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쟁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벗 선거운동:
당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천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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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월 정당들의 온라인정책은 정당혐오증과 정치무관심에 따른 정당정치

의 약화률 만회하고 당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밟전을 위한 중요한 수
단으로활용되고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활용 정도률 보인 사민당온 당원네트워
크와 사이버지구당 및 선거훈동 인트라넷의 구축으로 주목할만한 성과톨 보
인 반면， 기민연은 당원네트워크 구축과 사이버전당대회훌 통해 당내 민주

주의 확보에 일정한 성과률 보였으나 유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참여민주주의
발전융 위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가 부족하였다. 한편 북색당은 유권자 참여

시스템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울 보였고，

‘정보자율

권’ 보장과 ‘디지렬 균열’ 해결율 주장하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에주목하기도하였다.

전체적으로， 녹색당을 제외한 양대 정당의 온라인 정책운 여론수렴옳 위
한 쌍방향의 대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보다 정당조직 중심의 정보제공과

여론주도 및 홍보에 치우치는 경향올 보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툴 노
정하였다. 전자민주주의가 유권자와 정치지도자 사이의 정보와 의사의 교환
흐롬을 촉진시키지만， 대의민주주의률 대체하여 참여민주주의 수준에 근본

적인 변화률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독일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률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접

근의 보편성과 평동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북색당의 주장은 이러한 의
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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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근대국가 이래 국가의 규모와 복잡성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정착해 왔고， 대의
민주주의의 전개에서 정당이 핵심적인 역할올 해 왔다. 또한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후 현대사회로 진입해 오는 동안 정당은 소수의 칸부 또는 명사들로 구성되는 간

부정당의 톨율 벗어나， 입당원서를 통해 가입하고 일정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
에 의해 운영되는 대중정당 혹은 당원정당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헬스 (Michels 1962) 와 오스트로고르스키( Ostrogorski
1982) 가 이미 오래 전에 지척했듯이 새로운 .간부계급 (FI뻐ktion값임asse) ’ 이 형성되
면서 정당의 발전은 과두화와 관료화의 경향을 노정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에서도

바이메 (Beyme 1997) 가 1970년대 이후 독일정당들이

‘직업정치인의 정당’ 이 되었

다는 비판옳 한 바 있다. 평당원과 당엘리트간의 피리 현상 및 대중과 정당정치인
의 괴리현상올 지척하는 말이라 활 수 있다.

계급정당과 이념정당이 포기되고 국민정당 (Vo1ks뼈rtei) 1)으로 전환하는 경향과
함께 나타난 중도통합적인 포괄정당 (catch-따l-p따ty: Kirchheimer 1966) 화와 선거전문
정당 (P，없lebianco 1982) 화의 단정도 지적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올바로 대변

되지 못하고 집권과 득표율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정치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당정치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유럽
정치에도 파급된

‘미디어매개 인물정당 (media-m때iated person외ity-party) ’

이러한 위계구조와 유권자 의사 왜곡올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상은

‘미디어매개

인물정당’ 의 위계제 정상에는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 위치하며 , 이 인물이

l) 일반척으로 .국민정당 (Volks뼈rtei) ’ 은 @ 당원과 지지자의 사회구조적 성격이 사회 전
체의 계충구조와 상당할 정도로 일치하고，@ 수평척

· 수직적 당조직구조에서 사회의

이해관계 다원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해판계의 균형파 갈동의 해소가 민주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며，@ 당의 정책운 국민 일반의 공동션올 실현하는 것올 목척으로 하
는 정당올 일걷는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정당들이 각계 각충의 지지 획득올 위해 주

장하는 내용일 뽕. 현실적으로는 @ 계급 화해와 국민 홍합에 기여하는 한편，@ 당내
부적으로 당원구조률 은혜하고 당외부적으로 사회적 기반(지지자) 구조률 은폐하는 기
능을 한다고 비판된다. Mintzel

1984 ,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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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지도자로서 당정책 형성의 중심이 된다. 이 때 미디어는 최고지도자의 인물적
상징화와 대중동원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되며， 집행이 약속되지 않은 공약(空

約) 바스켓을 형성하는 기능에 한정된다 2)
이와 같은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 수단으로 퉁장한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

민주주의 3)로 불리는 획기적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회망을 갖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당정치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당내민주주의의 확립뿐만 아니라 유권자-정당 관
계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의 중요한 장점은 즉각척인 대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시간성(았tuali때t)， 기존 미디
어나 여론의 매개 없이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가능케 하는 직접성 (αre뼈eit) ,
시 · 공간척 제약올 받지 않고 복잡한 관련정황을 상세하게 셜명할 수 있게 하는
배경설명가능성 (Hinter뺑md없R않llung) , 그리고 일방향적 의사소통올 극복하는 쌍

