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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대만해협의 양안관계는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제적 분쟁이 동아시아의 지역

적 맥락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족-국가의 불일치와 냉전에서 비롯된 이념적 대립이 결합되어

형성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지역적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대만이 각각 1998년과

2000년에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한 것은 상당히 흥미

롭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수많은 역사적 유사성을 지닌 한국

과 대만이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

정은 무엇인가?”이다. 냉전 시기 동안 한국과 대만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반공국가였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한국전쟁과 중국내전이라는 열전(熱戰)이 발발했던 가

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수립되어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서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다. 반면, 대만에서는 2000년에

천쉐이볜(陳水扁) 정권이 등장한 뒤 점차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심각한 위기가 초

래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조적인 동학이 민주화 이후 반공주의

를 대체하고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

소로 부상한 민족주의의 상이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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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유형화를 활용하

여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성격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 정체성으로 인해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

하는 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

화를 거치며 북한과의 종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

가 대두하여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완화시키고, 대북정책을 화

해, 협력, 통일로 이끌었다. 반면, 대만에서는 민주화로 인해 대만

과 중국 간의 정치적 이질성을 강조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부상

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고 독립론이 정당화되었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과 대만의 정체성 정치에

주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최초의 수평적인 권력

이양을 통해 수립된 김대중 정권과 천쉐이볜 정권이라는 짧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대만

의 국내사회에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담론들이

존재하는지, 향후에 이러한 담론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다양한 경로를 예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

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국제적 분

쟁을 야기하는 핵심적 원인 중 하나인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에 대

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주요어 : 구성주의, 국가 정체성, 반공주의, 민족주의, 한국, 대만

학 번 : 2014-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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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국제적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쟁

을 비롯하여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이해는 국제정치학의 핵심

적인 연구주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분쟁은 안보나 이익에 관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분쟁의 당사국 중 일방이 우

위를 차지하거나 당사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종결된다. 그러나

충돌과 긴장, 소강을 거듭하며 수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분쟁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민족(nation)

과 국가(state)의 불일치이다.1)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하나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베스트팔렌적 국가 관념이 당연시되는 한, 민

족과 국가의 불일치로 인해 야기된 전쟁은 단순히 안보나 이익의 배분에

관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전쟁과 달리 타협에 의한 해결이 어렵

고,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대만해협의 양안관계는 민족과 국가의 불일

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제적 분쟁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

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족-국가의 불

일치와 냉전에서 비롯된 이념적 대립이 결합되어 형성된 남북관계와 양

안관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지역적 불안정성을 지속적으

로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2)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1) 국제적 분쟁의 핵심적 원인으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Benjamin Miller, States, Nations, and the Great Powers: the

Sources of Regional War and Pe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를 참조.

2) David C. Kang, "Acute Conflicts in Asia after the Cold War: Kashmir,

Taiwan, and Korea," in Muthiah Alagappa (eds.),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li.: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Daniel C. Lynch, "Taiwan’s Self-Conscious Nation-Building

Project," Asian Survey, Vol. 44, No. 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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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이 각각 1998년과 2000년에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

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수많은 역사적 유사성을 지닌 한국과 대

만이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이

다. 냉전 시기 동안 한국과 대만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반공국가였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한국전쟁과 중국내전

이라는 열전(熱戰)이 발발했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었다. 그러나 한

국에서는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수립되어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

진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다. 반면, 대만에

서는 2000년에 천쉐이볜(陳水扁) 정권이 등장한 뒤 점차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조적인 동학이 민주화 이후 반공주의를 대

체하고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민족주의의 상이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근대 이후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상적, 이론적,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온 민

족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는 민족의 정의에 관하여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시

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를 대비시키는 것이다.3)

종족적 민족주의란 “같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신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신화가 외형, 언어, 종교 등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유사성에 의해 입증된다는 인식에 주안점을 두는 공동체 의식”으로4), 혈

연, 언어, 문화 등의 종족적 요소를 기준으로 민족을 정의하는 민족주의

3) 이에 관해서는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1944); Michael Ignatieff, Blood and

Belonging: Journeys into the New Nationalism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5); David Brown, Contemporary Nationalism: Civic,

Ethnocultural and Multi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0)를 참조.

4) David Brown(2000),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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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이다. 반면, 시민적 민족주의란 “같은 영토에 거주하며, 그 영토

의 국가와 사회제도에 헌신하고,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운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독특한 국가적 성격과 시민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으로5), 공동체의 정치체제, 이념, 가치에 대

한 소속감과 헌신과 같은 정치적 요소를 기준으로 민족을 정의하는 민족

주의의 유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유형화

를 활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이며 상호배타적인 성질의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문

화적 조건으로부터 형성되어 발전하는 민족주의는 종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종족적 민족주

의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구분과 유형화는 한 사회 내에서 민족을 정의함

에 있어 종족적 요소가 중시되는지 혹은 시민적 요소가 강조되는지 상대

적인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 어느 한 요소가 부각된다고 해서

다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가운데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

적 민족주의의 유형화를 활용하여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성격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 정체성으로 인해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의 경우, 민주화를 거치며 북한과의 종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대두하여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완화시키고, 대북정책을

화해, 협력, 통일로 이끌었다. 반면, 대만에서는 민주화로 인해 대만과 중

국 간의 정치적 이질성을 강조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중

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고 독립론이 정당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대중과 천쉐이볜으로 대표되는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공유된

민족주의와 그에 기초한 국가 정체성이 구체적인 대외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5) David Brown(2000),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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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사성으로 인

해 한국과 대만에 대한 비교연구는 분단과 통일, 발전국가, 민주화 등 다

양한 주제에 걸쳐 수행되어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의 남북관계와 양안관

계는 탈냉전기의 동아시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

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분단국가라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남북관계와 양안

관계의 특징을 대조하고 개괄하는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문흥호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분단 상황을 개괄하고,

두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6) 이러

한 유형의 연구들은 남북관계와 양안관계가 전개되어온 국제적, 국내적

맥락을 정리함으로써 기초적인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비적

고찰이나 시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다. 정둔런과 왕웨이청은 독일의 동방정책, 한국

의 햇볕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양안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무정부성과 주권

개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양안관계를 규정할 다양한 정치적 기제들

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논한다.7) 루예청 등은 경제적 상호의

존의 심화와 지도자들의 의지라는 두 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마잉저우(馬

英九) 정권 시기에 이루어진 양안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함의를 검토한다.8) 장랴오녠청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신뢰구축을

6) 문흥호, “중국, 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 요인 비교,” 『중소연구』 제91

호(2001); 문흥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7) Tun-jen Cheng and Vincent Wei-cheng Wang, "Between convergence and

collision: Whither Cross‐Strait Relation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4, Issue 2(2001).

8) Yeh-chung Lu, Byung Kwang Park and Tung-chieh Tsai, "East Asia at the

Crossroads: A Comparative Study on Taiwan’s and South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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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분단국가간 국력의 우열, 국내정치, 두 지역에 개입하는 외부세

력인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한 가운데 국내적, 양자적, 국제적 차원에 걸

친 다층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9)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남북관

계와 양자관계를 대등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양자 중

한 사례가 다른 사례에 주는 함의의 도출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남북관계와 양안관계 사이에 나타나는 “대조의 공

간(contrast space)”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비교를 시도하는 연구들

이다.10) 정치엔펑은 민주화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 양안관계가 악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기저에 민족주의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통시적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심도있는 분석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11) 남광규는 민간

부문에서 남북교류가 양안교류에 비해 발전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는 원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단국가 간의 상호

작용, 한국과 대만의 국내정치, 미국의 개입 양상으로부터 찾는다.12)

세 번째 유형 중에서 보다 주목할 만한 글들은 명확한 이론적 관

점이나 분석틀을 채택하여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임혁백과 최유정은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양자를 비교한다. 이들은 정치

적 접촉이 빈번했으나 경제적 협력이 교착상태를 보여온 남북관계와 경

제적 교류는 활발하나 정치적 협력이 미비한 양안관계를 대비시키고, 이

를 세력균형과 종족적 정체성의 일치라는 두 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설명

Reconciliation with Adversaries," On Korea, Vol. 7(2014).

9) Nien-chung Chang Liao, "Comparing Inter-Korean and Cross-Taiwan Strait

Trust-Building: The Limits of Reassurance," Asian Survey, Vol. 54, No.

6(2014).

10) 체계적인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대조의 공간(contrast

space)”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David Collier and James

Mahoney, "Insights and Pitfalls: Selection Bias in Qualitative Research," World

Politics, Vol. 49, No. 1(1996)을 참조.

11) Chien-peng Chung, "Democratisation In South Korea And Taiwan: The

Effect Of Social Division On Inter-Korean and Cross-Strait Relations," IDSS

Working Paper, No. 24(2002).

12) Kwang-Kyu Nam,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ross-Strait Exchanges after the 2000s,"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4, No 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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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3) 챈(Chan) 등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한국, 대만의 국내

정치와 미국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양면게임의 시각에서 분석하

고 있다.14)

예거(Jager)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기억, 정체성, 민족주의

라는 관념적 요인을 중심으로 탈냉전 이후의 양안관계와 남북관계를 다

루고 있다. 그의 글은 현대 국제정치학의 주요이론 중 하나인 구성주의

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 분석보다

는 서술의 성격이 강하다15).

린드(Lind)와 조일현은 민주화 과정에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엘

리트들의 민족주의 동원이 호전적 대외정책을 야기한다는 민주화-전쟁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논한다. 린드의 경우, 민족주의를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제

도의 확립,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안정화 효과로 인해 이들 세 국가에

서 민주화가 호전적 대외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16) 반

면, 조일현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공고화되지 않은 이 세 국가에서 민족

주의에 호소하는 정체성의 정치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동아시아의 불안정

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17)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의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비교하

려는 선행연구들이 보이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일관된 분석틀이나 이론적 시각을 토대로 체계적 비교를 시도한 연구가

13) Hyug-Baeg Im and Yu-Jeong Choi, "Inter-Korean and Cross-Strait Relations

through the Window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ies," Asian Survey, Vol. 51,

No. 5(2011).

14) Steve Chan, Richard Hu and Injoo Sohn, "Politics of détente: comparing

Korea and Taiwan," The Pacific Review, Vol. 26, No. 2(2013).

15) Shelia M. Jager, The Politics of Identity: History, Nationalism and the

Prospect for Peace in Post-Cold War East As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16) Jennifer Lind, "Democratization and Stability in East As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5, No. 2(2011).

17) Il Hyun Cho, "Democratic Instability: Democratic Consolidation, National

Identity, and Security Dynamics in East Asia," Foreign Policy Analysis, Vol.

8, No. 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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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남북관계와 양안관계 중 하나의 사례

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거나, 양자 간의 비교를 내세우면서도 이론적

시각의 채택과 분석틀의 정립을 결여한 채 병렬적이고 통시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둘째,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관한 비교를 시도하는 일부 연구들도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출발점인 “대조의 공간”을 파악함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나 안보 등 이른바 상위정치(high politics)

에 주목한 연구들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기에 추진된 한반도의

화해협력이 대만에게 주는 함의를 논하는 반면, 경제나 사회문화적 교류

등 하위정치(low politics)에 주목한 연구들은 다방면에 걸쳐 교류가 활

발하게 진행 중인 양안관계로부터 남북관계에 적용할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 걸쳐 전개되는 상위정치의 핵심적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왔던 한국

과 대만 내에서의 정체성 정치에 주목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

선, 하위정치의 영역에서 양안 간의 교류가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보여

주는 것이 사실이나, 남북 간의 교류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

다.18) 또한 남북관계에서는 상위정치의 변동에 따라 하위정치가 급격한

부침을 겪어왔으며, 양안관계에서는 하위정치에서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상위정치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 공통적으로 하위정치에 대한 상위정치의 우위

또는 자율성이 존재함을 뜻한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정체성 정치에 주목하는 접근을 취한다고 해서

분단국가 간의 세력균형이나 북한, 중국,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대외정

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18) 하위정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제교류를 예로 들자면, 1991년부터 2014년에 이

르는 기간 동안 남북교역액은 1억 1천만 달러에서 20억 3천만 달러로, 양안교역

액은 10억 1천만 달러에서 1천 3백억 달러로 증가했다. 양안교류의 수준에는 미

치지 못하지만 남북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대한민

국 통일부, 『통일백서 2015』; 中華民國 行政院 大陸委員會, 『兩岸經濟統計月

報』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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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인들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만으로는 김대중 정권 시기의 남북관계

와 천쉐이볜 정권 시기의 양안관계에서 나타난 대조적인 양상을 설명하

기 어렵다.

[그림 Ⅰ-1] 군사비 지출 추정치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그림 Ⅰ-2] GDP 추정치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위의 [그림 Ⅰ-1]과 [그림 Ⅰ-2]에서 나타나듯이, 남북관계와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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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의 세력균형은 김대중과 천쉐이볜이 각각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과 중국에게로 기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력의 변수만으로

는 왜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공세와 압박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왜 천쉐이볜 정권이 현상유지나 중국과의 협

력이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 명백한 독립론을 주장했는지 설

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은 냉전 시기부터 자국 주도의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추가

적인 무력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후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을 지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제약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

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

과 대만에서의 정체성 정치에 주목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 관한 비교사례연구이다. 두 국가는 국가

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왔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

인 민주화와 국가 정체성, 그리고 대외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동아시아의 냉전으로부터 기원한 분단국가, 미국의 후원 하에 발전한 반

공국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경제발전, 1980년대 후반 민주화에 성공

한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 등의 공통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비교사례연구는 최대유사체계 연구와

최대상이체계 연구로 분류된다. 한국과 대만 간에 여러 역사적 유사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민주화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

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다루는 본 연구는 전자의

유형에 가까우나, 그에 엄밀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3장에서 다루는 바

와 같이 한국과 대만의 사례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가 민주화 이후 국가 정체성과 대외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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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는 체계적인 비교를 위한 사례의 선정과 변수의 통

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이라는 문제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과 대만의 비교는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뤼세마이어(Rueschemeyer)가 지적하듯이

본 연구처럼 역사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비교연구는 “보편적이거나 상당

히 일반적인 문제들”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문제을 단순히 하나의

정체성이 공유되어 협력이 촉진되거나, 상이한 정체성이 경합하여 갈등

이 발생하는 사례로 보아서는 안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한국과 대만에

서의 정체성 정치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발

전하고 구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에 관한 비교연구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수준에

서 공유되고 있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한국과 대

만의 정당사(政黨史)를 추적한다. 여론조사처럼 일반대중들의 인식을 보

여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엘리트들의 동원과 대중들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정당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이 형

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정당정치에 대한 역사

적 접근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유

용한 방법이다. 정당정치에 관한 일반적 이해와 달리, 한국과 대만의 정

당은 경제적, 계급적 이익보다는 통일과 분단 등 국가 정체성에 관한 사

안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20) 한국과 대만의 반공적 권위주

19) Dietrich Rueschemeyer, "Can One or a Few Cases Yield Theoretical Gains?,"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327-331.

