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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쩌크 죠혀흔e 기존의 정딩이나 노용조잉을 중싱므로 하는 위거액 조 

직온이나 징§칙 조씩톨을 비윈혀언서 수g씌이고 다용싱쭈의적인 죠직용을 

강죠히었디 하X 안 내트예a 죠직톨은 징딩톨 §싱으호 언 전위죠혀톨에서 

에시히고 잉는 시회연어용톨의 를g힘 욕적과 욕g 그리1 지도씨혁의 우 

찌로 잉예 잉생i 수 잉는 g셰정톨에 대힌 대인를 제시하지 옷하고 잉디 

요인 "'트엠크 흐직톨g 톨잉진신틀이 .. 쟁의 궁곡혀 육g의 싱혀 수딘괴 

잉잉얘 대에 서료 견해. 앙리에연서도 공용전선을 엉성시키고 잉다는 시잉 

을 인정히지 잉l 있는 것이다 미지악으흐 네트쩌S 죠직톨g 호찍운영의 

인쭈집중제. 비판에고 잉지인 죠찍흘영의 잉집§여기 인쭈성흩 보정에밑 

것이 이나리는 g얘 대에서는 고려히지 않고 잉디 따라서 예트써크 호직g 

용 디용피 강용 비핀을 극욕히연서 제구성외지 잉으연 인g디 엇에 지용쭈 

의 에쩌오숭외 싱이로 시엑연어괴 연얻원 다잉낀 운용쭈에등이 의g외었는 

데 네트쩌a 죠찍톨g 그러힌 연상의 원밍을 지용쭈의 셰쩌g숭에서 *기 

보다는 다잉언 용동추에i의 엉성과 g용믿을 강흐히고 잉디 출에 자밍칙 

잉 i톨피 연대의 대인셰계여용융§ 인지온쭈의 진g’ ‘ g 시의쭈의 전찍으 
를 전피시낀다고 잉 수 g다 셋에 예u크의 디잉힌 쭈에를이 자흩쭈의 

에씨의 지얘제긍피 정에잉인지률의 지원을 양을 수 잉다는 징。 다 넷에 흐 

칙운동 긴의 네트쩌크기 정에싱의 정치. 디잉힌 .~의 의제로 잔의시었다 

는 ξ리는 지극히 자의찍이디 

쭈제어 대인세끼확운동 신시핵g동 네등에크 죠찍 다중 인지g쭈익 

.이 논용용 "'"년 도 언국@슬진흥예딩외 중경연구와1예 얘엔 지앤샤엉의 도용으호 !’성 

되었다(KRF2007-4 1 HI46(2) 이 논용외 완성을 에에 생시예주신 익명의 싱사자률에찌 강 

샤드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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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셰제기 

국찌 NGO응용 ’999년 시애톨 션쭈에서 커다한 힘융 앙회하었아 국제 NGO흩 

이 회의나 포엉용 념어서셔 직껑적인 저항의 주셰로 용징하였고 자용의 지구화얘 

저항하는 대안세계화운동에서 주Ji얻 역항융 당당하재 되었다 그런에 얘안세계 

화훈흥외 다양한 주세률용 정치조직용 중싱으호 한 훈흥융 비연적인 시각 용 다 

수자 정치 혹용 정당갱치를 중심으로 힌 운동용 용동조직 간의 자융성융 저혜하는 

것으료 앙당하연서 제도화원 다수자 정치 혹용 정당정치의 완료주의객 권위주 

의객 성격융 비딴하였다 륙껑 죠씩이나 이녕에 의해 욕갱회의거나 정중화되지 않 

용 대안세계화올용의 자융객 네트쩌크용 강죠하였언 것이다 

그런떼 갱치조칙이은 대중죠직이은 혹용 NG。이동 저항의 네E씨크용 토대호 

대안셰째화용용융 정개하고 있다 웅용죠직 간의 에트쩌크는 자온주의 세찌에 저 

항했언 역사의 산용이다 안자온주의 여영운용옹 갱 '1죠직 간의 예트워크안이 아 

니라 정시죠칙과 노용자 얘충초객 간의 네트써크 자생척인 을뿌리증 죠칙흩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갱치조직파 용뿌리 조직흘 간의 에드휘크용 은간으호 하였다 

이혀언 이1트써크는 국민국가 수춘의 연대안이 아니라 킥찌적인 수춘의 연얘용 추 

용하연서 안지혼주의 어영훈용의 토대용 강화하었으여 우쟁의 국연얘서 이려한 

네트워크톨 작용시컸다 용제는 1아@년대애 흩어셔서 사회주의 세재의 용암와 항 

께 정치죠칙융 중싱으로 한 네트워크도 앙깨 용란하였다는 갱이다 -가장 극적인 

정당의 위기는 당:프용해타리아 션외 당=진리라는 당 용신화에 의얘 프용에타 

리아트육재라는 이용하에 애에졌언 당욕재의 용획이 보여중 전쩌당의 쩌기이다 

또얻 연대 자온주외 사희에셔 정셰 잊 사회얘 대힌 국가개입의 증대 이와 한련원 

정영외 대중용항기구화 내지 의사(용111)극가장시화외연서 시민사회외 션용엉트이 

기용 영추고 오히려 국가권력의 션동영트료 기능하였다 욕히 지애대중정당용 국 

가애 용엉원 국가갱당(，ωe 야ny)이 되었다."(송효정 2002 , 173- ln) 측 서유링의 

마르크스주의 당률이 부프주아적 갱치의 의이에셔의 야당이 핑으로써 혁영양이 

A 경상 프용헤타리아 대중융 부르주아극가 숫에 용합시키는 당리 양하연 우E주 

。} 계g지애에 대항하는 대중￥갱용 혹앙시키고 전연걱으호 양션시키기보다 그러 

앤 후갱용 순치시키고 ￥g앵워호 욕소시키는 사실상의 푸르주아계g지애의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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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호기쩍 극가장씨호 전~원 것"(깅셰 il" 1 992 . 67 )이다 

예안씨1씌운용에 장여하는 즉찌 N∞ 잊 정쳐죠씌률용 국가정당으효 션확g언 

"f르크스주외 정앙용 '1"하연서 융얘리 "혀외 자흩생에 기안하는 '1-엠파 쇼용 

외 네트워크 용 강조하었다 예특워크 죠씩이용용 68여영 이후얘 앙성씨외기 시싹 

한 용*리 조직훈동용 용씌 명가하연서 앙선하었고 다수자 갱치 잊 갱치조혀외 

상의하g쩍인 용앤 충싱의 훈용 충앙잉충획인 지도 중싱의 &용 세도>1핑 갱 '1 

권혁 중징외 운동 뚱용 이연하었다 셰오혀 정씨풍간에셔 나타난 엄상i- lf씩 영 

가하연서 이용의 정당성을 '1"-하에겨안 대안셰찌억용용 잊 다양언 후쟁에 창여 

하고 잉는 갱씨"직용 용석 영가하는'1 잉어서 이흔의 정당성융 억묘하기가 엉 

져 앙앙고 또언 정치조직 잊 노용차 대충'"씩용 중싱으호 엔 예트워크외 엉성색 

옥연훌 'f잉영가하거나 자의객으로 져당하는 한찌에 우딪혀기도 하었다 에브에 

크 죠에이용의 은거이자 용시에 한져용 나타내는 지정인 것이다 

이 논용용 사회주의 정당조칙용에 대한 네트워크 조직용의 비용에 대한 인비연 

찌 사회쭈의 청당용 충싱으모 얻 네트예크 조씩은융 셰구성하혀 얻다 사회주의 

정당융 중싱으호 언 사회연어용용이 자용주외 사회예껴의 오순외 확장 잉 싱여파 

정예서 그 정당성융 씨용세 확보에 나가l 잉고 !E힌 중냥이 지엑융 양싱으요 " 