방향 의사소통성(피없빼ty) 이다 4) 다시 말해 정당정치와 선거에서 온라인을 이
용하는 인터넷은 즉각적 · 무제약적 · 쌍방향적인 동원과 대화와 정보의 광장을 제

공함으로써 정보접근 능력올 향상시키고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전자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경고하는 입장도 적지

2)

미디어매개 인물정당의 특성으로 자이첼베르크(Se싫selberg

718) 는 다음과 같은

1996 ,

일곱 가지률 지적하였다:(1) 고도로 위계화된 의사소통구조와 의사결정구조훌 미디어
에 기반한 성공척 정치 매개의 기능척 요소로 봄;@ 당의 강령과 전략목표는 조직척
토대인 당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지도부에 의해 위계적으로 결정됩

;@ 위계제의

정상에

는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인몰아 위치하며. 이 인물이 곧 지도자로서 당 정책 형성의
중심이 됨;@ 당 지도자가 당 활동의 주요 동기와 조직 행동을 결정함;@ 당 내부구
조는 지도자의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목표에 조웅하여 구성됨

;@

미디어률 통한 정치

적 매개의 성공여부는선거에서 득표를최대화하는것에 의해 평가됨;(V당내부조직
의 구체적 형태는 당 외부의 정치적 의사소통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짜여짐.

3) 아터튼과 같은 경우는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올 정보와 의견의 전달올 톱는 커뮤니케이
션 기술 운용이라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대개는 전자매체에 의해 촉
진되는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및 국민들의 정치참여률 제도화한
민주주의로 파악된다(조현걸 2αlO，

4)

175;

최문휴 2아l2，

n때ien.uni-미er.delprojektelp破ien/ParteienP2.htm(검 색 일

5)

18-21

참조).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IParteienPl.htm( 검 색 일

: 2003/06/04).

http:νm혀ien.uni-trier.delprojek떼p빼ienIParteienP3.htm (검 색 일

성。1

2000 , 132.

2003/06/04); http://

: 2003/06/04); 김 용철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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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 대표척인 주장은 아터튼(Arterton 1987) 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일찍이
정보통신수단의 발달과 정보흐름의 신속화가 반드시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척인 참
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척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의 활용은 그 특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역시 미디어의 한 종류로서 수단의 성격올 넘어셜 수 없다는 점
에서 이용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독일 정당정치와 선거에서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
는 정당과 유권자의 괴리 및 당내민주주의의 쇠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인터넷
이 과연 어떠한 효파를 가져왔는지를 독일 각 정당의 온라인정책과 인터넷 선거전
략의 고찰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독일의 인터넷 사용 현황올 먼저 살
펴본 다음， 인터넷 활용이 당내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유권자-정당 관계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
서 언급될 유권자-정당 관계는 선거과정에서 더욱 챔예하게 드러나므로 각 당의
인터넷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사민당의 인터

넷 선거운동에 초점을 둘 것이다.

11.

정당쩡:t)와 인터옛사용의 현황 및 정당의 온라인정책 기죠

1, 정치무관심과 정당혐오종의 심화에 따른 정당개혁의 필요성
중북부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정당정치의 관료화와

과두화에 따른 정당혐오증과 정치무관심이 1970년대 후반 이후 생겨나기 시작하

여 1990년대 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는 투표참여율의 하락과 당원 및 고
정지지층의 감소로 현상하였다. 사민당 사무총장 (Bundesgesch짧sführer) 마흐닉
(Ma뼈ias Machnig) 의 보고에 따르면， 약 1O%7r량만이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

지고 여러 신문들올 원고 있으며， 15% 는 보통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저녁 π 뉴스
를 시청한다고 한다. 반면 3/4의 독일 국민은 정치에 그다지 판심을 갖고 있지 않
으며， 그중에서도 젊은층은 정치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achnig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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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투표참여율을 보면， 1970년대 초중반 사회운동 확산의 영향으로 90% 를 넘
어섰으나， 1980년 연방의회선거 이래 지속적인 감소률 보여 1990년 선거에서는

77.8% 까지 하락하였다. 투표참여율은 1998년에 반등하여 80% 를 넘어서기도 했으

나 2002년 선거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79.1%를 보이는 데 그쳤다 6)
당원 감소도 자못 심각하여， 1991 년 약 90만 명 이상이었던 사민당 (SPD) 당원이
2001 년에는 약 73 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 기민연 (CDU) 도 1991 년과 2000년 사이
기간에 13만 5천 명의 당원을 상실했고， 자민당 (FDP) 도 같은 기간에 전체 당원의
절반인 7만명을 잃었다 (Machnig

2oo3a).

당원감소 문제는 또한 젊은층에서 더욱

심각하여 당원의 노령화문제를 야기시켰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당원의

1/3 가량이

60세 이상이며

2oo3a).