20) 이러한 논의에 관해서는 강원택,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

-록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 3호(2011), pp. 108-119; She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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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권은 경제성장과 소득의 균등한 증대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었

으며,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조건 하에서 잠재적인 공산주의 동조 세력

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따라서 경제

적, 계급적 균열에 기초한 정당정치의 형성은 봉쇄되었다. 오히려 냉전과

분단이라는 국제정치적 조건 하에서 한국과 대만의 정당은 국가 정체성

의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 관련되는 여론조

사 결과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정부 및 학술기

관들은 남북관계와 양안관계, 그로부터 비롯된 국가 정체성과 통일의 문

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러한 여론조사 중 국가 정

체성에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안에 관한 대중

들의 인식과 그 변화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대만과 달리 한국

의 경우 여론조사의 실시 회수와 빈도가 현저히 낮고, 문항의 내용이 일

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의 인식을 충분히 드러내기

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사회적 수준에서 형성된 국가 정체성과 국가의 대외정책을

매개하는 정책결정자의 사고와 구상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내용분석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시도한다. 내용분석은 문자화된 발언을

포함하는 문서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고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21),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은 대북정책이나 대중정책에 관한 김대중과 천

쉐이볜의 저작과 연설문이다. 김대중은 자서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책을

직접 저술하였고, 그의 발언은 청와대, 아태평화재단 등에 의해 정리되어

출판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천쉐이볜도 총통 선거 직전 『대

만의 아들(臺灣之子)』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판한 바 있으며, 총통부

와 행정원 대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가 총통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중

정책에 관해 행한 연설의 원문에 접근할 수 있다.

Rigger,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Boulder: Lynne Rienner, 2001), pp. 39-41.

21) Margarett Hermann, "Content Analysis," in Audie Klotz and Deepa Prakash

(eds.),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luralist Guid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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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대외정책에 관한 지도자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나 사후 정

당화가 아니라, 그가 그 정책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념

에서 비롯된 결과물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집권 이전에 남긴 글과 연설들

을 추적해야 한다.22) 그러나 천쉐이볜의 경우, 총통 취임 전에 대중정책

에 관하여 남긴 저술과 발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통 취임 이전 천쉐이볜의 경력과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그가 재임 중에

행한 연설이 그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고와 신념이 반영된 결과

임을 논하고자 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틀을 정립한다. 특히 그동안 국제정치이

론들에서 진행되어 왔던 위협(threat)에 관한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

하고, 기존의 논의들이 기초하고 있는 물질주의적, 구조주의적 접근의 한

계를 비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협에 관한 관념(idea)와 주

체(agent) 중심의 접근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와 반공국가의 형성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유럽에서 시작된 미국과 소련 간의 지구적 냉전이 동아시아로

까지 확산되어 지역 수준의 냉전체제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한국과 대

만에서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하는 반공국가가 형성되어

발전하는 과정, 나아가 두 반공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서술될 것이다.

4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를 거치며 한국과 대

만에서 각각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가 국가 정체성을 구성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반공국가와

결합했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한 이후 개방된 한국과 대만의 정치지형

22) Elizabeth N. Saunders, Leaders at War: How Presidents Shape Military

Interven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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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당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5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내사회 내에서 등장한 한국과 대만의 민

족주의가 각각 김대중과 천쉐이볜이라는 최고정책결정자를 매개로 대외

정책에 반영되고,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본다.

우선, 김대중과 천쉐이볜의 저술, 연설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민족과

통일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대만의 최고정책결정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구상의 내용을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민족주의가 이들을 매개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천쉐이볜 정권의 대중정책과 양안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한다. 우선, 이 장에서는 앞서 이루어

진 논의의 내용들을 각 장별로 정리하여 요약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와 양안관

계를 이해함에 있어 국가 정체성 등 관념적 요인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갖는 적실성의 입증, 향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전개를 가늠할

수 있는 예비적 고찰로서의 의미, 국제정치에서 보편적 혹은 일반적이라

고 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주권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재조명

등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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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민주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만의 대중정책을 비교하는 본 연구는 국내 수준에서 형성

되고 공유된 국가 정체성이 대외정책을 결정, 제약 혹은 구성한다는 전

제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즉, 본 연구는 특정한 관념에 기초한 국

가 정체성이 한국과 대만의 국내사회에서 공유되고, 정책결정권을 가진

엘리트를 매개로 국가의 위협인식과 대외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에서 관념의 역할과 인간의 주체성을 강

조하는 입장을 취한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접근법을 활용할 것이다.

위협(threat)은 현대 국제정치학의 가장 고전적인 연구주제 중 하

나이다. 현대 국제정치학은 무정부성, 즉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여 개별

국가의 행동을 규율할 권위의 부재를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전

제한다. 이러한 무정부성의 논리에 따르면 개별 국가는 상위의 권위체로

부터 가해지는 어떠한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안보, 권력, 이익

을 추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해 언제든 다른 국가에게 중대

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처럼 무정부성 하에서 어느 한 국가의 행위

로 인해 위협이 형성되고, 다른 국가들이 그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제정치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위협에 관한

논의를 수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하나는 “무엇이 위협을 구성하는가?”라는 위협의 구성 요소에

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누가 위협을 규정하고 인식하는가?”라는

위협의 인식 주체에 관한 질문이다. 위협의 문제를 다루어온 기존의 국

제정치이론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위협이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고려되어

야 할 점은 위협이란 물질적 요인과 관념적 요인, 그리고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 형성되는 복합적인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Ⅱ-1]은 위협을 복합적 구성물로 보고 연구할 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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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이 위협을 논함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Ⅱ-1] 위협의 구성 요소와 현대 국제정치이론

위협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물질주의적, 구조주의적 경향을 보여왔다. 현실

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위협이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월하거나 압도적

인 세력을 갖는 국가의 부상으로 인한 국가간 세력배분의 변화, 즉 물질

적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처럼 물질주의적, 구조주의적 관

점에서 위협을 논하는 현실주의 계열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간

능력의 배분에 주목하는 세력균형론,23)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국력의 동등성 또는 비동등성에 주목하는 세력전이론을 들 수

있다.24)

23) 세력균형론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McGraw-Hill, 1979)를 참조.

24) 세력전이론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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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으로 대표되는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은

국가간 세력배분구조의 변화가 평화와 전쟁, 안정과 불안정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논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들은 모두 위협이 국가 간의 세력배분과 그 변화라는 물질적, 구조적 요

인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25) 무

정부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국가들 간의 무한한 생존 경쟁을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전제하는 현대 국제정치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

가의 관점에서 이익, 권력, 그리고 안보의 문제를 다루는 현실주의가 주

류적 시각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이 내재하고 있는 물질주의적, 구조

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우선, 현실주의의

물질주의적 성격은 국제정치에서 사고, 문화, 정체성 등 관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들이 등장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세력이라는 물질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위협 그 자체와 등치시키는 것을 문제시하였다.

현실주의 이론들 내부에서도 관념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분적으

로나마 이루어져왔다. 현실주의자인 월트는(Walt)는 국가들이 균형을 취

하는 대상은 세력을 포함한 물질적 요인들과 상대국가의 의도에 대한 인

식이라는 관념적 요인이 결합된 위협이라는 위협균형론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세력균형론을 비판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26) 세력전이론자들

사이에서도 선도국과 신흥국의 양자관계를 전쟁으로 추동하는 과정에서

선도국이 주도해온 국제체제에 대한 신흥국의 불만족도라는 관념적 요인

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27)

25) 최근에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검

토한 가운데, 양자를 통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재

성,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체제 차원 분석: 복합조직원리론의 관점에

서,” 『국제지역연구』 제18권 4호(2014), pp. 4-13을 참조.

26) 위협균형론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

27) 세력전이론에서 불만족도에 관한 논의는 Ronald L.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 Chatham House

Publishers, 2000); Steve Chan,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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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정치에서 관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다 중요한 영향

을 미친 학자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표방한 웬트(Wendt)이다. 그는 국가

간의 세력배분이라는 물질적 구조에 주목한 현실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지식의 배분(distribution of knowledge)” 또는 “문화(culture)”라

고 명명한 관념적이고 사회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이론화를 시도한다.28)

웬트에 따르면, 우월한 세력을 보유한 국가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위협과

등치시키도록 만드는 무정부성의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유된 관념의

산물이다.29) 그는 무정부성이 국가들 간의 적대를 특징으로 하는 “홉스

적 문화” 뿐 아니라,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로크적 문화”, 친선을 특징

으로 하는 “칸트적 문화”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30)

인식, 의도, 불만족도, 정체성 등 관념적 요인도 국제정치의 현실과

위협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자각은 “누가 위협을 규정하고 인

식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질문은 그동안 국제정치

학에서 널리 수용되어온 국가의 의인화(擬人化, antrophomorphization)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동안 다수의 국제정치이론들은 국가가

단일한 행위자로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전제

해왔으며, 이러한 가정은 흔히 구조적 접근과 결합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의인화는 설명과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의

도적인 단순화에 불과하며, 실제로 관념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

하는 주체는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이다. 국가가 인식을 하고 행동한다는

진술은 사실 국가의 구성원 다수 혹은 정책결정권을 가진 소수의 핵심적

인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인식이나 행동의 방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과 웬트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국가의 중심성과 의인화에 기반한 구조주의적 이론화를 지향함으로써 인

Theory: A Critique (New York: Routledge, 2007)을 참조.

28)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20.

29) 이러한 논의에 관해서는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1992)를 참조.

30) “문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Wendt(1999), Ch 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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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주체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왔다. 물질주의와 구조주의에 함몰된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은 국제정치에서 인간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 자

체를 망각해왔다. “주체-구조의 문제(agent-structure problem)”를 통해

현실주의에서 무시되어온 주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웬트도 구조주의에 경도된 채 국가의 의인화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주

체에 관한 논의를 미완의 상태로 남겨놓았다.31)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물질주의와 구조주의, 그리고 국가의 의인화

를 넘어 인간의 주체성을 고려하고 이를 국제정치이론에 통합하려는 시

도는 현실이 인간이라는 주체가 소유한 관념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는 시각을 공유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우선, 국제정치

학의 하위분과 중 하나인 외교정책분석(foreign policy analysis)에서는

국가 개념의 추상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인간의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허드슨(Hudson)에

따르면, 외교정책분석은 인간만이 관념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지적

하고, 국가의 행위를 결정하는 물질적 요인과 관념적 요인이 교차하는

접점에 위치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에 주목해왔다.32)

신고전현실주의는 관념과 주체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주의의

물질주의적, 구조주의적 경향을 보완한 외교정책이론의 정립을 지향하는

비판적 접근이다. 신고전현실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을 설명함

에 있어 여전히 국가 간의 세력배분이라는 물질적 구조를 독립변수로 간

주하나, 국가 수준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매개변수로 도입한다.33)

이들은 국가 간의 세력배분구조가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31) “주체-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1987)를 참조.

32) Valerie M. Hudson, "Foreign Policy Analysis: Actor-Specific Theory and the

Grou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 No.

1(2005), pp. 5-7.

33) 신고전현실주의에 관해서는 Steven E. Lobell, Norrin M. Ripsman and Jeffrey

W. Taliaferro (eds.), Neoclassical Realism, the Stat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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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와 같은 매개변수에 의해 왜곡되고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과 구성주의는 위협에 관한 논의에 관

념과 인간 주체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안보화 이론은 언어를 매개로 위협이 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에 주목한다.

안보화 이론에 따르면, 안보화 행위자(securitizing actor)가 발화 행위를

통해 특정한 대상을 안보 영역의 의제로 규정하고, 청중(audience)이 이

를 수용하면 그 대상은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하는 위협

으로 간주된다.34) 이처럼 안보화 이론은 안보화 행위자와 청중이라는 주

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위협이 구성되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 주

목한다.

“국내 수준(domestic-level)의 구성주의”도 위협에 대한 관념과 주

체 중심의 시각을 제공한다.35) 웬트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국가의 주체성

을 전제하고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공유되는 관념의 역할에 강조하는

“국제 수준(international-level)의 구성주의”였다면, 국내 수준의 구성주

의는 국내적으로 공유된 관념이 엘리트나 대중과 같은 인간 주체를 매개

로 대외정책에 반영되는 동학에 주목한다.36)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체성이라는 관념적 요인에 따라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

는 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정체성이란 “행위자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존재의 사회적 유형이나 상태”를 가리킨다.37) 국가와 같은 집합적 수준

에서의 정체성은 그 “내용(content)”을 둘러싼 “경합(contestation)”을 거

34) 안보화 이론에 관해서는 Ole Wæver, "Securitization and Desecuritization" in

Ronnie D. Lipschutz (eds.) On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를 참조.

35) 이러한 구분은 루소(Rousseau)로부터 빌렸다. David L. Rousseau,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를 참조.

36) 이러한 접근을 취한 연구로는 Alastair I.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Ted Hopf, Social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dentities & Foreign Policies, Moscow, 1955 and 199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Rousseau(2006)를 참조.

37) Wendt(1999),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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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관계적 비교(relational comparison)”를 통한

타집단과의 구분짓기가 중요하다.38) 이는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의 산물

이며, 역으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작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음을 뜻한다.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정체성은 “우리”와 “타자”, 또는 내

집단(內集團, in-group)과 외집단(外集團, out-group)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상대방을 외집단으로 규정했을 때, 그로부터 위협

을 인식하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상대

방을 “우리” 혹은 내집단의 일원으로 규정한다면, 그로부터 친밀감을 느

끼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의 형태와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39)

이상에서 살펴본 비판적 접근들은 인간 주체와 이들을 매개로 현

실에 영향을 미치는 관념적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문

제는 현실과 관념적 요인을 매개하는 인간 주체의 범위이다. 국제정치이

론에서 고려되는 인간 주체의 범위는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엘

리트들에게 국한될 수도 있고, 대중들을 포괄하는 국내사회로까지 확장

될 수 있다. 외교정책분석, 신고전현실주의, 안보화 이론, 그리고 국내 수

준의 구성주의는 이 지점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어야 하는 사실은 특정한

국가 정체성과 같은 관념이 대외정책에 반영되려면 정책의 결정과 집행

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의 역할이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사회 내에서는 국

가 정체성에 관한 복수의 관념이 공존할 수 있는데, 엘리트들에 의해

“부각(articulate)”되고, 대중들을 성공적으로 “설득(interpellate)”함으로써

지지를 받는 정체성일수록 지배적 위치를 획득하고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40) 이러한 과정에서 엘리트들은 이미 다수의 지지를

38) Rawi Abdelal,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Identity as a Variable,” in Rawi Abdelal,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eds.), Measuring Identity: A Guide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9-29.