셰기 사여주의 혁명운동의 새로웅 션영으i 대우되고 있기 예용이다 에E씨크 죠 

혀t!. 1 인자용주의쩍인 사회언억운동찍 유기혀 완찌로 찌구성영 수야에 었는 이 

용객 은거융율 따보하혀 하는 것이다 

1I 사회훌륭 네트워크 연구에 대안 비딴 

1960년에 충안 이후우터 에우 다양@ 사여훈용이 ~~하거나 찌연외자 사회용 

흥에 예언 연구는 잉단앵용의 용셰 사이훌용조씩의 셰도화 용찌(>1도쩍 앙용가 

‘도화 논리 지에구조 동) 집단객 용앤외 에카니층에 잉충하였다 。1혀언 연구 

는 자원용원이용으호 옐션의어 상용추의혀?! 찌앙영용에 대언 주셰성 욕 주요@ 

연구대싱이 용용조직의 리더성 점예구죠 앵여 인생티브 자앤의륙의 수앙 용이 

었다(ZaId and McCarthy 1988) 이러@ 연구률용 샤회운용의 전개과정 운용죠예외 

~ti 파정 운용의 중싱석 주세엉성외 까갱 안영혀 질천영해용 즐혀싼 논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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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찌도와 사회척 셰제의 운찌 용융 규영하는대 기여하었다(Gerald F. Dayj‘ 외 
200S, 6-9) 이종용 사회용용과 사펴혁영의 용영과 얀션에 대한 연구에서 운용조 

젝외 풍잉구죠 정치적 앙여의 기회 사회운용과 사회혁영의 구생파정 용융 규영 

얻 것이다(McAdam ， McCarthy . ar잉 ZaJd 1996) 또한 조식화 잊 용앤 파정에 중갱 

용 등 연구(Femandez and MçAφm 1989: Kins 200): McAdam 1 9ß8)도 샤회용흥 네 

트워크의 영요성용 강조하고 잉다 

그러나 이혀얻 연구률온 운동조직의 웅영 잊 잉단객 동앤구죠에 엉중얻 나어지 

죠직 간의 자양척 에E찌크의 운용의 링중싱성융 강조하는 에트쩌a 죠직이용가 

흘에 의에 비딴용 앙았다 갯찌 훌용주세흩외 자씬적이고 능통적인 역량용 수용 

적으로 동왼외는 억랑으호 명하시겼다는 것이다 갱단적 용앤에 영요한 죠직걱 자 

앤용 찍욕하기 외안 파쟁이 을 운용주세종 칸의 자양적 네트예크얘 기안하는 것이 

아니라 피흥적 용앤 네트써크용 작용시키지 않융 수 었다 올찌 훈용주세을외 용 

it용하고 다양한 의석과 이녕용 조직용 충싱으호 칭충시킴으호써 훈용주쩌률의 

의식파 이녕융 예욕시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λ}펴웅똥이 나 혁영&용의 리더 

률이 보유하고 있는 의식과 이녕융 용동주새을에게 강요하는 구조용 얘셰앙 수 없 

다 셋셰 네트에크의 실갱객인 동력옹 개인객 수중의 갱여와 자양척인 죠칙얘 있 

는 것이지 죠직척인 용씬에 당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Obo밍패1 1973 : knkis 1986 

S. Tarro‘ 2001 : B. KI3J‘.~‘s 2OJO : B. KJm잉ermans and Staggenborg 00. 20)2: D 

Porta . M.A뼈"C<<a. L. M∞~ 뼈 H. Reiter. 2006) 

네트워크 초직이용에 바앙용 둔 연구는 사회옹동 조칙 간의 상호원째얘 초정융 

두고서 진앵되었다 초칙 안 상호교휴 잊 정치객 네트워크 연구(1)찌 and McAdam 

2003) 사회운용 네트씨크얘 대한 성중석 연구 (Tarrow.S ， 201') ) 조직 상jε간의 역 

용걱인 에카니용 연구(Diani 1995: Rosenth.al clal. 1985 : 1997) 조직의 네트워크 형 

애가 사회훈용의 특혹한 특성융 나타낸다는 연구(Diani 1992) 그리고 개인객 수준 

의 참여와 자연적인 조직융 중심으호 안 조칙 상호간의 네트워크 용앤파갱애 대한 

연구 (Mc~잉ld RotoJo 1996) 둥이 그것이다 

이히한 연구을용 용흥죠식용 간외 예트외크에 대언 협상과 구죠용 유영하연서 

올풍죠칙 간의 네트워크 용제용 악용적인 용석 명가의 대상으호 양전시켰으여 

또힌 밍으로우터의 자양척인 를짜리 조칙 간의 네트워크 연대가 올석 명가딩으 

호써 세오화원 정 '1적 조직의 역앙파 기놓아 연화핑 수 있는 도얘용 구축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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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는 사회용용 내에서의 네트워크 파정에 대한 세계적인 조사와 용석옳 

가능하재 하였다 갯께 사건얘 용찌었언 네트워크에서 안씨앵동융 주도예 앞언 

영풍가용이 단셰앵동에 어떠한 영향융 꺼치는가용 세계적으로 용석하는데 도용올 

중다 네트워크'f 앙흥가 개개인의 애용파 견정얘 어이한 외상융 갱하고 잊는가 

혹용 그융의 영향력 대g성 지도력 퉁이 예트워크에서 어이한 외상용 갱하고 있 

는가 퉁이 규영영 수 있다(M. Diani 1995) 융찌 네트써크의 양식파 연대의 앵엉 

그리고 네트에크 구조 용융 유형화하였다 Ego-에트써크 다중 영버싱용 토대로 

하는 예크워크의 중싱성 용석 네트예크 간의 깅앵도 예E워크에 창여하는 주세 

융의 계급적 성격 용이다 (M αani and D. McAdam 2003, 13) 씻찌 사회운동 앙동 

가응이 세로운 연대 네트워크용 어잉게 형성하는가용 셜영하는애 도융융 준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형태는 곧 운동의 생격융 규갱에 용 수 있는 네트워크 건션션 

강의 경파로 간주원 수 있기 예운이다 (B . Klandermans a쩌 S앵'"∞I"g od. 2(02) 

그혀나 이러한 연구동용 정치적 용흉죠직이나 정치적 11용가을의 성격융 제도 

화원 국가권허용 추종하는 것으로 간주하연서 갱치적 운동조직이나 갱치적 안용 

가융이 앙용하는 네E얘크의 운찌용 간과하고 잉다 용흔 정치척 웅용조직이나 갱 

치쩍 왕용가등이 네트워크에 창여하는 것용 거부하는 것용 아니지인 반자용주의 

올흥과 한연흰 그러안 주찌당의 웅동 충싱성용 인정하지 않는다 갱셰성의 정치 

흑 자용의 지구화에 저항하는 운용의 갱세성용 시민권리 노동권리 여성건리 인 

권 풍의 권리용 인삭하고 보연화하는 것인 안큼 그러한 갱세생용 영성하기 외한 

운용용 다충흥의 정치적 쭈쟁의 파갱으흐 양전하지 않융 수 없다 갱셰성융 형성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용용 자용의 세계l아용 교려항 얘 초굿적인 영대요 냐강 

수밖에 없다 각금의 사회훈통용 정씨성의 용찌얘서 중싱생융 핫아야안 한다 풍 

산주의 에제가 와혜외었다는 정용 고려하연 더욱 그려하다" (R. MUlICk 2(01) 정 

셰성의 갱치는 소수의 천운격인 그용생앤율의 정치적 공용이해와 양계급적 시인 

공동세의 이에안융 추구한다 오능냥 안자온주의 웅동에서 일어냐는 상호작용융 

바퀴용과 바퀴상 한제 용 안자온주의 훈용옹 한 명어리로 용셔서 중려간다기보다 

개영칙이연서도 대풍하재 구성원 옹수의 단쩌용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융 띤다 아 

해용파 야퀴살인즉슨 하나의중심 그러니까다흔오든것융용 이어즐@퀴왕이 

있어야 한다는 항§옹 지니는 것인얘 안자용주의 훈용에 안약 중심이 있다연 그 

건 어디까지나장갱적인 것일 원이나. (S. T，예ny 2007 갱9-2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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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예트쩌크 죠직이률에 대얀 비판쩍 구성 

1 네트워크조직이용의정당성 

1) 일으로부터 운훌되는 디중적 주셰 룬석 

wro외 시에톨 회의얘 대비하여 7s개국이 녕는 나라융의 엉P여 1<\’리 죠칙을 

이 기업의 당욕과 부의 집중 인용싱희 그리고 지속용가웅힌 생산찌 소비외 예얻 

용 지지하는 wro얘 안대하는 저항융 조직하였다 소쩌 1m년의 시에를 전쭈는 

국셰연대운풍의 또 다용 정앵융 안동었다 딴세계화 운용 이 국인욱가 내부의 후 

쟁으호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1-쟁 잊 대안 셰셰'f 운용으호 양전 

하연셔 세로용 대아사회흩 요색하기 시작하영다 

-신자유주의의 정세객 령과로우터 고용 앙는 사랑용 정용적 의이의 노동지 계융 

!’안 아니라 빈인과 주연화원 사영올 빈곤한 중산총 연악얻 중소기업융 소유하 

고 있는 갱단 비용식 우용의 노융자 중소 놓업 생산지} 성영자 연긍 생앙자 경 

싼 빛 냥용 계g외 군인 톨융 쪼엉얻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경제객으g 영엉용 앙 

