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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중산층과 개혁(Reformasi)운동 

오명석* 

1. 서론 

1997년 동남아에 들이닥친 경제위기는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3국에서 가장 심각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위기 직후 태국 

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급격한 정치변화가 발생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이에서는 마하티르(Mahathir) 수상 체제가 유지됨으 

로써 일견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 

만 1981년에 수상이 되었던 마하티르는 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심각한 

정치적 도전을 받았으며 국내의 정치상황도 큰 변회를 보였다. 

경제위71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상황11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는 개혁(reforrnasi)운동이다. 개혁운동은 1998년 9월에 마하티르 수상의 

후계자로 주목되어 왔던 안와르(Anwar)가 부수상직에서 사임당하고 부 

패와 동성애 혐의로 구속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촉발되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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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운동은 일차적으로는 안와르의 석방과 복권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개혁운동은 말레이가 대거 침여한 대규모의 거리 시위를 

촉발하였고， 안와르의 부인인 완 아지자<Wan Aziz때)를 당수로 하는 국 

민정의당(Parti Keadilan Nasional)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국민정의당은 

지금까지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았던 말레이계 이슬람 정당인 빠스 

(PAS)와 확인계 정당인 민주행동탱Democratic Aαion Party)을 개혁이 

란 공동의 구호 아래 결집히는 데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3개 정딩에 의한 “대안적 전선(Barisan Altematif)"의 결성은 말레 

이시아 정치써1서 처음으로 야뺑l 속한 말레이-무슬렴 정당과 화인계 

정당이 정당연합체를 구성한 중요한 사건으로， 말레이계 정당인 암노 

(United 뼈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주도히는 다종족적 여당연합 

체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은 1999년의 총선에서 독립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도전을 맞았다. 

하지만， 1999년 총선에서 개혁운동세력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던 

국민정의탕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고， 총선에서 세력을 확장하 

는 데 가장 성공하였던 빠스는 그 후 이슬람국가의 수립이라는 원래의 

정당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서고 이에 반발한 민주행동당이 대안적 

전선에서 탈퇴함으로써， 개혁운동이 촉발하였던 말레아시아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q쉰확되었다， 2004년의 총선에서는 빠스와 국민정의당이 몰락 

하고 국민전션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정치운동으로서 개혁운동의 생명력 

은 소멸하였다고 명가할 수 있는 상햄 이르렸다. 

하지만， 개혁운동이 말레이시아 사회에 던진 파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독립 후 말레이시아의 정치과정은 종족간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 

는 경향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었는데， 개혁운동은 이러한 종족정치의 

굴레를 넘어설 수 있는 “신정치(NewP이ti않)"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 

에 주목할 펼요가 있디-(Loh Kok Wah 2001; Hwang In-Won 2003)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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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70년대 풍반 이후 딸레이시아 정치가 의회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 

하면서도 점차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되는 권위주의 

적 성"Õ"J을 띠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억압되어 왔는데 

(Crouc‘h 1992: 21-22) , 개혁운동은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콜 마련 

했다고 평기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이슬람 세력을 제외하고 

대체로 정부 여당에 동조하고 그 지지세력이었던 말레이 중산층이 개혁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칙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행동을 보였다는 

점은 새보운 현상이었다. 

개혁운동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 제가하고자 하는 문제는 개혁운동은 

다종족적 시민운동이었는가， 개혁운동에서 말레이 중↑쁨이 주도적인 

세력이었는개 개혁운동은 소멸하였는가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확산되 

고 있는가 하단 젓이다 개혁운동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거리 시위， 인터넷， 개혁운 

동가에 대한 구속과 심문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혁운동을 둘러싼 

담론과 문화적 측면을 뜨리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된 자료 

로 삼은 것은 시위 현장에 대한 목격담， 구속되었던 개혁운동가들이 자 

신이 받았던 심문과정에 대해 기술한 회고담， 그리고 필자가 2004년 2월 

에 쿠알라룸푸프에서 관찰하고 면접한 사례들이다. 펼자가 이들 자료에 

주목히순 이우「는 거리 시위와 인터넷은 개혁운동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유통되는 핵심적인 수단이였으며， 구속과 섬문은 개혁운동을 

억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침여하였던 사람들의 

목격담과 회고담은 “생생한 제험”으로서의 개혁운동의 모습을 보여준 

다고할수있다 

말레이 중산층과 개혁(Reformasi)운동 , 오명석 189 



2. 말려|이 훌산층의 성격 

개혁운동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말레 

이 중산층의 형성과정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개혁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말레이 중산층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 글에서 다룬 자료에서도 말레이 중산혐l 대한 언급 

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 중산층의 성격을 대략적으로나 

마 파악하는 것이 개혁운동에서 이들이 취한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에서뉴 의도적으로 말레이시아 중산층과 말레이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시용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중산층은 말레이시。봐 

는 국가 전체를 단위로 해서 계급적 지위를 상정한 개념인 반면에， 말레 

이 중산층은 말레이라는 종족집단을 단위로 해서 계급적 지위를 상정한 

개념이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화인(중국인)， 인도인 등으로 구성된 다 

종족 사회이며，1) 종족집단의 구분이 연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논의에 

서도 종족집단을 구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말레이시 

아중산층의 구성을 염두에 두면서 말레이 중산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하도록하겠다. 

중산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말레 

이시아의 중산혐1 대한 기존의 혁술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 

는 방식은 인구센서스 상의 직업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을 정의하 

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1LO의 국제표준적업분류에 근거해서 

작업 범주를 구분하고 10년마다 간행하는 인구센서스에 직업 통계를 포 

함시키고 있다. 적엽 범주는 크게 7개의 대분류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1) 1998년도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이천 오십만 명 중 말레이는 51.2%, 화인은 26.9"/0, 
인도인은 7.7%, 기타 부미뿌뜨리{비말레이 토착민)는 10.9"/0를 차지하였다{Infonnation 
Malaysia 200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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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료와 관리자" “전문가와 기술자" “사무직 종사자" “판매직 종 

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 “생산직 근로자”이다. 일반 

적으로 앞의 네 범주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1:다대;과뛰f(Cα，rOlωu때 1%6: 

181; Abdul Rahm때 Embong 2α)2: 32-33), 이 중 “행정관료와관리자’， 

“전문가와 기술자”는 상위 중산층， “사무직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는 

하위 중산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동일한 직업 범주 내에서도 소득과 

학력， 엽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분「은 계급구조를 파악하는 데 하나의 추정치룰 제공하는 정도로 인식 

할필요가 있다. 

영국의 말레이시아 지배가 초래한 사회구조적 결과의 하나는 말레이 

중산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기간2) 통안에 대 

부분의 말레이는농촌에 거주하는농어민으로남아 있었으며， 귀족출신 

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일부 말레이만 식민관료 엘리트층에 포섭됨으로 

써 말레이 사회 전체를 볼 때 중산층의 형성이 매우 취약하였다. 식민시 

대의 중산층{장인， 소상인‘ 중소기업경영자， 일반 관리직)은 대체로 이민 

자 집단인 화인， 그리고 일부 인도인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1957년 독립 이후 말레이계 정당이 집권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와관련한 정책이 본격적으로수립되고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은 1%9 

년에 말레이와 화인간의 심각한 종족 폭동이 발생하고 그 결과 1971년에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신경제정책 

은 말레이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 부미뿌뜨리ibumiputra: 땅의 

이들‘ 즉 원주민이라는 뜻) 경제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2) 영국은 19세기 초어l 싱가포르 말라카 퍼l낭으로 구성된 “해협정착지(Strai잉 Settlement)" 

를 식민지 거점 지역으로 확보하였고， 1874년 이후 말레이시아 반도 내륙 지역에 대 
한 영토적 지배를 확장하여 나갔으며， 19'i7년에 이르러서 영국의 식민지배가 종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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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기업가와 말레이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종족간의 경제적 불평 

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정원에 적용시킨 종족별 할당 

제는 말레이계 대학 졸업자의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이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말레이시아 전체로 볼 때 총 고용인구에서 중산층의 구성비율은 

1970년의 200!o에서 1990년에 32.6OÆ선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각 

종족별 고용연구 중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회를 살펴보면， 

부미뿌뜨라{말레이와 비말레이 토착민올 포함한 집단)는 12.9%에서 

270/0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고， 화인은 28.6%에서 43.20/0로， 인도인은 

23.4%에서 27.30/0'.로 성장하고 있어서， 말레이를 포함한 부미뿌뜨라중산 

층의 성장이 다른 종족집단에 비해 더 빠르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Crouch 1996: 183-185). 1990년 말레이시아 중산층 직업 고용인구 중에 

서 부미뿌뜨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48.10/0로 중산층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이 계층에서 화인과의 상대적 격차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 

어들었다고할수 었다. 