39)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 그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형성

과 그 특징은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다루어져 온 연구주제였다. 특히 심리학적

접근방식을 국제정치학에 적용하여 위협인식의 문제를 분석한 연구로는

Rousseau(200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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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관념을 대외정책에 반영시키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

행할 수도 있고, 다른 관념과 경합 중인 특정한 관념을 대변하고 그에

대한 지지의 확장을 모색하는 “기획가(entrepreneur)”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위협에 관한 관념과 주체

중심의 접근, 특히 구성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즉, 본

연구는 특정한 관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가 정체성이 국가의 위협인식

과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룬다. 우선, 국내사회에서 국가

정체성에 관한 특정한 관념이 경합을 거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가는 과

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엘리트, 특히 정책결정자를 매개로 특정한 관

념이 국가가 위협을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외정책을 취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0) 클로츠(Klotz)와 린치(Lynch)는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부각”과 “설득”의 과정

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는 방식을 “표상적 접근

(representational approach)”이라 명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Audie Klotz and

Cecelia M.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Armonk, N. Y.: M.E. Sharpe, 2007), pp. 74-8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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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아시아의 냉전과 반공국가

1. 냉전과 동아시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의 대결을 핵심으로 하

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냉전(the Cold War)”의

시작이었다.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유럽 제국주의 강

대국들의 몰락은 강대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도 변화시켰으며, 양자가 상호작용함으로써 미소 간의 냉전에 기초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냉전이란 국가 간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군사적 충

돌, 즉 열전은 벌어지지 않는 독특한 상태를 뜻한다. 즉, 미국과 소련 간

의 첨예한 갈등이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며, 역설적으로 양측의 견

제와 균형에 기초한 “긴 평화(the Long Peace)”가 가능했던 것이다.41)

그러나 반세기 동안 열전이 없는 독특한 전쟁 상태로서의 냉전이 실제로

나타난 곳은 유럽 뿐이었다.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열전이 끊

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이라는 용어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

는 냉전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국제정치적 변화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우선, 강대국 간의 관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

로 재편되었다. 양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피폐해진 유럽의

강대국들을 대체하였고, 전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하였다. 냉전체제의 양극성은 세력배분구조라는 물질적 차원 뿐만 아니

라, 이념적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상반되고 적대적이

기까지 한 이념을 지향하는 정치경제체제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세계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41)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는 John L. Gaddis,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4(1986)를 참조.



- 23 -

자연스럽게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양국은 다른 국가와 지역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각자의 정치경제체제와 이념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와 미국과 소련의 부상이 가져온 변화

는 기존의 강대국-약소국 관계도 변화시켰다. 유럽 제국들의 동요와 붕

괴는 이들의 해외 식민지들 내부로부터 독립운동을 포함한 반식민주의

혁명을 촉발시켰다. 반식민주의 혁명을 주도한 식민지의 토착 엘리트들

은 혁명을 지원하고 탈식민화 이후 새롭게 건설될 국가의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공해줄 외부 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민족자결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한 미국, 세계 공

산주의 혁명을 주창한 소련은 반식민주의 혁명을 지원해줄 대상으로 인

식되었다. 이는 혁명의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소련에게 지원을 요청함으

로써 이들의 개입을 유인할 동기를 부여하였다.42)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국력과 이념의 우월성을 입증하려

고 했던 미국과 소련의 경쟁, 양국의 개입을 유인함으로써 반식민주의

혁명과 탈식민 국가 건설을 달성하려고 했던 제3세계 지도자들의 선택이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며 지구적

수준의 갈등으로 발전해나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열

전을 통해 유럽에서의 냉전이 가능해지는 냉전 국제정치의 독특한 양상

이 자리잡았다.

동아시아 역시 냉전이 반식민주의 혁명과 탈식민화라는 지역적 조

건과 상호작용하면서 확산해나가는 과정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

이 동아시아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었다. 미소관계

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협력관계로부터 전후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차지

하기 위한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래된 긴장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과 결합하면서 촉

발된 동아시아에서의 열전은 이후 냉전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42) Odd A.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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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중국내전이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려는 미소의 경쟁과 갈등이라

는 지구적 요인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계기였다

면43), 한국전쟁은 이러한 지구적 요인이 탈식민화와 그에 수반된 내전이

라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국제적 개입을 초래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었다.44)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련

의 열전은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형성되어 얄타 회담으로 정점에 달했

던 강대국 간의 전시협력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미소 간의 대립을 핵심으

로 하는 냉전체제를 고착화시켰다.45)

미소관계의 전환이라는 지구적 요인과 탈식민화, 내전이라는 지역

적 요인이 결합하여 동아시아의 열전이 초래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냉전 시기 동안 중국 대륙과 한반도라는 두 개의 공간 사이에 끊

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라는 두

이념을 매개로 이루어진 두 공간의 상호작용은 동아시아 지역 수준의 냉

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전들은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적 냉전체제의 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반식민주의 혁명의 성공은

한국전쟁의 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중국내전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이

끄는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을 고무시켰으며, 이

후 중국과 소련 간에는 공산주의 혁명의 세계화를 위한 분업과 협력이

이루어졌다.46) 이는 북한 지도부가 구상한 한반도에서의 해방전쟁에 대

한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졌고, 북한 지도부가 남침을

감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47) 한국전쟁은 중국내전의 연장선상에

43) Jian Che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p. 24-35; Chi-kwan Mark,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5: An International Hisotry (New York: Routledge, 2012), pp. 10-13.

44) 마상윤, “글로벌 냉전과 동북아시아,”『세계정치』제22호(2014), pp. 73-100.

45) Jian Chen(2001), pp.35-36; 강진연, 한국의 탈식민 국가형성과 동아시아 냉전체

제, 『사회와역사』 제94집(2012), pp. 73-80.

46) Chi-kwan Mark(2012), pp. 13-16.

4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원인과 기원』(서울: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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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발한 전쟁이었다.48)

둘째, 한국전쟁은 중국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대만으로 패퇴한

국민당 내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반도에 고조된 긴장을 활용

하여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었다.49)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중국의 참전은 장제스의 국민당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였다. 중국내전의 종결과 함께 국민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개입의 구상이 좌절된 이후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포기했던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다시금 적극적인 개

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한반도 뿐 아니

라 대만해협에도 파병하였고.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였다.50)

셋째, 중국내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

대 반공주의 진영의 국제적인 대립구도가 확립되었다. 전술한 대로 중국

의 공산화 이후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간의

협력과 분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인 요인이었다. 반공주의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

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고,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동맹이 잇따라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1954년에는 한국과 대만의 주도로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이 창설되었다.51)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몰락 이후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 기초한 양극체제의 등장, 비유럽 지역에서의 탈식

pp. 385-397.

48) Jian Chen, "Reorienting the Cold War: The Implications of China's Early

Cold War Experience, Taking Korea as a Central Test Case" in Tsuyoshi

Hasegawa (eds.)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pp. 81-88.

49) 김경일, 홍면기 역,『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서울: 논형, 2005), pp. 247-251.

50) 박정현, “1950년대 초 대만(臺灣)의 반공(反共)과 대륙 반공계획(反攻計劃),”

『사총』 제76권(2012), pp. 233-239.

51)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형성에 관해서는 최영호, “이

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국제정치논총』 제

39집 2호(1999);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지역

과 역사』 제11호(2002)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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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라는 두 개의 흐름이 교차하는 가운데 국제정치는 냉전이라는 새로

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냉전과 비유럽 지역의 열전이라는 모순적

결합에 기초한 냉전체제는 전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

국과 소련의 개입, 반식민주의 혁명과 탈식민화의 성공을 위해 외세의

지원과 협력을 획득하려는 제3세계 지도자들의 유인이 맞물리면서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동아시아에서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

역의 고유한 조건들을 반영한 하위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열전의 전장이 된 중국 대륙과 한반도는 지역적 냉전은 물론 지구적

냉전의 변화까지도 추동하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동아시아 반공국가의 형성과 발전

동아시아가 지구적 냉전체제를 구성하는 일부이자 그 형성과 변화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하위체제로 변모해감에 따라 한국과

대만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조건들을 내재화한 국가체제인 반공국가

(反共國家, anti-communist state)가 등장하였다. 반공주의란 “공산주의

를 반대하는 정치이념”이며52), 본 연구에서는 반공국가를 “반공주의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반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

책과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규율되는 국가”로 정의한다.

중국내전과 한국전쟁 이후의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냉전의 전선 중

에서도 열전이 다시금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었고, 대만과 한국

은 반공주의 진영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반공의 “기지(基地)”로 부상했

다.53)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더불어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표

52) 이완범, “반공주의와 친미주의,” 김동춘 외 편,『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

의 정치』 (파주: 돌베개, 2015), p. 321.

53) 남기정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전장국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전투적

인 반공주의를 국가가 지향해야할 이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북정책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정책이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주장은 중국내전에서 패

퇴한 뒤 대만으로 이주한 국민당 정권과 중화민국 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관해서는 남기정, “냉전 이데올로기의 구조화와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

성의 상관관계: 한일비교,” 『한국문화』 제41집(2008), pp. 236-23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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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

는 공산주의 진영의 팽창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자

유민주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권위주의와 발전주의를 정당화했다.54)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반공주의의 모호한 성격은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의 결합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성격과 더불어 다음의

특징들을 공유하였다. 첫째, 반공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이 법률을 통해 성

문화, 제도화되었다. 두 반공국가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법률은 한국

의 국가보안법과 대만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臨時條款,

이하 임시조관)이었다. 국가보안법과 임시조관은 한국과 대만의 국가제

체가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반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반공국가가 기능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반공국가로서 한국의 정체성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해 구체

화되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9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내란행위특별

조치법이 10월 발생한 여순 반란을 거치며 발전하여 그해 12월에 제정되

었다.55)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

는데, 이는 북한과 공산주의 세력을 지칭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으

로 그 효력이 헌법에 우선하여 발휘되었으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

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었다.

1961년에는 반공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국가보안법 체제가 더욱 정

교화되었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의 제1기 군사정권은

반공을 재차 국시(國是)로 선언하며 그해 7월에 반공법을 제정하였고, 반

54) 이에 관해서는 Tianbiao Zhu, "Developmental states and threat perceptions in

Northeast Asia,"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Vol. 2, Issue. 1(2002); 조

경란, “1950년대 동아시아의 반공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검토:『자유중국

(自由中國)』과『사상계』의 대항담론 형성 가능성,”『시대와 철학』 제22권 1호

(2011); 김지형, “1960~70년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용과 지속: 민주주의와 반공

주의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제13권 2호(2013)를 참조.

55) 김득중,『‘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탄생』(서울: 선인, 2009), pp.

518-531; 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1): 국가보안법 변천사』(서울: 역사비평사,

1992), pp.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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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은 적용이나 처벌이 보다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보다 더욱

빈번히 활용되었다.56) 이후 1980년에 전두환이 이끄는 제2기 군사정권이

집권하면서 반공법의 규정들은 재차 국가보안법으로 통합되었다.

대만의 반공국가는 임시조관에 기반을 두었다. 임시조관은 그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원”과 “감란”, 즉 국가 총동원체제의 수립을

통한 공산당의 진압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조치였다. 그 실질적 효력은

1946년 12월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에 우선하였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계엄령, 형법 등과 결합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국민

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재개되자,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는 공산당을

제압하기 위해 1947년 7월에 동원감란시기 돌입을 선언하고 총동원령을

공포하였다. 1948년 4월에 소집된 국민대회(國民大會)는 임시조관을 통

과시킴으로써 장제스에게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분권을

일임하였다. 이후 197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정된 임시조관은 대만

반공국가의 토대를 이루었다.

둘째, 반공국가는 권위주의 정권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전술한

대로 반공국가가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은 자유민주주의였으나, 반공

국가를 실제로 통치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은 공산

주의 세력의 팽창과 침투에서 비롯되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지연시켰다. 즉, 반공국가는 권위주의 정

권의 강제력에 의존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신, 권위주의 정권

은 반공국가의 수호라는 명분을 제공하여 강압적 통치를 정당화함으로써

양자 간에는 상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1960년까지는 대통령인 이승만이 절대적

인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독재, 1961년부터 1987년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등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속한 군부가 정치에 전면적으로 개입하

는 군사정권의 형태를 취했다. 이승만은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오랫동안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력, 반공주의적 신념을 내세워 대중들과 후견국인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장기집권에 성공하였다. 한국의 군부는

56) 박원순(1992),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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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반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반공주의적인

집단으로 변모하였고,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 통치의 정당성을 만회하고자 반공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

였다.

대만의 권위주의 정권은 장제스 장징궈(蔣經國) 부자가 국가총통직

과 국민당 주석직을 겸직하는 가운데 국민당이 국가기구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관여하는 당국체제(黨國體制)의 형태를 취했다. 쑨원(孫

文) 사후 국민당을 이끌게 된 장제스와 그의 아들 장징궈는 경쟁자들을

차례로 배제하고 당내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획득하였다. 또한 국

민당이 창당과 중국내전에서의 패배 이후 이루어진 당의 재정비 과정에

서 소련 공산당은 물론 중국 공산당까지 모방하는 준레닌주의 정당의 성

격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국가기구와 사회의 각 부문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극대화되었고, 당과 국가가 일체화되는 당국체제가 수립되었다.

