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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YouTuber during the Taegukgi (South Korean national flag) rallies in 

South Korea in 2019. As YouTubers insist on replacing traditional media, communication of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s more active than ever.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the content produced by YouTubers and their messages and actions with media ritu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1) explore the role of YouTubers in Taegukgi rallies, referred to as square 

politics,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2) examine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activities mobilized 

in part voluntarily by YouTubers, and partly by political part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3)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YouTubers’ identity formation and its meaning. Ever since YouTube 

emerged as an innovative platform for posting and communicating with online video over ten years 

ago, it has replaced the legacy media and became a significant vehicle representing political views. 

Based on this current media environment, YouTubers have simply discarded the legacy media’s reports 

and came to have a firm belief that YouTube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livering the growing 

voices of the protesters in square politics. The complexity of contemporary politic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 the turmoil after democratization, around severe polarization of political powers ― has 

caused the street YouTubers, mostly comprising the Korean older generation to initiate what they 

believed as patriotic activism. The YouTubers has kept consistently appealing ‘the fraud of presidential 

impeachment’. Such YouTubers’ activities have escalated wrath and anger against the legacy media, 

accused of the left-wing. The religious narrative of ‘immaculate Park Geun-hye’ has become the 

common feeling among themselves. The right-wing politicians including the ‘Our Republican Party’ 

has aggressively collaborated with the YouTubers. Moreover, they ‘ten million innocenc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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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ept insisting ‘the impeachment of disgraced former president Park’ to accelerate not only the 

rally but also their political project across the nation. To be specific, based on dedicated support from 

the party, these YouTubers have been empowered to report in terms of the live broadcasts on 

demand of audiences at the front line of the rally. YouTubers have changed the way people consume 

news content, more importantly getting involved in the production related to Taegukgi rally as the 

only way to deliver the growing truth that they believed. In conclusion, the YouTubers in the square 

have played a key role in propagating content tailored to the needs of their favorable viewers as well 

as the YouTubers themselves and consolidated their identities. With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voices 

gathering in the square after the pandemic ahead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tents and reasons driving the political activities of YouTubers at the square.

Keywords: Political YouTuber, Square politics, Taegeukgi rallies, 2019 South Korea, Political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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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장 정치에서의 뉴미디어의 역할

장(廣場)의 사  정의에 따르면, 여러 갈래의 길이 모이는 장소이다. 장은 공공의 목 에

서 조성된 넓은 마당이다. 민주화 이후 한민국의 장은 정치의 터 이 되었다. 정치(政治)는 

그 의미에서와 같이 그것을 업으로 삼는 통치자,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다. 의정치(代議政治)하

에서 그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표해 다양한 이해 계를 조율한다. 민주화 이후, 사회 구성원들

은 공  목 의 마당에서 직  정치한다.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은 “긴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우병에서 안 한

가?” 편을 방송한다. 사흘 뒤인 5월 2일 ‘촛불 문화제’가 시작된다. 이후 동년 8월 15일까지 106

일간 국 으로 2,398회의 집회가 열렸으며 연인원 93만 2천여 명이 장으로 나왔다. 촛불집

회를 기 으로 인터넷 생 계 방송 랫폼인 <아 리카TV>가 두된다. 2008년 5월 24일부터 

‘진보신당’의 <칼라TV>를 비롯해 일부 개인 BJ, <오마이뉴스>, <한겨 > 등 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사들이 “길거리 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집회 장을 생 계했다. 2008년 5월 

25일 새벽에만 30만7천여 명이 시청했으며, 당일 총 1,363개의 방송이 운 되었다.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은 ‘미르재단’ 련 의혹을 제기한다. 

9월 20일 <한겨 >는 ‘최순실 개입’ 보도를 내놓는다. 10월 24일에는 <JTBC>의 ‘태블릿 PC’ 

련 보도가 나왔다. 이를 기 으로  국민  공분이 터져 나왔다.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통령의 국정농단 논란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화문 장으로 모 다.

연이어 장의 한쪽, 국민 인 여론의 편에서는 ‘맞불 집회’가 펼쳐졌다. ‘박사모’를 주축

으로 보수 단체들이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 아래 결집했다.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안 통과, 

2017년 3월 헌법재 소의 탄핵 인용, 그리고 지 에 이르기까지 우리공화당(당시 한애국당)

을 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주도로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촛불집회의 발이 <TV조

선>, <한겨 >, <JTBC>와 같은 통  미디어에서 다면, 태극기 집회는 소셜 미디어를 시한 

뉴미디어를 매개로 했다. 촛불집회의 항  의미이자 동시에 통  뉴스 미디어에 한 항  

행 인 셈이다. 집회 참여자  일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생산과 유통에 극 으로 나섰

다. 그 랫폼이 바로 유튜 다.

이에 본 연구는 통 미디어 체를 주장하는 유튜  콘텐츠와 기존 정치에 한 반발로서 

장 정치의 목소리에 집 한다. 정치와 미디어를 아우르는 헤게모니 지형 변화를 상징하는 변곡

으로 박근혜  통령의 탄핵 국면을 닻으로 삼았다. 보다 구체 으로, 집회 참여자이자 소셜 

미디어 생산자인 유튜버의 활동에 주목한다. 유튜버가 생산하는 콘텐츠와 집회 장에서의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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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가 미디어 의례로서 작동하는 상을 탐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이라는 정치 공간에

서의 의사소통이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작 의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2022년 

통령 선거를 앞두고, 팬데믹 이후 정치  목소리가 장에 집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 에서 

본 연구가 긴요하다.

장 정치와 미디어 의례, 소셜 미디어의 정치  매개라는 기존 논의를 토 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논한다. 첫째, 태극기 집회라는 장 정치와, 그곳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양

상을 악한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자의 참여 찰  장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그리고 유튜

버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해석의 근거다. 둘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정치의 자발성, 그

러나 잔존하는 정당에 의한 동원을 읽는다. 이를 통해 통 미디어의 안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태극기 집회 주최 정당의 정치  맥락을 확인한다. 셋째, 장 정치에서 활동하

는 유튜버가 강화하는 정체성을 진단한다. 소  언론 권력의 지 를 리는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통해 장 정치를 넘어 정치  매개의 마 물로써 독  상을 획득하는 양태를 짚는다.

2. 기존 문헌 검토

1) 장 정치와 미디어 의례

(1) 장 정치에의 참여

사회운동 참여는 기본 으로 문제의식 공유, 참여에 한 안 성 여부, 소요 비용 등이 복합 으

로 작용하는 정치 행 의 극  차원이다(김성일, 2017). 박근혜  통령 탄핵 집회는 자발

성과 결단력이 요구되는 사회운동의 직  실 이다. 집회 측 추산 1,000만 명이 모인 집회는 

세계 민주주의 운동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민국의 실참여 사회운동

은 비단 최근의 것은 아니다. 2002년 노사모와 선,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 등의 국면과, 

2008년 미국산 우병 쇠고기 반  촛불집회가 일례다. 의 민주정치의 안티테제로 작용하는 

‘직 행동’(direct action)(Carter, 2005/2007)이 정치  맥락과 맞물려, 소  ‘평화 ’이고 

‘ ’인 집회의 특징을 갖춰 왔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김성일(2017, 147쪽)은 ‘ 장 정치’로 풀어낸다. 우선 장의 특성에

서 논의를 출발한다. 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물리  공간으로 장(Mancuso, 2007/2009)을 

바라본다면, 그곳은 안  민주주의의 실천 공간이 될 수 있다. 지배 권력의 권 가 약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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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에서 장은 새로운 정치가 싹트는 터 으로 자리 잡는다. 나아가 장은 “사회  삶과 맞닿

아 있는 공간성을 지닌 모든 곳”(김성일, 2017, 157쪽)이다. 실의 장과 가상공간의 장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장의 은유를 통해 집회 참여의 자율성이 배가된다. 

한민국에서의 장 정치의 시원은 개 1987년 6월 항쟁으로 꼽힌다. 그 계보는 2002년 

일련의 장 행동, 2004년 탄핵 반 와 2006년 한미 FTA 반 , 2008년 미국산 우병 쇠고기 

반 (김성일, 2009, 150쪽),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통령 국정농단 국면에서의 촛불집회로 

이어진다. 문자 미디어 심으로 이루어진 실 공간에서의 결집을 6월 항쟁으로,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6년의 장을 멀티미디어 심의 가상과 실을 오가는 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특성, 즉 모빌리티(이동성), 상호작용 등이 강하게 작용한 맥락에서, 

2016년의 장 정치의 결속은 더 공고해졌다(김성일, 2017).

장에서 외치는 구호, 개개인의 참여자들이 내는 목소리는 곧 “집합  신념(collective 

beliefs)의 표출”과도 같다(김성일, 2009, 159쪽). 이는 하버마스(Habermas, 1981)의 생활

세계, 즉 “의사소통 행 가 항상 이미 그 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평”(서도식, 2001, 226쪽)이

자, “의사소통 으로 조직되고 문화 으로 승되어 당연시되는”(김성일, 2017, 159쪽) 것과 직

결된다. 사회문제는 집합  신념에 따라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촛불집회의 ‘이게 나라

냐’, 태극기 집회의 ‘사기 탄핵’ 등과 같은 슬로건이 표 이다.

문화정치는 의미화 과정을 구성하는 일정한 실천이다. 하나의 의식  활동으로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가치들을 함께 모여 체험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 계를 맺는 일련의 과

정, ‘의례(ritual)’(박선웅, 1998)를 통해서다. 장 정치에서의 의례를 통해 공동체 의식, 우리

라는 일체감이 증폭되면서 장의 일원으로 하나 되고 집합  신념을 극 으로 표출하는 헌신

을 다하게 된다.

의례가 사회운동으로서 표출되기 해서는 감정의 추동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의례를 

통해 집단의 성원으로 결속된 개개인들은 하나의 상징이나 이미지로써 집합 감정을 갖고 있다. 

이것이 특정한 사건과 의례를 겪으면서 집합 흥분으로 치환된다(Goody, 1961). 개인들을 집회 

시 에 불러모으는 분노는 의례를 거쳐 공동체 의식, 연 , 열  등으로 표출된다. 이 과정에서 

집회의 구심 이 되는 상, 혹은 항의 타자를 묘사하는 감정을 언어로 표 한다. 가치 단  

언어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는 ‘ 오’가 표 이다(김왕배, 2017, 18쪽). 요컨  장에서 언어 

행 로써 반복 으로 재 되는 의례를 통해 집합 감정이 흥분으로, 공동체의 연 와 장에서 목

소리 내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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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의례와 장으로의 참여

의례의 반복은 집합 기억을 구축한다(Halbwachs, 1992). 뒤르 (Durkheim, 1912/1992)은 

사회 공동체의 하나로써 종교를 주요 사례로 들었다. 종교는 신념에 따라 하나의 주기  의례로 

체계화하여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구축한다. 의례는 공동체의 사회문화  맥락 

안에서 기억을 공동체의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사회가 유지되기도 하고, 혹은 항 인 

물결의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재원·김해원, 2017, 252-253쪽). 알박스(Halbwachs, 1992)

는 공동체의 역에 더 집 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기억하는 것들을 공유한다. 형성하고 

유지하고 수하는 과정, 그것이 곧 사회  기억(social memory)(Zerubavel, 1996)이다. 