말레이 중산층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지난 수십 년 간 진행된 빠른 

산업화의 영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말레이를 우대한 신경제정책의 

결과이다. 특히， 1970년대 말레이 중산충의 성장은 정부와 국영기업체에 

말레이가 대거 고용된 것에 크게 힘입었다.1980년대 중엽 이후에는 민 

영화 정책이 도입되었저만， 신경제정책 허에서 말레이 기업에 대한 정부 

의 지원과특혜는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말레이 중산총의 성장 

에 국가가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말레이 중 

산층이 주로 공적 부문에 국한된 것01 아니고 민간 부문에도 활4켈하게 

진출해 있으며， 전문직과관리칙과 같은상위 중산혐1서도 뚜렷한 신장 

세를 보였다03) 

3) 2뼈년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전문가와 기술자’가 11.()%, “행정관료와 관리자”가 
4.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전문가와 기술자” 범주에서 말레이가 63.2"/0, 화인이 
25.9"/0를 차지하며， “행정관료와 관리자” 법주에서 말레이가 36.5%, 화인이 5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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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 중산층은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의 내부 구성 정치적 태도，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 

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4)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 중산층과 관련된 

공적 담론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신말레이론”과 “탁과 말레이론”이다. 

신말레이(Melayu 1때Ll)란 개념은 1991년 집권 여당인 암노 총회에서 

마하티르 수상이 처음 제시한 젓으로 기업가적 태도와 이슬람적 가치를 

내변화 한 “현대적 무슬림”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슬람적 가치로 지적된 

것은 검소 규율 신용， 근면과 같은 젓으로 자본주의적 윤리와 이슬람 

윤리간의 공통점이 강조되었다. 마하티르의 선말레이론에서 말레이 농 

민‘ 귀족이나 노동자층은 신말레이가 될 수 있는 후보로 고려되지 않았 

으며， 주로 말레이 기엽가와 말레이 중산층「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갖추 

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를 제시한 것이다{빼00 Boo Teik 1995: 

336-338) , 게?르고 의존적이며‘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흔히 표사 

되어 왔던 말레이에 대한 정형화된 관념을 탈피해서(Mahathir 1970), 말 

레이 사회의 근대화플 주도할 존재로 신말레이 상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 

기관과 대중매체틀 통해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한편， 1970년대 이후 말레이 대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이슬람 부흥운동{닥꽉 띠bνah)은 정부의 정책을 서구 

지향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비판하고 “총체적 삶의 양식P로서의 이슬 

람”이라는 구호 아래 이솔람 사회의 구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늘은 

코런버}서 제시한 이윤람적 가치와 규율을 내면화하고 이를 철저하게 실 

자7-1하였다{ 끼)이，， 1 Rahm‘111 Emho l1g 2002: ')6) “전문가와 시술자· 범주에샤 말레이 
가 화인윤 ν11 <f.t!r_i;끼 。 1:':. 줍의 하나는 주로 만레이를 고용하는 학교 교사와 간 

호워이 。 1 멘주에 ι 1샤 '， 1υ| 있시 때문이다 민간 기업의 관리자가 표함되는 “행장관 

료와 관피서” 범주에세 여시서 회얀이 땀레이름 능가하고 있으나‘ 1970년에 딸레이 

의 비율이 ~ I 1 0/0있이 j.! 시 비 ':11]_하띤 이 영역에서뚜 받레이기 판복항만한 선장을 검였 

으며 :ú'l힌 츄세샤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1) 띨레이 선증산층의 사회석 배성파 생흰양사에 대힌 설증-작 연구로는 양둠 라만의 빅사학 
위 톤괜이 선구자적인 띤구직업이다{씨 xllll 없hman Emlxll1g 21XJ2) 

만에이 중산츰파 새혁(Refónnasi)운동 l 오명석 19.:1 



천에 옮기는 진정한 무슬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 

써 새로운 말레이-무슬림 정체성의 확립을 추구하였다{오명석 1998: 

537). 이슬람 부흥운동에 침여하였던 젊은 말레이 대학생들이 그 후 중 

산층으로 많이 진출하였기 때문에 “닥봐 말레이”는 말레이 중산층의 이 

념적 지향성을 지칭하는 중요한 표현의 하나가 되였다. 

말레이 중산층에 대한공적 담론에서 신말레이론이든 닥파 말레이론 

이든 이슬람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근대화론에서 중산층의 성장 

이 사회의 세속화과정을촉진시킬 것으로 예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말레이 중산층을 모두 철저하게 이슬람적 가치로 무장하고 세속 

적， 상엽적， 서구적 문햄l 반대뺨 집단으로 일반화동l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이틀이 말레이시아사회의 이슬람웰11 주도적인 역할 

을 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말레이 중산층이 이슬람 의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였던 것은 말레이시아사회의 종족관계， 특히 말레이 

와 화인간의 경쟁적 관계가 존재히는 사회적 맥락과 깊은 관련이 였다. 

서구적 문화가 지배적이고 화인이 인구의 다수를 접하는 도시 환경에 

새롭게 진출한농촌 출신의 젊은 말레이들은 문화적 위기감을 겪었으며， 

또한 중산층의 직업을 둘러싸고 말레이와 화인간에 더 치열한 경쟁이 

발생함으로써， 아들은 이슬뺨11서 보다 확고한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을 

찾고 이를 통해 화인과 자신들을 구분 짓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말레이 “구중산층”은 영어교육을 받은 소수의 

말레이 귀족계급 출신이었던 것에 반해， 독립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 

에 등장동}는 말레이 “선중산층”은 평민 출신이며 말레이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주로 충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에 크게 의존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 

지만 자기 자신이 농촌에서 태어났거나 자신의 부모가 농촌 출신이란 

점에서 농촌과의 연계가 강한 편이며， 이들 세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중 

산향11 진입한 “제1세대 중산층”에 해당한대Abd띠 Rahman Em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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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2: 60-(1) 아직 명확하게 계급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말레 

이 선중산층의 문화적 성향은 서구적 문화/말레이 전통문화， 세속적 문 

화/이슬람 도시문화/농촌문화 사어에서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다. 

3. 거리 시위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이를 수습하는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마하 

티르 수상과 그의 후계자로 주목되어 왔던 안와르 부수상조벼l 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초에는 안와르가 정부의 부패와 정실주의 

의 만연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원인과 빗대어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마하티르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한 상햄서 1998년 9월 2일 안와 

르는 부수상직에서 갑자기 사임당하고， 다음 날 긴급 소집된 암노 최고 

간부회의에서 안와르를 도에서 추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항변으{로 안와르는 9월 12일 쁘르마뚱 빠우-(Perrnatung Pauh)에서 전국 

적인 개혁( refom1asi)운동의 개시를 선언하고 9월 20일에는 쿠얄라룸푸 

르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였다. 그 날 저녁 안와르는 자기 집에서 

국가안전법(Intemal Securitv Acr)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후 부패와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었다 안와르의 체포 이후 쿠얄리룸푸르를 중심으 

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안와르는 1970년대 닥파 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던 “말레이시아 무슬 

림 청년운동{ABIM) "을 이끌었던 카리스마적 존재로 말레이 대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맙레이 종산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부r아온 인풀이다 

1980년대 초 마하티르 내각에 효얘한 뒤 정부의 이슬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주도적 역할을한것으로알려진안와르가간통과동성애라 

는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안와르가 지니고 있떤 종교적 신망을 훼손 

얀레이 중산층과 개혁(Rt.'fonmsi)분동 l 오명석 19'j 



시키는 것으로 그의 추종자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뺨}들여졌고 그러한 

혐의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1969년 총선 직후 말레이와 화인간에 섬각한 유혈사태가 발생한 이 

후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와르의 구속이 촉벌한 대규모 거리 시위는 말레이에게 매우 놀랍고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와주류 언론은 1969년의 종족 폭동 

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또한 경제 위기 이후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들이 화인을 집단적으로 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을 환기 

시키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리 시위가 종족간 유혈 사태로 비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퍼뜨리는 데 주력하였다. 거리 시위가 과연 폭력적인 

성격을 띠었는지， 폭력의 행λ까 있었다면 그것이 시위에 참여한사뱀l 

의해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진입히는 경찰에 의해 행해진 것인지， 

거리 시위는 종족간 혐오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류 언론， 그리고 이 시기에 대안적 대중매체로 각광 

을 받기 시작한 인터넷 사어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절에서는 

거리 시위의 현장 목격담을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일기 형태로 

올렸던 사브리의 기록을 중심으로 거리 시위에 나타난 문화적 측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Sabri Zain 2000) 

먼저 시위가 벌어졌던 공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1998년 9월 20 

일 안와르가참석한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렸던 곳은쿠알라룸푸르 시내 

에 있는 독립광장"(Merdeka Square)과 국립 모스크 사이의 공간이었다. 

