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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슬린 블리 (Kathleen M. Blee)의 “진행형 민주주의”는 간단한 질

문을 던진다: 활동가 집단이 어떻게 형성될까? 이 질문을 개인들이 어떻

게 집합행동 참여를 결정하는지로 해석한다면, 많은 이들은 경제학자인 

맨큐 올슨 (Mancur Olson)이 1971년에 출판한 “집합행동의 논리”에서 

펼친 비용론을 떠올리기 쉽다.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한다. 시간과 열정은 기본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참여하는 집합행동이 사회정치적으로 인식되는 방식에 따

라, 때로는 체포, 구금, 혹은 낙인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선을 

위한 집합행동 참여를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무

척이나 불확실한) 결과 사이의 함수로 본다면, 잠재적인 사회운동 참가자

들은 아무 비용 지출 없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창출하는 공공 이익의 

수혜자가 될 때 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다시 말해,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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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손익계산 대신에, 블리는 풀뿌리 운동 (grassroots activism)의 

형성을 사람들의 연속적인 상호작용 자체로 연구한다. 이는 직간접적인 

관계 형성과 그 관계의 변화를 강조하는 다른 연구자들의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일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맥아담 (Doug McAdam)은 이

미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 가족, 이웃들이 그렇지 않

은 사람들에 비해서 집합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주목하는 관

계론적 입장을 제시한다. 쿠즈만 (Charles Kurzman)은 만약 사람들이 억

압받을지라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는 심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광범위하게 퍼질 때,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은 집회 

참여의 기회로 인지 (perceived opportunities)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집합 행동과 사회운동은 공통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람

들의 이합집산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태어나고, 다

시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후자의 관점에 가깝지만, 블리의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앞서서 예측하기 

힘든, 그야말로 이제 막 시작하는 풀뿌리 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맥아담과 쿠즈만은 연구를 수행하던 시점에 이미 집합

행동의 가시적인 궤적과 성과가 있었던 1968년의 미국에서의 민권운동과 

1970년대 후반의 이란 혁명 기간을 조명한다. 이 두 사람의 연구가 의미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각각의 사례가 보여주는 일종의 ‘결과’ 

혹은 ‘결론’이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블

리의 연구대상이었던 풀뿌리 단체들은 그야말로 ‘이제 시작하는’ 소규모

의 모임들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블리 연구팀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발생한 풀뿌리 운동의 ‘시도’들

을 추적 참여관찰 (longitudinal ethnographic fieldwork)한다.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공공 장소, 혹은 집회에서 수집한 안내문들을 토대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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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임에 참석했다. 서로에게 낯선 이였던 첫 모

임은 그 주제도 다양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

는지도 달랐다. 어떤 모임은 첫 번째 모임 참가자가 두 번째 모임에 자신

들의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모임은 별 문제없

이 두 번째 모임을 약속했지만, 주최자 이외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그 운명을 다 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 – 하다못해 길

거리에서 일인시위 혹은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해 전단지라도 배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 없는 집단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하지

만, 블리 팀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누군가의 제안에서 시작한 모임

이 어떻게 그 생명력을 키워나가며, 순간의 결정이 집단의 성격과 운동의 

발전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걸까? 풀뿌리 운동의 발생 과정을 따

라가면서, 블리 연구팀은 미리 구성한 연구노트 항목에 따라 모임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참가자들을 인터뷰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비교분석에 사용한다.

보다 세부적인 세 가지 연구질문은 이렇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어떻

게 하나의 ‘집단’으로 자신들을 정의하게 될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

떤 방식으로 공동 프로젝트들을 진행할까? 마지막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실제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다시 말해, 블리는 씨앗 상태로 아

직 채 발현하지 않은 가능성들을 쫓아가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갱이를 

형성하는지를 그들의 내부적인 관계형성 과정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은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해 행동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까? 블리는 그 순간과 방법들은 

결코 명확하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임의 최초 제안자가 (자발적

이든 비자발적이든) 항상 주도권을 갖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블리 연구팀

이 만난 흑인 청년의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의 제안자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의도했지만, 막상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의 공유 과정이 자신의 예상과 달라졌을 때 실망감을 감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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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고, 그 실망감을 모임에서 그대로 표출했다. 결국, 그 모임은 길게 지

속되지 못했다. 반면에,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모

인 사람들은 동물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생각들을 무미

건조한 대화를 통해 주고받을 뿐이었지만, 누군가가 푸아그라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에 편지를 보내 정중하게 판매 중지를 제안해보자며 내놓은 작

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면서 활력을 갖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음식점

들과 그 음식점 고객들과 달갑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무미건조하던 

대화 방식이 격렬하고 감정적으로 변하기도했다. 그렇다면, 공동의 프로

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소속감 형성과 회원자격의 

규정과 어떤 연관을 가질까? 모임에 깊은 애착을 갖기 때문에 프로젝트

를 열성적으로 진행할까? 아니면, 일을 함께 하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

던 소속감이 깨지거나 혹은 반대로 강화될까? 블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도 모임마다 그 경과가 달랐다고 보고한다. 모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

람들은 회원 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기도 하지만, 암묵적으로 “정해졌다

고” 믿어버리기도 한다. 만약 빈곤한 흑인 청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구

성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주로 중산층 백인이라면 이들은 

이웃의 흑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경찰이 공무 집행 중 

행하는 시민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모임에서 자신이 감내해온 

경찰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경찰폭력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나아가, 대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어떻게 해소할까? 다소 늦게 모임에 합류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참가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지만 그들은 선

호하지 않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즈음 독자들은 블리에게 묻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 단체들이 형성된다면, 분석의 결론은 무엇일까? 블리가 관찰한 다양

