (이대학보 2016/08/29, 2 면). 평의원들은 평의원회 회의를 취소하고 

학생들한테 나가게 해달라고 했으나 학생들은 미라대 폐지를 약속하거나 총장과 만나서 

대화가 진행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7 월 29 일에 오전 12 시 반에 서혁 

교무처장과 교직원 한 명은 학생들과 대화를 시대했다. <이대학보> 보도에 의하면 

회의실에서 있는 위원 중에 한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구급차를 불러서 안으로 

 

15 그 교수는 그때 이미 10년  넘게 이화여대에서 일을 하였다. 

16 소회의실에서 평의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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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라고 학생들한테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대학보 2016/08/29, 2 면). 그러나 

학생들은 예전에 학생들이 시위하는 경우 평의원들이 구급차를 불러 탈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교무처장은 건강 상태가 우려한 

위원대신에 다른 위원을 들여오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 (이대학보 

2016/08/29, 2 면). 같은 날 오후에 회의실에 있는 사람 중에 또 한명은 혈압을 체크하기 

위하여 구급차가 왔다. 동시에 학생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처장은 평의원들은 어지럽다고 한 후에 음악을 껐다 (이대학보 2016/08/29, 2 면). 

이어서 “찜통더위 속에서” (이지행 2016, 124 쪽) 시위하고 총장과 만나서 

예기해달라고 하는 학생 대 회의실에 있는 무반응의 평의원회와 학교에 오지 않은 총장; 

이렇게 삼 일째동안 학생들의 시위가 진행되었다.  

드디어 30 일에 최경희 총장이 12 시에 본관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총장 대신에 경찰이 진입했다. 폭력시위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와 

학생들에 위하면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 200-300 명 농성에 1600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날 시위의 발전과 큰 연관이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비폭력 시위에 

“멍키스패너와 소화기를 손에 든 21 개 중대 1600 명의 경찰들은 학교 앞 도로를 

봉쇄하고 본관건물을 3 중으로 포위하” (이지행 2016, 243-244 쪽)였고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도 없어 “토끼몰이식 진압을 시작” (이지행 2016, 

244 쪽)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이화여대 시위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탄생되었다. 그것 바로 2007 년 8 월에 발매된 소녀시대의 데뷔 곡인 '다시 만난 

세계(약칭 ‘다만세’)' (이하 다만세) 를 열창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17.  

 

17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장면 참조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o3UMxYFNW0. 구제척으로 4.5에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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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영상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경찰 앞에서 다만세를 불렀다. 바로 이 순간에는 학교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최경희 총장이 스스로 경찰을 불렀다18 . 즉, 이화여대 총장이 직접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였고 학생들을 위협하였다. 무엇보다 다시 총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총장이 대화의 거부였고 7 월 

30 일에 약속했던 대화 대신에 경찰을 불러 결국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7 월 30 일에 본관 현장에 있었던 하나 

이화여대졸업생의 기록에도 드러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7 월 30 일 토요일 본관 경찰 진압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졸업생입니다. 

그날 학생들은 12 시에 총장님께서 대화에 임해주실거라는 연락을 전해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관 안에 있던 우리가 만난 사람은 총장님이 아닌, 1600 여명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방패를 이용해 학생들을 밀치며 들어오던 순간,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유리창이 깨져나가는 소리만큼이나 저를 두렵게 했던 것은 눈 

앞에서 학생들이 미쳐지고 끌려나가는데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계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당시 무엇보다 가장 끔찍했던 장명이 아닐까 합니다. 

거짓으로 본관 방문을 약속한 후 경찰을 불러 학생들을 끌어낸 총장님과 현장에서 이를 

방관한 채 사지가 들려 끌려가는 제자들을 바라만보던 교수님들께서, 어제 무슨 낯으로 

학생들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학내에 경찰을 동원하여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최경희 총장님께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6.08.05 금. 이화졸업생 올림” (대자보 사진의 출처: aplemojito 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8) 

학교측은 여기 회의실에서 교수와 직원이 감금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진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학생측은 감금이 아니라 대치였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런 상황을 경찰의 투입이 없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총장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다. 대화의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바로 경찰병력을  

 

18 최경희 총장은 처음에 학교가 경찰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후 최경희와의 전화통화 기록을 공개하여 최경희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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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하였다. 인터뷰 응답자도 비슷한 생각을 보여준다. “총장이 나왔으면 시위가 

그렇게 오래까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경찰의 진입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입었다.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생긴 학생이 있다 (JTBC, 2017/03/06). 인터뷰한 

학생은 그날에 시위에 나오지 않아 카톡방에서 올린 글을 통해만 그 당시에 경찰 

투입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획인할 수 있었다. 카톡방에는 시위하는 학생은 “실제로 

무서웠다”고 학생은 물리는 상태라 학교에 들어가지도 나오지 못하는 미력적이고 

경찰의 무능성을 보여줬다고 한다.  경찰 진입에 대한 한 학생의 대자보의 내용을 

참조한다. 

 “그날의 기억 29 

저는 경찰 대치 때, 경찰이 깬 유리에 다리가 긁힌 벗 입니다. 그 외에도 방패에 눌리거나 

다친 벗들이 많습니다. 경찰과의 대치 중에는 당연히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총장님은 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던 총장님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사진의 출처: aoeoa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7) 

 

결과적으로 총장으로부터 요청되었던 경찰의 진입은 학생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더 

이상 단순히 미라대의 철회만 요구하지 않고 이제부터 총장의 사퇴까지 시위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이화여대 시위는 두 번째 단계로 이동했다. 

제 1 단계의 주요 구호 ‘대화’를 넘어서 제 2 단계의 핵심 구호는 ‘최경희 총장의 사퇴’다. 

경찰 진압 이후에는 학생들의 분노가 급속히 커지면서 학생들은 더 강력하게 ‘미라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최경희 총장은 8 월 3 일에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대신에 경찰의 투입을 요청했던 최경희는 더 이상 이화여대 총장 역할을 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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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인터뷰에서도 경찰의 무력 진입은 학생들이 분노하게 되었던 

계기였고 총장의 설명을더 실망스러웠다고 표시했다.  

최경희 총장의 행동은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였다. 경찰 진압 이후 많은 

교수도 총장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미 재학생과 함께 손잡았던 

졸업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이로써 시위하는 방식과 

레퍼투아르도 넓혔다. 예를 들어 8 월 2 일에 졸업생인 ‘언니’들이 ‘졸업장 반납 시위’를 

실시하였다. 즉, 행위자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하여 시위 자체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8 월 1 일에 공개되었던 ‘졸속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학사과정 설치에 대하여’라는 

글을 살펴본다. 이 글은 이화교수협의 공동회장 김혜숙19과 정문종, 그리고 정혜원 

이화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성명서는 세 

가지 주장을 한다. 첫째,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설립은 철회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 주목해야 할 점은: 

“교수를 비롯하여 학생, 동문 등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운 중요한 결정이 보직자 및 소수의 

관련자들 제외하고는 의견수렵은 차치하고 그 내용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단기간에 

급조되어 모든 구성원들의 반대 부딪친 상황을 학교당국은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학사과정 설치에 대하여’ 이화교수협의회의 

성명서) 

라는 부분이다. 즉, 학생뿐 아니라 많은 교수들도 그 당시에 미라대 설립 계획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은 교수와 함께 진행했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는 농성이 진행되기 이전에 ‘미래라이프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에 한 명은  “학생들 농성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관련하여 교수들에게 약간 알렸었습니다. Detail 한 내용을 알지는 

 

19 김혜숙은 최경희 총장의 사퇴 이후 2017년 5월에 새롭게 도입된 총장 직선제로 새로운 총장

으로 당선되었고 현 이화여대 총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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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지만, 그 이름으로 보아 그 단과대학에 대한 대체적인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반면 다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제가 연구년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설사 연구년이었어도 학교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알았을텐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약간’ 알고 있었거나 아예 모르는 상황을 잘 드러낸다. 보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후 

학교측이 급히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처음으로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직업대학의 설립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아님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사후익방문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학사과정 설치에 대하여’ 이화교수협의회의 성명서) 

둘째, 학문적 프로그램과 직업 및 특수목적인 프로그램은 혼동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며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입장은 경찰의 무력 진입에 대한 것이다. “1600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어야 할만큼 위협적이고 긴박한 상황이었던지 또는 경찰 요청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섰던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학교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학사과정 설치에 대하여’ 

이화교수협의회의 성명서)고 한다.  

8 월 7 일에 위에서 살펴본 성명서를 대신하여 ‘미래라이프대학(직업대학) 학사과정 

설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명서’가 공개되었다.20 8 월 

1 일의 성명서와 비슷하며 첫째 요구와 둘째 입장이 일치한다. 다만, 8 월 7일의 성명서는 

더 이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로 바뀌었다. 세 번째 입장은 이제 ‘총장은 

학내로 1,600 명의 경찰력을 초치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해 

 

20 성명서안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1,107명의 교수에 발송되고 총 214명이 응답하여 211명

의 찬성으로 8월 7일에 이화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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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요구’로 변경되서 총장의 경찰 요청에 대한 거짓말을 

규탄하며 총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학생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한다. 추가로 넷 번째 

요구를 포함하여 ‘교당국과 사법당국은 학생들의 안위를 보장하고, 이화의 모든 

학생들이 본연의 학업에 다시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교수도 더 이상 총장의 일방적인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인터뷰한 한 교수가 원래 

미라대 프로그램의 핵심 아이디어는21 많은 교수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교수가 몰랐거나 ‘약간’ 알고 있는 데에 보다 총장이 먼저 학생들에게 무반응 

행동, 의견 수렴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태도, 경찰의 무력 진입 요청까지 고려해서 

아무리 프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절대 추진할 수없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으로부터만 아니라 이제 교수도 미라대 철회를 요구하는 이상 최경희 총장은 8 월 

3 일에 미라대의 취소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었다. 즉, 최경희 총장은 학내 상황을 정상화하려고 하면 미라대를 포기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만 학생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 했다. 앞서 언급된 이유로 

학생들은 경찰의 무력 투입에 최경희 총장의 책임을 물으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 시위를 진행했고 학내 갈등의 악화 및 심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는 8 월 8 일에 이화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였다22. 

비대위의 운영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다:  

 

21 미라대는 고졸 직장인과 30세 이상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시키는 사업

이었다. 독일어로 이러한 프로그렘이 ‘zweiter Bildungsweg’이라고 하는데 즉, 교육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의미한다. 

22 2016년 8월 8일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외 공식 홈페이지에서 8월 11일에 만나서 비상대

책위원회라는 대칭으로 8월 11일에 만나서 교수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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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의 농성해제와 학업에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  

(2) 사태 관련 학생들의 학사징계 및 사법처리 관련 안위보장을 위한 역할  

(3)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 및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학교당국의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의 도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린 공지) 

8 월 중순에 학생들이 2 차 총 시위를 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는 대략 600 개의 학생들의 민원이 쌓였다 (이지행 2016, 

255-256 쪽). 그러나 시위 TF 의 법률팀은 교육부까지 민원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한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아 결국 해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지행 2016, 256 쪽). 

법률팀은 시위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보장이자 시위의 원동력 중에 하나이었기 때문에 

정유라 특혜 논란까지 교착상태로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시위의 

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위하다가 “폭염 속에 시작된 본관 점거는 어느새 가을 

속으로 깊어갔다” (이지행 2016, 257 쪽). 그리고 제 2 단계는 시위의 결전 단계에 

들어갔다. 

이 마지막 단계는 학생 시위의 ‘승리’와 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필자의 의견에 따르면 바로 이 단계는 촛불을 점화시키는 

촛불집회의 불씨다. 물론 ‘순수한 학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학생에게는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경희의 사퇴였다. 그뿐아니라 (최경희는) 정유라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이화여자대학교의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들도 10월 19일에 시위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아울러 10 월말까지 1 인 시위 릴레이도 계획했다. 결국 교수 시위가 

진행되기 2 시간 전에 10 월 19 일에 최경희 총장은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지행 

2016, 246 쪽). 사퇴를 통하여 학생들의 싸움도 10 월 21 일에 끝났고 86 일간의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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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했다. 그리고 그날, 학생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복절’ 23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과 달리 최경희 총장의 사퇴는 한국 시민과 사회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대신에 시위하면서 밝혀진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 의혹, 이와 관련된 기관 

(미르재단 및 K 스포츠 재단)은 흔히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힐 수 있는 데에 중요했고 결국 촛불집회의 발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학생 시위의 마지막 날인 21 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JTBC> 보도25와 

관련된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학생 시위가 끝났으나 온 6 개월동안 전국 시위가 진행될 상황이었다. 10 월 21 일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의 경험도 많이 달라졌다. 총장 사퇴까지만에도 목표는 정확했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 냈다. 앞서 ‘힘이 드는 일’이라는 표현을 되돌아보면 

학생들에게는 86 일간의 싸움은 많은 것을 요구했다. 시간에 불구하고 언론의 왜곡된 

보도, 일부 시민의 손가락질, 이화여대에 대한 편견, 학교 당국과 교수로부터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찰 무력 진압으로 입은 신체적 

상처까지 많은 고통에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뷰한 학생은 

이화여대 시위가 끝난 후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밝혔다. 그러나 이화여대 학생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궤적에서 보다시피 11 월 3 일에 일부 학생이 교수와 함께 

시위를 개최하였고 86 간의 시위의 ‘외부 세력과의 연대 거부’ 원칙으로 인하여 배제된 

운동권 학생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물론 이화여대 학생 인터뷰 

 

23 ‘이복절’은 ‘광복절’과 ‘이화여대’를 합진 단어다. 즉, ’해방 이화’라는 구호가 달성된 날을 의미

한다.  

25 JTBC는 10월 24일에 최순실의 태블릿PC 속에 있는 파일을 공개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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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때문에 이화여대 참여했던 학생 중 촛불집회에도 참여한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화여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교수협의회가 11 월 11 일에 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인터뷰한 교수중에 한 명은 제 2 회 참여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마음으로는 지지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참여하지는 못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다른 한 명은 한국인 아닌 외국인 교수로써 시위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관람하러 

여러 번 갔다고 했다. 이러한 점도 통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 

연구 한계는 우선 본 논문의 범위에 근거하며 이화여대 학생들이 아직도 침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러한 점은 추후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 한계를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행위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다음 장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특수성, 행위자간의 연대 여부, 그리고 

행위자 참여에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4.4 절에서는 재학생들과 

졸업생의 외부로 향하는 공론화 및 내부 프레이밍과정에 주목하는데 석사학위 논문 범위 

안에 다른 행위자들의 이슈화에 자세히 살펴볼 수 없으니 4.3 에서 간단하게 프레이밍 

과정을 제시하려고 한다. 교수들의 이슈화 및 프레이밍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향하는 이슈화에만 집중한다. 왜냐하면 실시했던 인터뷰를 통하여 그 당시에 

교수협으회로부터 구성된 비대위의 위원들은 수소의 교수들이었고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도 성명서를 수정할 수 있었으나 주종은 교수협의회의 지도자로부터 정해졌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인터뷰한 교수는 성명서를 서명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도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도 서명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들의 후원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교 당국 같은 경우 주로 최경희 총장의 문제제기만 검토한다. 당시에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화 재단의 관련자들은 오랫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아 9 월 



 

41 

 

8 일에 이화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이러한 침묵은 

많은 비판을 일으켰으나 농성 잠거의 프레이밍 과정과 이슈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 부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학교 당국 같은 경우 최경희 총장의 

문제제기에만 집중한다.  

4.3 주요 행위자는 누구였을까?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86일간의 시위 주인공은 당연히 학생들이었다. 

놀랍게도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선배 대신 ’언니’라 불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성하는 재학생들을 지원하였다. 즉, 재학생 및 졸업생은 점거 농성의 주요 행위자였다. 

위에 살펴봤던 단계에 따라 행위자의 목적과 주요 구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구성과 행위자간의 관계도 거대한 변화를 이루었다. 일례를 들면 경찰의 투입 

이전에 재학생들은 졸업생들로부터 이미 도움을 받았으나 투입의 여파로 졸업생들의 

후원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언니들’은 이제 농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찰 무력 진입과 이 진압 과정에서 총장의 역할은 학생들이 교수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단계별로 시위의 목적도 달라짐으로써 ‘반행위자’도 

바뀐다. 예를 들면 제 1 단계의 구호는 ‘대화’였기 때문에 반행위자가 있을 수는 없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협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화를 요구하는 대상이 있었다. 

바로 최경희 총장과 평의원회 위원이었다. 학생들의 요구 대상은 무엇보다 총장이었다. 

그러나 대화의 거부로부터 경찰은 행위자로 나타났다.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부르는 

총장에 대한 분노는 제2단계의 원동력이 되어 목적은 총장의 사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 2 단계부터는 최경희 총장은 반행위자가 된 것이다. 제 3 단계의 목적은 그대로 총장의 

사퇴였고 추가로 ‘해방이화’ 및 ‘비리 척결’이라는 구호가 등장한다 (이현재 2016, 

241 쪽). 이를 통해 학생들은 총장 뿐만 아니라 정유라 비리 의혹 관련자까지의 적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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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시위의 궤적 흐름으로 행위자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화여대 재학생부터 시작하며 그 다음 졸업생의 등장에 

주목한 후 교수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총장의 반응과 행동을 분석한다. 물론 

학교 당국은 최경희 총장 뿐만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경희는 학교의 

총장으로서 학교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행동과 반응은 다른 학교측 행위자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최경희 총장의 행동은 학생들이 분노를 일으켰던 이유로 

최경희에만 집중한다. 아울러 경찰과 언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다른 행위자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경찰의 무력 투입은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편견된 보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으나 여기는 행위자로서의 경찰과 언론에 집중하지 

않는다. 다만, 4.4 에서 이슈화를 살펴보면 경찰과 언론 또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까닭에 가끔 언급될 것이다.  