독립광장은 말레이시아의 초대 수상인 압둘 라만(Tengku Abdul 

Rahman)이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던 역사적 장소이고， 또한 

1974년 발링(Baling) 농민의 시위를 정부가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대 

해 항의하기 위해 안와르의 주도 하에 “말레이시아 무슬림 청년운동”이 

시위를 별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독립광장과국립 모스크는 각각 말레이 

시아 국가와 이슬람을 상정하는 공간으로 이 곳을 집회의 장스(로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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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모임이 추구하논 목표와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날 안와르의 

부인인 완 아지자가 독립광징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가의 자유와 신성 

함을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 방어하기 위해 이 곳에 모였다” 

라고 발언한 대목은(Sahri Zain 2에0: 딩-6) 독립광장이 국가 독립의 역사 

적 기억을 탑지하는 신성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또한. 시위대의 집결 장소로， 경찰의 탄압에 쫓긴 시위대의 피난처로 국 

립 모스크가 선택되었고 시위 중에 “Refonnasi"와 더불어 “알라는 위대 

하다-(AJlahuakbar) "는 구호가 지주 등장함P로써 이번 시위에 말레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슬람적 색채가 뚜렷이 냐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독립광장과 국립 9-::'느크 사이의 공간은 쿠얄라룸푸르 기차역， 중앙 

우제국， 중앙시장， 이슬람 센터가 보여 있는 곳으로 18RO년대 이후 영국 

이 쿠알라룸푸르 도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식민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소이다. 독립 직후에도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그 후 주 

요 행정관청이 쁘딸링 자얘Petaling Jaya)로 이전하고， 부깥 빈명-(Bukit 

Bin떠ng) ， KIι Central과 같은 새로운 도심지가 개발됨으로써 과거의 위 

상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이 지역을 집회의 

장소로 선택한 젓은 이 공간이 정치권력의 중심지로서 갖고 있던 역사적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한 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위대에 대한 경참의 탄앙이 강화되면서， 시위의 현장은 독랩광장 

근처의 중앙시장과 쁘르따마 쇼핑볼 사이의 Jalan TAR(Tengku Ahdul 

Rahman)로 옮겨갔다 이 지역은 소규모의 의류상점과 음식점이 밀집되 

어 있는 구 상가 거리이며‘ 인도인， 화인， 말레이의 상권이 함께 발전하여 

다종족적， 다문화적 분위기가 강하게 풍기는 공간이대Zia때in Sar，따I 

2000: 93-(5) 거띠할 같이 헝성된 셋길과 뒷골목， 쇼핑몰과 식당 등은 

시위대가 경찰의 전압을 피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사브리의 글에서는 시위 현장에 참가하한 젓을 “쇼핑 간디-(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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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경찰에게 쫓기게 될 경우에는 마치 

쇼핑을 나온 사람처럼 가장하거나 식당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경찰에 붙 

잡히는 것을 피하고 있다. 시위에 침여하는 사람훨l거1] Jalan TAR에 간 

다는 것이 시위에 나간다는 것의 온유적 표현으로 통용되었다. 거리 시 

위가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잇갯8년 말에 토요일 오후 Jalan TAR는특별 

한 예고가 없어도 사람들이 모였다가 기습적인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로 인식되었고， 이를 예상한 경찰이 골목마다 삼엄한 경비를 서는 시위 

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거리 시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험들이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을까? 이에 대해서 한편으로 정부와 주류 언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등의 대안적 언론 사이에 극명한 차이와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주류 언론은 시위 발생 자체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인정할 경 

우에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를 축소하고 간략하게 보도히는 방식 

을 취하였다. 반면， 인터넷 뉴스미디어와 이슬람 정당인 빠스가 발행하 

는 당기관지 하라깨않rakah)는 시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보도함으로 

써， 주류 언론의 보도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안와르가 참석했던 9월 20일 시위 

에 대해 언터넷 목격자 진술은 약 10만 명을 예측하였는데， 신문은 5，어0 

명 정도로 보도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는가를 둘러싸고는 

더 첨예한 대립이 보인다. 정부의 한 장관은 이 사위에 참여한 사람이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언급하였고， 주요 말레이어 신문언 우뚜산 말레 

이시oj-(Utusan 뼈laysia)는 시위에 침여한 수백 명의 무슬림 여성에 상 

당한 숫자의 “창녀”들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다-(Sabri Zain 2000: 

32). 시위대의 성격에 대한 정부와 주류 언론의 태도에서 일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며 반말레이시아적인 

외국인에 의해 사주받은 집단이라는 것야다. 이는 안와르를 미국 αA의 

끄니풀이며， 동성애자라고 몰아붙인 정부의 태도와 일백 상통하는 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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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서구적 정서와 이슬람적 도덕성을 활용해서 안와르의 지지지와 

시위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한 젓이다. 

반면‘ 대안적 매체에서는 시위 집단에 말레이 뿐 아니라 화인과 인도 

인이 참여함으로써 범종족적인 시위 양상을 보였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 

의 사람플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운동임을 강조하였다. 1998년 10월 10 

일의 시위 현장에 대한 사브리의 다음과 같은 현장 목격담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찌an TAR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이 보도에 줄을 

서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고， 웃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남자‘ 여자” 

아이플‘ 학생， 부부와 연인틀‘ 중년의 가정 주부‘ 나이든 연금수혜자， 베 

일을 쓴 무슬림 여성， 가죽 재킷 차림의 락커뜰"(Sahri Zain 2000: 13). 

이들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은 “Re-fonn-ma-si"의 운율에 

맞추어 경적을 윷리고， 화인과 인도인플이 시위대의 구호에 맞추어 주먹 

을 불끈 쥔 손음 높이 들기도 하였다. 사브리는 시위 현장이 축제와 코뮤 

니타스( communitas)의 흥분과 열굉에 사로잡혀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시위 집단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보도에 의하면 이뜰은 대부분 

말레이이며 화인과 인도인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말레이 중 

산층과 학생이 주도하였다는 젓이다. 이러한 관찰이 틀린 것은 아니지 

만 적어도 시위 초기에 화인과 인도인의 지지가 있었고， 전문직 종사자， 

생러리맨‘ 노동자와 설업자를 포함한 다%댄f 계층과 연령 집단이 참가하 

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대Fatish Nmr 1999: 11). 그 이유는 

정부와 주류 언환에서는 한편으로 시위가 갖는 다종족적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고 현재의 시위플 말레이 집단만의 것으로 종족화시켜 그것이 반 

화인 폭동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화인의 참여를 차단 

시카고자 하였으며、 다콘 한편 o로는 외국의 사주플 받은 무책임하고 

파격한 소수의 받레이가 사위를 부추기고 았다는 점을 강조함P로써 말 

레이 사회 내부료부터도 시위 집단을 분리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시위 집단의 종족적” 겨l층적 구성과 관련한 평가의 차이는 개혁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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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의의를 둘러싼 담론적 경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다. 