10-15%

정도만 3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Machnig

또한 2002년 5천 명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실시된 한 여론조사는 고정지지충의
감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민당의 경우， 핵심지지충 (Kemwähler: 항상 특정정당

을 지지했고 향후에도 동일정당을 지지할 것을 원하는 유권자층)은 13% 였고， 잠
재지지충 (Randw때ler: 특정 정당을 지지할 개연성이 높은 유권자충)은 12% 였다.
기민연의 핵심지지충은 12% 였으며 , 잠재지지층은 11% 였다. 그리고 녹색당은 핵

심지지충과 잠재지지충올 합하여 7% 에 불과하였다 (Machnig

2oo3a).

이와 같이 정치무관심과 정당혐오증의 결과로 나타난 참여도의 하락과 정당지

지의 부유(浮遊) 현상은 독일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자못 심각한 증후
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안적 참여 · 동원 수단으로 떠오른
인터넷의 확산은 각 정당들로 하여금 당개혁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가
능성을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하게 하였다.

2.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정당훌의 온라인 정책 기조
독일에서 인터넷 사용을 통한 당개혁 프로젝트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
대는 그 중요성과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인터넷 사용의 이러한 상대적 후발성은 정치적 활용면에서 더욱
그러했다. 인터넷 사용자수에 대한 조사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 현상

6)

h뼈:νWWW.리ectionworld.orglgern뻐ly.htm(검 색 일 :

2002/06/10)

198

한국정치연구

제 12집 저12호 (2003)

의 방증 가운데 하나라고 불 수 있다.
정치포탈사이트인

‘폴리틱-디기탈 (politik쉰igita1)’ 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현

재 14-69세 연령대의 독일국민중 1 천6백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는 약 2천만 명이 사용한다고 한다 7) 반면， 독일 국영방송 ARD와 ZDF의 공동 온
라인 연구( 뼈D/ZDF-Or뻐e-Studie 2002’ )에 따르면， 2{α년 이전 4년간 온라인 사
용자는 뼈만 명에서 2천 830만 명으로 증가했다 (He밟ker 2(02).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따를 때， 전체적으로 독일의 인터넷
사용정도는 유럽명균보다 낮으며 사용료가 비싸고， 대개 3-4년 정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괴리인 ‘디지털 균열(며횡ta1e Spaltung)’
도 크게 나타나， 전체 사용자들중 2/3가 40세 이하이고， 1/3이 대졸 이상이며 , 전
국민의 21% 에 이르는 인터넷 연결 가구중 40% 가 대도시 가구로 조사되었다
(H하IOCker 2α>2)

.

한편 정당지지층의 인터넷 사용 현황올 보면. 녹색당 (Bündnis 90/，띠e Griinen) 과
자민당 (FDP) 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를 보이고 기 민/기사연 (CDU/CSU) 이 가장

낮은 수치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기사연 지지충들의 39.1%가 정기적으
로 인터넷서핑을 하고， 42.5%의 사민당 지지층이 정기척 인터넷서핑올 하는 반면，

자민당 지지충은 53.2% 그리고 녹색당 지지충은 60% 이상이 인터넷서핑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이 통계에 따르면 녹색당과 자민당의 용라인 정책이 더욱 절실
하다는결론이 나온다.

전자정부의 순위도 낮아 2002년도에는 상위 31 개국 중 13위였으며， 2003년에는
오히려 18위로 하락하였다. 정당의 온라인 정책과 인터넷 선거전도 아직 개발도상
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높게 잡아도 중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9) 역시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2002년 선거에서의 온라인 캠페인도 아
직 실험단계였으며， 인터넷이 실질적인 선거전 대안으로 퉁장하는 것은 2뼈년이

나 201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0)
그러나 2002년 연방의회 선거를 계기로 독일 정당들도 인터넷 선거전과 온라인
http://www.politik-di밍떼.de/ne찍빼뼈'egovernmentlegov2.삶1뼈(검색 일 :

2003/06/08).
8) http://www.아뼈iO.d잉생-binle뼈eu빼ter얽mdf7 1 l.h뼈(검 색 일 : 2003/06/04).
9) htφ:ν빼w.politik쇠i밍tal.뼈W빼聊，flbwlbraun.shtml(검색 일 : 2003/06/04).
10) http://www.politik검igi때.de/w빠聊，flbwlbraun.shtml (검색일 : 2003/06/1어)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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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요성올 인식하고 당내 경직성과 유권자로부터의 괴리률 극복하는 방법

으로

조직구조률 개방적으로 개편하고 네트워크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후진적인 인터넷 선거전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2년
선거를 적극적인 전환의 계기로 만든 것은 특히 사민당의 온라인 정책이었다. 사
민당은 독일 사상 처음으로 1995년 8월에 인터넷 활용올 시작했고 같은 해 가을부
터는 연방의회 활동을 인터넷올 통해 쟁방송하기 시작함으로써， 온라인 정책과 인
터넷 선거전의 선구자로 인정되며 2002년 선거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일면을 보여
주기도 했다. 현재 사민당은 인터넷 활용올 통한 온라인청당화률 당개혁의 핵심사
업의 하나로 선정함과 동시에， 전자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요 정부정책으로 입안해