더구나 본 연구의 다른 한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2016-17 년 박근혜 촛불집회로 

돌아가면, 이 집회의 참여자 인원은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에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과 

집회 주최측 추산 간에 큰 차이가 났고 촛불집회마다 몇 명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사후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대략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이화여대 점거 농성의 경우, 안전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성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 이화여대생만 입장이 

가능했다. <쿠키뉴스>의 한 기사에 따르면 8 월 1 일 이화여대 본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화여대 학생 두 명은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졸업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화이언>아이디를 물어보았다고 한다 (쿠키뉴스, 2016/08/01). 아울러 

학생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표시를 했다. 농성 시작 때는 학생들의 옷 위에 

보라색 스티커를 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시위할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는 학생들에게 필수품이었다. 8 월 2 일졸업생과 함께하는 시위에서 재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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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은 초록색26 팔찌 혹은 밴드를 찼다. 초록색 밴드는 교수들과 함께 시위하는 날 

(10 월 19 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교수들과 함께 진행되었던 시위에는 녹색 리본을 묶는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이 아이디어는 ‘비원’에서 한 벗이 올린 글로 시작하여 1970 번 

조회되며 41 개의 댓글도 받았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람의 이화여대 소속을 확인하고 이화여대 학생인 것을 증명하는 

표시를 붙였기 때문에 학생측 추산이 경찰 추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었다. 특히 

이화여대 학생들은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까닭에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점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학생들은 이화여대 시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스스로 만든 모든 자료를 파괴해서 정확한 

숫자를 재확인하기가 어렵다. 이화여대 졸업생인 이지행 (2016) 저자는 8 월 3 일 

진행되었던 반딧불 시위에서 “3 만 개의 휴대폰 불빛” (이지행 2016, 245 쪽)을 들어 총 

3 차의 총시위에는 총 5 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한다 (이지행 2016, 245 쪽). 학내 신문 

<이대학보>에 의하면 8 월 3 일에는 약 1 만 여명이 함께 했으며 일주일 뒤 8 월 10 일에 

진행되었던 2 차 총시위에도 1 만 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대학보 2016/08/29, 3 면). 

<서울경제>의 보도에서도 8 월 10 일에 진행되었던 시위 참가자의 숫자인 3,500 여명 

(경찰추산)과 3 만 5,000 명 (학생측 추산) 사이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서울경제, 

2016/08/18). 그러나 이는 재확인이 불가능하며 이하 참여인원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민주화 이후 이러한 대규모 시위, 더구나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나선 저항은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재학생 

 

26 이화여자 대학교의 상징인 배나무의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선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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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여성인 것이다. 이것은 

페미니즘 이론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여자대학교는 여자들만 다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들만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페미니즘 이론에 바탕한 그 어느 평가도 하지 않는다. 4.1 에 

참조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성별이나 여자라는 것보다 ‘공통적인 경험’ 

혹은 ‘이대라서’라고 대답한다. 즉,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여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단순히 여자라는 점에만 주목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공통분모일 

뿐이다. 이에 더하여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과 학생 인터뷰에서 드러낸 ‘공통적인 경험’도 

강한 연대의 기초가 되었다 (이주희 2016, 55-56 쪽).  

이화여대 시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서로를 부르는 ‘벗’이라는 호칭이다. 이화여대 

소속 이주희 (2016) 교수가 다음과 같이 벗의 의미와 기풍을 잘 보여준다: “나도 그들의 

벗이며, 그들도 나의 벗이”며 “최경희[도] 벗” (이주희 2016, 51 쪽)이었다. 즉, 

‘벗’이라는 것은 거대한 평등주의 의식의 표현이다. 이것은 시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화이언>의 ‘비밀화원’ (이하 비원)에서 썼던 호칭이었으나27 이화여대 2016 년 학생 

시위를 하는 동안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서로의 이름이나 나이, 전공 혹은 단과 

등을 물어보지 않아 양쪽에 신분을 보호하고 노출시키지 않았다. 나이 비슷한 

재학생끼리만이 아니라 ‘선배’들도 언니나 벗이라고 불렀다. 이주희에 따르면 

선후배간에 권위주의적 문화가 없다며 처음부터 나이의 권위를 가진 선배의 조언이 

없었다고 한다(이지행 2016, 254 쪽). 당연히 선배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필요해서 선배들은 책임을 졌으나 이러한 모든 활동은 평등주의적 기풍에 기초하여 

 

27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비밀화원에서 학생들이 시위하기 이전에 

남겼던 댓글을 보면 이미 등장하는 것이라서 오래 전부터 이미 사용한 모양이다. 시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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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고 익명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벗이 또 다른 벗에게 의견을 

제안하는 현장 분위기로 그대로 이어졌다” (이지행 2016, 250 쪽).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학생의 단합력 혹은 사회운동의 어휘를 차용하자면 

‘집단 정체성’ (collective identit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제시했던 공통점에 

더해서 공통의 피해 경험, 경찰 진입 후에는 공통의 ‘적’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학생들은 “학교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이대혐오’까지, 두 개의 전선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이지행 2016, 248 쪽). 이러한 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 이대에 입학한 순간부터 이유 없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됐었다. 시위를 하면서도 

모두가 그 점을 걱정했던 것 같다. 시위의 본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시빗거리를 시작부터 통제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어른들이, 언론들이 운동권을 다루는 

프레임이 있지 않나. 그런 프레임에 갇힐까봐 예민한 상황이었고 자기검열을 하던 

때였다.” (한겨레, 2017/08/20) 

‘이대혐오’와 학교당국 및 교수의 복수에 대한 우려는 결국 농성 학생들이 익명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점도 같은 인터뷰에 잘 드러난다. 

“(기자의 질문)28-지난 1 년 동안 이대생들은 총장을 바꾸고 정권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그럼에도 1 년 전 기억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 

김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 있는데 또 조롱받을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자료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것도 학교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7/08/20) 

그러나 여기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이러한 집단 정체성은 학생들 

사이의 단합력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그 집단에서 배제하게 한 그룹들도 있다. 즉, 

이화여대 학생들의 ‘벗’ 문화와 ‘익명성’의 채택은 모든 이화여대생을 포용하지는 않았다. 

 

28 필자에 따른 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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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못한 가장 큰 그룹 2 가지는 ‘운동권’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었다. 필자가 

스스로 인터뷰한 교수를 통하여 대학원생 같은 경우 이화여자 대학교 학사를 졸업하지 

않으면 <이화이언>을 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대학생과 타학부 출신 

대학원생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또, 흔히 시위하는 학생으로부터 ‘운동권‘ 혹은 ‘꿘‘이라고 불리었던 학생들과 정당에 

소속된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를 비롯한 단체에 참여하거나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배제되었다.29  

‘언니들‘의 등장 및 후원 

4.5 에서 지적하겠지만 이화여대 점거 농성에 대하여 자주 쓰는 ‘느린 민주주의’ 혹은 

‘달팽이 민주주의’는 <이화이언>이라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이어졌다. 이 

커뮤니티는 이화여대 학생이라면 모두 쓸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시험이나 취직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익명 플렛폼이다. 이화이언 홈페이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치면 회원 수는 약 10 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화이언 홈페이지 

‘이화이언 소개‘). 게다가 <이화이언> 소개 슬로건은 다음과 같이 같다. “이화이언? 

이화여대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이자 재학생뿐만 아니라 이화의 선배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화이언을 소개합니다!“ (이화이언 홈페이지 ‘이화이언 소개‘)  

따라서 재학생과 졸업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용함으로 2016 년 시위 초기부터 

졸업생인 ‘언니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상술한 바와 같이 

졸업생의 참여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경찰의 무력 투입이었다. 이에 대하여 

2016 년 7 월 31 일 <헤럴드경제>에서 출판된 졸업생의 생각을 인용한다: 

 

29 정치색 및 운동권 배제에 대하여 4.4 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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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학교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 의견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들어주고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독재정권도 아니고 경찰 1600 명이 뭔가. 

학교에 실망했다” (헤럴드경제, 2016/07/31) 

본관 앞의 게시판에도 다음과 같은 대자보를 붙였다: “최경희 총장 당신을 규탄하는 

것은 어린 학부생 뿐만이 아닌 이화의 가치를 기억하는 졸업생 모두입니다. “ (대자보 

사진의 출처: aoeoa 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2)와 “학생을 탄압하는 이화여대, 

우리는 이런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대자보 사진의 출처: aoeoa 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2). 

즉, 졸업생들이 동원되는 여러 이유로 후배에 대한 안타까움, 학교 본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화여대 혐오와 관련된 “후려치기” (이지행 2016, 249)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입은 상처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뷰한 한 졸업생은30, 그 당시 다른 이유로 몇 

번 농성 현장에 갔다 오고 총시위에도 참여했다. 해당 졸업생은 몇 년동안 외국에서 

살아보면서 한국에서 그 당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외국에 가기전에 이 졸업생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선거날에 지도자를 새롭게 뽑는 과정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험을 하고 다시 한국에 귀국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화여대 점거 농성이 

발생했다.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선배로부터 점거 농성에 대하여 처음 

들었고 활동 방법은 자기가 외국에서 체험해봤던 민주주의와 비슷해 궁금해서 한번 보러 

갔다고 했다. 현장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증을 보여줘야 하거나 아니면 

이화이언 ID 와 비밀번호를 보여줘야 했다고 알려주었다. 입장하자마자 분위기가 매우 

특이했다고 기억한다. 어디를 봐도 학생들이 있고 대자보도 많이 보였다고 한다. 

 

30 해당 졸업생은 학사와 석사학위를 이화여대에서 받았고 최경희가 총장이 되기 전에 이미 학교

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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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이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으며 이렇게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와 학생들 

간의 따뜻한 연대를 보면서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상기한다. 이렇게 한 개인의 예로 보면 

참여하게 된 이유가 일치하지 않아 참여동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4.1 에서 이미 고찰했는데 2016 년 이화여대 86 일간의 시위가 진행되기 이전에도 

최경희 총장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이 존재했다. 졸업한지 얼마 안 되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은 대학시절 자신들의 싸움을 회상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므로 특히 경찰 진입 

이후 ‘언니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후배를 지원하였고 언니들의 등장으로 시위의 문화가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활동 방법도 다양화되었다.31 그리고 재학생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재학생들은 선배이자 언니인 졸업생의 노하우가 필요했으나 모든 

행동은위계없이 진행되었다.  

졸업생도 이화여대 ‘벗‘ 집단의 구성원이었다. 졸업생의 참여도 이화인끼리 강한 

연대감이 나타나는 과정에 기여하며 ‘외부 세력 거부‘ 원칙으로부터  내집단 정체성이 

(ingroup identity)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체성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동권 소속 학생 혹은 어떤 정치색을 띠는 학생들은 같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벗‘의 연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벗‘이라는 정체성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즉, 모든 개개인이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추구하는 목표도 다양하고 때때로 한 목표가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자리를 

잡는다. 뿐만 아니라 같은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개인별로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31 이에 대하여 4.5 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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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간에,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에, 그리고 졸업생 간에도 다양하고 가끔씩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여 대립이 생겼다. 

‘벗의 연대‘에 존재하는 관점 차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로는 미라대 철회 요구가 총장 

사퇴로 변경된 후 학교와 학생들 간의 심각한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이견이다. 

<이대학보> 기자들은 2016 년 9 월 5 일 판 4 면에서 졸업생 4 명과 재학생 2 명을 

인터뷰하고 총장 사퇴의 필요성, 경찰 병력 투입에 대한 생각, 총장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평가 및 총장이 사퇴할 경우 이후 대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졸업생인 ㄱ씨가 보기에는 농성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바로 총장이 초반에 대치 상황을 

해결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인 공권력“ (이대학보 2016/09/05, 

4 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진정한 사과조차 안 하는 총장은 사퇴해야 하고 

사퇴한 후에 학내 분위기를 회복을 위하여 원활한 소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학생 ㅁ씨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다. ㅁ씨에 의하면 총장이라는 사람은 

대학교와 교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의 모든 일을 책임 지는 것과 함께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최 총장이 경찰 투입을 요청한 탓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지금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ㅁ씨는 총장은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장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86 년 졸업생인 ㅂ씨도 

보여준다. 본인이 재학생이었던 독재시기인 그 당시에도 경찰이 학교로 진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번 사태만 아니라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총장이 먼저 사퇴하고 그 이후에 학내 소통 시스템을 수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 (이대학보 2016/09/05, 4 면)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ㅁ씨, ㄱ씨, 그리고 ㅂ씨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달리 재학생인 ㄷ씨, 67 년졸업생 ㄴ씨 

그리고 16 년졸업생인 ㄹ씨는 총장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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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씨에 따르면 경찰의 진입은 전적으로 최 총장의 잘못이지만 총장이 사퇴하기전에 먼저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총장 개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총장이 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중에 살펴볼 최경희 총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고를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사퇴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오히려 당초 목표였던 미라대의 전면적인 철회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농성을 계속한 탓에 학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니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시위는 당장 종료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ㄹ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총장의 즉각 사퇴에 반대한다. 학교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총장이 

추진했던 사업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새로운 총장이 앞으로 

지나치게 학생들의 눈치를 볼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 총장이 경찰을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의 민주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금 농성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학교 행정 업무도32  중요한 까닭에 ㄹ씨는 총장의 사퇴보다 

평의원회의 개혁을 제안한다.  

위에 제시한 다양한 시점은 아래에서 검토한 이슈화의 문제제기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의견은 4.5 에서 분석한 집합행위 레퍼투아르 핵심 요소중에 하나인 

달팽이민주주의 혹은 느린 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하여 프레이밍 과정을 거쳐 

이슈화되었다.  

교수들의 분열 및 상반된 의견들 

 

32 그 당시에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본관에 있던 행정부처는 학교 곳곳에 임시 행정사무실을 

설립했다. 아울러 연구 계약과 연구비 집행 서류 작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 업무가 진행되지 

못 했다. 아울러 자료 부재로 업무 처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했다. 자세한 내

용은 이대학보 2016/08/29, 5면과 이대학보 2016/09/05, 3면, 그리고 이대학보 2016/10/10, 6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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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점거 농성의 배경을 제시할 때 언급했듯이 교수들 중 몇 명은 이미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교수라는 직종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며 

이화여대 교수와 진행했던 인터뷰는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명은 “그 당시 미래라이프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문제에 

대해 많은 교수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경우 이 문제로 다른 

교수님들과 그 당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교수협의회를 주도하시던 분 

등 매우 소수의 교수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을 

것으로는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한 명은,“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수사회가 쉽게 

mobilize 되는 집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도 상당히 강하구요. 제가 

소속된 […]33은 특히 대학 본부와 다소 remote 한 분위기였구요.“라고 했다. 즉, 

학생들과 달리 교수들 간에는 집단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관 혹은 매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줄곧 비판하고 아쉬운 점이었다고 평가한 ‘교수들의 뒤늦은 

반응‘(한겨레, 2017/08/20 비교)은 실제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 특히 이화여대 

역사상 첫 교수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수들은 이 사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우선 최경희 총장을 비판하고 이후에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총장의 사퇴 

혹은 해임을 요구한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협의회도 동원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졸업생 동원의 결정적인 계기가 경찰 무력 투입이었듯이, 일부 교수들이 오랫동안 

불만을 누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교수사회의 동원에도 경찰 무력 

투입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3 인터뷰해준 교수의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자가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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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교수들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최경희 총장에 대하여 교수들의 

생각은 어떤지라는 질문에 답한 한 교수의 생각을 참조한다 :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화여대의 랭킹이 장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보고자 교수 연구성과를 더 높이고자 매우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화여대의 문제점을 장기적,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당장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했고, 전체 교수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최경희 전총장 등이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여기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 최경희 총장은 예외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화여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교수에 의면 당시 총장선출 

규정에 따르면 최경희 총장은 총장을 3 임(임기를 세번, 즉 12 년)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같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 “그렇기 때문에 최경희 총장의 투명하지 

않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speculation 도 있습니다.“ 

요컨대 당시 최경희 총장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만큼 학생 시위에 

대한 입장도 다양했다. 그러나 최경희 총장이나 학생 시위에 대한 생각과 상관없이 

경찰을 학교 내로 부르는 모습과 무력 진압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교수들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교수들도 여러 활동을 개시하였고 여러 성명서도 발표되었다. 주목해야할 점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강한 ‘벗‘의 연대를 만들었고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잡았던 것과 달리, 교수들은 재학생 및 졸업생 연대 외에 의견을 수렴하고 프레이밍 

및 이슈화 과정을 거쳐 결국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움직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인 성명을 발표해서 비대위 교수와 학생들을 응원하려고 했던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신뢰를 얻어 특히 총장의 사퇴 이후 학교 직원과 학생 간의 중재장으로서 화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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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학내 조직 문제 및 소통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익명성을 

택하는 학생들과 달리 교수들은 자기의 소속과 이름까지 발표해34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위에서 교수 1 차 성명서를 이미 살펴본 바, 2 차 성명서를 간단하게 검토한다. 2 차 

성명서는 기명 서명자와 익명 서명자도 포함해 총 191 명이 서명하였다. 기명 서명자는 

130 명으로 절반 이상에 달하며 (전임 교수: 128 명, 며예교수 2 명) 61 명은 익명으로 

서명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명서는 그 당시에 이화의 제도 하에 

대학의 지적 자율과 권위가 작동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계속하여, “대화의 실종, 

공권력 의존, 깊은 사고 없이 단순 논리 하에 진행된 무능한 대처“ (미래라이프대학 사태 

관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 차 성명서)를 비판하였다. 즉, 학내 의견 수렴 제도 및 의사 

결정 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최 총장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무반응도 

비난한다. 성명서는 최경희가 지난 20 일동안 학생들에게 진정의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성이 있는 대책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더욱 절대적인 관계로 악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어 

학교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 학교측이나 다른 행위자도 학생들의 사법처리나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총장은 책임을 져야 하며 학생들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현 

상황의 근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당국과 이사회는 학내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확보하고 총장 선거제를 개선하며 이화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화의 대표자 겸 리더로서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화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경희 총장은 총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34 비대위 주도로 작성된 성명서는 여러 신문 기사에서 공유되어 교수들의 성명은 널리 노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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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이화의 가치와 명예, 그리고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다. 4.4에서 학생 연대의 내부 원칙에 대하여 고찰할 것인데, 

학생들에게 ‘안전‘이라는 원칙은 경찰 투입 이후 최우선인 원칙이 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총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보다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들은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를 통하여 여러 학생들의 신뢰를 얻었다.35 아울러, 이화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본다. 이화 가치에 대하여는 4.5 이슈화 

절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비대위는 이화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간담회를 주최하고 

토론의 결과로 8 월 25 일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총장해임안의 이사회부의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개 질의서는 첫째로 이사회가 미라대 설립신청을 

어떤 이유로 승인하였는지, 이화가 미래에 어떤 대학교가 되어야 하는지 묻는다. 

