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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의 제기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 만큼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빨리, 그리고 역동적으
로 발전한 사례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의 현대사에서 불과 70년 만에 4월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촛불대집회라는 세 개의 ‘대사건’을 보여주었고, 이 반면에 5.16 군사쿠데타, 1972년의
10월 유신, 1980년의 광주시민학살, 그리고 2010년대의 권위주의로의 후퇴를 경험하였다. 이런 역동적
상승과 후퇴의 반복 사이에 민주화운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전통은 아시아에서는 찾기 힘들 정도
로 독특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조직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한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의 하나로 <한국민주화운동사, 1-3>(서중석
외, 2008-2009)가 있다. 1권은 1부 이승만정권과 4월혁명, 2부 4월혁명 직후의 민주화운동, 3부 박정
희 정권과 유신이전의 민주화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1부 유신체제의 성립과 유신 전기 반독재민
주화투쟁의 전개, 2부 긴급조치 9호와 유신 후기 반독재민주화투쟁, 3부 각 부문운동(종교, 언론, 지식
인, 인권, 민중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권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1부는 신군부의
등장과 5.18민중항쟁, 2부는 전두환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 3부 6월민주항쟁과 민주화이행, 4부 노태
우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 5부 부문운동(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인권, 노동, 농민, 도시빈민, 여
성, 통일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민주화운동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92년까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끈질기게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운동을 5개의 부문운동으로 나누어 서
술할 만큼 분화되었으며, 1980년을 계기로 각 부문운동이 10개로 나누어 서술해야 할 만큼 더 분화되었
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매우 방대하고 상세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을 남겨 두었다.
이들은 4월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은 대사건들에 대한 좀더 상세한 연구,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방
사적 접근이었고, 이런 과제들은 4월혁명 50주년이었던 2010년, 그리고 6월항쟁 30주년이었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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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부분 수행되었다. <6월항쟁연구>의 경우,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항쟁의 배경
과 전개과정, 항쟁이후의 변화 등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한국민주화운동사>와 마찬가지로 이 책 또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이나 설명틀에서 독자적인 남한사회를 상정하고 있고, 민주화를 주로 민주화운동
의 성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국 민주화운동사 연구와 서술에서 제기되는 몇 개의 쟁점들은 아직도 더 많은 연구를 기다리고 있
다. 예컨대, 해외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나 해외와의 연대 또는 지원,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의 경
향이나 지구적 민주주의 레짐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관계, 그리고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관계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좀 더 규명되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1)
필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전개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부속되는 또 다른 질문들,
즉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면 왜 이에 후속하여 통일운동이 출현하는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대만의 민주
화운동은 왜 유사하고 동시적인 경로를 걸었는가, 그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남한이나 대만의 민주화가
남북관계나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왜 다른가? 등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주화운동
이 놓인 지구적, 동아시아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2)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국제연대의 시
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사에서 첫째, 민주화운동이 발생하는
기본적 맥락, 즉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남한 중심적 시각과 한반도 중심적 시각, 또는 동아시아적 시각
의 차이, 둘째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셋째 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관계, 넷째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배경이나 국제적 연대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종교적 외
피’론, 1980-90년대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전개과정, 그리고 1990년대의 시민운동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제연대의 요소들을 아우르면서, 이런 사회운동의 변화를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변동이
라는 거시적 구조적 변수와 연관지워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첫째, 지정학적
으로 미중간 탈냉전이라는 맥락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둘째 외부로부터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어떻게 국내 민주화운동에서 작동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의 국제연대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연구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세계교회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목이 있었지만, 해외 민주
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려는 시도는 2001년 11월에 성공회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이었다.
여기에서 미국(김민웅), 일본(임병택), 유럽(이정수)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후 <기독교사상>은 2004년
‘한국기독자민주동지회 30년 비사’에 관한 좌담회를 열었고, 김흥수(2007)는 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의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6년에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과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을 기획하여 출판하였는데, 전자는 민주
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세계의 9개국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비교연구에 가까운 것이고, 후자는 말 그대로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간극을 지시하고 있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0년대 초반 설립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해외동포들을 초청하였고, 또 2016년에는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해외인사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이것은 한국민주화운동이 국내에서 고립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해외의 한(국)
인들과 연관 속에서 그리고 외국인이나 국제기구와의 연대 하에서 진행되었고, 이를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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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과 활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조현옥(2005)은 해외의 민주화운동을 본국과의 상호관계 및 정체성
찾기의 맥락에서 연구하였다. 이어 선우학원 등은 <미주동포 민족운동 100년사>(2009)룰 출판하였고,
2010년에는 <구술로 본 해외 한인 통일운동사>가 미국(김하영 외), 독일(김면 외), 일본(남근우 외), 중국
(우병국 외)의 사례로 하여 출간되었다. 조기은(2015)은 이들간의 연대를 재일 조선인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특히 해외 한국민주화운동 중에서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를 하였
다. 이미숙의 일련의 연구는 1970년대 엄혹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지명관의 일본 세계지의 익명 기고
들인 ‘TK생으로부터의 편지’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패리스 하비 목사 인터뷰 등에 기초한 기독자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일본의 맥락에서 본 "일한연대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미디어환경 변화와 함께 일본에서의 일한연대운동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에 관한 연구,
"Succession or Cessation: The Challenge of New Media for the Japan-Korea Solidarity
Movement"3)도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근래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기독교계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했던 박상증,
박경서, 안재웅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1970년대 기독교를 통한 국제연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대만의 민주화과정과의 비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 ❚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에 대한 재해석

1)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와 민주주의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라는 개념은 1945년 이후의 동아시아의 사회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백
낙청이 제안한 분단체제론을 응용하여 동아시아에 적용한 것이다. 원래 이것은 남북한간 적대적 상호의
존성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의 재생산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인데, 이를 변형하여 이삼성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제안하였고, 정근식은 이를 좀 더 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론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분단과 중국의 분단을 상호 연관된 것으로의 파악할 뿐 아니라 냉전과 분단
의 상대적 자율성을 시야에 넣고 구조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1945년 미소의 동아시아 분할점령과 1946-47년의 관계악화에 기원을 둔
다.4) 1945년 8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편의상 정한 38선이라는 경계는 1948년 남북한에 독자
적인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의 분단선이 되었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분단선의 일부가 되었다. 만주지역
3) https://www.amazon.co.jp/Media-Practices-Social-Movements-Performativity/dp/1138210137/ref=tmm_hrd_swatch_
0?_encoding=UTF8&qid&sr
4) 1945년 8월과 9월에 걸쳐 소련군은 만주와 대련, 북한과 사할린을 점령하였다. 이에 비하여 미군은 1945년 4월 오키나와를 점령한
후, 8월에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고, 일본의 항복을 받으면서, 일본과 남한을 점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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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련군이 대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946년 5월에 철수하였고, 곧 바로 제2의 국공내전이 본격
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만주에서의 국공간 전투는 1948년 9월,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에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전개된 요심전역에서의 공산군의 승리를 계기로 하여 공산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1949년 10월, 신중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중국의 내전은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확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본과 한반도에서 냉전이 시작될 무렵, 중국에서는 냉전이 아닌 열전이 전개
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 5월, 해남도를 해방시킨 중국 인민군의 최후의 공격목표는 대만이었으나,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만의 해방을 연기하게 만들었고, 양안간 분단을 구조화였다.
한국전쟁을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가 공고화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북한의 남한침공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차례로 개입하면서, 최상의 미중적대, 중간의 한중적대와 북미적대, 그리고 저변
에 남북적대와 양안적대의 3층 구조를 갖게 되었다. 본격전인 냉전은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에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 한미동맹이 형성되고, 1954년에는 중국과 대만 간
포격전이 이루어졌으며, 대만이 미국을 끌어들여 미국과 대만의 상호방위조약의 발전전략을 체결하였다.
양안간 포격전은 1958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1978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공고화된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미국-일본-한국-대만을 한 축으로 하고, 소련
-중국-북한을 또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되었는데, 유럽과는 달리 지역동맹체제가 아니라 좀 더 느슨한 양
자동맹의 복합체제였다. 동아시아에서의 냉전구조에서 중요한 특징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지위
가 소련에 못지않았고, 1956년부터 시작된 중소분쟁으로 인하여 북방진영의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했
다는 점이다.
1971년부터 시작된 미중데탕트는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제1차 균열이었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
고 대만이 축출되었다. 이 시기에 남북한 관계도 7.4공동성명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듯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체제가 성립하였다. 이것은 남한에서 강력한 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1979
년 1월의 미중수교를 계기로 중국은 개혁개방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남북한은 이에 조응하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격차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1979년 10월
박정희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의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 광주항쟁의 구조적 배경 또한 이런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1990년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는 세계적인 탈냉전의 시대를 열었다. 동아시
아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한주수교를 통해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제2차 균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미관계,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탈냉전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이 고립은 북한의 안보상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북
한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핵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 시기에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
루어졌더라면, 동아시아는 유럽처럼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차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핵문제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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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하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구분되며,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력
한 체제경쟁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대립
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이런 체제경쟁은 동아시아에서의 민족국가형성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었으므로
그 강도가 매우 강력했다. 중국과 한국은 분단과 함께 민족국가형성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내전과
국제 전쟁을 초래할 정도로 치열했다. 남방지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방지역의 인민민주주의는 냉전분단
체제를 재생산하는 이념이었다.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했고, 체제를 재생산하는 이념으로
작동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남방동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였다. 일본의 평화헌법, 한국
의 제헌헌법은 모두 이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분단체제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현실이
아니었다. 민주화운동은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현실로서의 권위주의 독재의 간극을 메우
려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에너지의 분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식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에서 미국의 위
치는 이중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미소대립과 미중대립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미묘하고도
복합적인 것으로 위치 지웠다.
1960년 한국의 4월혁명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유민주주
의의 이념이 밑으로부터의 에너지와 결합하여 정권을 결정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
의에 대한 요구가 냉전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힘으로 전환되는 순간 민주화운동은 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태도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은 창법적 질서와
준법적 질서 모두에 도전하지만, 전자는 쉽게 허용되지 않고, 후자는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인민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더 친화적이다. 또한 냉전분단체제
가 미중관계, 한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위계적 편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위의 변화와 중위,
또는 하위의 변화와 조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동조하려는 운동에너지가 발생한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1970년대의 미중화해와 1992년 한중수교 사이의 민주화운동은 이런 격차를 메우려는 집합적 에너지의
분출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민주화운동, 특히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운동은 미국화와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화는 정치적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적 금욕
주의의 강화를 의미한다. 민주화운동이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질서를 지향하는 경우, 국제적으로는 인정
과 보호를 받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에 도전하는 세력은 이런 세 가지 이념을 동원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서 나타나는 국제연대나 지원은 크게 유럽으로부터의 지원(네트워크)과 미국으
로부터의 지원(네트워크)으로 구분되고, 동아시아, 특히 일본을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거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민주화운동에서의 국제연대의 이념은 민주주의와 인권이었다. 이들은 국제연대를 형성하거나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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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변수들이었다. 또한 연대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주요 계기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에서의 연대의 네트워크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교포를 통한 연대, 국제
기구나 단체를 통한 연대, 그리고 외국인과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가 그것이다. 연대의 방식 또한
교육, 경제적 지원, 공동행동 등 다양하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은 냉전분단체제 자체를 극복하려는 지향을 배태하고 있어서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
의 가능성은 안고 있다. 4월혁명 후의 통일운동,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지향의 차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북한바로알기 운동 등은 이런 지향의 차이가 민주화운동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
며, 이런 차이가 국제 연대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2) 민주화운동의 추이
한국의 사회운동사는 한국전쟁에 의해 공고화된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하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도전,
또는 간접적 도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경험한 생존지향형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관념적으로 상상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물질화된 힘으로 나타난 것이
초기의 민주화운동이었다. 한국현대사에서 사회운동은 학생주도의 민주화운동(자유권 운동), 학생 및 진
보적 시민사회의 자주권 운동, 민중운동이라고 불리는 사회권 운동, 그리고 환경과 성찰적 정체성 운동
등이 차례로, 또는 혼합적으로 출현하면서 전개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념과 제도로 도입된 이래,
한국전쟁의 유산, 그리고 제도와 실천역량의 괴리 때문에, 민주주의는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했다.
사회권을 주장하는 민중운동은 민주화운동 속에 배태되고, 민주화운동이 고조될 때 비로소 모습을 드
러낸다.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을 때는 ‘서구적 힘(창법권력)’에 연계가 되는 기독교적 힘들에 의존하여
자유권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권적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냉전-분단체제에 도전하는 자주권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자유권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적은 위험을, 사회권적 민주주의는 중간수준의 위험을, 자주권적 민주주의는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이
런 사회운동을 보장하고 동시에 통제하는 장치로 법체계가 존재하는데, 헌법은 첫째와 둘째를, 국가보안
법은 셋째 수준의 요구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개입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민주주의의 수준에 따라 평가한다면, 두 번의 U커브가 존재한다. 하나의 커브는
1960년 4월혁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5.16을 거쳐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유지되다가 1969년 3선개헌을
통해 한 단계 떨어지고,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통령선거에서 격돌한 뒤, 1972년 10월
유신으로 다시 한 단계 내려간 후,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통하여 최저 수준이 되고, 1980년 ‘서울의
봄’에서 기대가 급속히 상승하는 짧은 국면을 거쳐 5.18로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
다. 이후 1984년 유화조치로 한 단계 상승한 후 1987년 6월항쟁으로 다시 한 단계 상승하고, 1992년,
1997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2007년까지 정점에 이르는 큰 U커브와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다시
서서히 추락한 후 박근혜대통령 시기의 두 번째의 최저점을 거쳐 촛불대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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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작은 U커브가 있다.
두 차례의 U커브를 그리는 동안, 4월혁명과 5.18에서의 희생은 이를 추동하는 내적 에너지를, 세계적
냉전 하에서의 자유진영의 지원과 연대는 외적 에너지를 제공했다. 큰 U커브를 그리는 동안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상수로 간주되었으나 작은 U커브 현상은 민주주의는 항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
종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 또는 발전과 후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3 ❚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의 형성

1) 기독교적 사회운동과 국제연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내의 주요사건을 계기로 하여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작동한다. 1969년
3선개헌, 1972년 10월 유신(긴급조치), 1980년 5.18, 1987년 6.29 선언등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
한 위로부터의 계기들이라면, 1973년 김대중 납치, 1975년의 긴급조치 9호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사건, 외부적 지원과 연대가 작동하는 사건사적 계기들이다. 우리는 1970년
대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변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또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에 미친 구조적
/세계적 변수들을 중요한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서독의 동방정책과 미중
화해, 2) 1971년 대통령선거와 남북 7.4공동성명, 3) 유신체제와 한국사회의 대응에서의 국제적 지원:
도시산업선교회, WCC 등, 4) 김대중납치사건과 국제연대, 5) 긴급조치 9호와 카터의 인권정책, 6) 크리
스찬아카데미사건과 국제연대. 이런 틀 위에서 보면, WCC와 도시산업선교회, KSCF와 KNCC, 한민통,
박동선청문회와 프레이저보고서,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등이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국제연대를 파악
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냉전분단체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국가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기독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말 미국 선교사들의 주도로 개신교의 산업전도가 시작되었고, 1968년 산업선
교로 활동 방향을 전환하였다. 산업전도 초기에는 노동자, 기업가 모두를 대상으로 전교, 봉사활동을 전
개하였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선교사와 목사 등은 노동자의 삶의 현실에 참여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건설을 지원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시산업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
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교단별 산업선교회는 1971년 ‘한국도시산업선교연
합회’를 구성하였다.
유신 독재시기가 되면서 도시산업선교회는 그 동안 협조 관계를 유지하던 한국노총이 유신 독재를 지
지하자 관계를 단절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노조운동 지원을 벌였다. 도시산업선교회의 노동자 교양 교육과
조직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모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노동자들은 정부, 사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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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의식을 성숙시켜나갔다. 1970년대 도시
산업선교회가 지원한 주요 노동쟁의, 민주노조 건설 사례로는 한국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대일화학,
해태제과, 동남전기 등이 있다. 이런 산업선교 과정에서 인천산선, 영등포산선 등의 목사, 실무자, 노동
자들이 구속, 고문, 해고 등을 당하였다.
한국기독자민주동지회는 1975년 11월 제네바에서 결성되었다. 이들은 세계의 한국민주화운동을 보고
하고, 이들의 세계적 연결과 연대강화를 목적으로 모였다. 이들은 국내의 민주화운동, 특히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았으므로, KNCC의 활동에 부담을 주는 활동은 하
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를 지원했으며, 오재식과 손명걸이 중심이 되었
다. 이들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된 것은 1976년 5월에 이루어진 시카고회의였다. 이들은 친북단
체로 의심받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자제하였고, 한민통과의 연대를 회피하였다. 한민통의 이념과
재정에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판다허였기 때문이다. 조기은의 연구(2015, 208)에 따르면, 오재식은 일본
기독교협의회의 <한국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한민통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
을 지지하는 것이 국내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명관도 한민통의 입장이 미군철수
와 ‘선통일 후민주’론이며, 이들과의 연대가 국내 민주화세력을 고립시키고 궁지에 몰아넣을 염려가 있
다고 보았다. 이런 견해는 전체 해외 민주화운동의 연대에 영향을 미쳤고 또 기독교운동 내부에서의 긴
장을 높였다.

2) 민주화운동에서의 국제연대의 발전
1973년 8월 15일, 일본에 와 있던 김대중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반박정희 정권, 반독재, 반파쇼 운동
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이다. 한민통 결성 직전의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주위에서는 조직 설립의 어려움도 예견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불식하고 김
재화, 배동호 등을 중심으로 그해 8월 15일 결성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외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활동들을 펼쳐 왔다.5)
일본의 민단계 재일 조선인과 미국, 서독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 연합(한
5) 곽동의 의장은 1930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48년 일본 리츠메이칸대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재일 학도의용군에 자원
할 정도로 ‘반공청년’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 대한청년단장,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초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 민주･통일운동의 거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친북인사라는 양극의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곽 의장은 1961년 한청 중앙본부위원장으로 5･16 반대운동을 이끌면서 입국금지 대상이 됐고, 1973년에는 한통련의 전신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대 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에 참여해 조직국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
다. 그뒤 ‘김대중 납치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김 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본에서 활발한 구명운동을 벌였다. 1978년
한민통 조직국장 시절 한민통이 ‘김정사 간첩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부터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됐다. 1980
년 신군부가 조작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에는 조총련의 조종을 받는 북의 간첩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곽 의장은 자주･
민주･통일 운동을 확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989년에 출범한 한통련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한통련
의장으로서, 1990년 범민련 일본지역본부를 꾸리고 그해 열린 1차 범민족대회에 해외동포 참가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1989
년 한민통은 한통련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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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련)을 결성하고 활동해왔는데, 이들간에는 이념과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존재해왔는데, 결국 분
열되었다.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지부가 이런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있
었다. 한민통은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면서 해외 한국인들과의 연대를 추진하였다. 원래
이들이 해외연대를 추진한 사람은 1960년 4월혁명이후 유엔대사로 활동하다가 5.16이 발생하자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한 임창영이었다. 일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민단에서
배제된 배동호였다. 이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해외 동포들 간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임창
영은 월간지 <국민의 소리>를 발간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에서는 1972년 8월 민통협이
결성되었고, 기관지로 <민족시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매체를 통하여 1973년부터 연대가 시
작되었다. 1973년 1월 21일 뉴욕타임즈에 배동호와 임창영은 박정희의 민주주의 억압에 항의하는 기사
를 게재하였다(조기은, 2015.184), 이후 스웨덴에서도 ‘재북구 한국교포 한국민주수호 국민전선’의 활동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2월 재일 조선인과 해외 한국인들은 민주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2월 12일을 ‘민주회복의 날’로
정하고, 본국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미국이나 일본 정부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 한국정부는 이들을 ‘불순분자’로 간주하였다. 1976년은 해외 한인들 간
의 연대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연대가 강화되는 해였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 16개국의 평화운
동가, 작가, 목사 등 외국인 25명, 그리고 민단계 재일조선인, 해외 한국인, 일본인 등 66명이 참가하여
‘한국문제 긴급 국제회의(EICK)’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한국문제를 제3세계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9월
에는 이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민주구국선언’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7년 1월 15일, 미국에서 ‘한국민주화연합운동’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 요구, 북미 한국인의 정치의식화, 그리고 일본 동포와의 연대와 공동투쟁을 목표로 삼
았다. 이들은 8월 15일에 한국민주화운동 세계연합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한국민주화운동과의 연대가 강화되어갔다. 이들의 결의대로 1977년 8월 12일부터 3일간, 도쿄 우에노
에서 ‘해외한국민주화운동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세계 11개국 104명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해외민주단체들의 연대, 연합조작의 결성이 논의되었다. 이들은 국내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
지, 해외 한국인간의 협조와 연대강화, 국제연대운동의 확산 등 세 가지 방향의 활동지침을 정하고, 민주
민족통일 해외 한국인연합(한민련)을 결성하였다. 한민련의 가입단체는 일본, 미주, 유럽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민주화와 해외에서의 통일문제가 결합되는 양상이었다. 국내와 해외의 억압수준의 차이가 이런
조직의 결성과 활동에 작용하였다.
한민련은 박정희정권의 독재로 인한 국가의 자주성 훼손, 한국사회의 불평등, 민주주의적 권리의 억
압, 북한과의 이념적 대립에 주목하면서 이의 해결을 민주화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민주화와
통일을 함께 추구하면서 민주화의 최종 목표로 통일을 상정하였으므로, ‘선민주 후통일’ 전략을 취한 셈
이었다.
한민련은 의장, 국제사무국, 지역사무국을 일본, 미국, 유럽지역의 대표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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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기독교관계자, 박정희정권에 의한 탄압 경력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민련은 한국의 국내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이었고, ‘3.1민주구국선언’과 ‘구국헌장’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런 보조적 입장에 머무르는 것이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 기독교인사들은 상대적으로 반공
주의적 인식이 강했던 반면, 한민통의 배동호와 미주국민연합의 임창영은 주한미군의 존재, 미국과 일본
의 독재정권 원조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독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의장인 윤이상도 해외 한인의 적극적
활동을 지지하였다. 국내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통제수준과 해외의 통제수준의 차이는 이들의 입장을 분
화시켰다. 반공주의와 반미주의의 편차가 이들 사이에 존재하였고 이것이 연대의 진전을 방해하였다. 이
런 입장의 차이는 ‘선민주 후통일’론과 ‘선통일 후민주’론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자는 한국기독자
민주동지회, 김대중 지원조직 등이 중심이었는데, 이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들이 1977년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민통에 대한 의혹이 시선이 한국정부의 전략과 맞물려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재서독 민주사회건설협의회에 대한 시선도 한민통과 유사하였다. 세계적인 냉전의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은 항상 이런 정치사회적 경계 넘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1978년 6월 한국의 대법원이
재일조선인 유학생인 김정사를 간첩활동을 인정하면서 하민통을 반국가단체로 판결하였는데, 이는 해외
민주화운동의 연대를 제약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1987년 유럽의 사회운동은 재유럽
민족민주운동협의회로 재편된다.
냉전발전은 동아시아 민주화운동을 규정하는 또 다른 힘이다. 미국은 1961년 한 해에만 2.61억 달러
를 한국에 투자하였다(프레이저 보고서 163쪽 참조). 이들의 지원이 한국의 공산화를 우려한데서 시작되
었지만, 재정지원을 넘어선 국가 개발플랜을 제공함으로써 냉전발전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발전은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민주화운동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학생들과 종교계의 저항이 커지는 시점에서, 1977년 카터
대통령은 인권정책을 채택하여 박정희 정부를 압박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시차를 두고 지원하고 압박한 셈이다. 카터의 인권외교는 미국의 국회에
서의 프레이저 위원회의 청문회와 연관된다. 당시 해외망명 중이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출석해서 박정희 정권의 치부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하였다. 도널드 매케이 프레이저 의원을 중심으
로 마이클 해링턴, 에드워드 더윈스키 의원이 작성했다. 그래서 보고서의 이름이 프레이저 보고서이다.
1977년 11월 29일에 위원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단순히 당시 한국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
기만 담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등
박정희 정권의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라서 미 의회에서 파장이 컸다. 총 447쪽의 분량으로, 박정희 대통
령이 친위조직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권에 유리하도록 미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내용이 기
술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남한 측에서 백악관 내부에 정보망을 심고 미국 의회 및 뉴스, 성직자, 교육자들에게 영향
을 미칠 계획을 획책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또한 통일교의 문선명에 관한 내용, 중정이 통일교 신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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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사무실에 자원봉사자로 취직시켜 통일교를 미국 내 정치공작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정황,
중정과 통일교가 ‘한국문화자유재단’(Korean Cultural Freedom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조
직해 남한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1970년대 들어 수립된 3차/4차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의 자문이 없었으며, AID의 공헌도 미약했다고
기술하였다. 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기술되어있는 1차 경제개발 계획수립에 미국이 좀 더 주도(사실 장
면정부 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이어지는 경제계획 수립에 자문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 위로부터의 정책,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압력의 복합적 과
정이며, 1971년부터 1987년까지, 그리고 1987년부터 1998년까지의 국면으로 구분된다. 이 국면들에
서 다양한 국제기구나, 개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규명
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가 민주화운동의 배타적 결과는 아니지만, 주요한 부분을 민주화운동에 빚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구성하는 학생운동, 종교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정치운동들이 어떻게
내적 연대와 외적 연대를 형성했는지를 주목하면서 민주화운동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라는 맥락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다시 성찰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남한의 정치체제(민주주의)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또는 구조
와 제도, 그리고 행위의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냉전분단체제는 한국사회를 고립되고 제한된 단
위로 상정하게 하였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형성하였다. 민주화는 이런 고립을 탈피하는 과정이고, 동시
에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1969년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과 1971년에 시작된 미중 데탕트의 영향을 받으면
서 재구성되었고, 특히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김대중후보의 패배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72년의
유신체제의 출범, 1975년 긴급조치 9호는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결합시키는 중요 계기였다.
아울러 1979년 1월의 미중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사이의 시간적 지체와 상위의 화해와 하위의 강
력한 통제간의 구조적 낙차가 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국제연대의 에너지를 제공했다. 1992년의 동아
시아 비대칭적 탈냉전은 한편으로는 선행하는 상위의 화해와의 조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의 한
국의 사회운동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대칭적 탈냉전과 탈분단을 향한 에너지의 결집이
한국의 사회운동을 민주화운동을 넘어서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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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의 변화

