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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틈새정당을 기반으로 한 무당파층의 정치세력화 동향을 고찰한다. 최근 해적당의

발원지인 스웨덴에서 해적당의 퇴조가 역력하고 비판자들에 의해 취미 정당으로 폄하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약진세가 꺾이지 않고 온라인 이슈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수많은 틈새정

당이 명멸해온 가운데, 정보사회 등장 이후 시험대에 오른 해적당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
을 것인지도 탐문의 여지가 크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고찰하는데 목표를 둔다. 첫
째, 해적당의 지지 기반과 조직 운영 특징이다. 둘째, 해적당의 정치세력화 특징과 효과이다.

셋째, 해적당의 정치적 지속성 전망과 그것이 한국정치에 던져주는 함의이다. 특히 이에 대

해서는 해적당의 성장과 퇴조가 교차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하여, 해적당과
같은 무당파 정당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고자 한다.
키워드: 무당파, 온라인 이슈, 틈새정당, 해적당, 해적당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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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당파 이슈와 틈새정당
1960년대 이래 서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그동안 간과되

어온 환경, 이주, 지역 자율성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대중성을 획득하
며 신생 정당들이 출현해왔다. 특히 이들은 선거에서 경제 문제 중심의 논
쟁 구도에 도전하며 기성 정당의 지배력을 잠식하였다. 서유럽의 경우

1960년대 이래로 40년 간 18개국에서 환경, 극우, 인종과 관련한 약 110
개의 신생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 중 54% 이상이 의회에 진출하
였으며 10% 이상의 연립정부에 참가하는 결실을 거두었다(Mackie &

Rose, 1991). 이러한 류의 정당들은 1980-1990년대에 탈권위주의에 성공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출몰하였다. 신생 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기존의 권위주의-민주주의 균열구조의 압력으로 사회의제로 등장

하지 못하였던 이슈들이 개방된 정치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었다.

유력 정당들을 기준으로 할 때 틈새정당 (niche party)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 정당들은 세 측면에서 기성 정당들과 대별된다. 첫째, 틈새정
당은 계급 기반의 전통적인 정치 정향을 거부한다. 이들은 경제 이슈를 우
선시하기보다는 정당 경쟁의 바깥에 존재하는 이슈들을 정치화한다. 1970
년대 환경보호와 비핵 군축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등장한 녹색당의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틈새정당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기발할 뿐만 아니
라, 대개 기존의 정치적 구분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틈새정당은 전통적

정당구도를 가로질러 유권자 집단에게 호소한다. 그 결과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을 배신하여 비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해왔는데, 1986

년 프랑스 공산당 투표자들의 극우전선 지지와 1989년 영국 보수당 투표
자들의 녹색당으로의 지지 선회는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셋째,

틈새정당은 이슈 소구의 제약성 때문에 서로를 차별화한다. 이들은 포괄적
인 정책을 피하는 대신에 제한적 이슈에 집중하여 정치적 입지를 점한다.

즉 틈새정당은 기성 정당이 선점한 당파적 충성심이나 명료한 이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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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괄적 정책을 통해서 지지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매혹
적인 단 하나의 정책 스탠스를 통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소구하는 것이다
(Meguid, 2005).

틈새정당의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인 유력 정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치

시장에서 구매력을 상실한 일군의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유권자 집단은 기존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거나 정치적 냉소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이다. 이들은 흔히 선거에서 부유하는 유권

자 (swing voter)로 불리는데, 무당파층이 대표적인 집단이다. 무당파는
사전적 의미로 어느 정당이나 당파도 지지하지 않는 집단 을 뜻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기성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집단 으로 인
식된다. 무당파층의 발생은 모두를 균일하게 대표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

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대표와 시민 간의 간극을 벌리는 대
의정치의 제도적 행태적 위기는 이를 더욱 촉진한다. 따라서 틈새정당은

정당체제에서 배제된 무당파층의 정치적 열망을 자극하고 이해와 요구를
집약하여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틈새정당의 발원은 정당의 위기와 신사회운동의 발흥 시대로 거슬러 올

라간다. 1970년대에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기성 정당들의

역할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처음에 이들은 신사회운동의 형태 대안적 조직의

형태로 출발하였지만, 일부는 1970년대를 전후로 새로운 정당의 결성을 통
해서 정치세력화하였고, 다른 일부는 운동과 대안조직의 형태로 남아서 기

성 정당들과 경쟁하며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 새 정당의 방식이든 혹은 대
안조직과 운동의 형태이든, 이 새로운 세력은 1990년대 이후 정치의제의

설정과 시민들의 이익 집약과 대표라는 측면에서 기성 정당들과 경쟁하면
서 공존하는 관계로 접어들게 된다(박찬욱 장훈, 2009).

새로운 도전세력들은 기성 정당(대중정당)의 위계적인 구조가 일반시민

과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파악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계적인 성격을 지닌 방대한 조직구조는 더 이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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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들은 시민과 정부의 연계는 이
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구조를 지닌 연계구조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 여성 반전-반핵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신사회운동 조직들과 녹색당이 이 같은 수평적인 구조를 구축한 까닭은
여기서 비롯되었다(McAdam, 1996). 나아가 이들은 기성 정당이 조직 방식

뿐만 아니라 이익의 대표라는 관점에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성 정당이 경제적인 분배와 재분배,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시민사회에는 새로운 정치적 이슈들
이 제대로 대표되지 않은 채 폭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 여성, 노동

의 질, 핵의 공포와 평화 등의 이슈들은 기성 정당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므
로 새로운 대안조직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대표하는 일을 근본 목표로 삼
는다는 것이다(Lawson & Merkl, 1988; 박찬욱 장훈, 2009 재인용).

틈새정당은 비경합적 정치지형에서 배제된 이슈를 선점하여 정당체제에

진입하려는 목표에 따라, 이슈의 다변화가 아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

하게 된다. 무데(Mudde, 1999)는 이러한 전략을 강조하여 단일이슈정

당 (single issue party)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유형의 정당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특정 사회구조에 속하지 않는 유권자를 보

유하고 있다. 둘째, 단일 이슈에 준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한다. 셋째,
이념적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체적으로 유일한 이슈를
제기한다. 앞의 두 특징은 정당에 의한 공급 측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정당과의 관계에서 틈새정당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Jun & Kreikenbom; K hler, 2006, 박설아 류석진, 2013 재인용).
첫째, 의제설정으로 군소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 집중하는 것

이 용이하다. 둘째, 의제설정자로서의 역할과 결부되어 비교적 끈기 있게
생존하며, 일정하게 대정당 카르텔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간단

한 정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체제 내 정치적 저항을 담당한다. 넷째, 다
양한 집단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대정당과 다른 견해를 견지함으로써, 정당 간 투명한 의사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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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촉진한다. 여섯째, 의회 안팎의 다양한 정치공동체들로부터 직접민
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일곱째, 정치적 이념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정치적 전통을 보존한다. 이슈정당은 이러한 특징을 모두
반영하는 가운데, 특정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구성하고 촉진한다.