시위 현징뻐1서 사용된 구호는 시위의 이념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하나 

의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Refonnasi)" , “정의(Keadilan)" , “마 

하티르는 사임하라”， “안와르를 살리자’， “알라는 위대하다" 마하티르 

의 사임과 안와르의 복권이 시위대가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개혁의 구호는 말레이시아사회의 총체적 변화 

를 요구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구 사항어라고 할 수 있다， Refonnasi란 

구호는 시위대가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주술적’ 인 언어였다고 할 

수 었다 Refoffi1asi란 표현은 수하르또 대통령을 권쐐서 내려오게 한 

인도네시아 시민운동의 구호였으며， 이를 안와르가 부수상직 사퇴 직후 

에 행한 쁘르마뚱 빠우 연설에서 말레이시아의 시민운동의 이념으로 채 

택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설에서 안와르는 개혁운동의 이념 

으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볍적 정의의 수립，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성취하고 부패를 말소한 경제적 정의의 실현， 번주적 수단에 의한 국 

민 권력의 신성화， 문화적 개방주의를 내세우고， 종교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서 말레이시아의 모든 시민이 짚얘하는 시민운동입을 천명하였다 

(Farish Noor 1999: 16-17) , 시위 구호로서 Refoffi1asi는 말레이시아 사회 

가 이제 변히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에들여졌으며， 민주， 정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말레이 

시아 사회의 종족적， 종교적 균열을 극복하는 이념적 접착제로 인식되었 

다. 이러한 Refoffi1asi의 이념은 이후 빠스， 민주행통당， 국민정의탕， 발 

레이시아 인민당과 같이 다OJ=한 종족적， 종교적， 이념적 배경을 갖는 정 

당들이 참가하여 “대안적 전선”이라는 연합정당을 결성하는 데 구심점 

이 되었다. 

안와르의 지지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지들， 화인 시민운동가들， 시위 

에 방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개혁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이념은 추상적인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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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기되었고 구체적 내용과 실천 빙만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결여되 

어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독립 이후 종족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미뿌뜨라 특별권라와’) 이슬람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개혁운동은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 패리쉬는 Reformasi 

란 구호는 모호하고 애매한 개념으로 “비워 있는 지표”였으며， 바로 그 

러한 성격 때분에 다OJ=한 입장과 전략들이 들어붙을 수 있어서 정치적으 

로 효과적인 담론이 될 수 았었음을 지적하고 었다{Falish Noor 1999: 

6) 펼자손 패리쉬의 분석이 개혁운동에 내재된 혼성적 담론의 효과어l 

때한 날카로운 지적이며‘ 이후 개혁운동이 이념적 입장의 차이‘ 특히 이 

슬람에 대한 입장 차이에 의해 분열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현상을 예측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개혁이란 구호 

가 모호하고 공허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하기 힘들다‘ 부패와 정설주의의 만연， 안와르에 대한 ‘부당한’ 법적 처 

리 과정‘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경험하는 공권력의 폭력성은 개혁이 단 

지 추상적인 이념의 분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거리 시위의 전햇 과정에서 “테러와 공포”의 문화가 시위 효벼자 

뿐 아니라 그 소식을 접히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시위 초기에 

는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였던 공권력은 시위의 큐모가 커지고 지속적 

으로 발생하게 되자 폭력적인 진압의 방식을 취하였다. 시위대가 돌， 화 

염병과 같은 폭력적 수단을 전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연 

방예비군은 최류단 산성 물대포‘ 곤봉을 사용히여 시위대를 진입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포하기 시작하였다-{Sabri Zain 2000: 24-29). 정부가 말 

~) 부nl뿌뜨랴 특별권리는 19~7년에 제정된 독립헌법 조문에 포함폐었는데‘ 원주민 o 로 
서 말레이 까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갖고 있음윤 볍플적으로 인정한 젓이다 말레이의 

특별한 지위외 권라는 공식종교를 이슬람으로 -%용어콜 땀레이어로 정한다는 것과 발 
레이에게 공무원 고용‘ 상혁남‘ 직업훈련‘ 사업면허 등에서 특혜룹 주는 정책에 반영 
되었다 1971년에 시작된 산경제정책도 이러한 부미뿌뜨라 특별권리에 근거해서 그껏 
윤 띄다 저1계적인ι 확대 적용시킨 것이라고 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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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시위 참여자에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레이인들에게 매우 충 

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안와르가 사회안전볍에 의해 구속된 

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왔을 때 그의 눈 주위가 검게 멍들어 있어서 고문 

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널리 퍼졌다. 말레이의 보호자로 자처해 왔던 정 

부가 말례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레이의 문화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처사로 정부에 대한 분노를 일으커는 것이었다. 여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마하티르(뼈hathìr) 수상은 “마하잘림(Maha-Zalim: 매우 

잔인한 사람얘는 뭇)"이라고 불리어지기까지 하였다iFarish Noor 

2002: 144) 

공권력의 폭력성은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의 역사에서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1950년대 비상계엄기에 공산당 활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 

으며， 공산당과의 연계를 끊기 위해 화인 농민들을 “선농촌(New 

Village)"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사켰으며， 반정부 

인사를 국가안전법에 의해 재판 없이 장기 구금히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 

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주로 화언을 상대로 행사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그 대상이 말레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말 

레이에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고 공권력의 폭력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되었다. 

4. 인터넷과 대안얹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1년 4월 10일에서 4월 26일 사이에 10명의 

개혁운동기를 사회안전법으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사람 중에는 국민정 

의당 임원과 인터넷 기과}들이 포함되었다. Raja Petra Kamaruddin은 

안와르의 석방을 요구히는 웹사어트인 freeAnwar.com의 웹마스터이며， 

Hishamuddin Rais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인터넷 뉴스포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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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kini. com의 칼럼니스트이다. 다른 구속자틀도 때부분 개혁운동 

을 보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널리 이틈이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개 

혁운동이 일시적 현%벼1 불과할 젓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 

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인터넷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 

으며(Anil Netto 2001: 14) ,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음 

을 위의 구속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은 90년대 초에 아시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말레이시아 

에서 인터넷이 주요한 정보교환의 매체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안와 

르의 구속과 개혁운동의 전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었다. 말레이시아에 

서 주류 언론매체는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여기에 실리는 

정치적 기사둡은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거나1 단순히 정부의 보도문을 

그대로 뻔송판 수준이벼，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집단이나 야당의 견해 

는 제대로 설리지 않거나 왜곡되기 십상이다{Chin 2003: 130). 집권 여 

당인 암노는 lV 3 재널과 Utw없‘ 

보(南i洋후商휩야 등의 주요 얼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암노의 주 파트너 

정당인 “말레이시아 화인협회(Malavsian Chinese A'‘isociation)"가 Star 

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뜰 주류 언론매체가 친정부적인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종족관계나 인권을 포함한 

정치적뾰 “예민한 이슈”의 보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검열이 시행되고 

있으며‘ 출판법과 선봉방지법을 통해 신문과 잡지의 출판면허권을 취소 

시카거나 갱선을 허용하는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말레이시아 언폰은 정부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한 자체 검열의 경향 

을강하게 보이고 였다 

안와르구속과 거리 사위에 대한주류 언론의 일방적인보도태도는 

이들에 대한 I갚레이의 불만을 크게 고조시겼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 

한 정보1 그리고 비판적 견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새로운 대 

안적 매체로 등장하였다 199H년 9월 이후의 거리 사위에 대한 사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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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격담은 시아버 공간에서 컬트적 지위를 차지하였고， 그 내용이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널리 유포됨으로써， 시위 현장의 분위기가 몇 시 

간 내에 많은 사람활R게 전달되는 언터넷의 위력이 발휘되었대Anil 

Netto 2001: 15). 인터넷이 아니고 문자매체이긴 하지만， 빠스에서 발행 

하는 당 기관지인 하라깨Har:때ah)가 안와르의 구속 사태와 이에 반대 

하는 대규모 시민시위를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한때 판매 부수가 7만 

부에서 30만부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를 가진 신문인 Utusan Malay.하a의 판매 부수에 버금가는 것이었다{Far 

East Economic Review, 19981년 10월 10일자， 19쪽). 말레이 도시 중산 

층은 빠스를 보수적인 이슬람 정탕으로 인식해서 거리를 두는 경향이 

었었는데， 하라까의 판매가 도시 말레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안와르의 구속이 초래한 새로운 변화였디{하라까의 펀집자.2001년 8월 