1) 5.18의 충격과 국제연대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국제연대의 양상을 변화시
킨 결정적 계기였다. 이것은 민주주의 뿐 아니라 인간적 존엄성을 옹호하는 인권 개념의 재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5.18 진상규명운동은 세계적 맥락에서의 이행기 정의의 실현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도 하였다.
5.18의 충격에 따른 국제연대의 형성과정은 나간채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5.18에 의한 국제연대
는 5.18을 취재한 해외 언론인들을 통하여 일본과 독일의 동포사회에서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1980년대
초기 한국 국내에서 5.18에 대한 정보가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을 때 해외의 민주화운동은 국내의 운동에
강한 지원세력이 되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중국의 개혁 개방의 효과는 점차 해외민주화운동의 북한
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민주화운동의 국제연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1984년 한민통에
대한 기독교동지회의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기독교동지회의 제8차 총회에서 한민통과의 관계가
논의되었을 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내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그룹과의 접촉, 나아가 한민통과
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그리
고 신군부의 광주시민들에 대한 학살을 경험하면서 극단적 반공주의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1984년 WCC의 도산소회의와 1986년의 회의들은 이런 입장의 변화를 반영한다.

2) 6월항쟁기의 국제연대

국제연대를 자유의 연대와 사회의 연대로 개념화할 수 있다면,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권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미국에서는 1984년부터 자유권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지원하였다. 유럽은 주로
민간 국제기구와 조직을 통해 네트워크를 하고, 미국은 냉전 동맹체제의 영향으로 주로 외교, 정부 채널
로 연결되었다.
1984년 미국의 NED(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가 미친 영향은 정일준
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에서 미국의 입장은 1980년과는 달리 비교적 적극적인
개입정책이었다. 미국정부는 한국의 군부정권이 시민사회로부터 터져 나오는 민주화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1970년대 국제연대의 중요한 축이었던 도시산업선교회는 1980년대 신군부의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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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 지원 활동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지만, 6월항쟁 직후의 7-8월 노동자대투쟁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평을 만들었다.
1970년대에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 통일운동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영역이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연대운동을 추동한 계기들이 서로 다르다. 민중운동은 1970년 전태일
사건, 1987년 노동자대투쟁, 농민들의 우루과이 라운드 대투쟁 등의 계기들이 있고, 통일운동은 1984년
도산소회의, 1988년 7.7선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계기가 있다.
그러나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
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은 고양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여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전투적인
집합행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1970년대의 경공업 여성노동자중심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벗어나 중공업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전환하였고, 나아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전반기의 대학생들의
산업현장 투신활동과 맞물려 급속한 정치의식의 고양을 보이면서, 대만이나 홍콩, 기타 동남아시아의 노
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전노협이나 민노총으로 이어지는 노동운동은 통일운동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변화는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연대가 수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인 위
치로 전환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활성화된 통일운동은 1989년부터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벤트,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 황석영의 평양방문, 그리고 평양에서 열
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학생 대표 참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외 민주화운동 조직의 연대는 강력하
게 작동하였다.

5 ❚ 맺음말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1970년대에 활성화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는 대중운동의 양상으로 발전하였
다. 해외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는 이런 한국내의 민주화운동과 동심원을 그리면서 전개되었다. 민주
화운동의 국제연대는 해외 한국인들의 연대와 외국인들의 지원 연대로 구분되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런 국제적 연대가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보면, 1979년의 미중수교는 냉전의 지평을 넘어 사회주의와의 화해의 제1보였
지만, 이것이 남북 간 화해, 그리고 통일운동으로 전환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만큼 한국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크게 각인되어 있었고, 또한 미중수교의 의미를 깊게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하에서 사회운동은 반체제운동과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반정부운
동으로 구분된다. 이런 분화는 운동주체의 세계관과 국가권력의 대응의 산물이다. 냉전분단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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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반공주의를 내세워 저항운동을 분열시키려고 하며, 이에 따라 사회운동은 반공주의 민주화운
동,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민주화운동, 반체제 민주화운동으로 분화된다. 이에 따르는 위험도 다르
다. 이런 민주화운동의 분화와 고립은 연대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국제연대의 발전양상을 보면, 자유진영에 속하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민주
화운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고, 특히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사회운동그룹과 반공주의적 민주화운동이
연대의 형성에 기초를 놓았지만, 지리적 분산에 따른 연대의 제한 뿐 아니라 정치 심리적 분단에 따른
연대의 제한도 매우 컸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여파가 한국사회를 강력하게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사회운동 또한 새로운 국제연대의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차미경, 1999; 이정
옥, 2000). 세계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면서 남북한 체제경쟁의 양상이 달라졌고, 동시에 남북한 간 화
해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통일운동의 성격이 크게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시장개방과 이에 대한
저항이 사회운동의 중심영역으로 편입되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서 피원조형 국제연대 보다는 수평적
국제연대가 발전하였다(김영수, 2009). 환경운동 또한 새로운 유형의 국제연대를 발전시키는 장이 되었
다. 국제연대의 성격의 변화는 또 다른 연구과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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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아시아 국제 연대운동을 보는 기본 시각
기억과 비어있는 것들
태국 방콕에는 ‘태국 노동박물관’이 있다. 한국에는 노동박물관이 없긴 하지만 서유럽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박물관들은 그리 희귀한 장소는 아니다. 대만에도 한때 핵심
적인 공업도시였던 가오슝에 노동 박물관이 있었다. 태국의 노동박물관이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뜻밖에
도 한국의 운동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박물관 6개의 방들 가운데 한 곳에
들르면, 노동가요 4곡을 영상으로 틀어주는데, 마지막 곡이 한국의 운동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태
국어로 가사를 붙여 “solidarity(연대)”라는 제목으로 들려준다. 단지 태국만이 아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유명하다. 이 노동박물관에서도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한국
노동자들의 시위 장면과 함께 원곡이 흘러나오고 이어 대만 버전과 홍콩 버전, 마지막으로 태국어로 된
노래가 연주된다고 한다. 광주민중항쟁을 가사의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 거의 모든 시위 집회 등
의 민중의례에서 불리는 이 노래가 태국의 노동박물관에서 ‘연대’라는 제목의 번안곡이 되어 불리고
있다6). 단지 태국, 대만, 홍콩 뿐 아니라. 중국의 ‘농공’(농촌 출신 도시 이주노동자들)이나 노동자 파업
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부르며, 필리핀의 빈민촌 철거반대투쟁에서도 이 노래는 울려 퍼진
다. 가히 이정도 라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시아의 ‘인터내셔널‘가라고 칭할 만 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노래는 이렇게 단숨에 아시아 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문화적으
로 공유되는 지역적인 레퍼투아르(repertoire)가 되었을까7)? 흥미롭게도 “연대”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
6) 전제성, 2006. “한국 시민사회의 동아시아 연대운동”, 참여연대 게시판(http://blog.daum.net/peoplepower21/9425550)
7) 운동 레퍼투아르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와 역사>115(2017 가을호)에 실린 졸고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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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서 불려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동아시아 연대의 가능성과 지반, 그리고 현재를 조망해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사례는 사회운동론에서 전파와 모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국제연대를 추동하는 동력과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단
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민주화과정에서의 국제연대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
서 노동운동의 연대를 한국 노동운동의 시각에서 조망해볼 것이다.

‘동아시아는 없다’, 그러나 국제연대는 가능하다.
그럼 관계맺음을 시작하게 되는 첫 출발점부터 살펴보자. 대부분의 연대는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중요하다. 특히나 연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식, 같음에 대한 공감과 공분이 중요하다. 하
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17세기이후 서유럽을 풍미했던 유럽 공동체주의 나아가 노동자 국제주
의를 시도했던 정치적 실험에 대한 기억이 없다.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많다. 중국은 ‘중화’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조공체계를 유지한 나라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여러 나라들을 침탈하고 장기간
식민지로 지배했다.
식민지 체제가 종결된 후에 시작된 동서 진영 분단의 냉전체제에서는 일본, 이어 한국, 대만 등은 서로
의 지역적 파트너라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하청기지로서 자리 잡으면서
미국에 의해 선택되는 하위파트너이자, 상호 경쟁 상대였다.
이는 곧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를 흔히 세계체제론에서는 주변부국가
위치 선점에 의한 ‘도약’전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여 한국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도약했다. 대만
도 그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긴장을 초래했다. 이런 국제 분업질서의 사슬에
서도 소외되고 시장의 착취상대였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한국은 ‘아류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다
가가기도 한다.
게다가 국민국가들의 연합과 전지구적 위계에 기초한 냉전체제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지정학적 질서를
만들어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그 어느 지역보다 더 강했고, 동아시아적인 공동체성은 미국의 필요에
의한 안보질서의 구축이나 경제 질서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였다.
그렇게 그들은 연대와 공동체의 기억은 없고, 경쟁과 분업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마찬가지다.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 진입 문턱에서 상호 평등의 기초아
래 호의적인 ‘연대’를 구축하거나, 나아가 유럽의 베스트팔렌조약 같은 조약에 근접하면서 ‘아시아공동
체’의 꿈을 꾸어보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에 ‘동아시아’는 없다. 그리고 있어도 그것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
지배 전략과 담론으로서만 존재한다. 동아시아라는 것에 부정적인 어원이 먼저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식민지 지배와 역사적 기억, 유산들, 미국헤게모니하의 냉전 질서 아래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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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사유하거나, 공동체적 프로젝트는커녕 ‘상상으로서의 아시아’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만들어놓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구획’이 역설적으로 ‘동아시아란 무엇인가’를, 그
리고 이 지역에서의 ‘연대란 무엇인가’를, 나아가 이 지역에서 ‘노동운동의 국제연대(international
solidarity)를 고민하게 하는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냉전체제 질서하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선
(line-up)이 곧 동아시아라는 것을 구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성은 첫째 온갖 긍정적
부정적 기억들로 점철된 식민지 유제, 둘째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 분업질서하의 동아시아적 산업화 혹
은 발전국가의 모델과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안보국가의 형성에 기초하면서 또한 그 형성된 질서를 문제
삼는 과정으로 진화되었다. 즉 냉전체제를 만든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지정학적 배경이 사실은 ’동아시
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매개 상수가 되었다. 그 매개 상수 뒤에는 물론 미국이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를 문제화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이후의 동아시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다. 그 상상된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나아가 가능하기나 한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관계 맺기를 추동하는 여러 물질성들이 포착되고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사건들이다. 민주화 사건들- 한국의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화항쟁, 대만의 장제스 정부
수립직후의 ’2.28 사건‘, 일본의 70년대 안보투쟁과 소위 ’전공투‘의 강렬한 사건. 노동의 경우 한국의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준 강렬한 기억은, 전태일 분신사건과 더불어 동아시아 인민들과 노동자들이 공유
하고 지각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미지들, 인상들을 환기하고, 그 이미지들은 각각 자국의 기억들과 접합되고 확
대된다. 사건들과 이미지는 전파되고 기억으로 축적되면서 ’하위문화‘의 일부로 ’침투‘한다. 그것은 동질
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운동의 레퍼투아르와 동원의 방식, 시위와 구호들도 수출되고 전파된다.
태국의 노동박물관에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어떤 것들은 매우 강렬한 문화적 전파력을
가진다.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전투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 등의 노
동자들은 그것에 찬탄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 한국어로 된 투쟁구호들이 현수막에 등장하고, 한국 노동
자들의 ’파업 조끼‘를 돌려 입거나 그들 스스로 제작하여 입기도 한다. 이것자체가 운동의 국제적인 측면
이다. 운동의 레퍼투아르는,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집합행동의 다양한 자산을 뜻하
는 말인데, 국제 연대도 사실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한다.

국가 간 국제관계와 연대운동의 경계
그러나 국제연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문제이다. 개념적으로도 연대와 국제교류, 국제 협력들은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
고 있다. 사회운동 당사자들도 교류, 협력, 연대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들 행위의 주체가 때로는 사회
운동 조직이기도 하고 비정부기구이기도 하고 심지어 국가간 관계에 대해서도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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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회운동의 국제연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
리고 나아가 혼동을 빚는 개념들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다음 2장에서 서
술하기로 하겠다.
여기서는 단지 애초에 국제연대/운동과 국가 간 국제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국가 간 외교관계 혹은 지정학적인 정치는 국가기구들만의 교류로 유지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것은 다양한 민간 에이전시(agency)를 포괄하거나 활용하며 그것에는 사적 경제행위
자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 흔히 비정부기구로 불리는-과 사회운동까지도 대부분 포괄한다.
그리고 냉전체제의 해체와 탈냉전체제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갈
수록 축소 혹은 수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런 경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
다. 국제연대에 있어서 사회운동 행위자들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 혹은 대행하기도 하고, 국제기구들과
직접적인 관계맺음도 늘어난다. 이를 필자는 ‘복수의 조직적 장’이라는 사회운동론의 개념으로 설명하려
고 한다.
여하튼 동아시아에서 국제 연대는 간략히 요약하면 6-70년대 냉전하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진행
되다가 80년대 탈냉전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제연대의 본격적인 장이 열리고, 이어 2000년 초반 제도화
된 네트워크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마디로 식민지이후 냉전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민주화운
동의 지원 연대에서 탈냉전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제연대도 본격화된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협력 혹은 연대 양쪽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통합(혹은 포섭)’이
중요한 매개 상수로 등장한 것이기도 하다. 즉 이전에 미국과 서구 헤게모니의 대아시아 구상이 중요한
매개 상수였다면,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위로부터의 ‘아시아 구상’이 이제 동아시아 국제연대에 중
요한 또하나의 매개 상수가 된 것이다. 한국 사회운동들과 노조운동에서 ‘동아시아’를 향한 국제 연대가
본격화된 것도 2000년대 초에 시작된 것도 이 위로부터의 흐름에 영향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동아시아 대한 관심의 대폭 확장과 ASEAN+3이라는 지역
경제공동체 구상도 제출됐던 시기이다. 고로 동아시아 연대운동은 단지 밑으로부터의 연대일뿐 아니라,
위로부터의 국가의 지역전략과 국제교류의 흐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탈냉전적 민주화운동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과연 국제연대운동, 특히 노동의 국제연대운동
이 어떤 길을 모색할 것인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 서술한 가설과 논점들에 대해 관련 문헌 리뷰를 통해 개념들에 대한 정리와 이론
틀을 구축하고,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의 동아시아 연대활동에 대해 역사적인 변천사를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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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론적 자원

1) 사회운동론의 전지구적 시각
사회운동에 있어서 전지구적 요인의 비중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민국가가 사회운
동의 활동방식과 이슈들, 범위들을 결정한다. 사회운동론에서는 이를 사회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
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개념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국가야말로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자’이며 동시에 기회와 억압을 동시에 배분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나 군부독재 하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는 사회운동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난다. 하지
만 억압은 운동의 새로운 자원들을 모색하고 찾아 나서게 만들기도 한다. 필자는 억압이 반드시 사회운
동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다.8) 오히려 억압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행위 레퍼투아르를 만들고,
나아가 조직적 레퍼투아를 구성하게 만든다. 립스키의 표현대로 “항의시위 자체가 자원"(protest as a
source)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억압에 대응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운동의 동원 자원과 연대 자원에 대해 모색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데, 국제연대 운동은 여기에 위치한다.
한국은 한국전쟁을 경유하면서 좌익에 대한 일제 소탕(red-hunt)로 말미암아 좌파운동은 궤멸되었다.
그리고 이어 수립된 장면의 자유주의 정부 역시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헌정질서는 중단 당하였
다. 60년대 70년대, 초기 민주화운동은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 처음에는 자유주의(민주주의) 반 독재운동
으로 시작하였고, 엄혹한 탄압 속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교회를 피난처 혹은 연대처로 삼았다.
당시 한국 교회는 ‘애큐메니컬 원탁회의’라는 비공식적인 명칭아래, 개혁적인 인사들의 네트워크가 형
성되었고, 이들은 점차 국내의 제한된 운동 및 연대자원을 의식하여, 해외의 교회 종교조직들에게 원조
혹은 연대를 요청하였다. WCC(세계교회협의회)와 가톨릭 등이 당시 70년대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암암리에 취하면서, 반정부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고 진행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이것은 사회운동론에서 내셔날 정치적 기회구조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동원 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항의 시위 자체가 자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기의 방식이다. 당시에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운동의 원조’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되었
다는 점도 흥미롭다.
하지만 냉전하의 미국 헤게모니가 권위주의 체제를 용납했던 긴 70년대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나아가 동유럽은 서서히 80년대 탈냉전 민주화 이행기에 진입하게 된다. 정치적 자유화
는 경제적 자유화와 함께 ‘이중이행’(Adler & Webster, 1997)으로 진행되었다. 즉 경제적 신자유주의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순서의 차이를 그릴 뿐 한 국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재편을 가져왔다.
여하튼 세계화는 로칼 행위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원거리에 있는 결정영역들의 중요성을 점차 확대시
켰다. 예를 들자면 국제기구들, 국제 경제기구들, 국제비정부기구들의 의사결정들이 로칼, 내셔날 차원에
8) Charles Tilly, 2007.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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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동하는 사회운동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내 거주하는 사회운동
혹은 정치적 시위에 미치는 지구적 요인을 매우 핵심적인 변수로 고려해야하는 운동 환경이 열린 것이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 교류 transaction'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운동현상들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론화할 필요
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찌감치 90년대 중반부터, 반세계화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회운동론은 ’전지구적
시각‘과 전지구적 사회운동’의 출현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일국적’인 시야에 놓여있
던 제반 개념들의 재개념화, 혹은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살펴보면 대체로 국민국가는 국가 주권의 보유주체로서, 국가 간 국제교류를 관리(govern)하고, 중층
적인 여러 국제기구들- 지역적, 혹은 전지구적인 기구(IGO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유된
문제들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을 천명한다. 이것이 GO(국가기구)다. 그러나 정부 간 국제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가 세계화를 통해 크게 확장된다.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는
IGO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상층 결정구조
장악하면서 더욱 심해진다. 또한 대리하는 유권자가 부재한 IGO들은 대중 혹은 그들의 에이전시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만들 필요를 느끼고 시도하게 된다. 그들 사이에는 국제 비정부기구(INGO)가 발족하
고, 이들이 IGO-NGO/SMO사이의 ‘주선(brokerage)’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이전의 냉전 질서
아래에서 모방과 전파를 통해서 사회운동이 연계되었다면, 탈냉전 민주화와 세계화의 시대에는 여러 운
동-비정부 기구들과 국제기구들, 국제 비정부기구/운동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킹’과 ‘복수의 조직적인
장(multi-organizational field)’에서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진다.9) 국가도 이 복수의 조직적인 장에서
의 한 행위자이기도 하다. 국가는 더 넓은 정치적 필드에서는 다른 행위자들에 맞서서 사회운동의 ‘동맹
allies'가 되기도 한다. 점차 국가와 사회운동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이어그램
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국제기구 안에서 국제적 교섭권을 행사하고, 국제기구들에서의 논의는 국민국
가에 의한 법 제도화와 보증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국가(GO)는 사회운동의 편 혹은 반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의 예산, 어젠다, 리더쉽을 주로 결정하는 국가기구의 에이전트로서 국제운동지형
에서 작동한다. 사회운동 혹은 advocacy 그룹이 설사 특정한 국제기구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해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긴 어렵다. 국가가 결국 NGO들의 국제기구에의 접근권을 관리하고 국제기구
들은 국가단위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Smith, Jackie. 2008).
그러므로 사회운동론에서는 사회운동이 국제정치영역과 어젠다 세팅 공간을 그들의 투쟁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Marx and McAdam(1996)는 이를
‘복수의 협치’ multi-governance 라고 개념화했다. Rothman and Oliver (1999)는 가장 평이하고
알아듣기 용이하게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되, nest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9) 권영숙(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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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개념화했다. 즉 그들에 따르면 로칼 정치적 기회구조는 국가적 정치적 기회구조에 착근해
(embedded) 있고, 국가적 정치기회구조는 국제 정치기회구조에 착근하게 된다. 이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패턴이 만들어진다.