는 사강동앤안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스앵얘 의얘 차'ß용 받고 억앙앙는 사랑융(여 

성 갱년 아이용 노인을 핀주인 풍생얘자 흉)도 g항외어 있었다" (Hamecka 

2(KI7. 28) "내연척으호 천혀 다르고 다양한 사회칙 주세가 공용의 앵용융 양 수 있 

용 예 사회석 인민온 다충이 원다 ( Hamecker 2007. 30-31) .• 노풍조항이 셰제의 

션g엉트g 전락하고 잉용 예 자생혀이고 다형 (f’~)객이고 끽영하고 。1동쩍이 

여 우갱서힌 대중적 행동양식이 나타냐기 시작하였다 노용죠항 지도우가 낡온 형 

태융의 안꽉융 고수하는 용안 노동쩌g옹 자융여인 땅삭으호 대용하였다 이는 

보이지 않는 노용계융의 씨로훌 지도혁의 존재흩 드러내는 것이었다"(네그리 

뻐5， 358-359) 

그런대 세찌척인 연대후갱용 대안'1찌화용용을 주오하는 특갱한 주도세력예 의 

혜 이쭈어지는 것이 아니라 잉으g부터 용층되는 다중적인 주셰용의 자양성용 기 

안으호 하고 있다 2001년 2월 브라갱 포르호 양에그에애서 개외원 세계사회포업 

용 정당조직융 얘쩌하고 중앙갱충생용 얘셰한다는 새호& 죠칙구도톨 보여주었으 

여 자용의 세찌화에 안대하는 기존의 요든 혼용 유영응용 경함하여 지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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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가 초증가적 형태의 아양언 죠직융 ."-'1하었다 (액웅육 20)8). "네트예크 죠칙 

이은옹 대안세계화훈흥외 다양한 다중적 주에용 운석하기애 가장 격앙하다. (deU3 

I\lna. ec a1. 20)6) 네트워크 조칙이용옹 -노동자 찌g융 충싱으로 하는 용풍조직을 

융 자온주의 셰찌얘 찌도석으로 포섭의거나 개양화원 주셰로 간주하연서 소수자 

운동갱치의 주세등융 충싱으료 한 사회운동의 에게오니가 안자온주의 옹용의 차 

원예서 예구성되고 있다-(b씨 a쩌 McC;ν잉hy 1996: D. I\lna.. M.A찌retta. L. Mosca 

m잉 H . Reitcr 20)6)고 강초얻다 

낀분지직 운용의 정에싱 분석 

-，，，，，년 공산당선언과 '%8년 사이얘는 중앙갱권당 용 션외당 오냉에 잉각얻 

지도와 얘중이라는 대당에 입각언 실천운동(노동운동 중심)융 왕에 샤회용 연회 

시키려는 호강이 지애척이었다연 '%8년 엑영 이후얘는 전씨당 요생융 "(딴하연 

서 용자적 운용(노용거우에 기초한 자기가치중식운용 여성용용 소수자운동 동 

。}우토노이이용용)융 용얘 사회용 연하시키혀는 효용이 지얘적이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용괴의 외띠는 전쩌당 요엠얘 잉각한 대종운용의 총경융 의이한다 아우 

토노미아는 안위져적이고 안연충엉척이어 안대J{찌적인 갱치의 기원 없는 신셰이 

다 (융수총 1996. 64-93: 1999. 102) 소위 신사회운동이아고 규정되어지는 소수 

자 갱치울동의 다양얻 현상융 천용적 조식이온으료는 용석하기 어연기 예운에 노 

죠와 정당융 종싱요로 하는 운용방식얘 대얘 비판적으표 정근앙 ‘8요가 있었다 

-대안세계화웅용온 '%8년 이후 양천하기 시작한 신사씌올용의 일t)o(자 신사회 

운동의 네트워크가 느슨하연서도 자용격으호 작흉하는 것이다. (Be!t Klandemα@ 

@얘 Sαl&genbor영 ed. 2002: DianiandMcDam 2003: deUa Porta and Diani 2006) .• 영ξ 

로우터의 대안세계화혼용용 쩌계적인 대의민주주의얘 대에 비싼적이다 극인국가 

용 중잉으료 하는 인주주의의 션용적 오엠。l 신자유주의 얘제의 초국가적 정쩌용 

앙파 국제기구에 의해 위혐받고 잉으여 국인국가 내부의 저앙걱 요소 즉 이디어 

의 초국적희 앵산 네트워크의 초국적회 소양과 연대의 초국적회 등애 의얘서도 

위협앙고있다"(D . Porta. M. Andretta. L. Mosca. andH.Reitcr 20J6. 199냉m 

신사회운용용 소규오 성안융 기초로 하지안 욕수하고 국지격인 이슈에 따라 조 

직의기도 하고 유흥척이고 유연한 위계조직과 느슨힌 권쩌셰계흩 주"- 륙정으호 

한다 신사회훈용의 이러한 느슨한 경사체는 신운 갱보지 지방 라디오 퉁와 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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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네트쩌크나 정보 네드워크호 경땅띤다 죠작용 유지하는 비용도 "l우 저명 

하기 예푼에 몇몇의 소수자용 중싱으효 훈동용 지욕적으g 수앵양 수 있다 신사 

회용용의 주얘용용 소수자 갱치훈용의 다양현 의제 '1 용강용 사회켜으로 에트워 

크화하여 갱단적인 정1성의 갱시용 양성아시킨다 따라서 네트워크 조씩이용용 

이러한 정치현상융 푼석 하는대 얘우 유용양 수 있다 

이소용괴인대의네트워크분석 

대얀세계화훈동옹 네트써크‘} 바탕으로 다중적인 운용주셰을의 자양적 장여얘 

기초하고 있는 안즙 예프쩌크용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용혁에 대한 분석이 영요하 

다 대안세져화 운용의 주셰등용 궁재연얘 직갱강여 성호소용 안자본주의쩍 갱 

잭대안 풍의 영요성에 대에 공강하연서 ￥쟁융 션개하고 았다 네트찌크 조칙이용 

온 연대의 에카니종인 소용의 안찌용 설충걱으로 관석혜 왔다(Crol‘ i잉 z..πh" 

1973: Z피 때 McCanhy 1996: Diani 1995: Rosen뼈 n잉 1985: 199끼 지1트씩크외 

자산온 상호 소용와 주얘융 간의 원계이다 이톨 찌악하지 않는다연 네트워크의 

밀도" 욕갱항 수 없다.- (Bcn Klι‘lcrm빼.잉 Staggen얘3벼 2002 1없) 

얘노비시회g엉 

자료 Donatella deUa Pma. M‘잉rrúliano A뼈a띠 Lore_Mα;ca .and Hertlert Reiter.2006.32 

〈그회 lPt노비(퍼정상피g에 대안액잉 '''1 얘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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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라 "르따는 2001년 G8갱상회당에 저항하기 위예 네트워크용 형성하고 싱천 

하였던 핵심적 주씨등 간의 상호앙계용 앙의 〈그링 ])과 강이 운석하고 하고 있다 

〈그링 1 )얘서 확인양 수 잉듯이 2001년 G8회당에 저항얻 에싱객 주애툴옹 네트 

워크용 형성한 상태에서 ￥생융 션개하연서 비연까 정쟁 그리고 혐역파 연앙의 

상호안계용 유지하고 있었다 그언에 총교언씨 우갱부주의 그용 Black 6100:: 반재 

역주의 연항 둥옹 찌노'f 사회포렁에 직껑 캉여하지 않용 상얘에서 G8회당에 저 

항하영는에 이 과정에서 셰노바 사회표링에 창여 힌 다양한 주에률과 "'"씌 안 

계 개양적 싼계 경생걱 싼계 동융 영생하였다 이러한 안계는 대안새계화훈용의 

이녕과 노선의 다양성 및 찌노'f 사회포렁에 대한 인삭의 차이얘서 비훗원 것으호 

보아야 한다 네트워크 조직이온용 후갱주에올 간의 원계용 규영하연서 연앙의 중 

요성용 강죠한다 -우리는 우리동 시대의 생산혁의 에성에서 다앵" 미띠애，)격이 

고 다가 (mull’valent )적인 사회객 우대툴용 강한시키는 연한의 새호용 노선융이 갖 

는 커다란 중요성용 안견힌 것이다 "(네그리 가따리 '1JXJ7. 15이 

2 네트워크초직이톤의기존조칙론비핀 

1)위계적띠고얻워주의적인정당흔비판 

션해정당용온 혁영용용의 지도객 역앙용 갱당얘서 잊고 있으며 노용자 계급의 

셰호훌 축가용 엉성항 주씨도 갱당으호 상정하고 잉다 혁명적 사회운동용 노용 

용흥파 사회주의 운용의 경앙 융 션약걱 네트워크톨 아당으로 사회주의 이녕옹 

은간으로 하는 정당의 역사적 영연성 및 노용운용으l 안션과 환연원 사회주의 세력 

외 전당엉트호서의 역항융 강조한다 

이에 대에 네트워크 죠직이흔용 션에죠직용 종적인 조직으로서 지얘와 종송융 

토대호 하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척인 것으호 명가힌다 네트쩌크 조직이흔옹 지 