작 의 사회  기억은 미디어 기억과 직결된다(이재원·김해원, 2017, 250쪽). 특히 통

 미디어 시 의 뉴스가 매개한 세상을 넘어, 소셜 미디어가 매개하는 사건에 한 기억이 더욱 

강렬하게 작용한다. 개개인이 발화자로서 목격담을 기록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생산되고 유통되

는 과정에서 공식 인(official) 기억이 아닌 토착 인 기억(vernacular memory)(Bodnar, 

1992, 이재원·김해원, 2017, 250쪽에서 재인용)이 구축된다. 집합  기억은 실의 공간과 가

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비선형  ‘공간’(Ernst, 2013)에서 일정한 의례를 통해 기억 공동체를 형

성한다. 이 때 실의 공동체보다 더 직 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니모닉 공동체’(mnemonic community)가 창출해낸 디지털 의례의 표  로 2014년 

4월 16일,  국민을 비탄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에 한 “잊지 않겠습니다”를 꼽을 수 있다(이

재원·김해원, 2017). 오 라인 공간으로서 거리의 서명운동과 온라인 공간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포스  행 가 결합한 행 가 곧 “디지털 의례”다(278쪽). 이러한 운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쉽게 반복될 수 있다. 오 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이 용이해진 것은 물론이다. 요컨  소셜 미디어

의 연결성과 취향의 네트워크 속에서 집합 기억의 형성과 결속의 확장이 심화된다. 이를 통해 ‘모

두가 헐겁고 성긴 네트워크 상태’(280쪽)로 연결된다. 공공 의제이자 사회  문제로의 환이 가

속화되는 시 가 열렸다.

소셜 미디어의 집합 기억에의 역할은 사회운동의 퍼토리1) 변화에까지 향을 미친다. 

집합행동으로서 장 정치의 목소리를 극 화하는 데 있어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필수다(최재훈, 

2017). 그간 례화되고 통  형태의 집합행동으로서 폭력  시 가 팽배했다. 이에 한 창

1) 틸리(Tilly, 1978)에 의해 개념화된 집합행동의 퍼토리는 같은 이해 계 속에 놓인 이들이 동질 으로 추구하는 

행동 양식으로서, 특정한 요구를 일상 속에서 제기하는 일련의 움직임이자 투쟁하는 집단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상징들로 정의될 수 있다(최재훈, 2017,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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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퍼토리로서 비폭력 인 항이 한국 사회 집합행동의 주류로 등장했다. 이때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공동체 구축과 군 화가 이루어진다. 이들에 의해 의제가 설정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과 참여가 일어났다. 느슨한 조직 구조 안에서 사회운동의 주체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러 세우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집합행동의 개인화’는 제도, 권력에 한 시민 

개개인의 집합  항거라는 의미를 획득하면서 장 정치의 퍼토리가 된다(최재훈, 2017, 77쪽). 

개인화된 집합행동은 ‘작은 것의 정치’ 개념과도 연결된다(조희정·이상돈, 2011). 개별 행

자가 미디어를 매개하여 새로운 정치 담론을 생성하는 부분이 핵심이다(Goldfarb, 2007/2011). 

과거의 정치구조가 개인들을 통제하고 이끄는 제도에 집 했다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동 으

로 응하는 개인 주체들에 집 하게 되었다. 특정 사안에 동조하는 일련의 행 는 일시 이나 

범 한 확장과 연결을 통해 된다(조희정·이상돈, 2011, 255쪽). 이는 약한 유 계와 공감,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한 신뢰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2) 소셜 미디어의 정치  매개

(1) 의사소통의 정치와 ‘뉴 뉴미디어’

작 의 한국 사회를 ‘민주화 이후 단계’의 연속이라 본다면(이동수, 2009, 194쪽), 갈등과 경쟁 

속에서 민주사회의 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Mouffe, 1993) 설명이 긴요하다. 즉 박근혜  

통령 탄핵과 그 이후를 둘러싼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맞붙은 장 정치를 묘사하는 주된 

이 된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의 공동선을 한, 공동체의 이익을 한 투쟁으로서의 ‘소통정

치’로 기능할 때 유익하다(김홍우, 2003). 반면 권력 집단의 힘이 충돌하는 ‘권력정치’의 상황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서구 정치철학의 용어인 ‘politics’와 ‘the political’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동수, 2009, 195쪽). ‘politics’는 권력 계로 정치를 이해한다. 권력의 행사로 정치 

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반면 ‘the political’은 문자 그 로 정치 인 것이다. 보다 범 한 

시선으로 정치 망, 이념, 의미들을 폭넓게 아우른다. 따라서 강제성의 권력정치가 아닌, 자발

 소통의 정치가 요구된다. 즉 구성원들의 이해와 인정 과정을 통해 공동체 유지를 꾀한다. 

소통정치는 의사소통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본질  특성으로 인해 미디어와 불가분의 계

를 맺고 있다. 공론장을 통한 공동 의제의 공유와 합의의 과정이 미디어의 발 과 함께 성취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일례로 고  그리스의 구술문화에 기반을 둔 소통정치와, 구텐

베르크의 속활자 발명을 통한 인쇄술의 발 과 근  민족국가 형성, 이에 기반을 둔 문자 문화

의 공론장이 그것이다(이동수, 2009, 197-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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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매클루언(McLuhan, 1962)이나 옹(Ong, 1982)은 새로운 미디어의 발 이 구술성

과 문자성의 결합을 통해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매클루언은 구술문화에 

바탕을 둔 고  그리스의 장 정치와, 문자 문화에서 싹튼 민족국가의 시기가 결합된 ‘다시 부족

화 된 사회’(재부족화, retribalization)의 가능성을 엿보았다(McLuhan, 1962, 205쪽). 구술 

통의 ‘소리’(구  등)라는 부족  특성이 문자 통의 시각 심에 의해 붕괴되는 ‘탈부족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자 미디어의 발 - 라디오의 ‘원시  드럼’(McLuhan, 1964, 325쪽)의 청

각과 감의 자극 –을 통해 개인의 신경계를  지구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이후 텔 비  미

디어는 공감각  터 이 된다. 마침내 시각, 청각, 감이 함께 어우러지는 인터넷 미디어의 시

까지, 미디어의 발 과 소통, 계에 기반을 둔 인간 사회의 발 이 이어진다(조맹기, 2006).

구술문화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재매개, 그를 통한 재부족화에 한 논의는 소셜 미디어 

시 에 더욱 긴요하다. 쓰기 공간으로서의 소셜 미디어에 주목한 이재 (2012)은 소셜 미디어

의 재매개 습을 ‘구술  문자성(oral literacy)’(334쪽)으로 설명했다. 부족사회의 구술문화

는 인쇄술의 발명 이후 문자성으로 체되었다. 이후 라디오, 텔 비  등의 등장으로 구술 언어

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차  구술성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를 맞이했다(Ong, 1982). 다시 인터

넷을 시한 온라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텍스트 문화의 재(再) 두가 이루어졌다(Small, 

2003). 인스턴트 메신 , 140자 제한의 짧은 쓰기가 요구되는 트 터 등 소셜 미디어의 구술

 특징은 “구술  문자성”(이재 , 2004, 23쪽)을 주목하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 시 의 커뮤니 이션을 ‘제3의 구술성’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선 자  미디어들이 청각  세계를 복원하고 있다는 옹(Ong, 1967)의 주장을 넘어선다. 디

지털 랫폼을 통해 미디어의 속성별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미디어 융합이 그 근

거다.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 양식을 빈슨(Levinson, 2009)은 ‘뉴 뉴미디

어’라 칭한다. 유튜 , 페이스북, 트 터 등 소셜 미디어가 표 이다. 이 의 인터넷 미디어인 

‘뉴미디어’는 기존의 콘텐츠를 달하고 소비하는 수 에 머물 다. 반면 ‘뉴 뉴미디어’는 기존의 

콘텐츠 소비를 넘어 새로운 미디어 수용을 보여 다. 궁극 으로 ‘뉴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소

비자는 생산자”가 될 수 있다(이동후, 2010, 56쪽). 소셜 미디어로서 뉴 뉴미디어는 소비와 생

산 차원을 넘어 사회  상호작용을 매개한다. 사회  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나아가 확 한

다. 요컨  뉴 뉴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를 재매개하면서도, 새로운 차원과 수 의 커뮤니 이션

을 실 하는 미디어다. 뉴 뉴미디어의 커뮤니 이션 양식이 바로 제3의 구술성이다.

제1의 구술성은 소리를, 문자성은 텍스트를, 제2의 구술성은 존하는 소리와 상을 기반

으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졌다. 반면 제3의 구술성의 상이 되는 뉴 뉴미디어에는 보다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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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의 커뮤니 이션이 일어난다. ‘하이퍼텍스트성’과 ‘상호 연결성’이 표 인 특성이다(이

동후, 2010, 57쪽). 읽기 경로의 선택이 수용자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동시에 쓰는 활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이는 고  구술문화의 특징과 유사하다. 나아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는 칭 이거나 화 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텍스트 읽기와 쓰

기는 “고독한 행 ” 다면(Ashcroft, 2006/2008, 585쪽; 이동후, 2010, 62쪽에서 재인용), 

뉴 뉴미디어는 지극히 개인 이면서 동시에 공공의 발화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탈문자  문맹’이 가속화되는 상으로 악하기도 한다(김

성재, 2019). 텔 비 의 등장이 공  커뮤니 이션 환경을 훼손했다는 포스트먼(Postman, 

1985)의 주장을 재소환한다. 유튜 를 시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 불러온 커뮤니 이션의 

기 상황이 유사하다. 텔 비  이 의 텍스트 문화는 이성에 기반을 둔 진리, 이념 등을 발 시

킨 시기 다. 그러나 텔 비 , 그리고 의 텔 비 인 유튜 는 지성을 배척하는 최 선에 

서게 되었다. 오직 유흥, 즉 즐기는 목 으로만 텔 비 을 소비하는 맥락에서 문제 해결이나 변

화는 무의미해진다는 시각도 있다(김선진, 2016). 유튜 는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

력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목 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오락  목 을 극단 으로 추구하는 국면이 

바로 유튜  시 라는 것이다(김성재, 2019, 102쪽).

그러나 탈문자  문맹이라는 주장은 구술문화로의 복원, 즉 재부족화 맥락에서 형용모순이

다. 소셜 미디어 뉴스의 특징은 구술성이다(박선희, 2012, 53쪽). 지식을 달하고 보 하기 

해 이야기, 즉 내러티 를 이용해 생각을 기억으로 남겨두는 역할(Ong, 1982)을 수행한 과거 

구술문화의 재연인 셈이다. 일차  구술문화에서 생활 착 이며 감정이입이 강한, 참여 인 사

고와 표  양식(Ong, 1982)이 소셜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요컨  소

통 정치  맥락에서 유튜 , 소셜 미디어의 뉴스 이용은 다시 부족화 된 사회를 여는, 제3의 구

술문화를 이끄는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 소셜 미디어의 정치  매개와 통 미디어의 쇠퇴

소셜 미디어의 매개 역할은 비단 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뉴스는 소셜 미디어가 매

개하는 하나의 콘텐츠일 뿐 사회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매개에도 향을 미친다. 일상 인 민주

국가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통과 의견 수렴의 안정  매개(stable media)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을 경험한 튀니지와 이집트 등 권 주의 국가의 명  상황이 겹

친 국면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가 신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행동과 폭발  

의제 표출의 매가 되는 랫폼(catalytic platform)이 된다(조희정, 2011, 309-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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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미디어의 안정  상황과 기 상황의 역할과 비교해보면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 더

욱 선명해진다. 통  미디어인 매스미디어는 일방향 인 미디어다. 안정 시기에는 홍보 등과 

같은 도구로써 안정화의 미디어가 된다. 반면 국가  기 상황, 독재와 같은 국면에서 미디어는 

통제의 상이다. 안정 시기에는 방향 미디어로서의 기술  차원이 강조된다. 개방, 공유, 참

여  미디어로서 신의 수단이다. 나아가 네트워크의 확 에 기여한다. 반면 기 상황에서는 

통제에 한 항 미디어가 된다. 명을 이끌 실천을 구축하는 정치 행 와 집단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조희정, 2011, 311쪽).

소셜 미디어가 튀니지 등 아랍 문화권의 시민 명을 이끌었다는 주장에 한 비  논의

가 이어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통령은 모바일 명(M Revolution)이라는 표 으로 명 

과정에서 모바일의 역할을 추켜세웠다. 미국 정치학자 조셉 나이는 <뉴 리퍼블릭> 기고(2011, 

02, 18)를 통해 이집트 명에서 표출된 두 가지 권력 이양의 양태를 설명하며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째, 국가로부터 다른 주체로의 권력 이행과, 둘째 권력의 확산이 그것이다. 