셋째, 반공국가는 권위주의 정권이 활용하는 다양한 통제 수단에

의존하여 반공주의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켰다. 반공국가와 결합

한 권위주의 정권은 폭력적 통제 수단과 비폭력적 수단을 동시에 구사하

였다. 폭력적 통제의 핵심은 법률에 의해 정당화된 국가 폭력이었고, 비

폭력적 통제는 문화, 교육 등의 분야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제 수

단들은 반공주의의 국가 정체성과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에 의문을 제기

하는 세력들을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한국의 집권 엘리트들이 활용한 폭력적 통제의 수단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령과 긴급조치 등이었다. 특히 그 핵심이었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나,

권위주의 정권에게는 그만큼 사회의 저항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압하며 반

공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

하는 모든 세력은 “빨갱이”로 규정되어 철저히 탄압을 받았는데, 빨갱이

는 일본의 “아카’(赤)”, 서구의 “코미(commie)” 등 공산주의자들을 폄하

하는 그 어떤 용어보다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담고 있었다.57) 빨갱이로

57) 김득중(2009), pp. 55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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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인사들과 그들의 친인척들은 국민의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비폭력적 통제를 활용한 반공주의의 확산도 시도되었다. 우선, 국

가의 주도와 후원 하에 대한청년단, 국민보도연맹, 학도호국단 등 우익

적, 반공적 성향의 청년단체, 사회단체가 결성되었다.58) 이들은 사회 내

에서 반공주의의 확산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했을 뿐 아니라, 군과 경

찰을 보조하는 준군사단체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교육도 반공주의의 내

면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반공교육은 공산주의자들을 비

도덕적, 비인간적 존재로 각인시킴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강화

시켰으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대중들의 반공의식을 제고시킴과 동시

에 반공교육의 소재로 활용되었다.59)

대만에서는 임시조관이 계엄령, 징치반란조례(懲治叛亂條例)나 감

란시기검숙비첩조례(戡亂時期檢肅匪諜條例) 등과 결합하며 구체적인 효

력을 발휘하였다.60) 1949년 5월에 공포되어 1987년 장징궈에 의해 해제

될 때까지 38년에 걸쳐 유지된 계엄령을 비롯하여 임시조관 하에서 적용

된 이 형법들은 헌법이 인정한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고 전 국민에게

간첩신고와 검거의 의무를 부과하였다.61)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패퇴

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대규모의 군대는 이러한 법률의 집

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었다.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국민당은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반대

세력을 “공비(共匪)”, “간첩(間諜)”, “비첩(匪諜)”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

에 대해 합법적, 초법적 폭력을 행사하였다.62)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58) 전갑생, “한국전쟁 전후 대한청년단의 지방조직과 활동,”『제도사이드 연구』제4

호(2008), pp. 14-19.

59) 王恩美, <冷戰時期學校教育中的反共形象: 以臺灣與韓國兩地小學教科書為中心的

分析>, 《思與言》 第48卷 2期(2010), pp. 62-64.

60) 陳顯武, <法律的政治分析: 論戒嚴時期的政治刑法>, 《國家發展硏究》 第6卷 2期

(2007), pp. 158-164.

61) 謝居福, <中華民國憲政史硏究>, 《臺南科技大學通識敎育學》 第8期(2009), pp.

35-37; 若林正丈, 洪金珠·許佩賢 譯, 《台灣 : 分裂國家與民主化》(台北: 新自然主

義, 2004), pp. 82-85.

62) 曾薰慧, 藏汝興·박강배 역, “‘적(異己)’ 쓰기: 50년대 백색테러 시기 ‘비첩(匪諜)’

의 상징 분석,” 『제노사이드연구』 제2호(2007), pp. 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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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및 반체제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폭력 행사, 즉 “백색 테러

(白色恐怖)”로 인해 계엄령이 실시된 기간 동안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

였다.63)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조직에 대한 침투, 보갑제(保甲制)의 실시,

호구조사, 신분증 제도, 공산주의자들의 가속에 대한 감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64)

폭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통제 수단들도 활용되었다. 국민

당의 후원으로 반공 문학이 장려되었으며65), 당시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

되어 있었던 라디오는 국민당에 의해 반공주의의 확산을 위한 선전도구

였다.66)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도 중요한 통제의 수단이었다. 준군

사단체이자 교육단체였던 구국단(救國團)은 반공운동을 위해 청년과 학

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고, 교과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반공항아

(反共抗俄)”, “반공대륙(反攻大陸)”, “광복대륙(光復大陸)” 등 다양한 주제

를 강조해가며 반공주의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로 활용되었다.67)

넷째, 반공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족적 민족

주의를 동원하였다.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오랫동안 공유된 혈연, 문화, 역사, 전통에 기초

한 민족 공동체의 신성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위협이자 타도해야할 대

상으로 간주하였다. 반공이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분단되고 파괴된 민

63) Naithe Wu, "Transition without Justice, or Justice without History:

Transitional Justice in Taiwan," Taiwan Journal of Democracy, Vol. 1, No.

1(2005), p. 11.

64) Yun-han Chu and Jih-wen Lin, "Political Development in 20th-Century

Taiwan: State-Building, Regime Transformation and the Consturction of

National Identity," The China Quarterly, Issue 165(2001), pp. 113-117; 蘇慶軒,

<國民黨國家機器在臺灣的政治秩序起源: 白色恐怖中對左翼勢力的整肅(1948-1954)>,

《政治科學論叢》 第57期(2013), pp. 132-138.

65) 최말순, “민족에서 개인으로: 1950년대 냉전대만의 문학풍경,”『중앙사론』제38

집(2013), pp. 341-350; Li-wen J. Wang, "Beyond Political Propaganda:

Performing Anticommunist Nostalgia in 1950's Taiwan," Theatre History

Studies, Vol. 33(2014), pp. 197-199; Te-hsing Shan, "The Reception of George

Orwell in Taiwan," Concentric, Vol. 40, No. 1(2014) 등을 참조.

66) 林果顯, <日常生活中的反共知識建構:《廣播雜誌》爲中心(1952-1956)>, 《國史館

學術集刊》 第14期(2007), pp. 186-193.

67) 王恩美(2010), pp.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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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점차 고착화

되는 가운데 반공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 즉 반공주의에 입각한 통일론

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사실상 통

일의 지연 또는 유보로 귀결되었다.

한국의 경우,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멸공(滅共)과 승공(勝

共)의 논리로 구체화되었다. 1950년대에 이승만이 주창한 북진통일론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멸공의 논리

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이 지속되면서

멸공의 논리는 승공의 논리로 변화했는데, 그 핵심적인 주장은 경제발전

을 통해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압도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보는 군사정권의 “선건설 후통일” 노선

하에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시도는 유보될 수 밖에 없었다.

대만에서도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호전적인 대외정책과

통일의 유보를 초래했다.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국민당 정권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륙 본토를 공산당으로부터 수복함으로써 중화민족의 공

동체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당이 동원한 민족주의로 인

해 반공국가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에서 전통과 문화 유산의

대대적인 파괴를 수반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국민당 정권은 이에 대

응하여 문화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당은 이를 통해 대만의 중화민

국 정부만이 중화민족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반공국가의 존재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다섯째, 반공국가는 국제적인 반공주의 연대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가 정체성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한 두 반공국가

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공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은 반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

구하기 위한 연대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군

사동맹을 매개로 한 미국과의 후견-피후견 관계 형성과 아시아민족반공

연맹의 창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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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반공국가는 각각 미국과 양자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후견-

피후견 관계를 형성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지지와 원조를 획득하였다. 한

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한국, 대만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와 대만해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1953

년 10월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이, 1954년 2월에는 대만과

미국 간에 공동방어조약이 체결되었다.68) 미국은 한국, 대만과 후견-피

후견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내 동맹체제

를 완성하고자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대만의 호전적인 반공주

의 성향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또다른 열전의 발발을 피하고

자 했다.69)

한국과 대만 간에는 반공을 위한 직접적인 연대도 추진되었다.

1954년에는 양국의 주도 하에 창설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은 그 결과물이

었다. 아시아에서 반공주의 연합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필리핀의 퀴리

노, 대만의 장제스, 한국의 이승만이 “태평양동맹”의 결성을 제안했던

1949년 7월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마오쩌둥과의 협력을 기대하

던 미국의 거부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

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는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창설이 가능해졌다. 이후 반공이라는 국

가 정체성과 목표를 공유한 한국과 대만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1992년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 사이에는 중

대한 차이도 존재했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

에 의해서도 자발적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대만의

반공주의는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국민당 소속의 집권 엘리트들에 의해

68) 이혜정, “한미동맹 기원의 재조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효는 왜 연기되었는

가?,”『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6집 1호(2004); 나영주, “미국-대만의 군사동맹

변화와 대만의 안보,”『아세아연구』제123호(2006); Hsiao-Ting Lin,

"U.S.-Taiwan Military Diplomacy Revisited: Chiang Kai-shek, and the 1954

Mutual Defense Pact," Diplomatic History, Vol. 37, No. 5(2013) 등을 참조.

69) Victor D.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2010),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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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

는 엘리트 집단의 성격과 전쟁의 직접적 경험 여부에 의해 형성되었다.

한국에서는 반공주의에 대한 엘리트들의 합의와 지지가 존재하였

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던 이승만과 측근 세력,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군부로 이어지는 한국의 집권 엘리트들은 일관되

고 강경한 반공주의적 성향을 보여왔다.70) 흥미로운 점은 국가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집권 엘리트들과 줄곧 대립해온 대항 엘리트들도 반공주의

적 지향을 공유해왔다는 사실이다.71) 한국의 대항 엘리트들과 야당들의

모태가 되었던 한국민주당(한민당)은 대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반

혁명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의 정당으로, 집권 엘리트들과 더불어 반공주

의적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국가 형성을 주도하였다. 한민당의 반공주의

적 성격은 그 후신인 민주당 등에게도 계승되었다.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해방 직후부터 지속된 폭력의 경험은 반공주

의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분단 이후 한반도 전역에

서 크고 작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자

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반공주의를 수용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에 북

한군에 의한 인원과 물자의 강제적 징발, 북한군과 협력한 공산주의자들

의 횡포, 반공의식에 대한 한국군의 시험 등을 경험하면서 대중들은 생

존하기 위해 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했다. 일상적 체험에서

비롯된 한국 대중들의 반공주의는 이념이나 사상을 넘어 감성, 감정, 정

서의 형태로 심층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72) 특히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전쟁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기억의 재생산”은 반공주의의 확

70) 이승만의 반공주의적 성향에 관해서는 김명섭·김주희, “20세기 초 동북아 반일

민족지도자의 반공: 이승만과 장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집 2호(2013), pp. 76-83; 한국 군부의 반공주의적 성격에 관해서는 김득중

(2009), pp. 450-458.

71) 후지이 다케시, “4·19/5·16 시기의 반공체제 재편과 그 논리: 반공법의 등장과

그 담지자들,”『역사문제연구』제25호(2011), pp. 10-20; 박원순(1992), pp.

159-177.

72) 반공주의를 지식인 수준에서의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통·

확산되는 감정이자 정서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하나, “1950~60년

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사회와 역사』제95집(20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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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크게 기여하였다.73)

반면, 대만에서는 반공주의가 집권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

다. 중국내전 이후 대만의 정치 공간은 대륙으로부터 망명해온 국민당

소속의 외성인(外省人) 엘리트들이 독점하였다. 이들은 대만 본토 출신

의 지주들을 비롯한 본성인(本省人) 엘리트들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장

제스와 국민당 지도부는 강력한 반공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74),

대만에 대륙을 수복하기 위한 기지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본성인 엘리

트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빼앗고 일부 지방선거 출마를 제외한 정

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이들을 주변적 존재로 전락시켰다.75) 잠재적 저

항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을 뿐 아니라76), 미숙한

혁명전술로 인해 당국체제의 수립 초기에 큰 타격을 받았다.77)

다수의 대중들을 포함한 본성인들은 압도적 폭력을 보유한 국민당

의 반공주의적 통치에 대해 순응하였다.78) 그러나 이들이 반공주의를 자

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륙 본

토에서 전개된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과 중국내전의 경험은 국민당 엘리

트들과 외성인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고, 본성인들에게 각인된 것은 오

히려 1947년의 2·28 사건으로 상징되는 외성인들의 억압과 폭력, 착취와

부패에 대한 반감이었다.79) 이에 국민당은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화합을

73) 王恩美(2010), pp. 101-105.

74) 김명섭·김주희(2013), pp. 83-91.

75) 若林正丈(2004), pp. 111-16; 정형아,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

이의 갈등,”『탐라문화』제47호(2014), pp. 175-176.

76) 蘇慶軒(2013), pp. 129-32; Ming-sho Ho, "From Resistance to Accommodation:

Taiwanese Working Class in the Early Postwar Era(1945-55),"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4, No. 3(2014), pp. 490-493.

77) 대만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Frank S. T. Hsiao and

Lawrence R. Sullivan, "A Political History of the Taiwanese Communist

Party, 1928-1931,"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2, No. 2(1983); Anna

Belogurova, "The Civic World of International Communism: Taiwanese

communists and the Comintern(1921-1931)," Modern Asian Studies, Vol. 46,

No. 6(2012)을 참조.

78) 공산주의를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당의 통치에 반대하는 잠재적 저항

세력이 될 수 있었던 노동자들의 경우, 폭력적 억압 뿐 아니라 조합주의적 방식

을 통한 관여와 경제적 회유를 수반한 국민당의 정책에 순응하였다. 이에 관해서

는 若林正丈(2004), pp. 122-24; Ho(2014), pp. 493-49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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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함으로써 반공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당은 외성인과 본성인이 모두 “하나의 중국”을 이루는 일원이

며, 공산주의자들은 그 가치를 파괴하는 위협임을 강조함으로써 반공주

의를 고취시키는 “기억의 창조”를 시도하였다.80)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반공주의와 대만 반공주의의 차이는 두 국

가에서 민주화가 전개되는 동안 부상한 민족주의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엘리트들과 대중들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된 한국의 반공주

의는 민주화와 탈냉전을 거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그 정당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유지되어온 반공주

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냉전 시기 동

안 반공주의에 의해 동원되고 왜곡되었던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주의로

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반공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종족적 민족주의가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독자적인

기반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인

식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반면, 집권 엘리트들에 의해 대항 엘리트들과 대중들에게 강제적으

로 부과되었던 대만 반공주의의 해체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에 기여

하였다. 반공주의와 결합하여 국민당에 의해 동원되었던 종족적 민족주

의가 민주화로 인해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이 해체되면서 함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반공국가인 대만이 공산당으로부터 대륙을 수복하고

중화민족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해야 한다는 구호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대만해협에 걸친 종족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대만과 중국

을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상이한 정치체제

에 근거한 별개의 실체, 즉 외집단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등

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79) 일본 식민통치의 종식 이후 진주한 국민당에 대한 본성인들의 반감은 ‘개가 가

고 돼지가 왔다(拘去猪來)’라는 구절로 표현되며 널리 회자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若林正丈(2004), pp. 68-70를 참조.

80) 王恩美(2010), pp.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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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민족주의의 부상

1.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반공국가의 위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친 민주화로 인해 중대한 변화에 직

면하였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민주화는 주변의 남유럽 국가들

에 이어 소련을 맹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헌팅턴

(Huntington)은 “특정한 기간 동안 비민주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

으로의 집단적 이행이 반대의 경우를 압도하며 전개되는 현상”을 “민주

화의 물결(wave of democratization)”이라고 정의하고,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5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제3의 민주화 물결”이라 지칭하였다.81)

민주화의 물결이 동아시아로 확산된 1980년대는 고르바초프

(Gorbachev)가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통해 소련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

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82)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수반된 내부적 충격과

민주화 물결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맞물리면서 초래된 압력으로 인해 소

련과 공산주의 진영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초래

한 변화는 개별 국가들의 국내정치적 변화를 초래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

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흔들리면서 이들을 한 축

으로 하는 지구적 냉전체제도 종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 냉전체제게 해체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까지 유입된 민주

화의 물결은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에게도 중대한 변화였다. 전술한 대

로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권위주의 정권이 행사하는 강제력과 물리

력에 의존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신, 반공국가의 수호라는 명

81)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d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15-26.