놓았다.
지지층의 인터넷 사용도가 가장 낮은 기민연도 뒤늦게 인터넷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그 관심도는 오히려 더 빼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
트 재단 (Fri뼈ich Ebert S빠뻐.g) 의 주문에 따라 ‘폴리틱-디기탈 (Politik검ig빼)’사가
실시한 ’2001 인터넷 정당 테스트’ 에서 기민연 홈페이지가 1 위를 차지하여 인터넷

에 대한 기민연의 지대한 관심을 증명하기도 했다 11) 2뼈년 제 13차 당대회에서
인터넷을 언급한 이후 기민연은 최근에 인터넷 교육 확대를 위혜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중지를 촉구하고 인터넷 관련 정부부처들의 통합회의체 구성올 요구하고 있

다 12) 기민연의 은라인 정책은 공정한 자유시장척 발전을 기조로 하고 있다 13)
한편

녹색 당은

인터 넷

사용자들의

‘정 보

자결 권 ( informationelle

Selbsφes따unung) ’ 올 가장 중요한 주장사항으로 삼고 어떠한 형태의 검열도 반대
한다 (B뻐des따gs뼈ktion vonB뻐따ris 9O/Gr뻐en 때 1; M따'SChall

2(01). 그에 따라 녹

색당은 연청합의문올 통해 사민당과 함께 14대 연방의회에서 인터넷 사용을 전자

민주주의의 일부로서 모든 국민들의 권리로 인정하여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지원
에 포함시킬 것과 연방의회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도 실시할 것올 제안하였다

(Koalitionsvl빼'llg. 2002/10/16) .14) 또한 녹색당은 이른바 정보부유충(젊은충， 전문
11) http://www.여.u.뼈빠생없뼈v-2001/pr152-01.htrn(검색일 : 2003/06/얘 ).
'
12) http://www.여.u.deIpolitik-a-zlbesc삐ues빼'intenκC080500.htrn(검 색 일 : 2(03/06/05).
13) “마ancen@De.utsc비뻐d: Eine Intemetsσate밍e für die Politik." 8esc삐uss des 8undesvorsta때s der
CDU De.utschl빼S 없n3. Juni 2α)2 창조.
14) 현재 IT롤 이용한 전자투표는 미국. 벨기에， 브라질 그리고 일본 둥에서 공식척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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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남성， 도시 부유충가구)과 정보빈곤충(노년충， 버전문직， 여성， 비도시 빈곤충
가구)간의

‘디지털 균열 (digitale S뼈tung)’ 을 해소하는 데에도 온라인정책의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었다 15)

111.

인터뱃 활용과 당재혁 및 참여민주주의의 밟전

1 당내 민주주의 밟전률 위한 인터넷 활용
사민당과 기민연은 당내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사이버공간(사민당 www.spd-

0띠ine.de ， 기민연 mitglied.cdu.de) 올 회원제인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자민당과

기사연도 폐쇄형). 반면 녹색당은 전체 당원을 위한 독자적인 사이버공간은 가지
고 있지 않으나， 청년당원을 위한 공간 (www.gruene-jugend.de) 올 구축하여 개방형

으로운영하고있다.
특히 사민당의 경우， 미디어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당원들간 및 비당원들과의
의사소통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Machnig 2뼈)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정당

화를 주요 당개혁 과제 16)의 하나로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에서 실시되고 있다(고선규 2003).
15) htφ:νWWW.맹Jene-뼈ktion.de/rsvg뼈_doklO" 10030,00.htm (검 색 일 : 2003/06/05).

16) 사민당수석비서(Gene때sekretär) 뭔테떼링 (Franz Müntefering) 이 제시한 주요 당개혁과제
는 다음과 같다 :CD 결속력 강화: 당중앙과 기초활통가들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하

게;@ 대화능력 향상: 소극적 당원들과 관심있는 비당원들을 위한 포럽을 개최하고，
각 활동분과들에게 이것을 주요업무로 부과;@ 당내 교육활동의 전문화: 특히 네트워
크 교육올 중심으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 정치적 의사소통수단의 현대화와 그 인
력의 전문화;@ 온라인정당화· 당내 의사소통망으로서

‘SPD-online’ 올 활성화하고 당

원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강구;@ 충원능력 제고: 젊은 의원들을
더 확보;(1) 개방성 촉진: 차기 선거에서 10인의 의원올 당외부에서 충원하고 비당원들

