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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 노란조끼운동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평가하고, 아나코 포퓰리즘의
경향이 프랑스 국내정치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한다.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유럽 포퓰리
즘의 공통분모로서 주권주의의 부상에 주목했지만 다양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
요하다. 노란조끼운동은 프랑스의 정치엘리트들의 권력 독점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포퓰리즘
이 집단 혹은 민족으로서의 인민에 호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란조끼운동은 개별적인
인민에게 호소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노란조끼운동은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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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즘이 무정부주의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나
코 포퓰리즘의 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노란조끼운동의 포퓰리즘 강령을 분
석할 것이며, 새로운 동원방식이 프랑스 국내정치에 가져온 변화를 평가한다. 나아가 다
양한 가치가 혼재된 포퓰리즘 등장이 기존 이념 균열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요
한 변화로 지적할 것이다.

Ⅰ. 서론
2010년대 중반 프랑스의 포퓰리즘 관련 연구에서 하나의 화두가 됐던 개념은
‘전염’이었다. 포퓰리즘이 특정 국가가 아닌 유럽 전역에 확산된다는 맥락도 존재
했지만,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강령과 전략을 중도 우파에서 차용하기 시작했다
는 측면이 새롭게 조명됐다.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극우적인
수사와 혐오감정을 활용한 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례이다. 같은 시기 중도우파 정
당은 강령 차원에서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을 보수적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테러, 이민과 난민 위기 등의 환경 변화가 중도우파의 우경화를 설명하
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 포퓰리즘의 전염이 아닌 ‘진
화’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생겼다. 유럽 포퓰리즘은 언제나 주류 정치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됐었다. 그
러나 현재 포퓰리즘 정당들은 점차 정상적인 주류 정당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포퓰리즘 동원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란조끼운동 사례에 집중하여 프랑스 포퓰리즘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란조끼운동의 ‘포퓰리즘’에 초
점을 맞춘 연구는 프랑스에서도 아직 충분히 발표되지 않았다. 노란조끼운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란조끼운동의 전개과정을
기록한 책들이 다수를 이룬다.1) 그리고 운동의 다면적 성격을 반영하여 운동의
원인, 전개, 전망 등을 소개한 단행본들이 발행됐다.2) 그러나 운동의 특수한 쟁점
1) Maxime Thiébaut, Gilets Jaunes: Vers une démocratie réelle? (Versailles: VA Editions, 2018);
Edwy Plenel, La victoire des vaincus: A props des giles jaunes (Paris: La Découverte, 2019);
Laurent Jeanpierre, In girum: Les leçons politiques des ronds-points (Paris: La Découverte, 2019);
Patrick Farbiaz, Les Gilets Jaunes: Documents et textes (Paris: Editions du Croquant, 2019); Pierre
Poggioli, 2020, Gilets jaunes : La révolte des oubliés (Paris: Fiara Edic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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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각시킨 연구는 여전히 많지 않다. 소셜미디어 활용에 주목하여 노란조끼운
동의 조직방식에 대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됐고,3) 노란조끼
운동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적한 언론보도와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노란조끼
운동에서 드러난 포퓰리즘의 개념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이며,4) 이를 포퓰
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증한 분석은 케첼(Ketchell 2019)
과 루방(Rouban 202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5)
이하에서는 먼저 노란조끼운동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무
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새로운 동원방식에 기초한 포퓰리즘의 확산이 갖는 함
의를 분석할 것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아래로부터 사회운동이 조직되는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기반 대중동원과 포퓰리즘이 항상 중첩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포퓰리즘 동원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지 않으며, 대중동원의
형태를 띠지 않는 포퓰리즘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노란조끼운동의 내용과 형식
에 대한 복합적인 관찰을 통해 포퓰리즘이 다양한 이념과 접목되어 보다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노란조끼운동을 아나코 포퓰리즘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의 맥
락에 보다 주목할 것이다. 아나코 포퓰리즘은 영국 정치학자 게르바우도(Paolo
Gerbaudo)가 이론화한 개념으로 ‘지도자가 없는 인민’이 직접 주도하는 포퓰리즘
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노란조끼운동을 아나코 포퓰리즘의 맥락에서 파악하

2) Gérard Bras, “Retour du peuple,” Michèle Riot-Sarcey (ed.), Gilets Jaunes: Jacquerie ou révolution
(Montreuil: Le temps des crises, 2019); Joseph Confavreux (ed.), Le fond de l'air est jaune (Paris:
Seuil, 2019). 국내에서는 심성은(2019), 김정도(2018), 김호원･최윤선(2019)이 노란조끼 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미디어 보도방식을 분석했다.
3) François-Bernard Huyghe, Xavier Desmaison, and Damien Liccia, Dans la tête des gilets jaunes
(Versailles: VA Press, 2019); Jean-Louis Siroux, Qu’ils se servent de leurs armes: Le traitement
médiatique des gilets jaunes (Paris: Editions du Croquant, 2020).
4) Luc Gwiazdzinski, Bernard Floris, and Angelo Turco, Sur la vague jaune. L'utopie d'un rond-point
(Paris: Elya Editions, 2020); Peter Wilkin, “Fear of a Yellow Planet: The Gilets Jaunes and the
End of the Modern World-System,”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26 No. 1 (2020);
Christophe Boutin, “La révolte des Gilets jaunes : le dernier avatar des populismes,” Atlantico (12
October 2019); Mathieu Souquière,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 ne profite que très peu aux
partis populiste,” Le Monde (7 May 2019).
5) Misha Ketchell, 2019. “Qu’est-ce qu’un mouvement social populiste ? Comprendre les gilets
jaunes,” The Conversation (7 January). Luc Rouban, La matière noire de la démocrati,” Cogito
(11 February 2020).
https://www.sciencespo.fr/research/cogito/home/la-matiere-noire-de-la-democratie/?lang=enf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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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논의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아나코 포퓰리즘의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고,
그 여파로 프랑스 내에 어떠한 정치변동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Ⅱ. 유럽 포퓰리즘의 진화
1. 포퓰리즘의 주류정치화