이러한 개념과 역할을 준용했을 때, 해적당(Pirate Party)은 단일이슈정당

의 특징에 부합한다. 해적당은 기성 정당들과 이념적 거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공산주의
적 공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적 지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스웨덴과 독일 해적당 등의 강령 및 선거공약, 정책목표에서 인터넷

상의 사생활 보호, 저작권 및 특허권 제한 등 온라인에서의 개인적 자유를
핵심 이슈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른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다(장선화, 2012).

그렇다면 해적당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정치적 정향은 무엇

일까? 각국 해적당은 공히 투명한 정부 운영과 시민권 확대를 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 해적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이슈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정보 흐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보기본

권(cyber right)의 실현으로 요약되는데, 저작권과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
산권 체제와 법제 개혁 및 인터넷의 정치적 규제 반대가 대표적인 공약이
다. 이러한 이슈는 국내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각국 해적당은 자신들의

국제적 공조체인 PPI((Pirate Parties International) 및 관련 국제 NGO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가령 최근 유럽의회에서 해적당의 주요 이슈는 유

럽연합의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승인에 대한 대응이 그것이다.1) 이밖에도 각국 해적당은 관련된 이슈들을

1) ACTA는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 등 상표 침해품(counterfeit)과 저작권 침해품
(piracy)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2006년 미국과 일본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범 유럽 차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ACTA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미국, 캐나
다, 일본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협정문의 내용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
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범,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 강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법과의 충돌 및 인터넷 검열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해적당
과 녹색당이 유럽의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유럽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격화되어갔다. 결국 유
럽의회는 2012년 7월 4일 반대 478명 찬성 38명으로 ACTA를 부결시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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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하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해적당이 이처럼 제한적 범위에서 온라인 이슈를 특정하는 것은 고유의

문화적 정향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설정에서 비롯되었다. 해적당

이 제기하는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 규제 반대는 사이버 자유

지상주의(cyber liberationism)에서 사상적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발로우

(John Perry Barlow)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은 이 사조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주장이다. 온

라인공간을 오프라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과 통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 선언문은 매우
급진적이다. 발로우가 이 선언문을 인터넷상에 발표한 1996년 2월 무렵에

는 온라인공간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케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6년 2월의 미국의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정
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개최가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은 온라인

상의 표현과 정보공유의 제약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이후 월드와이드웹이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등장을 현실화함에 따라, 정보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함께 정보사회의 균열구조가 착근되기 시
작하였다(장우영, 2005).

한편 온라인공간은 이용자 리터러시(literacy)와 정보격차(digital divide)

에 따라 이용자층이 구분된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남성, 화이트칼

라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 접근도와 액티비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

으며, 그 격차는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해적당의 지지 기반이자 준거집단이다. 온라인공간이 등장한 이래
이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치현상이다. 젊은 세대는
일상적으로 온라인 문화를 공유하며 폭넓게 대안 정보와 지식을 추구함으

로써 장년 세대와 대조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공간의 정초기에는 세대
간의 인터넷 이용 능력의 격차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경계로 젊은

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의 제한을 지지하지 않는다 고
천명하였다.

온라인 이슈와 해적당의 정치세력화

69

세대와 장년 세대가 분리되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장년층의

인터넷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그 격차가 크게 좁혀져, 이로 인해 세
대 갈등이 온라인 공간 내로 옮겨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온
라인 공간을 축으로 세대 간의 문화적 정치적 정향이 분기되어온 가운데,

해적당은 고유의 젊은 세대 중심의 온라인 문화를 배경으로 진보적 이슈
를 제기하며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당이 일반 유권자들의 선험적 관념과는 달리 근본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해적당을 저작권과 특허권 철폐를 주

창하는 반자본주의 집단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 해적당 또한 제도정치

를 지향하는 현실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대중을 설득할 수 없는 급진적 사

조와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해적당은 저작권 분야에서 다
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일시불이나 할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
넷 상에서 무제한으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정액제를 제안

한다. 둘째, 프리 릴리스(Pre-Release)와 포스트 릴리스(Post-Release)를 요

구한다. 일반인에게 비물질적 예술작품-노래, 영화, 전자책, 소프트웨어 등의 자유로운 구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 가격을 정하여 일부를 공개한 후, 그 가격에 도달할 정도로 소비되면
공유자산으로 완전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다(H usler, 2011). 이는 과거 해커

윤리(Hacker Ethics)가 추구했던 완전한 정보공유의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사이버 자유지상주의가 자본주의 틀 내에서 합리적 이슈로 조
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틈새정당을 기반으로 한 무당파층의 정치세력화 동향을 고찰한

다. 분석 사례로 해적당을 선정한 것은 과거 녹색당에 비견되는 성장세와

전형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이슈를 제기하는 틈새정당의 전략에 기인하였
다. 최근 해적당의 발원지인 스웨덴에서 해적당의 퇴조가 역력하고 비판자
들에 의해 취미 정당으로 폄하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적 차원

에서는 여전히 약진세가 꺾이지 않고 온라인 이슈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에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수많은 틈새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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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멸해온 가운데, 정보사회 등장 이후 시험대에 오른 해적당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도 탐문의 여지가 크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고찰하는데 목표를 둔다. 첫째, 해적당의 지지 기반과 조직 운영
특징이다. 즉 녹색당의 아이들(Green Parties' Kids)로 회자되는 해적당이
온라인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젊은 세대 지지에 경도될 개연성이 크고 조

직 운영도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을 것이라 예단된다. 둘째, 해적당의 정
치세력화 특징과 효과이다. 무당파가 사회운동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선택

하였다면, 제도정치에 진입하기 위해 선거 등의 관문을 돌파해서 안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이러한 면에서 해적당의 정치세력화가 어떤 수
준에 접근하였는지 현주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적당의 정치적
지속성 전망과 그것이 한국정치에 던져주는 함의이다. 특히 이 부분은 해

적당의 성장과 퇴조가 교차하고 있는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하여, 해적당과

같은 무당파 정당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나 맥락을 고찰하
고자 한다.