한 모임의 참가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신들의 목적과 처한 조

건을 냉철히 분석하고, 그 상황과 조건에서 가장 전략적이며 효과적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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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풀뿌리 활동의 형성은 언제나 과정 ‐ 작은 

모임들에서 결정하는 우연한 (incidental),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선택의 연속 (sequence) ‐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분석을 뒷

받침하기 위해, 블리는 비슷한 상호작용의 순간을 맞이했던 단체들을 비

교하면서, 각 단체들의 다른 선택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준

다. 개인들이 만나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는 어떤 대화의 태도와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지에 따라 그 구성원들 개개인의 특성과는 구별

되는 그 집단 고유의 특정한 대화방식을 만들어내고, 이는 매우 짧은 기

간에도 집단의 속성 (properties)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발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 긍정이 두 번째 긍정을 얻어낼 

때 혹은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이나 침묵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짧은 대

화의 순간들은 그 이후의 대화 분위기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 둘째,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의 분위기와 의사 결정 방식은 단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모임을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 프로젝트의 지속에 대해, 제안된 프로

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에, 더 나아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행위의, 상호작용의, 그리고 사건의 경로가 형성되

며, 이 경로가 반복되면서 사건 연쇄의 방식들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히 듯 

집단의 특징이 된다.

다시 말해, 블리의 연구는 폴 피어슨 (Paul Pierson)이나 더글라스 노스 

(Douglass North)로 대표되는 역사 제도주의 (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학자들이 논의해 온 경로 의존 (path dependence)을 풀뿌리 운동의 형성 

과정에 도입한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

를 구성하며, 그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선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선택의 반복은 그 선택의 근거를 스스로 강화하지

만, 전환점 (turning point)은 언제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부터라도, 

또 어느 개인에게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집단의 이름을 정

하기도 전에 시작한 풀뿌리 운동의 시도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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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함께하는 일이 주는 기쁨에 “우리

도 뭔가 “우리”를 지칭할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묻고, 그 물음에 

사람들이 화답하여 특정한 이름을 정하는 순간, 그 이름은 그 자체로 이

름을 창조해낸 사람들의 행위 반경을 정하는 판단의 준거로 작동한다. 따

라서, 그 이름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가능의 영역에 있던 다양한 아젠

다들은 더 이상 가능한 선택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평화를 이름에 담고 

있는데, 어떻게 비평화적인 전략으로 오해받을지 모르는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냐구!”). 어떤 반응을 얻든지, 그 순간은 전환점으로 작용하여, 

그 이후에 혹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일의 대처방식을 강화 (self‐
reinforcing)할 수 있다. 대화 과정에서 누군가의 질문이 의도하지는 않았

지만, 일시적인 침묵으로 귀결되었을 때, 그리고 그 대화의 끊어짐이 간

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지속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모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드나듦이 반복되면서, 좀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

임의 주축을 형성하게 되고, 보다 제한적인 범위의 사람들만이 이 단체의 

매력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블리의 연구는 개인이 집단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분석하면

서 개인의 행위성 (agency)과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행위에 일정한 범

위를 부여하는 구조 (혹은 제도) 사이의 긴장을 포착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에 몇 가지 불명확한 지점들은 남아있다. 블리는 간

혹 행위의 연속 (sequence of actions)과 사건의 연속 (sequence of events 

or cascading events)을 혼용한다. 블리가 윌리엄 스웰 (William Sewell)

의 연구를 인용하며 (p. 33), 사건 (event)이 개별 행위자들과 그 행위 발

생의 조건 혹은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변화할 사회 구

조를 연결하는 연결체로서 유의미한 분석 단위임을 확인한다.1) 이 지점

1) ‘사건’이 갖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함의는 사회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많은 관심

을 받았다. 관심있는 독자를 위해 몇몇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Sewell Jr.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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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에 포함한 블리의 선택은 타당하지만, 행위의 연속 (예를 들어 A

의 제안이B의 반대에 부딪히지만C가 다시 A에게 지지를 표현하는 등에

서 각각의 사람들의 행위)과 사건의 연속 (예를 들어, A, B, 그리고 C의 

대화를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명쾌한 설명

을 제시하지 않는다. 덧붙여, 참여관찰 기법으로 얻은 자료를 비교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 설계는 흥미로운 시작이었지만, 책의 전개 과정에

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점을 (왜 책의 2, 3, 4장에서 각기 다른 비교 

그룹들을 보아야 하는지) 제시하지는 못한다. 

몇 가지 논쟁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블리의 책은 폭넓은 독자들과 

호흡할 수 있다. 우선,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과 집합

행동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면, 이 책은 비슷한 경험을 미리 한 사람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험담이 될 

것이다. 또, 사회과학 연구자들 – 집단 (group)의 형성 과정, 그 과정이 

수반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관련한 토론과 논쟁들에 관심이 있는 – 에
게는 구체적인 연구 설계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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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quences of Events 

in the Formation of Grassroots Activism

Eu nk y u ng S o ng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This essay reviews Kathleen Blee’s book, Democracy in the Making: How 
Activist Groups Form, which received the Charles Tilly Award for Best 
Book from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s Collective Behaviors and 
Social Movements section in 2013. It studies almost seventy fledgling 
grassroots groups whose sustainability was yet to be determined during the 
moment of her research team’s ethnographic fieldwork. Relying on 
interviews and fieldnotes (produced according to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naires and fieldnote items), Blee argues that the formation of 
grassroots activism is always in a state of interaction whose unfolding can 
both reinforce and transform sequences of actions and events. In this essay, 
I briefly summarize Blee’s research design and introduce 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ple cases along with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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