포퓰리즘은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축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으
로 남아있다. 뮈데와 칼트바서(Mudde and Kaltwasser 2017)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인 적대 집단이 사회를 양분하
고 있으며, 정치는 인민 일반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념이다.6) 이들은 이러한
규정을 포퓰리즘에 대한 ‘최소 정의’로 설정하고 어떠한 이데올로기와도 쉽게 결
합할 수 있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thin-centered ideology)’로서의 성격을 강조
한다. 기존 서유럽 포퓰리즘의 주된 특징으로 카리스마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
직접 민주주의적 동원, 적과 동지의 구분, 명확한 이념 부재와 감성적 선동 등의
특징이 지적됐으나,7) 오늘날의 포퓰리즘은 최소 정의만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것
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매우 다채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로카토 외(Roccato et al. 2020)에 따르면 증가하는 정치 불신, 경제적 열패자의
타자에 대한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포퓰리즘의 핵심 요소이다.8) 모핏
(Moffitt 2016)은 포퓰리즘을 이데올로기, 전략, 담론, 정치 논리로 규정하는 모든
시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 이해를 보다 '두
껍게‘ 하기 위해 ‘정치 스타일’로서의 포퓰리즘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아
6) Cas Mudde and Cristóobal Kaltwasser,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7) 유럽 포퓰리즘의 특성과 개념 규정에 대한 국내 연구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음. 정병기,
“서유럽 포퓰리즘의 성격과 특징,” 대한정치학회보 제20집 2호 (2012), 서병훈. “‘포퓰리즘 구
하기’: 개념 규정을 위한 시도,” 철학연구 제72집 (2006). 주정립, “포퓰리즘의 개념적 규정을
위한 시도,”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2005).
8) Michele Roccato, Nicoletta Cavazza, Pasquale Colloca, and Silvia Russo, “Three Roads to
Populism? An Italian Field Study on the 2019 European Elec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Wiley-Blackwell) Vol. 101, No. 4 (2020).
9) Benjamin Moffitt, The Global Rise of Populism: Performance, Political Style, and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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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최근 연구들은 유럽 포퓰리즘의 공통분모로서 주권주의(sovereignism)의 부상
에 주목한다.10) 개별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는 포퓰리즘은 ‘통합유럽’에 반대해왔
는데, 브렉시트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유럽 각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자는 정치 엘리트들이며, 일반 인민들이 국제화와 자유주의
를 지향하는 유럽통합 세력에게서 다시 주권을 환수해야 한다. 주권주의는 인민
의 복리와 국가 번영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된다.11)
다채롭게 분기하는 포퓰리즘을 역사적 진화의 관점에서 포착한 연구들이 있다.
뮈데(Mudde 2020)는 포퓰리즘과 주류정치가 융합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과거 대의민주주의 체제 밖에 존재하던 포퓰리즘 정당들이 ‘정상화’되는
맥락에서 포퓰리즘의 주장 역시 변화하고 있다.12) 또한 뮈데(Mudde 2019)는 유럽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4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네오파
시즘(Neo-Fascism)’ 단계(1945-1955)는 금지된 파시즘을 추종하는 소수 집단들이
비합법 단체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우익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
단계(1955-1980)에서는 지역격차와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신생 우익정당들이 포퓰
리즘의 계보를 이어갔다. 세 번째 ‘급진우파 포퓰리즘(Radical Right populism)’ 단
계(1980-2000)는 유럽 포퓰리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대의민주
주의에 배타적이었던 포퓰리즘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유럽 극우정
당들은 1980년대 평균 2.3%의 득표를 기록했고, 1990년대는 4.4%로 증가했다. 보
다 큰 네 번째 변화는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됐으며 이는 ‘제4의 물결’로 명명됐다.
2001년의 9.11 테러, 2000년대 후반 유럽경제 위기, 2010년대 난민 위기를 거치면
서 극우 포퓰리즘은 주류 정당으로 진화했다. 극단주의 우파 정당들이 연정 파트
너로 고려됐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극우정당 지지율은 평균 7.5%까지 상승했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10) Gianfranco Baldini, Bressanelli, Eduardo a Stella Gianfreda, “Taking Back Control? Brexit,
Sovereignism and Populism in Westminster (2015–17),”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 21,
No. 2 (2020); LindaBasile, Borri, Rossella and Luca Verzichelli, “For Whom the Sovereignist Bell
Tolls,” Individual determinants of support for sovereignism in te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 21, No. 2 (2020).
11) Gilles Ivaldi and Oscar Mazzoleni, “Economic Populism and Sovereigntism: The Economic Supply
of European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ies,”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 21, No. 2
(2020).
12) Cas Mudde, “Far Right Politics Has Changed. So Should We! Right Now” (January 7, 2020),
https://www.sv.uio.no/c-rex/english/news-and-events/right-now/2020/far-right-politics-has-changed.h
tml.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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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와 스웨덴 극우정당은 전국단위 선거 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으며,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는 사례도 등장했다.13)
정병기(2020; 2021)는 1970-80년대의 ‘신포퓰리즘’과 2000년대 이후 ‘포스트 포
퓰리즘’의 등장을 포퓰리즘의 새로운 전환으로 평가한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중
심으로 인민의 직접정치를 추구했던 고전적 형태의 포퓰리즘과 달리, ‘신포퓰리
즘’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의회진출을
시도했다. 또한 ‘포스트 포퓰리즘’은 기존 포퓰리즘의 집단주의적 성격에서 벗어
나 개인주의적인 가치와 개방적인 조직 구조까지를 포용한다. 권위주의 정치를
부정하고 개인들의 분노를 표출했던 그리스 시리자, 스페인 포데모스, 이탈리아
오성운동 등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포퓰리즘 정당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평등주의의 열망을 결집시켰고, 하향식(tow-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동원을 시도했다. 이는 피상적인 인민 일반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들이 분출하는 사회적 분노를 동원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포퓰리즘과 구분되
는 매우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14)
극우 정치세력이 주류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주류 정치의 이념을 수용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오창룡‧이재승(2016)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정교분리 이념인 ‘라이시테(laïcité)’를 강령으로 수용하
여 프랑스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구축했다. 물론 라이시테 이념으
로 무슬림의 공개적 종교 활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반(反)
이민자 정당의 정체성은 유지됐다.15) 또한, 오창룡(2020)은 덴마크 극우정당인 인
민당(People's party)이 2005년 덴마크 일간지 율란스 포스텐(Jyllands-Posten)의 무함
마드 만평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이념을 적극 수용하는
전략을 취했고, 이를 통해 정상정당으로 도약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16)