도와 대중의 굉찌에서 나타냥 수 있는 위계적 조직흔얘 대얘 다용파 강이 비연한 

다 -다수자 정치는 종척인 관계얘 기초한 정치적 싱천용 인드시 수안한다 조직 

구죠는 외계적인 연오용 띠가 아경이다 지도릭과 지도앙칭 간우 당위의 회의기 

구 그리l 조직의 대요자률이 대외적으호 션영앙 수 있올 안한 욕g도 갱요하아 

이런 갱애서 정치죠직용 대기 충인 갱부효도 용상 한인다. (5. Toony ']fJJ] . 278 ) 

대안척 좌와이ξ으호 주육앙고 있는 자융주의 훌흥과 g자혁명룡의 경우 당 앵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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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싱의 훈용용 68억영 이후 중었으며 이제 갱당이 아니라 다양언 주연적인 소수 

자종용 중싱으로 한 자용적인 용차척 운동 이즙 운용 간의 정속파 충식융 용에 씨 

훌훌 샤회상융 구성혜 나가야 얻다고 주장한다 장엉위한 시인용홉총 운용 다양 

한 비용혁 션숨 사파티스타나 이융융 지지하는 유영의 야 비스타(이제 그안'l 강 

온 깅당의 흥장옹 양충성화원 예트쩌크앵 민주주의의 가능성용 중영언다 신자유 

주의 안대시쩌에서 드러나는 이언 새로훈 형태의 운풍이야양로 지융적으호 갱단 

융 영성히고 민주걱인 장여용 보장힐 땐안 아니라 소수자의 의견용 수용하연서 

하나의 껑갱용 도흩힌다"(하송우 2006 , 174- 176) 안자온주의 융통온 이미 조직 

의 연연파 안정한 가훈에 소수성융 여고 있다 안자온주의 운동의 갱시강 온생객 

으표 더 많용 차이융이 생생되도욕 얀드는 형대로 이'i-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 

다 냥한얘 총송씨지도 냥용 지애하지도 않으연서 자기 삶얘 대한 장악력융 용소 

악회하1자 한다연 주유 갱시인파 이런 저언 대"" 재토객 장치융이 앙~예용 

권린의 수씬융 고갈시켜야 얻다." (5. Tormy ]fifJ. 298-300) 

그러나 갱당의 션에걱 역앙에 대혜 강조하는 사양흘용 다용과 강용 껑훌융 강조 

힌다 -않용 사강앙융 규앙빼내허연 우헛얻 욕적파 욕g가 영요하다 어떤 운동으 

로 세상융 바꾸려연 컨릭이 입요하아 인주적인 조작용 그 성원률의 잉요와 이예 

에 대빼 에잉용 진다 죠직의 연연'f 당경혔다는 여러 구죠는 죠씩우찌의 ~"라 

고 우훌 수 있는 싱양올 초혜하기 십상이다 동시에 이는 지도자의 부재 상앙과 싼 

경융 옛고 있다 강력언 국가와 안융진 세력의 잉혀 내지 용찌와 강시로부터 g진 

객 얘너지가 흩어 지지 않으혀연 싱당한 지오혁과 션확이 반드시 영요하다 전쩌 

객 죠칙융중싱으로 사회주의 전략이 그것이다" (Leo Panich L 980. 198 1 ) 

이징딩중심의네트위크진심론비판 

용일션션혼용 노동자 계g융 쩌시힌 다양얻 째금 계충이 용일원 요구용 내절고 

당연의 적얘 대하여 영씨에서 우생하기 위한 쭈쟁앵얘 또는 그러한 죠직 간의 네 

트워크 죠칙형혜용 의이한다 용영천션예 장가는 조직률용 세계용 정치걱 종쿄척 

신죠의 차이가 잉더라도 상호강외 영흥과 육지성의 보유a 앤칙으로 하여 꽁용외 

갱 '1파찌용 실현하기 위혜 후갱힌다 용일갱션용용 ""，용찌융외 에게요니용 우조 

건적으로 안갱시키려고 하는 세혁융 좌익용아주의혀 요휴료 간주하고 노용계급 

혹용 그 정당의 욕자성융 &지하고 옷하고 다양한 계급 찌충 깅단 속으효 용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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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라는 세력융 우익기회주의로 규정힌다."(용일전선용 357) 혹 용일전선의 역 

사는 이러한 기회주의와의 우쟁과갱이었고 소비에트 형태의 사회주의 여영 혹용 

프용에타리아트에 의한 특재라는 안성적인 형얘예서 벗어나 다양안 계급 계총 

집단의 진보적 인주주의 혼용이 오두 포경영 수 있는 죠식은이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조직이온용 장용의 정치과재훌 중싱으호 단일아외는 용일전선 

적 조직 네트써크에 대예 비영하고 잉다 -던일언 일정"융 갱초하려는 용직잉용 

그얘 용의하지 않는 &용 내의 성용§융 g가피하게 배제하는 가용얘 용용이 지 

니고 있언 안력용 오히려 약화시힐 수 있다 정시과찌호 세기~는 권역장악。1라는 

욕요는 용용 전안얘 대뼈 에호올 정파(정치척 요우의 용건"와 타엉)앙 초래시킨 

다 지도하는 사랑과 지도받는 사강ξ 간의 풍식적 g리가 흥공연하게 용인원 수 

깎에 없다 총척 찌잉새8 갖충 당융 중싱ξ로 얻 용영천션적 네트쩌크 운용용 소 

수자 정치웅용의 주에용융 정지석으호 용웬 앙용하혀는 것에 g파하다

(McAdam. McCarthy 잉이d ZakI 1996) 

그얘서 에드써크 조직이흔온 특정안 조칙으호 중심으로 네트워크화외는 용잉전 

션용용 비연하는 대신에 쭈쟁전션흔융 세기힌다 다양한 주셰증。1 쭈쟁의 션션에 

자융적으효 장여하여 형싱되는 지오걱 역함융 용정 운동죠칙에 의예 규정 '1는 것 

이 아니라 션션예 강여얻 주세률의 자방적 의지에 따라 규정예야 얻아는 것이다 

(Diani 1995) 그영지안 소수자 정치용용옹 지역적 "용 욕갱한 이슈용 증싱으로 

죠직훈용융 전개하기 때훈에 이대융로기 의 파영화용 강화시킬 수 있다 느슨한 죠 

직 예트워크와 쩌언원 이슈용 강죠하는 과정에서 높용 갱도의 이에융호기적 용의 

나 궁즉켜 욕요에 대한 용의용 영요로 하지 않기 예용이 다 문제는 수않용 g뿌리 

죠혀흩의 안씨깨화용용이 훈용의 내용객 용일성용 지양하지 않고서 대안세계화용 

일궈내기 여형다는 정이다 

그얘서 안세계야훈용옹 자융성에 기만하는 후갱주써률의 용용천션융 바당으호 

안자용주의 혹옹 사회주의 호의 용일성용 지향혜야 한다고 제기띤다 -안세계화 

혼용에서 우수얻 다양한 요구둥이 제기되고 있지안 그율용 용일시켜 주고 요융 

훈동에 새로융융 부역에주는 것용 '1호 안자온주외 정서 ~ 안시장 만상용화 갱 

서라고 안 수 있다 안세계화 올용이 사회주의 션양융 영기 위예서는 연재의 안세 

채희 용일션션용 인자본주의 용영천선으호 안전시잉 앵요가 있다 이런 용일전선 

용 외에서 지난 m여 년 종안 역영죄 "파가 처했언 고링상얘가 조장었연 중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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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향과 단철하는 것이 요갱핑용 용용이다" (정생진 뼈1 ， 242-243) 홍용션선 