2) 세계체제론의 시각과 세계시민사회
세계체제(world system)와 중심-주변부 위계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전지구적 위계는 중심과 주변부 국가들로 나뉘어있고, 그들 사이의 경제적인 불
평등과 초과착취구조 및 군사적 의존관계는 식민지주의 이후 국제 경제 정치질서 내부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전지구적 위계는 핵심적으로는 국제 금융기구들 및 정치기구들 (IGOs)들에 반영돼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기구들은 냉전체제하에서는 GATT체제, 그이후 탈냉전 세계화 국면에는 IMF와
WTO등으로 이어져왔다. UN과 그 산하의 여러 국제정부간 기구들 역시 전지구적 국가 간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소위 ‘쿼드QUAD’라고 불리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이 이른바 ‘전지구
적 북반구’(Global North)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제국주의지배가 끝난 후 탈식민지 국민국가를
형성한 ‘제3세계’국가들은 고스란히 UN에 가입하면서 사실상 전후 지구적 위계질서와 국제 자본주의
분업 구조 안에 편입되고 위치 지워졌다. 이를 위해 UN은 1국1표제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정치와
동형성을 주조해냈으나, 사실상 유엔총회는 때로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사무
국과 산하 기구들은 모두 얼마나의 ‘분담금’을 내는가에 의해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힘이 결정되며, 국제
질서 안에서의 ‘중심-주변’의 지구적 위계를 반영하여 유엔 역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계체제안의 한 국가의 위치는 그 해당국가의 사회운동들의 ‘정치적 기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논지다. 이는 앞의 사회운동론의 시각이 좀더 중립적이고
때로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양가적인 것으로 포현하는 ‘nest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정치
적 기회구조’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급진적인 입장에서 선 ‘국제 정치경제학비판’의 시각은 더욱 날카롭다. 이들은 70년
대 중반이후 전지구적 남반구를 휩쓴 이른바 3차 민주화 그자체도 전지구적인 세계체제로의 더욱 확실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이행과정이었다라고 본다. 윌리엄 로빈슨(1996)은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후 미국이 제3세계 등에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획(democracy promotion
project)로 전환한 과정에 대해 ‘저강도 민주주의’(low intensity democracy)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기존의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던 ‘저강도전쟁’에 빗댄 것이다.
저강도 민주주의란, 실체적인 사회적 민주화로의 발전은 가로막으면서 선거경쟁을 통한 정치권력의 변화
등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주의, 즉 로버트 달이 말하는 ‘과두제’(polyarchy)를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
리카 등에서 촉진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는 동유럽에서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분리와 나아가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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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혁명적 민주화로의 이행을 진행하도록 미국 국무부뿐 아니라 미국에 근거를 둔 다양한 행위자들
에 의해서 이뤄졌다. 국제비정부기구(INGOs)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예컨대 폴란드에 대한 막대한 경제
적인 지원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보한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재단’-이 폴란드 ‘연대노조’에 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행이후에 노동자당(PT)에 대해서 선거를 통한 집권은 허용하지만,
동시에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질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속가능성을 확약하도록 압박
했고,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노동계급정당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등까지 진행하면서 이에 협조적이었
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즈의 경우 군인출신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으나, 형식적인 자유 민주주
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회재편을 꾀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쿠데타 기도에 시달
렸다.
한국의 경우 1996년 외환위기와 이후 IMF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가 바로 김대중 자유주의 정부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10).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지구적 헤게모니의 구축 과정 속에 80년대의 민주화 이행 웨이브가 놓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운동들은-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간에- 이러한 미국 중심의 냉전 질서와 탈냉전이후 미국
일극 헤게모니 하에서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과정의 영향을 받았고, 나아가 국제관계지형에서 에
이전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노동조합들의 네트워크 형성
과 교류 혹은 개입과정에서도 일부 예시되는 바이다.
또한 민주화 이행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조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 신생 출현한 사
회운동조직들 역시 전지구적인 정치과정과 국제기구들을 무시하긴 어렵다. 이는 한국 외환위기의 사례에
서처럼 IMF등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조정이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운동들의
어젠다들에 큰 영향을 주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혹은 여러 나라들에서는 IMF반대 폭동들이 일어나
고, 유럽에선 WTO, IMF,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트로이카’ 반대 시위 등의 반대행동을 야기하기도 했
다. 한국에서 반 IMF시위는 주로 좌파와 노동운동 중심으로 벌어졌지만, 대규모 대중적 시위로 확대되지
는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냉전체제하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비정규기구들의 역할을 다루면서 국제
노동조합들의 개입 혹은 지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좀더 구체적인 예증을 하기로 한다. 우선 이론적 자원에
대한 검토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논지를 기초로 한국 노동운동의 동아시아 국제연대를 분석할 수 있다.

3) 이론적 논점
이상의 문헌리뷰를 통해서, 국제연대운동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10) 필자의 논문에서 제 3기 ‘자유주의정부’에 대한 언급을 참조할 것. 더불어 B.Cummings(1998)의 글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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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 교류, 국제 협력, 국제 연대는 다른 개념이고 표현이지만 현실에서는 상호 중첩돼있다. 이는
국가 내 ‘연대’와 달리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 연대의 특징상 ‘국가’간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와 외교관계가 매개 변수 혹은 외생적인 변수로 작동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둘째, 국제 연대 관계는 중첩되고, 모호하고, 서로 강화하기도 하고 해리되기도 하는 길항적 혹은 보충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국제 연대운동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사회운동적 속성에 따라 비
정부기구와 완전히 다른 질로서 구별되는 것이다. 즉 사회운동은 여하튼 권위에 대해서 대항적 혹은 도
전적 속성을 가진다. 비정부기구(NGOs)는 권위에 대해서 대항적 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체제내적인 제
도적 행위들을 사용하고, 국가와의 관계도 협조적이다. 사회운동조직들(SMOs)은 국가의 외부에서 활동
하는 혁명운동이 아니므로 체제내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문
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면서 권위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집단행위 레퍼투아르를 구사한다.
넷째. 그러므로 국제연대운동은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행위자, 적과 동맹, 구경꾼, 방관자들이
존재하는 ‘복수의 조직적인 장’에 위치한다. 국가 간 비정부차원의 사회운동조직들(ISMOs)부터,
NGO-INGO-IGO등 다양한 관계망의 조직화와 형태가 이 조직적인 장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갈등자, 주선자, 침투자, 연대자등 다양한 관계맺음을 하고 있다.
다섯째, NGO/SMO와 INGO국제비정부기구의 연계는 운동간 연대 (세계 시민사회의 형성) 일수도
있지만, 국가 간 관계의 일부일 수 있다. 즉 국가 간 외교와 ‘국제관계’의 일부라는 시각과 균형을 맞춘
시각이 필요하다. 연대와 개입, 공동행동과 포섭은 양면적으로 국제 연대운동의 장에서 일어난다. 이는
냉전체제하의 민주화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탈냉전 민주화와 세계화이후에도 그러하다11).

<동아시아 연대 맥락의 도식>
역사적 식민지적인 유제
미국중심 전후 냉전체제와 지정학 vs.
정치적 민주화/경제적 자유화/세계화
탈식민 /탈냉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 연대운동의 복수의 조직적인 장>
행위자 - 행위관계의 유형들
IGO - GO (협조-강압)
INGO/ ISMO- NGO/SMO (포섭, 주선, 침투, 연대)

11) 이 자료는 해외 민주주의 지원 기관들중 상위 기관들의 명단이지만 여전히 미완성이다다. 국가별 분포를 일단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원과 사업방향, 그리고 예산등에 대해서 보충하여 ‘민주주의 프로모션’과 INGO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면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이정옥, 2016, “민주주의의 지구화와 한국의 역할”, <2016 민주주의 국제연대 세미나 자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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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정옥, 2016

3 ❚ 민주화연대와 노동연대

1) 민주화운동 국제연대와 노동자운동 국제연대의 차이
민주화운동 간의 연대와 노동자운동 간의 연대는 과연 차이가 있는가? 혹은 냉전 민주화운동시기의
노동과 탈냉전 민주화이후 노동은 동아시아간의 국제연대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이 프로젝트는 민주화운동 일반의 성격과 더불어 노동, 농민, 빈민 등의 다양한 기층운동의 연대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연대에 있어서 이를 총체적으로 ‘내셔날’
운동의 속성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않고, 아래로는 로칼, 좀 더 넓혀서는 지역으로의 다양한 스케일로
국제연대운동을 포착할 때, 우리는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진면목을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족’ 혹은 국민국가를 과도하고 강조하고 의식하는 경향성은 국가간 교류와
운동연대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좀더 세분화된, 국가단위를 벗어나는
복합적인 층위의 운동 간의 국제연대를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노조운동의 국제연대는 다른 사회운동 간의 국제연대, 그리고 민주화운동 연대
와는 다른, 독특한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맑스의 <공산당선언>의 마지막에 선언적으로 담겨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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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공산당선언>의 기치에 따르면 ’노동자 국제주의‘는 선명한 계급적
이해의 동일성이라는 논점을 제기한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는 국경을 넘어선다. 그런데 그것은 혹시
국경을 넘어서는 차이는 아닐까? 이해는 국경을 넘어서지만 그 동일한 이해를 ’지각‘하고 ’공유‘하는 것
은 별개의 문제다.
이 논문은 선험적인 노동자 국제주의를 전제하기보다는,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라는 차원의 지점에 착
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위에 말한, 동아시아 연대의 특징들, 그리고 전지구적인 정치과정의 변화가
냉전 민주화운동에서 탈냉전 민주화와 세계화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노동자 연대운동이 공유하
고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즉 한국의 노동운동은 냉전체제하에선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권위주의정치체제에 대항하는 민주화운
동의 일부였다. 해외 지원세력의 한국에 대한 연대도 한국 노동조합들을 향하여 집중되었다. 산업선교회
운동이 그것이다. 또한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파업은 권위주의 하의 ‘인권침해’로 인식되
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운동을 조직하거나 지지, 연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
조운동은 70년대에 ‘민주노조’로서 출발하였고 이름 붙여졌고, 반군부독재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간주되
었다. 그 자체로 독자적인 계급운동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변혁운동기에 들어오면
서였다. 이것이 70년대와 80년대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이슈 연대와 노동운동 연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국제비정부기구들이 국내의
노동이슈에 대해서 연대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운동간 혹은 노조 등 노동조직들 간의 연대와 구분될 필요
가 있다.
여하튼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코민테른 류의 노동자 국제주의는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발전국가 모
델이라는 유사한 산업화 경로를 거치면서 동질성이 점증하였다. 일본 대만 한국의 노동운동의 경우,
3국 모두 노동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고, 노동3권의 보장이 불비한, ‘노동없는 민주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 상대의 노동자운동에서 밴치마킹에 관심을 가졌으며, 연대의식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는 또한 자국의 노사관계를 상대국에게 의식적인 전파 노력의 일부이기도 했다.
특히 이는 미국 헤게모니하의 냉전질서 아래에서 노동조합들 간의 관계와 네트워크에서 두드러졌다. 노
동조합들이 냉전질서 아래에서 중요한 행위자였으며, 미국-서유럽의 대아시아 정책과 연동 혹은 병행되
고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과연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날까?

2) 냉전질서하의 미국헤게모니와 국제 노동운동 재편
이는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사회운동 지원에서도 드러나게 되었다12). <LA타임즈>66년 5월
12) 이하의 내용은 주로 나카키타 고지, 2008(2017), <일본 노동정치의 국제관계사>, 임영일 번역, 후마니타스를 참조하였다. 또한 필자가
2008년까지 미국 뉴욕에 있을 때 정독한 다양한 60년대 사료들과 AFL-CIO 스탭들과의 인터뷰를 참조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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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자는 AFL-CIO 가입조직인 전미자동차노조의 빅터 루더 국제부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루더는 미국
AFL-CIO와 CIA의 관계를 인터뷰에서 폭로했는데, 그 내용은 AFL-CIO 초대 조지 미니 위원장의 신임
을 받던 러브스톤 국제부장이 CIA와 AFL의 관계를 전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CIA의 앨런
덜레스 부국장의 보좌관이었던 토마스 브리어든이 국제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노조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폭로했다. 이 자금을 이용하여 냉전직후에 프랑스 CGT와 이
탈리아 프랑스 공산당 계열 항만노조에 대한 매수공작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러브스톤
은 자동차노조 월터 루더 위원장 역시 5만 불의 CIA 공작금을 받았고, 이것으로 서독의 노조를 지원했다
고 맞불 폭로전을 전개하였다. 조지 미니 위원장이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 문제는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았으나, 1990년 조지 미니의 개인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즉 AFL 산하 ‘자유
노동조합위원회’는 1949-58년 CIA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문서와 영수증으로 드러
났다. 드러난 액수가 당시 46만4167달러였고 그중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6만 6902달러였다는 것
이다.
이 폭로 스캔들로부터 우리는 미국의 국가주의와 외교관계에서 노동조합이 했던 역할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미 국무부와 CIA가 협력하면서 공산당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내셔날
센터 노조에 대한 전유럽적인 분열공작에 착수했다. 유럽에 대한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발표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CGT가 분열하여 사민주의 계열 CGT-FO(프랑스 노동총동맹-노동자의 힘)가 1947년 12
월에 발족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948년 7월 CGIL로부터 탈퇴 러시가 이어져 기독교민주주의계열
CISL(이탈리아 노조동맹)과 사민주의 계열 UIL(이탈리노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양국에서 공산당 계열
의 노조 총연맹이 계속 우위였으나 “통일된 노동전선”의 분열로 말미암아 공산당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
해졌다. 한마디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런 좌파 노총의 축소와 분열을 배경으로 결국 1949년 1월에는 세계노련(세계노조연맹)이 분열하였
다. 반파쇼 인민전선을 배경으로 1945년 10월 결성한 세계노련은 영국 TUC, 미국 CIO, 소련의
AUCCTU(전소련 노동조합중앙평의회)등 사민주의와 공산주의 계열이 결집한 사상 최초의 국제노동조
직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CGT 출신 루이 사이앙 서기장 이후 공산주의 세력은 그 내부에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세계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극우 반공 노조 AFL은 공산당 계열을
배제한 국제노동조직 결성을 주창한다. 또한 미국 국무부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면서 분열을 꾀하였
다. 결국 1949년 1월 세계노련 집행위에서의 분란을 계기로 TUC와 CIO등이 탈퇴했고 그 해 12월 AFL
과 함께 국제자유노련 (ICFTU)을 설립했다. 초대 서기장 올덴브록 국제운수노련 서기장은 2차세계대전
중 CIA전신인 OSS(전략정보국)의 협력 전력이 있었고 반공 노총인 AFL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3) 동아시아 노동연대의 맥락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42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아시아 민주주의 확산･연대 연구보고서

첫째, 노동연대는 국가, 민족의 문제, 지정학적 모순과 미국 헤게모니, 발전모델의 상이함과 동일성
가운데 놓여있다.
둘째, '동아시아'의 관점, '동아시아'적인 것과 동아시아 연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채무,
압박, 가상의 공동체에 대한 욕구 등이 가지는 문제들이 연대활동에서도 노정된다면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 간의 연대와 국가 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다.

4) 상호 교차의 역사
첫째. 한국 노동운동의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1차 해빙 계기'는 민주화였다. 이는 민주화 담론과 이데
올로기, 운동의 전파과정이기도 하고, 노동운동의 모방 전파과정이기도 했다. 이를 ‘민주화 웨이브’라고
칭하기도 한다.
민주화 이행기와 노동조합운동의 르네상스가 순차적으로 도래하였다. 한국은 87년 이후 폭발적이고
전투적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의 형태로 나탔고, 대만도 87년이후 탈국민당 독립노조운동이 서서히 시작
되었다. 일본의 경우 사회당의 붕괴, 총평의 해체 및 89년 연합(렌고)의 구성이후에야 독립노조 운동이
새롭게 형성되는 중이다. 기존의 연합과 공산당 계열 전노련, 사회당 계열 전노협으로부터 독자적인 유
니온들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노동운동 연대의 주체, 관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둘째 세계화가 2차 해빙 및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본의 국경없는 이동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적 블록으로 삼으면서 심화됐다. 처음으로 동아시아라는 질문이, 소비에트 붕괴이후에 좌파를 중심
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또한 국가주의적 세계화담론에 대한 저항적 세계화, 대안 세계화 흐름,
혹은 로칼 연대운동으로 반정립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양면성이 깔려있고 극복은 요원하다.
즉 국제협력/개발원조, 시장개척등과 지역정체성을 겨냥한 문화 담론(한류등)이 그 흐름이다. 이들과 운
동 연대가 구분되기 어렵고, 실천도 뚜렷한 경계가 없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이 또 하나의 '재영
토화'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인터뷰는 의미가 충분하다. 2006년 <동아시아연대운동단체백서> (서남포럼 엮
음, 아르케 간, 2007)은 한국 내 73개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단체들은 반전, 환경문제, 노동, 인권문제 등 8개의 각기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있다. 이중 활동가
들이 작성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부록으로 책의 뒷부분에 실려 있는데 의미심장하다: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지역교류회(ARENA)’ 서울센터의 이대훈 대표는 “일부 단체들은 한국이 국
제연대활동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우리의 선진적 운동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등에 대한 관심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대라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 단체와 개인들이 교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활동가들에게는 단체 중심 연대에 대한 집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국익에 대한 미
련 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특히 ‘운동의 수출’에 대해 지적하였다.

제2장 탈냉전 민주화에서 반세계화 노동자 국제주의로: 한국 노동운동의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역사

43

또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국제민주연대의 최미경 사무국장은 “한국 시민사회가
한국의 운동을 알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정치권력 못지
않게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분들께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파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
고 말했다.

4 ❚ 한국 노동운동의 동아시아 노동연대의 역사와 현황

현재적 비교사적 관점에서 한국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동아시아 노동연대에 대해서 개관하
기로 한다. 위에 언급한대로 80년대 민주화 웨이브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동아시아 노동연대는 본격화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민주화 이행기를 80년대 전반부터 90년대 전반기까지로 보고 그 전체적인
양상을 빠짐없이 묘사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
아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의 국제연대 현황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1) 1970년대 시원기
식민지 경험과 일본 패망은 역사적 유산들을 남겼다. 그중에서는 제국주의 하에 반제국주의 투쟁의
공동경험과 연대의 기억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하 노동자 국제주의의 기억, 운동경험, 전통, 관계들
은 한국전쟁을 경유하면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좌파 운동의 단절은 동시에 일제하 아시아의 국제주의
활동과 네트워크도 사장시켜버렸다.
하지만 한국의 전태일의 분신은 하나의 계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대만과 일본의 인터뷰 대상자
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태일의 분신은 “60년대 노동자투쟁의 격변을 지나 경제성장기
로 들어서는 일본 노동운동에 대해서 큰 자극과 충격을 주었다”13). 70년대 일본은 평화헌법 사수를 목표
로 한 안보투쟁을 진행했고, 나카소네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철 분할 민영화 반대투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혼란기였다. 이어 79년 10.26 박정희 암살사건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다.
그러나 80년 전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별노조주의와 어용 한국노총 산하에서 자생적인 황견파업만
이 점점이 이어졌다. 50년대 말과 60년대까지 한국노총과 관계하던 WCC(세계교회협의회)는 유신체제
가 들어서면서 한국노총과 거리를 두고, ‘산업선교’라는 것을 영등포등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시작했다.
CCA-URM(아시아교회협의회-도시농어촌선교협의회)의 노동자선교는 1958년 처음 시작되었다. 아시
아태평양노동자연대 ( APWSL) 현 대표이자 영등포 산업선교회 활동을 해왔던 장창원 목사는 세계교회
13) 일본 도로치바 대외협력위원회 인터뷰 (2017 11.2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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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시아지원금 7-80%는 한국에 투자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한국 노조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원, 원조, 연대는 주로 개신교와 카톨릭등 교회
조직들이 주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일 에버트 재단이나 스웨덴 등의 서유럽의 지원들도 지속적이
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연대운동과 국제 조직적 관계네트워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연대운동의
복합적인 결과, 그 속에서 ‘네트워크’이 가지는 중요성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이 프로젝트는
아직 색출적인 정도로 만족하여야만 한다.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미국 냉전체제하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 나선 미국 AFL-CIO의
대아시아 역할이다. 이는 위에서 일본, 서유럽등의 노동조합들과의 네트워크와 자금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힌 바이다. 미국 CIA자금이 AFL-CIO를 통해서 일본 노동조합들에게 흘러들어 갔다. 또한 고지
는 자신의 책(2008:2017)에서 일본의 반공주의 노동조합조직인 '동맹'이 한국노총을 지원한 사례가 미
국 AFL 문서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미국-대서양연합의 냉전체제 구축에 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특히
CIA와 밀접하게 연계된 AFL의 역할이 눈부시다. AFL은 노골적으로 반공주의 노조 육성과 사회주의 계
열 노동조합 조직의 파괴를 당연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당 계열 노조조직을 분열시
킴으로서 공산당을 약화시킨 전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AFL은 일제시절의 ‘구국보국단’이 전신이 되어 결성된 전노(이후 64년 동맹이 됨)를 파트
너로 삼고 있었다. 반면 CIO는 맥아더 사령부가 급조한 내셔날 센터 '총평'을 중시하였다. 전자는 미국
국무부가 해외 대사관에 파견한 '노동관(labor attache)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강경 반공주의
적 노사관계를 전파하는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후자는 이른바 국무부의 '생산성 프로그램' 가동에 함께
했다(이는 노동자 생활조건 개선하는 ‘생산성의 정치’가 결국 반공 자유주의 진영의 노조를 만들 것이라
는 전제하에, 노사교섭을 중시하고 통일된 노동운동-산업적 전국적 센터의 구성을 강조한다.
이런 차이는 70년대, 80년대 유럽 노동조직의 국제연대의 성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
된다. 즉 미국의 CIO는 유럽에서 온건 사민주의 노조를 결성하여 내셔널 센터를 만들어 집단 노사교섭
을 안정화시켜 산업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반공노선이라고 봤다. 이 CIO의 방침이 유럽의
대 아시아, 혹은 한국에 대한 노조 지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추후에 답할 수밖에 없는 의문이다.