13) Mudde (2019).
14) 정병기,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 및 역사적 변화: 고전 포퓰리즘에서 포스트포퓰리즘까지,”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1호 (2020), pp. 103-104.
15) 오창룡･이재승, “프랑스 국민전선의 라이시테 이념 수용: 이민자 배제 합리화 전략을 중심으
로,” 유럽연구, 제34권 1호 (2016). 201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라이시테 이념을 둘러싼 논쟁
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음. 박선희, “2004년 법’과 프랑스 라이시테 원칙 적용의 문제
점,” 유럽연구, 제32권 2호 (2014); 박선희, “프랑스 안의 무슬림: 공화주의와 문화갈등,” 국
제관계연구, 제20권 1호 (2015).
16) 오창룡, “덴마크 극우정당의 정상화 전략: 포스트 포퓰리즘적 전환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EU연구 제55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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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나코 포퓰리즘의 등장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과정에서 회자됐던 ‘아나코 포퓰리즘(anarcho-populism)’은
앞서 살펴본 맥락에서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로서의 특징을 재차 드러낸다. 아
나코 포퓰리즘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적대와 인민의지의 실현이라는 포퓰리즘의
기본 특징에 ‘무정부주의적인 정치지향’이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어원에서 ‘아나키(anarchy)’는 정부의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넓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개인
들이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다.17) 따라서 아나키즘의 특징은 사회계약과 대의제에 대한
거부,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권위에 대한 거부, 관료제와 제도화된 조직
에 대한 거부를 특징으로 한다.18) 기성 정치권위와 질서, 대의제 정치에 대한 도
전이라는 측면에서 아나키즘과 포퓰리즘은 상호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그
러나 아나키즘이 내포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요소와 포퓰리즘의 집단주의적
요구사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두 흐름의 조합은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못했던 새
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나코 포퓰리즘을 개념적으로 분석한 게르바우도(Paolo Gerbaudo)는 201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된 광장 점거운동을 무정부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으로 평가하고,
분개한 시민들이 경제적･정치적 과두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로 규정했다. 게르바우도에 따르면 전통적인 포퓰리즘이 집단으로서의 인민에 호
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나코 포퓰리즘은 각각의 개별적인 인민에게 호소한다
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과거 포퓰리즘에서 각 개인은 집단으로 구성된 ‘인민’의
미세한 부분이었지만, 아나코 포퓰리즘은 개인적 자유･창의성･자아실현을 추구하
고 관료제와 거대조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다. 또한 기존 포퓰리즘이 하
향식 개입을 통해 인민을 동원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면,
아나코 포퓰리즘은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인민이 직접 주도
한다. 즉, 수평적이고 비위계적인 ‘지도자 없는 인민(leaderless people)’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이다. 아랍의 봄, 월스트리트 점거, 스페인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분노
한자들) 시위 등의 새로운 대중운동은 반(反) 엘리트주의적인 지향을 공유하면서