필자와의 면접) 

1999년 이후 인터넷 잉써l 쩡치적 견해나 기사를 담은 웹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곧 없어지고 만 것도 많지만， 2001 

년 당시 활동 중인 주요한 웹사이트를 범주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Refonnasi 웹λ에트: I.aman Reformasi, freeAn"，따.com， Mahafiraun 

2) 독립적인 뉴스 웹사이트: 뼈laysiakini.com， Agen없뼈laysia. Saksi, 

Sangkancil 3)빠스， 국민정의당， 민주행동당， 말레이시아 인민당과 같은 

야당의 웹써트 4)NGO 웹써트Aliran， Suar때(뼈1 Netto 2에1: 

15). 이들 웹사이트는 지향하는 목표와 구체적 활동에 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말레이시아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실었으며， 개 

혁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주류 언론과 

는 기사 내용이나 아를 다루는 논조에서 차어가 었었을 뿐 아니라， 독자 

들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즉，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의사소통 통로에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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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은 공식 언론에서 국가 안전을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는데‘ 인터넷 사이트는 이러한 강요된 침묵을 깨는 데 

일조했다. 아래에 인용한 글은 인터넷에 설렸던 것으로- 어떤 내용의 의 

사소통이 인터넷 상배서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6) 거리 시위가 한 

창 진행 중이던 때에1 말레이， 화인， 인도인 친구가 커피숍에 앉아서 시위 

에 대해 얘기플 나누는 상황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Leong(화인) 왜 너희들 말레이는 반란을 원하나? 

1뼈7.alan(말레이): 뭐? 지금의 시위는 말레이 반란이 아니야 말레이시아 반 

란이지 너도 암다시피 화인과 인도인도 시위에 참가하고 있잖아 

Nag.llingdn!(언도인): 별로 많지 않지. 대부분 말레이들이지 

얘71an: 그래‘ 그게 문세지. 화인과 인도인틀은 왜 나오지 않는거얘 

Na짧lin쩔111: 우리논 먼저 아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거지. 

!'vla71:m: 항상 :L랜 식이지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았다가 이기는 편에 붙겠 

다는 속셈이지 

Leong: ot ~l전 너무 δ뀌갇 말 아니야 

I\1azlan: 맞지 웰 그래. 너희 화인듬도 마찬가지지? 

Leong: 아니라니까‘ 우리는 시끄러운 일을 원치 않는 것 뿐이oj:? 

!\1a71an 왜” 

Leong: 시끄러우면 사업히손 데 안 좋거든 사람틀이 놀라서 떠나버리지 않 

겠니 

위의 대회는 개혁운동에 대한 말례이， 화인， 인도인간의 태도 차이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 자 

제가 억압되어 았고 정부의 평가만이 얼방적 o 로 주입되는 상황11서， 

서로의 차이와 편견을 희화적으로 드러내준다는 자체가 편견을 대상화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이 대안적 언론매체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지를 IκM뼈、~따1a씨11때a짜y~굉"꺼없s 

6) 이 급은 다시 빠스의 기관시인 하라까에 셰지l되었다{Harakah 199H년 11월 23열‘ 19 

폭) 여기서는 ] 부뉴잔 l다껴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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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말레이시아 구독지를 대상으로 한 진정한 온라인 신문은 1999년부 

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뼈laysì짧ini가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가장 인 

기가높은 인터넷 뉴스포탈이다. 이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Steven Gan 

과 Premesh Chandra로서 이들은 1980년대에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재학 중에 암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화생운동을 한 지도자였다. 

두 사람은 귀국 후에 주류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한 경험이 있지만， NGO 

의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이 Malaysiakinì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안와르의 구속과 개혁운동이었으며， 아세안 국가에서 

의 언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동남。씨아 언론인 동맹 

(Southeast Asian Press Alli때ce)"으로부터 미화 10만 달러의 재정지원 

을 받고 여기에 사재를 보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Chin 2003: 131). 

그 후 주류 언론에서 일했지만 개혁적 성향을 지녔던 저널리스트들이 

참여하였다. 

뼈laysiakini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매체라는 이띠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다른 개혁운동 웹λ베트외는 달리 매일 매일 최신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독지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혁운동 집단과 야당은 그 

들의 웹사이트를 Malaysìakinì에 연결시켜 놓고 있으며， 그 곳에 실린 

기사들을 뽑아서 자신들의 뉴스레터와 잡지에 재수록하기도 하였다. 

2000년 중엽에 Malaysiakinì의 방문지는 1일 평균 10만 명에 달했으며， 

안와르의 부패 소송 선고 공판일에는 32만 명이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기 

도 하였다{Tong Yee Sìong 2004: 283). 인터넷 신문의 활성회에 영향을 

받아 주류 언론의 판매 부수는 1998년에서 2000년 사어에 큰 감소를 

보여 New Straìts Times는 340/0, Utusan 뼈laysia는 27%가 감소하였다 

(떠n 2003: 131). 창립자인 Steven Gan에 의하면 뼈laysi왜inì 독자층 

의 9QO/o 이상이 전문직이나 상위 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속한디{Gan 2002, Chin 2003: 

132에서 재인용). 뼈laysiakinì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독지층에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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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8%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별로는 18Ail-25서l 사이가 

12%, 26-40세 사이가 47%를 차지해서 청년과 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ong Yee Siong 2004: 304). 한편， 1996년에 쿠알라룸푸 

르 교외 지역에 사는 말레이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지 조사에 의하면， 

개인 컴퓨터 소유 비율이 응답자 중 중산혐l서 67.6%, 노동자층에서 

16.0%로 계층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대Abdul Rahman Embong 

2002: 104) ‘ 이 조사 이후 개인 컴퓨터 보유율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지 

만， π나 냉장고와 같은 필수 가전제품에 비해 컴퓨터 보유율에 있어서 

계층별 차이가 상대적 o 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계 지표들은 

인터넷과 같은 대안 매체가 젊은 층과 중산층 이상}에서 더 강력한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안 매체의 인기는 언론의 통제를 권력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 

아왔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F아들여졌다. 인터넷에 대 

해서 기존의 언론 매체에서와 같은 강력한 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었 

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초고속통신망'(Multi-Media Super 

Conidor)의 구축을 국가의 주요 전략 사업으로 채택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Malaysiakini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정부의 간섭이 행 

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식 기지증을 가질 수 없는 Malaysiakini 

레포터에 대해 기자 회견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마하티프가 1997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였던 소로스(George Soros)가 Malaysiakini에 

비밀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여 소위 “외국인 음모론”에 

의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자 하였대Chin 2003: 136). 2003년 1월에 

는 Malaysiakini에 섣린 글이 종족간 증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무설에 침입하여 1딩대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일시적 o 로 뉴스 

방송을 중단시겼으며， 딩명의 편집자를 경찰에 소환하여 심문을 하였다 

(Tong Yee Siong 2004: 307옹(8). 최근에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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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히는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포르노 등 유해한 사이트에 대 

한 검열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치적 기사나 

독자들의 편지에 대해 법적 통제를가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언론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었다. 이러한 정부 통제의 강화와 함께 

Malaysiakini를 포함한 인터넷 뉴스 미디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재 

정적 어려움도 이들이 대안적 때체로 확고하게 자리잡는 데 큰 난관으로 

님아있다. 

5. 정치적 십문 

1999년의 총선에서 집권 여당연합체인 국민전션이 총 193석의 연방 

의회 의석수 중에서 143석을 차지히는 숭리를 거두었지만， 암노의 의석 

수는 94석에서 72석으로 크게 줄어들였으며， 말레이 투표자의 절반 정도 

가 야당인 빠스나 국민정의당에 투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unston 

2000: 51). 총선 이후에 치러진 루나스(Lunas) 보뀔 선거에서는 그 지역 

이 마하티르 수상의 고향인 끄디{Kedah)주의 선거구이고 지난 40년 간 

암노가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국민정의당 후보가 당선됨 

으로써 암노 지도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안와르의 구속 여후 암노에 

대한 말레이의 지지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횡을 암노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암노의 대응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당 내부의 위계와 통합을 강화시키는 한편(Hwang 

In-Won 2003: 308-309) , 개혁운동에 대해 자갈을 물리는 방법이었다. 