II. 해적당의 확산:

지지 기반, 운영 원리, 정치세력화
1. 해적당의 출범과 무당파 지지 기반
앞에서 설명했듯이 해적당은 제한적인 온라인 이슈를 통하여 정치세력

화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왔다. 해적당은 유권자들에게 온라인 공

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공정 이용(fair use) 등 저작권법의 개정과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정당으로 인식된다. 해적당 창

당과 선거 참여가 본격화된 것은 이와 같은 온라인 이슈에 대한 대응과

유권자의 호응이 맞물렸기 때문이었다. 각국 해적당의 지지층은 주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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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인터넷 세대가 중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Erlingsson & Persson,

2011). 그리고 해적당의 창설자 또한 주로 학생과 직장인, 컴퓨터 프로그
래머 같은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분모가 있

다. 기성 정당에 회의적인 무당파라는 점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
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장우영, 2012).

해적당은 2006년 스웨덴에서 처음 창당되어 유럽 등지의 각국으로 확산

되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전 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파이러트 베이

(Pirate Bay) 창설자인 파크빙예의 주도로 창당되었다. 유럽의회의 권고로
자국 내 저작권이 강화되자 파크빙예는 네티즌의 호응을 등에 업고 저작
권법 개설 사이트를 개설한데 이어 창당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6년 5월

스웨덴 정부의 파이러트 베이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당원이 급증하고
해적당은 원내 진출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

덴 해적당은 7.1%를 득표하며 2개의 의석을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
었다(장선화, 2012).

<표 1> 2009년 유럽의회 선거 스웨덴 정당 의석 분포
정당

사민당

온건당

자유당

녹색당

해적당

좌익당

중앙당

기민당

의석수

6

6

3

2

2

1

1

1

스웨덴 해적당의 유럽의회 진출에는 젊은 층의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방송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21세 이하의 투표자
중 24%가 해적당을 지지하였다. 해적당의 총재 리카드 팔크빈지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 전략가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지금부터 유럽 내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구세대가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있
다 고 주장한다(스웨덴 해적당, 2013; IT World,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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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해적당원수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강

화 지침의 일환으로 파일공유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데 대

한 반발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파이러트 베이에 대한 판결 이후 지지
자와 당원수가 급증하였다. 판결 전 1만5천여 명의 당원 수는 판결 이후
4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가입한 당원들은 1년이 지난 2010년 4월 2

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 6월에는 1만 6천여 명으로 다시 감소하
였다. 이는 해적당이 녹색당 등 비슷한 이념 선상에 놓여 있는 정당들의

대체재로 소구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6년 9월
17일 실시된 총선에서 34,918표(0.63%)를 득표해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 2010년 총선에서도 녹색당이 25석을 획득한 반면, 스웨덴 해

적당은 0.65%(38,491표)의 지지율로 한 석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
다. 이와 함께 스웨덴 해적당은 당세가 기울어 현재 10,000명 이하의 당원
을 보유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표 2> 2012년 스웨덴 정당별 당원수
정당

사민당 온건당 중앙당 기민당 자유당 녹색당 좌익당 해적당

당원수 99,484 41,213 32,230 21,007 18,100 13,354 12,274

8,945

스웨덴 청년
민주당 해적당
7,890

3,502

출처: http://www.piratpartiet.se/partiet/medlemsstatistik

스웨덴에 이어 해적당의 주도권은 독일로 이동하였다. 스웨덴 해적당 창

당에 고무된 일군의 독일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모여 강령과 당규를 작

성하였다. 독일 해적당은 2006년 9월 10일 53명이 참가한 가운데 베를린
의 c-base에서 창당되었다. 그리고 2009년 4월 18일 비스바덴에서는 청년

해적당이 결성되었다. 나아가 2009년 6월 28일 16개 연방 주 모두에 해적
당의 지역조직이 구축되었다. 독일 해적당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였다.

2006년 창당할 당시 35명에 불과했던 당원은 2010년 4월 12,000명으로 급
증하였다. 이는 독일 해적당의 유럽의회 및 연방 하원 등의 선거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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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지도 상승,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 접근 규제 등 온라인 이슈에 대
한 논쟁 주도 및 녹색당의 입지 축소에 따른 대체세력으로서의 위상 구축

에 따른 것이었다(Jungherr, J rgens & Schoen, 2012). 그리고 한동안 정
체를 겪던 당원 수는 2011년 베를린주 선거에서 큰 약진을 이루면서

2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지역 해적당원수를 합산하여

12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2) 현재 독일 해적당은 연방하원에 의

석이 없는 정당들 중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독일 해적당원의 계층 혹은 직업 분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주류는

이른바 젊은 세대의 너드 (Nerd)3)로 알려져 있다. 2011년 9월 독일 해

적당원의 평균 연령은 29세에 불과하였다. 이후 해적당 지지 연령층이 점

차 균일해지고 당세도 확장되어 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2012년에 37세로
높아졌다. 그리고 2013년 7월 현재 해적당 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38.9세

로 다소 높아졌으며, 2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가 다수를 형
성하고 있다.4) 이러한 해적당 당원의 평균 연령은 기성 정당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하면 2009년 정당별 평균 연령은 녹색당 46,8
세, 자민당 51세, 기민련 56,4세, 사민당 58세, 좌파당 62,5세로 조사되었
다(독일 해적당, 2013).

2) 독일 해적당의 당원 자격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지만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2013년 5월 초 현재 독일 해적당원의 32%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너드는 지능이 뛰어나지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전형적으로 이르
는 말이다. 대중적이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비주류 활동을 하는데 과도한 시간을 보내며, 이
러한 활동은 주류 활동에 배제되는 높은 과학 기술이나 픽션, 또는 판타지에 관련한 주제가 일반적
이다(위키백과).
4) 독일 해적당원의 성별 분포는 여성 당원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 후보와 당직자의 비율을 토대로 했을 때 최소 5%에서 최대 15%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저조한 여성 비율은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원의 숫자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연방 수
뇌부는 14%, 지부는 13%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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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3년 독일 해적당 당원 연령 분포

출처: http://wiki.piratenpartei.de/Datei:Altersstruktur_07052013.png

독일 해적당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 및 전 계층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인터넷 선호도와 해적당에 대한
지지도 간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녹색당 지지자들의 인터넷 사

용 정도는 해적당 지지자들과 차이가 없다(독일 해적당, 2013). 그렇다면

주요 선거들에서 유권자의 해적당 지지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선 2009
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18-24세 연령층에서 남성 유권자의 12% 및 여성 유