17) Vernon Richard (ed.), What is Anarchism? An Introduction (Oakland: PM Press, 2016), pp. 1-3.
18) Nicolas Walter, About Anarchism (Oakland: PM Press, 2019), pp.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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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을 공유했다.19)
게르바우도가 개념화한 아나코 포퓰리즘은 이념적 측면에서 좌파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反) 국가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아나코’라는 수
식어와 ‘포퓰리즘’의 개념은 여기서 경멸적이거나 비판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
는다. 오히려 아나코 포퓰리즘은 전지구적인 위기에 맞서 사회를 수호하지 못하
는 국가에 대한 적극적 비판을 내포한다. 대규모 대중집회가 아나코 포퓰리즘의
형태로 등장하는 배경에는 금융위기가 낳은 극도의 불평등과, 손실을 사회화하는
‘부자들의 사회주의(socialism of the rich)’가 있다.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반권위주
의와 반국가주의의 메시지가 유포되며, 엘리트들에 대한 증오와 음모론이 확산된
다. 아나코 포퓰리즘에 이끌리는 대중들은 국가가 문제의 일부라 생각하고 있으
며, 국가를 점령하는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20)
프랑스 문헌에서 아나코 포퓰리즘 개념은 남미 좌파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간
주됐던 아이티의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처음 등장했다. 2000년대 초반
문헌에서 아나코 포퓰리즘은 1990년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아리스티드
(Jean-Bertrand Aristide)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고,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퓰리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
례였다. 사제 출신이었던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집권 후 충분한 통치력을 확보하
지 못했으나, 반복되는 쿠데타에 맞서 권력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대
중을 직접 동원하는 전략을 사용했다.21) 이러한 맥락은 게르바우도의 개념과 다
소 상이하나 지도자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포퓰리즘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공통
점이 있다.
반면, 노란조끼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재등장한 아나코 포퓰리즘은 프랑스 대
선에 출마했던 배우 콜뤼슈(Coluche, 본명 Michel Gérard Joseph Colucci)에 대한 논
의에서 출발했다. 콜뤼슈는 배우 신분으로 1981년 대선에 출마하여 대중적인 지
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프랑스 정치사에서 이름을 남겼다. 당초 콜뤼슈는 1970
년대 중반부터 샤를리앱도(Charlie Hebdo)지와 협업하여 반(反)문화의 상징적인 인

19) Paolo Gerbaudo, The Mask and the Flag: Populism, Citizenism, and Global Protest (Oxford:
Oxford University, 2017), pp. 17-18.
20) Paolo Gerbaudo, “When anarchism goes pop,” Open Democracy (2013)
https://www.opendemocracy.net/en/when-anarchism-goes-pop/ (검색일: 2021. 10. 15).
21) Laennec Hurbon, La desymbolisation du pouvoir et ses effets meurtriers, Chemins Critiques No.
5 (2001),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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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고, 1980년 10월 출마선언 이후 2개월이 지
나지 않아 대선사전 여론조사에서 16%의 지지를 확보했다. 콜뤼슈 이미지가 등장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보이다(Les pauvres sont des cons)”라는 제목의 만평은
대중적인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슬로건이 됐다. 콜뤼슈가 “나는 게으르
고 더러운 사람,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 퀴어, 여성, 기생충, 젊은이, 노인, 예
술가, 죄수, 동성애자, 견습생, 흑인, 보행자, 아랍인, 프랑스인, 장발, 미치광이, 게
이, 전 공산주의자, 확신에 찬 기권주의자이다.”라 언급한 문구는 노란조끼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다시 빈번하게 인용됐다.22) 당시 알랭 투렌(Alain Touraine), 가타리
(Félix Guattari), 들뢰즈(Gilles Deleuze), 부르디외(Pierre Bourdieu) 등 프랑스 지식인
들이 콜뤼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콜뤼슈의 정치 돌
풍은 매니저의 의문사에 잇따른 후보직 사퇴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권력
과 거리가 먼 희극인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건은 프랑스인들이 엘리트 정
치에 환멸을 느끼고 일반 인민의 정치를 열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24)
이처럼 프랑스 맥락에서 등장한 ‘아나코 포퓰리즘’의 두 사례는 게르바우도가
이론화한 개념과 공통점이 있다. 사회평등을 지향하는 좌파적 이념을 기반으로
반(反) 엘리트주의를 지향했으며, 포퓰리즘의 개념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시키
지 않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포퓰리즘을 개념화했다. 특히
노란조끼운동 이후 콜뤼슈 현상에 대한 재조명은 아나코 포퓰리즘 개념과 노란조
끼운동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25)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동원방식이 가져온 포퓰리즘 내부의 모순과 충돌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집단적 가치를 탈피한 개인화된 동원이 유럽 포퓰리
즘에 어떤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고정된 집단 정체성을 설
정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적대감을 끊임없이 활성화해야 하는 포퓰리즘은 집단적
가치를 부정하는 아나키즘의 가치와 쉽게 융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특히 노란조끼 운동은 게르바우도의 관찰보다도 훨씬 더 무정형적인 적대가

22) Eric Le Braz, “7 raisons de devenir populiste (et Gilet Jaune),” 7x7 (2019)
https://www.7x7.press/7-raisons-de-devenir-populiste-et-gilet-jaune (검색일: 2021. 10. 15).
23) Bertrand Lemonnier, “L'entrée en dérision,” Vingtième Siècle, No. 98 (2008). p. 53; Myriam
Perfetti, Coluche, d'utilité publique,” Marianne (2 July 2016)
https://www.marianne.net/culture/coluche-dutilite-publique (검색일: 2021. 10. 15).
24) Bruno Coppens, “Coluche: devenir Président, comme une bonne blague,” L'Echo (20 June 2021).
25) Jean Daniel, “L’effet Coluche,” Le Nouvel Observateur, No. 837 (24 November 1980).