둘째로는 이 사태에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총장이 한 일이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태도는 적절한지 묻는다. 아울러 일방적인 학사운영 및 불통에 

대한 책임은 총장과 집행부에게 있으나 “학교경영활동을 관장하는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 많은 교수들의 생각“(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님께 보낸 공개 질의서)이라고 

덧붙인다. 셋째, 최경희 총장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못하며 학생들의 저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금의 행위로 만들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았던 총장은 판단력, 지도력, 

도덕적 신뢰성에서 이화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다시 강의실로 되돌릴 수 있는 이사장님의 방안이 

 

35 그 당시에 학생들은 교수들의 응원과 2차 성명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었으나 교수들의 반응

이 너무 느렸고 학교 교수 총 999명 (총장 제외) 중에 응원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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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이사회는 총장 사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님께 보낸 공개 질의서) 

이사장의 대답도 교수협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유되었다. 장명수 이사장은 9 월 

8 일에 이메일을 통해 ‘이사장의 편지‘를 학내 구성원에 보내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80%의 교수에 주목하고 총장의 해임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비대위는 

최경희 총장에게 직접 ‘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비리 의혹이 나온 이후 교수협의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화 교수들의 집회 및 시위“를 선언한다. 

학교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과 총장의 단독과 불통, 그리고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여 10 월 19 일에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10 월 19 일에 교수 시위가 시작하기 이전에 최경희 총장은 자기가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교수 시위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본 성명서는 우선 총장의 경찰력 요청을 비판하고 이후 교수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제시한다. 아울러 재단의 장명수 이사장이 191 명의 서명을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화 구성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태도로 인식한다. 

더구나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관련된 입학 특혜가 사실로 나오면 입학 무효화를 

시키고 사법처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정으로는 이화의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으니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학내 비민주주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요구를 

제시한다. 첫째, 최경희 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둘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셋째, 

이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약속하라 (2016 년 10 월 19 일 교수시위 성명서). 

이렇게 교수들의 이슈화를 몇 가지 예로 살펴보았다. 이후에도 교수협의회는 학생들과 

만나서 여러차례 성명서를 작성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본 논문의 범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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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점거 농성의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 이화여대 교수들이 11 월 

11 일에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검토하려고 한다.  

 

최경희 총장의 오판과 초기 대응의 실책 및 사임(하게 되는) 이유 

이화여대 점거 농성은 간단한 요구로 시작했다.  <쿠키뉴스> 기사에 올린 사진을 통하여 

하여 대화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화’를 원합니다” 

“총장님이 보고싶어요” 

“경찰 말고 경희” 

“미래라이프 OUT 대화해주세요” 

“대화 대신 1600 명 경찰폭력진압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이화인은 대화해보세요” 

“소통할 줄 알아야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화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No!”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다 (.)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김수영 <폭포>. 1959 

SAVE OUR EWHA” 

“미래라이프 OUT 대화해주세요 총장님” 

“경찰을 부르지 말아주세요” 등 (포스트잇 사진의 출처: 쿠키 뉴스, 2016/08/01) 

점거 농성의 제 1 단계와 2 단계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포스트잇과 대자보에서 ‘대화’, 

‘소통’, ‘총장’, ‘만나다’ 혹은 ‘보고싶다’과 같은 단어들이 가장 자주 나온다. 이후 

학생들이 들고 있는 포스터에는 ‘사퇴’, ‘Save our Ewha’, 그리고 ‘해방 이화’ 등이 

등장한다.  

최경희 총장은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지속하였다. 무반응의 정치를 지속하면 언젠가 학생들의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시위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최경희 총장에게서만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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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4 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촛불집회 

초기의 ‘하야’ 요구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침묵의 벽에 직면했다. 이러한 무반응 혹은 

침묵의 정치는 반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견 수렴이다.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견 수렴 외에도 토론의 문화가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이화여대 총장 선출의 경우에는 교수들보다 학교 재단의 영향력이 더 컸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최경희는 학생들이나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의사 수렴없이 재단의 압도적인 영향을 통해서 이화여대 총장이 

되었다.36 위의 교수 간의 분열을 살펴본 부분에서, 최경희 총장은 젊은 나이로 총장이 

되어 3 임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감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도 있었던 점을 제기했다. 여기에서도 민주주의 연구의 

유명한 표현은 맞는 것 같다: ‘권력은 대부분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턴 경의 [Lord Acton]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즉, 절대권력을 가지면 자신 마음에 드는 대로 운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작용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37. 이 부분이 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정농단의 근원이지 

않을까 싶다.  

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부하는 최경희 총장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을 드러냈다. 물론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경우 

 

36 2016년 이화여대 86일간의 시위 하나의 결과로 2017년 5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직선제 

총창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첫 직선제 총장으로 김혜숙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대학 구성

원들인 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사가 모두 반영되어 총장이 선출되는 직접선거제도가 되었다. 

37 학생의 성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1.5에서 분석할 것인데,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만적인 미래대

학 설립 강행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성명서’ ‘하나’의 3번째 단락에서는 학생들은 이미 학교의 

재정문제, 돈의 사용처와 경위도 모르는 채 사라졌던 돈에 대한 비리 혐의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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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택한 ‘느린 민주주의’의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전에 추진된 사업 

사태를 보면 최경희 총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깼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임해주기 이전에 차라리 경찰을 불러 대화의 ‘귀찮은’ 작업을 안 하겠다는 

모양새로 보인다. 즉, 앞으로도 계속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총장과 

이화여대 대학당국의 의견대로만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고 최경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다38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총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모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정례화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대학보>기자)39 학생들은 경찰병력 교내투입 건 뿐만 아니라 지난 2 년간의 불통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2 년 임기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지난 2 년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달렸다 

고 생각한다. 그게 학교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의 발전을 빨리 이루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마음이 급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옆도 돌아보고 대화를 많이 해 

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든다. 이제는 설령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고 싶다.” (이대학보 2016/08/29, 8 면). 

즉, 최경희가 보기에는 취임 후 모든 결정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필요한 절차‘는 학생들과의 의견 수렴을 포함하지 않은 모양이다. 총장은 

자기가 급했던 것을 인정하나 모두 학교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점거 농성을 하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시위하고 있는 한 학생이 “총장도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요” 말하는 데에 

이화여대 한 교수가 “학생이 주인이라고? 4 년 있다가 졸업하는데” (이화우리 유튜브 

 

38 본 인터뷰는 <이대학보> 기자들이 8월 25일 ECC B215호 주간실에서 최경희 총장과 직접 만

나서 진행하였다.  

39 필자가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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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서 올린 영상, 2016/07/30)라고 말했다. 이후 “미래라이프대 반대!!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 -화난 이화인-”(대자보 사진의 출처: aoeoa 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2)를 비롯하여 학교의 주인은 학교의 역사이며 학교의 역사를 만든 사람은 

바로 학생들이라고 하는 다양한 대자보가 등장했다. 그러나 재학생과 졸업생과 함께 

발표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만적인 미래대학 설립 강행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성명서’에서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학내 주요 구성원인 학생 및 교수진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여론을 

수렴하지않았다.”며 “학내 많은 구성원은 최경희 총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이러한 의견은 교수 및 총장의“4 년 주기로 

졸업하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냐”, “쉿, 이제 그만할 것” 등의 망언으로 무시되어 왔다” 

(헤럴드경제, 2016/07/31)고 했다. 보다시피 성명에서 ‘학교의 주인’이라기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한다.  

즉, 학생들의 ‘대화’ 요구는 동시에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위하여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뜻도 있다. “’돈’보다 ‘이화’를 생각해주세요” (대자보 사진의 출처: aoeoa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2)라는 포스트잇이 학생들의 걱정을 잘 보여준다.  

학교가 비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경희 총장은 학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택하였다. 

“그 당시에 잔인한 경찰의 투입은 당연히 (학생들끼리와 학생들과 함께의) 연대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주도자 (학교 당국), 총장의 난감함에 매우 놀랐습니다. 

[…]최순실 혹은 (최순실의) 딸의 논란을 통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맥락이 등장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알수 없지만, 당시 학교 총장의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기다림의 

(aussitzen)전략은 (최순실의) 딸의 논란만 없었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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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언젠간 학생들의 시위는 성과없이 그냥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40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달리41 총장은: “1600 명의 경찰 병력을 불렀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황과 맥락을 서로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일단은 책임감 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체계화된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생각해볼 일이라고 본다“(이대학보 

2016/08/29, 8 면).  

즉, 총장은 학생 시위는 얼마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려보자고 한 모양이다. 학생과 

교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최경희 총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대학보> 기자들은 이와 같은 총장의 태도를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사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총장은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만약에 사퇴하면 학교는 “큰 혼란“ (이대학보 2016/08/29, 8 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지키고 소통 제도를 개선해서 안정정치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 (이대학보 2016/08/29, 8 면)라고 강조하였다.  

 

40 외국인 교수라서 인터뷰는 독일어로 진행되었다. 본 인용은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했다. 독일

어로 된 원본은 다음과 같다: “Dieser ziemlich brutale Polizeieinsatz der hat natürlich dazu 

geführt, dass sich viele damit solidarisiert haben. Also wie gesagt auch diese Hilflosigkeit 

der Führung damals, der Präsidentin, diese Hilflosigkeit der Macht so zusagen, dass war 

schon ziemlich erschreckend muss ich auch sagen.” “Durch diesen Choi Sun-sil, 

beziehungsweise Tochter Skandal kamen halt ganz andere Dimensionen rein. Ich denke, 

das ist natürlich reine Spekulation, aber diese Strategie der damaligen Unipräsidentin, so 

zusagen versuchen das auszusitzen, hätte wahrscheinlich sogar funktioniert, wenn nicht 

dieser Tochter-Skandal, ich meine das weiß man, keine Ahnung, das weiß ich nicht, aber 

so hat sie bestimmt gedacht. Das wird sich mit der Zeit wird sich das sozusagen totlaufen. 

Das hätte vielleicht sogar geklappt.“ 

41 학생들의 이슈화는 4.4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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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경찰을 학교측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고42 8 월 3 일에 

학교에서 미라대의 철회를 발표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선언할 때까지, 그리고 학교가 학내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학내 의사 수렴 

제도 개선 계획을 제공할 때까지는 학생들이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총장은 8 월 

3 일 ‘존경하는 이화 가족 여러분께‘라는 공지를 올렸다43. 그 글에는 학생에게만이 

아니라 교수, 교직원, 학부모 등 이화여대와 소속된 (‘가족‘인) 모든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미라대의 철회를 확인하였으며 이 철회는 교육부도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위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앞으로 학내의 소통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전에는 학교측이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 글에서는 

경찰을 부른 이유가 학생의 해산이나 진압을 위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도 <이대학보> 인터뷰에서 볼 수 있다:  

“7 월 30 일에 경찰이 조금씩 오다가, 오전 11 시 넘어서 경찰 관계자로부터 내부 진입에 

총장 허락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된다면 진입해 

구해주되, 학생들을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얘기했다“ (이대학보 2016/08/29, 8면) 

그런데 당시 경찰 투입을 요청할 때 학생지원팀과 논의하던 시간 아니냐는 질문에 

총장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 대신에 상황이 매우 복잡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질문을 

피한다. 뿐만 아니라 8 월 3 일에 최 총장이 개최했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과 비교하면 

보여주는 입장은 매우 다르다. 최경희는  “여태까지 학생들에게 징계 한 번 한 적 없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다 교육의 관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대학보 2016/08/29, 3 면)며 

시위하는 학생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총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42 <이대학보> 인터뷰에서 총장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한다: ”교직원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1600명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이대학보 2016/08/29, 8면). 

43 공지 사진 참조: aplemojiti 블로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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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할 기회가 있었다. 한 기자는 학생들과의 대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경희는 학생측은 본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요구했는데 총장은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최경희는 면대면으로 

대화하자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표자가 없고 면대면 대화를 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주동자‘로 특정되는 것에 대한 걱정 및 경찰 투입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까닭으로 서면 대화를 주장했다 (이대학보 2016/08/29, 9 면).  

학생들은 프라임 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여러 경우에 약속을 못 지키는 총장의 ‘존경하는 

이화 가족 여러분께‘라는 공지에서 했던 말을, 무의미한 약속으로 여기고 믿지 못 했다. 

학교측도 8 월 24 일 (농성이 시작한지 거의 한달 뒤)에 처음으로 학생 대표자와 함께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총장이 사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최경희 총장이 더 이상 총장 역할을 할 자격이 없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경희 총장이 그 당시에 같은 주제에 대해 한결같지 않은 태도를 

여러 번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경찰 투입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였다. 경찰 

투입 이후 ‘교직원 감금‘ (학교측) 혹은 ‘대치‘ (학생측)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는데 

최경희는 8 월 3 일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보여줬다:  

“ Q: 경찰 쪽에서는 오늘 중 고소장을 학교 측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는데 접수할 예정인가  

최 총장: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여태껏 마스크를 쓴 시위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랍고 통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금된 사람들이 고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 학생들이 

사과하고 정정하면 모르겠으나 내가 감금된 교수들의 고소 권한에 지시할 수는 없다. 

교수의 고소 가능성은 그분들에게 맡기겠다.“며 같은 인터뷰에는: “경찰청장의 방침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현재 학생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범법행위다. (중략) 학생들은 

본관에서 무조건 나오고 대화를 통해 최종판단해야 한다. 이것도 거부한다면 그건 순수한 

의견이 아니다.“ (이대학보 2016/08/29,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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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생들이 잘못했으니 사과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일방적인 논리다. 최의 

말에 따르면 오르지 책임은 학생들에게만 있다. 반면 최경희는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8 월 25 일의 인터뷰에서는 “서대문경찰서에 방문해 

학생들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5 일에 처음 냈고, 소환 계획을 들은 

바로 다음 날인 23 일에 교무위원들과 함께 다시 제출했다. 본관 안에 있던 교수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이대학보 2016/08/29, 8 면)고 했다. 더하여 

기자가 8 월 1 일에 보여줬던 태도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후에 총장은 

“학생들이 순수하게 평단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평의원회 개최를 막는 것은 

이해한다. […] 총장이기 때문에 물론 첫째는 학생이 제일 소중하지만, 다른 구성원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교직원 및 평의원 분들도 많이 누그러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평단사업의 취지도 이화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성원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에 학생들을 존중해 

기자회견 당시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이대학보 2016/08/29, 8 면) 

고 주장한다. 이렇게 총장이 처음에 보여주는 태도 및 입장이 나중에 달라지는 것, 그리고  

2016 년 사태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일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최경희가 뭐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총장은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은 이어졌다. 그러다가 새로 학기가 시작되면 일상으로 바빠지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저항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8 월 31 일에 개최되었던 ‘총장과의 열린 

대화 셋째 마당: 학생과 함께라는 소통의 장(2)’에서 총장은 다시 “시간이 

해결해(줄)“ (이대학보 2016/09/05, 3 면)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유라 특혜 논란이 발생한 후 학내 분위기 악화되었다. 일부 교수도 이제 시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다. 아울러 이제 비단 간단한 학내 

문제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결국 교수들이 첫 시위를 

하려고 했던 날 (10 월 19 일)에 최경희 총장은 자신의 사퇴를 선언하였다. ‘총장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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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하면서 이화의 구성원께 드릴 글‘44에서 이제 사임하므로 학생들의 농성이 끝나고 

학생들은 다시 공부하고 졸업생들은 하던 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및 입시와 학사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앞으로 이화내 소통 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며 “저는 이제 이화가 더 이상 분열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필자가 제시했듯이 이화 구성원 간 내홍이 심한 것을 잘 보여준다. 최경희 전 총장의 

글에는 여러 면에 존재하는 분열을 멈춰 달라고, 그리고 사태의 급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적혀 있다. 

4.4 농성의 프레이밍과 이슈화: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반대’에서 

‘최경희 총장의 전격 사퇴’까지 

본 절은 학생들의 성명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면서 86 일간의 농성의 

프레이밍과 이슈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변화를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교수들도 어떤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프레이밍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제시한다4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 년 이화여대 

시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계별로 주요 구호와 프레임도 달라지므로 학생의 

프레이밍은 우선, ‘미라대 반대‘ 및 ‘총장과의 대화‘부터 시작하며, 제 2 단계와 제 3 단계의 

가장 중요한 구호는 ‘총장의 사퇴‘였다.  무엇보다도 정유라 특혜 의혹은 총장의 사퇴 

요구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였다. 그러나 여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하는 동안 항상 ‘순수한 학내 문제‘라는 프레임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즉, 주요 구호 

외에 학생끼리 세운 원칙들은 4.5 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집합행위의 방식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학생들의 외부로 향하는 이슈화 및 프레이밍 과정뿐만 아니라 내부의 

 

44 2016년 10월 19일에 <중앙일보>에서 공유되었다. 

45 여기는 특히 언론의 역할과 학교측으로부터 실시했던 이슈화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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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와 프레이밍도 검토한다. 이에 바탕하여 우선 학생 내부, 즉 ‘벗의 연대‘ 내에서 

결정되고 실시한 원칙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단계별로의 외부로 향한 프레이밍과 

이슈화, 그리고 내부 원칙의 강화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들로부터의 이슈화와 프레이밍을 제시하겠다.  

 

벗의 연대의 내부 원칙: ‘순수한 학내 문제‘, ‘자발적인 참여‘, ‘외부 세력과의 

연대 거부‘, 그리고 ‘안전제일주의‘ 

‘순수한 학내 문제’라는 원칙은 이화여대 학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해졌다. 

총장과 대화의 추구 및 미라대 설립애 대한 반대는 바로 이러한 학내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최경희 총장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학생들의 미라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시했고, 학생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장은 경찰 진압 직후 기자회견에서:“우리 학생들인지 의심스럽다“ (이주희 

2016, 58), “과격하게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은 “우리 학생들이 아닌 것 같다” (이지행 

2016, 252 쪽)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기자 회견에서 취재진은 최경희가 말하는 

외부세력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최는: ”졸업생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안고 119 가 못 

들어가게 한 게 의심스러웠다. 시민단체라고 밝힌 사람도 있었고 본관에 있던 학생들은 

내가 알고 있던 학생들이 아니었다.” (이대학보 2016/08/29, 3 면)고 대답한다.  

이렇듯 ‘순수한 학내 문제‘는 바로 외부 운동세력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바로 최경희 총장의 경찰 진압 직후 

기자회견이었다. <이화이언>에서 처음에는 운동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강한 

지지를 얻지 못했으나 경찰 투입 이후에 학생들의 불안감과 공포로부터 출발하여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다시 탄압을 당하지 않을 방책으로 운동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선영 2016, 55 쪽). 학내 운동권뿐만 아니라 타 대학 총학생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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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연대 등을  모두 거절하게 되었다 (이현재 2016, 237 쪽). 이와 함께,  순수한 

학내 (이화여대)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이라 이화여대 학생들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치색을 띤 어떠한 외부 세력과도 무관합니다. 