82) 전재성, “분단 70년의 국제환경, 대내구조, 남북 관계의 조명,”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201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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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제공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해주었기 때문이다.

냉전이 수반한 안보 위협을 통해 정당화되고, 권위주의 정권과의 결합을

통해 유지되어온 반공국가의 정체성은 지구적 냉전체제가 동요하는 가운

데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

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집권 엘리트와 대항 엘리트 간의 타협, 즉 “전위

(transplacement)”를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83) 1979년 박정희가 암살

된 직후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의 제2기 군사정권은 1983년

에 이르러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광주항쟁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상징되는 군사정권의 강제력과 집권 이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정통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결정이

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자유화 조치는 그동안 억압되었던 민주화에 대

한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에 이르러 민주화 세력과 시민들의 대대적 저항에 굴

복하고 대통령 직선제의 회복을 수용하였다.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김대중

지지파와 김영삼 지지파로 분열됨에 따라 전두환의 측근이자 제2기 군사

정권의 핵심적 인물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84) 그는 군사정권의 지

도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85) 또한 박정희의 측근이자 제1기 군사정

권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종필, 민주화 세력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온

건한 성향을 보였던 김영삼과 제휴하여 이른바 “3당 합당”을 성사시킴으

83) 헌팅턴은 민주화의 양상을 기존의 집권 엘리트가 민주화를 선도하는 “변환

(transformation)”, 반대세력이 우위를 차지하여 기존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대체

(replacement)”, 정부와 반대세력 간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위

(transplacement)”로 분류한다. “변환”을 통한 민주화와 대만의 민주화에 관해서

는 Sameul P. Huntington(1991), pp. 124-142를 참조.

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정당사 제4권』(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p. 86.

85) 이 시기 한국의 민주화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었

던 요인으로 노태우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 논의로는 강원택 편, 『노

태우 시대의 재인식: 전환기의 한국사회』(파주: 나남, 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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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국내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86)

대만의 민주화는 장징궈와 그 후계자인 리덩휘(李登輝)가 이끄는

국민당의 지도부, 즉 집권 엘리트가 주도하는 “변환(transformation)”의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었다. 1986년 9월, 대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는 민주화의 흐름에 힘입어 최초의 야당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이

창당되었고, 장징궈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당국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유

지되어왔던 국민당 이외의 정당 활동에 대한 제한(堂禁)이 해제되었다.

이듬해인 1987년에는 장징궈의 명령에 따라 계엄령과 언론 활동의 제한

(報禁)도 해제되었다.

대만의 민주화는 1988년 장징궈가 사망한 이후 그를 승계하여 국

가총통 겸 국민당 주석에 취임한 리덩휘에 의해 지속되었다. 본성인 출

신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거친 뒤 장징궈에 의해 발탁되어 국민당

정권의 요직들을 역임한 리덩휘는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제압하며 장징

궈가 시작한 각종 개혁과 민주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갔다. 재임

기간 동안 리덩휘는 총통 직선제 실시, 국민대회와 입법원(立法院) 선거

의 전면적 개방을 이루어냈으며, “대만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별명까

지 얻었다.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권

위주의 정권과 결합하여 유지되고 발전해왔던 반공국가의 위기였다. 양

국의 민주화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반공에서 찾는 대신 반공국가의 정

체성을 수호해왔던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이 선행되어야만 했으며, 이 과

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은폐되어 왔던 반공국가 내부의 다양한 갈

등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반공국가의 위기는 대외정책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국가보안법, 대만의 임시조관으로 상징되는 제도적 기반의 약화

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공국가의 변화는 대외정책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7·7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북

86) 강원택,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1호(2012),

pp. 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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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책(Nordpolitik)”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87) 노태우 정권의 북

방정책은 냉전의 구도 하에서 제약되었던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장시켰

다. 1991년 8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양측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유함을 대내외

적으로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88) 나아가 노태우 정권은

1990년과 1992년에 북한의 후견국인 소련, 중국과 잇따라 수교하였다. 이

처럼 북방정책은 냉전으로부터 기원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였

으나, 그만큼 반공국가의 존립 근거는 취약해졌다.

한국의 반공국가가 직면한 도전은 민주화로 인해 가중되었다. 민주

주의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공국가의 기반이자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위해 활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인해 초래되는

자의적인 법 적용, 권위주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던 국가보안법

의 역사와 민주화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사이의 괴

리, 지구적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현실 등을 근거로

들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였다.89) 결국 1991년에 이르

러 국가보안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대만의 반공국가는 장징궈가 집권 말기에 추진한 대중정책의 변화

로 인해 동요하기 시작했다. 민진당의 창당, 계엄령과 언론 활동의 제한

해제 등 정치적 자유화를 허용한 장징궈와 국민당 지도부는 1987년 10월

대만 주민들이 중국 본토에 있는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탐친(探親)”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대만은 중국과 “접촉하지 않

고, 대화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다(不接觸, 不談判, 不妥協)”는 “삼불

(三不)”을 고수함으로써 홍콩이나 마카오 등을 경유한 민간 차원의 간접

적인 교류, 덩샤오핑 집권 이후 지속된 중국 측의 우편, 교통, 그리고 상

87) 국가기록원, “노태우 대통령 7 7 선언”(1988. 07. 07).

88) 김인걸, “1990년대 남한 통일논의의 지형 변화,” 『한국사론』 제42권(1999), pp.

28-30; 정규섭,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p. 2.

89) 이창호, “국가보안법폐지론,” 『법학연구』 제2권(1990), pp. 204-210; 제성호,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중앙법학』 제4권 3호(2003). pp. 70-1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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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교류 허용 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징궈의 결단에

따른 탐친의 실시는 양안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산화된 중국과의 양립불가능성을 전제로 성립된

대만 반공국가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1988년 집권한 리덩휘는 전임자였던 장징궈의 노선을 계승하여 양

안관계의 개선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취임 이후 “실용외교(務

實外交)”를 표방한 리덩휘는 중국과의 공존불가라는 냉전 시기의 외교원

칙을 포기하는 대신,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1970년대

이후 심화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했다.90) 또한 1990년에는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듬해에는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

통일강령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리덩휘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를 설립하

고, 경제무역교류 촉진 5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양안 간의 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다.

대만 반공국가의 변화는 대외정책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민

주화를 거치면서 대만의 반공국가는 해체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를 상

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임시조관의 폐지였다. 1991년 4월 소집

된 국민대회는 임시조관의 폐지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임시조관, 징치

반란조례 등이 잇따라 폐지되었다. 아울러 임시조관과 계엄령에 근거한

물리력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대만 사회에 대한 당국체제의 통제를 가능

하게 했던 대만경비사령부도 폐지되었다.91) 임시조관의 폐지를 비롯하여

1991년에 단행된 일련의 조치들은 계엄령 해제 이후 동요하기 시작한 반

공국가의 해체가 불가역적인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반공국가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는 민주화와 연계된

국내정치적 문제였을 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파급력을 갖는 문제이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동아시아의 민주화가 소련과 공산권

의 동요, 뒤이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결합되면서 냉전과 권위주의의 산물

이었던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가 명백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

90) Timothy K. Wong, "Changing Taiwan's Foreign Policy: From One China to

Two States," Asian Perspective, Vol. 24, No. 1(2000), pp. 8-12.

91) 문흥호(2001), pp. 47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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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반공주의가 정당성과 적

합성을 상실함에 따라 한국과 대만에서는 대안적인 국가 정체성을 모색

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두 국가에서 민족주의의 부상

이라는 공통된 결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냉전의 해체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

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

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바로 비구조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었다. 즉,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현실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세력배분구조에만 주목하는 시각을 탈피하여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치체제의 형태와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양

상, 역내국가들 간의 역사적 관계와 상호인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92), 비구조적인 요인들 중에서 특히 많은 주목

을 받아온 것은 민족주의를 포함한 국가 정체성의 문제였다. 그리고 탈

냉전의 국면에 접어든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한국

과 대만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지적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 한국의 민주화와 종족적 민족주의

1)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의 분리

한국의 민족주의는 혈연, 문화 등을 중심으로 민족을 정의하는 종

족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왔다. 영토적 경계의 안정성, 반식민

주의 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

의는 대안적인 정체성 관념들을 압도하고 한국인의 지배적인 정체성으로

92) 이러한 지적에 관해서는 Aron L.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1993/94);

Thomas Berger, "Set for stability? Prospects for conflict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6, No. 3(2000); Stephan

Haggard, "The Balance of Power,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4,

No. 1(2004)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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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았다.93) 민주화는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동원되고 활용되

었던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주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정치

적,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독자적인 동력으로 재등장하는 계기였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

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 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내세우는 반공의 목

적을 위해 왜곡되었다.94)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단일한 혈통을 계승

해온 종족적, 민족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였고95), 이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정당화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

적 지지의 획득과 국민의 단합을 위해 수시로 민족주의와 통일의 담론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지 않거나,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를 넘어선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 논의는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다.

민주화는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주의로부터 분리되는 중

요한 계기였다. 민족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동원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으며, 민족주의 담론과 그에 근거

한 통일론은 민주화로 인해 개방된 정치공간에서 반공주의의 제약으로부

터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민족주의는 한

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독자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국가 정체성과 통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반공주의와 분리되어 사회적 변화의 동력으로 부

상한 민족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종족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

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논쟁으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이 논쟁에서 정부, 정당, 사회세력 등 각각의 정치주체가 취한 입

장은 국내의 정치지형 뿐만 아니라, 반공국가로 출발한 한국의 국가 정

체성과 대외정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

을 미쳤다. 아래의 [그림 Ⅳ-1]은 민족주의,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의 문

93)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o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8-20.

94) 강진웅, “대한민국 민족 서사시: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다양한 얼굴,”

『한국사회학』 제47집 1호(2013), pp. 199-205.

95) Shin(2006), pp. 1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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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 멸공(滅共)

승공(勝共)
← → 평화통일

흡수통일 ← → 화해와 협력

↑ ↑ ↑

종족적 민족주의

[그림 Ⅳ-1] 한국의 정당과 사회세력의 계보

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지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Ⅳ-1]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 정치지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치지형은 뒤에서 살펴볼 대만의 정치지형에 비해

협소하다. 대만의 정치지형은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당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에서

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그 궁극적 지향인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공유됨에 따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통일의 여부 자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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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통일의 성격과 방식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협소성은 민족주의보다

반공주의를 중시하는 집권 엘리트와 대항 엘리트에 국가 형성 단계에서

부터 정치지형을 독점하고, 반공주의보다 민족주의를 우위에 놓는 세력

들을 배제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둘째, 민주화를 거치면서 북한과의 화해,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

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확산되었고, 냉전 시기 동안 반공주의에 의해 제

약되었던 민족주의의 자율성이 점차 강화되었다. [그림 Ⅳ-1]의 왼쪽에

위치한 정당들은 반공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주장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정당이나 사회세력들은 반공주의에 구속되지 않는 민족주의의 실현을 주

장해왔다. 전자의 통일론은 무력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진통일론과 멸공의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

로 북한을 압도하고 흡수해야 한다는 승공의 논리 또는 흡수통일론으로

발전해나갔다. 후자의 통일론은 평화적 통일, 그리고 그 선행단계로서 남

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셋째, 한국의 정치지형은 뒤에 살펴볼 대만의 정치지형보다 복잡하

다. 이는 정당체제의 불안정성과 대중과 사회세력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민주화 자체의 개방성에 기인한다.96) 우선,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대

만의 국민당 정권과 달리 일부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

나마 다당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정한 지도자의 부침에

따라 정당의 결성과 해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당정치가 확립

되지 못했다. 또한 대항 엘리트들 중 일부가 대중과 사회세력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민주화가 과격하고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

심을 보임으로써 민주화 세력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기도 했다.97)

96) Jai Kwan Jung, "Popular Mobi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South Korea and Taiwan," Korean Observer, Vol. 42, No. 3(2011), pp.

386-399.

97) 조성대,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정치 이념,” 강원택 외,『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추진협의회』(서울: 오름, 2015), pp. 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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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권 엘리트들의 민족주의 동원과 한계

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종족적 민족주의의 부상과 이에 근거한

통일 논의의 확산은 엘리트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한국의 엘리트들에게 민족주의란 민주화로 인해 개방된 정치지

형에서 분출되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

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의 부상에 순응하거나

이를 활용하려는 엘리트들의 시도는 대북정책의 영역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고조된 민

족주의의 열기로 인해 가능해진 대외정책의 전환이자, 민족주의에 근거

한 대외정책의 성공을 통해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계

산의 결과였다.98) 비록 1987년 부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민주화 세력

의 분열로 인해 권위주의 정권의 핵심인물인 노태우가 당선되었으나, 국

내정치의 주도권은 여전히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끄는 민주화 세력에게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방정책은 반공의 논리 하에서 제약 받아온

민족주의적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유

용한 자산이었다.

7·7 선언 이후 추진된 북방정책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교류와 협

력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

국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기획

이었다. 북방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성과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민족주의

와 통일의 이상이 곧 실현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북방정책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북방정책

은 기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공세적 외교 전략이었고99), 그로 인해

98) 전재성,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의 변화과정 분

석,”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39-40.

99) 이정철,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

십의 한계,”『한국정신문화연구』제35권 2호(2012), pp. 143-146; 전재성, “북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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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국가 시기의 대북정책과 일정한 수준의 연속성을 보였다. 노태우 정

권은 “창구단일화론”을 내세워 국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독점할

것을 주장하였고, 다른 정당이나 사회세력이 참여하는 대북교류나 통일

논의를 억압하였다.100) 또한 우월한 국력과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자 했고, 흡

수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방정책

은 국가의 주도 하에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북한을 무너뜨리거나 흡수

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한다는 승공의 논리와 연결되었다.

둘째,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노태우 정권의 핵심인사들 중 상당수가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의 일원이었다. 최고정책결정자였던 노태우는 자신

이 군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탈냉전이라는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정권 내부에는 북한을 경쟁과 적

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냉전 시기의 북한관을 고수하는 인사들이 존재

했다. 1989년 문익환 등 민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검찰

과 안기부가 주도한 “공안정국”, 1992년 안기부가 대통령의 훈령을 무시

하고 조작하여 독단적으로 남북대화를 결렬시킨 훈령조작사건 등은 노태

우 정권이 민족주의보다 반공주의를 우선시하던 권위주의 정권과의 연속

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화 이후 수립된 정권이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지 못함에 따라 민족주의의 전면적 수용과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좌절되는 양상은 김영삼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오랜 경쟁자였던 김대중에게 빼앗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가 이끄는 민정당, 박정희의 측근이자 제1기

군사정권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종필의 공화당이 연합함으로써 수립되었

다. 정치적 이해와 보수적 이념을 공유한 세 정당은 1991년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창당하고, 김영삼을 지도자로 내세워 권위주

의 정권의 잔존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연합을 달성했던 것이다.101)

책의 평가: 한국 외교대전략의 시원,” 강원택 편(2012), pp. 228-231.