영남대학교 | IP:165.229.4.*** | Accessed 2022/01/07 14:23(KST)

236 유럽연구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Ⅲ. 프랑스 노란조끼운동의 포퓰리즘적 맥락
1. 노란조끼운동의 요구사항

노란조끼 운동은 2018년 10월 18일 일반 시민이었던 자클린 무로(Jacline
Mouraud)가 올린 페이스북 영상에서 촉발됐다. 유류세 인상과 운전자 단속을 비
판하는 영상은 조회수 600만회를 돌파했다. 10월 21일 트럭 운전사 에릭 드루에
(Éric Drouet)가 전국의 주요 도로를 봉쇄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시위가 조
직됐다. 첫 시위는 11월 17일 노란조끼를 입은 약 30만 명의 시위대들이 프랑스
전역의 원형교차로와 톨게이트를 점거하면서 시작됐으며, 11월 24일 파리에서 진
행된 두 번째 시위부터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다. 12월 1일 세 번째 시
위에서 파리 샹젤리제 및 고급 상점가 지역에서 과격시위와 약탈이 발생했고, 이
후 노란조끼 시위가 국제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12월 2일 엘리제궁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면서 프랑스 정부와 노란조끼 시위대간의 논쟁이 본격화됐다.26) 프
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노란조끼 시위 참가자 수는
12월 29일 7차 집회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1월 다시 8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
며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고>. 통계청은 2019년 5월까
지 참가자 수를 집계했으나 5천명 이하로 참가자 수가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조사
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27)

26) 2018년 및 2019년 노란조끼 운동의 전개과정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Olivier Pironet, “Le
peuple des ronds-points.” Manière de voir 168 (2020).
27) “Nombre de participants lors des manifestations des gilets jaunes en France entre novembre 2018
et juin 2019.” https://fr.statista.com/statistiques/952143/nombre-manifestants-gilets-jaunes-france (검
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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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랑스 노란조끼시위 참가자 수 (2018년 11월-2019년 6월)

출처: “Nombre de participants lors des manifestations des gilets jaunes en France entre novembre
2018 et juin 2019.”
https://fr.statista.com/statistiques/952143/nombre-manifestants-gilets-jaunes-france (검색일:
2021. 10. 11).

노란조끼운동의 차별화된 조직방식과 다양한 요구사항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노란조끼 시위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조직됐
으며, 특별한 시위 주동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 시위를 주도했던 대표단이
2018년 11월 29일 발표한 성명에는 간단히 범주화하기 힘든 40개가 넘는 요구사
항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주거문제(노숙자
제로, 친환경 단열정책, 임대료 제한), △과세제도(누진세 확대, 원천징수 제한, 유
류세인상 중단, 항공유 세금 강화, 수소차 개발, 카드가맹점 세금부과 금지), △고
용(최저임금 인상, 연금제도 개혁, 최저연금 인상, 급여인상, 고용안정, 최대급여
제한, 일자리창출, 노인경제활동 금지, 55세 퇴직, 프랑스 산업보호, 파견노동금
지), △이민(난민 원인 해결, 난민신청자 대우 개선, 난민신청 기각 시 본국송환,
프랑스 사회통합 강화), △건강(사회보장시스템 동일적용, 장애인수당 증액, 정신
과진료 지원), △교통(소규모 상업지구 무료주차장 확보, 도로유지를 위한 고속도
로통행료 재투자, 소규모 철도역사･학교･우체국 폐쇄 중단, 철도운송 확대), △ 정
치제도(선출직 의원 급여제한, 대통령임기 7년제 복귀, 대통령 종신수당 폐지), △
교육(학급최대인원 25명 제한), △재정(긴축재정 중단, 국가소유재산(공항, 댐 등)
매각금지, 사법부･경찰･군대 수당 증액, 가스･전기요금 인하).28)

28) “Gilets jaunes: on a décortiqué chacune des 42 revendications du mouvement” L'Ob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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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운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초기의 영향력은 상당히 축
소된 상황에서 운동의 조직방식과 내용, 영향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노란조끼운동은 마크롱과 전진당(En Marche)의 신자
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었으며, 긴축정책과 소위 “스타트업 국가”에
대한 항의로 평가된다. 이는 프랑스 사회에 누적된 불평등과 중도 자유주의를 표
방한 엘리트정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였다.29) 노란조끼운동은 기성 노동운
동에 등 돌린 일반 인민들의 반지성주의적 시위였으며, 극좌와 극우를 포괄하는
‘반(反) 부르주아 블록’의 형태로 간주됐다.30) 그러나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反) 자본주의 운동은 아니었다. 노란조끼운동의
요구사항들은 대체로 개별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진을 위한 것이며, 소비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에서 운동을 진행했다. 무엇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퇴자
등이 주축이 된 운동으로 평가됐다.31)
기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노란조끼운동이 민주주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데에
동의한다. 노란조끼운동은 단순히 조세제도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분배정의 문제
를 다뤘으며, 공공부문 개혁을 주요한 쟁점으로 제시했다.32) 아울러 노란조끼운동
의 요구사항에는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시위 참가
자들은 7년제 임기 하에서 동거정부의 등장을 허용하는 것이 제5공화국 민주주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33) 무엇보다도 시위의 주체가 기성 주류 정치에서
소외됐던 지방 거주자였다는 측면도 노란조끼운동의 민주적 지향에 대한 의의를
뒷받침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
고, 손쉽게 갈취되고, 의미 없이 노동한다.”는 슬로건은 주변부의 보이지 않는 이
들(invisible)이 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34) 이러한 맥락에서 노란조

29)
30)
31)
32)
33)

November 2018)
https://www.nouvelobs.com/politique/20181129.OBS6307/gilets-jaunes-on-a-decortique-chacune-des
-42-revendications-du-mouvement.html (검색일: 2021. 10. 15).
Wilkin, Peter, “Fear of a Yellow Planet: The Gilets Jaunes and the End of the Modern
World-System,”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26, No. 1 (2020), pp. 72, 75-76.
Stathis Kouvelakis, “The French Insurgency,” New Left Review, No. 116/117 (2019).
Yves Vargas, “Une hérésie néolibérale,” Michèle Riot-Sarcey (ed.), Gilets Jaunes: Jacquerie ou
révolution (Montreuil: Le temps des crises, 2019).
Plenel (2019), p. 45.
Thiébaut (2018),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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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운동의 포퓰리즘적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민의 회귀’로서의 노란조끼운동