국가안전볍에 의한 반정부 운동가의 구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의 강화가 후자의 예이다. 

2001년 4월에 10명의 개혁운동 활동가들이 국7멘전법에 의해 구속 

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10명이 무슬렴 테러리스트 집단"(Mujahid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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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of Malaysia)의 소속원이라고 하여 구속되었다. 전자가 국민정의 

당이나 NGO 활동가인 반면， 후지는 거의 대부분 빠스의 성원이며 그 

중에는 팔란딴{Kelantan)주의 주지사이며 빠스의 정선적 지도자인 압둡 

아지즈(Nik Ahιlul Aziz)의 아듭이 주동자로 포함되었다 200}년 9월 11 

일의 뉴욕 테러， 2002년 10월 12일의 발리 테러는 “극단주의” 이슬람주 

의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열조하였다. 빠스와 무슬럼 테러집단 사이의 연계에 대한 분명 

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빠스를 “탈레반화”하펴는{KllCX) Boo 

Teik 2003: 1(4) 정부의 선전은 뉴욕 테러 이후 더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2001년 4월에 구속된 개혁운동 활동가들이 심문 과정 

에서 겪었던 경험을중심으로해서 개혁운동에 대한경찰과정부의 태도 

를 엿보도록하겠다. 

구속된 열 사람 중 Ezam Mohd Nof, Tian Chua, Gohalakrishnan, 

Ustaz Badrulamin Bahron, Abdul Ghani Haroon, Lokman Noor Adam 

의 6명은국빈정의당의 간부이며， Saari Sungib은근본주의적 이슬람단 

체인 JIM(Jemaah Islaah Malaysia)의 전 회장， Baharuddin Ismail은 인 

권 NGO인 “말레이시아 국민의 소리(Suaram)"의 활동가， Raja Petra 

Kamarudin은 freeAnwar. com의 웹마스터 , Hisham띠din Rais는 영화제 

작자이면서 Malaysiakini의 칼럼니스트로서 이들은 NGO나 인터넷 매체 

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화염병과 사제폭탄을 시용하는 대중 시위 

를 계획함.0 로써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되었지만， 

이들이 후에 자신들이 겪었던 심문 과정에 대해 자술한 회고담에 의하면 

섬문관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는 없었고 안와르와의 관계‘ 국민정 

의당이나 NGO의 활동과 재정에 관한 젓‘ 루나스 보궐선거에서의 선거 

전략 개혁운동가들 사이의 인맥이나 외국 인권단체와의 관련， 

Refonrnsi관련 웹사이트의 웹마스터 정체， 개혁운동과 대중 집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Raja Petra 2(01). 이들은 구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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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60일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채(가족의 방문과 인권 

단체인 Suhakam 임원의 방문이 간수의 집회 하에 1-2 차례 허용된 것에 

그침)， 창문이 없고， 담요나 베개도 없는 나무 침상과 24시간 전등불이 

커져 있는 좁고 무덤고 더러운 독빚써1서 지내야 했으며， 이들의 유일한 

외출 시간인 심문관과의 면접은 하루 종일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들이 

심문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압받거나 고백을 강요받은 내용은구속자 

의 진술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안와르가 미국 CIA의 끄나풀이며 동 

성애자라는 것， 같이 구속된 동료들 중에는 여성편력자， 공산주의자， 

CIA의 기관원이 있다는 것， 국민정의덩어!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침투해 있으며 그설체는화인이 권력을잡기 위한발판으로반말레이적 

이고 반이슬람적 인 정당이라는 것， 빠스의 울라Dj{ul찌la: 이슬람 율법학 

자)는기회주의자이며 지도자중상당수가섹스스캔혐1 연루되어 있다 

는 것이었다{Raja Petra 2001: 24, 38, 59). 한편， 구속자 중 유일한 화인 

인 Tian Chua의 심문은 화인 경찰이 맡았는데， 그는 심문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훨씬 가혹한 말레이 섬문관에게 넘길 것이리는 위협을 

하였고， 안와르가 집권하면 그를 지지핸 구 암노(ex-UMNO) 말레이들 

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화인들은 배제당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Raja 

Petra 2001: 46-47). 현 말레이시아 국왕의 사촌이며 그 자신 왕족인 Raja 

Petra가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 경찰에 제출했던 자술서는 심문 과정에 

서 종족성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향상 서양의 전통 속에서 성장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서양 이어들 

을 위한 학교인 Aliæ Smith 성1001을 다녔다. 나는 학교에서 Peter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나의 아버지는 말레이 짱족이지만， 나는 영국인으로 태어났괴어머니 

가 영국인]， 영국인으로 커워졌다 ...... 나는 20대 중반 이전까지는 말레이어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 1974년에 뜨랭가누주로 이주해서 그 곳의 지역사회 

에 동화되기 전까지는 말레이적인 삶을 경멸했었다. 나는 영국적 정체성을 포 

기한 적은 없다. 이제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기에는 말혜이시아에서의 종족간 

균형이 너무나 미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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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어야 하겠지만， 언본자유의 경계플 념어서서 폭동을 유발하는 지점에 틀 

어서는 젓은- 관탱될 수 없다고생각한다 말레이시아는 그것달 허용하기에는 너 

무나 많은 인종 폭동의 역사플 갖고 있디~Raja Petra 2001: 견). 

Raja Petra는 말레이 왕족 출신이면서도 자신이 영국인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말레이로서의 정제성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자신의 비판은 말레이시아의 종족 현실을 모르는 ‘외국인’ 의 무책임하 

고순진한태도에서 기인한것이었음을 ‘고백’함으로써 면죄부를구한 

것이다. 이 자술서는 담당 경찰이 몇 차례 검열을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펴 수정을 해서 쓰여전 젓이었으며， Raja Petra는 출감 

후에 곧 자신이 겪었던 강압적인 심문과정에 대한 책을 출판하여 그 자 

술서의 내용이 자신의 진심이 아님을 밝혔다.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후에 작성한 회고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은 심문관들이 “개혁운동을 종족회-( ethnicizing Rεforrnasi) "하려는 의도 

를 일관되게 표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주류 언론에서 개혁운 

동을 다루는 방식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딸레이 구속자에게는 개혁운 

동이 외국{서양)의 사주를 받고 있으며‘ ~1 속에 화인을 위한 의도가 숨 

겨져 있으며‘ 개혁운동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이거나 도덕적으로 문 

란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혁운동은 반말레이적이고 반 

이슬람적이라는 이미지플 심고자 하였다 반면 화인 구속자에게는 개혁 

운동이 말레이 국수주의자와 극단적 무슬림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함으로써 반화인적인 운동으로 선전하였다 개혁운동의 성격에 

대한 심문관의 이러한 모순된 주장은 개혁운동을 종족화함으로써 그 내 

부에 분열을 가져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젓이다. 개혁운동에서 말레이 

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 이념과 설천의 양상에서 다종족적인 

시민운동 o 로서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한 가능성을 짓 

밟기 위해 종족적 정서에 호소하고 위협히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다. 심문관의 언솔 속에서 개혁운동은 극단적인 종족주의 운동이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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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위장된 종족주의 운동으로 규정되었다. 이 방법은 정부가 지금 

까지 반정부 운롱을 탄압할 때 사용한 오래된 방식이며， 종족관계가 첨 

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말레이시아에서 대중적 효과가 큰 방식이기 

도 하다. 정부는 국가 정책의 목표로 국민통합과 종족간 화합의 필요성 

을 주장하면서， 상횡11 따라서는 종족간 적대감을 권력의 유지에 활용함 

으로써 종족갈등을 부추기는 양면성을 보여왔는데， 개혁운동을 다루는 

정부의 방식은 후자의 측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시민운동， 종산흥과 종족성 

개혁운동온 디종족적 시민운동언7]-? 중산층은 개혁운동의 중심세력 

언가? 개혁운동은 현재 실종되었는가 잠수하였는가， 아니면 변형된 형 

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개혁운동의 성격과 이 운동 

이 말레이시아의 사회， 문화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핵심 

적인 질문이며， 입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견해가 존재히는 논쟁적인 

지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거리 시위와 정치적 심문에 대한 분석에서 정 

부와 주류 언론이 개혁운동을 종족화시키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반해 개혁운동에 동조히는 지식인들은 이 운동이 그 이념적 지향성 