에게 문호률 더욱 개방;@ 당원참여도 제고: 의원후보지명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도
롤 제고;@ 국민참여도 확대 : 연방차원에서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해 당중앙지 도부는 구체 적 구상을 강구. http://www.spd.d리seπletIPB/menu/1009377 _
뼈따lazview/azview.html?;때d=l 0096379 (검 색 일 :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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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약 5-7만 명에 이르는 상근활동가 전체를 홈홈히 조직화하고 “1 만 2천

5007H 지구당들을 네크워크로 연결”시킨 네트워크정당화를 목표로 하여 2001 년

6

월에 .사민당-온라인 (SPD-online) ’ 을 구축하였다. 사민당은 모든 당원들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당활동가들과 의원들간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간의 의사
소통망을 완비한 것이다. 그밖에도 SPD-ünline은 웹메일올 전송하는 담당자를 지
구당별로 두어 메일기능을 관리하게 하였다.
SPIK)빼ne의 의사소통망은 특히 실시간으로 외부의 어떠한 매개도 없이 직접
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내 의사소통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SPD-online은 2뼈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야당에 비해 결정적
인 전략적 강점을 갖게 했으며 (Boelter 2(02). 1996년부터 이미 약 1 천여 명의 상근

활동가들이 이와 유사한 연결망을 구축했다고 한다 17)
사민당의 이러한 노력은 당내민주주의의 확보와 경직성 극복올 위한 당개혁올

..생존농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는 곧 조직”이라는 조직구조 개편의 시급성
올 지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Machnig 2003b). SPD-online 구축의 결과는 신

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구조를 성립시켜，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며 공동
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퉁 새로운 활동 및 조직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자체평가되고 있다.

SPD-online 외에도 사민당 온라인 정책의 자랑거리는

‘사이버지구당’ (VOV:

Virtuelle Ortsverein, www.vov.de) 의 운영이다. 이 사이버지구당은 SPD빼ine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95년에 구축되어 당시에 이미 가입자가 1 ，αm명에 근접했다. 지구
당차원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SPD-online올 통해 이루어진다면， 지구당이 없는

지역의 의사소통은 이 사이버지구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18) 이 조직은 여성분과나

노동분과 및 청년분과처럼 당중앙 직속 활동분과의 위상을 갖는다 19) 다른 한편
사이버지구당은 비당원들， 즉 유권자 일반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당내의사소통을

17) http://www.spd.deJ었vleνPB/men비101 0929 (검 색 일 : 2003/06/07).
18) http://juni2002.spd-parteitag.de/servletlPB/menu/1 07 61 28/#SPD-Online% 20-%20Das %
20Mitgli，때emetz(검 색 일 : 2003/06/04).

19) 사이버지구당에서 ‘지구당( Ortsverein) ’ 이라는 용어는 사민당 조직구조상의 용어가 아
니라， 사이버지구당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 지구당의 뭇올 가진 용어는 Verban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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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간의 범위를 넘는 가상공간조직으로 인정된다. 실제 2001 년도 사이버지구

당의 회원들중 20% 는 비당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찌)
기민연의 경우는 시간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민당에 비해

대단히 열세인 상태였다. 기민연이 사이버공간올 중요한 당의 정책으로 수용한 것
은 사민당보다 4년 늦은 1999년 10월부터였다. 그후 첫 2년 동안 사이버네트워크
에 접속한 기민연당원은 전체당원의 약 2% 에 불과했다 (M따sch외12001 ， 40. 사민
당의 사이버네트워크가 당원 문제에서 조직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시스템인
인트라넷 (in없net) 파 비당원에 대한 개방형을 가미한 형태로 발전해 칸 반면， 기민
연은 기존의 당원 관리와 참여 방식올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민
연의 정책도 결코 사민당에 뒤지지는 않았다. 기민연의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사
이버전당대회 (Vírtueller Parteitag) 의 개최였다. 2000년 11 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

민연은 교육문제에 관한 사이버전당대회를 열어 가상공간에서 토론과 투표를 실
시하였다. 비록 온라인투표 참여도는 저조하여 총 I 만 3천 500명의 이용자 가운데
약 400명에 불과했으나 (Marsch떠1

2001 , 42) ,

그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전

당대회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녹색당도 같은 해 바덴-뷔르댐베르크 (Baden-W파temberg) 주에서 주(州)사이버전

당대회를 열어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녹색당의 온라인투표는 기민연

과 달리 명당원이 아니라 대의원들에게만 허용되었다.