노란조끼운동은 ‘인민의 회귀’로 일컬어졌다. 프랑스 북동부 코메르시
(Commercy) 코뮨에서 “노란조끼운동은 구매력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주
장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권력의 문제이다.”라
언급한 것이 회자됐으며,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인민에게 귀속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35) 노란조끼운동은 2016년
사회당의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여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점거했던 뉘 드부(Nuit
Debout) 시위와 비교됐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던 엘콤리(El
Khomri)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로 조직된 뉘 드부 시위는 약 3개월 간 지속되면서
다른 국가에서 등장한 점거운동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시위 조직방식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뉘 드부 시위는 노
동법 법안에 집중했으며 ‘인민 일반’의 개념을 부각시키지 않았고 반(反) 엘리트
주의적인 성격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노란조끼 운동의 경우 참가자가 스
스로를 포퓰리스트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국가와 정치엘리트가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비판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36)
노란조끼운동이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다른 ‘부수적인’ 특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조끼
운동이 정치엘리트를 비판했지만, 소외된 계층을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민자를 포함한 도시 외곽의 하층민
들은 노란조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엘리트 정치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민주
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노란조끼운동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었다.37)
하지만 노란조끼운동을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
34) Marion Messian, “Nous ne sommes ni périphériques ni invisibles,” Nicolas Mathieu et al. Gilets
Jaunes: Pour un nouvel Horizon social (Vauvert: Au Diable Vauvert, 2019), p. 136.
35) Bras (2019), pp. 94-95.
36) Gwiazdzinski et al. (2020), p. 89; Ketchell (2019).
37) Roub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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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프랑스 엘리트 정치에 대한 비판이 다양한 요구사항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노란조끼운동은 뮈데와 칼트바서(Mudde and Kaltwasser 2017)가 언급한
부패한 엘리트와 정의로운 인민의 대립이라는 포퓰리즘 최소정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위그 외(Huyghe et al. 2019)는 노란조끼운동은 전형적인 포퓰
리즘 운동이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란조끼시위는 정치･
경제 엘리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감에서 시작됐으며 중심지역 대 주변지역의
갈등으로 전개됐다. 참가자들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엘리트들로부터 모멸
감을 느꼈으며, 정당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는 박탈감을 느꼈다.38)
즉, 노란조끼운동은 프랑스의 기득권 세력, 정치･경제･언론 엘리트들의 독점적 이
익 때문에 ‘순수한’ 인민의 이해관계가 침해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39) 또한
프랑스 맥락에서의 대의제 정치에 대한 반감이 분명하게 표출됐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던 좌우 중도정부에 대한 반감은 이미 ‘대표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40) 노란조끼운동은 프랑스 국내정치 맥락에서 극단적 포퓰리즘
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현상 이전에 누적되어 온 좌우 온건정치에 대한 환멸을 재
확인한 사건이기도 했다.
노란조끼운동을 좌파 포퓰리즘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노란
조끼시위가 프랑스 정치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신자유주의 부상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의 일환이라 주장했다. 노란조끼운동은
기성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사회운동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유럽
전역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만한 잠재력을 갖는다.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
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반체제 운동이자, 진보적 포퓰리즘 운동을 의미할 수 있다
고 보았다.41)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노란조끼운동이 상징하는 ‘인민의 회귀’는 민족주
의 혹은 인종혐오의 회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Bras 2019, 96-99). 노란조끼운동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역시도 노란조끼운동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당
대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당원들에게 11월 17일 첫 노란조끼 시위에서부
38) Huyghe et al. (2019), pp. 38-41.
39) Souquière (2019).
40) 홍태영, “주권자(sovereign)의 귀환과 민주주의적 정치,” 아세아연구, 제61권 2호 (2018), pp.
51-53.
41) Wilkin (2020),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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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노란조끼운동은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참
여한 최초의 운동이 됐다.42) 이 지점에서 노란조끼운동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이
도출되는데,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의 진일보한 형태라는 평
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극우 민족주의 사회동원이라는 진단이 가능해지
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29일 발표된 노란조끼운동의 요구사항은 포퓰리즘의 일반적인 특
징을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극우정당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정책도 반영되
어 있다. 프랑스 산업시설의 유출을 방지하고 댐과 공항 등의 공공재를 민영화하
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난민신청 기각 시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
고. 프랑스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민족주의적 제안이 제시됐
다.43) 실제로 노란조끼운동에 지지를 표명한 프랑스인들은 극좌뿐만 아니라 극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시위 다음 날인 12
월 2일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가 노란조끼운동을 지지한
가운데, 극좌 정당 지지자의 92%, 극우 정당 지지자의 90%가 노란조끼에 대한 지
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집권여당 지지자 중 단 26%만이 노란조끼운동에 동조
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그림 2 참고>.
프랑스 극우 사상가들은 노란조끼운동에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부여했고, 다수
의 극우 언론들은 노란조끼운동의 함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주장
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에서 현재 지배계급에 대한 경멸이 인종차별주의를 연상시
킬 정도로 만연해 있으며, 세계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작은 백인(Little White)’ 집
단이 등장했다. 작은 백인이란 소수자, 인종, 성, 종교 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국
가로부터 소외되고, 결국 프랑스 사회에서 국적을 박탈당한 가장 열등한 주체이
다. 극우 언론은 바로 이들이 프랑스 정부에 등을 돌리고 경제 엘리트의 요구에
저항하기 위해 노란조끼시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44) 노란조끼운동은 지난 30
년 동안 기존 정치엘리트의 다문화정책에 따라 멸시받은 백인 프롤레타리아트의
42) Thiébaut (2018), p. 10.
43) Boutin (2019).
44) Adrien Chollard, “Le populisme et les Gilets jaunes: Entretien avec François Bousque,” Action
Française (2019). https://www.actionfrancaise.net/2019/04/17/le-populisme-et-les-gilets-jaunes (검
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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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복수로 간주됐다. 노란조끼운동은 더 이상 프랑스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고, 프랑스와 무슬림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거를 중심으로 극우 활동가들은 노란조끼운동
의 입장을 외국인혐오, 반(反) 이민 및 반(反) 유럽통합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45)
<그림 2> 프랑스 노란조끼시위에 대한 지지(지지정당별 비교)