권자의 5%가 해적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5-34세 연령층에

서는 남성 유권자의 6% 및 여성 유권자의 2%가 해적당을 지지하였다. 다
음으로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2012년 3월 자를란트 주의회 선
거에서 디지털 세대 유권자의 25%가 해적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 선거에서 독일 해적당은 7.4%의 득표율로 4석을 획득하였으며, 이
어서 같은 해 5월 6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지방선거에서도 8.3%의 득

표로 6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해적당이 기존 진보 성향의 유권자
표를 잠식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소극적인 무당파 유권자의 표를 얻었

기 때문이었다. 이후 당세도 확장되어 독일 해적당 지지자 연령층은 점차
균일해지고 당원들의 평균 연령도 점차 높아졌다(한수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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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독일 해적당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과 일반 유권자들의 해적당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위키백과에 따르면, 2011년 10월 여론조
사에서 진보 성향을 1로 보수 성향을 10으로 두었을 때, 해적당 지지자들
의 이념 점수는 4.7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당 지지자 3.9나 사민당 지지자
들 4.4에 비해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결과이다. 즉 온건한 진보에

서 온건한 보수 사이의 중도층 무당파가 해적당 지지 기반으로 확인된 것

으로, 독일 해적당이 녹색당와 사민당 등 근접한 이념 거리의 정당들과 경
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적당의 존재감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소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근거로 2013년 온라인

시장조사기업 Mafo의 조사에 의하면, 70.6%의 유권자가 독일 정당체제에
해적당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핵심 지지 연령층인 18-30세

유권자 중 64.3%가 해적당이 없어도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위키백과, 2013).

2. 운영 원리: 흐르는 민주주의와 리퀴드 피드백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는 해적당의 조직운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이를 구현한 온라인 시스템으로는 리퀴드 피드백

(Liquid Feedback)이 빈번하게 회자된다. 흐르는 민주주의는 1990년대 말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거슬러 올라가며,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를 탄력적인 토론 투표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담은 개념이다. 구

체적으로 흐르는 민주주의는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론을 개방하고
실시간적인 공유를 도모한다. 가령 누구에게나 해적당 내의 토론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해적당원의 경우 차별 없이 안건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관심사나 능력 내의 문제일 때는 직접 투표를 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임한다. 그리

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는 당원이 시민들의 요구, 지지, 자금을 수용
하는 창구로 활용된다(장우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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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국 해적당은 몇 종의 자유 소프

트웨어(free software)를 개발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베를린 해적당 프로
그래머들이 개발한 리퀴드 피드백이 폭넓게 상용되고 있다. 리퀴드 피드백

은 정치적 의견 개진과 의사 결정을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로, 독일 해적당
이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은 해적당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프트웨어의 사용도 다른 정당이

나 단체에 개방되어 있다. 리퀴드 피드백은 2010년 4월 18일 안정화 버전

1.0.이 발표된 이후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독일 해적당과 브라질
해적당, 스위스 해적당 그리고 포츠담 대학교 학생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

다.5) 리퀴드 피드백과 대화형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퍼블릭 소프트웨어 그룹은 2010년 6월 27일 실험 단체로 대화형 민주주

의 를 창립하기로 결정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리퀴드 피드백 사용

자들 내에서는 개인별 발언과 투표가 공개되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개
인정보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위키백과, 2013).

리퀴드 피드백은 참여 인원이 많아서 일반적인 포럼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정당과 사회단체 등이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기를 촉진하기 위하

여 개발되었다. 아울러 당원이나 회원이 의견형성 주도권 행사,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과 위계적 영향 축소 및 발안의 논의 기간의 탄력적 운용이라

는 목표도 반영되었다. 리퀴드 피드백의 구동은 다소 복잡한데, 우선 사용

자는 누구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는 사용자의

10%의 지지와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안건이 발의되는 과정
에 제안자의 안건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른 사용자의 제안이 더해지기

도 한다. 물론 발의된 안건과 경쟁적인 제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 사용자
10%의 지지가 모이면 의견교환은 종료되고, 더 이상 제안을 추가할 수 없

5) 리퀴드 피드백은 MIT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리눅스 운영체제 하에서 누구든
지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연하면 주로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적당 내부 시스템은 당
원에게만 공개되어 있다. 리퀴드 피드백 관련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박동수, 2011).
* http://www.liquidfeedback.org: 공식 웹사이트
* http://dev.liquidfeedback.org/test: 테스트용 데모 페이지
* https://lqfb.piratenpartei.de 독일 해적당 내부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당원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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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론단계로 넘어간다. 이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안건에 대한 공지 기간을 거친 후에는 여러 대안에 대해 슐츠

방법(Schulze Method)의 수정 방식으로 표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
한 것은 다른 사용자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사
용자가 다른 사용자들에 비해 더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부연하면 사용자
가 확인을 위해 시스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

만 전략적 투표를 줄이기 위해 투표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정보는 공
개하지 않는다(위키백과, 2013).

<그림 2>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리퀴드 피드백은 해적당의 인터넷 중심 문화와 정당 운영 시스템을 연

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리퀴드 피드백을 활용한 흐르는 민주주

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안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둘
째, 기술적 시스템을 이용한 참여 확대, 셋째, 비생산적 언쟁 배격, 넷째,

찬반투표를 넘어선 대안 도출, 다섯째, 만장일치와 같은 획일적인 결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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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섯째,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건실한 의사결정이다. 다음으로 리

퀴드 피드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자연스러운 위임

(delegation)이 가능한 구조이다. 가령 어떤 의안에 대한 위임자의 표가 수
임자의 표와 합산되어 집계되는 방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표를

직접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위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둘째, 생산적인 대안 제시이다. 즉 의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대
안과 토론을 거친 표결을 지향한다.