오르지 이화인의 목소리입니다” (이현재 2016, 237 쪽)라는 대자보를 비롯하여 여러 

방식으로 어떤 정치색도 없고 외부세력과 연대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하도록 

노력했다. 즉, 경찰 진압 이후로 ‘모두의 자발적 참여‘ 원칙과 ‘정치색 배제‘ 혹은 ‘운동권 

배제‘ 원칙 간의 위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지행 2016, 253 쪽). 이러한 점은 2016 년 

7 월 31 일에 발표된 재학생과 졸업생의 공동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이며, 참여한 학생들은 누구의 주도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본 시위에 참여한 총학생회는 ‘스펙을 쌓으려는 통진당원‘, 

‘빨갱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고, 학교는 경찰을 투입해 평화롭게 농성중인 

학생들을 무력으로 제지하려 했다.“ (헤럴드경제 2016/07/31) 

순수한 학내문제라서 이화인들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와 함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지도자 없는 

평화시위‘인 것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표출된 이대혐오와 농성을 시작한 날부터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를 고려하면 순수한 학내 문제와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부의 결정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본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프레임은 더 굳어졌다. 

‘외부세력의 영향‘은 한국 현대 시민운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프레임이다. 1948 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시대에 정부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면 외부세력 혹은 

‘빨갱이‘라고 몰려 엄격한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제46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외부세력‘ 프레임 하에 모든 사회운동은 북한과 

 

46 분단체제의 자세한 내용은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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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지어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1980 년대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건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도 전두환 정권이 시위하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은 북한의 간첩, 종북이나 빨갱이라고 하며 그들의 목표가 

대한민국 안전의 위협이라고 하였다 (Park 2008, 73 쪽).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독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노동운동은 흔히 ‘빨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의 레드 콤플레스 (red complex)이라고 한다.  

‘외부세력과 연대 거부’ 혹은 ‘운동권 배제’라는 원칙을 세워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권력 (agency)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외부세력과 손을 잡으면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왜곡된 프레임에 갇히고 탄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점은 <한겨레> 인터뷰에도 드러낸다: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불만도 많지 않았나? ‘학벌주의’라는 비판도 있었다. […] 

-<한겨레>도 당시 ‘학벌주의’와 함께 외부 세력 배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쓰기도 했다. 

남 학생들은 총학 (총학생회)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커뮤니티는 익명의 사람들이라 

주장하는 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데, 총학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하게 나갈 수 없었고, 학생들은 그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총학이나 운동권을 배제한 게 언론이 이대 사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남 이대에 입학한 순간부터 이유 없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됐었다. 시위를 하면서도 

모두가 그 점을 걱정했던 것 같다. 시위의 본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시빗거리를 시작부터 통제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어른들이, 언론들이 운동권을 다루는 

프레임이 있지 않나. 그런 프레임에 갇힐까봐 예민한 상황이었고 자기검열을 하던 때였다. 

김 운동권이랑 연대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경찰 투입의 문제나 미라대 졸속 추진 문제에 

대한 얘긴 안 들으려 할 테니까. 학생들 목소리가 더 많이 잘 전달되려면 외부 세력과의 

연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내부에서 그런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 

 

Paik, Nak-Chung. "South Korean democracy and Korea's division system."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 14 (1), 2013: 156-169.아울러 정전협정과 정전체제, 그리고 남부관계

를 관하여 박태균.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파주: 창비, 2015.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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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그 합의가 모든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따라가야 하는 분위기긴 했다. (한겨레, 2017/08/20) 

이로써 운동권과 연결된 소수의 의견은 표적 공격을 통하여 나아가 시위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했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할 기회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외부세력과 연대의 거부 혹은 운동권 배제에 대하여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주희 (2016)에 따르면 학내 운동권은 농성 초기에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운동은 없다는 

입장이라 도움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주희 2016, 58 쪽). 저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사후적으로 보면 효율적이라 평가한다 (이주희 2016, 59 쪽). 중앙대 교수 

이병훈은 비슷한 시각을 제시한다. 이병훈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시위의 순수성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분석한다 

(이대학보 2016/09/12, 3 면).   

이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선영 (2016)은 운동권 배제로 인하여 총장 사퇴 요구가 

약화됨으로써 운동의 힘도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정선영 2016, 53 쪽). 저자가 8 월 

중순부터 시위의 동원력이 감소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대의 거부 및 운동권의 

배제라고 주장한다 (정선영 2016, 54 쪽).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첫째, 앞서 지적했듯이 8 월 중순에 법률팀이 해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뒤에 언급할 안전제일주의 원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9 월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한 점이다. 총장도 마찬가지로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의 항의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연대를 거부하는 이유로만 동원력의 약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에는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투쟁에 들어가야한다(정선영 2016, 54 쪽)는 주장도 내포되어 

있다.  즉,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은 신자유주의와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대다수 학생들이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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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매우 다르다. 나아가 정선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친 민주당 경향의 급진 자유주의 

경향의 학생들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 듯하다” (정선영 2016, 55 쪽) 또는 활동 경험이 

거의 없는“젊은이들이” (정선영 2016, 55 쪽)라고 한다. 즉, 정선영도 학생들에 대한 

프레임을 붙이고 있다.  

양쪽을 고려하는 입장은 이현재가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싸움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다른 연대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다)” (이현재 2016, 

239 쪽)고 한다. 즉, 목표가 미라대의 폐지이면 내부로 이룬 연대의 전술은 옳다고 보는 

반면 항의 목적이 총장 사퇴로 바뀌는 순간부터 연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재 2016, 239-240 쪽). 이현재의 논문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항의하는 학생들의 

전략은 “탈정치” 와 “탈연대” (이현재 2016, 239 쪽)였으나 이러한 전술은 어떤 

운동권이 내리는 결정보다 더 정치적이고 더 연대적이었다는 점이다 (이현재 2016, 

239-240 쪽).  

그러나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와 운동권 배제의 원칙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권 배제를 통하여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이 이화여대 시위의 또다른 특징인 ‘느린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정선영은 학생시위의 ‘지도부’가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한다 (정선영 2016, 58 쪽). 예를 들면 운동권인 

학생들의 대자보를 훼손하고, 발언할 기회를 준 총학생회를 비판하고 “운동권 

나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발언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예 농성장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행동을 들 수 있다 (정선영 2016, 58 쪽; 오마이뉴스 2016/08/07). 

이와 같은 행동은 소수자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 외의 운동권뿐만 

아니라 학내 운동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이다. <오마이뉴스>는 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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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기사를 올렸다. 이 학생이 과연 ‘느린 민주주의’를 실시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화이언> 학내 커뮤니티를 통하여 세월호 리본, 메갈리아 티셔츠, 무지개 

배지와 위안부 팔찌 등이 농성장에서 착용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정선영 2016, 53 쪽; 

오마이뉴스, 2016/08/07). 시위하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은 느린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 결국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반면 소수자의 개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화여대 학생 기자는 이 것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했던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쉬운 개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딜레마에 

직면한다. 여러 딜레마 중에 ‘다수결의 원칙 대 소수자의 권리 보호’ (majority rule vs. 

minority rights)는 바로 이화여대 학생들의 느린 민주주의적 결정에도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화이언>으로 이화여대 시위와 관련된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고 

학생측이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으나 특히 경찰 진압 이후에 

운동권 학생과 그 어떤 정치색을 띤 학생들에게는 ‘꿘’이나 ‘꿘충’47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지행 2016, 241 쪽; 오마이뉴스, 2016/08/07). 즉, 이러한 학생한테 낙인을 

찍었고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운동권 혐의’ 및 ‘운동권 혐오’가 생겼다고 한다 (이지행 

2016, 252 쪽; 오마이뉴스 2016/08/07). 이에 대하여 <오마이뉴스> 기사의 작가는: 

“우리 사회의 '종북', '빨갱이', '메갈' 등의 혐오적 낙인과 같은 표현이 '꿘충'으로 간단히 

치환된 것이” (오마이뉴스, 2016/08/07)라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와 ‘운동권 배제’는 ‘순수한 학내 문제’와 두번째 

진압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레임 혹은 원칙은 시위의 발전을 제한하고 

 

47 ‘꿘충’은 ‘운동권’과 ‘벌레’룰 합친 명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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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느린민주주의의 실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동시에 내부의 단합력과 연대는 강화되었지만 단합력이 강해지는 이유는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 1 단계에는 순수한 학내 문제와 자발적인 참여,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 그리고 결국 

운동권 배제의 프레임이 자리를 잡고 경찰 투입부터 시작된 제 2 단계에는 

‘안전제일주의’의 프레임이 강화되었다. 제 1 단계에는 이미 <이화이언>에서 혹시라도 

학교측이 물리력을 동원하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화여대 졸업생들은 모금을 했다. 그리고 몇 

시간만에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모았다. 그 돈으로 선제적 자구책으로 경호원 19 명을 

계약했다 (이지행 2016, 242 쪽). 아울러 시위하는 동안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 

인터뷰와 SNS 시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타 대학교와의 비교나 

언급도 제한했고 물리력 사용이나 기물 훼손도 금지되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이 

무력행사를 불사할 경우 증거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이지행 2016, 242 쪽). 또한 

법률팀도 구성되었다. 이지행 (2016)은 “법률팀의 존재는 일반 학생들이 겁에 질려 

이탈하지 않게 해줌으로써 시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지행 2016, 

255 쪽)고 주장한다48. 농성하는 학생들 중에 신입생이 많았고 대부분 활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데에 큰 안전감을 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 년 7 월 28 일에 평의회원이 있었던 회의실로 향하는 구급차와 

관련하여 비원에서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대응 방식’이라는 글을 올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 조와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모았던 

시위모금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기부금법에 바탕해서 만들었고 학교 본부가 보냈던 

 

48 구 법률팀이 8월 중순에 해체하기로 했으나 신 법률팀이 구성되었다. 법률팀이 백지화되는 자

세한 이유에 대하여 이지행 (2016)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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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공문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일도 했다 (이지행 2016, 254 쪽). 이를 비롯하여 여러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다.  

특히 경찰의 무력 진압 이후에 학생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 2 단계에는 안전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증가하며 경찰의 투입은 “안전이 

최우선” (이지행 2016, 255 쪽)이라는 프레임의 탄생에 또 다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안전강박증은 다시 내부 연대와 단합력의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서로의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이전보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그리고 이화여대와의 소속을 

보여주는 표시는 없으면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즉, 안전이 최우선의 프레임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집합행동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제 1 단계: ‘미라대 설립 반대‘ 및 ‘총장과의 대화‘   

지금까지 학생 내부에 어떤 프레임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외부는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목적을 위하여 밖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즉, 위에서는 학생들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내부로 어떤 규칙을 지킬 것인지 물어본 반면에 여기는 밖으로 어떤 주장을 

가지고 전달했는지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이미 알아봤듯이, 제 1 단계의 주요 구호는 ‘미라대 설립 반대‘보다 ‘충장과의 대화‘의 

요구였다. 물론 학교 당국의 졸속적이고 의견 수렴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미라대 설립 

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미라대의 전면 폐지보다는 먼저 학교측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얻어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계획으로 바뀐 후 미라대 

설립의 진행은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미래라이프 대학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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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 년 5 월 4 일 「2016 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6 개교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제주대)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2016/05/05, 3 쪽).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이하 평단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기영화)은「2016 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단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동안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평생학습자들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 운영체제로 인해 평생학습자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동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자를 전담하는 단과대학 신설과 

평생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16 년 예산은 총 300 억원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 30 억원 내외의 사업예산이 

지원된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2016/05/05, 1 쪽) 

즉, 평단사업의 목표는 선취업 후진학의 활성화이며 이를 달성하도록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실행한 것이다. 이를 둘러싼 배경은 고령화 및 노동자 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재교육 혹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응하여 진학자들과49 30 세 

넘은 사람들에게 만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5 월 11 일에 추가공모 계획을 발표한 후 총 4 개교 (동국대, 창원대, 한밭대, 

이화여대)를 추가로 선정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결과 발표, 2016/07/15, 1 쪽). 선정평가의 영역은 ‘대학의 평생교육 운영 비전 및 

계획‘,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계획‘, ‘평생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계획‘, 그리고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이었으며 서명평가와 발표평가가 진행되었다 (선취업 후진학 

 

49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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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결과 발표, 2016/07/15, 1 쪽). 

보도자료에는 이화여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이화여대는 대학의 특성을 살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 요구와 여성 평생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요 증가를 고려한 여성 특화형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미래라이프(LiFE)*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단과대학을 구성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Light up Your 

Future in Ewha”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결과 

발표, 2016/07/15, 2 쪽) 

즉, 이화여대 평단사업의 특징은 ‘여성특화형 운영 모델‘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미라대 

평단사업을 둘러싼 논의는 학교측의 입장과 일치한다. 7 월 31 일 경찰 진압 그 다음날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도 학생들의 요구 이후 가장 먼저 미라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알려준 다음, 학생들이 미라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바로 이러한 미라대 설립을 반대하게 되는 문제의식을 이제 살펴보겠다.  

미라대 설립과 관하여 학생들은 우선 <이화이언>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에 합의했다: 첫째, 2 달만의 졸속적인 추진을 비판하였다. 교육부는 7 월 15 일에 

이화여대를 추가로 평단사업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가을학기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즉, 원래 없었던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7 월부터 계획을 만들어 9 월에 

벌써 실시될 예정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참여자들의 입학 과정 및 행정 과정조차 불투명하고 정확하지 않았다. 이 점도 2016 년 

7 월 31 일의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50   

둘째, 학생들은 미라대의 전공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 점에 대하여 학생들은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50 성명서 출처로는 <헤럴드 경제>가 2016년 7월 31일에 올린 기사를 참조한다. 미라대의 졸속

적인 설립과 관한 점은 둘째 단락과 ‘하나’의 넷째 단락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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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에는 여성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고, 미래대학 내 

개설 예정인 전공과 동일한 전공 또한 기존의 학부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타 

단과대학/교육기관과 명백히 중복되는 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학위를 

판매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헤럴드 경제, 2016/07/31). 

즉,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미라대가 제공하는 전공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화여대의 

평생교육이나 학부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미라대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교육부의 보도자료에서 필자가 표시했던, 특히 뒤 부분에 언급된 

‘건강‧영양‧패션‘과 관련된 웰니스산업 전공은 성별 관념을 강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전공 중복임에도 불구하고 미라대 평단사업을 단순히 그렇게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학위 장사‘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입장을 둘러싼 근거는 미라대 원래 계획에는 시험을 

볼 필요없이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을 하고 2 년 반 만에 졸업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지행 2016, 241 쪽). 즉, 한국의 교육제도를 밟아 수능을 통하여 어렵게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일반 재학생들과 달리 미라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쉬운 조건으로 입학하고 

돈을 줘서 손쉽게 졸업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이화여대 재학생들에게는 

동일하지 않은 조건 하에 동일한 학위를 받는 것이 거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가치와 함께 나중에 노동시장에서 자기 교섭력도 떨어질 까봐 걱정되는 

것이다 (이주희 2016, 52 쪽). 따라서 재학생에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졸업생한테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현재 (2016)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라대 설립과 이후의 정유라 특혜 

의혹은 신자유주의의 “공정한 경쟁의 원칙“(이현재 2016, 234 쪽)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학생들이 보기에는 돈만 내고 일반 학생들은 힘들게 따는 졸업증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학문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사업이 되어 결국 “‘학생‘이 아니고 철저히 

‘소비자‘“ (이지행 2016, 242 쪽)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가 

가진 이미 심각한 학벌주의 의식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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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생들이 미라대를 ‘학위 장사‘로 비판하는 것은 보수 언론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화여대 학생들의 학벌주의와 자부심을 의미했다. 이현재 (2016)가 

잘 표현하는 것처럼 “처음에 사람들-나 역시-이대 사태를 불편해했다“ (이현재 2016, 

233 쪽) 일반 시민들은 이화학생들을 비판하였다. 위에 살펴본 이화여대에 대한 편견과 

관련도 있다. 이러한 점은 이주희 (2016)도 잘 보여준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다른 대학교나 다른 대책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이화여대야말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편견이라고 사고한다 (이주희 2016, 53 쪽). 그만큼 타 

대학교의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반대에 대하여 언론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위에서 

잘 보여주듯이, 타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정책에 반발하였으나 언론 보도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반면 여기 반대하는 주체는 이화여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이화여대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바로 ‘불편함‘이 생겼다. 아울러 평생교육은 원래 고졸재직자, 혹은 

30 세 이상의 무직 성인들에게 대학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둘러싼 교육제도와 사회의 불평등과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미라대를 비롯하여 이러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프로그램을 다르게 

도입을 했어야 했다. 이는 학생들이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변화 없이 [..] 졸속 교육 

정책에 불과하다“(헤럴드경제 2016/07/31)고 한다.  

그러나 미라대 계획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나 언론 매체는 커녕 학교 구성원조차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객관적인 비판보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다. 그리고 이에는 학생들이 미라대는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를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반대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학벌주의 의식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겨레, 2017/08/20). 

셋째, 공동성명은 소통 없는 학교본부도 규탄한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라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지는 않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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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의 일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통하여 졸속 처리를 원한다고 비판한다. 여기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학생들의 성명서에서는 ‘학교 본부‘에 대한 비판과 최경희 총장에 

대한 비판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동 성명서의 첫번째 부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미래대학 설립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규탄한다. 학교는 미래라이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헤럴드경제 2016/07/31)고 요구한다. 따라서 미라대 설립 반대는 단순히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반면에 최경희 총장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의견 수렴 및 최경희 총장이 취임 이후에 계속된 독단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고51, 둘째는 이번 사태에 경찰의 투입을 요청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 모욕하며 강행된 졸속·밀실 행정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본 사태의 모든 책임은 총 책임자인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져야 할 것이다. “ (헤럴드경제 2016/07/31) 

넷째로 비판되는 점은 미라대 평단사업의 지원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하나‘의 셋 번째와 네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에 자세히 알려준다. 우선, 몇 년 

전까지 이화여대의 적립금은 8 천억에 달했으나 이제 교수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가 

적자가 1,100 억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의문시한다. 이와 관련되어 평단사업 지원도 

불투명한 것을 ‘하나‘의 넷 번째 단락에서 지적한다. ‘하나‘의 다섯 번째 단락은 2015 년 

부총장에 관한 비리 의혹 문제와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와 이화여대 총장인 

최경희의 가까운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귀결로 학교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학교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그리고 이 점은 위에 언급된 

학위 장사 혹은 학위 판매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하나‘의 여섯 번째 단락에서 드러낸다.  