소 트 워에 한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온 그는 이집트 명에서도 연성 권력이 한 공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소  구텐베르크 은하계를 통해 종교개 의 불씨를 댕긴 것 이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시한 정보 기술로부터 권력이 생산되고 확산된다는 것이다(조희정, 2011, 315쪽에

서 재인용).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 명을 추동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들여다본 조희정(2011)은, 

정보 명을 이끈 미디어의 도구  에 한 해석을 경계했다. 신, 소셜 미디어의 본질  특

징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속성에 주목했다. 정치  매개를 진한 하나의 상인 셈이다. 

소셜 미디어는 변화의 임계 을 낮추는 데 기여한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조희정, 2011, 333

쪽). 소셜 미디어가 명을 발하는 근본 인 원인은 아니지만, 매개의 역할을 통해 강력한 유

계를 구축해내는 네트워크  속성이 두된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소셜 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국  사회운동’이 1990년  반 

이후  지구  움직임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운동의 매로서 인터넷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이를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이라 칭한다(Castells, 2001). 그 시작을 1994년 1월, 멕시코 치아 스 

지역의, ‘사 티스타 민족해방군’을 심으로 한 독립운동으로 본다(김은규, 2005). 바로 통  

미디어와 사회운동과의 계가 변화된 국면을 직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간 사회운동은 통  미디어 없이는 범 한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달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다. 그로 인해 미디어의 기 과 요구에 응하기 해 기꺼이 양보하는 향 인 태도를 보

다. 반면 통  미디어는 하나의 뉴스거리로써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독  지 를 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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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입장 선택에 따라 사회운동이 문제 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1960년  신좌  운동

이 일례다. 미디어는 물리  충돌만 주목했다. 신좌 에 한 공격 인 보도를 통해 여론을 악화

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1970-80년  이루어진 신사회 운동은 미디어를 스스로 설립하는 

안 인 략을 취하기도 했다(Rucht, 2004). 정리하자면 통  미디어의 독  지 는 더

이상 유효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소셜 미디어를 시한 네트워크 심의 미디어는 연 와 집단

행동을 이끄는 정치  매개 역할을 통해 장 정치로 불러모은다.

3.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연구자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역 장에서 이루어진 우

리공화당(구 한애국당) 주최 태극기 집회에 총 20여 차례 참여했다. 첫 집회 참석이었던 2019

년 1월 4일, 태극기 집회의 연단 앞쪽에 높이 세운 삼각 와 두세 의 스마트폰, 용량 외장배

터리로 무장한 이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부분 태극기 집회를 실시간 계하는 

유튜버 다. 인터뷰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공통되게 증언한 바에 따르면, 총 50여 명이 활동하며 

그 에서 라이 를 수행하는 이는 20여 명이었다. 나머지는 장에서 촬  후 편집을 거쳐 올리

는 방식을 취했다.

태극기 집회 참여 5회 차인 2019년 2월 둘째 주, 8일부터, 이들에게 연구자의 신원을 밝히

고 근하 다. 태극기 집회를 참여 찰하며 그들 방송을 직간 으로 악했다. 나아가 확장

된 형태로 유튜  방송의 성격과 장 정치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기 해, 태극기 집회 시작 두 

시간 인 11시 무렵부터 서울역 근처를 ‘만보객’으로 배회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을 비하는 이

들을 비롯해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과 일상 화에서부터 연구 련 질문까지 폭넓게 나눴다.

연구의 목 을 밝히면서도 연구 상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편안한 분 기에서 답변을 끌어

내기 해 그들의 주장을 때로는 극 으로 동조했다. 때로는 다른 유튜버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들의 주장에 공감 를 형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 상으로서 유튜버

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 놓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유튜버는 체로 50  후반에서 60 에 이르는 연령 에 분포했다. 연구자가 한 이들

의 다수는 남성이다. ‘부부’라는 명칭을 채  이름으로 명시한 이들을 제외한 세 명의 남성 

유튜버는 부인을 동하고 라이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종의 로듀서로서 원활한 방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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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해 음료를 제공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주도 인 진행은 아니

나 보조자로서 방송 간에 시청자들과의 소통에서 매개 역할을 맡기도 했다.

 다른 유튜버의 경우 모녀가 진행했다. 2019년 당시 20살이 된 딸이, 어머니 방송의 기

술 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태극기 집회에서 극 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담론 

생산에 극 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 다. 특히 태극기 집회 장에서 국민 청원과 같은, 노년

층이 기술 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역을 지원하는 데에도 나섰다. 장에서의 소통과 동

시에 방송을 진행하는 입체 인 커뮤니 이션을 수행하 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국 단 의 집회 특성상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도 상경하여 생

방송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올라온 다섯 명의 유튜버를 제외하고, 고향과 실거주지가 지역이었던 

이들이 서울에 원룸을 얻고 태극기 집회  보수 련 행사를 계하는 경우도 있다. 은퇴 후 부

인과 함께 원룸을 얻었다는 유튜버는 정치의 심부에서 멀어지지 않기 해 여의도에 집을 얻었

다고 밝혔다. 국회를 자주 출입하며 련 행사를 생 계하고 있다는 을 강조했다.

한 명의 상업  활동을 표방한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튜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회

의 이었다. 교통비 정도만 겨우 번다는 이들은 <신의한수>, <정규재 TV> 등과 같은 일부 스타 

유튜버만이 돈 벌지, 자신들은 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자평했다. 오히려 수익에 집 하는 일

부 유튜버들을 비 으로 바라보는 시각까지 존재했다.

유튜버들은 본업이 있는 유튜버와 유튜 를 본업으로 삼은 이, 은퇴 후 노년을 보내는 유튜

버, 은퇴 유무를 떠나서 무직 상태의 유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업이 있는 유튜버들은 

유튜 를 통한 수익에 큰 기 를 걸지 않았다. 모두가 자 업자로 인테리어업, 식당, 의류 련 

공장 노동자 다. 은퇴의 경우 공직에서 은퇴한 세 명의 유튜버와, 기업에서 은퇴한 두 명의 

유튜버가 있었다. 앞서 언 한 상업  활동을 표방한 유튜버를 본업으로 삼은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재 특별한 직장 없이 집회 장, 서명  등 집회 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개별 특

징들을 가진 유튜버들의 태극기 집회 참여 동기와 유튜  방송의 계기, 그리고 스마트폰과 유튜

의 에 한 맥락들을 탐문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치시키는 역할과 공동체 안에서의 상 

등을 알아보았다.

Table 1의 응답자 20명 이외에도, 태극기 집회와 박근혜 석방 구 서명, 문재인 탄핵 서

명 등의 각종 서명  활동에서 계하는 유튜버들과의 화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과의 화

는 유튜  사용의 동기와 라이  방송의 계기를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하 다. 이들은 엄

한 의미에서 태극기 집회 라이  유튜버가 아닌 계로 Table 1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이 태극기 집회의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일도 있기에 연구 분석의 상으로서 함께 활용되었다. 



장 정치와 집회 유튜버의 활동 159

2) 연구 장으로서의 태극기 집회 경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역 장. 태극기 집회 연단에 선 연설자, 장을 메운 참여자, 그곳을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유튜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귀를 기울이는 공간이

다. 정치  이슈들이 형성되고 표출되는 장 정치의 터 이다. 12시 무렵부터 우리공화당2)의 

당가(黨歌)와 가요가 울려 퍼진다. 서울로 방향으로 무 의 역할을 담당할 거 한 컨테이  트럭

이 부산하게 채비하는 동안 무  바로 앞바닥에는 형 성조기와 형 태극기가 차례로 깔린다. 

2) 2017년 8월 30일(선거 리 원회 등록일은 2017년 9월 4일)창당된 한애국당은 박근혜  통령 탄핵을 둘러싸

고 내홍을 겪던 새 리당에서 탈당(2017년 7월 8일)한 국회의원 조원진과 지지 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정당명이 결정되

기 까지 보수신당, 애국신당 등으로 불리다 우리공화당으로 확정했다. 유일한 선출직 국회의원으로 구 역시 달서구

병 조원진 표가 있었다. 이후 2019년 6월 17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 합류하면서 (박근혜 통령과 정

치  교감을 통했다는 주장 아래)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2019년 6월 24일). 슬로건으로는 “태극기의 깃발아

래, 다함께 투쟁하자!”로, 태극기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정당이자 정치세력이다. 본 연구자가 연구를 해 참석한 기간

(2019년 1월 ~ 2019년 6월 )까지는 한애국당의 명칭을 사용하 으나, 재의 정당명에 따라 한애국당이 아닌 

우리공화당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YouTuber Gender Age Hometown Profession-state note

1 Male 60‘s Gyeongsang Do on the side 

2 Male 50‘s Seoul Inoccupation (disabled)

3 Male 40‘s Seoul Full-time YouTuber (being commercial)

4 Male 60‘s Gyeonggi Retirement (with his wife)

5 Male 70‘s Gyeonggi Retirement

6 Male 50‘s Gyeonggi Do on the side 

7 Male 60‘s Chungcheong Retirement

8 Male 50‘s Seoul Do on the side 

9 Male 30‘s Seoul Inoccupation

10 Male 50‘s Seoul Do on the side  (with his wife)

11 Male 50‘s Seoul Do on the side 

12 Male 60‘s Gyeonggi Retirement

13 Male 50‘s Seoul Inoccupation

14 Male 40‘s Gyeonggi Inoccupation

15 Male 60‘s Gyeonggi Retirement (with his wife)

16 Male 70‘s Gyeongsang Retirement

17 Male 70‘s Gangwon Do on the side 

18 Male 50‘s Jeju Inoccupation

19 Female 50‘s Seoul Do on the side  (with her daughter)

20 .Male 60‘s Gyeongsang Inoccupation

Table 1. List of Interview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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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가장자리로 테이블과 란 천막이 늘어선다. 박근혜 통령 무

죄 석방 서명과 함께 당원 가입서를 받는 서명 다. 우측으로 펼쳐진 다른 테이블에는 손에 들 

수 있는 크기의 태극기와 성조기, 우리공화당 배지, 박근혜 통령 얼굴이 수 놓인 배지와 태극

기 배지, 이승만, 박정희 배지 등이 늘어선다. 1,000원, 2,000원을 외치고 돈과 물건을 주고받

는 손짓이 부산하다. 매자 으로 설치된 삼각 에는 형 외장배터리가 연결된 스마트폰이 설

치된다. 화면에는 유튜  라이  화면과 좌측으로 실시간 댓 이 올라간다. 

1시가 다가올수록 무  가까이 사람들이 모인다. 그 사이를 비며 ‘지라시’와 유사 신문을 

나눠주는 이들이 바쁘게 오간다. 노랫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릴 때쯤 시계를 보면, 1시가 10

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서울역사로 들어가기 해 얼굴을 푸리고 귀를 막은 행인은 

태극기 집회 행렬에 역행한다. 자리를 잡아가는 집회 참여자들을 지나 무  가까이 가보면, 태극

기와 성조기의 좌측과 우측 방면으로 자리 잡은 수십 의 삼각 가 에 들어온다. 스마트폰과 

삼각 에는 유튜  채 을 알리는 스티커나 명찰이 크게 부착되어 있다. 서명 의 집회 사자들

이나 참여자들이 건넨 과자를 우물 고 커피를 홀짝거리며 간간이 “많은 사람들이 모 습니다”와 

같은 말로 집회 장을 계한다.

무  가까이에 다다르지 않은 유튜버들은 여 히 장을 비며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

다. “OO방송 이 ” 등의 짧은 이야기에서부터 집회의 당 성과 정권의 부당함을 격정 으로 

토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매주 장에서 마주하는 이들에게 이와 반가운 손짓 인사

로 서로를 확인한다.