이어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의 구동 메커니즘을 살펴보기로 한다. 리퀴

드 피드백은 관리자의 권한을 가능한 축소하고 당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

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유사한 주제들을 일괄한 주제 분류항목(Area
List)을 선택하여 의안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개의 개별 안건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안을 제시하게 된다. 개별 안건 유형은 규칙
변경안, 전당대회 안건 제안, 의견제안, 긴급 여론조사이다. 다음으로 하나

의 안건은 표결에 이르기까지 신규 등록, 토론 진행, 토론 종료, 투표, 종

료 또는 취소의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단계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등록 안건이 토론 진행 단계로 가기 위해서
는, 주어진 기간 안에 특정 비율(Quorum), 즉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안건이 신규 등록, 토론 진행 또는 토론 종료 단계에 이르렀

을 경우, 당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여러 개의 대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셋째, 안건이 신규 등록 또는 토론 진행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최

초의 아이디어 제시자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내용을 보충하여 수정동의

안을 제출할 수 있다. 넷째, 토론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 종료되어 추가적

인 안건 내용 수정이 금지된다. 다섯째, 투표 단계에서는 슐츠 방법에 따
른 선호도 투표가 이루어진다. 즉 투표자는 찬성, 반대, 유보 등의 다중
선택항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쓰는 방식으
로 투표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 선택은 찬성, 반대, 유보 등에 각각 분
산 반영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동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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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적당의 정치세력화
PPI에 따르면 스웨덴 해적당이 2006년 9월 총선에 참가한 이래, 각국

해적당은 2013년 10월까지 총 130여회의 선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해적당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참가하는 선거는 연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유
의미한 득표율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당 당선율도 높지 않다. 또한

선거에서 각국 해적당 간에 균일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며,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약진과 쇠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의석을 획득한 선거
를 중심으로 해적당의 세력화 정도를 논의해보기로 한다.

일자

2009.06.07
2009.07.02
2010.03.07
2010.08.29
2010.10.15-16
2010.11.07
2011.02.20
2011.03.27
2011.05.22
2011.05.22
2011.09.04
2011.09.11
2011.09.18
2012.03.25
2012.04.15
2012.05.06
2012.05.13
2012.09.2

2012.10.12-13
2012.11.25
2013.04.27
2013.05.19
2013.05.26
2013.09.15

<표 3> 전 세계 해적당의 선거참여와 세력화
해적당

선거 수준

득표율(%)
득표율(%)

의석

Sweden
EU Parliament
7.13
2
Rhine-Westphalia
local
1.55/1.75
2
Switzerland
local
1.1
1
Thuringia
local
2.29/2.83
2
Czech Republic
community / Senate
-13.11
3
Hesse
local
4.2
1
Hamburg
regional / local
2.1 / 1.9-4.6
3
Hesse
local
1.9-6.3
31
Catalonia
local
11.7
2
Bremen
regional / local
1.9 / 1.8-3.9
5
Mecklenburg-Vorpommern
regional/local
1.9/1.5
1
Lower Saxony
local
-16.9
58
Berlin
regional / local
8.9 / 6.0-14.3 15/56
Saarland
regional
7.4
4
Tirol
local
3.9
1
Schleswig-Holstein
regional
8.2
6
North Rhine-Westphalia
regional
7.8
20
Switzerland
mayor(Eichberg)
62.9
1
1 Round 24.3
Czech Republic
national(Senate)
1
2 Round 74.4
Austria
local
2.7
1
Iceland
national
5.1
3
Croatia
regional / local
1.33 / 0.95-21
2
Schleswig-Holstein
local
0.6-8.3
14
Bavaria
local
1.5-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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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이 첫 의석을 배출한 것은 스웨덴 유럽의회 선거에서였다. 창당 3

년 만의 약진이었다. 이후 8개 국(스웨덴, 독일, 스위스, 체코공화국, 스페
인,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12개 해적당이 자국 선거 및 유
럽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약진은 특히 2011-2012년에

유럽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시에 해적당은 틈새정당 이슈정
당으로서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해적당의 선거 참여 동향 및 성과
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적당은 범 유럽 현상으로 각인되기 시작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독일 현상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독일 외에 해적당의 의회 진출은 수적
으로 왜소하며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정당 활동 기간

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해적당이 연쇄적으로 창당되
고 있는 동향을 감안하자면, 대안적이거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호소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예외 국가라 할 수 있
는데, 적어도 지역(regional/local) 수준에서는 상당한 유권자 소구력을 가

지고 있다. 특히 2011년 니더작센주(Lower Saxony)와 베를린주 의회선거
에서는 괄목상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후 지방선거에서 7%대의 안정적
인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당체제를 균열시킬 만한 잠재력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해적당은 2012년에 들어 최초로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데 이어

2013년에도 의회에 진입하였다. 2012년 10월 체코 해적당은 상원의원 선

거(프라하 지구)에서 사상 최초로 1명의 의원을 배출하였다. 이어서 2013
년 4월 아이슬란드 총선에서의 해적당은 역사적이며 경이로운 성공 으

로 일컬어지는 약진을 일구었다. 이 선거에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5.1%
를 득표하여 3석을 차지하였다. 이는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창당(2011년 11

월) 5개월 만에 이룬 결실이라는 점 그리고 의회의 총 의석수가 63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족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이슬란드 해적당

은 총선에서 온라인상의 프라아버시와 정보의 자유 및 정부 투명성을 골

자로 하는 '21세기 법률'(21st century laws)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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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기업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여 지지층을 확대하였다. 이에 힘입어 2009년 총선 당시의 좌파 연
정인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일부를 지지층으로 흡수함으로써
총선을 한 달 남겨놓고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다른 나라 해적당

과는 달리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독립적 활동보다는 연정 참가 의도를 명
확히 하고 있다.6)

셋째, 이와 같은 결실에도 불구하고 해적당의 약진은 국지적이며 현실

정치세력으로서의 제도화 전망이 불분명하다. 우선 범 유럽 차원에서 스웨

덴 해적당이 유럽의회에 진출하긴 했지만, 해적당 이슈를 유럽의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스웨덴 해적당은 2009
년 유럽의회에 두 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으나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좌파가 위축되는
동향에 비추어, 해적당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해적당이 온라인상의 주요 문제

외에 범유럽적 혹은 국가적 어젠다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그러한 전망이 전도될 가능성도 별반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국내 수
준에서도 신생 정당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책임 정당으로서는

소구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적당은 앞서 말한 두 나라(체코, 아이슬

란드) 외에 의회 진출에 실패하고 있으며, 선거연합 참여 등 유의한 주체
로 정당체제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특히 단일이슈정당으로서의 한계 때문
에 유의미한 의석 달성이 불가한데다, 해적당의 이슈가 기존 정당에 수렴
되어 연정 참여를 가능케 하지도 못하고 있다.

요컨대 해적당의 전반적인 동향은 세력화의 정초기를 경과하고 있다. 그

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해적당의 세력화 진로는 세

경로로 전망된다. 우선 사르토리가 언명한 유의한 정당 (relavant party)
6)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공동 창설자인 비르지타 욘스도티르는 이번 선거 결과가 "역사적"이라며 "제기
했던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어떤 정당과도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28일 AFP통신에 밝혔
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은 아이슬란드를 일종의 민주주의 실험실로 여긴다"며 "이러한 명성에 부
응하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3.04.29.).