2. 활여민주주의

밟전률 위한 인터넷 활용: 인터넷 선거전략률 중심으로

현재 독일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전문적인 유권자정당

(professionelle W때lerpartei) ’ 을 목표로 당개혁이나 전략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사민당의 경우 2002년 선거에서 인터넷은 미디어대표자와 유권자 및 당원들
과의 의사소통수단만이 아니라. 집중되고 통합된 캠퍼1 인주관기구로서 선거전략

총괄기능을 수행했다. 캄파정보시스댐 (KIS: Kampa-Informations-System) 21)으로 불

20)

사이버지구당 회원들의 정우에도 연령과 성에서

‘디지털 균열. 온 나타앓다. 전체 회원

들중 약 9% 만이 여자였고 명균나이는 37세였다 (M따'sc뼈11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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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 총괄기구는 한 가지 정보체계률 통해 연방차원의 선거 전체률 지휘한 독

일 사상 최초의 경험이었다. 1998년 선거에서 인터넷은 캄파 기구의 8가지 세부

활동분야들22)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면 .2002년 선거에서 인터넷은 동원과 정보 및
대화의 광장이라는 고유한 역할 외에도 선거전략의 인트라넷기구로 사용되었다.
그와 함께 π 중심의 기존 언론매체률 통한 선거운동의 비중면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생겨났다. 1998년 선거에서 특히 W를 중심으로 한 기폰 언론매체 이용 선

거운동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던 반면. 2002년 선거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의한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션거에서도 물론 인터넷 활

용 비중이 π 활용 비중보다 높지는 않았다 23)
사민당의 온라인활용 정책은 당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성공적인 인터넷 기업과
협력하여 당외부 전문가들올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인터
넷 사용방식은 당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호연결하고， 온라인잡지들올 발간하며， 인

터뷰와 화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자료실올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 퉁이
었다. 이를 통해 각 방송사와 신문사의 기자들도 당과 선거에 관한 신속한 정보를
취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인터넷은 자원봉사자 동원에도 효과적이었는데， 주로

21) http://www.π'-guide.de/o띠inet빼21 002al.htm(검 색 일 : 2003/06/04).
22) 8개 분과는 전략수립부， 미디어부， 여론조사부， 자문/교육부， 미디어분석부， 이벤트마
케탱부， 인터넷부. 연셀/문서작성부이다 (J삐 2001. 63). 캄파(Kampa) 는 매스미디어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올 사용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적 선거전의 상징’ 이라고 할 수 있
다. 캄파는 또한 미국식 모텔에 따라 사민당 역사상 최초로 당중앙 외부에 셜치된 대규
모 선거사무실로 알려졌다. 캄파의 인원은 당원 자격과 무관하게 각종 여론조사와 미디

어 및 마케탱 전문가인 당 외부의 인사들로 충원되었으며. 이들은 쉬뢰더의 참모로 기
능하였다. 그에 따라 당원의 기능이 점차 없어지고 당지도부가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파
직접 접촉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캄파의 선거전은 최고공직후보자에 집중된 이미
지 전략에 따라 쉬뢰더률

경제정책적 능력올 갖추고 집행력 있으며 신뢰할 만한 호감

있는 인물’ 로 형성해 나가는 데 초정을 두었다.

23)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특정인 미디어사회의 조건으로서 독일사회가 띠는 사회척
상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었다. 인터넷 사용의 활성확가 늦은 반면. 기존 언론매체와

특히 π의 보급은 압도척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최근 10년간 일간지
와 잡지가 양척으로 배가되어 약 %여 개의 언론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한 가구당 평
균 38개의

2003a).

TV 채널이 시청되고， 총 60여 개의 방송사가 시장에 진출해 있다 (Mach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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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온충의 동원에서 그러하였다. 물론 상술한 사이버지구당 (VOV) 도 자원봉사자돌
올 동원하고 적극적 유권자들을 당 활동에 참여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
할올수행했다.
2002년도 선거운동에서 사용된 각 정당의 온라인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보제공. 여론수렴， 여론주도， 홍보 및 이메일 선거운동올 망라한 종
합적 전략을 구사했다. 그중에서도 사민당의 인터넷 선거전략은 상대적으로 가장

효파척 · 효율적이었을 뽑만 아니라 쌍방향 대화의 역할변에서도 앞선 것으로 평
가되는데， 그 활동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온라인 캠페인립 (ocr: 뻐le carn뼈i빼g
T없m) 이 있었다. ocr의 주요 활동은 다옴과 같다:

·신속하고 총괄척인 이메일 네트워크 구축

• 사민당 배너캠페인 참가
• 선거전에 사용되는 모든 햄사이트들의 통합
• 선거전에 투입된 모든 채팅과 뉴스그룹에 참여
• 네트워크률 통해 자원봉사 선거운동가들을 관리
• 훌륭한 선거전략 아이디어들의 교환과 확산

ocr

구성원들의 활동방식은 특히 자원 원칙에 따라 당원과 인터넷 동호자들의

독자적 사이버공동체률 구성하여， 적극적 회원들올 실제 선거전에 투입하는 것이
었다. ocr의 이러한 활동방식은 선거전올 통해 유권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올 가

능케 하고 당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토론에 참여한다는 긍정적 발상
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π의 활동도 자발적인 유권자조직들올 홉수하기보다
당이 직접 조직한 것으로서 당의 정책과 이미지를 선전하는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는없다.
사민당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기민연도 2002년 선거를 겨냥해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2001 년 5월 15일과 2002년 6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인터렛의 밤’