100) 김천식,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통

일과 평화』 제6집 2호(2014),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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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은 한동안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고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곧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는 냉전 시기의 적대적 북한관을 견지하는 권

위주의 정권의 인사들을 상당수 포함해야만 했던 정권 자체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였다.102) 김영삼의 민주계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이들은 공화계와 민정계의 지속적인 견제와 반발에 직면하여

민족주의적 논리에 입각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실패했다.103) 여기에 즉흥적인 정책 결정 방식, 체계적인 대

북정책 구상의 결여라는 최고정책결정자 김영삼 개인의 특성까지 더해져

대북정책은 반공주의에 근거한 강경론과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온건론 사

이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북한의 대외전략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시도한 대북정책

의 민족주의적 전환을 좌절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서의 세력균형이 한국에게 기울고, 후견국인 중국과 소련마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자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였다. 우선, 노태우 정권 이

후 빈번해진 한국의 대화와 협력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익을 취

하는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전개된 반공주의 세력과 민족

주의 세력 간의 갈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

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안보

와 외교적 협상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다.104)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

의 위협인식을 증대시킴으로써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다시금 반

공주의에 의해 포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민주화로 인해 개방된 정치지형에서 분출된

종족적 민족주의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당면한 변화의 원인이자, 이들이

101) 정태환, “김영삼 정권의 등장배경과 주요 정치 세력의 역학,” 『한국학연구』

제22집(2005), pp. 239-248; 강원택(2012), pp. 175-177.

102) “태생적 한계”라는 용어는 박태균으로부터 빌렸다. 박태균, “남남갈등으로 표류

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과 평화』 제6집 1호(2014)를 참조.

103) 박태균(2014), pp. 11-17.

104) 이정철, “김일성의 남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냉전 해체의 비대칭성과 동맹

재편 전략의 좌절,” 『역사비평』 제97호(2011), pp. 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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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의존하여 민주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려 했던 일부 엘리트들의

시도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냉전 시기 동안 반공국가와 결합했던 권

위주의 정권의 엘리트들 중 상당수가 민주화 이후 새롭게 수립된 정권의

불가결한 구성원이 됨으로써 북한관과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한

했기 때문이다.

3) 재야와 학생운동 세력의 민족주의 운동

민주화 이후 엘리트들의 민족주의 수용과 동원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대북정책의 변화와 통일 논의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재야 세력과 학생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사회 세

력이었다. 이들은 엘리트들과의 대립과 협력을 통해 민주화 이후 개방된

정치의 장에서 민족주의의 기반을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며, 한국이 반공

국가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통일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재야는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존재하였던 비제도적인 조

직적 반대운동”으로105), “종교적 지도자, 지식인, 억압받는 정치인들로 구

성된 집단”이다.106) 한국의 재야는 후술할 대만의 당외(黨外)처럼 정치

엘리트, 진보적인 사회 인사, 명망가, 지식인, 학생운동가, 민권운동가 등

이 포함된 반권위주의 세력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었다. 이들은 냉

전, 반공국가, 권위주의 정권이 결합되어 형성된 한국의 억압적인 정치구

조로 인해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다.

재야는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

105) 박명림,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2호(2008a), p. 232.

106) Gi-young Jeong, "Evolution from Jaeya to a Political Organization," in

Sang-young Ryu, Sam-woong Kim and Ji-yeon Shim (eds.) Kim Dae-jung

and History of Korean Opposition Parti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13), p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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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여러 세력이 연대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

다.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차관을 확보하

기 위해 과거 한국을 식민통치했던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행함으로써

대중의 반일정서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한때 5·16 군사정변을 4 19

혁명의 연장으로 보고 지지했던 지식인, 운동가, 학생들은 단결하여 박정

희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107)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장기집권을 모색함에 따

라 재야도 더욱 저항의 강도를 높여갔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회복이

라는 목표에 국한되었던 재야의 활동은 국가의 후원을 받는 대기업 위주

의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 수호, 반공주의의 절대화로 인

한 통일 논의의 억압에 대한 비판 등 반공국가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확대되었다. 군사정변으로 인해 민주당 정권이 붕괴한 이후 그 뒤를 이

어 야당으로 등장한 신민당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야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회 각계에 걸쳐 형성된 재야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 것은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이념적 순수성,

맹목적인 반공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통일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

해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을 선도하는 행동주의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지식인, 종교인, 노동자 등 재야에 속했던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구분되었

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재야 세력에 속하였으나, 이념에 근거한 행

동주의로 인해 학생들은 민주화가 진행되고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과정에

서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생집단은 이미 1960년대부터 강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보였다. 이

들은 4 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후 분단과 외세에 대한

의존에 기인한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107)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

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16호(2007), pp. 309-313; 박명림, “박정희 시

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9: 저항의제의 등장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1호(2008b), pp.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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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자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 정권 시기에 이루어진 민족

통일연맹의 결성, 민족혁명론과 자주통일론의 제기, 남북학생회담 제안

등은 모두 학생집단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였다.108) 이러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공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 수립된 박정희 정권에 대해 한동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박

정희가 민족주의를 목적이 아닌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동

원하면서 양측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박정희가 피살된 직후에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가 또 한 차례의 군

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자 재야와 학생들의 저항은 더욱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중요한 계기는 1980년 5월의 광주사태였

다. 군부가 이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김대중 등 대항 엘리트들을

탄압하는 것에 반발하여 시민들이 저항하자 전두환 정권은 계엄군을 투

입하여 다수의 시민을 학살함으로써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두

환 정권의 계엄군 동원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미국이 이를 묵인했음이

알려지면서 재야와 학생 등 민주화 세력 사이에서는 반미주의와 결합된

급진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광주사태 이후 민주화 운동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자

국의 이익을 위해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고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을 영

구화시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와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이상의 실현으로까지 확대되었다.109) 미국 주요인사

들의 한국인 폄하 발언과 레이건 정권의 통상압력은 반미감정과 결합된

민족주의를 더욱 고조시켰다.110) 광주사태와 반미감정에서 비롯된 민족

주의는 점차 체계화되었으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민중주의를 연계시킨

이른바 “삼민(三民) 이념”이 제시되었다. 재야 세력과 학생들은 삼민 이

념을 이론적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반독재 투쟁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키

고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111)

108) 오제연(2007), pp. 288-295.

109) 채장수,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자주노선,”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

(2007), pp. 248-252.

110) 이수인, “1980년대 학생운동의 민족주의 담론,” 『기억과 전망』 제18호(2008b),

pp.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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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속에 민주화 세력 내부에서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당면 과제에 밀려 간과되어온 민

족과 반외세 투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점차 힘을

얻었다.112) 특히 민족의 문제를 중시한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차

“민족해방(NL)” 계열이라는 분파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학생운동의 주도

권을 장악하였다. NL 계열의 학생운동가들은 미국을 사악한 제국주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변형시킨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는 등 더욱 급진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

다.113) 이후 이들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을 장악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세력을 확장시켰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강화되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재야 세력과 학생운동가들은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

련)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권위주의, 분단,

그리고 민중의 소외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통일 운동, 민중 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였다.114) 민주

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재야 인사들과 학생운동가들을 통합하는데 성공

한 민통련은 김대중과 김영삼 등 대항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

협의회,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등과 상호의존적인 협력의 관계를 형성

하며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반공주의를 내세워 이에 저항하는 대항

엘리트들과 야당을 철저히 억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과 학

생운동가들은 반공국가와 결합한 권위주의 정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

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끄는 대항 엘리트들처럼 반

공국가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111) Shin(2006), pp. 167-175; 이수인, “대립성의 경합과 일면성의 확산: 1980년대

학생운동,” 『사회와 역사』 제77집(2008a).p. 245.

112) 오근석, 『80년대 민족민주운동』 (서울: 논장, 1988), pp. 122-125; 이수인

(2008a), p. 257.

113) 채장수(2007), pp. 252-255; 이수인(2008a), pp. 258-261.

11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 통일민중운동선언,” 신동아 편집실 편, 『80년대

民族·民主운동』(서울: 동아일보사, 1990), pp.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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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였고, 두 세력 간의 협력은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

어내는 핵심적인 추동력이 되었다.

4) 대항 엘리트와 재야의 협력

독자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역량이 부족했던 대항 엘리트들과 재

야 세력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사이

에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방식, 민

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상(像) 등에 관하여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연합하였다. 이러한 연합이 성사되도록 중개자의 역할을 했

던 인물은 대표적인 대항 엘리트인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은 반공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절대시되었던 한국의 협

소한 정치지형과 반공주의적 기원을 가진 야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정치인이었다. 그는 통일의 문제에 많은 관심

을 보였으며, 이에 관하여 독자적인 구상과 노선을 제시해왔다. 반공주의

보다는 민족주의를 우선시하는 김대중의 북한관과 통일관은 그가 민주화

운동의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김영삼보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더 심한

견제와 탄압을 받고, 그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3당 합당에서 소외된 원

인이었다.

김대중의 이념적 진보성과 민족주의적 성향은 그가 출마했던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거듭 확인된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나선 그는 박정희의 반공주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공산주의 국가

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은 물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화해

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이 허용하

는 통일 논의 이외에는 어떠한 이견도 허용되지 않던 당시의 상황에서

김대중의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 평화민주

당 후보로 재차 출마한 김대중은 북한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연방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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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항 엘리트의 보수적이고 반공주

의적인 기원으로부터 상당히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115) 이는

민족주의와 통일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대조를 이루었다.

반공주의보다는 민족주의를 우선시한 김대중은 오랫동안 중앙정치

에서 소외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 동안 재야와의 유대를 형

성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으로 인해 정상적인 정치 참여가

어려웠던 김대중은 재야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

력은 그가 경쟁자였던 김영삼보다 재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모두 출마

하여 민주화 세력이 분열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재야 인사들과 학생운동

가들이 김영삼이 아닌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예를 들어, 6월 항쟁을 주도했으며 후일 전대협의 모태가 되었던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

은 입장을 밝혔다.116)

국민의 힘으로 판명된 단일후보 김대중 선생과 단결하여 군부독재 종식하자. 지

난 11월 29일 김대중 선생의 여의도 집회와 12월 5일 김영삼 총재의 여의도 집회

는 이 땅의 모든 애국민주세력과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

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 선생이 4천만 국민의 단일후보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

다 … 단결없는 투쟁의 허약성을 알기에 양김씨의 출마를 불안으로 생각하는 모

든 사람은 이제 소리 높여 주장합시다. “단일후보 김대중, 독재타도 김대중” ……

“단일후보 김대중” “명예퇴진 김영삼” 이것은 김영삼총재의 민주화 투쟁의 성과

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16일 군부독재와의 판가름 결전을 승리로 장

식하기 위한 구국의 대의입니다.

115) 박형준․정관용, “한국 보수야당의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위상: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창작과 비평』 제64호(1989), pp. 228-229; 김대중, “민주당후보의

통일관: 3원칙 단계 통일방안,” 『통일한국』 제108권(1992), pp. 35-38; 김천식

(2014), p. 12.

116) 오근석(1988), pp. 167-1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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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8년에는 97명의 재야 인사들이 김대중이 당수를 맡고 있

던 평화민주당에 합류하였다.117) 이러한 재야 세력과 학생들의 선택은

활동경력이나 이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 중 김대중이

가장 적합한 연대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통일민주당, 민정당, 공화당 간의 보수대연합을 통한 민자당 창당

이후 김대중과 재야 간의 연대는 더욱 공고해졌다. 3당 합당이 성사되자

김대중은 재야 세력은 물론 합당 결정에 반발하는 대항 엘리트들까지 포

함하는 반대연합을 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야의 지도자들은 평화민

주당, 통일민주당의 잔존 세력, 그리고 재야 간에 존재하는 이견을 조정

하였다.118) 김대중은 3당 합당에 반대하는 대항 엘리트와 재야 세력을

규합하여 평화민주당을 중심으로 새롭게 민주당을 창당했으며, 보수대연

합에 대항하기 위해 이념적 차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119)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 후보로 출마한 김영삼에게 패배한

이후 해외에 머물던 김대중은 1995년 귀국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민

주당을 기반으로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국민회

의 창당 이후에도 학생운동가들을 비롯한 재야 인사들의 영입은 계속되

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학생조직과 재야조직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했던 학생운동가로 국민회의의 창당에 참여한 김근태가 그 대

표적인 사례였다.

이처럼 재야 세력은 한국의 억압적 정치구조 속에서 다양한 분야

의 사회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야당과 협력하여 민주화를 견인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자 재야 세력은 기존의 대

항 엘리트들 중 가장 진보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김대중과 협

력하여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재야와의 연합은 3당 합당에서 소외된

후 기울어진 정치적 균형을 역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김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117) Jeong(2013), pp. 244-251.

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9), pp. 88-91.

119) 강원택(2012), pp. 1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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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의 민주화와 시민적 민족주의

1) 민주화와 “본토화”

민주화 이후 반공주의를 대신하여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 것은 시민적 민족주의였다. 시민적 민족주의란,

정치공동체의 체제, 이념,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민

족을 정의하는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며, 흔히 혈연, 문화 등의 요소에 따

라 민족을 정의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시

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대만 사회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대만 사회에서는 “본토화(本土化)”의 흐름이 대두하였다.

본토화는 “대만인들에 의해 그 내용과 성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지하는 민족주의의 한 유형”120), “대만을 주체로 하

여 외래 억압 또는 지배에 항거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주장의 제창, 추

진 및 실천”121) 등으로 정의되며, 그 핵심은 대만의 독자성, 주체성에 대

한 강조이다. 장기화된 분단, 경제성장, 정치적 자유화는 중국과는 구분

되는 대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122) 이러한

맥락에서 본토화는 곧 대만화를 의미한다.123)

본토화는 국민당의 통치 하에서 오랫동안 반공주의와 결합된 종족

적 민족주의를 주입받아온 대만인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였다. 본토화는

120) John Makeham, "Introduction," in John Makeham and A-chin Hsiau (eds.),

Cultural, Ethnic, and Political Nationalism in Contemporary Taiwan:

Bentuhu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 1.

121) 박병석,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대만의 탈중국화운동: 본토화운명과 정명운

동,” 『동양정치사상사』 제9권 1호(2010), pp. 113-114.

122) George T. Woei, Taiwanisation: Its Origin and Politics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2001), pp. 17-21.