82 사이버사회문화
으로 도약하여 연정에 참여할 정도의 유력한 정치행위자로 제도화되는 경
로이다. 과거 이슈정당을 대표하는 유럽 녹색당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
우 해적당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

재 수준으로 국지적이고 단속적(斷 的)인 약진세를 유지하는 경로이다.

이 경우 녹색당의 이슈처럼 해적당의 이슈가 기성 정치에 수렴되거나, 지

방정치 수준에서는 독일과 같이 세력화에 성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
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점차 쇠락하는 경로이다. 독일 외에 안정적

인 세력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틈새

정당 전략의 성패에 따라 경로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적당의 미

래는 이념적 포지셔닝과 포괄적 정책 제시와 이슈 다변화에 달려 있다. 해
적당은 기성 정당에 대한 비판과 한정된 이슈를 발판 삼아 약진해왔지만,

이제 책임정당으로서 이념적 위치를 설정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러나 해적당의 조직문화와 정치적 역량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는 다분히 의문스럽다.

. 해적당의 국제적 연대와 전망
1. PPI와 자율적 연대
2006년 스웨덴에서 출범한 이래 해적당은 범 유럽적 현상이 되었다. 그

리고 유럽을 필두로 점차 전 세계적으로 해적당 붐이 확산되었다. 해적당

창당 운동은 각국 해적당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촉

진되었다. 2007년 6월 스웨덴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스페
인,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해적당 대표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회
의를 개최하고 PPI(해적당 인터내셔널) 창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이듬해 베를린과 웁살라에서 연이어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웁살라 회의

에서는 앤드류 노턴(미국)을 PPI의 조정 담당자로 선출하고, 웁살라 선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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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9년 헬싱키 회의에서 패트릭 뫼흘러(Patrick

M chler, 스위스)와 사미르 알리오위(Samir Allioui, 네덜란드)를 대표로하
는 코어팀(Core Team)을 설치하고, 벨기에에 소재지를 두고 PPI 창설 활
동에 박차를 가하였다(위키백과, 2013).

PPI(http://www.pp-international.net)는 2010년 4월 브뤼셀 회의에서 공

식적으로 창설되었다. 출범 당시 PPI는 22개 회원 정당이 참여하였다. 이

후 세가 빠르게 확산되어 2013년 10월 현재 44개국 해적당 및 단체가 정
회원으로, 12개 정당 및 단체가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PPI는 전 세계

해적당들의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이자 국제 NGO로 자신의 성격을 규정한

다. 과거 국제 공산당 기구였던 코민테른(Comintern)과 비교해보면 PPI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코민테른은 레닌을 지도자로 하여

사실상 소련 공산당이 주도하는 위계형 국제조직이었다. 즉 각국의 공산당

은 코민테른의 국가별 지부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그리고 일국일당주의와

국제주의 및 맑스레닌주의라는 주요 이념은 각국 공산당의 자율성을 억제

하는 대신 코민테른으로의 단일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PPI
는 동일 정당들의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로서의 위상은 코민테른

과 유사하다. 그러나 수평적 협력체로서 자율성을 조직 원리로 하며, 특정

이념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정보공유와 온라인 시민권의 세계관을 폭넓게
공유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No.
1
2
3

회원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표 4> PPI 가맹국

옵저버
미국 플포리다 해적당
독일 바바리아주 해적당
스페인 카탈로니아 해적당

7) 웁살라 선언의 주요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저작권의 개혁, 특히 개인적 복제의 합법화
와 저작권 기한의 축소, 미디어 혹은 하드웨어 세금의 거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리 기술과 서
비스 금지. 둘째, 혁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특허권을 개혁함. 특히 특허권의 학술적 영향력에 대
한 유럽연합의 연구 촉구. 셋째,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통한 시민권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익명 소통의 권리(Martin H usl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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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

12
13
14
15
16
17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6
7
8
9
10
11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01
41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독일 헤세주 해적당
국경 없는 해적들

독일 니더작센주 해적당
독일 청년 해적당
아이슬란드 최고의 정당 (Besti Flokkurinn)
스페인 라 리오하 해적당
스웨덴 해적당
스웨덴 청년 해적당
호주 티롤 해적당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Tunisia

42
터키
43
우크라이나
44
영국
2013년 10월 현재 (http://www.pp-international.net/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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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PPI는 어떤 목표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정관에 따르면

PPI는 전 세계 해적당들의 의사소통과 협력 촉진, 해적당 운동의 인지도
제고, 신규 해적당의 창당 지원, 저작권법과 특허권법의 개혁을 통한 정보

공유 촉진,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행정의 투명화 추
진을 목표로 한다. 해적당의 일상 활동은 공동대표와 사무총장, 집행위원,

재정 담당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PPI는 조직의 내부 실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하며, 개별 해적당 및 연대 조직과 상호

작용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PPI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정식 및 옵저버 회원들로 구성된다. 양 회원들은 후보 지명과 발
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식 회원은 추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

은 1국 1투표권을 가지며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회원 승인, 회원 제명, 연맹비 결정,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은 투표

참가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총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대리투표가 가능하며 총회 전에 우편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림 3>과 <표 5>는 2013년 해적당의 세계적 분포와 활동 정도를 보

여주고 있다. 우선 이 지도는 단기간에 해적당 창당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특히 유럽 역내에서 역외 현상으로 가

시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0월 현재 22개국 해적당이 공식적으

로 정당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PPI가 웹사이트 및 SNS 활
동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27개국 해적당 및 단체가 적극적

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14개국 해적당 및 단체는 활동이 저조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 주기별 평가에 따라 각국 해적당의 활동 수준은 제고되
고 있는데, 가령 직전 평가에서 low activity였던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는
active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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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 세계 해적당 활동 현황

선거 당선

현황

공식 등록

비등록 활동

활동하지 않음

<표 5> 해적당 활동 현황
국가

Registered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튀니지, 영국

Active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아이슬란드, 일본, 카자흐스탄, 레바논,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모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한국

Low Activity

알바니아, 중국, 덴마크, 인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Conflicting

이스라엘, 세르비아, 튀니지

2013년 10월 현재 (http://www.pp-international.net/about).