2) 1980년대 민주화 이행 전후
국제 노동운동 연대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80년 광주항쟁의 충격은 필리핀 ‘피플즈 파워’로 정권교체
를 거쳐 한국에 상륙하여 87년 6월항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어 7월부터 ‘노동자대투쟁’이 장장 3개월
동안 펼쳤고 그 기간 동안 25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다. 노동자대투쟁이 대만과 일본에 준 정치적
영향은 아주 크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기대(일본)와 선망(대만)가 엇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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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대만과 일본의 현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 연대는 아직 시기상조였고, 과도기를 거치고 있었다. 80년대 전반기는 전두환의 유사 군
부독재 혹은 권위주의체제하였다.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 그리고 독소적인 노동법을 악용하면서 노동
운동 탄압이 극심했다. 하지만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보다 급진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이는 학생, 청년운동내부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도입을 통해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변혁운동을 이루자는 사조가 번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노학연대’라는 새로운 연대운
동을 시작하였고. 공장에 수천 명이 위장 취업하였다. 민주노조운동도 조금씩 조직적으로 활발해졌고,
무엇보다도 ‘선진노동자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70년대 국제연대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신
교등 교회세력은 갈수록 노동현장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재야’와의 커넥션과 김
대중등 자유주의 정치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한마디로 이 시기에는 국제연대운동보다는 국내
의 계급투쟁이 전면화된 시기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등과의 네트워크는 열
려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났을 때, 미국의 개신교 활동가들은 매우 빨리 움직였으
며, 이후 80년 광주민중항쟁의 발발 소식도 국내보다 먼저 접했다. 그들의 일부가 광주와 서울을 통해서
항쟁과 학살, 쿠데타 소식을 국외로 전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국내로 전하였다. 이 때 일본으로부터의
‘T.J.통신’이 <세카이>에 실렸는데, 80년대 초 국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소식지였다.

3) 1980년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아래에서 동아시아 연대
87년 민주화이행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의 대중조직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1991년
전국노조협의회의 결성, 이어 1995년 전국노조대표자회의, 마지막으로 1996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
조총연맹이라는 내셔날 센터의 결성이라는 조직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전노협도 그렇고 민주노총까지 새로 발족한 노동조직들은 모두 국제 노동조직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였다.
전노협이나 민주노총이 국내에서 한국노총을 어용이라고 칭하면서, 노동해방을 기치로 나온 독립노조
운동이고, 좌파노동운동까지 당시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노협의 국제노련 가입시도나 민주노총이
발족하자마자 국제노련에 가입한 것은 매우 이채롭고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는 당시 민주화이행이후에도 계속된 노동운동탄압과 특히 민주노조에 대한 불법노조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노동조직 가입과 멤버십 획득을 통해서 조직의 보호를 꾀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지원과 엄호를
호소할 목적이 가장 컸다고 한다.14)
이는 한국 노조운동의 국제연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즉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국제연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구적이었고, 상황적이었으며 탈이념적이었
다. 이는 당시의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노동에게만 배제적이고 차별적이었다는 사실과 맞물려 주조
14) 허영구 민주노총 주비위 당시 집행위원장 인터뷰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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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둘째 20090년대 들어서면서 서구와의 연대에서 동아시아 연대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우선 일본 노
조들이 한국 노조들과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동맹과 IMF_JC(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
등은 한국노총과 적극적인 교류를 이때부터 더욱 열심히 이어갔다. 일본의 한 인터뷰 대상자(당시 일본
노조들의 국제 통역 일을 하던)는 한국 노총이 87년 이후 위기감에서 먼저 일본 금속노련에 교육 연수를
요청했다고 말하였다15). 그리고 민주노총도 금속노련에서 초청하여 연수 교류하였으나, 민주노총이 사
회당 계열의 전노련을 소개해달라고 말하면서 이후 관계가 서먹해졌다 (2017년 11월 3일 일본 노조활
동가 인터뷰).
일-한 노조들의 네트워크는 매우 지속력이 강하다. 보통 시작한 후 끊기지 않고 10년, 20년째 진행하
고 있다. 이는 주로 조직적인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개인적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과 한국 연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한국 노조운동과의 연대에 대해서 매
우 목적의식적이며 지속적이고, 협조적이다. 하지만 내부 노동운동 지형에서는 매우 이념적이지만, 한국
의 파트너 선택에 있어서는 무모하리 만큼 몰 이념적이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서도 질문이 필요하다.
대만은 이상하게 한국의 국제 노동연대에서 제외된 국가이다. 그러나 대만 노조운동가들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의 운동적 영향력은 예상보다 크다. 주로 문화적인 인지적인 기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전태일 분신과 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 이후의 한국의 전투적 조합주의는 대만에서 87
년 이후 일어난 독립노조 만들기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전파). 그리고 한국의 전투적 조합주의와 집단주
의에 대한 경외와 집합행위 레퍼투아르등을 따라 하기도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모방).

4) 민주노총의 동아시아 노동연대
1987년- 1997년 초기
전노협 및 민주노총 발족에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는 국내 민주노조운동 투쟁
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과 지지를 결집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대표적인 것
이 1996년 노동법 날치기통과 반대 총파업).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발족하자마자 국제자유노련에 가입
하였고 각 산별들 역시 국제 노동조직의 멤버십을 잇달아 획득했다.

1997- 2003년
민주노총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집중하면서 해외의 국제연대를 적극 호소 조직하였다 (대우차 해외
매각반대 투쟁등).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략적인 단위로 ‘남반구 노조회의 SIGTUR’에 집중하였
15)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내에서 옥고를 치르고 일본으로 돌아간뒤 교수로 재직중인 김은중 교수 인터뷰 (2017.11.4.
도쿄)

제2장 탈냉전 민주화에서 반세계화 노동자 국제주의로: 한국 노동운동의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역사

47

다. 남반구 노조회의에는 브라질의 CUT,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OSATU, 한국의 민주노총 KCTU가 함
께 하였다. 또한 미국 AFL-CIO, 서독, 호주 노조운동등과의 교류에도 적극 나서, 초대에 모두 응하였
다. 일본 노조들과 지역본부, 혹은 단위노조 단위에서의 본격적인 결연, 규칙적인 관계 형성 시도가 다양
하게 이뤄졌다. 공공운수노조등에서는 파견자를 일본으로 특파하기도 하였다.

2003년 이후

남반구노조 연대회의에서 아시아 연대로 지역연대축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노동운동,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과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활동 소개 및 전파, 교육에 초점을
두게 된다.
민주노총 제안으로 2003년 아시아 각국과 남반구노조회의등 30여명의 노조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시
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아시아 노조 활동가 연례 연수 프로그램을 시
작하여 2016년 8회째 개최하였다.
이에 대한 대당으로는 한국노총의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있다. 이 재단은 98년 노사정기금 출연으로 만
들었는데, 아시아 각국 노사정 대표단을 초청하여 아시아에서 노사정모델을 구상하겠다는 의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잘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한국내 이주노동자들 대상의 사업으로 축소된 듯하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연대(로칼 연대)와 국내외 이주 노동자운동에 대한 연계 시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오랫동안 국제협력 업무를 맡아온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의 간단한
브리핑을 참고자료로 수록한다.

“창립 당시 민주노총은 국제연대 활동 방침을 “①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해 적극 활동한다. ②각국 민
주노조 단체와의 쌍무적 연대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③노조 상층 간의 교류가 아니라 현장중심의
교류활동을 강조한다. ④진보적 노조운동과의 연대관계를 강화한다. ⑤저개발국 노조운동에 대한 지
원활동을 강화한다. ⑥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다. ⑦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결성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은 국내의 억압적 노사관계를 극복하는 주요한 투쟁전술 중 하나로 국제연대 활
동을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및 각종 국제노동조직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억압적 노사
관계를 폭로했고, 대내적으로는 ILO 국제노동기준을 비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①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자 국제연대 전선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유력한 공간으로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를 주목하며 이를 내용적으로 강화한다. ②진보적인
노동조합 블록을 강화해 국제자유노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를 비
롯한 국제노동조직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반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
③아시아 지역 노동조합 연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지역 내 민주적 노동조합들 간의 상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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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대, 교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아시아 노동조합 행동 네트워크 건설의 토
대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④세계사회포럼, 세계사회운동네
트워크 등 반세계화 국제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주도적 역할
을 강화한다” 등으로 과제를 확대하였다. (류미경, 2013, <사회운동> 113호)

소결
초기 남반구노조회의의 실천의 한계가 노정되었다. 60년대 비동맹외교를 이어가는 노동조합의 ‘전지
구적 남반부' 노동조합들의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연례행사로 3국가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아시아 연대에서 노동자연대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 국제주의로 민주화이후
불평등 문제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에 공동 대응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여전히 '동아시아'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분리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지 한국인 기업에서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을 하고, 현지 한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하는
가운데 과연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현지의 노동자 투쟁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는 여전히 무거운 문제
이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데 급급한 반면에 이를 위해서 OECD와
ILO를 활용한다면서 국제기구와의 관계가 밀착되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과연 이
것은 반세계화인가 세계화인가. 혹은 과연 이것은 대안적 세계화의 흐름에 일조하는 것인가.
세계화에 따른 국제 노동 쟁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계급의 연대, 공조가 필요하다. 새로
운 쟁점으로 연대의 축도 변화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고 위력적인 국제 및 동아시아 노동연
대 구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핵심적인 연대의 파트너가 모호하다. 신자유주의 본령인 미
국과 일본의 노조운동인지 아니면 아시아에서 노동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혹은 후자의 경우
어떻게 이해의 공감, 연대가 가능할까?16)

16) 참고자료. 민주노총이 남반구노조회의에 이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시도한 ‘아시아지역 노조 연대회의’ 구상이다. 민주노총등 한국 민주
노조운동이 아시아 국제연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을 이해하기 좋은 자료이다.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 회의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아시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위하여" (Asian Regional Trade
Union Conference : Towards Unity and Solidarity of Asian Workers Challenging Neoliberal Globalisation)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동시적인 과정으로 유럽연합(EU), 전(全)미자유무역협정(FTAA) 등 지역화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
경향은 이미 발효된 세안자유무역협정(AFTA), 현재 구상 단계인 동북아자유무역협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국내 자본의 아시아 지역 해외투자는 2002년을 기준으로 총해외투자에서 49.5%(약 14억 9천 9백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한일투자협정을 비롯하여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국내 자본
의 요구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 구상'으로 집약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지역화 경향에 맞서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시아 민중들은 제국주의 진영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과 다양한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와 손상을 입었다. 1997-98년
IMF 금융위기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이후 지역의 대다수 국가 민중들이 강요된 구조조정과 외채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지역의 노동자, 농민 그리고 빈민들에게 유례없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2001년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며, "투쟁"적인 정신과 실천을 자기 운동의 주요 축으로 삼는 노동조합운동 네트워크인
남반구노조연대(SIGTUR)에 참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남아공과 브라질 노총과의 교류･연대를 강화하는 등 제3세계 노동자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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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2004년 성공회대에서 열린 “워크숍_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 아시아 연대활동의 성과
와 한계, 그리고 전망“ 자료집 (2004.08.10.)은 아시아 국제노동연대를 담당하는 노동운동 및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솔직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긴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
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신자유주의 담론 속에서 노동집약적 산업들에서 비롯하고 있는 노
동착취와 인권침해 문제는 많이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의 이동이 손쉬워지면서 노동 기준을
요구당할 시에는 언제라도 공장폐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응이 더욱 어려워져있습니다. 저희가 작
년 월드컵 당시에 벌인 아동노동착취반대 캠페인, 올 초의 활동가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관심의 폭
이 많이 넓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내 노동조합 등과 연결을 맺기를 원하지만 국
내 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의 규모 및 형태가 차이가 있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사
회단체 차원에서 노동자연대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지 단체를 끼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문제가 발생할 때 그동안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고, 그에 대해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아지역에서
NGO의 성격이 우리와 딱 맞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아시아 지역의 자체적인 연대를 위해서 그런 부
분을 일정하게 극복하고 진행합니다.” (최미경, 국제민주연대, “해외 한국 기업 감시. 해외한국기업
감시” 발제문)
“영등포 산업선교회 활동을 10여 년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 연대로 폭
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연대는 20년전쯤 시작되었습니다. 제3세계 노동자연
대를 지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 문제는 우리가 겪었고 다시금 남에게 겪게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쉬운 예로 원진레이온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했다가 1500여명 가스중독을 일으키고
다시 지금 중국으로 가 있는 상태이지요. 이제까지 노동자연대를 위한 자금이 유럽에서 계속 왔습니
다만 이제 풀뿌리 차원에서, 국제연대가 영어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연대하는 방향으로, 한국이 제3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활동방안이 찾아지지 못하였지만요. 홍콩의 AMRC와
같이 기반을 갖고 있는 조사기관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펀드는 유럽 쪽에서 오는 식입니다.
일본의 경우 크고 작고가 아니라 적은 사람이라도 일인시위를 벌인다든지 하여간 끝까지 꾸준히 운
동을 벌일 때 해결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친정부 성향의 거대조직보다 투쟁적인 소규모 조직의 끈
질긴 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원계 같은 것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것을 응용해서 노동조합간 지원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펀드가 끊길 때 운동의 진가가 증명되기 마련
입니다. 국내에서 조합원들이 돈을 모을 때 적은 돈이라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제3세계 더 열악한
노동조합에 지원금으로 보내는 식이지요.”
(장창원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토론문 중에서).
제적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극복을 위해서, 이러한 국제연대 활동의 성과를 수렴하고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정세적 맥락에서, 민주노총은 아시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나아가 제3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위하여"를 조직하고자
한다. (출처: 2003.10.19.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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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노총 산하의 동아시아 연대
- 2003년 구미 한국합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SBJ 노조 결연식. 한국 합섬 투쟁에 연대했으나 한국
합섭 폐업으로 연대의 끈이 끊겼다. 이후 한국합섬이 스타케미칼로 고용 승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
제연대가 이어지지 않았다.
- 대구 성서공단-히로시마연대 유니온. 양자가 모두 산별이 아닌 1인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지역
일반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치바등 계급적 노조운동을 표방한 노조를 매개로 해서 지속적
으로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도로치바 노조 (동력차노조-치바). 국영철도 분할 민영화반대운동의 한축이었던
도로치바 노조와 민주노총 지역본부인 서울본부의 교류는 2003년부터 매해 이어지고 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일본 JR철도 총련. 10년이상 교류중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일본 나카마 지역 유니온.
- 한국노총 금속연맹- 일본 금속노련 교류.

6) 이주노동자운동의 국제연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한 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는 96만 2000명으로, 100만 이주노동
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올해 1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경을 넘어, 자국-타국
을 넘어 범아시아 노동자운동과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인적 물적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
단체들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운동과 자국(귀국 후) 운동을 어떻게 이어갈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
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민주화처럼 한국식 노동운동의 전파, 수출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동일한 우를 범하
고 연대운동을 훼손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 진출한 한국해외 투자기업들의 노동착취와 인권 탄압에
대해 아류 제국주의로서의 속죄 의식에 의한 돌봄이라면 이 역시 곤란하다. 네팔의 경우 학교 짓기 등등
의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것이 ODA 사업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나 한국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의 민주노총 산하의 평등노조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을 함께 하고, 이들이 본국
으로 귀환하여서도 노동운동을 하고, 나아가 한국과 연계되는 국제 노동문제 쟁점들에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이주노조 위원장으로 강제 추방된 ‘미셀’위원장의 경우가 그러
하다. 이들이 아시아를 포괄하는 국제적인 선진노동자 활동가로 배출되고, 이들이 범아시아 노동 네트워
크의 연결망을 형성한다면 국제 연대투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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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맺음말

동아시아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 연대는 6-70년대 냉전하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80년대 탈냉전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제연대의 본격적인 장이 열리고, 이어 2000년 초반 제도화된 네트
워크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마디로 식민지이후 냉전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의 지
원 연대에서 탈냉전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제연대도 본격화된 것이다.
그리고 70년대가 막연한 '환상과 자극제로서 연대운동이 작동했다면, 80년대는 운동과 대중동원, 그
동원의 힘에 대한 경외, 모방에 의한 전파가 이뤄졌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운동이 조직화, 제도화되
면서, 연대도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제도화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커넥션'인가 '네트워크'인가? 혹은
수출인가 수입인가/인풋-아웃풋의 관계인가의 선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애초에 국제연대/운동과 국가 간 국제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정립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해두
고자 한다. 국가 간 외교관계 혹은 지정학적인 정치는 국가기구들만의 교류로 유지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것은 다양한 민간 에이전시(agency)를 포괄하거나 활용하며 그것에는 사적 경제행위자 뿐 아니라 다
양한 시민사회단체들- 흔히 비정부기구로 불리는-과 사회운동까지도 대부분 포괄한다.
그러므로 국제연대운동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행위자, 적과 동맹, 구경꾼, 방관자들이 존재
하는 ‘복수의 조직적인 장’에 위치한다. 국가 간 비정부차원의 사회운동조직들(ISMOs)부터, NGO-INGOIGO등 다양한 관계망의 조직화와 형태가 이 조직적인 장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갈등자, 주선자,
침투자, 연대자등 다양한 관계맺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NGO/SMO와 INGO국제비정부기구의 연계는 운동간 연대 (세계 시민사회의 형성) 일수도 있
지만, 국가 간 관계의 일부일 수 있다. 즉 국가 간 외교와 ‘국제관계’의 일부라는 시각과 균형을 맞춘
시각이 필요하다. 연대와 개입, 공동행동과 포섭은 양면적으로 국제 연대운동의 장에서 일어난다. 이는
냉전체제하의 민주화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탈냉전 민주화와 세계화이후에도 그러하다.
노동자 국제주의와 연대의 경우 이 지점에서 국제주의의 의미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자의
경우. 국가/민족의 문제, '국민경제'라는 틀-특히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강한-은 분명히 장애가 될 것이
다. 현재는 잠복된, 민족주의의 문제는 세계화속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양면성이 깔려있고 극복은 요원하다. 국제협력/개발원조, 시장개척등과 지역정체성을
겨냥한 문화 담론(한류등)등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운동 연대간의 구획은 구분되기 어렵고, 실천
도 뚜렷한 경계가 없다. 여기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이 또 하나의 '재영토화'가 아닌가? 라는 질
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11년 전에 한국 신문에 실린 글이다. 태국 영자신문 ‘더 네이션’의 2005년 11월28일
자 칼럼의 일부라고 한다. 여전히 시의 적절한 문장이라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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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 NGO 가운데 한국의 평면TV, 휴대폰,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출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것은
매우 거창하게 들리고, 심지어 자랑하고 싶어 하는 듯 보이며, 선심 쓰는 듯 느껴진다. 한국사회의
폐쇄된 성격으로부터 판단하자면, 한국 시민사회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개발 원조나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먼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을 성찰하고 한국사회가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2006년 12월5일자인용)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는, 70년대의 냉전 민주화운동에 일부였다가 80년대에 탈냉전 민주화이행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세계화 노동자 국제주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실천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라는
모색국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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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며

흔히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확장된 것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부터라고 알려져 있
다. 하지만 농민들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어떤 사회집단보다 이른 시기에 노출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농산물 개방정책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농민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농
민운동을 언급할 정도로 해외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루과이라운드, WTO체제가 성립되어가는 상황에
서 농민운동은 강력하게 조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해외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연대활동과 강력한
농민운동은 사실 70년대 이래의 해외의 농민운동의 지원에 힘입어 가능하기도 했다. 해외의 지원을 통해
농민운동의 조직화가 가능했으며, 농민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국제 연대에 대한 필연적 조건이 발생했다.
냉전이전에는 농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탈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자유무역이라
는 새로운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갔다. 동아시아의 국가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은 새로이 재편되
는 WTO체제와 관련 규범의 확장 속에서 발전주의 국가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을 희생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율, 농촌인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한때 60%에 육박했던
농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소, 인구구성이나 GDP내에서 농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산업의 재편성과 발전국가의 성장 전략 안에서 농업/농민은 후순위가 되었다. 새로운 국제적 규
범이 형성되던 시점에서 관세, 시장 개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지역의 규범이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농민은 동아시아에서 실제 경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
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사회조직은 농업문명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언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국가의 주요기간산업이자 사회구성의 핵심적 원리로 인식되던
농업은 자유무역/시장개방의 강화라는 압력 속에서 한순간 기존의 전통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이후 민주주의의 규범이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민주화와 민주화의 연대가 확산 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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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WTO체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규범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소농경제 및 민족
경제론 또한 민중의 자생적인 생활방식이 변화의 격동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농
민운동은 강화되었으며, 각기 새로운 방식으로 이에 대한 저항담론을 구성하고 저항의 전략을 형성했다.
한국과 대만은 저항의 과정에서 농민의 생존권 담론을 강조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먹거리 안정성의
문제/ 일본농산품의 질에 대한 강조를 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동행동 등 연대의
방식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시장개방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도 했다. 하지만 전지구적인 규범
의 확산이 지역체계 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구조조정과 축소는 다소 필연적이었으며 이런 저항
과 연대는 그 강도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파고에 영향을 행사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국제기
구 형성 등 자체적 규범의 형성까지 넘어가는 활동도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90년대 민주화
운동시기 농민운동은 강력한 집단행동을 토대로 대중운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90년
대 초반 가두투쟁에서 농민운동의 영향력은 상당한 상황이었다.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단위조직의 발전과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들을 하고 있다. 윤수종(2010), 이창
한, 장상환(2010) 등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운동의 발전과정에 대해 꼼꼼한 분석을 진행했다. 농민운동
의 발전과 핵심적인 조직발전에 대한 검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동아시아적 차원의 연대에서 보는 시각
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농민운동은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서 출발하여 유사한 문제를 공유
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경쟁을 때로는 연대를 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농민운동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일국사적 시각
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국제적 관계의 영향, 연대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었다. 연대는
학습, 기금지원, 공동행동, 공동기구 구성의 차원(정근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농민운동에서는 해외의
기금지원을 받아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공동 학습, 공동행동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대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의 방식과 양상에 기초해 민주화운
동을 분석할 경우, 이는 농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과 농업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사 내에서 농업과 냉전의 관계는 충분히 밝
혀져 있지 않다. 스폴딩(Spaulding)은 폴란드 농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폴란드의 농업은 냉전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전후냉전체제에서 농업은 사회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일종의 보호를 받
는 영역이었지만, 냉전시기의 종식이후 이런 보호무역의 기조는 자유무역으로 변화해갔다. 동아시아의
농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우루과이 라운드의 출범은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새로운 국제규범이
형성되면서 한편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한편에서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확산의 한 모습이었다.
이런 탈냉전적인 상황에서 농민들은 기존의 생활방식과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저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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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냉전/탈냉전과 농업/농민인구의 변화

냉전시기 농민은 사회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자작농이 증가했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범은 동
아시아의 토지개혁과 소농의 증가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공
업위주의 국가발전전략이 확정되면서, 농업은 후순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인구의 60%가량이 70년대까
지만 해도 농민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중곡가제 등을 통해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축소되어갔다. 다음은 농업에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간략한 연표이다.
1950: 토지개혁으로 인해 자작농증가
1960: 농업보다 공업 위주 정책/ 농업은 경제발전, 근대화를 위한 하부요소
농촌진흥청(1962)m 농업구조 개선 사업
1970: 통일벼 등 식량증산정책, 이중곡가제에 따라 쌀수매가를 과거보다 높이고, 통일벼 도입과 미가
인상정책은 자작농 체제 아래서 빈농의 자가식량 확보와 생활안정에 상당히 기여
산업화로 인해 이농이 증가,
1977년부터 경제기획원 주도로 임금과 물가상승의 억제를 목표로 농업개방을 표방하는 급진적 방향
전환, 농촌 노동력 유출, 1970년부터 농업노동력 부족
1980: 본격적인 개방농정 실시, 선진국 자유무역주의 논리에 의해 농산물 수입자율화, 농산물 수입개
방과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농가경제 약화, 식량작물 생산보다 복합농생산
1988: 농어촌발전종합책-> 외국농산물 수입확대를 불가피, 소수의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구조 개선,
1990: 우루과이(UR) 협상타결, WTO 체제 출범,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경쟁력 상실,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되며, 쌀시장 역시 단계적으로 개방. WTO체제 아래서 ‘신토불이’ 담론 속에서 우
리 농산물의 특수성을 강조 이후 친환경, 유기농 농업 증가하기 시작.