과 실천 방식에 있어서 디종족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금까지 말레이 

시아 정치를 지배하여 왔던 집단주의 정치(communal polîtiα) 또는 종 

족 정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시민 정치의 장을 연 것으로 평 

가한다{Iοh Kok Wah 2001: 11; Ma깅1ah Mohamad 2001: 8; 앉100 Boo 

Teik 2003: 164; Hwang In-Won 2003: 314). 개혁운동이 단지 안와르의 

석방이란 문제를 넘어서서 지·유， 정의， 민주리는 보편적인 이념 아래 말 

레이시아 사회의 총체적인 변혁을 요구한다는 것， 이슬람 정당과 화인 

정당이 연대한 “대안적 전선”의 결성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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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개혁운동 

의 근본 취지에는 판조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틀 갖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개혁운동 내부에 이슬람적 

담론과 비이슬람적 담론 사이의 균열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존하고 있으 

며(Farish Noor 1999) ‘ 개혁운동이 너무 성급하게 정당 정치 차원으로 

진입하여 다시 종족 정치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게 됨P로써 시민운동이 

갖는 건강한 활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것이다-(Marissa Deli 2003 참조) . 

필Z뜯 개혁운동이 내세우-는 다종족적 시민운동의 이념은 단순한 허 

구적 외피에 불과하며 그 실제는극단적인 종족 이기주의에 있다는 정부 

나 주류 언론의 평가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실제 개혁운동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디종족적 시민운동으로 정형화하기에는 미흡한측면이 존재한 

다고 생각한다. 1999년의 총선 이후 대안적 전선 내부에서 빠스와 민주 

행동당이 이슬람 국가의 수립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결국 민주행동당이 대안적 전선으로부터 탈퇴하게 되는 정당 정치의 역 

학 문제는 자치히고라도‘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도 말레이와 화인간의 단 

절이 엿보인다. 

사소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는 필자가 2004년 2월에 참가하였던 

두 개의 모임에서 받았던 인상에기도 하다. 하나는 말레이시아의 선거 

풍토를 선랄하게 풍자한 연극 공연인 “선거 일(Eleαion Day)"을 관람 

갔을 때의 경험이다. 희곡 대본은 말레이 작가가 쓰고， 연출과 배우는 

인도인이 받고 무대장식은 화인이 담당하였으며， 연극 대사는 영어가 

사용된 다종족적 무대였다. 하지만 관람객의 다수는 화인이었고、 인도인 

과 서양인도 꽤 눈에 띄는 데 반해， 말레이인은 극히 소수였다 희곡 대 

본 상의 주인공은 말레이인” 화인， 인도인으로 이들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치에 대한 각 종족집단의 상이한 태도가 희화적으로 그려져 있는 내용 

이었으며， 현재의 정치 상황과 직결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 중에 

말레이의 부재는- 뚜렷하였다. 다른 하나는 “말레이시아 전국 작가 협회 

딸레이 중산층과 개혁(RefonnasiJ운동 l 오명석 ι13 



(PENA)"에 소속된 청년작가국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가했던 경험이 

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음악의 세계화와 청년문화”였는데 연사로 인류 

학 교수와 언더그라운드 락 뮤지션들이 참가히여 말레이시아에서 대중 

음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틀 연사들은 모 

두 말레이였으며， 청중으로 참석한 사람틀은 작가， 음악， 방송에 종사하 

는 말레이였고， 언어도 말레이어로 진행되었으며， 화인 참석자는 한 명 

도 없었다. 이 세미나에서 표현의 자유， 검열과 같은 개헥운동의 중요한 

이슈가 논의되었지만， 화인의 부재가 뚜렷하였다. 

이러한현상은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말레이와 화인 

간의 사회적 거리가 시민운동 속에서도 쉽사리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뿌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일상적 펴l가 주로자기 종족집단에 

속한사람들과맺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경계를넘는다는것이 정서적 

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쿠알라룸푸르 교외의 부유한 거주지에 사는 

말레이 상위 중산층{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재의 생활방식에 대한 조 

사에 의하면， 지역 내에 있는 모스크와 수라우{surau: 작은 기도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하며， 이웃 말레이 가정의 애경사어l 적극적으로 

침여하고 부조하고 있었으며， 용답자의 3/4 정도가 이 곳을 말레이 “깜 

뽕{kampong: 농촌마을이라는 뭇)"처럼 여기고 있었디{Abdul Rahman 

암ψong 2002: 134-137}. 이들의 절반 정도가 지난 2년 λ에에 해외여행 

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2/3 정도가 영어 시사잡지를 자주 읽는 편이며， 

TV 프로그램에서 인도 드리마나 중국 드라마도 종종 시청하는 등 문화 

적 취향에 있어서 상당히 코스모폴리탄적인 데에도 불구하고'(Abdul 

Rahman Embong 2002: 118, 122, 144), 이들의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는 

말레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언과 비교적 친밀한 교류를 

갖는 사람은 1/3에 못 미쳤다7) 이들 응답자가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가 

7) 친밀함의 정도률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아지만， 여기서는 조사횡택에서 화얀 친구를 

10명 이상 갖는다고 대탑했거나， 지난 1년간 화인 친구 집에 2회 이상 방문한 사람은 
화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응답자 중에 화인 친구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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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들로서 직업상 화인과의 접촉이 상당히 잦으며， 또한 대학 이상 

의 고학력 소지자로 영어 구사 능력도 높고 또한 이들의 거주지가 말레 

이와화인이 섞여 사는 부유한 지역임을고려할때， 다른하위 중산층이 

나 노동지층 또는 농민층에 비해서 종족간 교류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조사 결과는 이들 상위 말레이 

계층에서도 말레이와 화인간의 사회적 거리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 위에서 예를 든 연극 공연과 세미나는 중산층이나 지식인이 

주로 흙뼈하는 공간이며， 그 내용이 개혁운동의 이념과 부합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그 침여자에 있어서 종족간 분화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반영한 젓으로 볼 수 있다. 다종족적인 교류 

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젓은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이며‘ 일반 지지자 층에서는 그들의 활동이 여전히 자신 

이 속한 종족집단에 국한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개혁운동이 이념과 실천의 모든 측면에서 진정한 다종족적 시민운 

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경험에 뿌리박은 종족간 단절의 골을 

극복해야 히는 어려운 과제가 현실적 o 로 남아 있다. 

개혁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말레이 중산층은 과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까? 이에 대한 명확한 평기를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말레 

이 중산층이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조를 들 수 있다. 개혁운동「을 촉발하단 데 안와르의 구속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젓은 모든 연구자가 똥의하는 부분으로， 안와르의 중요 

한 지지 기반이 이슬람 의식이 강한 말레이 중산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개혁운동과 말레이 중산층간의 연관성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쿠알라룹푸르 교외에 거주하는 말레이 상위 중산층에 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깅 」이h 지만 l년간 한번도 화인 집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대답 

한 사람이 2il."7끼플 자지했다-(Abdul Rahman Embong 2002: 1껴) 

H) 이 조사결과를 딸레이와 화인간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연여주수 것으보 해 
석할 수도 있을 젓이다 하지만， 말레이와 회인zJ에 뚜렷한 사회적 거리가 있음은 분 
명하셰 나타나끄 았다 

딴레이 중산증파 개혁(Refoo11a"i)유동 , 오명석 21') 



한 조사에서 1995년도의 총선 때 응답자의 86.7%가 암노에 투표했고 

12.2%가 야댐l 투표했다고 대답했던 것에 반해(뼈띠 Rahman 

Embong 2002: 155) ‘ 1999년에 같은 지역에서 재조사를 하였을 때는 응 

답자의 12.4%만이 암노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16.9%는 야뱀1]， 

67.3%는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대Abdul 

Rahman Embong 2001: 97). 이 결과는 안와르 구속을 전후로 해서 암노 

를 지지해 왔던 도시 말레이 중산층의 정치적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 

음을 보여준다. 말레이 중산층이 화인계 야당인 민주행동햄l 투표할 

획률은매우낮다고할때 이들의 상당수가빠스나국민정의당의 지지로 

비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안와르의 부인인 완 아지즈가 당수가 된 국민정의당은 공식적으로는 