PPI는 공식적으로 4개의 국제단체를 연대조직으로 공동 활동을 추진하

고 있다. EU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룹인 Communia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과 유사
주제들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기반의 비영리기구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와는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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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기반의 ORG(Open Rights

Group)와는 디지털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저널리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FP2PA(Foundation for P2P

Alternatives)와는 네트워크상의 통제를 우회하는 개인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공히 인터넷 상의 정보공유와 표

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진보적인 NGO나 기관으로서 해적당이 국제적으로
도 제한적 이슈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유형의 해적당 연대 조직으로는 Pirate Times(http://

piratetimes.net)가 있다. 굳이 말하자면 Pirate Times는 해적당을 PR하는
후견조직이라 할 수 있다. Pirate Times 활동은 PPI가 각국 해적당을 연계

하고는 있지만,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세계시민에 대한
보다 집약적인 홍보 활동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Pirate

Times의 주된 활동은 PPI와 각국 해적당 활동에 대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해적당 지지자들의 정보교환과 느슨한 연계(loose

tie) 및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PPI와 각국 해적당에 피드백하는 것도 주요

활동이다. Pirate Times는 블로그 형식으로 구성되어 방만한 정보보다는
중점 이슈를 공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메일링리스트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
다.

그러나 PPI의 국제적 활동이 원활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는 2012년 10월 제50차 총회에서 PPI의 옵저버(Observer)8) 지위

신청에 대한 승인을 2013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스웨덴, 독일

등으로 구성된 WIPO 총회 B 그룹 국가들은 비공식 회의를 가진 후 PPI
의 옵저버 지위 승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PPI와
같은 정당에게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WIPO는 현재 약 200개의 비정부간 국제기구들에게 옵

8)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WIPO의 옵저버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WIPO 사무국에 신청서, 정관, 설립목
적 및 활동분야, 임원명단 등을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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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옵저버는 WIPO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회의,
총회 등에 참석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PPI는 WIPO에 제출한 옵저버 지위 신청서에서 정당 그 자체는 아니며 해
적당을 지지하는 비정부간기구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WIPO가 PPI의 성

격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넘어서, PPI와 각국 해적당의 핵

심 정책이 현행의 저작권 특허권 체제에 대한 반명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PPI가 장차 정부 중심의 국제기구에
서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기에는 난관이 존재한다.
2. 해적당의 전망: 독일과 스웨덴 비교의 함의
스웨덴 해적당은 2006년에 이어 2010년에도 의회 선거에서 0.6%대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즉 2009년의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의석
확보 외에 스웨덴 해적당의 정치세력화는 답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스

웨덴 해적당이 정당체제 내에서 유의미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두 기준에 의거해 판단해볼 수 있다. 첫째, 선거에서 일정한 수준 이

상의 득표율을 유지하여 의회에 진입해야 한다. 그런데 스웨덴 해적당은
두 차례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둘째, 사르토리가 제시한 연합 잠재력

(coalition potential)과 위협 잠재력(blackmail potential)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데올로기 지향이 모호한 스웨덴 해적당이 좌우 균열이 명확한
스웨덴 정당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득표율을 볼 때 위협 잠

재력을 가진 야당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장선화, 2012).
<표 6> 2010년 스웨덴 총선 의석 분포
정당

사민당

온건당

녹색당

자유당

중앙당

민주당

기민당

좌익당

의석수

113

107

25

24

22

20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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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해적당의 퇴조에는 기성 정당의 이슈 잠식 전략도 큰 역할을 하

였다. 2006년 총선 직전에 녹색당, 온건당, 좌파당은 해적당의 영향으로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였다. 즉 파일 공유가 최대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웨덴 정부도 저작권이 부여된 파일의 다

운로드를 불법으로 규정한 2005년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을 협의할 수 있
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대응은 이념적 거리가 가까운 기성 정
당이 해적당의 이슈 독점을 상쇄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총선 이후 정보공유 이슈를 둘러싼 공적 논쟁이 확대되었다. 그리
고 2008년 1월 집권 온건당 소속 7명의 의원들은 일간지에 파일공유를 합
법화하자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비상업적 파일공유를

합법화하고, 시장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최선책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

넷에서 시민들이 하는 일을 더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유
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위키백과, 2013).

독일 해적당은 처음으로 참가한 2008년 헤센주의회 선거에서 0.3%의 미

미한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득표율은 별반 개선되지 않다가 2009년
작센주의회 선거에서 1.9%로 신장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지지 기반이 약
한 뮌스터시와 아헨시에서 각각 1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9년 노르트

란인-베스트팔렌주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아헨과 뮌스터에서 각각 1명의 시

의원을 당선시켰다. 2009년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작센주를 제외한 모든 주
에 후보를 출마시켜 2.0%를 득표하였다.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한 남성 중 13%가 해적당에 투표 하는 등 젊은 남성층의 지지가 두
드러졌다. 지지율이 높은 지역은 특히 동독 지역의 대학 도시들이었는데,

가령 일멘나우와 예나에서 각각 6.1%와 4.8%를 득표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독일 해적당은 각종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약진하며

완연한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2011년 독일 해적당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의원 선거에서 8.9%의 득표율로 15석을 획득하여,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제 5당의 위치에 도달하였다. 이 선거에서 보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

던 자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여 해적당의 기세는 더욱 크게 파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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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면 이 당시 독일 해적당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모두 161개의 의석을

석권하고 있었다. 2012년 3월 25일 자를란트주 지방선거에서 독일 해적당
은 기민련, 사민당, 좌당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7.4%의 득표율을 거두어,

베를린 선거에서의 약진이 단지 진보적인 대도시에서만의 현상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자를란트주는 베를린에 이어 독일 해적당이 의석을 두 번째로

많이 얻은 주가 되었다. 2012년 상반기의 선거들에서는 더욱 약진하여 지
지율에서 제 3당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하였다. 5대 정당제가 정착된 독일

에서 5대 정당 외의 정당이 제 3당의 지지율을 얻은 독일 해적당이 처음
이었다. 2012년 5월 6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회 선거에서 8.2%의 득

표율로 6석을 획득하였고, 5월 1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

서도 7.8%의 득표율로 20석을 획득하였다. 이렇듯 성공적인 주 선거 결과
에 따라, 독일 해적당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13%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Tumasjan, Sprenger, Sandner & Welpe. 2012).

그러나 2013년에 들어 잇단 실책과 언론의 주목으로 전년까지의 기세가

꺾였다. 당대표 베른트 슐뢰머와 정책국장 요하네스 포나더 사이의 당 운

영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른 내분이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 되었고, 미국

NSA의 도청 스캔들 이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지지율을 올

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실책을 잇달아 범했다(위키백과, 2013). 이
후 해적당은 점차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다. 그 여파로 2013년 1월 니더작센, 바이에른, 헤센 주의회
및 연방하원 선거에서, 독일 해적당은 5%의 임계 득표율을 얻지 못하여

전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른트 슐
뢰머 당대표가 사임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정체가 일시적인 것인지 구
조적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며, 차후 예정된 선거들의 결과를 통
해 보다 명확하게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이슈와 해적당의 정치세력화

91

<표 7> 독일 해적당 선거 득표율
선거

일자

득표율

2008.02.24.