몇 달을 집회 장에 방문한 연구자 역시 반가움의 인사를 받는다. 유튜버에게 인터뷰를 요

청받기도 한다. 이른 아침부터 지퍼 백에 바리바리 싸 온 주 부리를 쥐여주는 손을 끝내 뿌리치

지 못한다. 따뜻하게 끓인 물이 담긴 보온병을 종이컵에 따라 타주는 커피를 받아 마신다. 무엇

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20여 명의 유튜

버뿐만 아니라 오가며 만난 기백 명의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와 나라, 자신의 이야기를 열정 으

로 늘어놓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태극기 집회의 정치  논쟁과 사회  의미의 첨 한 논란을 우회하여, 통 미디어에 

한 불신과 체를 주장하는 유튜버의 정체성을 확장 으로 악하는 데 집 한다. 다시 말해 

태극기 집회의 이념  치나 사회  논란이 아닌, 유튜버들이 장에서의 정치 행 로써 메시지

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상에 심을 두었다. 구체 인 사례로 ‘태극기 집회’ 장을 참여 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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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곳에서 소셜 미디어 유튜 를 통해 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의 심층 인터뷰를 진

행했다.

(1) 태극기 집회 참여 찰

연구자가 처음 태극기 집회에 방문했을 당시, 장에서 유튜 로 생 계하는 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태극기, 성조기 등 스티커와 배지로 옷가지를 장식하고, 목에는 자신의 방송명이 실

린 큰 명찰을 달고 장을 볐다. 무 의 연사를 고, 집회 참여자들을 스 치하면서 그들은 

집회 장과 유튜  라이  속 시청자들과의 다리 역할을 자청했다. 

심층 인터뷰에 앞서, 참여 찰을 통해 태극기 집회 라이  유튜버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

들의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펴 ‘원자료(raw data)’를 확보했다. 화와 찰을 통해 연구의 

배경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입체 인 근을 시도했다. 장과 동

떨어진 이질 인 공간에서의 심층 인터뷰와는 달리, 연구 상이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그 심층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찰자로서 분류되는 연구자들의 역할 유형으로 ‘완 한 참여자(the complete 

participant)’, ‘ 찰자로서 참여자(the participant -as-observer)’, ‘참여자로서 찰자(the 

observer-as-participant)’, ‘완 한 찰자(the complete observer)’(Burgess, 1984)  

연구자는 ‘ 찰자로서의 참여자’를 택했다. 완 한 참여자가 찰자로서 역할을 숨기고 일원으로

서 함께 하는 경우로서 종종 겪게 되는 어려움-내부자가 되는 몰입, 집회 일원으로 활동하기를 

요구받는 상황 등-을 피하면서도, 완 한 찰자로서나 참여자로서 찰자의 역할이 갖는 ‘엿듣

기’, ‘정찰’ 등의 연구방법론  한계, 완 한 거리감이 주는 연구 상에 한 이해 부족 등을 보

완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유튜  방송을 수행하는 유튜버들의 경우, 개 은

이의 근을 극도로 경계했다. 일례로 본 연구자 역시 태극기 집회 장에서 연구 상을 섭외하

기 한 ‘만보객 되기’를 하는 과정에서, ‘ 한애국당 집회 지킴이’라는 완장을 찬 이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 ‘기자냐’ 등과 같은 질문 세례를 받으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상과의 인터뷰  화 과정에서 ‘라포르(rapport)’, 공감 를 형성해 답을 끌어내기 해서

는 일정 수 을 넘어서는 동조, 나아가서는 일원이라는 확신을 주는 행 가 수반되어야 했다. 특

히 집회 장에 이르기 , 태극기 집회 유튜버를 섭외하기 한 목 으로 유튜  검색  연락

처 확보를 통한 에서 14명의 유튜버  단 두 명만의 회신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연락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장에서 연구의 목 을 밝히고,  집회의 의의에 한 약간의 동의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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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들을 통해 연구 상의 응답을 끌어내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연구 장을 최 한 ‘오염’시키지 않고자 경계했다. 연구 장에 한 오

염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한 해석에서도 연구 상의 목소리에 집 하여 기술하는 부분에 집

했다. 연구 상과 연구자와의 세  간극, 정치  입장 차이를 넘는 계 형성에서 주의 깊게 

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연구 상이나 장에 해 필요 이상으로 몰입하여 주

인 감정이 개입되고 편견이 발생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2) 태극기 집회 유튜버 심층 인터뷰

앞선 참여 찰을 통해 집회 장  연구 상으로서의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에 한 반 인 

이해를 수행한 후, 그 동기와 행동의 근거들, 나아가서 생각과 사고 체계에 이르는 지 들을 밝

내기 해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참여 찰에 수반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 낼 수 있는 태

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태도, 감정 등을 통해, 삶의 맥락에 한 이해로 나아가고자 했다(윤택림, 

2004).

무엇보다도 반 구조화 된 인터뷰를 통해 능동 이고 상호작용 인 의미 창출을 수행했다

(Gubrium & Holstein, 1997). 연구자 본인이 구축한 주제 목록과 역들을 분류로 삼아, 

구체 인 질문들에서 응답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따라가는 방식을 취했다. 다시 말해 ‘이어지는 

질문’에 한 단서까지도 응답자에게 맡김으로써, 응답자와 고도의 상호작용성에 따라 유연하고 

개방 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응답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이 요하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요한 지 을 스스로 제기하여 연구에 간 으로 참여하

는 것(Gray, 2002)까지 다다른다. 응답자들이 성찰 인 답안을 끌어내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촘촘한 찰과 그에 따른 구체 인 질문(단서)의 제공이 필수 이다. 이를 해 태극기 

집회에 참여자로서 능동 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의 최근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응답

자들의 발화 행 와 사고에 한 략 인 그림을 그리는 선행 작업을 수행했다.

태극기 집회 라이  유튜버에 한 심층 인터뷰는 2019년 2월에서부터 8월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 유튜  게시를 해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촬 하는 유튜버 20명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에 한 섭외는 태극기 집회 장에서 라이  방송을 수행하

는 이들에게 연구자의 신분과 연구 목 을 밝히고 근하여 응답을 끌어내는 방식을 따랐다. 아

울러 유튜  개인 페이지에 게시된 연락처 등을 통해 섭외된 두 명의 유튜버는 집회 장이 아닌 

카페, 식당의 장소에서 별도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각 1시간 내외의 인터뷰 소요 시간 속에서 ‘유



장 정치와 집회 유튜버의 활동 163

튜  활동 계기’, ‘정부와 언론에 한 불신’, ‘집회 참여에의 역할’ 등을 분류로 삼아 질문했다. 

응답자의 답에 따라 열린 형태로 질문지를 변형했다.

인터뷰는 어떻게 장에 나오게 되었으며 나아가 유튜 를 방송하게 되었는지를 참여자 스

스로 이야기해 보는 데서 시작했다. 정치에 한 노년층의 입장의 개인사  기억을 자유롭게 진

술하게끔 했다. 개인  차원에서의 뉴스 미디어의 활용 역사, 새로운 뉴스 미디어의 수용  이

용 방식, 새로운 뉴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활용, 동류 집단과의 교류, 사회  가정에서의 화 

활동 등에 한 이야기도 아울 다.

연구에서는 상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이용 자체만을 인터뷰하기보다는 이들이 기존의 

뉴스 미디어 이용이나 메신  형태의 소셜 미디어 이용, 나아가서는 오 라인 화에 이르는 등

의 맥락 안에서 유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한 논의까지도 한계를 두지 않았

다. 아울러 사회 활동의 차원과 장 정치에서의 역할 수행의 차원을 극 으로 연구에 포함하

기 해, 련 질문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연구 상의 특성으로 인해 자기 생각과 주장에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이 모든 담화 행 가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 그리고 그들의 미디어 활용을 이해하는 

사회문화사  근거로 보고 련 부분에 구체 인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다만 연구가 종료된 후 연

구 의도와 목 에 해 구체 으로 언 하는 디 리핑(debriefing)을, 연구 간, 혹은 시작 에 

제시하여 지나치게 의도되지 않은 연구 결과에 한 효율 인 통제를 간헐 으로 시도했다. 

이와 동시에, 유튜버가 아닌 집회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도 연구에 직간 으로 포함했다. 

유튜버 인터뷰 과정에서 근하는 집회 참여자들과 화를 나 거나, 혹은 ‘만보객’ 되기 과정에

서 안면을 튼 참여자들과 태극기 집회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에 한 논의를 폭넓게 나  수 있었

다. 상 으로 ‘ 은’ 연구자에 경계하던 태극기 집회 사자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토로하는 메시지를 연구에 녹여냈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선 집회 참여

자들은 은 층에 한 불신과 경계가 뚜렷했다. 이를 해소하고 라포를 형성하기 해 응답자들

의 답과 진술에 동의와 공감을 표시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마음

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 한 배려하는 화 분 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사

의 양해를 구해 기록했다. 연구자는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분류,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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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극기 집회 장에서의 유튜버 활동

1) 유튜버의 활동 방식: 집회 장의 생생한 달 

매주 토요일 1시 시작되는 집회 장을 담기 해 유튜버들은 날부터 분주하다. 끊김 없는 촬

을 한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유튜  채 을 홍보하고 자신이 유튜버임을 알릴 수 있는 조

끼, 재킷 등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한다. 집회가 시작되기 최소 한 시간 에 도착

하여 장을 스 치하고 자리를 잡아 둔다. 동료 유튜버, 집회 사자들과 인사를 나 고 주 부

리를 받고 식사를 하면서도 유튜  라이 를 내려놓지 않는다.

어젯밤에 이거(외장배터리) 세 개 충 기 꽂아 놓고 잤고. 하나는 고장 나서 걱정이야. 폰 이거

는 구정 때 며느리가 바꿔줬어. 다 챙기려면 한참 바빠. 지난주는 이어폰 놓고 와서 아주 애먹었

지. (유튜버 5)

조끼 새로 맞췄어요. 이름 딱 새겨서. 엔 모자에, 가방에 뭐 막 붙이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 

딱 갖춰 입고 끝. 여름엔 안 더워서 좋고. 온종일 다니려면 편해야지. (유튜버 3)

통  뉴스 미디어에 한 불신이 집회 축소와 왜곡 보도에서 나온다는 유튜버들의 주장

은 통 미디어를 체하는 행 로 이어진다. 유튜버들은 태극기 집회 장을 [표 3]에서와같이 

세 시간, 네 시간, 심지어는 열 시간이고 온종일 라이 로 계한다. 이러한 행 는 집회 참여자

들의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짚은 부분이다. 집회 장을 구석구석 비며 장 체를 담아내고, 

그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장에서는 진심 어린 응원을, 함께하지 못했으나 라이

 시청으로 갈음하는 이들은 댓 로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면 무  앞쪽 태극기와 성조기가 놓인 가장자리로 유튜버들이 지어 

선다(허 선생TV, 2019, 02, 16). 연설자로 오르는 국회의원이나 문가 집단, 여론 주도자가 

집회에 등장하면 무  앞에 유튜버들이 모인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기 함이다(TV 

baijin, 2019, 05, 04). 무  오른 연설자들의 발언을 꼼꼼히 담아낸 후, 태극기 집회 참여자 군

 체를 을 장소로 무  앞 1열을 사수한다. 집회가 이루어지는 서울역 장에서 화문으로, 

청와 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선두에 서기 함이다(개미애국방송, 2019, 06, 01). 행진을 제

로 비추기 해 고공 촬  등의 방식으로 체 모습을 촬 한다(라이 코리아, 2019,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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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무  앞 태극기 ) 자리 잡으려면 좀 일  와야 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유튜  하

는 사람들 한 50명 되거든요? 라이 로 하는 사람은 2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다들 이 자리 좋

아하더라고. 나야 벌써 3년째 하고 있으니 알아서 비켜주는데, 그래도 치 보이니 빨리 와서 

이 게 앉아있죠. (유튜버 19)

무  연설 잘 보여주면 아무래도 사람들 호응이 좋죠. 못 오는 사람들도 여기 채 으로 올리

고 해주니까. 덕분에 잘 니다, 라는 애국 시민들 말 들으면 다음 주도 더 일  나오게 되지

요. (유튜버 2)

Table 2. Taegukgi rally YouTubers in live contentsof <TV baijin>(left), <HeojunsonsaengTV>(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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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통 과정에서 연사들이 구인지, 그들 이야기를 궁 해하는 이들이 있어 더 무

를 열심히 담아야 한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군  뒤편에서 돌아다니며 는 이들도 있었다. 일

부는 집회가 시작되면 앞쪽으로 옮겼지만, 변함없이 뒤편에 몇몇이 남아있다. 이들은 집회 연설

보다 군  뒤편에,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 가운데서 장의 생생함을 담는 데 주력한다.