(WWW.inteme1ni앙lt.여u.de) 행사률 열어 당의 온라인정책을 활성화한 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 행사도 당의 이벤트성 행사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전체적으로 기민연의 인터넷 선거전략은 실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의 밤

사이트에 올라 있는 최근의 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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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기민연에게 인터넷은 단지 선거캠떼인 미디어믹스 (M뼈.a-뻐x) 의 한 요소

로만 간주되고 었다”갱)고 하며 획기척인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역셜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기민연 수석비서인 마이어(Laurenz Meyer) 도 “2002년 연방의회에서 기

민연은 네트워크 전략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효과적인 온라인 선거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또다시 패배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비판하였다.경) 그와 함
께 마이어는 기민연의 인터넷 제공이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로서 당내부 의사소통
활성화와 당의 캠페인 역량 제고를 제안하며 연방차원의 정책을 촉구하였다.
2002년 선거당시 연방의원후보들의 정당별 개인 홈페이지 명가에서도 정당별
온라인 정책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다. 사민당 의원인 쉴트 (Horst Schild:
www.mdb-schild.de) 가 최선두를 차지했고， 그 뒤를 기민연의 플라흐스바르트 (Maria

Flachsbarth: www.flachsbarth.info )가 이었으며， 녹색당의 쉬바르처-리머(뻐gelika
Schw따zer-Riemer: www.gruene-띠edersachsen.de )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자민당의

경우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 가장 뒤쳐졌는데， 가장 젊고 현대적인 인물로 알려진

투물러 (Urs띠a Thumler) 조차 아직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다 26)
1998년 선거 당시 각 당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의 차이를 보
였다. 단순명료하고 조감적인 사민당 홈페이지가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긍정척

으로 평가되었던 반면 27) 기민연과 녹색당의 홈페이지는 메인페이지에 모든 정보
률 집결시켜 스크롤링을 많이 해야만 했으며， 상하위 항목 분류가 비체계적 -

동

일한 항목이 하위항목과 상위항목에 중복되어 있었고 상위항목의 크기가 상이했

다 - 으로 구성되었다 28)

24) http:νwww.internetni앙lt.cdu.빠workshop4.htm( 검 색 일 : 2003/06/1어).

25)
26)

http://www.intemetni앙lt.띠u.d잉'worksho어.htm( 검색 일 : 2003/06/1여).

http://www.mdb-schi1d.d앙'weblpressemit.php?pmid=86 (검 색 일 :

2003/06/04).

27) 물론 사민당 홈페이지도 상반되는 성격들이 통일한 디헥토리 안에 있어 혼동올 일으킨
다는 비판이 있다(예를 들어 , 여가와 오락; 정보와 설득; 뉴스와 정보; 서비스와 주문
센터가 각각 그렇다). 여기에서는 세 정당의 홈페이지 활용수준의 차이만올 지척하고
자 한다. htφ:lIm때ien.u띠-trier.de/projektelp따teienIParteienP4SPDf.htm (검 색 일

: 2003/06/

04).
28)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이후 대폭 수청되어 녹색당과 기민연의 홈떼이지도 조감척이며 체
계적으로 구축되었다. 톡히 기민연 홈떼이지는 상술한 바와 같이 2001 년 쟁당 홈떼이지
콘테스트에서 l 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민연의 인터넷 선거전략은 홈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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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거운동에서 나타난 커다란 공통점은 인터넷올 TV 활용의 중요한 보조수단으

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사민당과 기민연은 TV 토론 이후 구체적인 반박과 정책 풍
올 별개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세부적으로 상대방올 비판하거나 자신의 정책올
선전하는데 활용하였다(사민당 www.spd-extra.de. 선거 후 폐쇄; 기민연
WWW.w，빼1fakten.de) . 방송사 사이트나 정치포탈사이트들도 여러 의원후보들을 채

탱에 초청해 주요 이슈에 관해 시 · 공간객 제약없이 인터넷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예 :

www.tagesschau.de , www.politik-digital.de , www.wahlthemen.de: Hebecker 2002).