출처: Lévy, Jean-Daniel and Pierre-Hadrien Bartoli, “Perception de la part des Français au lendemain
de la manifestation du 1er Décembre sur les Champs-Élysée” (2018).

Ⅳ. 아나코 포퓰리즘과 노란조끼운동
이상에서 노란조끼운동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노란조끼운동
의 특성을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나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치는 노란조끼운
동 등장 이전에 이미 포퓰리즘 담론의 포화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란조끼운동이 출범한 시점인 2018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담화에서 “우
리가 진정한 포퓰리스트이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과 함께 한다.”고 언급하여 스스
45) Vincent Geisser, “Les gilets jaunes et le triptyque ‘islam, banlieues, immigration’ : une machine
à produire des fantasmes identitaires,” Migrations Société, No. 175 (2019),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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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포퓰리스트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프랑스에서 포퓰
리즘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모두가 포퓰리스
트라면 포퓰리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46)
기존 프랑스 정당구도에서 두 정파가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됐었다. 극좌 포퓰
리즘 정당은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이 이끄는 불굴의프랑스당(La France
Insoumise)이고,47) 극우 포퓰리즘은 르펜(Marine Le Pen)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두 극단의 포퓰리즘이 강령상으로 상호 수렴하는
현상이 이미 관찰되어 왔는데, 두 정당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중심의 유럽통합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양자는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다.48) 두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민정
책에서도 일정정도 수렴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국민연합은 2011년 마린 르펜의
대표 취임 이후 기존의 파시스트적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라이시테 이념을 전
면에 내세움으로써 프랑스 공화국 전통 하에서 이민자 문제에 원칙적으로 접근하
는 전략을 수립했다. 반면, 이민자와의 연대를 강조했던 극좌 세력은 “경제적 이
민을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며 인종차별적 행위가 아니다.” 혹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 약탈은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주의이다.” 등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
는 논리를 개발하는 추세이다.49)
그럼에도 극우 포퓰리즘과 극좌 포퓰리즘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무엇
보다도 두 정파의 구심력이 당대표인 멜랑숑과 르펜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두
정당이 거쳐 온 역사적 궤적과 주요 선거에서의 영향력은 쉽게 융합될 수 없는 것
이었다. 즉, 기존 연구에서 포퓰리즘의 주요 특징으로 언급했던 ‘카리스마적 지도
46) Mattiheu Jublin, “Emmanuel Macron se désigne désormais comme populiste: comment s'y retrouver
parmi tous les populismes,” LCI (23 November 2018).
47) 멜랑숑은 2012년 이래로 ‘인민(peuple)’을 슬로건의 전면에 내세웠고 “내 도전은 혼란스러운 정
파인 좌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 주장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인민의 힘(La force du peuple)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했다. Pierre Rosanvallon, Le Siècle du
populisme: Histoire, théorie, critique (Paris: Seuil, 2020), pp, 84-85.
48) 마린 르펜이 2013년 5월 발표한 다음의 담화는 극좌와 극우 포퓰리즘의 반세계화 담론이 외형
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야만적 세계화는 ... 살인적인 이데올로
기에 지치게 하고, 정치의식과 인간성을 망각하게 만든다. 초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회 평등을
위한 최상의 도구인 공화국 교육을 몰락시킨다. ... 따라서 우리를 스스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야만적 세계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Pascal Perrineau, La France au front: Essai sur l’avenir
du FN (Paris: Edition Fayard, 2014), 92-93; 오창룡,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 및 좌파당의 부상
과 위기,” 마르크수주의연구, 제12권 4호 (2015). p. 260에서 재인용.
49) Rosanballon (2020), pp. 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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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존재는 프랑스에서도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였다. 2012
년과 2017년의 대선에서 두 후보는 총합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각기 중
도우파와 중도좌파의 지지율 붕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에게 어필하
기 위한 전략 역시 인물 중심으로 추진됐다. 르펜은 기존의 반(反) 유대주의와 단
절하여 당의 악마적 이미지를 벗고 정상정당의 외형을 창출하는 데에 주력했다.
멜랑숑은 사회당과 차별화되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좌파 유
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역량을 발휘했다.50)
하지만 노란조끼운동의 등장은 프랑스 포퓰리즘 내부에 존재했던 이념적 구획
을 붕괴시키고, 지도자 중심성에서 벗어난 통합적 동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
에서 차별성을 얻는다. 앞서 살펴본 게르바우도의 이론과 콜뤼슈 현상에서 ‘아나
코 포퓰리즘’ 개념의 핵심적인 특징은 지도자 없는 포퓰리즘이었다. 전통적인 포
퓰리즘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하고, 자신
이 인민을 대변하는 유일한 수호자라 주장하며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과 비교할
때, 지도자가 사라진 포퓰리즘은 매우 특별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노
란조끼운동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했다.
노란조끼운동의 요구사항에는 한편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좌파 포퓰리즘적 요구가
반영됐으나, 다른 한편으로 극우정당이 지지 확보를 위해 제시했던 우파 포퓰리
즘의 정책도 포함됐다. 이는 ‘중심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로 평
가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동원된 시위에 우파와 좌파가 동시에 참여
한 경우는 프랑스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었다.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포퓰리즘이 대중동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포퓰리즘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노란조끼운
동의 아나코 포퓰리즘적 성격은 포퓰리즘 자체가 당초 어떠한 이데올로기와도 접
합될 수 있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는 뮈데와 칼트바서(Mudde and
Kaltwasser 2017)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포퓰리즘 개
념은 부패한 엘리트에 대한 적대를 중심축으로 하여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가치와
도 결합할 수 있다. 노란조끼운동은 포퓰리즘이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정형화되
지 않은 무정부의적 이념과도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란조끼운동은 앞서 언급했던 유럽 포퓰리즘 전반의 ‘주권주의’와 아나키즘적
50) Philippe Raynaud, “Réflexions sur la question populiste,” Piero Ignazi (éd.), La vie politique: Pour
Pascal Perrineau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2021), pp. 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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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내적인 모순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노란조끼 운동은
부패한 엘리트와 정의로운 인민의 대결을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정당정치의 외부
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전통적인 유럽 이념균열의 지속적인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 쇼비니즘’ 전통이 강한 노르딕 국가에서
극좌와 극우 정당 간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
인 형태였으며, 극우와의 소통을 금기시 했던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극과
극이 통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노란조끼운동은 신자유주의 대
(對) 반신자유주의의 균열이 전면으로 부각되고, 이를 중심으로 극좌와 극우 간에
존재했던 이념적 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Ⅴ. 결론
노란조끼운동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주목할 수 있
었던 ‘지도자의 부재’는 결국 운동의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9년
유럽의회선거에 앞서 노란조끼운동은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됐고, 영원히 지방의 원형교차로 위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참가자들은 ‘노란색
연대(Yellow Alliance)’, ‘시민 진화(Citizen Evolution)’ 등의 5개 정당명부로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약 13퍼센트 득표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와 달리
단지 1퍼센트 미만의 지지를 얻는 데에 성공했다. 결국 노란조끼운동의 어떤 지도
자도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만한 지식, 자질,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51)
당초 노란조끼운동에 참여했던 최대 인원이 약 30만 명 규모였다는 측면도 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인원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0.5퍼센트에 해당했으며
프랑스 정치사에서 등장했던 대규모 사회운동과 비교할 때도 큰 규모는 아니었다.
반면 인터넷 상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담론 확산과 실질적 동원이 이뤄진 측면이
주목받았으며, 기성 미디어들의 관심과 지지, 야당들의 마크롱에 대한 공격이 결
합되어 시위의 영향력이 배가됐다.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에 한계가 드