이런 정책의 변화와 위기사항은 동아시아 농업구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동아시아의 농업구
조는 냉전시기 일종의 보호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냉전경쟁이 해체되어가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보호 정책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인구대비 농업취업자의 비중과 GDP에서의 농업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다. 약 63%정도에 육
박했던 농업인구는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8%수준이다. 더욱이 농업의 GDP비중도 급격히 축소하게 되
었다. 45%이상을 차지했던 비중은 현재 3%정도로 감소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1980년 이후에도 가속화되었다.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한국의 농가는 전체 인구의 27%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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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10년에는 전인구의 6.4%로 감소했다.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농민인구의 감소는 필연적
이었다. 무역개방 등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은 농민인구를 감소시키는데 더욱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한국의 농가는 전체 796만9201 가구(인구 총조사 기준)의 27%였다. 농민 인구 기준으로는
전체 3740만6815명의 인구 가운데 28.9%인 1082만6508명이었다. 세명에 한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
다. 하지만 2010년엔 전 인구의 6.4%로 줄었다. (전체 인구 4799만761명 가운데 306만2956명이 농
민) 가구 기준으로도 17339422 가구의 6.8%(117만7318가구)에 불과하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서 한 세대만에 농민은 사라질 걸 걱정해야 하는 “소수자”가 됐다. 아인구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동안
농민 인구는 빠르게 준 것을 한눈에 볼 수“17) 있다. 전체인구는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농민인구는 가파르
게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농업의 GDP 및 취업자 비중 감소의 시차

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6043.html 통계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와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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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의 상황 속에서 농민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갔다. 동아시아
의 발전과정에서 도시화에 따라 산업노동자는 증가했지만 농민과 농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존재기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민운동은 강력하고 전투적인 투쟁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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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농민운동의 간략한 역사

1) 초기의 국제연대

한국 농민운동의 종교적 영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농민운동은 70년대
종교운동단체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1967년 강화도 심도직물 노조운동을 계기로 한국 천
주교회는 인권 운동의 전선을 의식하고 지지하게 된다. 한편, 1974년 지학순 주교의 구속을 계기 로
결성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사회정의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특별히 1987년 박종철 고문
조작 및 은폐 사건을 발표 한 사건은 6월 민주화 대항쟁과 호헌 철폐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
고 ‘명동 성당’은 한국 민주화의 성지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_요컨대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수많은 사도직 단체들 을 통해서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도시빈민운동,
여성 운동, 시민사회 운동, 통일 운동, 환경 운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여 왔다.(오세일)
이런 천주교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천주교의 교리에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가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차원
을 넘어 완전히 의식 변화를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 인류 문명 전반에 혁명적
영향”을 끼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한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학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공의회의 주요 개혁안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 서 정리해 보면, 첫째 개신교를
포함한 타종교의 신앙과 신념에 ‘관용적이고 개 방적인 태도’를 견지한 신앙관을 심어주었다는 사실과,
둘째 사회정치문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투신하도록 독려한 부분이다. (조세희)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를 기점으로, 가톨릭교회가 추구한 사회참여의 태도를 보인 결과,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을 올리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활동은 가톨릭의 사회활동의 기초를 만들어주었다.

2) 자체적인 조직화와 토착화 : 1차 연대의 활동
1958년에 발족되어 산업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안
에 농촌출신 구성원들이 많았다.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던 관계로 농촌청년부가 1964년에 만들어졌
다. 농촌청년부는 1966년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라는 보다 적극적인 농촌청년운동조직으로 독립,
발전하였다. 이 조직은 가톨릭교회의 조직형식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생산협동사업,
신용협동사업, 농어기술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후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활동으로는 농
업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농업문제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
다. 그리하여 1972년 4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는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로 조직을 개편하고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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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의 옹호’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가톨릭농민회는 농민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창립 초기에는 농협의 반농민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열었으며 농민교육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들어서는 특히 농업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쟁점들(농지임대차, 쌀생산비, 비료수급, 농협단위조합)에 대한 실태조
사를 하였고, 이를 홍보자료로 사용하면서 운동을 활성화해 나갔다(정호경, 1986: 270-271). 독재정권
의 탄압이 심해지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가농은 오히려 농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였고 다양한 권익
실천 활동을 하였다.(윤수종, 2010) 천주교 원주교구가 실시한 부락개발사업, 충북육우개발협회가 충북
지역에서 실시한 부락개발사업, 그리고 농촌신용협동조합운동과 양곡조합운동, 개별분산적으로 활동하
면서 농민운동을 갈망하던 각종 농사기술보급운동 참여자들도 농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이우
재, 1986: 90-91).
가농이나 크리스챤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농촌청년들이 해남과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농에서 활동하
다가 기독교농민을 조직화할 필요성에서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 농민운동은 1982
년 3월 ‘한국 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기농)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농민운동조직의 틀을 마련했다(윤수종,
2010).

3) 개방농정과 농민운동의 변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방농업정책’으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에게 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은 가장 중요한 운동주으이 하나
였다. 함평･무안 농민대회에서 제기된 농축산물 수입금지 요구는 1985년이 되면서 농민들의 전국적인
투쟁 목표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 늘어나기 시작한 농축산물 수입이 이 시기에 수백 품목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복합영농이란 취지 아래 농민들에게 소를 키울 것을 권장하였는데, 쇠고기 수입을
늘려 소값 폭락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1985년 4월 기농은 미국 농축
산물수입요구 반대규탄대회를 열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수입개방요구 반대시위를 전개하였다(박연섭,
1986: 305). 이 시위는 이후 소값피해보상운동(소몰이 시위)의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소몰이
시위투쟁(1985) /1985년에는 농축산물 수입반대 및 소값피해보상운동 이외에도 불량종자피해투쟁과
간척지 소작료 인하 및 분배 요구투쟁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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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소값피해보상농민투쟁보고대회

1981년 전두환 정권은 축산을 장려한다면서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 값싼 소를 수입해 농민들에게 판
매했다. 농민들은 농협 빚을 내어 소를 샀고 소가 크게 늘어나자 사료 값은커녕 일 년 키운 소가 반값으
로 떨어지는, 소 값이 개 값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농민에 대한
대책과 보상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처음으로 시위를 한 곳이 경남 고성의 농민이었다. 1985년 7월 1일,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에서 처음으로 소를 몰고 시위에 나서는 소위 ‘소몰이 투쟁’이 처음으로 전개18)되
었다.

<그림 3-3> 소몰이 투쟁
18) 최용탁, 「농민운동 현장을 찾아서 80년대 농민대투쟁이 시작되다, 소몰이 투쟁의 전개」, 『농정신문』,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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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똥밭에 재벌은 돈밭에. 돼지똥 밟고 엄마 울고 소똥 밟고 아빠 운다. 농민은 선진조국의 머
슴인가. 밀려오는 외국 소에 죽어나는 한국농민. 양키 강냉이 먹고 설사하는 한우. 열나게 일했더니
신나게 수입하네.’19)
소몰이 투쟁은 여러 모로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이전에 주로 성당 안이나 실내에서 하던 집회와 달리
소를 몰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두로 진출하는 투쟁으로 변했고, 경찰도 소가 날뛸 것을 염려해 함부
로 최루탄을 쏘지 못했다. 소몰이 투쟁은 농민들이 경찰 저지선을 쉽게 뚫고 나가 일반 농민과 지역 주민
에게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민의 억울함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해외의 지원을 받아 가톨릭 농민운동 등이 성장 할 수 있었지만, 농민들에게 점차로 반미의 구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 중심으로 반미감정이 발생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졌고, 미국산 사료 등은 적대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원조 등은 식량 수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미국 잉여농산물의 과도 유
입으로 인해 농업 기반이 파괴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농엉영역에서 미국은 시장의 경쟁자로 인식되게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발생했다.

4) 1차 세계화의 파고와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그림 3-4> 수입개방 반대시위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
상수지 적자에 직면하여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의
19) 농민운동단체의 구호, 민추사, 1988.

제3장 한국의 농민운동과 ‘농업개방 반대’의 동아시아 연대

69

비교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대자본의
요구에 의한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과정이 우루과이라운드였고 이를 통해 GATT체제는 WTO체제로 이
행했다. 농민들은 1990년대 이후 GATT, UR, WTO, FTA 등 다양한 경제체제가 등장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은 끊임없이 위협받았다. 당시 농민들은 계속 새로이 등장하는 농업관련 조직을 설명하는 다양한
영어 약자를 외우기 어려웠다고 한다. 지속적인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고 기구화되고 있어서, 농민단체들
은 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들어내기 무척어려워했다.
전국농민회나 농어촌사회연구소 같은 조직에서는 이미 협상에 대해 파악하고 90년부터 반대 서명운동
을 벌이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전농은 ‘제2의 을사조약 UR협상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를 발표하기도 했다. 농협에서 주도한 ‘쌀 수입 개방 반대 서명운동’에는 1,3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전국의 대학교수 및 강사, 연구소 박사 3,000여 명이 참가해 UR을 반대하는 운동. 1991년에 소위 G7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
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었고, 이는 곧 한국 농업의 사망선고였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걸고 쌀 시장
을 지키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당시 소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괴한들이 “반공이 최고다”,
“너희들 하는 짓은 이북이 좋아한다”며 농민들에 대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농민운동단체의 성명서
“역사 이래 수천년 이 겨레의 생명을 연면히 이어 온 우리 농민은 이 나라 기초산업의 역군으로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황소같이 일했지만, 현 정권의 살인적인 농업희생정책으로 말미암아 태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줄줄히 파멸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 오형
제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보라! 80년 후 정부는 엄청난 소와 쇠고기 수입으로 6천억원 벌고 농민
은 소값 폭락으로 2조원 이상 적자를 보았다. ...정부는 이미 미국의 압력에 90년대까지 모든 농축
산수입개방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업소득보장은 틀렸으니 농외소득증대라는 미명하
에, 도시 실업자 문제와 공해추방운동을 무마시키며, 농민불만을 해소시키는 것처럼 공해산업을 농
촌에 유치시켜 저임금 노동력을 수탈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환경마저 파괴하려는 것이다.”20)
가톨릭 농민회의 식민주의 비판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농민이다. 일본의 신식민주의적 경제침탈을 반대
한다. 등을 논의하며, 민족의 자립경제와 자주존엄을 위해 천만

21)

농민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위의 선언서는 농업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피폐화해갔음을 보여준다. 산업화 중심의 경
제발전이 확고해지면서 농업과 농민은 배제되기 시작했고, 전지구화적 시장 자유화의 영향을 한국의 어
떤 세력보다도 먼저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연대에 의해 농민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했지만, 세
20) (현정권은 농민의 죽음을 보상하라! 한국 가톨릭 농민회, 1986)
21) 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21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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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의 파고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농민들이었다고 볼 수있다. 또한 농민들은 이에 대해
이는 일종의 식민주의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자유무역의 확장이 일종의 식민주의적 상황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농민들은 1987년의 고추값 폭락과 수세제도의 불합리성 및 농지개량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에 항의하
여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서 수세투쟁과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을 전개했다. 1988년 11월 1일 전국수세
폐지대책위원회 등을 꾸리고 수세폐지와 고추전량 수매를 위한 투쟁을 전국 각지에서 400여 차례나 전
개하였다.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가 실시되었고 농산
물 제값받기 투쟁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추값은
나날이 폭락하였다. 정부의 저곡가정책에 분노한 농민들은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자신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의도광장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UR협상을 통한 농축산물수입자유화 정책의 확대실시로 전농은 UR협상저지 투
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1989년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농업은 세계화의
격랑 속에 내던져지게 된다.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전농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1986년부터 밀실에서
진행된 UR협상(농산물의 전면개방과 저관세화 내용으로 타결됨) 저지, ‘농어촌종합발전대책’(1990년)이
라는 명목 아래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을 포기하려는 농업축소정책 분쇄투쟁 (윤수종, 2010)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면서 외국의 농축산물수입압력이 거의 모든 농축산물로 확산되었고, 전
농의 투쟁은 주로 협상거부 및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반농민적 자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갔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장쟁취운동,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운동, 골프장반대투쟁, 잎담배전량수매투쟁, 농협개혁투
쟁 등을 전개하였다.(윤수종,2010)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고립을 택할 것인가,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담화를 했고, 이는 농민단체들의 본격적인 반발에 맞닥뜨렸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저는 그 동안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한 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
감하면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성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든 쌀만은 지켜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왔습
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우리 나라만이 미련하리만큼 홀로 남
으면서까지 비장한 각오로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벼랑에까지 우리는 갔었습
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쌀을 지키기 위해 가트(GATT)체제를 거부하고 국제적 고아로 혼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가트 체
제를 수용하면서 세계화, 국제화, 미래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과연 국
가 이익이 무엇인지를 놓고, 대통령으로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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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가지 길 가운데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고립보다는 가트 체제 속의 경쟁과 협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국부를 신장시
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고아가 되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도, 발전
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을 닫고 지키는 쇄국보다는 문을 열고 나가는 개국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과 개혁, 바로 거기에 민족의 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고려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분명히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진실로 ‘이제 이 길밖에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
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시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련을 이
겨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거대한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신다면, 그 동안 제가 겪어야 했
던 고충과 진실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UR 협상의 흐름과 그에 따른 정부대책과 노력을 그
때그때 소상하게 알려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 나아가 항복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인 주화파와 척화파의 논쟁
을 연상하게 됩니다. 주화파인 최명길 선생은 이 나라가 오랑캐의 말발굽에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항복문서를 썼습니다. 척화파인 김상헌 선생은 오랑캐한테 항복할 수는 없다고 그 항복문서
를 찢었습니다. 최명길 선생은 찢어진 항복문서를 주워서 다시 붙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항복문서를 찢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되고, 찢겨진 항서를 다시 주워 붙이
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裂破者 不可無, 補褶者 不可無). 그 모두가 애국적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찬반양론 역시 나라를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개방론자는 매국노요, 반대론자는 애국자라는 이분법은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
이한 개방과 그에 대한 반대가 정쟁으로 번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합해 개방에 대비할 일이지, 네탓 내탓을 따지면서 편싸움을 할 일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계를 직시하고, 나라와 겨레의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라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저의 충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치열한 국제경쟁 앞에서,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정쟁은 우리 민족의 진취적 에너지를 스스
로 소진하는 일일뿐더러, 변화와 개혁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낙오하게 만들
뿐입니다.
UR 은 우리에겐 개방과 국제화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국제경쟁력 강
화를 위한 절대절명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높은 비용, 낮은 효율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
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마음의 안식처인 농촌을 새롭게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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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조개선을 앞당기는 것, 농산물 개방과 관련한 이익을 농민에게 돌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생기는 이익을 농촌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 농가 보상, 농지를 비롯한 농업 관련 제도와 구조의 개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결코 미봉책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이 피부로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민 대책을 착
실하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앞당겨 실시토록 하는 등 농
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쌀 개방을 감내할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쌀 개방만은 한사코 막아야 하겠다는 그 열정과 애국심으로 개방
속의 우리 농촌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농촌, 우리 농민을 돌보지 않으면서 외국이
우리의 농촌, 우리 농민을 지켜 주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힘을 합해 이 어려운 시대를, 냉엄한 국제현실
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결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습니다. 시련 앞에서 국론이 분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각오로 다함께 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새롭게 일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
습니다. 우리 농업의 끝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쌀 수입 개방을 막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더욱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그
리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겸허한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리는 바입니
다. 감사합니다.22)
김영삼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이것을 일종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
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개방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농민운동단체들은 분노
를 하고, 수입개방에 대해 반대했다.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여부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하라!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시장 만큼은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한 김영삼 대통령의
12.9 특별담화를 접하면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 없다. 불과 50분만의 회담후 허신행 장관
이 항복선언을 했고, 이제 대통령마저 쌀개방을 천명하였으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
리는 이제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지키고, 나아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투쟁해나
갈 것이다. ... 개방이냐? 고립이냐?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더군다나 옳지 못하다. ...우리는 기필코 저지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600만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적 문제이기
에 우리의 이러한 투쟁은 당연하다.23)
이 시기 한국 농민운동들의 저항은 대대적이었다. 한국인들은 쌀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
대적으로 반대했다. 두가지 일화가 농민들의 저항을 가장 간명하게 보여준다. 1991년 말 농협이 ‘쌀수입
개방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약 40일 만에 한국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이르는 1300
22) 1993. 12. 9. UR 협상 타결과 관련한 대통령 담화문
23) 1993.12.122.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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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 서명했다. 이는 세계적 기록을 보여주는 '기네스북' 1991년판에 "가장 짧은 기간에 얻은 가장
많은 서명"으로 등재됐다.
1993년 3월 다양한 분야의 168개 단체들이 한국의 쌀시장을 지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쌀 지키
기 범국민 대책회의'를 만들었다. 이 모임은 결성식에서 쌀이 한국인들의 주식으로서 "한민족의 피요 살
이며 영혼"이라고 선언하며, 미국 정부에 600만 한국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압
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미국의 압력에 항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창립대회서는 미국이 1986년
9월부터 주도해온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자유화 협상'을 통한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토론
회를 열었다. 또한 1993년 6월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과 공동으로 미국의 압력에 반대하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24)했다.
당시 쌀개방에 대해 동일한 압력이 제기되어서 국책기간에서는 각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 연
구가 나왔다. 국가별로 쌀개방은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서 한국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개방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책적 대상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이 발생했다. 이는 동일한 시장개
방의 압력을 경험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었다. (국가별 분석에 대한 논의) 국가차원
에서도 대만과 일본의 전략을 검토하는 보고서들이 출간되었다.

4 ❚ 국제연대와 동아시아의 농민운동

1) 동아시아의 농민운동과 연대
동아시아의 농민연대의 기원은 일본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본 식민지하에서 아시아
농민운동에 대한 국제주의적 시각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좌파 운동가들의 시각이었을 뿐 농민
회의 조직화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식민통치 이후 이것이 잘 연계되지도 않았었
다. 일본 식민통치하 1930년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농민운동의 성격이런 농민운동의 지향은 지속25)되
었지만 실질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가톨릭 농민회 등에는 해외의 지원을 통해 농민운동단체의 국제적 연대가 존재했다. 이후 민족경
제 단위에서 각국의 농업이 발전하면서 국제적 연대의 계기는 그다지 형성되지 않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에서도 시장 개방으로 인한 압력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우선 국가별 농민운동의 발전과정과 핵심문제를 간략히 검토해보겠다.
24) http://m.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514 이재봉, [문학예술 속의 반미] 문민정부 출범과 정치문화의 변화 그리고
반미, 프레시안, 2015.06.23
25) 滄桑十年：簡吉與臺灣農民運動1924-1934 (공)저: 蔡石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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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우 1988.5.20 五二０農民運動爆發하게 되는데, 대만도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농업/농민 문
제가 발생했다. 현재 대만 농민운동은 대체로 지역운동과 환경운동으로 흡수되어갔지만, 강력한 농민운
동이 존재했었다.
대만의 삼단계 토지개혁은 소농계급을 농촌 사회 구조의 핵심으로 상정했다. 일반적으로 소농은 보수
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그래서 대만의 정치화 사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상당히 장시간 동한 사회적
역량과 기초를 형성. 권위주의 체제와 소농의 보수적 성격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의 대략 40년간
대만 사회에서 농민운동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민운동의 변화는 대만
농민운동이 사회변화와 관련이 있다. 대만이 민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1980~1986년 사이, 過消費者運
動、反汙染自力救濟運動、生態保育運動、婦女運動、原住民人權運動、學生運動、和新約教會抗議運動等 7 種新
興社會運動이 등하면서. 명확히 투쟁의 주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만의 농민운동은 1988년 봄에 시작되었다. 대만정부는 대만의 수입농산품을 증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으며 1988년 5월에 윈린지역의 농민회가 “농민을 희생시키고 시장
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부의 농민들이 타이페이에 모여 시위를 했다. 그리
고 이 상황에서 7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농업 보험, 농민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 비료의 무상 판매,
농협의 위원장 임명제 폐지, 수고(농업용수저장고) 위원장의 임명제의 폐지, 농업부의 신설과 농업용지의
자유로운 매매”등이 중요한 주장이었다. 농민운동은 계엄령해제이후 중요한 민중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
다. 13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농민관련 보험 등을 신설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기
시작26)했다. 이는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의 중요한 군중 시위였다.