앞에 가는 거 다들 하니까, 뒤에 있는 것도 좋아요. 에 이야기도 듣고, 열사들 다들 고생하니

Table 3. Taegukgi rally YouTube liv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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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 사람들 얼굴도 비춰주면 좋죠. (유튜버 17)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에 열심히들 하니까. 는 좀 편하게 하니까, 내용은 별거 없긴 한데, 그

래도 이것도 는 괜찮아요. 자리 못 잡은 것도 있고,  제가 얼마 에 은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우리공화당 지지 유튜버)한테 히기도 해서, 뒤에서 있는 게 편해요. (유튜버 10)

행진이 시작되면 삼 미터에 달하는 긴 장  형태의 삼각 를 들고 선두에서 집회 참여자들

을 는 유튜버,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며 체를 기 해 바삐 뛰는 유튜버, 혹은 셀카 을 든 

유튜버 다수가 태극기, 당기 등 깃 를 든 이들과 앞서 거니 뒤서거니 하며 군 을 빠짐없이 담

아낸다. 당의 공식 유튜버를 비롯해 한두 명의 유명 유튜버는 조원진 의원이 탑승한 선두 개조 

트럭에 올라타 행렬을 기도 한다.

보도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혹은 완 히 사라져버린 태극기 집회에 한 불만과 분노, 신뢰

할 수 없는 통 미디어에 한 반발심의 발로로 그들은 집회 규모를 제 로 드러내 보이는 데 

주목한다. “어마어마한 거리 행렬”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며 집회 오를 비추고, “용의 꼬리”처럼 

끊기지 않는 태극기 집회 군 을 빠짐없이 담아내고자 한다. 이들 상을 본 시청자들은 뜨거운 

감동으로 화답한다.

어르신 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집회 참석하신분들 존경합니다. 애국동지님들 힘내세요!

Table 4. Taegukgi rally YouTube bird-eye view contents <LiveKorea>(left), <Areumdaun GangsanTV>(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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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있다.

수고많으십니다...!

애국당 연사님들 고생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십니다(<개미애국방송> 라이  채 , 2019, 06, 01)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잘하십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동지분들 이 입니다

애국동니님 끝까지 함께 감사합니다

지  당장은 주변지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도 애국입니다

(< 존 TV> 라이  채 , 2019, 05, 11)

소낙비를 맞으며 열성 인 애국우  이 ~~~

나라가 망해가는데. 축구는 무슨 건강 리 잘하세요 애국자님들

자랑스러운 애국자들

비가와도 애국하시는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정성을다하시고 수고마느셧습니다

어머나 우리 태극기 성조기 기수들그 로비 맞네요 아~ 존경합니다

역쉬 한애국당입니다

자유시장경제수호 한애국당 열렬이 지지합니다.

(<ROCK-락TV → 라이  채 , 2019, 06, 15)

태극기 집회 장에서의 유튜버에 한 환 와, 라이  계 시청자들의 화답에 힘입어 그

들은 매주 장 계를 해 나선다. 일부에서는 삼각 를 더 긴 것으로 교체해 군 을 더 잘 담

아내는 노력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5G로 바꾸는 등 콘텐츠 개선을 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

다. 하지만 부분은 재 방송에서 큰 변화나 나아짐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촬  방식이나 내용 

구성에서 별다른 시도를 않는다. 

반복 인 라이  계의 내재한 일상성과, 시청자의 추가  요구 미비와 이에 한 수용 의

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장의 계는 유튜버 부분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다. 일부에서는 장

만 보여주는 유튜  콘텐츠의 한계를 감하여 토론회나 연찬회 등 정보 제공 주의 콘텐츠로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 히 태극기 집회 장의 라이 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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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 유튜버와 집회 참여자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형식이나 내용, 기법에 큰 변화 

없이 장감과 생생함에 주목한다.

형식에서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의 활동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인 우리공화당과 

참여자로부터 공히 지지를 받는다. 이는 장 정치에서의 정형화된 미디어 의례에 기인한다. 태

극기 집회의 의례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공분,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상징 이미지로서 집합 감정

을 공유하여 사회  의례로 언어 활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부분이다. 이 과정을 조명하는 것만

으로도 유튜버는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내외부에서 인정받는다. 나아가 장 생 계라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수행한다는 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회운동 퍼토리에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 다만 후술할 자발  활동에서의 개인 주체들에 한 역할보다는, 정당에 의

한 활용에 방 을 맞춤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은 도구로써 내몰리게 된다.

5. 장 정치에서의 유튜버의 역할과 정당 정치 유착

1) 유튜버의 자발  활동

2017년 4월 8일 자유한국당을 탈당, 새 리당(탄기국/박사모 주축)에 입당, 선 후보로 나서

기도 했던 조원진 의원은 7월 8일 창당 비 원회를 조직 8월 30일, 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을 창당한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통령무죄석방1천만국민운동본부’(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조

직했다. 박근혜  통령의 무죄에 동의하며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천막을 서

울  국 곳곳에 운 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와 동시에 당원 모집 서류도 함

께 받으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 다. 

기 하루 100여 명 이상의 입당 서명을 받는 등 우리공화당의 기반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투데이, 2017, 08, 02). 2019년 순 무렵에는 석방 구 서명 135만 개

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른다(조선일보, 2019, 05, 01). 우리공화당 측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온라인과 병행한 서명과,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서명

를 통해 25만여 명의 서명을 합친 것이다. 

서명의 변으로 그들은 “박근혜 통령이 부당한 사기 탄핵”을 당한 것도 문제이나, 거짓 탄

핵 세력이 “사기 탄핵을 합리화할 목 으로 죄를 박근혜 통령에게 뒤집어 우고자 구속”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은 “정치 탄압을 넘어선 인권유린”이라 지 하며, “지

병과 스트 스 상황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박 통령의 건강을 해서라도 구속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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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워치, 2017, 07, 14).

우리공화당은 아무런 구명 행 를 않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서명  운  

 활동에 총력을 기울 다. 이에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서명  운  게시 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유튜  채 을 통해 서명  생 계를 극 으로 독려한다. 태극기 집회 라이  유튜버들

은 집회가 있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자발 으로 서명  생 계에 나선다.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이 유튜  시작 계기에 한 공통 인 답변이 바로 ‘서명 ’ 다. 태극기 

집회의 주축이 되는 우리공화당의 당원으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명  사에 참여하게 된다. 그

때마다 그들이 목도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반발( 존 TV, 2019, 04, 29)이었다. 그 반발을 묵과

할 수 없어서, 혹은 고발하기 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해서 유튜 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 서명  사 나갔을 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하냐, 뭐 

하는 짓이냐, 시비 거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 시비만 걸면 다행인데, 때리고 부수고 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주사 들 하는 짓거린데,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카메라 딱 꺼내니

까 도망가더라고. 그때부터 아, 유튜  해야겠다, 싶었어요. (유튜버 7)

은 애들, 야유는 기본이고. 욕하고 가. 어떤 놈은 종이 잡고 던져. 그럼 어째? 억울한 데 우리가 

참아야지. 더 억울한 박근혜 통령님도 있는데. 근데 기 서북 서명 에서 유튜  하니까 안 건

든다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때부터지. (유튜버 6)

요새는 근데 이거 들어도 별수 없어요. 지 말라고 더 난리지요. 그래도 어떡해? 어야지 우

린. 우리가 이 게 딱 지켜 야, 더 험한 꼴 안 당하지. 우리 덕분에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

어요. 그리고 세상도 많이 바 었고. 은 애들도 와서 서명 많이 해. 얼마 에도 쭈뼛 다가 

와서 서명하고 가는데 얼마나 기특하던지. (유튜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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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라이  방송이 집회 장에 모인 ‘애국 동지’들의 열망이 응집된 장을 비추면

서 집회 참여자들과 교류하고, 라이  시청자와 소통하는 행 에서 얻는 가치와 기쁨에 방 을 

는다면, 서명  운 은 좀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받는다.

서명  공간은 동질 인 정치  가치 , 이념, 그리고 지지하는 인물에 한 공통된 의견을 

가진 이들이 함께 연 하는 곳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서명 를 몇몇 사

자들과 지켜내는 과정에서 오는 무게감,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 그들은 서명  사를 

매일같이 다니며, 장 계나 내 이션 등 방송에의 큰 투자 없이 그  켜놓는 행 만으로 자신

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처음으로 서명  열었을 때 생각나요. 떨리기도 하고, 공격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가니까 서명해 주시는 애국 동지들 많아요. 그 안에도 열사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 사람들 찾아

다니는 우리가 애국자고, 그 서명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인 거 요. (유튜버 13)

서명  나오려면 보통 일 아니에요. 아침부터 테이블에, 종이에 천막에 챙길 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뭐 방송은 그냥 켜놓는 거긴 한데. 그래도  보고 응원해주고 하면 좋지요. 무엇보다도 

이 게 두  바로 딱 뜨고 있다, 이거니까. 그게 다지 뭐. (유튜버 4)

서명  라이  유튜버들이 ‘충돌’에 한 우려를 놓는 것에 일견 이해할만한 사례가 

찰된다. 서명  장의 난동( 존 TV, 2019.02.04.)은 서명  상들에서 쉽게 찰된다. 

그들에 해 ‘좌빨’ 등 오 표 을 덧붙이면서 그 행패를 묵과하지 않는다. 장을 집요하게 

Table 5. Our Republican Party’s signature stands rustle in <Papazon TV> YouTub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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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붙으며 서명 를 반 하는 이들의 행 를 유튜  라이 로 담아내고 있음을, 그들의 

실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벌어지는 ‘난동’, ‘행패’를 과격한 언동을 

동원해 비난하며 서명 의 가치를 강조하고 유튜  라이 의 요성을 다시 한번 설 한다.

등포 그 상 보셨댔죠? 어휴 그 ‘좌좀 미친**’ 경찰이 주는 게 속천불 나더라고요. 그거 우

리가 안 었으면 잡아가지도 않았을 거야. 부 다 김부겸이 그놈이 장  하며 경찰 다 버려놨

어. 우리 엄연히 신고하고 하는 건데, 그거 보호를 안 해 다고. 우리가 지켜야 해. 스스로. 유

튜 로. (유튜버 9)

못 은 게 부지기수에요. 얼마나 모욕하는지. 부 다 선동당해서 그래. 우리가 이 게 해서 그래

도 공감하고 서명해 주는 사람들 확실히 늘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럴 땐 뿌듯하지. (유튜버 15)

그거 우리가 지킨 거 요. 천막당사. 박원순이가 고 들어오려는 거, 우리가 에 불을 딱 켜

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지. (유튜버 11)

애국열사들을 해서면 난 매일 이고 나가요. 마 라한테 딱 얘기했어. 이거 끝날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온다고. (유튜버 20)

Table 6. YouTube contents of Our Republican Party’s signature stands rustle <TanhaekmuhyoTV>(left), 
<DulrijanggunTV>(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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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YouTube live contents of Our Republican Party’s signature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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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장에 한 고발, 기록이 일상이 된 이들은 2019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이 기습

으로 설치한 화문 장의 천막당사와 그 안에서 벌어진 갈등 장에서 더욱 활약했다. 2017

년 탄핵 인용 직후 있었던 시 에서 사망한 5명의 ‘애국열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우리공화당

은 화문에 자리를 틀었다. 서울시는 ‘정치  목 ’을 띈 공간 사용을 지해온 화문 장 운  

조례를 들어 행정 집행을 고했다. 이에 라이  유튜버들은 천막당사를 24시간 지키며 라이

를 이어갔다. 서울시 용역의 철거 행 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폐쇄회로 카메라 수 의 실시간 

계를 이어가며 해당 공간을 지켰다. 라이  시청자들은 동의와 지지, 격려와 응원으로 화답했으

며, 이들은 ‘공권력의 폭력 행사’를 목도하는 최 선에 서 있다는 자존감을 높이며 유튜버로서의 

Table 8. YouTube live contents of Our Republican Party’s in ‘The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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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다진다. 이를 통해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을 결속하고, 장 정치로의 참여를 독려하는 

주체로서 유튜버들은 집회의 속성에 기여하면서 장의 행동을 결집해나갔다.