얘 포항외는 시링용온 궁극 옥표의 성취 수단과 앙냉에 대뻐 서로 정에g 당리안 

다 싱지어 궁극 옥g도 다르다 하지안 어인 용각적 앵용용 용에 자용융 약화시키 

고 여억양 계급률의 이악용 증진시킬 영요성과 가놓성에 대에서는 서로 흥의힌다 

그혜서 우리는 항께 싹융 수 있다 이러한 공풍 얘용옹 대중앵용이어야 한다 공풍 

천선온 기얘 딴순언 요구용로써 가장 왕엉얻 연대션 구욕하는 것이다 또한 용흥 

션선용 상충얘서 양안 아니라 지역과 대학 각 직장에서 건성왜야 한다 혁영켜 사 

회주의지냉이 용용전선 앙통용 하는 또 다증 용적용 혁영죄 사회주의 정치의 영양 

혁융 중대시키기 외얻 것이다."(회영용 깅하영 2004 , 124- 126) 

3) 원료주의적 조직운영혼 비핀 

죠씩용영의 인주갱중찌는 민주주의의 엠리와 집중외 핑리흩 연중엉칙으ξ 용일 

시키려 하였다 그링대 네트워크 조칙이용옹 운동의 중앙집중성안이 아니라 죠직 

운영의 집중성을 배져히}연서 옹용의 당입중화 혹옹 조직용영의 자융화용 강조하 

였다 네트워크 죠객이흔용 션왜정당융 충싱으로 한 전용적 죠직훈영의 씬칙으료 

세기외어 왔언 민주집중찌톨 이연하고 잉다 

에드워크 조직이응옹 민주갱충찌라는 죠직운영의 앤리률 다용과 강이 "101하고 

잉다 -민주갱중찌의 갱충앤리가 초직운영의 권위주외 혹용 완요주의용 호얘하는 

것으호 용다- (ZaId a쩌 McCarthy 1996 : Di때 1995: Hamecker 2(07) 용 민주갱중셰 

의 인주성의 원라는 권력의 j도격 완료척 잉으로 전도외었고 지도우 션흩과정 

잊 의사갱정파정용 형식켜인 정차의 힘으로 션도외었다 이는 지도부용 충싱의 권 

혁으로 민주의 띤려용 갱중의 원리효 정도시키는 과정이었다 

g용 갱당과 노흥조엉융 충싱으호 하는 다수자 정치는 제도회외는 파갱에서 갱 

충원리§ 악용하기도 하었다 조칙용영의 권위주외 및 판g주의는 의사경갱의 안 

인주성 잊 책잉파 외우의 비앙리성얘서 비웃원다 다수의 힘으효 밀어양이는 의사 

경갱 조직원의 의사에 안하는 간우 중싱의 의사결정 갱앵력융 당보하지 옷하는 

의사경쟁 지도우의 혜잉파 의우톨 조직원흩얘재 션가시키거나 조직왼의 헤엄파 

의우훌 지도부에게 전가시키는 비앙리적 션도생 동의 협상으로 악용되어 왔다 

하지안 죠칙올영외 영징중화가 민주성융 보장하는 것용 아니다 어떠한 조직이 

든지 경정핑 내용융 깅앵하고 그 갱앵경과용 죠직앤 요투가 용유얘야안 죠직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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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죠객의 정셰성융 유지 강화시힐 수 있다 조직 간의 안계에서 엉성되는 죠칙 

운영의 안집중화는 죠칙웅영의 자융성으호 전쩍인 수 있지안 죠직 내적인 안계예 

서 엉생씨는 조칙옹영의 연갱중화는 조칙앤 간의 정1성융 혜셰시키거나 g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수 있다 소수자 정치 운용도 조칙융 중심으로 전개의는 이 

상 5ξ직 내용의 용일성용 형성하고 유지하기 외혜서는 조직 내적인 갱층이 '!l수 

석영 수익↑얘 었다 

세예사회요업옹 2001년 1앤 브라정 ~우그련에우숭주(써)의 포르우양해그헤에 

서 재 l회 대회가 개혀의고 년 이'f "l년 진앵'1고 있다 하지얀 이 대회는 용정 죠 

칙이나 주씨용 충싱으로 중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죠칙쩌앤회잉 충싱으호 

훈영원다 조직위원회는 국재적인 네트쩌크응 일상척으호 작용시키연서 세계사회 

요영애 자@혀으흐 창여하고자 하는 주애융호 구성원다 이처영 조직운영의 생깅 

중생의 앤리는 국띤국가 내우의 운동진영에재도 영향융 미치고 있다 한국 진보훈 

풍의 외앵격 짝언을융 비연하연서 양전적 대안 중에 하나인 전묵적 죠직형성 잊 

용영앵안 이 셰시되었다 -천국적인 데드워크는 구셰적인 현션과세을용 운용으호 

중어내허는 싱천안헤이지안 네트워크에 장여하는 연구자 션훈가 @동가 동의 

차이용 인정하자 네트워크에는 개인과 요잉 단얘응이 포영핑 수 있어야 하며 오 

두는 용영한 자격과 권리용 갖는다 다인 이l트예크의 용영융 외해서 소수의 운영 

단에인 용영위앤회용 구성한다 (악얘문 ìJXJ7 . n• 247) 에잉여 영얘의 죠직운영 

온 우선 연한파 외무의 갱종용 인정하지 않는다 위앤회용 구성하요 있는 오은 주 

세툴용 동뚱한 견한와 의우용 보유언 상때에서 각 조직의 용수성용 안영하는 수 

중의 앙통융 자양적으로 정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용으로는 헤앤회애서 정의원 내 

용률이 위원회용 구성하고 있는 주셰둥얘게 강제적인 구속혁융 ~~히지 않는다 

위원회의 건의파정얘 장여하였다 힐지라도 경'1내용등에 대한 깅앵온 위씬씌 구 

성주에용의 조건에 따랴 이우어갱 수안에 없다 아지악으호 조직웅영의 내용이 쭈 

영하재 꽁개되지 않용 수 없다 워씬이의 구성주1응이 다양언 네트쩌크 조직인 

안콩 위앤회는 훈영과 완경원 내용융용 중심으로 쇼용하연서 네트워크에 앙여하 

고 있는 주씨용의 자용걱인 조직훈영율 보죠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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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조직이용에대한 비판 

1) 찍명적조직론으g서의네트워크 

대안세계회운동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대앙 갱치는 이떼융호기적으로나 죠칙 

적 갱치적으로 다양혔다 씨로용 대항 정치는 찌도권 정치의 수씨객인 요습과는 

영 안8일 얀륭 놓흥적이었다-(S.Tormy 2007 , 111- 112) 단 한 언 요이고 "1는 경 

우냐 욕정얻 옥적용 영두에 우고서 느슨언 조직의 요양씨윤 여는 경우도 있었지 

안 대다수는 공식 주유갱치와 갱당 선거에 반대한다는 갱얘서 서효 용혔다 

예트쩌크 죠직이용용 다융과 강온 l약성으로 구성외어 있다 첫，이 조칙 간 에드 

워크의 엉용 용<) 상이한 훈풍영역과 완경원 저앙용 앙성화시경는얘 그툴 스스호 

이이 용원화원 그옹에 가엉앙 수 있는 다중 앵버싱 시스앵용 허용하고 있었기 에 

용이다(Ot.OI에 I I인3: kokis 1983: D. Porta. M. A쩌retta. L. Mosca. and H. R.잉 '" 