<그림 3-5> 88년 대만농민운동의 시위

26) 林士清, 反思520農民運動：台灣農業政策的未竟之功 20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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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본격화되면서 농민운동은 적극적으로 국제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대만
농민연맹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농촌과 농민운동을 둘러봤다. 대만 농민운돋 단체는 “지난해
(1987) 물밀 듯 밀려오는 미국산 농산물 때문에 점차 곤경에 빠진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농산물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이라 결성할 때부터 국민당정부쪽으로부터 탄압을 받았
다. 계엄령해제 이후로도 ‘불순한 단체;라고 선전하는 등 이간･탄압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봄 타이베이
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미국농산물 수입반대 시위를 주최하고 공업관계 강연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다.
지방에서 열리는 연설회에는 많으면 8천명이 모이는 등 농민들의 과심과 참여가 놀랄만하게 커지고 있
다. 연맹 발족 1년여만에 지금은 정회원이 5천명에 이르고, 18개 현에 지부가 결성됐다. 한국의 농민운
동의 경우 농촌 구석구석까지 플래카드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농민운동이 우리
보다 광범위하고 활발하다는 느낌27)이다. 대만농민운동 단체들에게 한국 농민운동은 일종의 자극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농민운동의 모범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한국의 농민운동의 강력한 투쟁 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농민운동은 일본의 사회운동에서 오랜 역사가 있다. 조직화가 잘되어있으며 지역별로 상당한 기
층조직을 확보했다고 볼 수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외의 쌀을 수입개방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 식민지시대 오사카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햇 조선의 쌀을 이출했으며,
1980년대에도 한국산 쌀을 수입해서 곡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농민운
동단체들은 오사카 항만에서 수입하는 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데모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산 농산품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다. 이런 강력한 농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자유무역의
규범은 확산되어갔고 1993년 호소카와 총리는 일본의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림 3-6> 한국산 쌀 수입 반대하는 해상데모(1984)

27) 개방 뒤 미농산물이 내수 50% 잠식 한국에 온 대만농민연대 대표단 인터뷰 한겨레. 198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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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당시의 호소카와의 연설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교해보면 당시의 상황과 해결방
법 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호소카와 연설문28)
오늘 나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상에 대한 최종 합의안 의장 조정안의 수락을 정식으로 결정하
고 방금 국무회의에서 양해를 얻어 가트 사무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협상의 지금까지의 경위 나 결정에 이른 이유, 향후 국내 농업 시책의 기본 방침에
대해 어 설명하고 농가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해기를 바랍니다.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칠년이 됩니다만, 이 협상이 결정될 여부가 자유 무역 체제 또
는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로 백 열 여섯에
이르는 다수의 국가가 각각의 이해를 짊어지면서 열 다섯에 이르는 폭 넓은 분야에서 현재의 국제
무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격전을 벌이는 어려운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열 다섯의 협상 분야 중 하나인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산품 분야에 비해 반드시 충분한
무역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국제 규칙이 만들어
지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식량 세계 최대 수입국의 입장에서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이
과연 해온 역할을 중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 무역을 왜곡 해왔다고 비난받게 되는 수출 보
조금에 제동을 거는 것 등을 호소 농산물의 수입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했고, 물을 가득 머금은 논과 풍부하
게 여문 이삭은 벚꽃과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일본 열도의 상징이며, 쌀 국토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도 둘도 없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와 국민의 마음에 특별한 입지를 갖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결의의 취지를 살려 포괄적 관세화 예외 취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협상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원은 정부를 격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최종 국면을 맞이하고 세계의 대세는 포괄적 관세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의 중
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굳어 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무국은 라운드 전체의 성공 을
위한 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여 빠듯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전일 우리나라에 이를
제시 왔습니다.
이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쌀에 대해서는 1998 칠년 육 년간 관세화를 실시하
지 않을 수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단계적으로 국내 소비량의 4 % ~ 8 %까지 최저 수입량 소위
미니멈 액세스를 허용한다. 또한 이러한 특례 조치를 칠 년째 이후에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육 년
째 들어서는 재협상하지만, 어쨌든 그 때는 일정한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협상을 실시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쌀 이외의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관세화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정안은 일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자간 협상을 타결지도에 해당
하는 상으로, 협상의 정리 역이다 가트 사무국이 각국의 대립하는 의견을 잘 듣는 상기 최대 공약수
28) [일자] 1993 년 12 월 14 일 [출처] 호소카와 연설집, 186-190 쪽. 미일 관계 자료집 1945-97,1256-12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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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최종안으로 정리 한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상
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를 받고, 일본은 이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어려운 결정을 직면
하게 될 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선택은 다음의 세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고 다른 조정안을 내고 포괄적 관세화에 반대를 계속하는 길 .
둘째는 농업 합의안의 원칙으로 돌아 쌀을 포함한 포괄적 관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
셋째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고,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빠듯
한 타협점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길,
먼저 첫 번째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수정안을 내놓아도 협상의 현상으로 보아 찬성하는 국가는
전무하며, 따라서 이 길을 취할 수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두 번째 용도는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도저히 이 길을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조정안이 대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우리나라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루
과이 라운드가 붕괴 그 자체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비난을 받는 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호주의를 조장
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관계국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
입 제한에 대해, 양국 간 협의에서 더욱 엄격한 조건을 받아 들일 것을 강요당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나는 미래에 걸친 국익을 생각하
고, 내 책임은 방금 말씀 드린 세 번째 길을 받아 들일 것으로 했습니다.
쌀과 농촌에 대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깊은 애착을 가진 나의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말할 수있어 쌀
의 수입에 길을 여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힘들어 바로 심정의 결정이고 또 했다. 우리나라 年来의
주장을 백퍼센트 달성할 수 없으며, 쌀의 국내 완전히 자급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상기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일본이 전후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국가의 재건
에 성공하여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에 이르렀다 눈부신 부흥 뒤에 자유 무역 체제의 틀이
있고, 이 틀에서 우리나라가 누린 이익과 혜택은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위해, 또한 세계를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를 실패시킬 수 결코 허용 할 수
없다 각별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칠 년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제창 한 것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이었음도 신경써야 합니다. 실패의 책임의 일단을 일본이지게 되는 사태를 피해
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세계 동시 불황의 한중간에 있어서는 더욱 우루과이 라운
드의 성공이 세계 경제에 밝은 전망을 개척 이십 세기에 남겨진 아마 유일한 관건이라고 나는 확신
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백 열 여섯 나라와 지역의 각각이 스스로의 몸을 깎아 고통
을 나눔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걸고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 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본의 번
영도 결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 속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즉 농가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산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생
산 기반의 정비, 경영면에서의 조건 정비 등에 힘, 농업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의 황폐
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입지 조건이 엄격한 중산간 지역 등의 활성화에도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동시에 소비자 분들에 대해 하물며도 식량의 안정 공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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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결의입니다.
이 고통은 세계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열린 국가가 되기위한 진통의 시련입니다. 그 고통을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농가 분들 만 부담시키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이해 나누고 싶다고
생각이고 있습니다. 거듭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쌀개방 문제를 국가의 식량안보의 문제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하며 쌀개방 자
체를 반대해왔다. 식량은 민족혼이라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되었고, 천황은 황궁에서 일종의
의례로 쌀농사를 하는 것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쌀은 단순히 물질적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신도
종교 체계내에서 일종의 신의 위상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의 농부들은 사회당의 핵심 구성세
력이었다.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정치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또한 일본에
서의 시장 경쟁력도 일본 사회 내에서 다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29). 일본의 농업은 실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못한데 국가의 보호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한다. 호소카와의
담화문을 보면 무역개방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생존과 겹부된다는 방식으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지만, 일
본의 경우에는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와 기여와 연결되고 있다며 일종의 일본의 책임론을 제
기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의 농업과 농민이 점유하고 있는 상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구조개혁
을 통해 일본 농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방의 입장
에 대하여 농민운동 단체들은 이를 국민의 식량과 건강의 차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당시 농민운동 단체는 농민운동의 성과30)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전국 “국민 음식과 건강을 지키는 운동 전국 연락회”는 1990 년 3 월 25 일, 각지에서 활동이 시
작되어 국민 음식과 건강, 농업을 보호 운동의 지속적인 전국 연락 센터 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 년.食健連 운동이 발전하는 전환기가 된 2개의 중요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수입 저지 해상 시위
1984년 나카소네 내각은 농민에 희생을 강제하면서 쌀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서 15 만 t의 쌀을 긴
급 수입했습니다. 요코하마의 항만 노동자는 "일본 주식을 지키자"고 해상 시위를 계획. 그때 쌀값
투쟁에서 상경했다 동북 농민이 합류 해 7 월 25 일, 역사적인 노동자와 농민의 해상 시위가 벌어
졌습니다.
파도에 휘날리는 오히려 깃발과 붉은 깃발. 선상에서 단단히 손을 잡고 노동자와 농민. 데모 신청을
접수 한 경찰관은 "노동 조합도 가끔 좋은 일해라“라고. 항만 노동자는 배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치고 시위를 성공 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민이 항구에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다. 수입되는 농산물은 항구들 말뚝 박기 매우
29) DAVID E. SANGER,“Japanese Reluctantly Agree to Open Rice Market”,NYTIMES, December 8, 1993
30) http://www.nouminren.ne.jp/dat/201006/20100621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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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게 된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알리자 "고 항구 시위를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있는 식
품은 일본의 땅에서 '라는 여론을 크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림 3-7> 농업개방 반대운동

- 1993년 12월 14일, 호소카와 내각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합의안을 받아 미국의 자유화를 단
행했습니다. 食健連 농민 련은 12 월 6 일부터 10 일에 걸쳐 '쌀 수입 자유화 저지 일본 농업을
지킨다」행동을 전개. 비를 맞으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일본을 뒤흔든 10일 "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의 자유화가 정해 졌다고 포기하지 말라 .WTO 협정의 국회
비준을 저지하자"고 전국에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 분노가 폭발 한 것이 10월 8일 1만명 집회
(도쿄 猿江 공원)였습니다.
농민운동이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연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있듯이, 일본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한국 쌀의 수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저가
의 쌀이 수입에 대해 일본의 농민들이 반대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연대의 세력이 아니라, 한국의
농민은 일본의 농민들에게는 일종의 경쟁대상으로 인식되는 시기도 했었다. 하지만 점차로 자유무역시장
의 규범이 확산되어가고 미국산 쌀의 개방으로 문제가 모아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농민들은 국제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런 연대는 기층조직 뿐아니라, 농협 등 일종의 반관반민 농민단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 대만등 3개국 농민대표들은 28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각국의 쌀 등 주식 자급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야만 한다고 전제, 지금까지의 쌀 수입 반대정책의 변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호선 한국농협중앙회장과 호리우지 미쓰구 일본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우밍친 대만 농협회장은 이날 동
경에서 합동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쌀 시장 개방을 요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
다. 한회장은 농업이 현재 구조개편 과정에 있다고 지적, 오는 2천년 이후에는 쌀시장을 개방하기 시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리우치 회장은 쌀이 일본의 주식임을 강조하고 모든 나라들은 안보상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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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본식품의 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국 대표들은 12/3일 우루과이라운두 최종회
담에 때맞춰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농민항의대회에 참가31)했다. 이런 방식을 각국의 농협차원에서도
공동행동을 도모했다. 농협은 일반농민운동 단체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런 반
관반민의 단체조차도 연대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농협단위의 국제연대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단위의 연대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농민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전농의 농민이 참가해서 한국 농업의 현황과 WTO
반대 운동32)에 대해 소개를 하기도 했다. 기존의 조직화된 기층 농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를
하고 교류를 했다.
“우리 농민 총 연맹은 전국 95 번째의시･군에 이십 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약간 과격이라고하여
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직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도 이백 명이 연행되고, 나를 포함한 네 명이 체포
되었습니다. 정 의장과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수입 증가로 악화 일로의 농업 경제･빈곤화
그런데, 한국의 농업 인구는 1993 년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를 끼고 백만 명 가까이 감소 후계자 부
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매
년 이십 팔만 구 천 헥타르의 농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보상하는 제도가 취해지지 않은 채 수입 자
유화 정책이 취해져 수입에 따라 농축산 물 가격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 사십
퍼센트의 농가가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IMF 관리 체제 하에서 약
일흔 %의 농가가 부채로 고통 받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작목의 폭이 좁아 생산 기반이 붕괴 농가 소득이 더 떨
어지는 부채가 급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급률도 미국 이외의 전 품목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수입 가격 불안정의 사이클이 단축 확대되고 작목에 따라 과잉 폭락이 계속되고 있습
니다. 닭고기의 수입이 증가, 계란, 귤의 가격도 폭락 더욱 밭농사가 과수 등으로 전환되는 등 작물
체계 자체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WTO의 협상이 시작된 이후, 농업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WTO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합법적인 부의 독점을 위한 기구이며, 인식하고 있습니다.
WTO는 겉으로는 차별없는 무역, 더 자유로운 무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우리는 이것
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WTO의 핵심 목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
이 무역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세계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며, 제 3 세계의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입니다.
국제 연대의 힘으로 WTO를 침몰 시키자
다음은 한국에서 WTO 반대 투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만, 한국에는 "투자 협

31) 쌀개방반대 공동성명/ 한일대만 농민대표. 경향신문 1990.11.29.
32) http://www.nouminren.ne.jp/dat/200003/2000030605.ht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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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WTO 반대 국민 행동 '이라는 연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단체와 노동 단체 등 다양
한 단체가 가맹하고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 연대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되지 않고 전 세계의 농민과 힘을 모아이
WTO를 시가 비에서도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제 연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농업은 WTO 협상에서 선진국 수준의 관세 인하가 재촉 당해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퇴출되면 그야말로 비참한 붕괴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운명을 걸고 승부를 걸
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 WTO 등 신자유주의 정책, 세계화 속에서 한국 농업은 더할 나위없는 고통
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민, 농민 단체 여러분, 세계 농민, 또한 진보적 인 단체와 힘을 합쳐 기필코 승리를 이루고
싶습니다.“33)
농민운동단체의 연설은 한국의 농민운동이 과격하다는 동아시아의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대가 필수적임을 언급한다. 하지만 각국에서 농업/농민이 처한
상황은 다소 상이했다고 보 ㄹ수있다. 한국/일본/대만이 쌀개방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각각 상의하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비교적 생존권의 문제로 정의한다. 한국의 경우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나, 개방
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이것이 모두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국가의 국격을 논의하면서, 일본에서 쌀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가의 농산품대신 일본의 안전하고 질좋은 농산품을 강조한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런 논의보다는 농민의 생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후 점차적으로 농민운동에서 해외농
산품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산지소, 신토불이 등 농업민족주의와 유기체론에 대한 방향으로 발전되어갔으
며, 생태환경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각국의 상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일대만의 농민들은 연대하기
시작했다. 정부 측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동향을 조사했다면 다양한 농민단체들의 연대
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각국의 농협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형성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농협은 극동농협협력위원회를 구성 선진국의 농산물수입개방압력에 공동대처. 농산물수입자유화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이 공동조치, 농협업무에 관한 기술적/경제적 협력을 강화/ 국제협동조합운동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34)을 했다.
이후 이런 국제적 연대의 활동들은 비아캄펜시나 설립, 아시아농민연합 등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발전
했다.
- ‘비아 캄페시나’(국제 농민운동 단체) : 1993년 설립, 농민운동단체, 신자유주의 반대, 식량주권,
생태 농업 등을 강조
*아시아 연대의 노력 -아시아농민연합(2002)

33) <韓国の農業の現状とＷＴＯ反対の運動韓国・全国農民会総聯盟>, 劉相郁氏 http://www.nouminren.ne.jp/dat/200003/20000
30605.htm#01
34) 경향신문. 19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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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Dhrra의 주관으로 지속,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5개국의 농민간 교환방
문프로그램.
아시아 연대를 위한 지속적인 풀뿌리 차원의 교류와 연대 등은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국제
기구 차원의 규범을 형성하거나 자유무역에 대항하는 국제적 차원의 규범을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기구들은 UN차원의 국제기구적 활동이라기 보다는 풀뿌리 활동의 확산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파고앞에서 이런 국제연대는 다소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단위국가경제에서 보호주의적 경향에
기반한 농민운동은 국제연대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있다. 이후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보호운동이나 공정무역 등이 강조되고 있고,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농산품과 생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2) 한국 농민운동의 세계농민운동/반세계화 운동에의 영향

한국 농민운동은 반세계화 운동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의 홍콩에서의 시위현장
이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반세계화운동이 세계각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홍
콩의 사회운동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35)되고 있다.
멕시코 칸쿤의 이경해 열사(2003)/ 이후 홍콩에서의 투쟁(2005)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직접행동의 사례 중의 하나는 반세계화운동에서 보여진 강력한 농민운동의
조직력과 단결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들이 2003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각료회
의에 2000여명의 투쟁단을 파견, 농업･농촌 보호와 농민생존권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
을 펼쳤다. 한농연과 전농 등의 농민단체들은 ‘WTO홍콩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농민투쟁단’을 공동
으로 구성해서 홍콩 현지에서 한국농민결의대회 등을 펼쳤다. 강민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은 “DDA농
업협상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과 전 세계 민중진영의
저항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 미국과 EU 등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100%내외에서
관세상한이 설정되고 급격한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금 감축이 이뤄지면 우리농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
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농민들이 홍콩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민단체들은
전세계 농민진영과의 연대투쟁을 통한 홍콩 각료회의의 무산을 투쟁의 목표로 정했다”면서 “WTO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고, 각국의 주곡에 대해서는 WTO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얻어낼 것”이
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농 1300여명, 한농연 150여명, 전여농 150여명, 가농

35) http://ubeat.com.cuhk.edu.hk/%E9%9F%93%E8%BE%B2%E5%8F%8D%E4%B8%96%E8%B2%BF%E7%A4%BA%E
5%A8%81-%E6%92%92%E6%8A%97%E7%88%AD%E6%96%87%E5%8C%96%E7%A8%AE%E5%A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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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WTO국민연대 100여명 등 2000여명이 농민투쟁단에 참여키로 한 것으로 알렸다. 한편 WTO
는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서 DDA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8일 WTO일반이사회, 19일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등이 참가하는 5개국 각료급
회의 등이 열렸으나 협상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36)
이경해는 “"지금 인류는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
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이 말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
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고 주장37)했다. 전여농 이혜자 정책위원장은 15년동안 농사를 짓
다가 올라왔으며 15년 농사를 지은 댓가는 1억이 넘는 농가부채였다며 우리 농민들의 처지와 현실을
개탄해 하였다. 더구나 이제 WTO쌀개방 이후 우리농민들은 당장 내년엔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
하다며 한국은 현재 농본기 임에도 불구하고 1300여명의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홍콩으로 찾아 왔다고
말했다. 박하순 공동집행위원장은 97년 IMF를 맞이한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빈익빈 부익부로 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 총소득은 지난3년간 성
장을 멈추고 있다며그 원인은 초국적 자본이 한국경제육성을 통한 이윤창출이 아닌 대규모구조조정이라
는 수탈구조를 통해 노동자 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상황뿐 아니라 WTO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민중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연대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
홍콩투쟁단 1500여명은 13일 오전10시"한국민중투쟁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박6일 홍콩투
쟁단은 "비폭력 평화투쟁"을 원칙으로 시위를 했다. “무엇보다 이번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아내기 위한 세계민중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힘차게 벌여갈 것이며 성과있는 결실을 가지고 돌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38).
농민들은 강력한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했고 이런 투쟁의 모습은 홍콩의 시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
겼다. 홍콩 현지언론과 경찰당국은 세계곳곳에서 방문하고 있는 WTO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을 벌이는
각국의 NGO들과는 다르게 한국민의 대규모 참여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투쟁단 활동을 예의 주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 (WTO) 여섯 번 장관급 회의를 어제 홍콩에서 湾仔 엑스포 센터에서 열렸다, 대만･필리
핀 남한 등의 시위자들은 잇달아 걷게 거리에서 하루 시위 지속적으로 시위를 했다. 남한 시위자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대줄･물병 공격으로 인해 경찰과 충돌했다.
십여 명의 시위자들은 온 나라 四千多 사람은 대략; 중 약 70 명이 체포되었다. 어제 아침, 필리핀
36) http://polymerhk.com/articles/2015/07/04/17846/
37) http://news.joins.com/article/226475
3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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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동남아 지역 온 3백 명의 어부, 바다 위에서 진행 시위.그들은 두 배를 타고 by 尖沙咀 부두를 출발해
해상 시위를 했다. 한 전람 센터 근처 바다에서 먼저 구호를 외치며 네 차례 해상으로 낙하하며 항의를
했다. 세계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이런 어부들은 세계화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다. 시위 군중들은 WTO로
인한 불공평한 무역에 반대했다. 남한 농민들은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시위를 이끌고 있었다.“39)
“시위 행렬을 하다 말고, 음악, 무용등을 한다. 시위대가 음악에 맞추어 징과 북으로 꾕가리를 친다.
한국의 전통춤을 추면서 시위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드고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다. 각종
구호를 하면서 사람들이 시위에 활발히 참여한다. 시위는 일종의 축제처럼 상호작용이 있었다.”40)

<그림 3-8> 홍콩 반WTO시위 당시 한국 농민의 시위모습

이런 한국농민의 시위는 홍콩 시민들에게 상당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별다른 시위
문화가 없었는데 한국 농민운동의 활발한 모습은 홍콩의 시위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39) 2005/12/14 연합보
40) http://polymerhk.com/articles/2015/07/04/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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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론