사이버 공간의 시 · 공간적 무제약성에 따른 ‘배경설명가능성’ 올 잘 활용한 사례
라할수있다.
상대 후보 및 청당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도 포지티브 전략과 네거티브 전략이
함께 구사되었다. 포지티브 전략의 사이트들은 각 당의 총리후보 개인 사이트들과
쉬뢰더의 총리사이트 (www.b뻐des없nzle때)로 대표된다. 반면 네거티브 캠페인 사

이트의 예는 사민당의 경우， 기민/기사연의 수권무능력을 상정하는 ‘수권무농 사
이트’ (www.띠cht-r빵erungsfaehig.de : 선거 이후 폐쇄)와， 그 총리후보인 슈토이버를
비난하는 ‘스톱-슈토이버 사이트’ (www.stoppt-stoib앙.de) 로 대표된다. 기민연의 경

우도 사이버상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개별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서 ‘쉬뢰더 하야
필연 사이트’ (www.schr야뼈'-muss-weg.de) 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톨의 공흥정은 게시판이나 방명록올 셜치하지 않아 방문자들의 의견
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의 악성 인신공격이나 루머들올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의 쌍방향성의 장점올 활용해 여론

을 수렴하지 않고， 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직되고 작성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동

원하는데 치우쳤다는 지척도 가능하다 29)

구성과 달리 다양한 사이트률과 인터넷 통호회 구성에서 사민당을 농가하지 못했다.
http://m어ien.uni-trier.de끼projekteJ뼈rteienlParteienP5GRUENEf.htm(검 색 일 :

29)

2003/06/04).

일상척인 당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도 사민당파 기민연온 공홍챔율 보인다. 비당원 유
권자와의 의사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었으나， 주제별 토론광장의 형태로 구축했다는 점

이다. 반면 녹색당은 주제별 토론게시판 외에 자유게시판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
청당 모두 토론게시환이나 자유게시판올 메인페이지에서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링크된
다른 홈페이지훌 접속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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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곁

롤

독일 정당들의 온라인갱책은 정당혐오중과 정치무관심에 따른 정당정치의 약화
률 만회하고 당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당원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네트워크정당으
로서의 대중정당 혹은 당원정당의 확립과， 당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유권자
정당 관계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유권자정당으로서의 거듭남이다.
전반척으로 인터넷 사용의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척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활용 정도를 보인 사민당은 당원네
트워크와 사이버지구당 및 선거운동 인트라넷의 구축으로 다른 정당들에 비해 당
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발한 기민연은 사민당과 유사한 당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전당대
회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확보에 일정한 성파를 보였으나， 유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참여민주주의 발전올 위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원들

중 인터넷 사용률이 가장 높은 녹색당의 경우는 당원플의 의사결정 참여의 활성화
를 위한 단일 목적의 사이버공간을 구축하지 않고 비당원과 당원올 구별하지 않는
개방형 자유게시판올 운영함으로써 유권자 참여시스템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 문

제에 접근하는 경향올 보였다. 특히

‘정보자율권’ 보장과 ‘디지털 균열’ 해결올

강조하는 녹색당의 온라인정책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선
견을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론수렴올 위한 짱방향의 대화 공간올 충분히 제공하기
보다 정당조직 중심의 정보제공과 여론주도 및 홍보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민당과 기민연은 공통적인 한계를 노정하였다. 전자민주주의가 유권자
와 정치지도자 사이의 정보와 의사의 교환흐름올 촉진시키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여 참여민주주의 수준에 근본척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아터튼

(Arterton 1987 , 14-15; 김용철 · 윤성이 2000 , 13 1)의 주장이 독일에도 적용된다고
할수있다.
또한 남성， 젊은충， 고학력 및 도시 부유충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청보부유충과
여성， 노년충， 저학력， 비도시 비부유충 가구의 특정율 보이는 정보빈곤충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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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균열’ 이 폰재하는 가운데 당내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수

단올 온라인정책과 인터넷 사용자들에 편중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점은 의사
대변의 또다른 불평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제
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접근의 보편성과 명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백선기 2001 , 21). 청보 자율권’ 보장과 ‘디지털 균열’ 해결에 대한
녹색당의 주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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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line Policy and Internet Electoral Campaign of German
Political Parties: Strategies to develop Inner- and

Participatory Democracy
B셰빼hll J빼

’The gennan

politi，띠l 맹rties

| 앓뼈

have made good use of online policy in making up for the

decline of p없typ이itics because of politics- and party-disgust and in developing innerdemocracy of p:하ties and partici뼈tory democracy. SDP which have m때e relatively best use
of intemet constructed network of p따ty members, cyber district 따tyc뼈pter and intranet of

‘

electoral 때npaign. on the c이ltrary tl e online policy of CDU has not been effective enou앙1 to
develop participatory democracy in relationship with its voters, while it has 뼈d cert없ng'αxl
results of inner-democracy through construction of network of its members and cyber dis며ct
뼈Iη

chapter. on the other hand the Greens have approached the problem of inner-democracy

with the

voter’ sp없ticipation

emphas비ng

system and noticed a new

sociall빼blem

in the digital age by

security of “ information autonomy" and se띠ementof “di링tal cleavage".

But 야te online p이icy of the two greatest 뻐rties in general tends not to supply the bilateral
communication but to be 뼈rti떠 toward offer of public information and lead of public opinion
in centering round on their 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elecπic democracy, for all generality and eq뼈lity of the approach to information have
tobegu따없lteed.

From tlús p이nt of view tlte cl외m of tl1e Greens is very stimula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