2) 정당의 유튜버 동원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 10일 기 , 보수 유튜 로 분류되는 채 의 조회 수 총

합은 약 14억 3천만 회이다. 한, 체 구독자 수는 400만여 명, 상은 9만여 개에 달한다(경

향신문, 2018, 10, 13).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은 탄핵 이후 보수 언론에 한 불신과 불만, 

<TV조선>이 발한 박근혜  통령 탄핵에 한 반발로서 <조선일보>를 독하고 통 뉴스 

미디어에 한 소비를 끊었다(유튜버 8). 신 유튜  뉴스 콘텐츠 소비로, 더 나아가서는 생산

하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 활동에는 보수 유튜버의 시장 가능성과, 우리공화당 주도

의 태극기 집회 련 유튜  계에 한 수요가 맞물려 있다.

2021년 12월 뉴스/정치/사회 유튜  랭킹 통계를 살펴보면 통  뉴스 미디어의 유튜  

활동에 이어 보수 유튜버의 강세가 여 히 두드러진다. <YouTube Rank>에 따르면3) 1 에서 

4 , 그리고 6 , 8 의 MBCentertainment, JTBC Entertainment, SBS NOW / SBS 

공식 채 , TVCHOSUN – TV조선, SBS Catch, 채 A를 제외한(드라마, 능, 교양 등을 

유통하는 채 ), 뉴스 채 로서 <YTN news>가 271만 명의 구독자수로 1 를, <SBS 뉴스>가 

197만 명으로 2 , <JTBC News>가 184만 명으로 3 , <MBCNEWS>가 176만 명으로 4

를 차지했으며, 보수 유튜  채 인 <진성호방송>이 156만 명의 구독자수로 뒤를 이었다. 교양 

채 을 제외하고 계속 살펴보면 <신의한수>가 142만 명, <사람사는세상노무 재단> 채 이 119

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 다.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 오’와 같은 방송으로 유튜버로서 활동을 시

작했을 무렵 보수 유튜버를 압도하기도 하 으나, 재는 보수 유튜버인 <진성호방송>이 오랫동

안 1 를 차지했던 <신의한수>를 제치고 시사 정치 유튜버  1 를, 통 미디어 뉴스 채  네 

곳에 뒤이어 자리한다. 

언론사를 표방한 주요 보수 유튜버는 <뉴스타운 TV>, <뉴데일리TV>, <미디어워치>, <펜앤

드마이크 정규재TV>, < 리덤 뉴스> 등이 있으며, 정당  싱크탱크로서 <우리공화당TV>, <가

로세로 연구소>, <오른소리> 등이, 개인 유튜  채 로서 <진성호방송>  <신의한수>를 포함 

<신인균의 국방TV>, < 옥  안보정론TV>, <TV홍카콜라>, <고성국TV>, <황장수의 뉴스 리

3) https://youtube-rank.com/board/bbs/board.php?bo_table=youtube&sca=%EB%89%B4%EC%8A%A

4%2F%EC%A0%95%EC%B9%98%2F%EC%82%AC%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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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o>, <조갑제TV>, <정성산TV>, <김동길TV>, <이언주TV> 등이 있다. 그밖에 태극기 집회 유

튜버를 포함한 약 80여 개의 유튜버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의 집회 유튜  채 로 고시된 유튜버들은 기타로 분류된 채 을 제외한 총 32

명으로, 이들의 태극기 집회 유튜  라이 는 정당의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되고 당원  집회 참

여자들에게 소개된다. 그밖에 시사, 강의, 미국방문 유튜  채  코 를 마련하여 유튜버들의 자

유로운 업로드와 집회 참여자, 당원의 손쉬운 근을 돕고 있다.

보수 유튜  채 이 탄핵 국면을 기 으로 폭발 으로 늘어남에 따라, 두 가지 차원에서 유

튜버들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통  뉴스 미디어의 보수 스피커들의 유튜  진출이다. 

보수 주류 언론의 하나인 <TV조선>에서도 박근혜  통령 탄핵의 여론을 조성할 각종 뉴스를 

보도하고,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 박  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한 비 의 날을 세우

면서 종합편성채 을 주름잡던 소  보수  성향을 띤 평론가 집단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에 따라 김진, 고성국과 같은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유튜  채 을 개설, 본인의 방송을 

시작했다. <신의한수>의 신해식, <팬엔드마이크TV>의 정규재, <황장수의 뉴스 리핑>의 황장수 

Table 9. Our Republican Party’s board of Taegukgi rally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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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탄핵 정국 이 부터 운 하던 유튜  채 을 활성화했다. 그밖에 조갑제, 김동길 등 보수 

논객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유튜 에 자리 잡았다. 뒤이어 홍 표, 이언주, 김문수, 진성호 등 

정치인들의 유튜  참여도 이어졌다. 보수 유튜 의 확장이 본격화된 것 역시 이 무렵으로(시사

인, 2019, 06, 05), 유튜  내외부에 한 사회  주목을 끌어낸 <TV홍카콜라>가 표 이다.

이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들로 바로 일반인들의 유튜버 향이 있다. 이들은 다수가 

태극기 집회 라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들로서, ‘ 장 심’ 콘텐츠 구성 등에 있어 독  지

를 렸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 부분은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42.2%)(조선일보, 

2018, 08, 27)이다. 통계의 맹 4)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의 주최 측으로서 2016년 12월부

터 지 까지 활약해온 정당이 바로 우리공화당이기 때문으로 나온 결과다. 그리고 그 태극기 집

회에 매주 참석하며 유튜 로 방송하는 이들 역시 우리공화당과 맞닿아 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내집단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속력을 

돋우고 집회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보다 구체 으로, <TV조선>, <한겨 >, 그

리고 <JTBC>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었던 통 미디어 뉴스에 한 불신이 팽배

해졌다. 신  유튜   소셜 메신 인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를 맹신하게 된다. 

연령 를 막론하고 집회 참여자들은 유튜  채 을 극 으로 시청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범 한 시민 조직과 동원은 물론, 의제 형성과 확산, 여론 형성과 조직화, 정치 동원의 메커니즘

(황선 , 2018, 50쪽; 허태회.장우 , 2008, 149쪽)이 태극기 집회에서도 공히 찰되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은 부분 우리 공화당의 집회와 행사를 쫓는다. 일부에서 자유한국

당 정치인과 행사를 따르는 등 세력이 나뉜다(경향신문, 2018, 10, 13). 그 안에서 갈등을 빚기

도 하는데, 박근혜  통령의 복권에 한 의견 차이로 <고성국TV>에 한 비난이 불거진 사

례가 있다. 한, 태극기 집회의 주요 유튜버 던 <이야기>의 경우 우리공화당 방송 문으로 오

랫동안 활약하 지만 권력 다툼 끝에 2019년 6월경 우리공화당 방송 내부 커뮤니티에서 려나

는 갈등을 빚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차는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에게서 공공연한 

일(주간동아, 2019.06.01.)이다.

우리공화당은 앞서 Table 9에서와같이 사이트 내 집회 유튜  게시 을 마련해두고, 유튜

버들이 자유롭게 게시하고 당 행사에서도 유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 

정론  행사에 유튜버들을 선정, 청하여 그들과 손잡고 있다.

4) 조선일보의 조사는 기사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공화당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설문조사 조 안내 orp.or.kr/bbs/zboard.php?id=notice&no=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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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사는 언론의 기사화 비율이 낮았음을 지 하며, 유튜 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으

로 해소했다고 설명한다. 내용은 최고 원 회의 결과 발표나 태극기 집회 개최에 한 내용이 

다수 다. 이들 방송은 비록 기사화 비율은 낮았으나 3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당 공식 유튜  

계정을 통해 게시되고, 건당 2,000~3,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공화당과 같은 군소정당은 언론 노출이 상 으로 다. 그로 인해 유튜 를 여론 형

성의 주요 창구로 사용하게 된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국회 정론 을 사용한 정당과 정치인

을 조사한 오마이뉴스 기사(2019, 09, 05)의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비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

사 기간  총 2,036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우리공화당은 총 226건, 11%를 유했다. 기자

회견의 시간으로 따지면 총 33시간 48분 26 , 제1야당의 정론  기자회견 시간인 34시간 54분 

45 와 비등하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 변인이 주로 련 회견을 진행했는데, 총 21시간 10

분 32 를 사용하여 정론 의 카메라 앞에 선 이들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정치  메시지 확산을 해, 태극기 집회 여론의 확산을 해 유튜버와 손잡은 우리공화당

은 그 태동부터 주력해온 정치  활동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서명  운 에 유튜버를 극 으

로 활용한다5). 인터뷰에 응한 태극기 집회 유튜버 20명  14명이 모두 서명  유튜버로서 처

Table 10. Our Republican Party’s board of signature stands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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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발을 내디뎠으며, 20명  17명이 재 서명  유튜버로 활동을 병행했다.

그들은 박근혜  통령의 구명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목도하기 

해 유튜 를 시작했다. 우리공화당 차원에서는 서명 에서 단지 유튜 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서

명 를 알리고 정당의 행사를 자연스럽게 지지층과 집회 참여자, 서명 참가자들에게 홍보하는 효

과를 린다. 그 행 를 자발 인 것으로 구성하여, 유튜버들은 자신의 역할 인식과 장의 안 을 

수호한다는 책임감, 소통에의 즐거움 등을 리기 해 장 정치에서의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다.

요컨  유튜버들은 서명 라는 자발  활동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매개의 가

능성을 보 다. 독특하게도 통  미디어 시 의 사회운동과 같이 범 한 수용자에게 메시지

를 달하기 해 서명 라는 오 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을 펼쳤다. 이를 다시 네트워크 심 미

디어로 끌어온 것이 특징 인 부분이다. 유튜버들의 일 된 진술 속에서 서명  활동에서 오는 

정치  고양, 역할 인식과 인정 등이 드러난다. 특히 동류 집단, 즉 공통된 기치를 공유하는 태극

기 집회 참여자들과 유리된 서명  공간에서, 그들은 제3의 구술문화로의 복원을 유튜 를 통해 

실 한다. 장의 목소리를 하고, 유튜버로서 마이크를 잡기도 하는 등, 하이퍼텍스트성과 상

호 연결성을 실 한다.

그러나 자발  활동이라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인 우리공화당과의 분리 

불가분의 계를 맺는 한계가 분명하다. 집회 유튜버  서명  유튜버 활동에 한 독려는 서로

가 의지하는 계로 자리매김한다. 군소정당으로서 우리공화당은 통  미디어를 통한 의 

한계를 감하여 자신들의 메시지를 지지 세력에게 달하는 창구로 유튜버를 활용한다. 그에 화

답한 유튜버들은 후술할 자칭 언론으로서의 권력을 린다. 이 과정에서 일반 인 디지털 의례, 

즉 느슨한 조직 구조 안에서 사회운동의 주체들을 불러 세우지 않는다. 통  사회운동의 퍼

토리의 재생산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을 통한 공동체 구축과 군 화가 아닌, 태극기 집

회 장에의 참여와 서명  등 오 라인 활동에의 독려다. 개개인의 항거가 아닌 집합 인 항거

로써 상이한 장 정치의 퍼토리를 구 하는 것이다.