동아시아에서 한국농민운동은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한국 민주화 운동의 강력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필자가 중국 등지에서 해외의 사회운동가들과 교류를 할 때 항상, 현지의 운동가들은 한국 농민운동에
대한 강렬한 인상에 대해 언급하고는 한다. 한국의 농민운동과 노동 운동 모두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
로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선봉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작업장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강력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민운동의 경우에는 농민과 농업자체가 축소되면서 강력한 조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연대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농민운동의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농민운동은 운동의 성격상
조직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규모 작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달리 농민들은 분산되어 생활
하기에 조직화는 어렵다. 하지만 세계무역시장 개방이라는 엄청난 구조변화로 인해 한국, 일본, 대만의
농민들은 강력하게 조직화되었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국의
경우 이런 농민운동의 조직이 형성되는 데는 해외의 지원과 가톨릭의 사회활동의 기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종교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농민의 활동이
조직화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전국적 농민조직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조직은 이후 농
업과 농민에게 닥친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저항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탈냉전이후 민주화의 규범이 확산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규범이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확산되어갔다. 이과정에서 제조업과 공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발전전략이
확정되면서 농업과 농민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지위나 상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다양한 저항방식, 국제연대를 통해 저항을 전개했다. 이들의 활동은 서로의 행동전략에
대한 학습, 교류,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에 대항하는 차원의 규범을 만들어 자유무역,
무역개방에 저항하는 규범과 강력한 국제기구를 형성하기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반세계화운동이 강화되
면서 비아캄펜시나 등의 농민 연대 단체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국제 연대 활동들이 국내정치나 사회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연대 활동으로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농업은 지산지소, 신토불이 및 유기농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농촌과
농업의 일종의 도파구로서 유기농, 생태운동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변화가 생명공동체 운동 등이다. 김승오 신부는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 <한국
가톨릭농민회와 생명공동체운동>란 글에서 방향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첫째, 민족자립농업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서대립의 해소와 그에 따른 세계화 추세에서도 민족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한 수단을 자급해야한다는 시각이다. 여타 산업에 더 이상 희생될 수
없는 농업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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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본적인 변혁의 관점이다. 즉 생명･공동체운동은 개인적 삶의 각성과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로
시작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운동이 구조와 체제의 문제에 집중하여 인간과 구체적인 생활, 영성의
문제를 차선으로 돌렸던 경향에 대해 반성하면서, 생명공동체운동은 현대 물질문명의 비인간화된 가치관
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세계의 새 변혁을 이루는 근본적인 변혁에 우선적인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셋째, 생태론적인 관점이다. 이는 생명･공동체운동은 인간과 사회의 물질적 생활에도 관계하지만 전체
생태계의 보호유지와 조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즉 환경보전형 지속농업과 소비 형태로의 전
환을 위한 유기순환적인 농업의 관점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농업자체에 대해 산업적인 가치가 아니라 고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먹거리 안전, 일본 농업의 일종의 우위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켰다. 점차로 생태위기, 환경문
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이 갖고 있는 산업적 가치가 아니라 생태적, 문화
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의 새로운 연대활동들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 중심적 방식의 농업인식 농민운동 인식에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 가치 탐색과 연대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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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제 연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장면들을 발굴
하고, 기록하고, 이론적 해석들을 해왔다. 지난 30년간 이런 노력들을 토대로 엄청난 지적 성과가 축적되
어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국내적 차원의 민주화 운동과 국내 정치 변동을 설명해왔다. 특히
1970년대 반독재 투쟁과 1980년대 학생운동이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이런 접근들은 한국 시민사회가
수십 년간의 반독재 운동을 통해 1987년 민주화에 도달하는 서사의 틀을 갖고 있다. 이른바 ‘일국적
진보의 서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면, 일국적 진보의 서사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변화들이 생겨났다. 물론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지만,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고 다양한 분야로 안정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오히려 권위주
의 체제의 유산이 지속되고, 심지어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현상을 보였다. 민주주의는 단선적으
로 진보하지 않으며, 기존의 권위주의의 유산과 국제적 지정학에 발목 잡혀 있기도 하고, 세계적 정치경
제학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사회의 민주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특히
미국 학계의 동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자체를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을 문화론적, 문명론적으로 접근하여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저발전 요인을 유교
문화나 비서구 문명 자체의 특성으로 치부한다. 이들은 동아시아에는 민주주의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구/비서구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각 지역의 차이를 본질화(essentialize)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Bell 2013, Shin 2012, Kim 2014, Youngs 2015). 이를 소위 ‘반민주 문명론’이라고 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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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엔 민주주의가 부적합하며, 유교적 유산으로 인해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할 것
이라는 반민주 문명론의 예상도 오류였음이 곧 증명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어떤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헌팅턴(Huntington 1991)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제 3의 파고Third Wave라고 부른 현상의 일환으로서,
1974-1990년 사이에 남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30여 개국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세계적 현상의 일환이었다는 보편성이 있다.
흔히 유교문명이라고 여겨지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일본, 한국, 대만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공고화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향후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가 더 성숙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연구도 있으며(Diamond and Plattner 2013),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아직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며 좀 더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한다. (Dore et al 2014)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과 대만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성공모델이다. 헌팅턴이 분류
했던 3차 민주화물결에 해당하는 80여개 국가들 중에 1/3은 현재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권위주의로 후퇴
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만이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 심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Diamond and Shin 2014).41)
결국 한편으론 내부의 사회운동의 힘과 역사의 단선적 발전을 가정하는 ‘일국적 진보론’과 , 다른 한편
으론 아시아 지역 전체를 유교문명으로 보고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반민주 문명
론’적 접근의 오류와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적 비교연구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 쇠퇴와 변화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이론적, 경험적, 역사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로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한국의 민주
주의의 국제적 차원은 무엇일까?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과 국제기구,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국제 정세의 변화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탈냉전, 미중 화해 등 지정학
적 요인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저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
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connectedness를 주목하게 해준다.
이 연구는 먼저 지역적 차원의 연대와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문제에서 출발하려 한다. 동아시아 연대
운동에 관하여 19세기 후반과 일제 초기의 동아시아연대운동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일제
하에서의 일본 주도적 동아시아연대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다. 무엇보다 1990-2000년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연대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운동시기에 많
은 국제적 지원과 연대운동이 있었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1970-80년대 기독교계
및 가톨릭계 등 종교적 네트워크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였는데, 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ODA,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채널로 아시아의 민주주의 활동을 지원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여러 국제기구와 연구소, 시민
41) 물론 한국과 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Diamond and Sh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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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네트워크의 활동에 의한 민주주의적 규범과 정책의 확산Diffusion (Grugel 2007, Gleditsch and
Ward 2006)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다음으로, 다른 제 3의 물결 민주화 국가들과 달리 한국과 대만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방
해하는 특별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지정학이다. 한국과 대만의 정치와 경제는 지정학적 환경에 의해
틀 지워져있고 이것이 다른 남유럽이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에
통합되어 다양한 기준에 맞추어 경제 개혁을 해야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다른 모든 국가들과 달리 적대
적이고 위험한 이웃국가들로 인해 위험한 지역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비무장
지대를 사이에 두고 핵개발중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대만은 남북관계보다는 덜 긴장이 있지만, 더
강력한 국가와 마주하고 있다 (Diamond and Shin 2014: 16-17). 무엇보다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는 중미 화해와 데탕트, 탈냉전이라는 지정학적 변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것은 1970-90년대 미국 정부가 추진한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 촉진 활동
Transnational Democracy Promotion(Scott 1999) 특성과 활동이다. 미국도 1970년대까지는 동맹
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후원했으나 1980년대부터는 민주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정학적 요
소가 한국과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정부가 국제 전략 차원
에서 주도해온 민주주의 촉진활동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국제적 차원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분석에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하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잠정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 이론적 틀: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 diffusion studies

1) 초국적 사회운동 연구
1970년대 이후 전지구화가 진행되고, 특히 1990년대 탈냉전이후 국제기구들과 국제 ngo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사회운동의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초국적 사회운동에 주목한 논의들이 등장했다.
이 연구들 중 사회운동이 국제화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민주화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특히 초국적 네
트워크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를 압박하는 부머랭 모델(Boomerang Model)이 제시되었다 (Kathryn
Sikkink, 1998).
이 경우 국가 A는 국내에서 철저히 저항을 탄압하여 국내 시민단체의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국내의 저항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여 국내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닫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가 A의 시민단체들이 해외의 시민단체에 관련 상황(주로 인권 침해, 민주화운동
탄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국가 B의 시민단체가 정부 B를 압박해, 그 정부가 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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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하여 권위주의 국가 A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글이 분석하려는 1970-80년대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제적 시민단체가 연대
하여 국제기구 채널을 통해 우회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부머랭 모델로 설명하기 적합하지만 (<그
림 4-1>), 국제기구가 우회하지 않고 직접 한국의 시민단체를 지원하며, 민주화 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재정적 연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2>)

<그림 4-1> 부머랭 모델(Boomerang Model)

<그림 4-2> 변경된 부머랭 모델

출처 : Markaret E. Keck and Kathryn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13.

2) 초국적 규범의 확산 연구
초국적 사회운동의 부머랭 모델의 경우, 시민단체와 정부, 국제기구의 관계와 상호작용, 네트워크와
압력의 흐름을 설명해주지만, 민주화운동의 경우엔 단순히 활동과 상호작용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운동’을 위한 가치와 규범, 아이디어들이 확산되고 수용되는 과정이 연계되어 있다.
어떤 사회에서 출현한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확산되고, 다른 사회와 다른 국가에서 수용되고 받아들여
지는가에 대해, 정책 확산 연구(policy diffusion studies)가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왔다. 이들 연구는
초국적 가치와 규범들이 주로 네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강압coercion, 경쟁
competition, 학습learning, 그리고 전유acculturation이다. (<표 4-1>)
먼저 강압은 외부 행위자가 식민지배, 군사력, 외교적 압박이나 조건부 원조, 국제기구 가입 조건 등의
수단으로 특정 가치와 제도를 받아들이게 강제하는 경우이다. 경쟁은 전지구화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정 제도를 도입하고 수용하는 현상이다. 학습은
다른 국가의 제도와 사상을 더 정당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 적극적,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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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전유는 실제로 그런 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지만, 표면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여론을 고려해 형식적으로만 그 규범을 받아들여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경
우를 의미한다.42)
<표 4-1> 초국적 규범의 네 가지 확산 메커니즘
강제 Coercion
강제력과 무력
식민지배
국제기구 가입 조건
해외 원조 조건

경쟁 Competition
최선의 모델
이익 창출
법인세 인하 경쟁
자본 유치

학습 Learning
설득
채널과 네트워크
참조 그룹
법적 전통

전유 Acculturation
정당성
상징적인 수용
모방
내재화되지 않음

다른 한편,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국제적 규범이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한 국가에 이식되거나 수용되
는 것만은 아니다. 그 국가의 행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Acharya (200
4)43) (2011)44)는 단순히 정책 확산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국제 규범이 어떻게 지역화localize 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국제 규범을 보완하고 지지하고 저항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우선 초국적 규범이 지역의 행위자들에 의해 수용될 때 이를 1) 거부하고 저항하거나 2) 국제적
규범을 지역화하거나 3) 국제 규범으로 기존의 지역 규범을 대체하는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반대로 지역의 규범이 국제적, 초국적 규범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그림 4-3>) 이때 지역
의 행위자들이 기존 국제 규범이 다루지 않는 새로운 보충적 규범Subsidiary norms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1) 국제 규범이나 행위자들에게 도전하거나 저항하고 2) 특정 초국적 규범을 지지하거나 강화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4-4>)
<그림 4-3> 초국적 규범의 지역화 과정

<그림 4-4> 지역 규범을 통한 국제규범 보충

출처 : Amitav Acharya (2004, 2011)

42) Goderis, Benedikt and Versteeg, Mila, 2013 “Transnational Constitutionalism: A Conceptual Framework”, in Denis J.
Galligan, Mila Versteeg (ed.), Social and Polit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 Amitav Acharya (2004),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2): 239-275.;
44) Amitav Acharya (2011), Norm Subsidiarity and Regional Orders: Sovereignty, Regionalism, and Rule-Making in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5” 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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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국적 규범이 해외로 확산되고 특정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와 이론화는 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활동 사례를 분석할 때 더 세세하게 발전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특정 국제기구(cf ILO)를 분석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국제법과 국제 규범들이 설립되어 있고, 그것
을 여러 국가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드는 경우 다양한 사례와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다.45)
그런데 후발 발전, 민주화 국가들에게는 단순히 단일한 한 가지 규범과 사상체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규범과 가치체계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확산되는 사상과 가치, 제도와 정책이 서로 상충하고 대립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던컨 케네디는 20세기 초부터 사회적인 것의 전지구화 globalization of the social가 이루
어지는 몇 번의 계기와 파도들waves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유럽의 사회주의나 사민
주의, 복지국가, 사회 정의에 관한 규범과 사상, 제도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46)
다른 한편, 20세기에는 자유주의적 시장의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시장화 등의 가치가 미국 헌법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냉전시기 소련과 경쟁을 하면서 해외 원조와 동맹관계, 외교적 압력과 자문, 학문적 교류 등을 통해 확산
되었다.47)

<표 4-2> 사회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의 경쟁적 확산
범주

주요 내용

사회적인 것
사회권, 복지국가, 노동권, 빈민정책
규제된 혼합 경제 질서
가족과 성에 대한 규제
토지 개혁
농업 협동조합

자유주의, 시장적 가치
자유권
시장 경제, 사유 재산
투자 정책
작은 정부
사유화와 세금 감면

출처: Kennedy (2006)과 Simmons et al.(2008)에서 참조

이상의 이론적 개념과 논의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초국적 운동 연구들은 부머랭 모델을 제공했고, 한국의 경우엔 이런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으며, 이 모델로 포착되지 않는 행위들과 사례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정책 확산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가치와 제도, 아이디어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45) Lars Thomann (2012) Steps 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Rational institutionalism: 정확한 의미, 내용,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판결(분쟁 해결 메커니즘), 내부화 (국제적
규범을 국내 사법체계로 수용, 사회적 배태성), Legitimacy school: 규범을 준수할 비용, 장려와 보상 구조, 규범을 따르지 않는 비용
이 더 커지도록 국가의 성과-보상 체계를 변경. 모니터링: 정기적 보고, 미 이행시 처벌 Management school: 규범이 불법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정한 규범을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설득과 사회화의 과정,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 규범의 단계적 확산을
위한 규범 폭포 norm cascade,를 만들고, 행위자들을 의사결정 단계에 관여하게 만듦. Legalization school. 규범을 수용하여 실행할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규범을 구체화하고, 규범 위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 재정, 기술, 행정적
보조, 지식수준을 높이는 활동들
46) Kennedy, Duncan, “Three Globalizations of Law and Legal Thought : 1850-2000”, in David M. Trubek and Alvaro
Santos (ed.), The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 A Critical Apprais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47) Simmons, B., Dobbin, F. Garrett, G. (2008) The Global diffusion of Markets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98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아시아 민주주의 확산･연대 연구보고서

통해 확산되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해준다. 어떤 가치와 이념들, 운동의 조직 모델들이
지역 주체들의 자발적 학습을 통해 선택되고 수용되었는지, 아니면 정부차원의 강압에 의해 강제로 이식
되거나, 이런 압력에 못 이겨 표면적으로만 수용되었는지 등을 식별해 낼 수 있다. 3) 또 규범의 지역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것이 기존 가치와 모델을 완전히 대체했는지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 가미되었는지
등을 판별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지역적 가치들이 이후 국제 규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분석해볼
수 있다. 4) 서로 다른 가치들의 확산에 대한 비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유럽 채널을 통해 수용된
가치와 모델이 미국 채널을 통해 들어온 가치와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상의 이론들은 특정 사례뿐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 전체의 국제적 차원을 이
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모든 과정과 수준, 양상을 포착하게 해주는 복합적 설명틀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
고 있다.
이 글은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의 국제적 차원 전체를 설명하기 보다는 우선 한 가지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1970~80년대 국제 종교기구들이 한국의 민주
화운동을 지원한 국제적 연대활동이다. 이 연구는 특히 세계기독교회 연합WCC(World Council of
Churches)과 아시아 기독교회연합CCA(Christian Conference of Asia)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WCC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48),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유럽 교회의
교류에 대한 연구49) 등이 진행되었고, 실제 활동 경험을 가진 분들의 회고50)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터뷰와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 종교기구의 연대활동이 한국의 민주
화운동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3 ❚ WCC와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유럽은 원래 기독교 종교의 발상지로서 가톨릭과 개신교 문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흔히 근대화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세속화secularization 과정을 핵심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은 근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의 형성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기독교는 2차 대전 이후 기독교민주주의 정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이
주류 지배 정치세력으로 대두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20-21세기 유럽의 보수 정치
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독교정당의 가치와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럽을 특징짓는 복지국
가,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근대적 복지국가가 수립하기 이전부터 복지와 자선, 사회정의의 문제
48) 문병호 (2014). WCC와 한국교회. 『신학지남』, 81(4), 85-114., 연규홍 (2014). 한국교회의 WCC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40),
57-78., 정병준 (2014). 세계교회협의회(WCC) 에큐메니칼 신학의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40), 79-113.
49) 김혜원 (1992).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는 한국교회와 유럽교회의 교류. 『한국여성신학』, (10), 59-64.
50) 박경서, 이나미 (2010) 『WCC창으로 본 70년대 한국민주화인식』, 파주: 지식산업사., 박상증 (1995) 『제네바에서 서울까지』, 신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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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해왔을 뿐 아니라, 정부의 복지 정책이 다루지 못하는 민간영역에서 꾸준히 복지와 사회 정의를
위한 실천에 개입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기독교와 교인들, 교회와 사회단체는 근대적 민주주의 체제
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에서 발전한 기독교 국제 조직들이 세계문제에 개입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
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기독교 국제기구들은 20세기 중후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다. 특히 WCC는 창립부터 반 나치를 표방하고 시작
되었기 때문에, 극우와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51)
기독교 국제기구들은 오늘날처럼 다양한 국제기구가 발전하기 전부터 국제적인 원조와 지원 사업을
주도해오기도 했다. 심지어 기독교 국제기구는 2차 대전의 참화를 겪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립된
UN보다 먼저 해외 원조와 지원을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다. 1950년대부터 WCC의 “시카루스 프로그램”
은 이미 전 세계 학생운동에 펀드를 지원해주는 활동을 해왔다. 후원의 성격은 처음에는 2차 대전 이후
난민들의 구제relif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개발, 인권, 민주화분야로 확대되었다.52)
WCC가 사회문제, 특히 제 3세계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1966
년 WCC의 삶과 봉사 분과는 제네바에서 ‘교회와 사회Church and Society’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의 신학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WCC는 국제 관계 속에서는 군비축소, 전쟁 방지를 언급
했고, 예배를 인종차별과 가난문제와 관련시켰다. 이때 회원 교회 수입의 1%를 제 3세계 개발 지원 자금
으로 지원할 것과 자국 정부를 설득해 GNP의 1%를 개발에 투자하도록 결의했으나 이때는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53) 이 ‘교회와 사회’ 회의에 한국에서는 강원룡, 백낙준, 한배호 등 6명이 참여했고,
이것이 이후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소,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CC의 사회문제 개입과 한국 교회와의 연결에 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968년의 웁살라 총회54)였
다. 당시 유럽의 68혁명 분위기에서 개최된 이 총회에는 사회적 정의와 참여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졌
으며, 특히 청년 대표들이 25세 이상 WCC 세대교체를 요구했다.55) 이런 맥락에서 남미의 메델린 주교
회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것이 해방신학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 웁살
라 WCC 총회에는 235개 회원교회에서 704명의 대표들이 참석했고, 이때 WCC 지도부 세대교체가 일
어났는데, 제 2대 사무총장은 미국 출신 유진 블레이크(Eugene Carson Blake, 1966~72)가 되었다.
이 시기 애큐메니칼 운동의 중심 의제는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였다.56) WCC는 웁살라 총회 이후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대폭적인 기구 개편을 했다.

51) 박경서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52) http://www.wcc-coe.org/wcc/what/regional/asia-info-e.html
53) 정병준 2014: 90
54) 문동환 (1968). 웁살라 대회와 기독교교육. 『신학연구』, 11, 9-28., 박양운 (1968). 웁살라 대회 소고 -가톨릭의 입장에서-. 『기독교
사상』, 12(10), 77-79., 박형규, 김관석, 강원룡, 변홍규 (1968). 웁살라 대회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12(10), 84-89., 오재식
(1968). 격동하는 세계와 웁살라 대회. 『기독교사상』, 12(6), 36-46
55)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56) 정병준 20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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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가톨릭 교회 역시 기독교의 쇄신을 이루고자 했던 제 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 때부터,
제네바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회적 개입과 실천을 더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웁살라 총회가 개최된
1968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RCC)와 WCC는 회원 국가의 GDP의 1%를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 기금으로 활용해 사회개발평화위원회(the Committee on Society, Development and
Peace, 소대팍스SODEPAX57))를 운영하려 했다.58) 실제로 1968년 웁살라 총회 이후 회원국들은 GDP
의 2%를 제 3세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스웨덴과 독일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다.
WCC를 비롯한 국제기구,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더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
대 유신체제 시기였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70년대부터 일본 NCC도 한국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후원했
다. 당시까지 WCC가 운영한 시카루스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은 기층Grass root 까지 가지는 않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런 국제기구-지역 교회 사이의 공식 지원보다는 양자관계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헤리 데니얼 신부가 독일 엘리자베스와 합의하여 300만불을 WCC에 지원하기로 했고, 1970년
대 당시 WCC를 이끌던 필립 포터(Philip A. Potter, 1972~84)가 이를 카테고리 C 예산으로 분류해
라틴, 아프리카, 아시아에 지원해주었다. 이것이 CCA의 오재식 박사를 통해 70년대에 매년 50만 불씩
한국을 지원했다.59) 즉 1968년 유럽의 민주주의 움직임에서 교체된 WCC의 새로운 리더십과, 아시아에
서 민주주의가 악화되는 상황, 한국 교회의 국제적인 활동이 맞물려서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WCC가 한국문제에 관심을 보인 경우는 1975년 나이로비 총회와 인혁당 사건에 대한 BBC
보도 사례를 들 수 있다. 박상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75년에 WCC 나이로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종선, 박설몽, 원주병원 원장 강원용 목사도 오셨거든. 그런데 한국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
되는 것이 완전히 봉쇄돼서, WCC에서 교리문으로 채택하려던 것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필립 포터 총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정이 이런데, 유일한 길이 필립 포터 총무가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앙정보부에서 여러 방해를 했었지만 필립 포터는 공식적으
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투표에서는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인혁당 사건에 대한 BBC 다큐멘
터리를 나이로비 총회 특별 전시실에서 한국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하루 종일 상연했다.”60)
이런 과정에서 이후 한국 민주화를 해외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로서 한국기독교 동지회가
창설되었다. “75년도에 나이로비 총회 때에 안병무, 김광석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나이로비에 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제네바에 한 150명을 모았어. 이후로 미국, 일본 등등
의 교회 대표들을 150명을 모아가지고 한국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우리가 국제적인 조직들
을 하나 만들자. 그런 계획으로 소집을 했는데...제네바에는 내가 있고(박상증) 동경에는 오재식이 있고,
미국에 이승만 목사, 손명걸 박사가 있어서 국제 운동을 조율했어요.”61) 이 모임은 1980년대까지도 지
57) 김관석 (1970). SODEPAX. 『기독교사상』, 14(9), 78-87.
58) 박경서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George H. Dunne, SJ’s introduction to Church Communication
Development: A SODEPAX Report (Geneva: SODEPAX, 1970)
59)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60)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61)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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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을 했다.
한국 기독교 동지회의 활동은 이후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 이후에도 이어졌다. “인디애나 있을 때야.
그 때 북미기독학자회 대회를 워싱턴DC에 있을 때인데 내가 초대받아서 갔죠. 그 때 문동환 목사하고
이우정씨가 왔어. 근데 회의 중에 518이 생긴 거야. 그 때 서울에서 주재강사를 레이니를 불렀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문동환 목사하고 이우정 선생을 당분간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 미국에 있는 우리가 문
동환 목사 가족하고 이우정 선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동환, 이우정 선생 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을 했어. 근데 그 때 미국에 있는 한국학을
하는 미국친구들이 있어. 한국에 피스 Corp 하러 왔다 간 친구들이야....518때 광주 가서 찍은 것들.
NHK큐슈가 찍어온 것. 독일에서 편집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광주 들어간 다음에 미국 텔레비전에 가서
찍은 것들. 이런 것들을 5개를 모아가지고 편집을 한거야. 518광주사태로. 그게 한 6개월 걸렸어. 그때
이제 내가 자본금을 4000불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부하더라고. 그리고 가발로 돈 번 김장로가 재정을
맡았는데, 내 생각에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한 달에 한번 재정보고를 하는데 아무 문제없
습니다. 다 되어있습니다. 하는데 자기 돈이 들어갔지. 그래서 1년 만에 비디오를 만들었어... 이거를
1982년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큰 스크린에다가 비디오를 보였는데 뉴욕 뉴저지 전라도 사람들은
다 모였을 것 같아. 눈물바다가 됐지요”62)
WCC가 아시아 민주주의 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박경서 선생님이 취임한 이후였
다. 그전에는 아시아 전체에 약 800만 불을 지원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비교해 당시 아프리카에는
4,600만불이 지원되고 있었다. 박경서 박사가 WCC 아시아 데스크 책임자로 임명된 84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서, 아시아 지역에 연간 3,500만 불을 후원했다. 결국 WCC의 아시아 운동 지원 활동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부터는 개발자금과 별도로 인권자금이 설정되어 후원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개발자금은 빈민구제와 제 3세계 원조를 위한 자금이었지만, ‘인권자금’은 그 국가들
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돕는 연대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1985년 1월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가 WCC 데스크에서 자금을 후원받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1995년까지 10
년 동안, 처음 120만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80만 불까지 매년 WCC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
다.63) 당시 WCC는 최대 아시아 37개국을 후원했다.64)
WCC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활동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특히
도쿄에서 근무하던 오재식 목사가 83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이런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WCC 시카루스 프로그램은 1984년부터 93년까지 NCC core budget 으로 백만 불 내외의 금액을 한
국에 지원했고, 1992년부터는 CCA co budget으로 200만 불을 지원했다. 특히 1987년에 6.10항쟁당
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WCC는 오재식 목사를 통해 25만 불을 지원한 바 있다.65)
62)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63) 박경서 (2010) 『WCC창으로 본 70년대 한국민주화인식』, 지식산업사
64) 박경서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65)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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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WCC는 어떻게 광범위한 국제적 활동 자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 바탕에는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조세시스템이 있다. WCC로 지원되는 자금은 주로 독일 돈으로 사민주의 국가 독일은 종교세
가 있어서 국가 공식 재정으로 이런 작업이 가능했다. 독일 뿐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사민주의 세력이 강했던 국가들이 교회세를 통해 WCC를 지원했던 것이다.
이처럼 WCC는 2차 대전 이전 반나치 활동을 하던 역사적 토대위에서 등장했고, 2차대전 이후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이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유럽의 맥락에서 해외 원조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 내에서 급진적인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마침 국제 교회조직이 사회참여와 개입을 강조하던 1968년
웁살라 총회 이후 WCC의 해외 원조와 개입은 더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1971년 한국에 권위주의적
유신체제가 수립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자 국제기구들은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 가운데 정부의 탄압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했던 한국의 종교인들이 WCC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특히 한국의 민주화 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지속하고 확대했던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4-5>와 같다. 1970년대 한국에 억압적인 권위주의 유신 체제가 들어서자
국제 종교 기구에 가입되어 있던 한국의 교회들은 WCC를 통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해주게 된다. 이때 WCC 의 활동 자금은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교회세와 기부
등으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초국적 사회운동이 제시한 부머랭 모델에서는 두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 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국제기구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에 행사하는 압력이 강조되지만, 1970-80년대 WCC
의 한국 민주화 운동 후원의 경우엔, 한국의 교회가 직접 WCC에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의 종교인들이
해외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직접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한 사례이다. 그리고 WCC의 연
대 방식은 주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WCC의 아시아 민주주의운동 지원과 연대의 네트워크