123) J. B. Jacobson, ""Taiwanization" in Taiwan Politics," in John Makeham and

A-chin Hsiau (eds.), Cultural, Ethnic, and Political Nationalism in

Contemporary Taiwan: Bentuhu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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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현상유지/자결 → 독립

종족적 동질성 ← → 정치적 이질성

↑ ↑ ↑ ↑ ↑

본토화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

[그림 Ⅳ-2] 대만의 정당과 사회세력의 계보

학술과 문화의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연구 성과를 통해 대만

이 중국으로부터 구분되는 독특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면서 시작되었다.124)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본성인 엘리트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자 본토화는 점차 정치적 성격을 보이게 되었다.

대만의 역사적,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중국과는 구별되

124) Xiaokun Song, "Intellectual Discourses in the Taiwan Independence

Movement," in Brouno Coppieters and Michel Huysseune (eds.),

Secessio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Brussels: Brussels University

Press, 2002), pp. 23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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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정치공동체인 대만의 존재를 주장하고 정당화하

는 대만 민족주의의 대두를 가능하게 했다. “대만을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고, 대만의 주권과 독립을 추구하고 유지하며, 독립국가

를 건설하려는 의식상태이자 이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125)인 대만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민주화를 거치며 개방된 대만의 정치지형은

국가 정체성과 밀접히 연계된 통일과 독립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

되었다. 위의 [그림 Ⅳ-2]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Ⅳ-2]를 통해 나타나는 대만 정치지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과 비교했을 때 대만의 정치지형에는 훨씬 더 넓은 대립의

축이 형성되어 있다. 정치적 논쟁의 범위가 통일의 성격과 방식에 국한

된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통일을 지지하는 정당들과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공존하며 경쟁한다. [그림 Ⅳ-2]의 왼쪽에 위치한 정당들은 대

만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종족적 동질성에 주목하면서 통일을 주장하

는 반면, 오른쪽에 위치한 양측의 정치적 이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독립을

정당화한다. 반공주의와 결합된 종족적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시민적 민

족주의의 부상은 이러한 대립의 축이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대만의 정치지형에서는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경쟁과 범남

(泛藍) 진영과 범녹(泛綠) 진영의 간의 경쟁이 중첩된 이중적인 대립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중대한 선거나 국가적 사안과 관련하여 통일을

지지하는 정당들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범남 진영을 이루는 반면, 오른쪽

에 위치한 정당들은 민진당을 중심으로 범녹 진영을 이룬다. 신당(新黨),

건국당(建國黨), 친민당(親民黨), 대만단결연맹(臺灣團結聯盟, 이하 대연)

등은 국민당과 민진당 내에 존재하는 통일과 독립 문제에 관한 이견, 그

리고 계파투쟁으로 인해 탈당한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들이다.

셋째, 대만의 정치지형은 한국의 정치지형보다 단순하다. 특정한

지도자의 부침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의 정당과 달리, 대만의 정당은 확

고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반공국가와 결합했던 국민당은 민주화에 성공

적으로 적응하여 여전히 대만 정치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존재하고 있으

125) 林進生, 余元傑, 謝政道, <民進黨執政時期之臺灣民族主義發展政策, 2000-2008>,

《嘉南學報》 第36期(2010), pp. 49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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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민당의 통치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을 결집시키며 등장한 민진당

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비록 국민당과 민진당으로부터 분당된 신

당, 건국당, 친민당, 대연 등이 존재하나, 국민당과 민진당을 두 축으로

하는 대만 정당정치의 기본적인 구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민진당의 창당과 독립론의 대두

학술과 문화 영역의 본토화가 정치 영역에 유입되어 대만 민족주

의를 추동시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민진당의 창당이었다. 민진당은

중화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국민

당 성향의 엘리트들이 결성한 당외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72년 실시된

입법원 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민주적 개혁과 헌법의 준수를 주장

하는 당외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었다.126) 국민당 이외의 정당 활동이 금

지된 상황에서 당외는 <대만정론(臺灣政論)>, <80년대(八十年代)>, <미

려도(美麗島)>, <신조류(新潮流)> 등의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반국민당

세력 간의 소통과 교류, 연대를 모색하였다.

1986년 9월 민진당이라는 대만 최초의 야당이 창당됨에 따라 당외

의 오랜 투쟁은 결실을 맺었다. 이는 대만 민족주의, 통일, 그리고 독립

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진당은 국민

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전복시킨다는 목표를 공유하는 이질적인 세력들

의 연합체인 당외에 기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대만이 지향해야

할 노선에 관하여 당내의 이견과 갈등이 초래되었다.

대만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주주의의 회복과 더불어 대만의 미래

는 대만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자결(自決)”의 개념이 제

기되기 시작했는데, 자결의 의미를 두고 민진당 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려도파를 비롯한 온건파는 자결을 민주화로 해석한 반면, 신

조류파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자결이 곧 대만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주장

했기 때문이다.127) 이후 민진당의 당내정치는 자결의 의미를 확대해석하

126) Rigger(2001), pp. 17-18.

127) 자결과 대만의 독립에 관한 미려도파와 신조류파 간의 이견과 대립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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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양안관계에서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미려도파와 중국으로부터

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신조류파 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심화되면서 민진당 내에서는 독립론을 주장하는

강경한 태도를 택한 신조류파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신조류파가 미려도

파에 대해 우위를 차지함에 따라, 민진당의 당헌에는 주민자결의 원칙이

삽입되었다. 또한 민진당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국

민당이 대만인들의 이익을 배신하고, 중공이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하고,

국민당이 진정한 민주헌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민진당은 독립을 추진

할 것임을 선언했다.128) 결국 미려도파는 신조류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헌을 수정하고, 대만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민투표를 통한 “주

권을 가진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대만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선언하는

이른바 “대만공화국건립강령(臺灣共和國建立綱領)”을 삽입하였다.

이후 민진당은 각종 선거에서 독립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진당은 1991년 국민대회 선거,

1992년 입법원 선거, 1993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1996년 대만 역사상 최

초로 치러진 총통 직접선거 등에서 잇따라 패배하였다. 대만의 대중들이

중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적 실체로서 대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도, 1980년대 말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던 양안관계를 다시금 냉전 시기

의 갈등과 대립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급진적인 독립론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련의 패배를 거치면서 민진당 내에서는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

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독립론

이 국제법적(De jure) 독립,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외래정권인 국민당의

전복, 이상주의에 근거했으나, 새로운 독립론은 실질적(De facto) 독립,

Shelley Rigger(2001), pp. 25-30; Chien-min Chao,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s Factional Politics and Taiwan Independence," in John F.

Copper (eds.), Taiwan in Troubled Times: Essays on the Chen Shui-bian

Presidency (River Edg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2002), pp.

104-106 등을 참조.

128) 民主進步黨, 《黨綱》(1986. 11. 1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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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관여, 평화로운 개혁, 낙관적 실용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하

였다.129) 이러한 변화는 양안관계의 현상유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

해 가능했다. 대만은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독립을 굳

이 선언할 필요가 없으며,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란 대만의 독립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130)

1996년 총통 선거 패배 이후 민진당이 현상유지를 독립과 동일시

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총통 선거 후보였던 펑밍민(彭明

敏)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성향의 독립론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민진당을

탈당하고 그해 10월 건국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국당은 독자적

인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고, 민진당은 1999년 “대만전도결의

문(臺灣前途決議文)”을 채택함으로써 현상유지를 통한 독립이라는 수정

된 독립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131)

대만의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화 운동으로부터 출발

한 본토화는 민주화와 민진당의 창당을 거치며 대만 민족주의의 부상과

독립론의 제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미려도파

와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신조류파 사이에 이견과 대립

이 나타났다. 그러나 민진당 내의 경쟁을 점진적 개혁 대 급진적 개혁,

현상유지론 대 독립론의 구도로 정리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132)

독립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견은 있었으나 대만

이 중국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이며 주권적인 실체라는 점에 대해서

는 당내에 견고한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진당은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현상유지가 곧 독립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론을 제

시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129) Chao(2002), pp. 112-115.

130) Rigger(2001), p. 135.

131) 지은주,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파

주: 나남, 2009), pp. 280-282.

132) Rigger(2001), pp.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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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당의 본토화와 통일론의 쇠퇴

민진당의 창당과 더불어 대만 민족주의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은 국민당의 본토화였다. 국민당의 본토화란 중국 대륙에서 건

너온 외성인 엘리트들의 정당이었던 국민당의 주도권이 본성인 엘리트들

에게 넘어가게 된 것을 말한다.133) 장징궈 집권 말기부터 국민당은 본성

인 엘리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본성인 출신

이었던 리덩휘가 장징궈를 승계하여 국가총통과 국민당 주석을 겸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개최된 당 대회를 거치면서 본성인 출신 인사들이

당의 지도부인 중앙상무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국민당의 본

토화가 가속화되었다.134)

집권 초 장징궈의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는 태도를 취했던 리덩휘

는 점차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리덩휘에 의한 국민당의

변화는 대중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선,

리덩휘는 1993년에 이르러 그동안 민진당이 독점적으로 제기해왔던 사안

인 UN 재가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시켰다. 또한 “남향정책(南向政

策)”을 실시하여 대만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대만의

무역경로를 다변화하고, 198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양안 간의

경제교류가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제적 종속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했

다.135)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던 이전의 행보와는 상이한

것이었다.

리덩휘가 집권한 이후 국민당이 점차 본토화되자, 자오샤오캉(趙少

康)으로 대표되는 반리덩휘 세력은 이에 반발하여 국민당을 탈당하고 신

당을 창당하였다. 신당은 리덩휘에 의해 본토화된 국민당이 아니라 자신

들이야말로 국민당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한 중국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133) Alexander C. Tan, "The Transformation of the Kuomintang Party in

Taiwan," Democratization, Vol. 9, No. 3(2002), pp. 153-154.

134) J. B. Jacobson(2005), pp. 19-22; 문흥호(2001), pp. 469-471.

135) 윤상우,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의 대만의 대응과 딜레마,” 『한국과 국제

정치』 제26권 2호(2010),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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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의 쇠퇴와 반대파의 탈당으로 국민당을 확고히 장악한 리덩

휘는 중국과 구분되는 대만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대만

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1994년 발행된 백서(白書)를 통

해 중국과 대만이 서로 각자의 영토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 분리된

정체로서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자신이 유학했

던 미국의 코넬대학교를 방문하여 공산주의가 종말을 맞고 있으며, 대만

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

언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였다.136) 리덩휘의 미국 방문은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성사되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욱 컸다.137)

리덩휘의 미국 방문은 양안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고, 대만해협의

위기를 초래했다. 리덩휘의 방미를 독립를 향한 행보로 해석한 중국은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대만해협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

써 대만에게 경고를 보냈다. 중국의 강경한 반응은 1996년 3월 최초의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되고, 리덩휘의 출마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만인들

이 리덩휘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리

덩휘는 압도적인 득표차로 총통에 재선되었다.

재선에 성공한 리덩휘가 이끄는 국민당의 행보는 더욱 과감해졌다.

1996년부터 리덩휘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계급용인(戒急用忍)” 정책은

남향정책과 마찬가지로 양안 간에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 교류에 제동을

걸고 대만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조치였

다.138) 리덩휘 정권은 남향정책, 계급용인 정책 등을 통해 양안관계의 개

선과 경제교류의 확대에 수반된 이익을 취하면서도, 이로 인해 대만의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리덩휘는 대만의 독자적인 국가 정체성을

136) Shuisheng Zhao, "Reunification Strategy: Beijing Versus Lee Teng-hui," in

Bruce J. Dickson and Chien-min Chao (2002), pp. 225-226; 리덩휘의 코넬대학

교 연설은 Teng-hui Lee, "Cornell University Alumni Reunion"(1995)를 참조.

137) Bruce J. Dickson, "Taiwan's Challenge to U.S. Foreign Policy," in Bruce J.

Dickson and Chien-min Chao(2002), p. 268.

138) 윤상우, “중국 대만의 경제통합과 대만 성장모델,” 『경제와 사회』 제66호

(2005),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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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조하고 독립론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1998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

에서 국민당 후보인 마잉저우(馬英九)의 지원 유세에 나선 리덩휘는 “신

대만인(新臺灣人)”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개념을 제시했다. 신대만인이란

“대만의 곡식을 먹고 대만의 물을 마시며 자란 사람”으로, “어떤 족군에

속하든지, 언제 대만으로 이주했든지, 어디로부터 왔든지 대만을 사랑하

고, 자신과 대만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동일시하는 사

람”을 모두 포함한다.139) 그는 이듬해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에 실린 기고문에서도 대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투쟁할 의지가 있고,

대만의 이익을 최우선이라고 여긴다면 누구나 신대만인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140) 리덩휘의 신대만인 개념은 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이던 국가 정체성 논쟁을 가열시켰다.

리덩휘는 독립의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의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리덩휘가 1999년 7월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 방

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기한 “양국론(兩國論)”을 통해 드러났다. 이 인

터뷰에서 리덩휘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141)

1991년 개헌 이래, 양안관계는 이미 국가 대 국가(國家與國家)의 관계로 정립되

었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해당한다.

합법정부와 반란단체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처럼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안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베이징 정부가 대만을 “반란을

일으킨 일개 성(叛亂的一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역사적, 법률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리덩휘의 발언은 양안관계에 큰 파장을 초래하였다. 리덩휘의 발언

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139) 지은주,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 (파

주: 나남, 2009), pp. 202-204.

140) Teng-hui Lee, "Understanding Taiwan: Bridging the Perception Gap,"

Foreign Affairs, Vol. 78, No. 6(1999), pp. 9-14.

141) 政大機構典藏, 《附件一：「李總統登輝先生接受德國之聲專訪全文」》(1999.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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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대만 측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였다.

2000년 3월 실시된 대만의 총통 선거 직전에는 <하나의 중국 백서(一個

中國白書)>를 발표하여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거나 평화적 통일을 계속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2) 이는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만인들을 위협함으로써 리덩휘처럼

독립론을 지지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국민당 내에서도 리덩휘의 독립론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대표적

인 사례는 2000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쑹추위(宋楚兪)의 탈당이

었다. 국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쑹추위는 리덩휘가 퇴임 이후에도

독립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적 지지도가 낮고 조종하기 쉬운 롄잔(連

戰)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에 반발하여 탈당하고, 독자적인 후보로 총통

선거에 출마하였다. 이후 쑹추위는 중국과의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친

민당을 창당하였다.