5) http://orp.or.kr/bbs/zboard.php?id=youtub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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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극기 집회 유튜버의 정체성

1) 인터뷰를 통한 권력 행사

태극기 집회 유튜버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일종의 마패이자 부족장의 지팡이와도 같다. 집회 장 

어디든 유튜버가 들이민 카메라만 있다면 길을 터주고, 집회 참여자들이나 서명 에 사하는 이

들의 마음을 열고(안 규TV, 2019, 02, 09), 무  가장 가까운 곳, 행진의 선두, 심지어는 무

에 오르고 행진 차량에 탑승하여 태극기 집회 무리 체를 이끄는 힘이 부여된다. 장에서 들

이미는 카메라를 피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기꺼이 인터뷰( 주르방송국, 2019, 02, 09)에 응

한다. 해당 유튜  채 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가 하면, 간단한 간식이나 차를 하고 심지

어는 식사까지도 집회 사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여기만 나오면 다들 나를 보고 인사해. “ㅇ쌤! ㅇ쌤!” 이러면서. 다 막 반겨. 어떨 땐 이게 마팬가 

싶기도 하고 그 지. 이것만 들이 면 어디든 비출 수 있어. 사람들이 원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아무리 국회의원도 별수 있어? 조원진 의원님도 나랑만 인터뷰하려 하지. (유튜버 10)

무  앞에 딱 삼발이 놓고 으면 단해요. 용이. 그거 비추려고 내가 이 게 일  나와서 이 

무거운 걸 고생하잖아. 번에 세종문화회  앞에서 (집회) 할 땐, 거기 왜 앞에 화단 그 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자리 잡는다고. 형님 하나 넘어져서 다 박살 날뻔했지. 그래도 여기서 

딱 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유튜버 7)

Table 11. Taegukgi rally YouTube contents of interview <bongjureubangsongguk>(left), <AhnjunggyuTV>(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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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의 참여자들 사이를 뚫고 인사와 사진 세례를 받으며 등장한 조원진 의원에서부

터 서석구 변호사, 우종창 기자 등 그들이 주목하는 주요 여론 주도자들에게서 한마디를 듣는 것

에서부터, 집회에 참여하는 참여자 일반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내용은 개 집회에 임하는 마음

이나 단순한 응원 메시지, 일상 인 이야기들이 부분이나, 간혹 특정 유튜버에 의해서는 박근

혜  통령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만을 담아내는 경우도 있다. 유튜버들은 부분 특별한 내

용을 묻기보다는, 신변잡기 이고 사변 인 내용의 이야기로 인터뷰 체를 채운다.

박근혜 통령님을 구출해야겠다는 마음을 듣는 게 크죠. 우리가 이 게 모 다, 서로 힘내고 

응원 주고받고. 다들 지난주 보고  보는 사이들이라 특별히 물을 건 없긴 해요. (유튜버 15)

카메라 앞에 서도 이젠 말들 잘해. 엔 손사래 치고 했는데, 지 은 다들 막 말하지 못해 안

달이야.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면 그러겠어. 이 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듣고 말하고 하는 게 

큰 안이 되지. (유튜버 13)

일상 인 내용의 인터뷰가 이어지지만, 개 인터뷰어가 화 체를 이끌어가기도 한다. 

특히 연구자가 몇 차례 태극기 집회 라이  방송에 인터뷰에 응했을 때도, 각자의 울분이나 답답

함을 토로하는 창구로써 인터뷰를 활용할 따름이었다. 유튜버의 특성 자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

기 해 방송을 시작한 경우가 부분으로서, 인터뷰의 응답을 끌어내는 과정, 그 인물과 내용 

선정이 으로 인터뷰어인 유튜버에 임되어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반복 이고 간단한 응답

만 수행하는 인터뷰이를 앞에 두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장을 담아내는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이 가장 극 으로 나서는 역은 바로 충돌 장

이다. 우리공화당이 주축이 된 태극기 집회는 종종 지나가는 시민, 혹은 세월호 기억 집회, 는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와 충돌을 빚기도 하고, 집회 이동 간에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tv자유그네, 

2019, 03, 01)과도 충돌하기도 한다. 혹은 단순히 일반 시민들에게 카메라를 비추는 행  속에

서 반발을 경험, 담아낸다.

우선 충돌이 시작되면 유튜버들이 몰려든다. 삼각 , 셀카  등의 스마트폰 지지 를 길게 

뻗어 장을 담아내려고 애쓴다. 때론 충돌 장에 휘말려 상 체가 하늘만 거나 혹은 다른 

공간을 비추기만 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행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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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튜버들 없었으면 여기 집회 억울한 사람들 부지기수가 되었을 거 요. 시비 걸고, 욕하

고, 막 함부로 하는 인간들, 이 게 카메라 딱 들고 있으면 더는 뭐라 못해. 우리가 지켜보니까. 

(유튜버 1)

집회 으면서 연사와 참여자들 면면을 카메라에 담는데 말이지, 웬 놈이 시비 걸더라고. 애국 

시민들은 얼마나 당당한데, 그놈은 뭐가 꿀려서 그러는지 몰라. 완  장보수야. 내가 4년을 

태극기 집회 방송에 몸 바친 사람인데, 그런 변은 난생처음이었어. (유튜버 14)

앞선 논의에서 유튜버가 된 주된 계기로 언 되는 ‘서명  계’에서 역시, 충돌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고 더 과격한 시 를 막기 해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무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태극기 집회의 연사들을 독 으로 담아내고 참여자들을 훑는 지배  치

를 유하며 린 만족감을, 충돌 장에서 경찰보다 앞서 그들을 비추고 기록하며 심 하는 심

리  만족과 희열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 있으면 경찰도 함부로 못 해. 시비 걸던 놈들도 깨갱한다고. 이 게 내가 보고, 구독자가 

보고, 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깟 놈들이 뭐라 해보라지. 아주 물건이야 (유튜  방송) 

이게. (유튜버 11)

끝으로 유튜버들은 국회나 보수 정당, 연구소 등에서 개최되는 포럼, 연석회의(개미애국방

송, 2019, 02, 20), 만찬, 강연(개미애국방송, 2019, 02, 25) 등에 참석, 라이  방송을 한다. 

Table 12. Taegukgi rally YouTube contents of clash with police <tvJayugeune>(left), <Papazon TV>(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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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도 자신을 유튜버라 밝히며 삼각 를 가운데에 크게 설치하고, 연사와 장 진행을 맡은 

이들에게 원활한 촬  조를 요청하기보다 통보한다. 언론사 조 요청을 범으로 삼아, 그들

은 행사의 계를 자청하며 주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표상한다.

제가 국회에만 6개월째 들어가요. 집도 여의도로 이사했어. 원룸 구해서. 거기서 조찬모임, 출

회, 연설, 발표 이런 거 빠짐없이 계해요. 사람들이 좋아해. 자기들이 못 가는 것 제가 딱 

가서 다 으니까. 장에서도 조 잘해주죠. (유튜버 5)

연석회의 때는 아  유명 유튜버들 불러요. 청받아서 공식 으로 계해요. 조(원진) 의원 

보좌 이 사정사정해요. 와달라고. 그럼  가야지 별수 있나. 우리가 가야 사람들이 심 갖

고 보니까. 이 게 계하면 자기들도 좋거든. (유튜버 8)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비추는 행 를 통해 포커스의 상이 되는 집회 참여자는 물론 변호

사, 의원 등 문가, 여론 주도자들 역시 정제된 자세로 그들을 우한다. 상 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은 시청자 수라도 라이 로 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행 가 달되는 상황에 

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유튜버들은 바로 그 지 에서 일종의 권력 계를 형성, 그 지

를 리는 데 주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조심하지, 아무래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구독자들,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

니까. 그래서 좋아요. 함부로 안 하니까. (유튜버 20)

Table 13. <Ant Patriotic Broadcasting> YouTube live contents of lecture(left), joint meeting of Our 
Republican Part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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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기자들보다 우리를 더 쳐줘요. 우리(태극기 집회 참여자)는 유튜  훨씬 더 보니까. 우리

가 들어가면 벌써 딱 자세들을 고쳐 잡아. 댓  보면  사람 왜 러냐, 이런 거 올라오면 얘기

해줘요. 당신 지 받고 있다고. 그럼 확실히 달라져요. 치 보는 거지. 세상 많이 바 었어요. 

(유튜버 12)

요컨  충돌 장의 최 선을 담아내고 인터뷰 과정에서 리는 독  지 들로 인해 그

들은 련 장을 더 극 으로 찾아다닌다.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제 로 보도한다는 격려에서 보람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유튜버’로서 리는 

권력, 우 , 시선 등에 고취된다.

2) 태극기 집회 유튜버의 정체성 강화

태극기 집회 유튜버에 따르면 통  미디어 조직은 집회를 왜곡  축소 보도하 을 뿐만 아니

라,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자행한 ‘사기 탄핵’의 주범이다. 통 미디어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

과 유튜버들이 조직 이고 극 으로 항할 상으로 상정된다. 뉴스에 한 불신과 분노에 

한 항 방식으로서,  언론과 정부 조직 체가 나서서 국가  기 상황을 감아버리는 세태 

속에서 ‘애국’하는 집회 참여자들은 장의 유튜버들을 환 한다. 그들은 유튜  활동을 통해 ‘진

실’을 수호하고, 그를 통해 통 미디어의 역할을 완 히 체한다고 주장한다. 태극기 집회를 주

도해온 우리공화당  보수 정당은 그들의 활동을 용인하고 이용하며,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집회

와 정당의 각종 메시지를 유통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유튜 를 통한 태극기 집회의 참여는 정치과정론  에서 ‘동원 효과(mobilization 

effect)’(박창문·조재욱, 2013; Negroponte, 1996)  특징들을 보인다. 상 으로 여론  

정치  세력에서 소수의 집단은 소셜 미디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의 연  속에서 효율

인 미디어 략을 통해 세를 확장하고 입지를 확 하는 방안을 모색해낸다(윤성이, 2008). 앞선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명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시  흐름을 끌

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유튜  콘텐츠를 통해 태극기 집회의 주요 메시지들이 유통되는 과정 자체가 정보의 재생

산 과정이며, 유튜버들의 자발  참여의 과정이다. 그러한 유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소비하고 

나아가 댓 로서 소통하는 행 는 계를 맺고 정보 공유를 통해 연 하고, 궁극 으로는 집회에 

참여하는 가장 직 이고 극 인 정치  행동을 끌어내는 요인이 된다.

웹 3.0 시 ,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그 특성으로 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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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심의 연결과 맞춤화의 작용(김성태·김여진·최홍규·김형지, 2011)은, 자기 심  커뮤니

티로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연 하는 능동  네트워크 조직

화, 강한 연 와 높은 수 의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다(박 득·이재묵, 2017). 기존의 통  미

디어나 웹 2.0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 시 의 비 면  약한 연 를 넘어 면  계를 맺고 연

하는 지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비선거  정치참여에 한 동원 효과가 강하게 나

타나는 상황에서, 유튜버들의 활동은 장 정치에서의 주요한 구심 이 된다.

여러 번 강조했죠? 매일같이 화두를 던지고, 우리 구독자들이 이 게 집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깨닫고 하는 그게 요한 거 요. 내가 (유튜버로서) 이 게 안 하면 

집회 잘 안 돼. 시청자들도 나 막 찾아요. 집회 장도 그 고. 나와서 O쌤 어디 있느냐고 묻고 

다닌다니깐 사람들이? (유튜버 16)

스스로 집회에 참여하는 행 를 넘어 유튜버 활동을 통해 집회 참여자들을 결집하고 동원

한다는 역할 인식과 정체성 구축은 집회의 속성에 기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메시지의 사회  향력 확 와도 직결된다.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은 우리공

화당의 장 정치에서의 역할 부여에 기꺼이 화답한다. 나아가 국가  기 상황에 한 끊임없

는 문제 제기와 진실 수호를 한 장 상주의 노력을 통해 탄핵 이후 일련의 사태를 극복하는 

첨병으로 자신을 치시킨다. 시 를 이겨내는 투사  존재로서, 집회 참여자들의 사고방식과 더 

나아가서 국민  여론의 형성까지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은 통  미디어를 체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타난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뉴스 요즘 가 요? 근데 이 유튜 는 부 다 . 나만 하더라도 구독자 

수가 13만 명인데, 우리 다 합치면 500만, 1,000만이 넘어.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나와 요. 나

라가 안 뒤집히겠어?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다, 이거 요. (유튜버 9)

유튜 가 미래에요 미래. 유튜 는 거짓된 게 없거든. 순 거짓말만 늘어놓는 JTBC니, 뭐니 하

는 것들, 다 필요 없어. 우리만 있으면 돼요. 진실을 보도하고, 진짜만을 얘기하는 유튜 를 보

니까 이 게 제 로 나라 걱정하고 나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유튜버 2)

태극기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언론에 한 불신과 정치권에 한 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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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때, 언론에 한 항자로서 유튜버 스스로를 치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태극기 집

회 논의의 핵심 구성원이자 주된 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일부 

집회 참여자들의 화답,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우리공화당의 유튜버 동원이 맞물려 벌어

진 결과라 할 것이다.