 

51 자세한 내용은 공동성명 두 번째 단락과 ‘하나’의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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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에서 학생들의 미라대 반대 근거로 제시된 마지막 의견은 국가의 책임과 

이화여대의 정통성의 훼손과 관련이 있다. 전자는 사실 흥미로운 점이다.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학생들은 미라대가 순수한 학내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일곱 번째 단락은 국가의 주도로 평단사업을 실시하며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대신에 졸속적인 대책을 통하여 이러한 책임을 대학교로 옮기고 있다고 사고한다. 

그리고 이화여대 정통성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볼 수 있다:  

“학교 본부가 미래대학 설립을 주장하며 표방하는 ‘미래 여성 특화형 교육’은 실질적이고 

진정한 학문의 융합이 아닌 취업만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이는 오랜 기간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통해 수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해 온 131 년 이화의 역사와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학의 산실인 이화에서 여성의 영역을 ‘뷰티’ 산업에 한정하는 

‘반여성주의적 ’처사다. 따라서 미래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정통성을 

훼손한다.“ (헤럴드경제 2016/07/31)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학생들이 특히 두 가지를 비판하였다: 미라대 평단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학교로부터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반적이고 독단적인 미라대의 졸속 추진. 그리고 

후자는 곧 학생들이 반발하게 된 계기였다. 미라대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더라도 

학생들을 비롯하여 이화여대의 여러 구성원과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라대 설립 반대‘구호만큼 (혹은 보다) ‘총장과의 

대화‘구호는 중요했다. 그리고 경찰의 무력 투입으로 학생들의 분노가 커짐으로써 이 두 

가지 구호는 계속되면서 제 2 단계의 새로운 주요 구호로는 ‘총장의 사퇴‘가 등장하였다. 

제 2 단계: 총장 사퇴 요구의 탄생 

경찰의 무력 진압 이후 많은 학생들이 최경희는 더 이상 이화여대 총장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생과 대화를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면서 경찰을 부르는 행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으나 최경희 총장의 경찰 투입에 대한 거짓말과 사태에 대한 최경희의 

발표때문에 학생들은 더 불만스러워졌다. 학내 신문에서 공유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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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거짓의 총장 최경희는 사퇴하라‘ (이대학보 2016/08/29, 1 면)는 요구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최경희 총장의 문제제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사용했던 

<이대학보> 인터뷰 자료는 총장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인터뷰도 있다.52 

인터뷰에서 <이대학보>기자가 당초 미라대 폐지운동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금 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학생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 학생측은 경찰의 병력 투입으로 “시위의 초점이 변화하“였으며 “총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니까 “‘총장이 교육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대학보 2016/08/29, 

9 면)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뷰에서 총장 사퇴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4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지난 2 년간에 총장은 학생들과 한번이라도 진정한 소통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동. 둘째, 총장은 경찰을 부르는 것만 아니라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 

셋째, 8 월 3 일에 최 총장 개최했던 기자회견에서 자기 학생들을 비판하고 학생들이 

처음부터 분명히 소통했던 프레임 (‘순수한 학내 문제‘와 ‘어떤 정치색을 띠거나 

외부세력으로부터 미치는 영향도 없다‘)을 무시하고 순수하지 않고 외부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넷째, 7 월 31 일 이후 줄곧 약속했던 학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의 부족.53 또한, 총장이 주장하는 대로 먼저 문제를 

수습하고 그 이후에 사퇴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은 수습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악화시키는 것은 총장의 면대면 대화를 고수하는 태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의 불안감과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보기가 어렵다. 

총장이 학내 소통 시스템과 의견 수렴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52 그러나 최경희 총장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반면 학생측과의 인터뷰는 온라인 언론팀과 서

면으로 진행되었다. 

53 여기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의 사퇴로만 학교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입

장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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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최경희 총장이 서면대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먼저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면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면 이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후 서면대화에 더해서 면대면 대화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양해조차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다시 최경희 

총장의 자기중심적이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했다. 학생과 학교 

당국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결국 9 월 21 일에 총장과의 첫 

면대면 대화를 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주최한 2 차 간담회에는 총장과 교수 약 80 명 

참석했고 학생들은 약 230 명정도 참여했다 (이대학보 2016/09/26, 1 면). 학생측은 

간담회 TF 팀을 통하여 대표되었다. 학교측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고 하는 반면 학생들은 총장의 사퇴만이 이화에게 새출발이며 

총장에게는 ‘사퇴로 사과해‘라는 요구를 던졌다. 

제 2 단계에는 또다른 중요한 프레이밍 과정이 전개되었다. 이현재 (2016)에 따르면 

이화여대 학생들은 시위하면서 정치적 변이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이것은 경찰의 

투입과 나중에 밝혀진 최순실 게이트 외에 경찰이 학생들의 주동자 없는 익명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동자를 색출하려고 했다는 시도였다 (이현재 2016, 241 쪽).  

경찰은 8 월 22 일에 본관 점거 농성에 참가하는 학생 중에 3 명을 ‘주모자‘로 특정하여 

감금 혐의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세명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최은혜와 

이해지, 그리고 사범대학 대표 허성실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스스로 요구하였다: “경찰 

조사는 학교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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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대학보 2016/08/28, 1 면). 최경희 총장은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대학보 2016/08/29, 1 면).54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감금‘사건의 주동자가 당연히 있을 것이며, 

주모자가 외부 세력일거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현재 2016, 241). 

그러나 본관 점거 농성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학생들은 시위가 자발적이고 외부세력과 

아무 관련이 없고 순수한 학내 문제이라고, 즉 주동자가 없다는 것을 꾸준히 표현하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아무 정치색을 보여주지 

않게끔 학생들은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까지 하여 자기의 익명성을 지키는 노력을 했다. 

경찰이 익명성 시위의 주도자를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색출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총학생회위원 3 명을 임의로 정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55 참여자 

3 명을 소환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분노는 커져 ‘주도자 없다‘는 구호는 ‘우리 

모두가 주동자‘로 바뀌었다. 즉, 자기 연대 속에서 굳이 주동자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면 

다 같이 주동자로 나가겠다는 말이다. 평등주의와 익명성, 느린 민주주의라는 특징으로 

진행되는 시위에는 아무도 주도자가 되지는 않는데 경찰이 원하면 모두가 일치하게 

주동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9 월 21 일에 학생과 총장과의 첫 

면대면 대화장에서도 감금·대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 교수는 “본교가 감금에 대해 

오판을 인정한다면 학생들은 태도를 완화할 것이냐“ (이대학보 2016/09/26, 1 면) 

물어봤는데 학생측은 최 총장은 이러한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교수는 감금·대치에 대한 격론을 다음과 같이 본다: “미래라이프 사태 

 

54 앞서 제시한 대로 총장은 8월 내내 자기 입장을 자주 바뀜으로 처음에는 학생들이 사과하거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55 그 당시 경찰 측은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이유를 밝힐 수 없다” (이대학보 

2016/08/29, 1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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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학교의 대처가 장기농성으로 키운 것”이라며 

“학생들이 ‘감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요청한지 5 분 만에 감금 입장 표명을 

밝혔다”고 “총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총장이 사퇴한다면 학교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과 입장 차이가 커서 점거 

농성은 점거 농성을 해제하는 날을 넘어서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주동자 없는 시위에서 

주동자로 학생을 색출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게 ‘학내 징계 및 법적 책임을 묻지말라‘고 요구하며 감금 

혐의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생 총 6 명56이 불안함으로 법률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학내 분열을 극복하기가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했다. 9 월 12 일에 이화여대 학생총회가 열려 역대 최대 

인원이 모여 (3286 명) 학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 학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토론을 

이어 이화인 3 대 요구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3 가지 요구안은 점거 농성이 

종료된 날까지 학생들의 프레이밍 과정을 둘러싼 바탕이 되었다. 첫째 요구는 총장 및 

처장단의 책임과 사퇴이다. 둘째,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마지막 

요구는 학내 구성원의 교내 학칙에 의한 처벌 및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총장 사퇴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총장의 사퇴로만 이화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열을 둘러싼 더 

기본적인 문제로 불통하고 비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기구로 파악하며 의사결정기구의 

개선과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56 당초 학생 3명은 ’특수 감금’ 혐의로 경철에게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나 9월 23일에 추가로 3

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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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3 대 요구안의 실현을 위하여 이화인 공동행동도 열렸다. 

공동행동은 4.5 에서 검토한다. 

제 3 단계: 총장 해임과 비리 척결, 그리고 이화의 가치에 대하여 

사실상 제 3 단계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미 이슈화된 

문제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총장의 사퇴는 해임이라는57 구호로 바뀌며 3 차 

총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이사학당에게 총장을 해임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유라 입학 의혹 및 학사 특혜 사태가 밝혀진 후 ‘비리 척결‘과 함께 ‘해방이화‘라는 

새로운 구호로 나타났다. 그러나 촛불집회, 나아가 한국 사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태일지도 모르나 학생들에게는 이미 지적했던 학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한번 더 증명해주는 사건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 사태를 통하여 당초 미라대 설립 

반대 요구부터 근본적으로 논의되었던 이화의 ‘가치‘에 대한 격론은 다시 벌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만적인 미래대학 설립 강행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성명서’에서도 이미 미라대 설립은 이화여대의 131 년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것은 이화의 가치와 관련 되어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이화여대에 다니는 ‘학생‘, 이화와 소속된 모든 구성원의 ‘이화인‘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먼저 의견 수렴 없는 미라대 설립과 즉석 추진은 이화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게끔 본관에 모였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대화보다 경찰 투입을 먼저 결정한 탓에 최 총장도 이화의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만 아니라 심지어 이화의 전통과 명예를 더럽혔다. 점거 농성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포스트잇 시위에서는 “당신이 진정으로 이화의 총장입니까 당신이 총장임이 

 

57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은 9월 8일에 이화의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이사장의 편지’를 썼는

데 비대위 주도로 발표되었던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교수가 80%를 넘는 상황에 총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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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포스트잇 사진의 출처: aoeoa 의 네이버 블로그, 2016/08/02)와 

같은 글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정유라와 관련된 비리 의혹도 이화의 가치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사태를 해결하고 이화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겠다는 학생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동원에도 이화 가치는 큰 기여를 

했다고 분석한다. 후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학교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졸업장 반납 시위의 ‘우리는 이런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구호는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일부 교수도 이화여대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8 월 18 일에 발표된 교수들의 2 차 성명서는:  

“대학이 무엇을 지향하고, 이화가 어떤 가치와 명예를 지켜야 하는지, 총장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리더십으로 현 

사태를 초래하고 공권력까지 투입함으로써 이화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자존감과 

교육자로서 교수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은 사퇴하여야 

한다.“ (미래라이프대학 사태 관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 차 성명서[안])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의 <이대학보> 

인터뷰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화여대 사태는 가치의 충돌이며 인식의 충돌이기도 하다 

(이대학보 2016/09/12, 9 면). 이병훈에 의하면 학교 당국은 이화여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학의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에 가치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큼 해결방법도 마찬가지로 따른 

방향으로 이어졌다. 총장은 사태 수습을 통하여 새로운 이화를 만들고자 하는 반면 

학생들에게는 이화여대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총장의 사퇴였다. 이어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며 계속되었다. 정유라 사태는 마침내 총장의 사퇴를 이끌었고 

학생들은 점거 농성의 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들도 총장의 사퇴로만 이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학내 의사결정 기구, 의견 

수렴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이 점은 점거 농성 종료 이틀 뒤에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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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했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성명서는 

이화여대 86 간의 점거 농성의 마지막 발표로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성명서는 우선, 지난 86일 간의 본관 점거를 진행했던 학생들의 운동방식을 제시한다. 

이화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원봉사 및 만민공동회58를 구성하여 안전과 질서를 

지키며 다수결원리로 충분한 의사결정 이후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느린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요청했던 

총장의 사퇴가 그날 (2016 년 10 월 23 일)에 수용되었고 약속했던 대로 학생들도 본관 

점거를 종료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에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이화 한 명으로서 끊임없이 부조리에 맞설 

것이“며 “1886 년, 이화여자대학교는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화의 

진정한 가치가 지켜지는 이화의 내일을 위해 이화인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하는 

바“라고 한다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 성명 전문 출처: 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  

다음으로, 일곱 가지의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상처 입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한다. 본 단락은 최 전 총장의 행정으로 학내 구성원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1,600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시킨 것에 대해 아직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의 가치를 훼손한 최 전 총장 및 학교 

본부는 […] 이화인들에게 ‘유감‘ 표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 성명 전문 출처: 

 

58 학생들은 약칭으로 ’만민’이라고 불렀다. <이화이언> 비원 게시판에서 벌써 7월 27일에 만민

공동회를 진행할까 물어본 글이 올라왔고 8월 4일에 ”만민공동회는 긴급 이슈 등에 대한 여러분

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의논하기 위해 열립니다[.] 벗들 한명 하명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느린 

민주주의에 걸맞게 열심히 귀 열고 있을게요!” (출처: 비원 게시판)라는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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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 둘째, 시위 참여자와 이화인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 이 단락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도 포함해서 자세한 요구를 제시한다. 셋째, 그동안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권력 투입으로 인하여 총 70 명이 상해를 입고 트라우마까지 

생겼으니 학생들의 상황을 배려하는 자세한 조치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여기 특히 신원 

노출의 대한 두려움이 언급된다. 넷째, 학교 당국은 대치 상태를 감금으로 왜곡시킨 탓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학생 총 6 명을 위한 법률 지원을 보장하라고 한다. 본 단락에는 

특히 “평화로운 의사 표명 행위를 한 이화인을 범죄자로 치부“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 성명 전문 출처: 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하는 것을 눈에 뛴다. 그 당시에 총장의 행동만 아니라 

평의원회 교수들도 감금 혐의의 ‘강경한 사법 처리‘를 요청하며 외부세력으로부터의 

통제, 그리고 주동자 색출까지 학생들이 기본적인 운동 방식 및 원칙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학교측을 믿지 못한 태도를 보여준다. 다섯째, 정유라 입학 비리 의혹을 

비롯하여 학내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의혹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다. 본 단락도 학생들의 이화의 가치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다. “1886 년 

시작된 이화는 여성 교육과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화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충실히 해명하여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라“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 

성명 전문 출처: 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고 한다. 여섯 번째 단락은 

‘이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본 

단락은 다시 감금과 연론 매체에서 여러 거짓을 했던 학교 구성원, 그리고 입시 비리를 

비롯한 최근 밝혀진 모든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고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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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명 전문 출처: 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고 요구한다. 마지막 

요구 단락은 학내 의사 결정 제도의 민주화 및 총장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 

여기 학생들이 택했던 3 대 요구안과 비대위의 성명서에도 요구했던 학내 의견 수렴 

제도의 개선과 의사결정기구의 개혁과 함께 그 당시의 총장 간선제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모든 것은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막고 불통과 졸속의 행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비민주적 지배 구조로써 앞으로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일곱 가지 요구를 한 후 다시 점거 농성의 특수성을 제시하나 이제 농성은 마침표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성의 끝은 우리 이화인에게 또 다른 시작이“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 성명 전문 출처: 

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미래로 향하며 

학생들이 실제로 실현했던 민주주의적 절차와 평화롭고 평등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이화도 비슷한 길에 걷기를 바른 희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화인들은 매 순간 

최고의 선택은 아닐 지라도 최선의 선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달팽이와 같이 

느린 발길을 딛는 이화인들을 믿는다. […] 시간이 걸려도 결국엔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서의 내용; 성명서 전문 출처: 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 그리고 이로써 다시 눈을 감거나 귀는 닫지 않고 또 다시 불통의 리더가 

이화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화의 지속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첫째, 참된 지성인을 키우는 ‘진‘으로서의 이화, 둘째,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선‘으로서의 이화, 셋째, 따뜻함으로 더욱 하나되는 ‘미‘로서의 

이화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130 년 이화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갈 

것이다“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의 2016 년 10 월 23 일에 발표했던 성명서의 내용; 

성명서 전문 출처: snow9610 의 네이버 블로그,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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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86 일간의 점거 농성이 끝났다. 미라대 설립 반대 시위로 시작하여 공권력에 진압 

당한 후 총장 사퇴 요구로 향해 비리 척결도 요청했다. 그러나 비리 척결은 학생들이 

혼자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요구인 총장의 사퇴를 관철한 후 점거를 

해제하고 비리 척결을 하기 위하여 우선 학내 의사결정 기구 및 의견 수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과정에는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결정할 권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시위가 장기화되고 발전하면서 여러 

요소로 영향을 받아 시위의 목적은 달라졌다. 그러나 미라대 설립 반대, 총장의 사퇴 

등을 세웠던 목적을 다르나 동시에 같은 사고에 기반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평등권과 투표권, 신자유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 원리, 그리고 이화의 전통 및 가치이다 

4.5 점거 농성의 집합행위 레퍼투아르 (repertoire) 

시위는 다양한 운동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화여대의 시위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운동 방식은 ‘점거 농성‘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점거 농성도 

계획된 방식은 아니었다. 학생들은 <이화이언>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본관 앞에 모여 

미라대 설립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고 학교 당국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학생의 말에59 따르면 시위 초반에는 총학생회 위원으로서 시위에 참여했으나, 

이후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도 시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구조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위에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했다는 사실 또한 시위의 

자발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계획되지 않은 점거 농성은 이화여대 시위의 핵심 

운동방식이었다.  

 

59 학생이 2016 년에 자기 학과의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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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농성 외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를 이어갔다. 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논리와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검토한 자발성과 익명성, 안전제일주의와 

주도자 없는 시위 원칙 등과 함께 ‘느린 민주주의‘ 혹은 ‘달팽이 민주주의‘, 

‘평등주의‘라는 운동 원칙도 이화여대 시위의 집합행위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집합행위는 시위 전체의 범위를 정의하는 원칙 별로 집합행위의 예를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학생운동 문화와 구체적인 운동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운동 원칙이 정하는 집합행위의 범위 

4.4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시위 초기부터 미라대 설립 반대를 어떤 식으로 

표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논의가 이루어진 곳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화이언>이었다. 특히 <이화이언>에서 비원은 소통과 의견 수렴에 매우 중요했다. 