2006) 네트워크가 애우 쩍안객이연셔도 유연하게 그리고 용영의 지도셰계§ 구 

생하지 않았언 것도 중요한 E거호 작용하었다 

동셰 이1드외크예 상여하는 주‘툴의 역샤척 ￥쟁앙식 용화적 얘경이 셔호 다 

용에도 용구하고 신자유주의에 만예하는 대안세계화운용의 네특찌크 주찌융은 

그용 간의 죠직 간의 개인 간의 소용피 연대의 채기용융 안용어 왔으여 그러한 

소용파 연대의 계기는 륙갱엉 죠칙이나 개인용 총싱으로 이우어지지 않았다 에트 

'1크에 양여하는 요은 주씨융의 자양성용 기안으호 하었다(0 . Porta, M. Ar잉πm 

L. Mosca. and H. Reiter 2(06) 그러한 소용의 주요한 수단용 인터넷이었다 인터넷 

네트워크용 용한 상호작용용 다용파 강응 효과을용 양러일으키고 있다 @ 소규오 

조직의 우각 효파 @ 보다 수원에진 행용주외 네트워크의 구축 @"다 앤항에진 

양용 과갱의 죠용 @ 대안적인 엉태의 세로융 소식과 정보 용셔의 형성 @ 셰호 

훈 앵혜의 칙갱예용 에티비층 (hactivism)파 인터넷 전쟁 강용 앵용유앵의 웅장 퉁 

이다 이러얻 X파동옹 예트쩌크 간의 의사소용파 상효교휴의 강화 네트워크 생 

원용의 자용성 지4양 잊 강화 용동의 지도죠칙이나 정외조씩의 명요성 약화 용동 

죠직 간의 권역푸째 1ι얻" 훈용죠직 성원용의 개성이나 자융성융 에치지 않는 

실천의 형쇠 창종 인터넷융 얘재로 하는 직성앵용의 용현 퉁에서 비춧되었다 인 

터넷이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주요 수안으호 앙용되연서 나타난 효과둥이다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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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스는 갱보화 시얘의 사회 정치척 용똥이 동시에 푼화적 상갱격 훈동이어야앙 

용 주장하연서 그 전약으료 묵지껴 인주주의톨 안율어 내고 천자용신기슐이 제 

꽁한 기회용 시민증의 갱치석 창여와 잉걱 연대용 중진하는얘 사용하며 지금까지 

는 ~'I 비정치적이라고 여겨지언 용화적 성척 이슈용에 대혜서 상징척 갱시장 

여와 용왼융 개양하는 것용 을고 있다" (용성용 2002 211 • 212) 측 인터넷옹 -한 

순간얘 수액인의 사엉증파 용시에 추구힐 수 있는 소용의 세계회§ 아당으로 운 

용주셰을 간에 공강의 언계흩 극욕하재 하였으여 산업화 시대의 션용척 "용용용 

이 노동현장과 용잉어져서 훌흥용 션개 11 수 없었듯이 정보@ 시대의 가장 효과 

칙인 장치호 웅장하었다 또얻 인터넷용 씨용제 등장한 용동조직이나 용경칙 토대 

가 춰약한 흘동죠직ξ차 대안세계화웅용의 주셰호 등장하제 하였다 증 인터넷온 

대안세체화혼용애서 주세의 다양화 잊 구죠의 다양화용 초혜샤었다"(D . Porta. M 

A찌πtta. L. Mosca. and H. Reiter2006. 95) 

씻셰 네트워크 죠칙옹 다양한 후쟁의 의찌 용 종교 명'1"~경 여성 노용 

정치 등의 다양얻 의제즐융 운용으호 전외시켰다 。1것이 가능하게 원 액싱걱 은 

거는네드워크용 갱치적 이얘용호기적 그리고욕갱힌이용끽 정향으로용항시키 

혀 하지 않았기 예용이다(야11. 어13. et al. 2006) 한국애서도 에트워크앵 진보운용 

이 제안외기도 하였다 그러한 제안의 근거는 다용과 갇다 "(j) 운동의 지나친 갱 

치권역화 현상 @ 대중과 유리헤어 영양혁의 상실 @ 진보운동의 한성과 경직성 
@앙엉주의에 얘~원 풍용(냉g파세도후쟁의 비충이 효용L@ 진보걱인 앙은의 

부재 퉁이다 (박얘궁 2007. 234-247). "오직 힘등의 용산윈 예특위크안이 혁영적 

민주주의용 죠직양 수 있다 요놓냥 사회적 생산력의 씨로훌 용켈용 유용생 다가 

시생 영구척 추성능력 실용걱 g용생 양영호'1 능력 웅의 욕징융 갖는다 그영 

다연 새로용 조직의 앤리는 혹이성융외 다oJc엉 내에 있는 !’계동의 욕수성이 프용 

헤타리아 조직형식의 기초가 의어야 얻다 이것용 일총의 가능적 다충싱주의용 @ 

훗힌다" (조정생 2003 ， 318-320) 

잉희영직 죠직론으로찌구싱되는네트워크흔 

네트워크 조직이룡용 정당 잊 노용조앙용 중싱으로 하는 웅풍의 한예훌 극욕하 

는 차원에서 씬역의 양집중성 자앙객이고 다중싱 주의혀인 소용과 연대의 활성화 

땅정시칙 운동의 양성화 그러고 용정 이용의 경양성으호 강중외지 않는 렬이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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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죄 용용의 앙성화 흥율 강조힌다 그러나 갱당용 중싱으호 얻 2(세기 사회주 

의 혁명이 중냥이 지역애서 땅성화되고 있는 엉실 잊 안자용주의죄 사회연혁용용 

의 전략객 예트쩌크가 얘안세찌화용용에서 앙성화외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용 예 

네트워크 조직이용용 몇 가지 지정에서 비연되지 않용 수 었다 

갯애 자용주의 셰셰요순의 싱화효 사회연혁과 안경원 다양힌 운동주세융이 확 

장되었는얘 예트써크 조직은옹 그러얻 현상의 원인용 자본주의 1제요순에서 찾 

기보다는 다양한 용흥주세동의 영생파 항흥인& 강죠하는 파갱에셔 사회연혁파 

완련원 상이언 ~홍영역이 땅성화외고 확장왼 현상의 인파원찌톨 천용시키고 있 

다 네드예크 죠칙이흔용 각각의 갱셰성용 중싱으로 하는 소수자 정치훈흥 주세 

측 다양힌 신사회용동의 주에흩이 사회연혁의 운동영억융 앙성화시키거나 확장힌 

것쳐영 규갱힌다 이허한 규정용 원인과 경파용 자의적으료 션치시켜 버원 경우이 

다 성정걱으료는 자옹주의 애셰익 모승영역이 확대되는 파갱얘서 그것융 극용하 

기 위힌 웅흥주셰둥이 다양하깨 형생원 것으료 보아야 하고 '"흥자 계g옹 '1장 

왼 오순영역의 대상일 양안 아니라 다양한 훈동영역의 주셰이기도 하다 노동죠엄 

이나 노용자 정당융 충싱으로 하는 '"풍자 계금운풍의 위기가 곧 노용자 계융운풍 

의 총셰혀 >1기용 의이하는 것이 아니각고 항 예 신사펴웅용외 영역과 대상도 자 

온주의 셰제의 깨융오순에서 비웃외는 노용자 계급흘동의 확장파정으로 & 수 있 
다 또앤 소순자 갱치융용의 주씨즐이 다충 앵어싱올 근안으로 하여 다양한 운동 

영역의 실정걱인 주애호 장여하고 잉는가의 푼찌이다 정세성의 갱 '1용 강5ξ하고 

있는 예특찌크 죠직이응에 이추어 용다연 대안세계화훈용용 소수자 정치용용 주 

씨용의 총한적 경파이지 용영혀 경파가 아니다 조직 간 네트워크 운영의 지도세 

계용 구축하지 않용 상태에서 예트쩌크가 작용되는 정융 강조하고 있는데 지도세 

계외 부재 예문에 네트워크 간의 소용파 극제척 연대우갱이 앙성화띈다는 논리는 

억지애 용과하다 국내외적인 용풍조작 간에 종속객이고 피동칙인 한계용 유지하 

능 내트쩌크는 존재하지도 않융앤더려 운동주셰률의 다양한 혹수성§용 애제하연 

서 네트찌크암 유지힌다는 것도 용가능하다 

을꺼 자방척인 소용파 연얘의 예드찌크가 대안세계아훈흥을 반자용주의 션약 

혹용 사회주의 션략으호 천화시킨다고 안 수 없다 -의사소용'!뀌는 상호이얘톨 

지향하고 언어용 얘개료 하는 상호주싼적 싼계이다 여기서 언어는 앵애자의 세 

계 앵쩌자흘 간의 사회완제용 얘개힌다 의사소용예위자률용 언어를 용예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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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신의 주장용 찌시하고 그것의 타당성용 상호판계에서 송인앙아야 한아 다 

시 양에서 앵애자율용 상t이에의 풍의증 확보예야 하며 이톨 외에서 타자의 한 

갱애서 자신의 앵워야 지식융 얘싼외시키고 안성얘야 한다 그허으로 의사소용앵 

외는 항시 안생석으로 대상화원 지식이 에재원다. (장충익 외 "'" 1 μ6) 얘인세 

채화옹동옹 기용적으호 자용의 지구화얘 저항하연서 또 다흔 대안의 사회씨채용 

추구하는 안를 자양척인 소용과 연대의 네트워크가 이러언 션약으로 용일의지 않 

는다연 요히혀 대안세계화용용의 정확척 갱세성이 사라지거나 장여주에용의 다 

양한 갱셰생용 퉁가켜으료 얘영하는 수중에 어.!f'-ii 수 있다 운용3ξ칙 간의 소용 

과 연대§ 용갱한 죠혀이나 개인이 주도힌다는 것 자씨가 현실칙으호 용가능하다 

소용과 연대가 명풍한 인간격 <f져용 확장하능 파갱의 경파로 생각하는 p 

w‘"""'"의 논지§ 근거로 예셔 온다연 -욕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소용파 연대의 