이렇게 일반적으로 도식화된 WCC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활동의 역사와 시기별 한국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해 향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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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CA와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도시산업선교회

WCC의 활동과 한국 민주화 운동 지원이 유럽 전체 맥락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고, 금전적 지원의 성
격을 뗬다면, 더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맥락에서, 특히 한국 내부의 사회운동과 국제 연대가 만나게 되는
것은 CCA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CCA는 57년부터 방콕에서 수립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73년에는 싱가폴 트리니티 칼리지로 옮겨서
87년 까지 활동했다. 1992년 이후에는 홍콩 루터 신학대로 옮겨서 2007년 까지 활동했고, 2007년 이
후 현재까지는 태국 치앙마이로 옮겨서 활동 중이다.66)
안재웅 목사의 지원에 따르면 “WCC의 시카루스 지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EMS가 상당히 돈을 마련해
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에 지원했다. 그것이 학생운
동을 돌리는 큰 자금이 되었다.”고 한다.

67)

즉 WCC의 자금 지원 이전에 존재하던 기독교 네트워크와,

특히 한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하던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한국에서 기독교 학생회는 1957년 한국기독학생회(KSCM)을 수립해 활동하다가, YMCA, YWCA를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1969년 11월에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를 창설했다. 1968년 기독교 학생
단체들은 수원농과대학에 모여서 ‘한국을 새롭게’라는 타이틀로 여름대회를 개최했고, 한국기독학생회,
YMCA, YWCA 세 단체의 8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는 서구의 1968혁명의 분위기와 WCC 웁살
라 총회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사회개혁’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학생사역
Student Mission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즉, “사회변혁을 일으키려면 학생들이 현장
으로 가야된다”라는 논의가 대두되었고, 이런 모토 하에서 도시빈민지역이든 공장이든 어촌이든 농촌이
든 학생들이 직접 가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런 논의 이후
실제로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씩 현장에 가서 사는 실천들이 이어졌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공동체 사람들을 조직하는 CO, 즉 ‘communiy organization’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일
반 학생운동으로 확산되어서 공장으로 직접 가는 것, 즉 공활이 되었다. 이렇게 1969년부터 시작된 학생
사역 활동은 “가라, 보라, 행동하라(go, look, act)”라는 모토 하에서 움직였다. 모든 멤버가 현장으로
가고 그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사회를 변혁하는 기초를 만들자는 논리로 활동한 것이다.
안재웅 목사에 따르면 “이러한 학생사역 모델은 이후 한국의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의 핵심부대 내지 이데
올로그 비슷하게 변화”했다.68)
이처럼 국제적 사회개입, 실천 운동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기독교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지역 공동체 조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8년 유럽의 WCC 웁살라
66)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치앙마이에 관련 자료가 있고 문정은 목사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67)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8)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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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강화된 학생운동의 영향이 한국으로 학습되어(learning) 대규모 대학생 기독교 학생조직이 탄
생했고, 이들은 그런 운동이 목표로 해야 할 한국의 지역적 주제에 맞추어(localize) 공동체 조직 활동을
했던 것이다.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은 풀뿌리 학생운동 뿐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활동도
시작했다. 1969년에 KSCF가 생겼을 때, 마침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시도가 있어 이에 반대하는 운동
에도 참여한 것이다. 당시 이병린 함석헌 김재준 윤보선 유진오가 나서서 3선 개헌 반대 운동할 때, 기독
교가 김재준 씨를 지원하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한다.69)
한국 기독교의 사회 개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운동의 주제와 목표를 바꾸면서 변화했다. 1970년
대가 되자 한국 개신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도시화urbanization로 인
한 변화에 직면했다.
이중 산업화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산업전도와 산업선교의 문제였다. 즉 기독교의 사회 개입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린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산업선교였다. 도시산업선교(Urban Industrial
Mission)는 역시 역사적으로 유럽 등 세계 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는데, 1960-70년대 WCC에서
독일학자는 학문적 수준에서 도시산업선교의 신학적 의의를 묻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19세기
중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20세기엔 전후 경제부흥을 겪은 독일에서 이 문제는 지나간 문제로서 현실성
이 적었지만, 1960-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 아시아와 한국의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
등이 일상의 문제였던 것이다.
처음에 산업선교는 1960년대에 한국의 신학과 학생들이 영등포의 장로들 소유 공장에서 산업전도
Industrial Evangelism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선교의 대상이 된 것은 노동자 여성들 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 시카고의 도시 선교urban Mission 사람들, 특히 Herbert White 라는 인물이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때 인명진, 권오성, 김동원, 조규승, 김진홍 등을 창신동 판
잣집에 하숙하며 도시 선교 문제를 교육했다.70)
이렇게 도시산업선교회가 형성되자, 국제 종교기구가 이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시산업선교를 시작한 조지송 목사 그룹은 CCA의 도움으로 필리핀의 마닐라를 방문하여 도
시산업선교 콘셉트를 배워왔고, 이를 바탕으로 1964년부터 영등포에 도시산업선교회를 시작했다. 이는
예장이 파송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이후 조지송 목사가 감리교와 같이 인천에 도시산업 선
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사건들로 기록된 대성목재 사건, 동일방직 사
건 등이 나오게 된 것이다.71) 도시산업 선교회는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개발이 이슈가 되며 ‘사회개발단’
으로 변화한다.72)
이처럼 1968년 웁살라 총회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기독학생 조직과 한국 기독교가 1970년대 한국
69)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0)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1)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2)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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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현실을 대면하며 구체적인 활동과 운동 목표를 만난 것이 바로 산업선교의 문제였다. 이런 구체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종교인들은 지역의 국제 종교기구 CCA를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
모델을 학습(learning)했고, CCA는 활동 모델의 참조 채널(reference channel) 과 물적 자원을
(material resources)를 제공해주었다. 한국의 종교인들은 사회적 정의와 노동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이를 활용하였다.
1970년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두 번째 활동 과제는 바로 도시빈민의 문제였다. 1970년대가 되어
도시화가 되니까, 농촌에서 도시로가 슬로건이 되었다. 그래서 대규모로 도시빈민촌이 생겨났다. 이때부터는
빈민선교가 새로운 활동 목표로 대두되었다. 그러자 빈민들을 조직화 문제가 교회에서 논의되어 수도원
선교회, 박형규 목사가 등장했다. 이 그룹들이 빈민지역에 빈민선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도 도시산업선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종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 문제를
대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과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 국제종교기구가 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형태로 연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개신교의 사회개입 과제는 크게 세가지 핵심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1) 학생선교, 2) 산업선교, 3) 빈민선교73)였다. 이것을 지원해주는 CCA의 채널 역할을 오재식 선생(한
국의 알린스키)이 했다 오재식 선생은 CCA의 도시선교를 맡았는데 도쿄에 머물며 한국에 지원금을 송금
했다. 특히 1976~77년대에 상당한 돈이 도시빈민선교를 위해서 들어왔다고 한다.74)

<그림 4-6> CCA의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과 연대의 성격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한국의 민주화운동 모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한국기독교
학생연맹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1968년 웁살라 총회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고, 학생 선교 활동
을 시작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전면화 되자,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은 도시

73)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4)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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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운동과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단체들은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며 모델을 적극적으
로 학습했고,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를 활용하고 이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개요는 위의 <그림 4-6>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지역 국제기구와 한국 단체 사이의 상호작
용은 일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의 단체의 활동과 현실이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기구는 오
히려 이를 지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간접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CCA가 관여해 지원한 한국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도시 빈민운동은 1970년대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모델의 씨앗들이 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운동 모델이 1980년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의 조직, 운동 모델과 어떻게 연속, 변화, 상호작용했는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5 ❚ 지정학과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화 촉진 활동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하는 세 번째 요소는 지정학적 차원이다. 지정학적 긴장은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한국과 대만의 국가형성, 국내 정치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먼저 한국과 대만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독재의 유지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지정학적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다. 한국은 1950-53년 한국 전쟁을 통해 냉전의 최전선이 되어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
하며 체제경쟁을 지속했고, 대만은 역시 중국내전이후 1945년 쟝제스가 대만으로 건너와 국가를 건설하
며 중국과 적대적 체제경쟁을 지속했음. 동아시아의 미국-중국 냉전 구도에서 남북한, 중국-대만 양안의
체제 대립과 경쟁은 강력한 균열구조를 형성했다.75)
문제는 이런 외적 균열 구조가 국내 정치에 거의 그대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이 탈식민 독립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반공주의, 반북한 이념에 기반을 둔 정부가 이승만(1948~1960), 박정희
(1961-1979) 시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7년 민주화까지
모든 집권 대통령, 집권 정당은 반공주의, 반-북한 노선을 취했음. 반공주의 이념, 반-북한 노선은 한국
보수정치의 근간을 형성했다.
대만에서는 쟝제스와 쟝징궈의 노선이 이를 반영한다. 대만은 오랜 내전 끝에 수립되었으며,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전쟁준비와 금문도에서의 교전과 포격전,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이 지속되었다. 국민당 정부
는 전쟁상태를 지속하는 계엄체제를 40년간 유지했다.
필자는 한국과 대만의 국내정치의 문제를 단순히 지정학이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정도로 인식하지 않
75) 로칸은 국가형성이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그가 말하는 지정학적 위치란 곧 유럽의 도시 벨트와 각 국가의 국가건설 중심지
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찰스 틸리는 로칸이 국가간 전쟁 문제를 무시했다고 비판. 그는 지정학의
영향이 정당체제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균열구조 개념을 제시했는데, 모든 국가의 정당체제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수 있는
세가지 초기 균열구조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차이를 대부분 설명해준다. 중심-주변, 국가-교회, 토지-산업 균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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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질서의 균열구조가, 국내 정치의 균열구조로 유사하게 제도화되는 것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즉 동아시아 냉전 질서는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처한 국제질서 환경과 달리,
위계화된 개별적 양자 관계로 형성된 특징이 있다. 냉전시기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들과 평등한 다자주의
적 질서가 구축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강력한 소련의 영향 하에-중국-북한 블록이 구축되고,
미국의 영향 하에-일본-한국-대만 동맹이 구축되었다. 이런 위계화된 양극 균열구조는 양극화된 위계질
서를 형성했다 (김학재 2017).
이런 국제적 양극 위계질서는 국내 정치에서도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렇게 국제질서의 균열구조가 국내 정치 구조의 균열구조로 유사하게 형성되는 과정을 양극화의 프랙
탈 구조 형성이라고 표현하고자 함 fractal structure of polarization. 유사한 양극화 위계구조가, 국
제질서의 차원에서도, 국내 질서의 차원에서도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서는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는 거의 단절되고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풀뿌리 연대가 어려웠던 것은, 냉전으로 형성
된 아시아 분단체제의 국경들이 모두 폐쇄적이고 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개별 정부와 국가가 시민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 때문이다. 냉전의 지정학적 조건은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민주를 수
십 년간 지연시킨 부정적 요소로 작동했던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 조건은 국내 정치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동아시아 냉전의 양극 균열구조가 한국과 대만의 권위주의 국가로 형성되고, 민
주화 과정에서 최초의 정치적 반대세력이 등장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수 / 민주 양당 구도가 형성되었
다. 형식적으로 정당이 금지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야당의 역사가 길어서 민주화 이후 비교적 쉽게 경쟁
적인 정당정치로 변화했지만, 대만에서는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와 집권이 지속되다가 1992년 선거 이후
에야 야당이 의회로 진출했다76). 더구나 두 국가 모두 집권정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이 집
중되어 있고,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양당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정확히 정치학이 설명하
는 국내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77)
위로부터 냉전 지정학이 변화하고 냉전적 대결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에 종속된 한국과 대만이 정치적
으로 민주화되는 것도 아니었다. 동아시아의 양극화된 위계적 국제질서는, 베트남전 이후 1972년 중미
화해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모색하던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 대
만에는 모두 강력한 국가 중심적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냉전 위
계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념 경쟁이 완화되고 중국이 경제성장에 매진하는 실용적 노선을
걸으면서, 남한, 북한, 대만의 권위주의는 이런 변화로부터 국내 정치를 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정책
을 도입했다. 1972년 중미화해로 상징되는 지정학적 조건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화해가, 냉전질서의 하

76) Rigger 2014
77) Collier and Colli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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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속한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1987-88년 한국, 대만민주화) 에 반영되는 데에는 약 15년의 격차가
존재했다78). 이런 점에서 두 국가의 민주화 과정은 지정학적 변화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를
더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기가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동시에 이 시기는 각 국 내부에서 경제성장이 지속되며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중산층이 형성되고, 대학
생과 지식인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던 시기이다. 특히 1970년대에는 국제적 네트워크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한국과 대만에선 주로 미국 유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일본과 홍콩, 종교
단체로부터 민주화운동이 이어졌다. 특히 대만의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서는 미국 유학생들의 네트워
크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79)
1980년대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차원에 주목해야한다. 바로 미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민주화 지원 네트워크와 민주화 촉진 정책들이다. 미국은 사실 1970년대까지는 냉전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주의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왔다. 그러나 중미 화해, 중소화해가 이뤄진
이후, 1980년대 레이건이 신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공격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80).
유럽의 W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과 연대 활동과 미국이 주도한 민주주의 촉진
활동의 차이는, 유럽은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덜한 종교기구가 각국 내부의 종교 단체와 연대하며 아래
로부터의 민주화 활동과 사회권 중심의 활동을 해왔다면, 미국이 주도한 민주주의 촉진 활동은 미국의
군사적 전략의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의 활동을 전개했
다는 것이다.
냉전사 연구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촉진 활동의 역사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엔 여러 부침이 있었다. 이는 1980년대가 아니라 일찍이 1960년대 케네디
정부부터 시작된 것 이었다. 당시 케네디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엄청난 예산과 외교적
노력을 쏟아 부었다. 이는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
었는데, 미국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부의 재분배, 교육 민주주
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총 200억 $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
이 두 배가 되고 더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노력
을 통해 쿠바의 카스트로가 추구하는 혁명에 예방 효과를 가지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 개입하
면서부터 정부 예산이 삭감되었고, 케네디의 민주화 노력은 립서비스lip service 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1970년대 미국은 다시 노골적으로 군사 독재 정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81)
그러나 1980년대부터 레이건 정부는 세계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좀더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NED
78) 정근식 2017.
79) 대만의 급진 좌파 학생운동은 대부분 미국 유학 학생들이 유학후에 돌아와 창설한 조직들에 기원했고, 특히 대만 통일파의 기원이 되었
다. 吳永毅 (2017) “南藝大紀錄片與音像保存研究所 助理教授, 南藝大總務長, 勞工運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 워크숍 발표,
대만 타이난 성공대학 2017. 7. 5.
80) Huntington 1991
81) Costigliola, 2010: 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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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체는 노골적으로 세계 각국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82)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다시 1980년대 미국의 민주주의 촉진 활동을 비교해 검토하면, 미국은
냉전의 체제경쟁의 맥락에서 독재국가들의 파트너십과 민주화 촉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케네디가 1960년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지를 얻으려 할 때는 대대적인 예산을 설정
하고,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베트남전 개입으로 국
방예산이 폭증하며 부담이 증가하자 1970년대 민주주의 지원 예산은 삭감되었고, 다시 독재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중국과 데탕트를 이루었지만, 소련과 마지막 군사경쟁, 신냉전을 치르고 있던 레
이건 시기에 미국정부는 매우 공격적으로 동맹국들에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는 실제로 민주화라는 거시적인 사회변동을 추구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대외적인 선전 전략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선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과 대만 민주주의의 발달 양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는 지정학적 요건뿐 아니라 미국으
로부터의 영향이 있다. 1970-80년대에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내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흐름도
커졌지만, 냉전 균열구조가 중국의 화해와 개방노선으로 변화했고, 동시에 신냉전 국면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 촉진 프로그램의 영향도 받았다.
실제로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이념, 제도, 사상을 유럽이 아니라 주로
미국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강력한 대통령제나 양당제 구도, 정치적 자유주의와 표현의 자유 중
심의 이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영향속에서 민주주의는 주로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
로 이해되고, 유럽식 의회제나 다당제, 연방제와 비례제 등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WCC로 대표되는 유럽으로부터의 민주주의 확산은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생적 사회운동(학생운
동, 노동, 빈민, 민주화)에 대한 연대와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NED로 대표되는 미국으로부
터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은 주로 소련,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상황에 종속된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은 예산이 충분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 때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대규모 투자를
하며 동맹국을 민주화하려 했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할 때는 반공독재국가와 파트
너십을 유지하려 했다. 1980년대의 보다 공세적인 민주주의 촉진 프로그램도 소련과의 신냉전 국면에서
나온 선전정책의 성격이 크고, 동맹국의 실질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진 않았다.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은 비록 종교, 학생 네트워크 같은 민간 차원의 상호작용도
있었지만, 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냉전의 군사, 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특
성이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민주주의 보다는 미국 모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형태로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82) Dae-Han Song & Christine Hong (2014) TOWARD “THE DAY AFTER”, Critical Asian Studies, 46:1, 39-64, DOI:
10.1080/14672715.2014.86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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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나가며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1970-80년대 WCC와 CCA를 통한 한국
민주화운동 연대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약한 지정학적 조건과 1980년대 미국 민주주의 촉진 활
동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WCC는 60년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지원과 특히 제 3세계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두며 본격적 지원했다. WCC는 1980년대-90년대까지도 아
시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했다. WCC의 지원 활동은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에 재
정적 토대를 두고, 한국의 종교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주로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CCA는 한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KSCF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1968년 웁살라 총회의 영향 속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한 한국의 기독교학생 단체는 1969년부
터 한국의 현실에 맞게 학생선교, 도시산업선교, 빈민선교 활동을 발전시키며, 사회문제를 발굴해 공동
체를 조직하는 사회운동 조직화 모델을 도입했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현상을 대면하여,
한국 종교학생단체는 도시산업선교, 빈민 선교 등에 집중했고, CCA는 도쿄 채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
고 운동 모델을 학습하는 채널을 제공했다.
이렇게 발전한 국제적인 종교, 지식인 네트워크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탄압이 심해진 80년대 국제 기독
교 조직으로 생겨난 네트워크는 통일운동을 했고83) 81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처에서 포스트-박 이후
문제를 논의. 해외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며, 통일문제를 처음 제기했다.84)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종교
의 국제네트워크는 향후 더 규명되어야 할 연구 주제이다.
결국 WCC와 CCA는 한국에서 생겨난 사회 운동에 대해서 외부 지원과 연대 프로그램 전개한 것이었
고 이는 한국의 사회운동 발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켰다.85)
하지만 NED로 대표되는 미국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은 주로 소련,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상황에 종속된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은 예산이 충분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 때
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대규모 투자를 하며 동맹국을 민주화하려 했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질서
를 유지할 때는 반공독재국가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려 했다. 1980년대의 보다 공세적인 민주주의 촉진
프로그램도 소련과의 신냉전 국면에서 나온 선전정책의 성격이 크고, 동맹국의 실질적 민주화에 대해서
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진 않았다.
이 연구는 비록 매우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지만,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차원, 특히 연대
활동에 대한 포괄적 검토, 사례와 시기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종합적인 민주
화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추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83) 안재웅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4) 박상증 이사장 인터뷰 2017. 3.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5) 박경서 선생님 인터뷰 2017. 2.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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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ikoumene.org/en/what-we-do/library-and-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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