다종족정당을 표방F하였지만 안와르를 지지하는 도시 말레이 중산층을 

자신들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Maznah Mohamad 

2001: 7). 한편， 이슬램l 대한 강한 열정을 갖는 말레이 중산층에서는 

안와르가 암노에서 제거되자 빠스에서 이슬람적 대안을 찾는 경향이 나 

타났다. 말레이 도시 중산층은 빠스를울라마가 지배하는 보수적인 이슬 

람 정당， 농촌 스타일의 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9) 

1998년 이후 도시 거주의 말레이 중산층과 지식인이 대거 빠스에 가입하 

는 현상F이 나타났으며， 빠스의 당 기관지인 하라까의 판매가 도시 말레 

이를 중심으로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 빠스는 안와르의 구속 과정에 있 

어서 부당한 권력 행λh 정부와 기업의 정실주의와 부패를 이슬람적 정 

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개혁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 

로써 말레이 중산층과 안와르 지지지를 꿀어안으려는 사도를 하였대오 

명석 2001: 75). 

9) 국영 텔해비전의 이슬람 관현 대담 프로그랩의 사회자로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던 하산(Hasan Ali)이 빠스에 가입하면서 빠스의 당 기관지인 하라까와 가진 인터 

뷰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그는 기술관료， 전문직 종사자，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 
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빠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Harakah 1999년 1월 
11일자，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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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컴퓨터의 보유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중산층이 하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 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운동의 확산과 

유지에서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역시 개혁운동과 중산층간 

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암시히는 대목이다. 인터넷 사이트 상의 정치적 

토론장에 말레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터넷 뉴스미디어 독자가 급 

증한 것은 안와르 구속 이후 냐타난 새로운 현상이었다 10) 하지만， 개혁 

운동의 주제를 말레이 중산층과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 

하게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 시위 현ÀJ-에 대한 목격자의 기록에서 노동 

자나 실업자의 침여가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이들이 개혁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얄려져 있지 못하 

다. 그 이유는 이들이 운동조직의 운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인데， 그젓만으로 이들이 개혁운통에 대해서 무관섬하거나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화인 중산층은 개혁 

운동을 안와르 팩과 관련된 젓이며 따라서 말레이 내부의 문제로 인식 

함으로써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부 

진보적인 화인 중산층과 지식인이 개혁운동과 맺논 관계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인권， 환경， 노동， 소비 문제， 여성 문제 

등과관련해서 다OJ=한 NGO기-활동해 왔지만， 그주체가주로화인중산 

층과 지식인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개혁운동에 참여한 말레 

이 중산층과 지식인이 NGO가 제기해 왔던 사회적 이슈에도 깊은 관심 

을 표명함으로써 이들조F에 이념적인 연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 

이대Loh Kok Wah 2001: B). 

마지막으로! 딸레이 중산층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동질적인 집 

단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펼요가 있다 이들의 정치적 견해와 태도는 

10) 인터넷 사씨버 공간은 석접적인 대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 화인， 인도인플 
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웹 사이트도 발레이어와 영어플 사용하는 웹 λ에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 
자에는 주푼 말레이플이 참여하고 후자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종족적인 구성을 브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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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모순적인 지향성을 담고 있어， 한편으로는 민주화와 정치적 참여 

의 확대를 버라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을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었다{Abdul 

Rahman Embong 2002: 161). 즉， 민주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집단과 현상유지를 원하는 집단이 발레이 중산층 내부에 공존하고 있다. 

안와르의 구속이 말레이 중산층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반적 

으로는 확산시켰지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혁운동에 대한 태도 

나 참여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치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선거일”이라는연극공연은정부의 대본검열에 

걸려서 무려 200 군데의 수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고 공연 이틀 전에야 

겨우 공연 허가가 떨어진 무대였다. 공연이 끝난 후 공연 주최측과 관객 

간에 정부의 검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표현의 자유， 개혁에 대한 중산층의 태도 

와 실천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토론에 참가한 몇 명의 관객은 

(말레이와 화언을 포함해서) 중산층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 

에 자신에게 피해가 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장 보수적언 집 

단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산층이 당연히 개혁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아다.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이 

연극에 비싼 입장료를 내고 구경을 온 관객의 대부분은 중산층으로 보였 

으며， 토론도 상당히 유창한 영어로 진행되어 고학력의 지식인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토론의 결론은 위험 부팀이 큰 시위보다는 신문과 인터넷 

에의 투고， 탄원서의 제출을 통해서 이번의 검열 사태에 항의하는 여론 

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중산층다운 해결책으로 낙착되었다. 개혁운동 

과 관련해서 중산층을 믿을 수 없으나， 또한 그혐l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적 상횡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2004년의 총선에서 빠스와국민정의당이 몰락하고 국민전션이 압도 

적 다수를 차지하는 송리를 거툼으로써 1998년에 시작된 개혁운동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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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정치적으로는 소설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조짐은 총선 전에 만 

난 몇 명의 말레이와의 대화 속에서도 감지되었다. 이들은 개혁운동의 

취지에 적극 동조하였던 인물들이지만， 국민정의당이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계속 안와르의 석방 문제에 

만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개혁운동에서 제기했던 

중요한 요구 사항의 하나였던 마하티르 수상의 퇴진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안와르의 석방 문제도 과거와 같은 관심을 팔지 못한다는 인 

상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운동으로서의 개혁운동이 크게 익범되었다는 

것으로부터 개혁운동이 소설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젓이다 정부가 개혁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도 동시에 말 

레이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암노와 정부가 변하여야 한다는 인 

식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가 면접한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완 자와위(Wan Zawawi) 교수는 거리 시위가 더 이상 개혁운동의 효과 

적인 방식이 되지 못할 젓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개혁운동은 

작은규모의 세미나‘ 파티. 전시회‘ 공연등을통해 매우 l斗%댁f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젊은이， 대학생，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개혁운동이 시위나 정당정치와 같 

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영역에서는 쇠퇴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는 시민사회 내부로 넓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기 펼요한부분으로， 이러한 그의 전단이 정확하다면 개혁 

운동은 말레이시아 사회의 총체적 변화와 민주회를 촉발히는 시민운동 

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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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reformasi movement, Malay middle class, civil movement, 
ethnicity. discourse analysis 

Malay Middle Class and Reformasi Movement m Malaysia 

Myung-Seok Oh'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re occurred mass street 

demonstrations in Kuala Lumpur against the arrest of Anwar Ibrahim, 

then Deputy Prime Minister in Malaysia. Following demonstrations,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established a grand alliance party, Barisan 

Alternative, to challenge the ruling coalition party, Barisan Nasional, in 

the general election of 1999. The anti-government activism in this period, 

where civil activists, politicians, and the mass joined, is called reformasi 

movement as it called for total reform of Malaysian society which has been 

degraded by corruption, cronyism, and nepotism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cultural aspects of the reformasi 

movement. For this, I attempt discourse analysis on the texts written by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street demonstrations and were interrogated 

after their arrest under Internal Security Act. These texts can be regarded 

as records of lived experience of reformasi movement by those who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movement. 

Through discourse analysis, r expose contradictory and competing 

views and interpretations on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reformasi 

• Professor. De[)JI1ment of Anthropology, Seoul "'ational l iniversity 



mov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instream mass-media on 

the one hand, and civil activists and the alternative mass-media (Internet 

news portal) on the other. This can be seen as a kind of ideological struggle 

to get hold of cultural hegemony. While the government and the 

mainstream mass-media tried to ethnicize the movement, the civil activists 

and the alternative mass-media depicted the movement as multi-ethnic 

civil movement which opened "New Politics" in Malaysia. 

In the paper, I focus on how class and ethnicity work in the ideal and 

practice of the reformasi movement to grasp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ivil movement in the Malaysian context. Ambiguous political and 

cultural attitudes of Malay middle class, and ethnically divisive social 

milieu are the main factors which has shaped the process of the reformasi 

movement in its peculiar 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