에게오니가 흔재하는 것용 곧 영흥한 인간적 완제융 ￥갱하는 것이 왼다‘ (P 

Waterman 2007) , .신사회옹동룡의 경우 일련의 안세계찌 용앤의 에카니충융 수영 

적 예트써크 jξ직은과 다앤주의적 갱셰성주셰흔 동에 잉각하여 성명하려 하지안 

안세채화용풍의 시종간걱 야장 앙션-(갱야 그 속에 내져언 연충업척 동억올 성 

영하지 옷하고 있다 즉 다양성과 수영쩍 확장생 지송성파 수영성 현실파 사이어 

스에이스에서의 긴장과 상호작용 훈용 자씨의 내적 오순과 긴장 풍융 충운<1 성 

영예내지 옷하고 있다. (씬영수 ""'3 η) 따라서 소용과 연대는 죠직혼영의 자율 
성융 바당으로 하연서 죠식내용융 용영시켜 나가는 과갱이다 

씻깨 네트워크의 다양한 주씨융이 자용주의 세셰의 지얘계급과 갱책입안자§ 

의 지띤융 한용 수 잉다는 껑이다 7‘。。응용 그동의 흉뿌리 수사 죠칙자원 인 

주객 인권용효자로서의 지해용 이용하여 인중의 지지훌 사회정찌적 띤화가 아닝 

엉석 정치적 개여얘 국얻시키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연결시었다 또한 Nα〕흩옹 

상당히 쩌계적이다 NGO대요가 프호씌트 고용과 해고용 완션히 용찌하고 누가 

동용 앙고 즉재회의에 장석항 지융 경정언다 용뿌리는 용갱씩으로 이 외계찌의 

대상이다 NGO률용 인중권력 역놓아 성적 명동 지속가능한 언전 아얘로부터 

의 지도력 형성 동 싹아외 언어§ 용수힌다 용재는 이허얻 언어가 비대링적인 정 

지융 추구하는 기우자 및 갱우기원융과의 협력판계에 연경되어 있다는 정이다 당 

정치적 태도톨 취하고 자영용 강죠하는 NGO등의 구초와 생격옹 인인융 연갱치<1 

시키고 양흥앤화힌다 NGO둥이 잉우 지역에서 지얘칙a호 영얘 여라 특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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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g켜 정치S이용이 쇠외하고 산자유주의가 도션앙지 않고 우세혜지는 것용 우연 

이 아니다 기혼적으로 NGQ동의 성장용 신자유주의자률로우터 자금지원의 충가 

그리고 요은 곳에서 인판의 싱화와 일치언다‘(쩌잉스 에트라스 2008. 307-3영) 

융흔 대안세져회용용에 창여하는 오은 NGQ률이 이러한 영가흩 앙융 수는 없지 

안 대안세쩨와옹용에서 양이에용호기 양정시척인 용흥용 영성화시키려는 NG。

을옹 이러힌 영가에서 자유용지 옷하다 그리고 대안세찌화올용의 정치적 주셰융 

도 찌융적 이애용호기걱 용일생의 푸재얘셔 비용되는 다양한 한찌툴융 내포한 

새 네트씨크" 작용시키고 잉다 -사회주의 세져의 용괴와 더용어 나타난 극셰싹 

화운용외 엄앙 첫껴 소수정파응의 경우 정세의 연화와 우완하게 상앵용 연한 재 

없다는 논리 하에서 파거의 총여주의객 교죠주의칙 노션융 고수하고 있다 률 

에 혀지 않온 정파률이 자진예산과 사인당 노용앙 충에 가입하였다 씻찌 위기 

용파용 에얘 적극칙인 세력쩌언 프료찍드용 추진하는 정우가 있었는대 이을옹 샤 

회주의 혁신파 좌파재연 재구측의 융로건 하얘서 새로훌 연여용용융 후구하였 

다 륙히 비찌도적 씌찌용 흩러싸고 있는 척대적 상양용 을아하기 외예서는 비피 

죠척 비종짜적 완정애셔 서호 간의 차이톨 인정한 가용대 갱파 간 때회 또는 용 

용앵용 퉁& 용에 웅극객으료는 조칙흉엄용 지양하고 있다 (씬영수 2004. 34) 

넷찌 조직&용 간의 네트워크가 정세생의 정치용 다양언 쭈갱의 의찌호 션화시 

켰다는 논리는 지극히 자의적이다 네트워크가 작용의지 않온 상얘에서도 정세성 

의 정치는 고령 용산적인 수춘이라 양지라도 쭈생용 지속시쳐 왔으며 천위격인 

정당용은 그허한 정씨성의 갱'1톨 정당의 전학적 과제와외 싱호 조용성 융 강화시 

키기 위에 에트워크용 지속시켜 왔언 것이다 이는 올 갱치&용의 주세률이 용흥 

조칙 간의 네트워크훌 얘찌시쳐 온 것으호 규정하는 파정이지인 이러한 규갱용 

정당융 충싱으호 한 네트워크 정치읍 의도격으로 애찌하는 파갱에서 이쭈어진 것 

이다 또얻 갱당이 국가권혁의 장악파 사회권력의 장익이라는 두 가지의 옥표용 

추구하는 것이라고 안 예 네트워크 조객이용용 정당의 역양파 기능용 껴도파원 

국가권역의 장악이랴는 영역으호 제한시켜 버였다 -"，앤의 이녕과 형때도 현대외 

사여척 상의 조건에 맞게 연와외어야 한다 지역 용야 생영 세대 언어 인종 

문화 취향 지향 동 아양얻 수춘에서 다양언 종유와 유영의 예트워크률이 구측핑 

수 있고 또 네트워크의 네트밍크융이 다충척이고 이갱적인 방식으호 연경핑 수 

있융 것이다 다총의 생산적 역능률이 이형깨 다원칙 충용객 방식으로 구혹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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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시척이고 비가시쩍인 영펙세호 져도화되는 것이 요능날 가놓한 양식이다 -

(죠갱앙 1007 , 89) 그러나 조직응 이온파 실천융 "1개하는 혐헤이고 연중엉적 한 

져§ 영생하l 있는 이용과 실천이라는 구성요소는 조직의 얘개톨 용하여 비로소 

구세성파 현싱성용 획욕하는 것이다 자연냉생켜인 얘충후갱이 이흔이나 조칙파 

정엄띄지 않는다연 갱당화파이든 사회좌파이동 자용주의톨 녕어서는 써호훈 권 

릭융 형성하기가 영지 않다 찍파는 싹짜정당이나 당세로 죠칙원 싹파앤안 야니 

라 자융걱인 용간융 장죠하혀는 사'1걱 앵휘자와 운동용 쪼엉힌다 첫 언찌 잉 

단용 연회용 일으갱 셰오톨 이용에서 앵융 키우려는 사랑흩파 억영적인 깨링라전 

용 션호하는 사항용용 쪼앙힌다 우 언예 집연용 자융척인 사회운동과 다양한 앵 

대외 예트외크상 창조하혀는 사링윷용 포한얻다 갯 언찌 갱안융 정당싹와1""" 

<ft) 두 언찌 징당융 사회적 씌억I~피 .ft )각고 우혼다 씌 .. 깅단의 ￥생적인 응 

갖 노혁용 용일시킹 예애안 거예엉 안싱자유주의 사회용혹융 건령양 수 있다 -

(Hllmedσ 2001, 174- 176) .수많용 비정당적 좌억률이 지항적인 후갱파 션션 혹 

옹 그러언 조직주얘융 간의 다양한 연얘가 존재한다 힐지라도 확"1집안의 정치적 

용일성융 。1우어내기 외한 정치세가 영요한 이유는 다융파 강다 갯셰 자본주의 

세재외 이앵이라l 하는 것이 자연영생적으로 안생하지 않는다 용찌 자용주의 

사회용 대셰앙 수 있는 사회적 프호씌트용 추진에야 한다 씻셰 이앵애 안대하는 

지얘세력파의 '1-생에서 수많용 노용자 인중률에게 당영한 외지 잊 실천의 용일 

성용 일궈냉 수 잊는 갱시세가 영a하다 (Hamccker 20)7. 74) 