이와 함께 <이화이언>은 시위의 전략을 정하는 공론장이 되었다. 시위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은 <이화이언> 외에도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활용하여60 직접 민주주의와 가깝고 느린 민주주의 혹은 달팽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실천하였다. 예를 들면 Save Our Ewha 라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시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고, #saveourewha; #해방이화;  #비리척결; 

#wherechangebegins; #변화가시작되는곳을 비롯한 여러 해시태그가 SNS 으로 

퍼졌다. 아울러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였다.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윤영민에61 따르면 이화여대 시위를 둘러싼 세대 간의 소통 문화 

차이도 존재한다 (이대학보 2016/09/12, 9 면). 이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 세대와 매스 

미디어 세대 간의 (문화) 충돌이다. 

 

60 ‘Save our Ewha’라는 계정으로 트위터, 페이스복,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 활동을 했다. 

온라인언론 TF 팀으로 운영되었고 점거 농성이 종료된 이후 계정이 다 삭제되었다.  

61 <이대학보>가 외부인 전문가 총 4 명과 같이 인터뷰를 하여 기사는 2016/09/12 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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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는 수평적, 개방적인 문화와 수직적, 권위적 문화가 공존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어요. 소통 방식과 사고의 틀이 

완전히 다르죠.” (이대학보 2016/09/12, 9 면).  

즉, 학생들의 경우 SNS 환경 속에서 생산자·소비자 개념이 아닌 소통하는 유저 

(user)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주동자, 혹은 영웅도 없으나 동시에 모두 영웅이 될 수 

있는 형태“(이대학보 2016/09/12, 9 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당국과 달리 

학생들은 SNS 를 활용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자신들의 

의견을 이슈화하고 시위 원칙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교 

당국과 매스미디어로부터의 만들어진 ‘외부세력에 의해 통제된 시위‘와 같은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세대이자 젊은 대학생인 이화여대 학생들은 

시위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SNS 와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전략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위를 위해 진행된 온라인 소통의 의의이다. 학생들은 

처음부터 미라대의 철회와 함께 학내 의견 수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총장의 불통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을 비판했다. 총장과 학교 당국의 소통 

방식 및 행정과 달리 학생들은 자유롭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구나 

학교 당국에 존재하는 서열법 및 순위제와 달리, 학생들은 시위 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을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익명성을 통해 자발성과 평등주의 논리로부터 (느린)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벗의 연대‘의 다수결로 내렸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점거 농성 현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안건이라도 시위 참가자의 투표로 결정된 후 

다시 온라인 투표로 재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느린 민주주의적 방식이 실현되었다. 

 

2016/09/26 판으로 2 회에 거쳐 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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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2016, 56-57 쪽). 즉, 학교 측의 불통과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느린 민주주의‘ 혹은 ‘달팽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점거 농성에서 열렸던 

만민공동회와 커뮤니티를 통한 의견 수렴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과 비슷하며 모든 결정을 

천천히 (느리게/달팽이처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TF (task force)팀이 조직되었고, TF 들은 모두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 

(이지행 2016, 249 쪽). TF 의 구성원도 기성의 운동 조직과 다르게 비운동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윤작제로 이어졌다. 이지행 (2016)은 <이화이언>의 비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들의 글을 제시한다: 

“달팽이 민주주의는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고 평등을 추구하는 학내 분위기에 강하게 

영향 받았다. 혼밥 (혼자 밥 먹기)과 모르는 사람끼리의 합성이 다반사인 학내의 

개인주의적 분위기, 선배가 후배의 군기를 잡는 등의 수직적 문화가 거의 전무한 학풍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지행 2016, 249-250 쪽) 

“우리는 학교 내에서 학년이나 나이, 사회적 배경 등으로 차별 받거나 복종을 강요당한 

경험이 거의 없다. 누구나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그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라고 배웠다. 사회적 편견에서 가장 자유로운 이화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시위 과정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되어야 했다.” 

(이지행 2016, 250 쪽)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시위의 실행 방식은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기풍에 바탕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풍은 또다시 학생들의 자발적인 운동 방식을 통하여 

강화되었고, 결국 시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착용한 선글라스와 마스크는 이러한 느린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익명성이라는 시위 성격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자, 안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이상 누가 누구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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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라인의 익명성과 평등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위에서 지적했듯이 

온라인 소통공간에서의 익명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익명성을 통해 

학생들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으니 

지도자 혹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을 누구도 색출할 수 없고, 학교나 교수들의 보복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이현재 (2016)는 이것을 “마스크의 정치“(이현재 2016, 

236 쪽)라고 정의한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이유로 학생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은 안전과 평등의 보장, 즉, ‘벗의 

연대‘커뮤니티의 상징이었다.  

느린 민주주의 방식은 TF 구성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점거 농성에 참여한 이화여대 

재학생의 인터뷰와 해당 학생의 이화이언 익명 활동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원에서 ‘TF‘으로 검색해보면 올라온 많은 글 중 대다수는 ‘tf 벗 계시나요?‘, ‘tf 벗을 

모집 중‘과 같은 글이다. 그리고 ‘tf‘대신에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원봉사 

해주실 벗 찾습니다.‘ 혹은 ‘자원봉사자 …명 구합니다‘와 같은 식으로 올라온 글도 

상당히 많다. 이는 집합행동이 이병훈 교수가 말하는 “고체연대“가 아닌 

“액체연대“ 혹은 “네트워크형 연대“(이대학보 2016/09/12, 9 면)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화여대 시위는 시위의 기본적인 성격과 익명성을 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라” (이현재 2016, 235 

쪽)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최경희 총장도 <이대학보>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것이라 이화여대 학생들인지 의심했다고 말했다.  

전선영 (2016) 저자 또한 “자원봉사 벗들이 주도적 그룹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것이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전선영에 따르면 자원봉사 벗들이 제공하는 주도적인 활동은 

(예: 식사 제공, 성명서 작성, 시위 준비 및 법률 대응 등) 일부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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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의식 차이가 크고 불균등한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바탕으로 운동의 구조적인 발전에 있어 지도부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전선영 2016, 56). 

그러나 비원에서 올리는 글을 검토한 결과, 정해진 지도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혹은 자원봉사팀의 구성은 매일 상이했고, 존재하던 TF 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86 일 간 

많은 변화를 거쳤다. TF 구성은 로테이션 원칙으로 자발적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TF 가 매우 자율적으로 운영되었고 활발하게 운영한 TF 도, 

그렇지 않았던 TF 도 있었다고 한다. 또 농성 현장에 있었을 때 방송 TF ‘사무실‘로 한번 

방문했는데 정해진 순서나 주제 없이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할 수 있었고 발표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것도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등한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한다. 방송 팀 방에는 점거 농성하고 있는 다른 학생 

(벗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인의 노트북을 제공하기도 했다.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공부하는 벗‘들을 위해 이와 같은 편의 시설을 만들었다.  

 86 일간에 여러 TF 팀이 구성되고 다시 해체되기도 했다. 비원에서 ‘tf‘로 검색하면 

간담회 TF (총장과의 간담회를 중계, 준비, 요약, 대응하는 역할), 언론대응 TF 와 

온라인언론팀, 그림 TF, 미팅 TF, 총시위 TF 와 집회 TF, 기자회견 TF, 물품팀, 

교수 TF 와  이사화 TF, 현장안전관리팀 (현안팀), 국회컨택과 국회민원 TF, 국감수습 

TF, 그리고 아카이브 TF 를 비롯하여 다양한 TF 이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 이화여대 

점거 농성의 운동 방법과 기존 성격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하 두 가지 TF 의 예를 

분석한다. 두 팀 다 해체되었으나 하나는 9 월 18 일에 해체된 국회컨택 TF 와 국회민원 

TF 이고 다른 예로는 아카이브 TF 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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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컨택 TF 와 국회민원 TF 해체에 대하여 2016 년 9 월 23 일에 비원에서 

국회컨택 TF 팀에 있었던 사람은62 자세한 글을 올렸고 조회수는 1014 회이며, 댓글 

120 개를 남겼다. 이 글에 따르면 국정민원 TF 이름으로 졸업화원 63  (졸연)에서 

국회컨택 TF 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민원으로만 항의할 수 없고 반드시 

의원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면대면으로 의원을 만나려고 한 학생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직접 의원을 만나러 가는 것은 부담이 되어 학생을 구하지 못해 

컨택팀으로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5 명으로 시작하여 민원팀과 합쳐서 8 명 정도였다. 

컨택팀은 학생들로부터 방해를 우려해서 면담이 끝날 때까지 비원에 비공개해 달라고 

했고 만민공동회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여러 명이 컨택팀에 추가로 지원하고 

의원을 여러 명과 만났다고 하며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두 

상임위원회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문제를 국감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면담 이후에 팔로업 할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다른 TF 벗과 

자원봉사 벗들이 참여하여 30 명에 달하였다. 컨택카톡방은 국감방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감방에 들어오는 벗들은 처음부터 활동을 비원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추석 연휴64 전에 방에 들어온 벗 몇명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갑자기 위험이 떠올랐다. 여기서 국감 더 커지면 경찰보복수사가 들어올거다. 그럼 지금 

경호, 모금벗들도 다 위험하다. 큰 그림을 봐야한다. 국감으로 의원 접촉하는 것 자체가 

정치색이다“ (출처: 비원 게시판) 

이로써 국감진행을 중단해야 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 더하여 국감에 중요한 

시기는 추석 이후 월화로 증인 신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논의가 계속되어 

 

62 해당 학생은 국회컨택 TF 이전에 기자회견 TF 팀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63  ‘비밀화원’ 게시판은 학부생들이 자주 쓰는 게시판이고 ‘졸업화원’ (이하 졸연)은 졸업한 

사람들(직장인,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나 올라오는 내용이 비원과 다르다. 

64 2016 년 추석 연휴는 9 월 14 일부터 18 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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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같은 카톡방에서 올렸던 글은 비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 얘기들 들어줄 국회의원 찾아다니는건 꿘이나 하는 짓이다“ (출처: 비원 

게시판). ‘꿘소리‘를 듣고 의사소통을 시도하려고 했던 벗들이 카톡방에서 나갔다고 

밝혔다. 9 월 18 일에 만민공동회에서 국감 방향을 정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국감 

방향으로 더 이상 안 간다고 결정을 내렸고 컨택팀과 민원팀도 만나서 그날에 

해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원에서 해체에 대한 설명을 올렸다. 그러나 몇 분만에 비공감 

수가 쌓이고 욕을 포함한 댓글도 올라오는 탓에 공지가 삭제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 

국감방에 있었던 벗들을 방조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고 밝힌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올리는 사람은 당시 겪었던 일을 얘기해준다: 

“국감방에 한 벗이 제가 마지막으로 정식 요청한다며 하신 말씀입니다. 

1. 혹시라도 비원에다가 해명글같은거 쓰고 싶으면 간담회 배려해서 내일까지 참아라65 

2. 만민 의견과 본인의견이 다르다고 티엪일 벌려놓고 도망치지 말고 만들어진 

수습방들어와서 끝까지 챔임져라 

3. 만민/비원에 새벽글 사건 정식안건으로 올릴거니 10 인방은 청문회에 당사자로 

참여하라. 

1.해명글은 요청대로 간담회 전 올리지 않았고, 

2. 만민회 결정에 따라 팀은 해체되었습니다. 컨택 TF 본래 목적인 의원 면담을 완료했고, 

그간의 인수인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국감에 크리티컬한 날짜는 이미 

다 지나버려서 더 이상 대처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수습을 더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가 추가로 더 필요하신 건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찾아내서 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본인들이 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라 하시면서 무슨 권한으로 제게 비원에 

글을 써라 마라, 청문회를 열 테니 당사자로 참여해라 마라 하는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말을 한 벗이 제게 또 하신 말씀입니다. 

 

65 강조는 원본에 있다. 이 인용에서 본 모든 강조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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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들은 이 시위 돕는다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상은 망치려고 했다는 거 똑똑히 

알아두세요!!‘“ (출처: 비원 게시판) 

밑에 댓글을 살펴보면 예상된 대로 여러 의견이 모였다. 특히 ‘국감이 왜 정치색을 띠는지 

‘그리고 만민공동회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펼쳤다. 전자는 왜 처음에 문제가 없었고 

지금이 문제가 되냐는 질문과 연결이 있고 후자는 특히 민만공동회 결정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몇 명은 민만공동회의 결정은 적극적인 방안 대신에 소극적인 방안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보이며, 다른 한 편은 그날의 결정은 ‘비등비등‘했다고 하며 

대다수결이었으나 만민회는 항상 그날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그날의 

있었던 학생들의 의견만 보여준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꿘‘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청문회와 고소에 대하여 학생들은 비판하였다. 국회컨택 TF 팀의 예를 통하여 시위의 

성격을 잘 볼 수 있는 동시에 이화여대 학생들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집합행동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잘 보여준다. 우선, 

학교측과 일부 교수들의 감금혐의를 부르는 결과로 또 다른 경찰 진압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금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을까봐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당연히 학생들의 입장 (예: 국감에 대해)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도자 없는 시위와 ‘우리 모두 주동자‘다라는 시위에는 연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모두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다. 즉, 운동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책임자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아래 댓글을 계속 보면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참여자 인원이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학생들간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꿘이나 일베가 하는 말이다‘라는 표현은 학생끼리 불만을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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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컨택 TF 팀의 사례는 이화여대 점거 농성 집합행동을 둘러싼 구조와 원칙을 잘 

드러낸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TF 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그러나 발생하는 문제를 다 

쉽게 해결되지 못 하는 것도 보여준다. 더구나 안전문제와 관련된 ‘정치색 없는 시위‘와 

운동권 배제 원칙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 서로 의심했던 사건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경찰이 색출한 3 인 학생들이 소환 보도를 받았을 때 학생들이 

‘우리 모두가 지도자다‘라고 하는 반면 책임을 지라면서 청문회까지 요구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벗의 연대인 정체성이 절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안전제일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경찰이 또 

시위를 진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정체성과 연대의 단합성이 약화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심리학자 박진영이 말하듯이 지도자가 없는 까닭에 시위 안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행동 책임은 모두에게 돌아가게 있다 (이대학보 2016/09/26, 5 면). 개개인의 

자발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익명성을 통하여 시위의 정체성이 더 강화되는 반면 

장기화되면서 학내 문제는 해결되기 더 어려워지기도 했다 (이대학보 

2016/09/26,05 면). 즉 익명성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집합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원 게시판에서 진행되었던 격론과 달리 졸연에서 진행되었던 논의는 

국회컨택팀의 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었고 상당히 넓은 시점에서 여러 의견을 모았다. 

졸연에서 올리는 글의 조회수는 4358 회에 달하며 댓글은 340 개가 넘었다. 우선, 

졸연에서는 ‘청문회‘와 ‘고소‘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많은 졸업생들은 청문회 요구를 

듣고 충격이 너무 컸다고 한다. 지도자가 없는 시위라고 하는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집합행동 원칙을 위반하고 시위의 본질적인 성격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컨택 TF 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수고가 많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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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 민원, 즉, 국회컨택 TF 팀과 민원 TF 팀이 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하 몇 가지 댓글을 대표적으로 선택하여 논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국회컨택 TF 팀 해체 글에는 많은 댓글을 올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중략]비정상적인 이 사회가 우리를 뭐만 하면 "꿘""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고립시키기에 민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부에 이번 사업을 재검토해달라 

요구하는 것, 간담회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것이 모든것이 정치아닐까요? 

국감요구도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활동이기도 하지만 

이게 불법적인 것도 위험하거나 도를 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민한 거 같아요[.] 

정치적인 게 싫다면 사퇴이후에 학생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치=꿘=더러운 것=일베 이런 식의 흐름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해봐요. 학교는 물밑으로 

로비든 뭐든 다 할텐데 우리는 공식적인 경로로 권리행사도 못하나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 무기를 버리나요[.]“ (출처: 졸연 게시판) 

댓글을 작성한 졸업생은 ‘꿘‘과 ‘빨깽이‘의 사용은 한국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된 

프레임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의 자체가 정치가 아닐 수가 없다고 본다. 

하는 집합행동은 불법도 아니라서 국감 및 민원은 항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파악한다. 해당 댓글의 답변하는 댓글은 여기 더한다:  

“[중략]그리고 '정치색'이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것도 정치하고 무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내걸었던 '우리는 

그 어떤 정치색도 띄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구호속의 '정치색'과 지금 이 국감요구속의 

'정치색'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 만민에서 정치색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투표를 하길래 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선 손조차 못 들었어요. […]'발을 뺀다'는 결코 '소극적 대처'를 의미하는게 

아닌데“ (출처: 졸연 게시판) 

응답자는 시위 초반에 정했던 ‘정치색‘과 국감요구에는 ‘정치색‘을 구분하며 

국회컨택팀의 활동에 대한 만민공동회의 결정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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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의 글은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봉사벗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로테66만 잘 된다면 힘들지 않게 할 일 로테 

안되어서 쉬지 못하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치만 비꼬려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험을 느끼고 두려운 벗들이 빠지고 조금 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히려 TF 팀에서 국회의원 접촉하면서 신상 노출하고 위험에 처할텐데 말입니다. TF 

팀 입장에서는 신상 노출되면서 하는데, 도리어 헤봉 벗들이 ㅈㄷㅈ67라고 몰았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졸연 게시판) 

본 댓글은 우선 그동안 국회컨택팀에서 활동한 벗들에게 감사를 전해주고 해당 TF 팀은 

시위에 참여하는 ‘익명성‘으로 보호된 벗들보다 신원 노출의 의험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올린 사람은 왜 같이 시위하는 벗한테서 지도자로 색출되었는지 이해하지 못 

한다. 마지막 댓글은 위험성의 여러 면을 잘 드러낸다: 

“적극적으로 하면 위험이 커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결하지못하면 위험이 작아질까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볼때, 

우리가 지지부진하다 사그라들었을 때 우릴 그냥 내버려둘 것같나요? 제 생각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1600 투입한 이유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계속 태클이 들어오면 귀찮아지니 이참에 싹을 자르자라는 

마음으로 투입한 거 같단 생각도 들어요. 그런 총장이 다 끝났으니 없던 일로 하자 

이럴까요? 우리가 안전해지는 길은 적극적으로 빨리 이 상황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졸연 게시판) 

즉, 시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감 및 민원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현상황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총장은 

사퇴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학생들도 안전해질 거라고 주장한다.  

 

66 로테이션의 약칭 

67 ㅈㄷㅈ=주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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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비원에서 진행되었던 격론과 달리 졸연의 논의는 학생들이 왜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 위험성을 어떤 식으로 빨리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화여대 사태를 

넘어서 시위를 둘러싼 맥락을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비원과 졸연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추측만 할 수 있다. 