51) Lucy Williamson, “Gilets Jaunes face big decision as Macron fights back,” BBC News (7 February
2019)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148478.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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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났고, 보다 본질적으로 프랑스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측
면에서 그 의미가 평가되고 있다.52)
프랑스 국내 정치 상황에서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극좌와 극우의 강령
이 점차 수렴하는 현상이 이미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노란조끼운동을 통해 가시
화된 ‘지도자 없는’ 포퓰리즘의 등장이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포퓰리즘을 새롭
게 발명했다기 보다는 기존 추세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나코 포퓰리즘은 기존 포퓰리즘이 모순적으로 포함했던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요소를 탈각시킨 보다 순수한 형태의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
태의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기
존의 이념 균열이 신자유주의의 존속과 이에 대한 반대라는 두 축의 균열로 대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회선거를 앞두고 제도권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노란
조끼운동의 영향력이 소멸됐으나, 포퓰리즘의 성격을 띤 사회운동이 무정형적인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포퓰리즘
이 어떠한 제도적 통제도 불가능한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는 측면에서 노란조끼운동은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다.

52) Olivier Costa, “Gilets jaunes: trois visions d’une même histoire et quelques leçons,” The
Conversation (3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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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e of Anarcho-Populism in France:
Focusing on the Mobilization of Yellow Vest Movement*53)

H Chang Rhyong OH**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pulist nature of the French Yellow Vest movement.
Recent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rise of sovereigntism as a common
denominator of European populism, but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epth the changes
that “leaderless” populist tendencies have brought to French politics. The Yellow Vest
Movement showed typical populist characteristics while criticizing France’s monopoly of
power in the political eli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in contrast to
traditional populism appealing to the people as a group or nation, the Yellow Vest
movement appealed to individual people. It is a special case that shows that populism
can be reborn in a new form by combining with anarchism while advocating anti-elitism.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anarcho-populism of the Yellow
Vest Movement and evaluates the impact of new mobilization on domestic politics.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fact that populism as a mixture of various values can
disrupt the existing ideological cleavage of French society.
Keywords: The Yellow Vest Movement, Anrcho-Populism, Anti-Elitistism,
Sovereigntism, Anarc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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