IV 곁흔 

네트씨크 조직응용 1968혁명 이후에 앙성화원 신사회운동의 형식파 내용용 g 

석하고 영가하연서 양천하기 시좌하였다 신사펴운용의 륙성 ξ호 규정되고 있는 

아충격 후생주세의 용석 소수자 정치웅동의 엉상얘 대한 훈석 그리고 다양얻 소 

용과 연얘의 상호 예트워크g 한석하는 죠직용이었언 것이다 그애서 네트예크 조 

식용응 기존의 정당이나 노동조합융 중심으호 하는 위찌걱 조직흔이나 깅중여 조 

각ξ용 "1연하연서 수영적이고 다종성주의걱인 죠식옹용 강조하였다 네트워크 

죠직흔온 아용과 경옹 륙성으로 구성의었다 섯애 조직 간 네트워크의 앵온 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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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흘흥영역파 원련원 져항융 '11생화시켰는에 그률 스스로 이이 용앤화원 그 

용에 가입양 수 있는 다중 앵어싱 시스앵융 허용하고 있었기 예운이다 을찌 '11트 

워크에 앙여하는 주세률의 역사적 ".갱양식 용화척 에경이 셔표 다용에도 용구하 

고 신자유주의얘 안대하는 대안셰얘화&용의 에드워크 주셰을용 그용 간의 조직 

간의 개인 간의 소용파 연대의 얘기를용 안융어 줬으며 그러한 소용파 연대의 쩨 

기는 특갱얻 조칙이나 개인융 충싱 ξ호 이루어지지 않았다 씻찌 에트씩크 조직 

용 다양얻 푸갱의 의찌 측 총교 명.U!정 역생 노용 정치 퉁의 다양언 의세 

융융 훈용으로 션화시였다 

네트워크 죠칙흔의 이러언 혹생율용 노용자 껴g갱당의 진위"직용에 대엔 '1 
딴 용영천션흔에 대한 비연 그리고 인주집중세애 대한 이앙의 파갱에서 도증되 

었다 하지안 에트쩌크 조직혼용 정당융 충싱으로 힌 선외죠직용에서 셰시하고 있 

는 사회어혁용통의 용영한 욕척파 옥g 그라고 지도세력의 부재호 인에 양생잉 

수 있는 용쩌정률에 대한 대안융 셰시하지 옷하고 있다 또얻 네트워크 죠직은응 

용일전선용에 대힌 자의적 비앙의 한찌를 극욕하지 옷하고 있다 용일션션콩이야 

앙로 웅극척 용요의 성취 수연피 방엉에 얘에 서로 경혜를 당려하연서도 풍동션성 

융 엉성샤키고 있다는 사실용 인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지악으로 에드예크 

조직용용 죠직용영의 인주정충찌용 "1완하고 있지안 죠직운영의 당영중화가 인 

주생용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에 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죠직 간의 관 

계얘셔 앵성되는 죠칙옹영의 얼겁충회는 죠칙운영의 자융성으로 전액핑 수 있치 

인 '"칙 내적인 싼찌에서 형성외는 조직운영의 g엉중화는 iε직원 간의 정세성융 

혜세시키거나 용화시키는 요인으흐 작용항 수 있다 

경용적으효 네트씌크 죠직용용 다용과 갇용 비양용 극욕하연서 쩌구성외지 않 

으연 안원다 첫찌 사회연혁파 한연현 상이힌 용흥영역이 활성화되고 와장잉 현 

상의 인과판계가 천혹필 수 있다 동찌 지앙적인 소용파 연대외 에트예크가 대얀 

세계화운동융 안자온주의 전약 혹용 사여주의 션~!?.，!i;. 션화시킨다고 양 수 없다 

씻찌 네트예크의 다양얻 주세율이 자용주의 세제의 지배계급과 갱책잉인자률의 

지앤융 앙올 수 있다는 껑이다 넷찌 죠식용동 간의 예트쩌크가 정씨성의 정치톨 

다양한 'f-쟁의 의찌로 션화시졌다는 논리는 지극히 자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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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고문언 

!고잉 ""'" 7에 23'엄 

싱A 밑 ""'" 7‘@잉 

깨~‘징엉 2wl연 "'5‘“ 

깅세'Ù" . 1992 .• 극가 대충 그라고 아르크스주의적 정치 " ，이용a 여용효 이용 

악에궁 11m 세"용 사펴용흥용 가능하다" ，진보영혼J 32호(여용호) 에이얘이 

액송~， 20(엄 "01르크스주의의 국찌주외 양국가적 싱싱혀 " '1갱)소용연얘연억 노동 

운용쪼업 

샤이언 호이 저 정예영 &깅 11m '앙자옹주의J 유토피아 

손호챙 2002. r근대와 당근대의 정치악j 운화파악사 

안토니오 네그리 저 영양 &갱 "'" ’여영의 안에j 강우리 

안호니요 에그리 "릭스 가따리 쩌 죠정@ 연익 11m '자유의 씨로용 용강J 질우 

리 

앤영수 1m3 안세찌찌훈용의 I톨피 선앙" ，진보영용， 17호Ni-호) 도서용연 혐 

장에서 이얘용 

「→ 20(μ -국제씩여융용의 엄!뻐 피셰 ’진"명한‘ 깅호(겨용호) 도서층연 현 

’J에서 이얘톨 

용수종 ,. ’6 이앙리아의 아우토노이아 용용 r이용J 1 4호(용~I 씨링 

1999. -암스주외외 와장파 소수자용흥외 의의 " ，진보영용J 앙간호(가융호) 

도서출8 엄장에서 이에톨 

장충악 의 1m, '뼈아스의 A싸J 나냥l>~ 

정성진 2001 . -자용주의와 인자옹주익 훌홍의 션앙 " ，진보영용" 9호"1용호) 도서 

§딴엄장에서 이해용 

찌잉스 에트라스 앤리 엔트아이어 저 앤영수 /(，깅 2008 ’세계 .. 의 가연융 엇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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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꺼e Critique on the Networking Organization Th∞ry of A1 ler 

Globerlization Move m e nt 

Young Su Kim I ~멍@녕""""" 

끼‘ Networking αrgamzallon πe。η 'm이13SlleS 011 m비liple centric and im여m이 

Organizat“)11 Theory. criticizing on hicrarch띠 and centric Organization Th∞η In other 

woros. it çrit ici:res on the van‘“rd theory of La야r Class. the un“ed front theory. and 

democralic centraJ th-∞ry 0' 。명 anizational 어peration. However , the theα"J doesn', tlave 

외ιπα es to solve the problems wtüch result from the absence ofthe puπ~.찌\eadership 

of~버 revQlution movement. In additíon “ is criticizing a unîted front theory without any 

"'"찌 " 이:JCS IIIJ( n:cognizc Ihe faa that the uniled frol1l lheory forms a united f1πlf1t among 

.-잉U잃k~영m_‘. which l\ave 이π이-ences of theσ α"""ι means , and rr‘,,"" 
Laslly. critic 띠 ng the deπ""'"ι central system of organizatioo에 operatiOll. lhey lhink de 

~"띠 I of organizaùon띠 openuion is a democ δ :ic character. De-<:enlJ히 이 0영anizational 

operalÍon can tJansform self.←πgu!ation in the πationship between 야ganiz이ions . oot de

æ，"띠 formed hy inner π때@ 이organization can differentiare anδ 이smantJe identity f.이η"" 

by the n:lation 어"，-een Ofganizations. Then it should bc: n:composed 뻐W잉1 。야π~，얘 

{이lowing critiques. FirstJy. as the contradiction of cιp"에ism deepens. various soc ial 

πV여 ution movements ell어찌，. B이씨 just think 이Ihe cause이 such phenomeoon as ‘"'~띠1 

that Ihe suhjects are formed vaJiously iII‘j are playing an imponant role. rather than as Ihe 

~"‘diction of capω ‘ffi. '"어잉Iy. it cannot 야 lbougl\t to transfonn Alter GloberliWion 

Mo、 cmenl inl(l 찌，~αtalistic straι'gy ()f SOCI피istic stnllegy. lhlr에y. the roling class ar잉 

policy makers of ca이이ism can suppon various sub.κ" 。“oc 히 movement networ1l; 

Fω 뻐y 끼1c Iogic thal 11(‘woO;. organizat잉1llI moveme이 transfonns i~ntity politics in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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