우선, 졸연에는 졸업생들이 쓰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졸업생들은 학부생과 달리 사회에 

진출하여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인터뷰한 졸업생도 자기가 외국에서 

했던 경험은 사고의 확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특히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또 다른 추측은, 졸업생들과 다르게 재학생들은 아직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된 학교 당국과 일부 교수로부터의 복수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는 것이다. 즉, 재학생들이 감지된 위험성 (perceived threat)과 졸업생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위험성 (existing threat)에 차이가 난다. 

재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혹은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지 걱정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국회컨택팀은 백지화되었다.  

두번째 사례로는 아카이프 TF 의 해체를 제시한다. 아카이브 TF 활동의 종료는 2016 년 

10 월 26 일에 비원에서 올린 공지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해당 공지의 조회수는 1082 에 

달하고 댓글은 38 개이다. 글을 올리는 사람은 아카이브 TF 팀에 참석한 학생이다. 우선, 

아카이빙이 시작된 이유를 설명한다. 시위를 하면서 “우리끼리 힘내자는 의미가 

컸[다]“ (출처: 비원 게시판)며 시위를 돌아보고 어떤 일을 있었는지를 기록하자는 

목적이었다. 비원에서 검색해보면 아카이빙 작업을 해야 할 필요는 7 월 30 일부터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 년 9 월 28 일에 비원에서 시위의 세세한 

타임라인을 만들려고 한 글이 올라왔고 10 월 10 일에 아카이브 TF 팀이 ‘그날의 기억‘ 및 

‘그날 이후의 기억‘ 수합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의 기억과 그날 이후의 기억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싶은 벗들은 이메일로 해당 글을 보낼 수 있었다. 수합에 대한 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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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때문에 글을 쓸 필요가 없으며 자발적으로만 쓴 글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10 월 

26 일의 글은 본관 점거 종료 이후에 아카이브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고 (예: 개인의 연구)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과 ‘정리‘를 남기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팀내에서 작업을 더 이상하지 않고 

아카이빙 결과물도 삭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학생은 그동안 

비원과 연대로부터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나 그동안 상처를 받았던 것도 인정하고 

앞으로 상처를 받지 않고 모두 행복하기를 바른다고 한다. 국회컨택 TF 팀과 관련된 

공지와 다르게 댓글들은 아카이브 TF 팀의 해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아카이빙한 벗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는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화여대 학생들의 항의를 증거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감금죄 외에 대다수 학생들의 입장에는 경찰이나 학교 당국은 

점거와 관련된 다른 혐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시위는 전체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으니 기록을 남겨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위험성이 

남았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본관점거 농상은 끝을 마쳐서 아카이빙된 자료가 

제거되었다. 본 글을 올린 후 몇 가지 다른 글을 더 올렸는데 아카이브 TF 팀이 모았던 

자료를 계획한 대로 삭제되었고 TF 의 활동도 종료되었다. 이런한 점은 이화여대 점거 

농성에 대한 연구는 왜 거의 없는지, 그리고 연구의 진행하기가 여러운지를 잘 보여준다.  

두번째 사례같은 경우, 비원과 졸연에서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졸연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던 한 댓글만 대표로 제시한다: 

“내가 산증인이라고 부르짖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삭제되어 자발적 동참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야... 

삭제부분만 조금 더 논의되었으면 해. 힘들게 결정한 것 뭐라해서 미안한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ㅠㅠ 누구 하나가 잘못했다 너희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출처: 졸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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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카이브 TF 팀의 백지화에 대하여 많은 졸업생들도 안타까움과 해체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아카이브 TF 팀은 국회컨택 TF 팀의 사례와 여러 면에 다르다. 전자는 우선, 

국회컨택팀보다 활동을 늦게 시작했다. 게다가 시위의 발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시위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및 경험을 기록하는 일을 실시했다. 이 기록은 

오직 학생을 위한 것이었다. 그림팀과 같이 86 간의 타임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학생들의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경험도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경찰진압은 물론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분열도 안 좋은 

경험의 예로 포함되었다. 반면, 국회컨택팀은 시위의 발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운영되었다. 민원과 국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들 중에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정치색 고발의 위험이 커 학생들의 목표 외에 더 

큰 목표가 있다는 프레임도 학교 당국, 나아가 경찰과 국가 당국으로부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아카이브팀도 같은 위험성에 빠졌다. 어떤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진이나 글, 혹은 개인의 기록은 쉽게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측과 일부 교수로부터 감금죄로 고발한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그런 일의 가능성을 이미 보여줬다. 그러나 해체에 대한 반응은 특히 비원에서 매우 다른 

방향으로 형상되었다. 국회컨택팀은 일부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책임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반면 아카이브팀에 대한 반응은 활동 종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 뿐이었다. 두 사례는 같은 시위의 양면성을 잘 

드러낸다. 한 편, ‘이토피아‘로 호칭된 벗의 연대내의 거대한 단합력과, 하나의 마음으로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집합한 학생들이었다. 다른 편으로는 경찰 진압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 특히 총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계속된 학생들이었다. 같은 경험을 겪고 서로 더 지원하고 더 단합된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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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사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총장 사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야 

학생들은 일상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는 총장이 상징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의 진입 요청 및 감금죄 고발). 총장이 사퇴하고 

학생들의 안정을 보장해야만 불안이 사라지고 시위가 끝날 수있었다. 즉, 국회컨택팀의 

경우 ‘정치색이 있디!‘ 혹은 ‘순수한 학내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면 ‘외부세력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등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학생들의 우려가 

폭발하면서 두려움은 국회팀에게 한 비판과 협박으로 이어졌다. 특히, 9 월에는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이 사퇴할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경찰 수사가 시작하는 것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아카이브팀의 활동은 작업은 연대내에서만 

이어졌고 총장의 사퇴로 점거 농성의 끝을 마치며 학생들의 우려는 어느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자기가 많은 상처를 입고 애를 쓰면서 해냈던 결과의 달성 과정을 기록하고 

싶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다. 국회컨택팀과 민원 TF 에 대한 의견은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다른 방향을 형상이 되었으나 모두 안전 문제와 위험성부터 출발하였다. 

이 두 가지 사례로 시위의 원칙으로부터 정해진 집합행동의 범위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에는 구체적인 운동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세한 운동방법을 중심으로 

점거 농성만 아니라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집합행동을 실시하였다. 

본관 내내 여러 대자보를 붙이고 포스트잇도 작성하였다. 점거 농성이 계획이 없어도 

비원에서 7 월 28 일에 본관에서 모으자고 한 학생들은 대자보 및 피켓의 서화를 모으고 

미라대 반대를 어떤 구호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비원과 졸연에서 다양한 사진과 그림, 그래픽 

등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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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문화적 집합행동을 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다시피 경찰이 진입하면서 학생들이 민중가요가 아닌 대중가요를 

불렀다.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윤도현밴드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학생들이 불렀던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가사를 검토해본다: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마 눈 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마 눈 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거야 다시 만난 우리의“ (가사 출처: 네이버 바이브) 

어쩌다보니 다시만난세계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진행했던 86 일간의 점거 농성의 대표 

곡이 되었다. 가사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있었던 불안감과 학교 당국의 일반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와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모두 표현하는 노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어‘, 한국 사회의 이화여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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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있는 ‘시선 속에서’도 이화여대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지켜‘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곧 ‘다시 만난 

우리의‘ 세계가 되어 어두움을 떠나 더 밝은 미래로 향한다. 경찰 진입을 하면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시위의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본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그날에 학생들의 시간이 멈췄다. 경찰의 무력 진압 

이후에 미라대 반대와 학교의 비민주주의적인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협한 

총장은 더 이상 총장직을 맡을 자격이 없어 학생과 이화여대의 미래를 위하여 총장이 

사퇴해야 했었다. 총장 사퇴를 학생들이 그 순간부터 ‘쫓아가‘서 이 목표를 이루어서야 

학생들의 ‘헤매임의 끝‘을 마치고 자기들의 다시 만난 세계가 될 수 있었다. 

이번엔 학생들이 1 차 행진 시 불렀던 윤도현밴드의 ‘나는 나비‘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본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가사 출처: 네이버 바이브)    

 ‘상처 많은‘ ‘작은 애벌래‘ 곧 ‘번데기‘가 되고 언젠간 ‘꿈을 찾아 날‘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 즉, 그동안 입혔던 상처에 멈추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움직이고 

언젠간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벽‘(‘나는 나비‘의 ‘거미줄‘과 ‘사마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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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자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운동한다. 폭력보다 

사랑과 평화, 민중가요보다 대중가요, 욕이나 존칭보다 ‘벗‘과 평등,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인 동원으로 시작되어 마침내 하나의 연대로 움직이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손을 잡는 개개인들. 이화여대 86 간의 점거 농성과 항의 시위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사고방식은 위에 살펴본 두 가지의 노래에도 담겨 있다. 

이러한 운동문화는 시위가 백지화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고 아래 제시한 항의 행사를 

진행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생 항의의 당초 목표가 총장 사퇴로 바뀔 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집합행동을 시작하였다.  

에를 들면 시위의 첫째 날부터 8 월 2 일까지 학생들은 서명 운동을 실시하여 마침내 총 

25,263 명의 서명을 얻었다 (이대학보 2016/08/29, 9 면). 서명 운동은 미라대의 폐지와 

경찰 투입에 대한 사과, 그리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서명운동 이후 

졸업생들의 졸업장 반납 시위가 시작되었다. ‘RETURN‘ 빨간색 도장이 찍힌 졸업장 

스캔본을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벽에 붙였다. 서명 운동과 동시에 이미 7 월 27 일에 

학생들이 비원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피켓을 프린트 비용을 모으기 

위하여 모금을 시작했는데 졸업생들도 재학생을 도와주려고 모금에 열심히 참여했다. 

인터뷰한 졸업생은 그 당시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졸업생들 몇명 개인의 

계좌까지 알려주고 정해진 금액에 달성하면 계좌를 닫고 다른 졸업생은 다시 자기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또 모금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8 월 중순까지 2 주만에 약 

1 억원을 모았다 (이지행 201, 245 쪽). 해외에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도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단합력과 연대가 생기며 졸업생들은 ‘언니 왔다‘, ‘언니 

또 왔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배후 세력이다‘라는 구호로 자기들의 적극적인 응원 및 

참여를 보여주었다. 재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위에 

언급된 법률팀이 하나의 예이고, 또 다른 예로는 진로 상담 및 본관 경력개발센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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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동안 급식과 생필품 제공을 비롯하여 여러 것을 들 수 있다 (이지행 2016, 248 쪽). 

이주희 (2016) 저자가 바로 이러한 “학생 복리 증진“(이주희 2016, 57쪽)은 점거 농성의 

성공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석된다. ‘육아벗‘이라고 부르는 이화여대 졸업생인 

아기 엄마들이 점거 농성에 참석하도록 육아실까지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2016 년 8 월 

8 일의  aplemojito 의 네이버 블로그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모았던 모금으로 구매되었던 

물건의 잘 정리된 상태를 보여주고 분리수거도 잘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쓰고 있는 깨끗한 화장실 사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졸업생의 아이를 

놀아주는 학생과 졸업생의 심리상담 사진도 올라와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은 

시위자들로부터 ‘이토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비원에서 한 학생이 올렸던 글이다: 

“이토피아에서는 간식 식사 세면용품 잠자리 모두 제공되요!!!!!!!!! 벗들 사이에 낑겨 

강제로 공부(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방금전엔 필라테스교실도 열렸답니다!!!!!!!!! 

리코더 및 풍물패 등 공연관람 가능하시구요!!!!!!!!! 자소서첨삭 재능기부벗 도 등장하실 

에정입니다!!!!!!!!! 평화롭다 평화로운 이토피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처: 비원 

게시판) 

이주희 (2016)는 학생들이 만든 대자보를 통하여 이토피아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토피아(Etopia〓Ewha+Utopia)를 소개합니다. 총장님과의 대화를 위한 단체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내부는 이토피아로 불립니다. 본관 안에서 물품 

나눔, 취미 공유,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공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대치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이런 이화인들에게 “이화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모인만큼 그 누구보다도 학교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주희 2016, 57 쪽) 

두 글에서는 ’공부’라는 단어가 주목을 끈다. 점거 농성하면서 한 교수로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뭐하는 짓”(이지행 2016, 243 쪽)이라는 말은 나왔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이 “시위한 시간에 공부나 하래서… 이화인 여러분, 본관에서 함께 공부하세요!! 

언제? 지금!!! 롸잇나우!!!! 어디서? 이화여대 본관 준비물? 공부할 책, 노트, 등”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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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wha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7 월 31 일 10 시 20 분에 올린  공지)68 공부 시위를 

열렸고 ‘석사논문 필리버스터’까지 개최하였다 (이지행 2016, 243 쪽). 그리고 점거 

농성이 종료될 때까지 ’공부벗’들이 점거에 자주 참석하였다.  

농성하는 동안 모든 학생이 시간 제한없이 자발적으로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발언뿐만 아니라 경찰 진압 이후 여러 경우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동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까닭으로 

로테이션 원칙으로 다른 학생이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아울러 총시위도 3(+1)69 차례로 진행되었다. 8 월 3 일에 핸드폰 불빛을 드는 반딧불 

시위가 열렸다. 두번째 총 시위는 8 월 10 일에 진행되었고, 3 차 총시위는 10 월 7 일에 

열렸다. 3 차 총시위는 이화학당에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학생 추산에 의하면 

1 만 4 천여명이 참여했고 경찰 추산에 따르면 800 여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대학보 2016/10/10, 1 면). 3 차 시위는 ‘이화, 미래를 밝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려 

수많은 학생들은 다시 핸드폰 불빛을 켜서 항의하였다. 성명서도 낭독했다. 한 졸업생은 

“학생들의 시간이 7 월 30 일에 멈춰 있“ (이대학보 2016/10/10, 1 면)다고 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이후 학생들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자유발언는 <이화이언>에서 

실시되었던 백일장을 통하여 ‘무강경찰 1600‘, ‘불통‘, ‘비리‘라는 주제별로 한 개씩 미리 

뽑았다 (공감을 가장 많이 얻었던 글). 그 중에 한 발언은 학생들이 갖게 되었던 

정체성으로 잘 보여준다: “너와 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벗이 되었고, 우리가 되었고, 

만민이 되었다“(이대학보 2016/10/10, 1 면).  

 

68  Save our Ewha 페이스북 프로파일이 삭제되어서 이에 대신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OTtqxZM2E08 (마지막 접촉: 2020/04/27) 참조한다. 

69 학생들이 주최한 총시위는 3 차이며 11 월 3 일에 4 차 총시위는 교수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tqxZM2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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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행(2016)에 의하면 총 3 차 총장사퇴 요구하는 총시위에 참가자는 5 만여명이 

넘었다 (이지행 2016, 245 쪽). 4 차 총시위는 교수협의회가 주최하며 학생들과 교수와 

함께 같이 시위하고 이화여대 시위를 종료했다. 70  ‘해방이화 비리척결! 소통구조 

개편하라! 학생안전 보장하라! 민주화 재단개혁!‘라고 외치며 학생들은 ’재단 합리화’, 

‘총장선출제도 민주화’ 등 피켓을 들었다. 학생 추산에 따르면 약 4000 명이 참여했다 

(경찰 추산 2500 명).  인사를 한 후 경과보고와 자유발언 (교수와 학생은 ‘학생 

안위보장’, ’학내 비리해소’ ‘학내 의사결정구조’, ‘90 일간의 시위를 마치며’ 네 가지의 

주제로)을 진행되었고 이후 행진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대학보 2016/11/07, 3 면).  

8 월 26 일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총장의 악수를 거부하고 총장이 준비했던 축사는 

학생들이 “해방 이화“와 “총장 사퇴“를 외치하는 것으로 중단되었다. 같은 날에 지난 

30 일동안 진행된 시위 사진전은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앞에서 전시하였다. ‘학교의 

공권력 투입‘, ‘본관 내부 생활 소개‘와 ‘졸업생과 재학생 시위‘라는 3 가지의 주제별로 

약 20 장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이대학보 2016/08/29, 10 면).   

9 월의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일부 벗들은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지행 

2016, 245 쪽). 

학생총회는 9월 12일에 이화인 3대요구안을71 채택함으로 3대 요구안의 실현을 위하여 

이화인 공동행동을 열었다 (이대학보 2016/09/26, 3 면). 9 월 20 일에 1 차 행진시위가 

전개되었다. 1 차 행진시위는 학내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요구했고 이화여대 

정문부터 본관, 학생문화관 및 대강당을 거쳐 다시 정문으로 행진하였다. 학생들이 본관 

 

70 학생들은 점거 농성이 이미 10 월 21 일에 공식적으로 백지화했다.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은 4 차 

총시위와 함께 90 일간의 점거 농성이 끝났다고 제시했다. 

71 이화인 3 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총장 및 처장단의 책임이행 및 사퇴와 학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학내 구성원의 교내 학칙에 의한 처벌 및 법적 책임 묻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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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불통 사업 피켓 부수기’를 시작하였다. ‘졸속행정’, ‘성적 장학금 폐지’, ‘경찰 

1600’ 등의 피켓 부수었다. 뿐만 아니라 A4 용지에 ‘학내 의사결정 기구 구조 민주화 

요구안’을 작성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대학보 2016/09/26, 3 면). 그리고 

윤도현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불렀다. 2 차 행진 시위는 9 월 22 일에 열렸고 

학내 구성원의교내 학칙에 의한 처벌 및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3 차 행진시위는 첫번째 요구안인 총장 및 처장단의 책임이행 및 사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시위 외에 공동행동은 9 월 19 일부터 23 일까지 채플 피켓팅 시위를 실시하였다. 

이화인 3 대 요구안 피켓을 30 분동안 들고 채플이 끝나서 자리에 남아 ‘총장 및 처장단 

책임지고 사퇴하라’, ‘학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실현하라’, ‘학내 징계 및 법적 책임 

묻지말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대학보 2016/09/26, 3 면).  

아울러, ‘암행어사‘프로젝트도 10 월 4 일부터 12 일까지 진행되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하여 최경희 취임 이후 의견 수렴없이 추진된 사업 및 최근의 비리 의혹까지 발생했던 

일에 대한 총장과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해명을 요구한다 (이대학보 2016/10/10, 6 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하여 3000 인의 서명을 모았고 10 월 10 일에 암행어사 출두 

퍼포먼스를 하며 총장과 이사회에게 서명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시위하는 동안 학생들은 때때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했다. 시위하는 동안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 외에도 이화여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다.  