0.2%

헤센 주의회 선거

2008.01.27.

헤센 주의회 선거

2009.01.18.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0.3%
0.5%

유럽의회 선거

2009.06.07.

0.9%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회 선거

2009.09.27.

1.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2010.05.09.

1.6%

베를린 지방 선거

2011.09.19.

9.0%

작센 주의회 선거
연방 하원 선거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잘란트 주의회 선거

2009.08.30.

2009.09.27.

2011.02.20.

2012.03.25.

1.9%

2.0%

2.1%

7.4%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회 선거

2012.05.06.

8.2%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

2013.01.20.

2.1%

2013.09.20.

1.9%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
헤센 주의회 선거
연방하원 선거

2012.05.13.

2013.09.15.
2013.09.22.

7.8%

2.0%
2.2%

세계 해적당의 양대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쇠락과 독일의 부상

은 무당파 정치세력화의 맥락과 조건에 대한 비교적 탐색을 요청한다. 이

와 관련해서 김면회 정혜욱(2012)은 양국 해적당의 성쇠를 분기시킨 요인
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차이와

정보화 수준의

선거제도 정당체제의 상이성은 양 집단 간의 괴리를 설명할 수

없다. 즉 정보화 수준은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비롯해서 제반 국가정보화
지수에서 오히려 스웨덴이 앞서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역시
독일과 스웨덴이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해적당 성쇠

의 결정 요인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부연하면 군소정당의 난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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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가 비슷하며, 이념적 분화에 따른 다당체제

의 변환도 양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우선 기성
정당에 비해 온라인 문화와 토대가 강한 해적당일지라도, 온라인 환경보다
는 오프라인 정치의 조건에 궁극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

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와 같이 신생 정당이 제도정치에 진입하는 관문의
성격이 유사하다면 제도 외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양 집단의 괴리를 야기했을까? 김면회 정혜욱

(2012)은 그 이유를 유권자의 정치적 만족과 대안 정치세력의 부침 여부에
서 찾고 있다. 즉 스웨덴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형성되어 70여 년 간 전
통적 5당 체제가 견고하게 지속되었으며, 5당 체제가 녹색당의 원내 진입
과 더불어 해체되었지만 이후 안정된 7당 체제가 안정화되었다. 특히 사회

민주주의 전통의 주요 정당들이 의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

들로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하여 상호 간의 구분이 확연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현대정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족과 부정기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모색이라는
두 요인이 맞물리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녹색당

의 발전과 좌파 정당의 성장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족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세력의 모색이라는 독일 현대정치 패턴이 스웨덴과는 달리 해적당의
급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설명방식이다. 아울러 분단의 압력

에 따라 우편향된 좌파 정당의 모호한 정체성과 녹색당의 실패는 해적당
과 같은 신생 정당의 성장을 더욱 크게 촉진하였다.

온라인 이슈와 해적당의 정치세력화

93

. 결론 및 시사점
스웨덴과 독일 해적당의 성쇠는 역사적 맥락에서의 경로의존성

(path-dependency)과 기성 정당의 이념 정체성 및 유권자의 정치적 만족

도가 신생 정당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렇다

면 무당파의 정당세력화와 관련해서 한국은 어떤 맥락과 조건을 갖추어왔
을까? 우선 민주화 이후 개별 정당의 수명은 짧지만 정당체제는 양대 정

당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제도화되지 못

한 사회균열이 개방된 정치 공간에 반영되어 온건한 진보정당이 소수 세
력으로 원내에 진입하였다. 반면 이념 정체성은 여전히 반공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양대 정당의 경우 정당의 카르텔화와

선거전문화가 강화되면서 정책적 차별성이 상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마

지막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성 정당에 대

한 불신은 대단히 강하게 나타내며 무당파층을 확대해왔다.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무당파 유권자층의 꾸준한 증가 추세 속에서,

과거 박찬종의 서울시장 도전과 근래의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 그리고
안철수의 대선 참여와 창당 캠페인은 무당파 정당세력화의 면면을 이어가
며 가능성을 탐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념적으로 새누리당의 보수 헤게모
니가 강고하게 구축된 조건에서, 무당파는 반정치 또는 진보의 공간 속에
서 기획될 개연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그것은 무당파 정당세력화

의 이슈와 추진체의 문제이다. 즉 해적당의 경우 온라인 시민권이라는 제
한적 이슈에 집중해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한적 이슈에 대한 집중

과 대중의 설득은 틈새정당의 전형적인 전략으로 해적당을 단기간에 제도

정치에 진입하게끔 만들었다. 반면 제한적 이슈의 소구력이 지속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제반 국정 이슈에 대한 정책 부재로 인해 책임정당의 위

상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이 해적당의 세력화를 가로막는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안철수 등의 무당파 정당세력화는 대중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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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는 이슈가 구체적이지 못해 틈새정당의 행로와는 거리가 멀다.

가령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에 의존한 정치개혁 이슈는 추상 수준이 높고
반정치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틈새전략이 아닌 집권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한국의 무당파 정당세력화는 원내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해적당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
로 해적당의 경우는 조직을 기반으로 세력화를 도모하는 반면, 한국은 리
더십을 기반으로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즉 과거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나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는 특정 인격의 명망이나 역량에 의존한
비조직적 결사 혹은 카리스마 공동체의 유형으로 이해된다. 이는 그동안
인물에 의존하여 지도자와 명멸을 함께 해온 기성 정당의 행태와 큰 차이

가 없어 보인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국내외적으로 무당
파층의 정당세력화의 행로는 제도, 이슈, 추진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
동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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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line Issues and Rising-Up
of the Pirate Party
Woo-Young Chang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world wide rising-up of nonpartisan in the case of the

Pirate Party. Recently the Pirate Party in Sweden has rapidly declined, and it has been
disparaged as a hobby party by critics, Nevertheless, Pirate Party continues to grow and

online issue is spreading globally. So the analysis of the Pirate Party phenomenon is

required.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ree main questions. Firstly, the
supporting base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the Pirate Party is analyzed. Secondly,

Its features and effects of political rising-up is analyzed. Thirdly, Its prospect in the global
level and implications to the South Korean politics is analyzed.

Key words: niche party, nonpartisan, online issue, Pirate Party, 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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