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goo.gl/5XRtF5

[칼럼] 태극기 집회는 의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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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된 ‘태극기 집회’가 주말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와 정반대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태극
기를 흔들며 시위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촛불집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시작된 태
극기집회는 그러나 작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야를 기점으로 촛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날 두 집회는 광화문 네거리부터 프레스센터 앞 도로까지를 중립지대로 설정한 경찰의 관리를
따라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어둠이 다가오는 저녁 시간에 나란히 시위를 했다. 두 집회는
정국을 보는 시각은 물론이고 참가자의 규모와 열기에 있어서도 완전히 달랐다. 태극기가 점령한
대한문 앞 도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장년층의 절박함이 묻어나며 입추의 여지가 없는 열띤 모습이
었다. 반면에 촛불이 점령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는 연예인 보러 나온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
여 희희낙락하는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2월 31일 심야엔 놀랄만한 진풍경이 벌어졌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송년
의 밤 행사가 무르익어가던 자정에 즈음하여 촛불이 둘러싼 보신각 타종 행사장을 태극기 시위대
가 뚫고 들어가 애국가를 불렀기 때문이다. 촛불은 얼어붙었고, 태극기는 휘날렸다. 심지어 행사
의 주인공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예정된 일정을 뒤로하며 총총히 사라졌다. 이 장면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신의한수’ 영상은 조회 수 20만을 넘기며 지금도 유튜브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태극기집회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청계광장, 코엑스광장, 마로니에광장, 시청
광장을 오가며 주말마다 개최되는 태극기집회는 이제 광화문의 촛불집회를 압도한다. 지난 주말
인 21일도 마찬가지였다. 열기는 물론이고 규모 또한 그렇다. 무엇이 태극기 집회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대통령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국회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특검이 불공정한 모습

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건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의 기록이 조작일 가능성을 외면하는 언
론의 보도행태는 물론이고, 기업이 국가를 위해 출연한 돈을 뇌물이라고 강변하는 수사행태, 나
아가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 된 인물들이 보여주는 배신의 정치행태가 국민
들 입장에서는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왜 조선 동아의 보도가 한겨레 경향과 같아야 하는지, 나아가서 왜 대한민국 신문이 북한 신문과
같은 보도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왜 공중파 3사, 종편 4사, 뉴스전문 2사, 합해
서 전부 9개의 방송이 탄핵 정국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보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방송이 ‘아님 말고’ 의혹을 하루 종일 반복해 내보내고 있다. 시사 해설에 등장하는 패널이 회전
문 돌아가듯 방송사마다 동일한 모습도 이해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민주 국가의 법집행 상식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물론 검찰이나 특검은 먼저 대통령의 죄를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소추와
수사를 집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엮였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항변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의
민주 체제에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나 있었던 인권유린과 강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다시
등장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사형 집행을 하고 나서,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찾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 태극기집회는 언론과 국회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유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수호
하는 의병활동이다. 관군이 사라진 자리에 의병이 쏟아져 나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이들
은 사실보도를 하지 않는 기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게릴라 방송
에 의지하여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참가자를 매주 늘리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발통문이 일제치하의 태극기 물결 3.1 운동을 만들었듯이, 오늘날은 인터넷 방송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태극기 물결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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