한번 70-80 년대 졸업생들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나 대다수 학생들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화민주동우회 출신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색을 가지는 

위험성이 크고 경찰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지행 2016, 256-257 쪽). 이에 

대하여 이주희 (2016) 저자는 자기의 동료 교수가 “비정미가 부족하다고 좀 아쉬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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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주희 2016, 54 쪽)고 했는데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 이유는 1980 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세대는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력의 전쟁터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했으나 그 당시에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이주희 2016, 54 쪽).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 하에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은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학생들이 저항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주희 2016, 

55 쪽). 즉, “그 [신자유주의]72 전투의 현장에서 이토록 벗어나게 된 것 자체가 최루탄을 

맞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도전이“며 “우리들의 전쟁터, 그들의 전쟁터, 그저 모습만 

달라졌을 뿐” (이주희 2016, 55 쪽)이다. 이지행 (2016)은 여기 더해서 “80 년대 운동권 

세대들은 아직도 자신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화상하고” (이지행 2016, 259 쪽) 있으나 

그와 동시에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바로 이 87 년 세대와 90 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들로부터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한다. (이지행 2016, 259 쪽).  

1980 년대 학생운동과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었던 2016 년 이화여대 학생 시위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 많은 방식중에는 이전 운동의 

운동방식과의 연속성도 보이고 이화여대 시위만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었다. 이 

지적으로 본 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에는 시위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72 필자에 따른 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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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위의 의의: 학내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이화여대 학생들의 86 일간의 싸움은 미라대 설립 반대로부터 시작되어 총장 사퇴 

운동으로 발전되고 결국 이화여대 총장과 명예총장의 사퇴를 이끌었다. 게다가 학생들이 

학내의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불통 운영 방식을 규탄하였다. 그리하여 시위의 결과로 2017 년 5 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직선제 총창 선거가 설치되었다.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위하는 과중에서 밝혀진 정유라 입학 비리와 학사 특혜 논란은 한국 사회 전대미문의 

권력 비리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했다. 즉, 이화여대 점거 농성의 의의는 학생들이 

강조했던 순수한 학내 문제를 넘어서 한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점거 농성하는 “뜨거운 세 달“(이지행 2016, 240 쪽) 동안 학생들이 새로운 

시위문화를 실현하였다. 순수한 학내 문제와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 정치색은 없고, 

운동권 배제, 자발적인 참여와 평등주의, 안전제일주의, 그리고 느린 민주주의 방식은 

이화여대 점거 농성의 특정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시위로 진행되었고 석 

달동안 재학생과 졸업생으로부터 만들어진 벗의 연대가 시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현재(2016)는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며 무엇을 위해 동원되고 

어떤 것을 요쳥하며, 어떤식으로 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다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현재 2016, 232-233 쪽). 이화여대 시위의 예를 통하여 

SNS 으로의 자발적인 행동과 시민단체들의 미래 역할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 온라인 

평등 소통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주도보다는 자발적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어떤 시민단체로부터 주최된 집회가 오히려 권력집중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현재 2016, 

243 쪽). 따라서 단체들의 미래 역할은 주도자보다 조력자이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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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고 집합행동을 실시하는 데에 시민단체가 사회운동조직이므로 의견 수렴과 

소통에 기여하고 동원과정에 도와주는 역할을 실시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2016 년 10 월 21 일에 점거 농성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10 월 29 일에 

첫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 중간에 총학생회 주도로 ‘이화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은 

10 월 26 일에 한국 대학생들 중에 가장 먼저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73  명심해야 한 것은, 이 시국선언은 

이화여대 점거 농성과 관련이 없어서 시국선언을 작성하는 데에 이화여대의 86 일간 

시위의 느린 민주주의 방식이 작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시국선언은 총학생회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86 일동안 점거 농성하는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실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대표성을 고집하지 않았으나 시위 조직화에 도와주고 도우미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당연히 총학생회 소속된 (운동권 아닌) 학생들의 의견도 의사결정과 

의견 수렴에 포함되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국선언을 한번 검토하려고 한다.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시국선언에서 이화여대에서 7 월부터 며칠 전까지 진행되었던 

시위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즉, 총학생회는 이화여대 시위의 참석자가 

분명히 했던 입장은, 예를 들면 순수한 학내문제,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 정치색을 

띠지 않은 점 등등과 관련없이, 존경하며 주로 밝혀진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제 

국정농단에만 집중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라는 

수사 의문을 제시한다. 즉, 2016 년 대한민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어본다. 이전 이화여대 총장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화여대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현 상황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한다. 9 월부터 번지고 있는 최순실 자녀의 부정입학 및 비정상적인 학사 특혜부터 

 

73 같은 날에 건국대와 서강대를 비롯한 단과대학교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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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로부터 얻었던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 정권 특혜를 받았던 민간 재단 등 지적한다. 

또한, 청와대 내부에서도 접촉하기 어려운 자료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공식적인 

관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공유되어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데에 “어떻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이화여대 시국선언문)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박근혜의 비민주주의적인 국정운영을 규탄한다. 이런 “국정운영 개인의 뜻“(이화여대 

시국선언문)인 탓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도 최경희 전 총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학교 운동 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드러낸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문제를 규탄하고 심지어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서 박근혜 그리고 이 사태의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점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요구와 비슷하다. 그 당시에 경찰 투입을 요청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입어 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학생들을 진압한 데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학교의 전통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그리고 최경희 전 

총장에게 사퇴로 책임을 치고 사과하라는 요구와 유사한 논리로 시국선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여준다.  

”최순실게이트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훼손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넘겨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기문란 사태와 앞으로 

밝혀질 진상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하며,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화여대 시국선언문) 

이상 시국선언은 마무리된다. 요약하자면, 이화여대 시국선언은 국내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자들의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본다. 이와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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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분명히 최경희와 이화여대 학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화여대 미라대 반대 시위는 아무런 정치색을 띠지 않았고, 시위가 종료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분명히 이화여대 시위의 목표와 다른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만 

하고 어떤 자세한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이화여대 점거 농성이 백지화된 

이후에 학생 시위에 대한 시선이 왜곡될까 하는 걱정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싸움의 여러 측면에 의미가 있으나 학생들의 싸우는 동안에 내부적 

입장 차이와 학내 간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상처 및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이다. 인터뷰한 이화여대 학생도 점거 농성하면서 이화여대의 단합력이 뿌듯했지만 

다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해당 학생은 아울러,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86 일간의 긴 시위는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이화여대 

학생들을 고려해서 총학생회는 국가 문제를 규탄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 비리 

척결에 앞서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속에 잡혀 있지 않았던 이화여대 교수들이 11 월 11 일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240 명 중에 현 이화여대 총장인 김혜숙과 인터뷰를 한 

교수 2 명이 포함되어 있다. 교수의 시국선언에 눈을 뛴 것은 광범위한 문제제기다. 학생 

시국선언문은 공권력의 비민주주의적인 행동과 대통령을 비판했으나 깊은 문제제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의 첫째 단락에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사실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이화여대 

교수의 시국선언)으며 백남기 사망 사건 이후 박근혜 정권은 저항을 하면 탄압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2016 년 총선의 예상 못 했던 결과는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 민주주의와 남복 평화체제와 

사회 복지의 퇴행까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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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교수는 교육자로서 교육 현장에서 기반하는 문제제기도 한다. 이화여대 정유라 

입학과 학사 관리 문제는 국정을 농단한 세력은 이화여대 행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규탄하고 학교 불통의 지배구조, 의사 수렴의 부족함, 대학교육의 사업화의 

문제등을 제시한다. 이를 둘러싼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 “현 상황에 

가장 먼저 저항한 것은 부끄럽게도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이었다“ (이화여대 교수의 

시국선언)는 것을 통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진행했던 점거 농성은 단순한 학내 문제와 

학교 당국에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바로 

대학문제만 아니라 국가문제인 것을 다시 세번째 단락에서 언급한다. 정유라 입학 및 

학사 의혹은 이화여대 구성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무능과 일탈로 인해 가장 

크게 치명타를 입은 피해자이지만“ (이화여대 교수의 시국선언) 그 문제의 근거는 바로 

기본적인 구조라고 제시한다. 정유라 의혹은 단순히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주변 

교수 및 직원 몇명으로 불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찰의 필요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 문제들은 개개인의 (예: 박근혜, 최순실 등) 잘못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한다. 이 구조적인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로 친일의 역사와 오랜 

기간의 독재의 경험 및 일부 최상 층에 의한 지배, 재벌기업과 검찰, 야당, 공복 등을 들 

수 있다. 즉, “진정한 공복의 부재, 시스템의 미비, 부와 권력의 끈끈한 유대가 최씨 

일가의 농단이 가능했던 원인이다“(이화여대 교수의 시국선언).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제시한 후 3 가지의 요구를 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라. 둘째, 국정 농단의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 셋째, 교육부는 

대학 교육 정책을 전면 혁신하라고 요청한다. 시국선언문을 마무리하며 교수들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왜 부끄러움은 학생들의 

몫이어야만 하는 가?” (이화여대 교수의 시국선언)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교수들이 

국민들한테 물어본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만 하는가?” (이화여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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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부끄러움을 느끼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야할 곳으로 가야할 때 

[광화문광장]74“ (이화여대 교수의 시국선언)라고 한다.  

위에 살펴본 시국선언은 서론에서 제시했던 문제제기를 드러낸다. 이화여대 시위를 

통하여 학내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져, 그리고 단순히 학교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국 국정농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던 배경 

및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촛불집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다고 본다. 필자는 

촛불집회 운동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촛불집회보다 더 큰 사회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자기 모교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고자 대학교 

당국의 일방적·독단적·비민주주의적인 불통의 학교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것처럼 2016-

17 년 촛불집회 운동은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해임보다 “민주주의의 민주화“(정병기 

2018, 392 쪽), 즉,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시국선언도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74 필자에 따른 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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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는 2016-17 년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의 한계로부터 출발해 촛불집회를 둘러싼 

맥락과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운동론을 바탕으로 이화여대 학생들의 86 일간의 

점거 농성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시위도 진행되었던 

배경을 고려야 할 필요가 있어, 이어 최경희 총장의 취임 이후 학생과 학교 당국간의 

문제와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한 사건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86 일간의 본관 점거 농성의 

궤적을 제시했다. 4.3 절은 주요 행위자를 검토하고 시위하는 학생 외에 다른 행위자들의 

문제제기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이슈화, 그리고 프레이밍 고정을 4.4 에서 

검토했고 학생 시위의 레퍼투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위의 

의의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사례 연구가 이화여대 학생들이 진행했던 집합행동의 특징을 보여준다. 오래 전부터 

학교 당국의 부족한 의사 수렴과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학교 운영 방식으로 인해 쌓였던 

학생들의 불신과 분노는 미라대 설립 반대 시위로 나타났다. 미라대 설립 반대와 동시에 

학생들은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의도였다. 즉, 이화여대의 집합 행동은 처음부터 대화를 요구하며 시민성을 분명히 

하였고 폭력을 비롯한 극단적인 행위는 배제하고 평화시위로 진행하였다. 더구나 

학생들의 목표가 왜곡되지 않고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인 참여, ‘순수한 학내 문제‘와 ‘외부세력과의 연대 거부‘라는 원칙을 세웠다.  

결국 총장은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의 투입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경찰의 

투입이 시위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학생들이 보기에는 최경희 총장이 경찰 

투입을 요청한 탓에 이화여대 총장직을 맡을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을 잃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었다. 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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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동원 원칙이 강화되고 집합행동의 레터투아르도 다양화되었다. 

게다가 교수들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86 일 동안 동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강한 ‘벗의 연대‘가 

이어졌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매우 평등한 

‘벗‘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집합행동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즉, ‘벗‘이라는 평등한 정체성 하에서 지도자가 없는 느린 민주주의 방식으로 

집합행동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느린 민주주의는 다시 이 정체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는 시위의 ‘익명성‘이었다. 익명성으로 운동 방식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경찰의 진압 이후에 학생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안전제일주의의 의식이 강해졌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학생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점도 본연구가 다루었다. 연대 내의 갈등과 더불어 학내 구성원 간의 

분열도 시위를 통하여 표면화되었다. 위에 제시했던 ‘감금‘ 대 ‘대치‘ 입장 차이는 그런 

것을 잘 드러낸다.   

서로 합의 했던 운동 원칙에 근거하여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했다. 전통 운동 

레퍼투아르인 대자보 및 성명서,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외에 이화여대 시위에만 있는 

특정 운동 방법도 있었다. 민중가요보다 대중가요를 열창하고 공부방, 육아방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만들었고 점거 농성하는 동안 학생들의 복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실현하였다. 촛불 대신에 이화여대 학생들은 이화여대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핸드폰 

불빛을 밝히고 총시위를 진행했다.  

집합행동의 행위자와 이슈화 및 프레이밍 과정, 그리고 집합행동의 레퍼투아르는 별개로 

보면 안 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시위의 주요 행위자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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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생으로서 서로 공감하고 같이 분노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강력한 단합력 

및 정체성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유사한 시발점으로부터 유사한 목표를 세우는 것과 

느린 민주주의의 동원방식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운동 방법과 공론화 및 

이슈화는 다시 시위자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운동론의 세 가지 영역을 

같이 봐야 이화여대 점거 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시위하는 동안 정유라 입학 의혹과 학사 특혜가 

논란이 되었다. 정유라와 최순실의 의혹 사건이 없었다면 최경희 총장이 스스로 

사퇴했을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비리 의혹에 직면한 최경희 총장은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 마침내 사임하였다.  

이로써 86 일간의 학생 점거도 백지화되었다. 시위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학생들의 단순한 대화 요구에 경찰의 무력 탄압이 있자 시위대는 

끊임없는 동원을 통해 결국 시위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였다 (최경희 총장의 사퇴).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학생들이 미라대 설립 반대를 넘어서 사실상 학교의 민주화 및 

정상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라대의 졸속 추진은 결국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학교 운영방식에 근거하는 학내의 의사 수렴 제도의 부족 및 결정기구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느린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위함으로써 학교당국에 요청하는 의사를 수렴하는 문제 및 민주주의적인 결정기구와 

과정을 현실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실시하였다. 즉, 이화여대 학생들은 “탈정치의 

정치“(이현재 2016, 237 쪽)를 하였다. 

그리고 이화여대 시위를 보여주는 이슈 및 특징은 일부 촛불집회에서도 볼 수 있다. 

촛불집회도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라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및 

정상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화여대 시위는 새로운 집회문화를 실시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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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의 여러 특징 중에 문화축제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시민 

혹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원에 근거하며 이점도 이화여대 시위와 유사하다. 

본연구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86 일간의 점거 농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를 통해 

시위의 특수성을 제시하고 그 배경을 드러냈다. 이처럼 후속 연구는 4·19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운동을 비롯하여 더 다양한 사례 연구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촛불집회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촛불집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및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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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protests at the Ewha Womans University that took place 

between July and October 2016 right before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against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began. This student movement is 

not only important because during its conduction the corruption scandal of Choi 

Sun-sil was exposed through her daughter’s illegal admission to Ewha Womans 

University. Rather, this case study trie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research on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by pointing out the 

importance of placing them into a broader frame of ongoing social movements. 

Like one cannot understand the 1980s’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without taking the 5·18 Kwangju Uprising into consideration, it is an 

oversimplification to simply take the disposure of Choi Sun-sil’s tablet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andlelight movement. It is highly doubtful that solely for the 

reason of the scandal provided by the tablet, demonstrations could have been 

conducted for such a longer period of time in such a peaceful manner. Rather, the 

scandal between Choi and Park was the last bit of fire that was needed to trigger 

a large-scale movement that was already underway in Korea for quite some time. 

The incompetence of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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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nd economic system have already been visible for quite a few times, which 

sparked controversy among the broad public (e.g. the handling of the Sewol ferry 

accident in 2014, the blacklist scandal, a controversy concerning historical 

textbooks, the installation of the THAAD, etc.), and the corruption scandal 

concerning not only Choi and Park (e.g. in form of illegal funding, but most 

importantly, the sharing of confidential state documents and the interference of 

Choi with governmental affairs), but also the illegal entrance of Choi’s daughter 

Cheong Yu-ra to the Ewha Womens University, as well as big conglomerates, 

became the final trigger. Short, only the disclosure of the tablet without the 

previous issues and concerns raised against the Park government, would not have 

been enough to spark nation-wide protests.  For that reason this thesis took a 

look specifically at the 86days long demonstrations of Ewha students by look at 

the protests from a social movement theoretical point of view. Statements of the 

students, professors, and the presi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as well as a 

wide range of other materials (e.g. pictures, videos, blogs, comments, etc.)  have 

been used to take a look at the main actors, the framing process and the protest 

culture repertoire. In addition, 5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to take the 

voices of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into accoun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movement started as a spontaneous protest against 

‘LiFE’ project, which the university authorities aimed to push through without 

consulting with neither the students nor professors. They simultaneously asked 

for entering into a dialogue with them, but the university authorities declined and 

instead called the police. After the former presi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called the police to bring an end to the sit-in, the goal of the protest changed to 

bringing around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which, in the eyes of the 

students, lost her qualification to further represent their university.  

During those 86 days students displayed several new features of a distinct protest 

culture. From the beginning they emphasized the spontaneity of their protests. 

Further, it was stressed that they were by no means affiliated with any other 

actor or institution, nor did they want to pursue any other greater political goal 

except for solving the problems connected with Ewha Womans Universit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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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mobilized under the protection of anonymity and formed an alliance 

of ’friends/companion’, which was managed on a basis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slow democracy, giving each opinion and voice an equal platform to 

be heard, if this opinion was coherent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from 

the outside. Although through cutting of any voices that aimed for moving forward 

to criticize the not only the immediate problems at their university, but also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the 

movement limited itself, this exclusion was necessary to prevent yet another 

suppression of the protests or risking a distortion of its goals. This fear 

manifested itself in the safety first principle. 

This thesis clearly indicates the change that not only the demonstration 

experienced, but also the students themselves. While criticizing the non-

democratic management of school affairs, as well as the undemocratic and non-

sophisticated behavior of school authorities, the student on the other hand, put 

the democratic principle into practice. Hence, they practiced what they asked the 

university for: direct democracy, adequate consultation and dialogue with and 

between different actors and equality.  

All these features can be observed more or less in the wa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were conducted. This thesis calls for a broader look at the 

background these demonstrations took place to understand them properly. It 

would be misleading to see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apart from previous 

smaller social movements, like social movements connected to the 4·19 Sewol 

Ferry tragedy or the here displayed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 

movement.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conducting further 

research in form of case studies. 

Keywords: 촛불집회, 이화여대 시위, 점거 농성, 학생운동, 사례 연구, 느린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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