장 정치에서의 역할 부여는 기존의 집회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회 참여자들을 

확보하고 향력을 확장하는 역할로도 이어진다. 우선 서명  활동을 통해 과 만나는 작업에

서 유튜버의 생 계가 통 미디어의 장성 차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서명을 받는 행

에서 찰되는 박근혜  통령에 한 구명의 사회  의례, 그리고 장에서의 태극기 집회 참

여를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 하는 의례의 차들을 유튜버들은 기록하고 나아가 집

회에 참석하기 해 장으로 나서기를 주문한다. 이 과정에서 집회의 여론 주도자 등 연사들이 

생산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반복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행 를 통해, 집회의 구심 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항할 상에 한 분노를 표출하는 가치 단  수사들을 동원한다.

그들의 이러한 행 에 국가와 나의 동일시라는 과거의 스러운 기억의 회고와 함께, 보

다 가까이는 태극기 집회의 투쟁 역사를 기억 공동체인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나 는 과정이 수

반된다. 서명 에서 서명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는 오 라인 의례와, 이를 

유튜 로 기록하고 련 논의를 재생산하는 유튜  라이 를 통한 디지털 의례가 결합하는 일련

의 행 들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태극기 집회의 다소 헐겁고 느슨한 조직 구조 속에서 자발

으로 투쟁하게 하는 유튜버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유튜  댓 , 혹은 장의 집회 참여자들에게서 즉각 으로 화답받는 반

응은 유튜버들의 장 정치에서의 역할 수행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에 그들은 태극기 집회 참

여자들과 정당 계자들의 이야기에 더 합하고 결착되는 양상을 보인다. 컨  그들은 집회 

기를 회고하며, 박근혜  통령과 정부 집권 세력들에 한 비 의식을 게나마 띠면서 나

름의 객 이고 균형 있는 논의들을 이끌어가기 해 주의를 기울 다고 밝혔다. 

잘못한 것도 있지. 있으니까 촛불이니 뭐니 나온 거 아냐. 과를 다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건 아니

다 이 말이에요. 다만 지 에 와서 보니, 순 히 사기로 탄핵 시키고, 언론이 나서서 거짓을 조

장하고, 자유한국당 놈들이 민주당이랑 손잡고 박근혜 통령 쫓아냈다, 이게 문제다, 이런 것

들이 밝 지니 우리가 분개하지 않을 수 있나. (유튜버 3)

내 유튜 는 한애국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챙겨 요. 청와 에도 보고 들어간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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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그만큼 립 이고 객 이지. 기, 이 태극기 집회 시작할 때, 2017년에, 나는 한문 

앞에만 늘 있었어. 자유한국당 쪽. 내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불러서 갔어, 불러서. 내가 딱 비

춰주고, 얘기해 주고, 방송해 주면 좋겠다고. (유튜버 17)

하지만 집회가 계속되고 정당의 계자들과 유착 계가 지속되면서, 무엇보다도 집회 참여

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고양되면서, 아울러 집회의 반복  메시지 생산이라는 원자료의 고갈과 논

의의 동어반복이 이어지면서 같은 내용의, 서로가 확고하게 동의한 의견만이 남겨지는 상황에 놓

인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정치  편향성 강화에 한 지 들, 나아가서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내 단일한 메시지 생산과 단결이 이분법  투쟁을 부추긴다는 지 과도 직결된다(정일권, 

2012). 우리와 그들을 상정하고 맞붙는 갈등 상황에서 유튜버들은 그 선의 최 선에 나선 

수꾼으로 자신을 치시킨다.

맨날 싸우잖아요, 뉴스 댓 에 보면. 문빠들이 부 우르르 몰려와서 신고하고 그래요. 유튜

는 맨날 그쪽 말만 들어줘. 나 벌써 몇 개월째 정지 수시로 먹어서 방송을 하질 못해. 아주 남아

나질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가 해. (유튜버 18)

애국열사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 그 고, 에 형님(유튜버 3)도 그

고 나도 그 고. 다 이 좌  독재에 맞서 싸우기 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유튜버 19)

정치  투쟁의 최 선에 선 이들은 정당과의 공조와, 집회 참여자들의 환 와 우  속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고취된다. 구독자를 등에 업은 카메라를 통해 인터뷰 권력을 리면서 진실을 

수호한다는 자기 만족  성취를 넘어 유튜버로서의 향력 행사에 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정당 정치인과 계자들과의 계를 강조하고, 연결 고리를 확인받으면서 자신의 치

에 해 불안해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조원진 의원님 비서 이 연락 왔어요. 아, 요즘 잘 보고 있다고. 표님이 챙겨 본다고. 내가 얼

마 에도 녁 자리 갈 뻔했는데, 아, 내 얘기만 열심히 듣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딱 지 해서 

이번에 연설도 게 하신 거 아니에요. (유튜버 3)

변인, 그 사람이 쪽 (타 유튜버) 좋아하거든. 거기가 자꾸 나서서 붙어먹어. 거기만 소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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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더라고. 속상해 죽겠어. (유튜버 4)

정론  기자회견 할 때, 그거 국회에 카메라 차고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부르니 가지 

우리는. 지난주에 집에 일이 있어 최고 원 회의 그거 못 갔는데, 다른 방송은 나만큼 못했다고 

아쉬운 소리 하더라고. 그래요, 내가. 그 정도(에요). (유튜버 6)

정리하자면 태극기 집회의 태동에서부터 주된 쟁 으로 활용된 통 미디어에 한 불신과 

분노의 서사를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존재로서 시작된 유튜버들은 차 통 미디어에 한 체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다. 집회 참여자들의 환 와 정당과의 업을 거름으로 삼아, 유튜버

들 스스로가 통 뉴스 미디어가 방문하지 않는 장을 지키면서 진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확신한다. 그 속에서 ‘언론으로서의 권력’을 자청하게 된다. 인터뷰를 통해, 집회 

장에서 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  치를 유하는 상징 인 행 를 통해 그 치와 고

양된 감정을 표출시킨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치와 역할에 해 흔들리기도 한다. 이를 확인받

고자 끊임없이 공당의 계자와 자신의 친분을 강조한다. 한, 집회 참여자들의 환 를 재확인

하기 해 불특정 다수에게 카메라를 들이 어 인터뷰를 요청하는 행 를 반복 으로 수행할 따

름이다.

7. 나가며: 장에서 유튜  정치하는 시  읽기의 한계와 가능성

2016년 10월, 박근혜  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장의 이편, 촛불 

신 태극기를 든 이들이 있었다. 2017년 3월 탄핵 인용 후 잦아든 촛불집회와 달리 태극기 집회

는 코로나19가 맹 를 떨치는 재까지도 계속된다. 태극기 집회를 연구 상으로 삼는다는 것

은 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와 미디어 태도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변곡 으로 하는 상을 들

여다보는 일이다.

의정치에서 장 정치라는 정치에의 직  참여를 ‘유튜버’라는 특정 집단을 통해 보는 것

이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장 정치에의 참여라는 흐름 속 ‘뉴 뉴미디어’ 생산자들의 정

체성을 넘어 하나의 사회 상으로서, 나아가서는 심리  기제 등을 읽어내는 데 미진한 한계가 

있다. 통 미디어의 체재로서 기능하는 유튜 에 해 미시와 거시의 층 변화를 범 하게 

아우르는 문헌, 컨  비평 담론을 폭넓게 동원하는 주장이 동원될 때, 상에 한 ‘징후 ’ 논

의로서 본 연구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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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폐쇄 인’ 집단의 주장들을 참여 찰과 심층 

인터뷰로 읽어냈다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분석 상과의   찰 을 풀어가는 과

정에서 유의한 ‘분석  거리’  ‘가치 평가’를 유 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질  연구, 특히 문화연

구가 모색하는 실참여 지향 이며 개입 인 부분을 극 으로 풀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장에서 체득하고 감한 장벽과 연구 상들의 굴곡진 발언  행태에 하여 보다 

과감한 ‘논쟁 ’들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상에 한 분석  거리두기로 인해 본 연구가 다소 

‘ 상 기술 ’인 인상을 다는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실 인식을 조명한 비평문이나 련 기

사에서 맥되는 논의를 아우르는 범 한 근이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정박한 지 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논의 들을 제안한다. 첫째, 태

극기 집회라는 정치  변곡 과 미디어에 한 생산 환경  이용 태도의 변화 국면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에 한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 한, 통 미디어의 역할에 

한 재조명과 신뢰 회복을 한 조직 내외부의 변화 요건들에 해 학계와 업계의 문제의식 공유 

 실천  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아울러 다소 진 이나 그만큼 시 한 유튜  규

제에 한 논의다. 정치 장에서 유튜 가 활용되는 양상이 새로운 기술에 한 극  이용에 

치우친 상황에서, 소  ‘포  시청각 미디어법’과 같은 규제에 한 문제의식과 실천  안이 

학계에서도 법제의 근거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 오 발언’ 등과 같

은 표 의 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규제법이 이미 실행 인 상황을 한국에 극

으로 용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  미디어의 역을 체하거나 혹은 병존하며 하는 유튜 의 ‘ 리즘  

치’에 한 논의가 학계에서 본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  시사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

튜버들이 자신을 언론이라 자청하는 상황에서, 리즘 실천의 기 을 학계에서 설정하는 최

소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진실’에 한 확신으로 정치  메시지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들

이 자신을 ‘언론’으로 치시키는 상황에서 련 연구가 실하다. 장 정치에서의 유튜버가 정

치  행 를 통해 역할을 인식하고 정체화하는 상을 땀땀이 기록한 본 연구를 토 로, 언론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다가올 선 국면에 부상하게 될 통 미디어와의 갈등과 정치  목소

리 내기에 한 다양한 학문  근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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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정치와 집회 유튜버의 활동

2019년 태극기 집회 참여관찰을 통해 본 유튜버의 역할과 정체성

이종명 

( 구가톨릭 학교 란치스코칼리지 연구교수)

본 연구는 통  뉴스 미디어의 체를 주장하는 유튜버에 주목한다. 정치와 미디어를 아우르는 헤게모

니 지형 변화를 상징하는 변곡 으로써 박근혜  통령의 탄핵과 그 이후를 주요 국면으로 삼는다. 그  

기존 정치에 한 반발로서 장 정치의 목소리에 집 한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이자 소셜 미디어 생산자

인 유튜버의 활동이 주요 쟁 이다. 장이라는 정치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

지는 지 , 유튜버가 생산하는 콘텐츠와 집회 장에서의 발화  행 를 미디어 의례로 탐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는 첫째, 장 정치로써 태극기 집회와 집회 유튜버의 활동을 참여 찰을 통해 악한다. 

둘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튜버의 자발 이면서 한편으로는 정당에 의해 동원되는 활동의 정치  맥락

을 살핀다. 셋째, 이를 통해 확립된 유튜버의 정체성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2022년 통령 선거를 앞두

고 팬데믹 이후 정치  목소리가 장에 집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집회 장 유튜버의 콘텐츠

와 활동의 이유를 살펴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장 정치, 태극기 집회, 2019년 한민국, 시사정치 유튜버, 정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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