국민당이 롄잔 지지파와 쑹추위 지지파로 분열됨에 따라 2000년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는 민진당의 천쉐이볜이 당선되었다. 당시 롄잔, 쑹

추위, 그리고 천쉐이볜의 득표율은 각각 23.1%. 36.8%, 39.3%로, 롄잔과

쑹추위 간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민당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컸

다. 이로 인해 국민당에서는 양국론을 거론함으로써 분당을 초래한 리덩

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으며, 리덩휘와 그의 지지자들은 국민당을

탈당하여 2001년 대연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였다. 대연은 양국론

을 계승하여 대만을 우선시하고(臺灣優先), 대만의 이름을 회복하며(臺灣

正名),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민진

당보다도 급진적인 독립론을 내세웠다.

4) 대만인의 정체성 인식과 “포괄적 합의”의 형성

반공주의를 대신하여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

소로 등장한 대만 민족주의는 일종의 시민적 민족주의였다. 민진당의 독

142) 지은주(2009),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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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만인 중국인 둘다 무응답

1992(06) 17 26 45 11

1992(12) 19 23 49 9

1994 20 26 45 9

1995 25 25 43 8

1996 23 16 51 10

1997 34 19 42 5

1998 36 16 39 9

1999 39 14 41 6

2000 37 13 44 6

2001 41 11 44 5

2002 42 10 43 6

2003 42 10 44 5

2004 41 6 48 5

2005 43 7 45 5

2006 44 6 44 5

2007 44 5 46 5

[표 Ⅳ-1] 대만인들의 자기 정체성 인식 (단위: %, 자료출처: 대만 국립정

치대학 선거연구중심(http://esc.nccu.edu.tw/course/news.php?Sn=166),

Sobel et al. (2010))

립론, 리덩휘가 주창한 신대만인 개념이 공통된 기반인 대만 민족주의의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주

민들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인 대만에 대한 애정이다. 새로운 시민적 민

족주의의 대두는 냉전 시기 동안 국민당 정권의 강제를 통해 형성된 중

화 민족주의와 그에 기초하여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통일에 대한 합의에

균열을 가져오고, 독립론의 대두를 초래하였다.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대만인들의 정체

성 인식이 가져온 결과였다. 대만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의 선거연

구센터(選擧硏究中心)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이 자료에 근거한 소벨

(Sobel)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 Ⅳ-1]에서 나타나듯, 대만에서

는 자신이 대만인과 중국인의 정체성을 “둘다(都是)” 가지고 있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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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정체성을 택한 응답자

중에서는 자신을 “대만인(臺灣人)”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자

신을 “중국인(中國人)”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압도하고 있

다.143)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려면 정체성이 종족, 혈연, 문화, 영토, 정치

체제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결과물이라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왕(Wang)과 리우(Liu)는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실체라는 인식이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문화적으로는 대만이 중

국의 일부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44) 즉, 정

체성을 규정함에 있어 “중국인”의 정체성을 택하거나 “대만인”과 “중국

인” 간에 존재하는 연계성을 인정하는 이들은 종족, 혈연, 문화와 같은

요소들에 주목하는 반면, “대만인”의 정체성을 택하는 이들은 정치적 측

면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145)

이는 본토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만 내에서 국가 정체성에 관

한 일종의 “포괄적 합의(overarching consensus)”가 나타나고 있음을 뜻

한다.146) 대만이 종족적,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독자적인 주권을 갖는 운명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공감대

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147) 대만의 독립이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위협,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독립을 지지하는 대만인들은 여전히 많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

의 대만인들이 대만과 중국이 별개의 실체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

143) Richard Sobel, William-Arthur Haynes and Yu Zheng, "The Poll-Trends:

Taiwan Public Opinion Trends, 1992-2008: Exploring Attitudes on

Cross-Strait Issu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4, No. 4(2010), p. 786.

144) T. Y. Wang and I-Choi Liu, "Contending Identities in Taiwan: Implications

for Cross-Strait Relations," Asian Survey, Vol. 44, No. 4(2004). pp. 575-578.

145) 지은주(2009), pp. 192-205.

146) “포괄적 합의”라는 용어는 슈베르트(Schubert)의 논의로부터 빌렸다. Gunter

Schubert, "Taiwan's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Identity: The Rise of an

Overarching Consensus," Asian Survey, Vol. 44, No. 4(2004)를 참조.

147) Shelley Rigger, "Social Science and National Identity: A Critique," Pacific

Affairs, Vol. 72, No. 4(1999/2000), pp. 547-550; Gunther Schubert(2004), pp.

5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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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유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통일

을 지지하는 여론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범남 진영에게도 통일의 구

호는 더 이상 대중들의 지지를 동원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대만에서는 장기화된 분단을 거치며 중화민국 주도의 통일

에 대한 기대가 소멸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는 운명공동

체가 형성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근거한 정치체제의 수립과

완성을 지향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148) 대만이 독

립적인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충

분한 자격을 갖춘 정치적 실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범남 진영과 민진당을 앞

세운 범녹 진영 간에 나타나고 있는 대립도 통일과 독립을 둘러싼 극단

적인 갈등으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인 대만이 취할 수 있는 대중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경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148) Timothy K. Wong, "From Ethnic to Civic Nationalism: The Formation and

Changing Nature of Taiwanese Identity," Asian Perspective, Vol. 25, No.

3(2001), pp. 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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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김대중정권의 對北정책과 천쉐이볜정권의 對中정책

1.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남북관계

1) 김대중의 정책 구상과 통일론

민주화로 인해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종족적 민족주의가 부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반공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각하지는

못했다. 전술한 대로 국가 형성 과정과 한국전쟁의 경험으로부터 엘리트

와 대중들의 자발적 지지를 확보한 한국의 반공주의가 사회 내부에 깊이

착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을 구성했

던 집권 엘리트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민주화를 거치며 개방된 정치지형에서 민족주의는 반공주의와

경합해야만 했다.

반공주의와 경합 중이던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대외정책에 반

영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정책결정자였

던 김대중이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을 매개하는 기획가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엘리트 중 민족과 통일의 문제에 관하여 가장 독

자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틀을 정립해온 인물이었다. 비록 1997년 대통

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 김종필이 창당한 보수적, 반

공주의적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연대하였으나, 집권 이후 김대

중은 자신의 독자적인 구상에 기초하여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민족주의

적 대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는 반공주의 엘리트들과 연합하

여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표류했던 김영

삼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김대중이 민족과 통일, 그리고 한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구상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1년의 대통령 선

거에서였다. 신민당 후보로 이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지구적 냉전체제가

미중 간의 데탕트로 인해 이완되어 가는 상황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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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49) 특히 그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민족

외교”를 제창함으로써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 허용

과 상호불가침 조약 체결,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등을 주장했다.150)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그의 주장은 반공이 국시로 받아들여지던 당

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후

김대중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신의 통일론을 체계화시켜 나갔다.

민족을 언어, 역사, 문화, 그리고 혈통의 공유에 의해 정의되며 시

간이 지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실체로 보는 김대

중의 민족관은 통일 방안으로부터 햇볕정책에 이르기까지 그가 구상한

대외정책의 토대였다. 민주화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정치인

이었던 김대중이 한국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표로서 민주

주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대중은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 후술하게 될 천쉐이볜과

달리 제도나 가치 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이질성보다는 종족적 동질성

을 더욱 중시하였다. 종족적 요소와 본질주의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

하는 김대중의 민족관은 그가 남긴 저술과 발언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리의 분단은 정치적 분단이었지 민족적 분단이나 문화적 분단은 아니었다. 우

리는 지금 조금도 의심없이 남북이 한 핏줄임을 믿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역사와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있다. 1300년간의 통일에 비하면 50년

분단이 어찌 우리를 근원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는가. 거기다 통일을 안하면 남

북 할 것 없이 모두 파탄을 면치 못하고 통일을 하면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데서랴!151)

단일민족의 진정한 의미는 피의 단일이 아니라 문화의 단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문화가 완전히 같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공화국연합제 아래 한 10년만 교류하고

149) 마상윤, “데탕트의 위험과 기회: 1970년대 초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과 논

리,” 『세계정치』 제14권(2011), pp. 122-124.

150)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1)』(서울: 삼인, 2010), pp. 217-219.

15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의 방략』(서울: 한

길사, 199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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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면 민족동질성은 급속도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152)

우리가 73년 밖에 통일한 역사가 없는 독일에 비해서 하나 자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는 1300년 동안 통일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해온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독일과 같이 지방분권적인 통일

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앙집권제에 의해 단일국가로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동질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큰 강점입니다 …… 1300

년의 뿌리가 50년 때문에 흔들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153)

위의 인용문들에서 나타나듯이 김대중은 한국인들이 1945년 분단

되기 이전까지 단일민족으로서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어왔으며, 중앙집권

제 하에서 강한 동질성을 보유해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일을 달성함으

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자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었다. 또한 통일은 국제화 시대에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선진국가로 도약하고154), 동북아시

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했다.155) 그가 보기에

두 개의 한국 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질성은 종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 김대중의 통일론은 “선민주 후통일”과 “점

진적 통일”이라는 두 개의 대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선민주 후통일이란

한국의 민주화를 먼저 달성한 이후 통일을 추진한다는 대원칙이다.156)

김대중이 선민주 후통일을 내세운 것은 두 가지 의도에서였다. 우선, 국

민의 지지를 얻는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여 국내정치적인 안정을 달성

함으로써 북한이 남침을 포기하고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나서도록 압

박할 수 있었다.157) 또한 분단에서 비롯된 긴장 상태를 활용하여 유지되

152) 김대중, “우리 민족을 말한다,” 김대중(1994), p. 64.

153) 김대중, “세계사의 흐름과 철학의 위치,” 김대중(1994), p. 122.

154) 김대중, “독일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 김대중(1994), pp. 243-244.

155) 김대중, “세계사의 흐름과 동북아정세,” 김대중(1994), p. 166.

156) 김대중(2010a), p. 296

157) Daejung Kim, "The Destiny of the Korean Nation at the Crossroad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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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통일 논의를 진전시키고, 반공

주의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친북 혹

은 용공(容共) 세력으로 몰려 탄압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158)

점진적 통일의 대원칙은 3단계 통일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3단계

통일 방안은 김대중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제기하기

시작하였고159), 1995년 그가 설립한 아태평화재단이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 연합을 중심으로』를 출판함으로써 완성되었다.160) 그가 제

시한 3단계 통일 방안의 핵심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세 개의 원칙에 따

라 남한과 북한이 남북연합, 연방제라는 선행단계를 거친 뒤 통일을 완

성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이 제시한 통일 방안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

계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 또는 공화국연합이란 두 개의 한국이 독

립국가로서 서로의 고유한 체제와 주권을 유지한 채 국가연합을 형성하

는 상태이다. 이 시기에는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평화공

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한다.161)

두 번째 단계인 연방제에서는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의해 대표

되는 연방정부가 구성되어 외교, 국방, 주요 내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

는 가운데 기존의 남북한 정부는 지역자치정부로 전환된다. 연방제 단계

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촉진된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두 개의 한국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완화시키고 완전한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162)

마지막 단계인 완전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사회, 국제적인

Views and Proposals(1984)" in Kyung Jae Kim (eds.), Building Peace &

Democracy: Kim Dae Jung Philoposhy & Dialogues (New York: Korean

Independent Monitor, 1987), p. 264.

158) Daejung Kim(1984) in Kyung Jae Kim(1987), p. 268.

159) Daejung Kim "Peace and Unification(1983)" in Kyung Jae Kim (1987), p.

230;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 연합을 중심으로』(서울: 아태

평화출판사, 1995), p. 297.

160) 김대중(2010a), pp. 281-282.

161) 아태평화재단(1995), pp. 36-38.

162) 아태평화재단(1995),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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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주의와 평화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단일한 체제에 기초한 통일국가

를 수립함으로써 완성된다.163) 김대중의 통일론은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

는 이러한 가치들이 한국에 의해 북한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

고 있다.

김대중은 흡수통일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영역에서 시작된 통합이 다른 분야에서의 통합을 견인하는 점진적 통일

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경제적 통합에 근거한 김대중의 점진적 통일론

은 그가 1992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정치적 통

합의 선행,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를 특징으로 하는 독일의 통일이 초

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164)

따라서 김대중은 하나의 국가 안에 2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의 단계

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165)

2) 햇볕정책과 한반도의 화해 협력

종족적 요소와 본질주의적 속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김대중의

민족관은 민주화 이후 반공주의와 경합을 벌이던 민족주의가 “햇볕정책”

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로 이어

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매개변수였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점진적 달성을 목표로 한 햇볕정책은 1994년 미국을 방문한 김대

중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강연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에서 “태양정

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침략이나 영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163) 아태평화재단(1995), pp. 44-46.

164) 김대중, “우리 민족을 말한다(1994),” 김대중(1994), pp. 23-24; 김대중(2010a),

pp. 617-619.

165) 아태평화재단(1994),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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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양 정책’을 적용한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 태양 정책의 최근 성공 사례

는 제네바 합의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해를 끼치거나 대결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김정일 정권이 안정되고 경제 위기로부터 조속히 회

복될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뜻한 태양빛 아래 그들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고, 공동 번영과 민족 통일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166)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흡수통일의 배제, 남

북한의 화해와 협력 추진이라는 3대 원칙에 근거한 햇볕정책은 민족성을

공유한 두 개의 한국 간의 공존과 공영,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였으며, 김

대중 정권이 추진한 대외정책의 핵심이 되었다.167)

김대중이 집권하는 동안 일관되게 유지된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는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김대중은 집권 이후 1997년 아

시아 금융위기의 여파, 1999년 한국과 북한 간의 해상교전, 자신과 연합

하여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김종필과 보수파의 반대 등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2000년 1

월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여 지지 세력을 재정비한 김대중은 공식적인

발언과 비공식적인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에게 끊임없이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6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 김정

일과 정당회담을 가졌다.

분단 이후 최초로 한국과 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가 대면하여 한반

도의 현안을 논의한 이 회담에서 양측은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 한국

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의 인정과 이에 기

초한 통일의 촉진, 인도주의적 교류의 활성화,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 등에 합의하였다.168) 김대중은 귀국 직후 행한 연설에서 남북회담

166)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2)』(서울: 삼인, 2010), pp. 643-644.

167)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시대를 엽시다,” 대통

령비서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서울: 대통령비서실, 1999), p. 65;

Norman D. Levin and Yong-Sup Han, Sunshine in Korea: The South Korean

Debate Over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2), pp. 23-29.

168) 국가기록원,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2000.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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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혈통을 공유하는 단일민족의 공동체가 다시금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하였다.

…… 평양도 가 보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 우리 민족은 반만년 단일민족으로서 살아 왔습

니다. 통일을 이룩한 지도 1,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불과

55년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서로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것은 있

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우리는 미래에 화해도 할 수 있고, 협력

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

씀드립니다.169)

남북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전례 없는 교

류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했던 햇볕정책은 냉전과 반공주의의 제약을 극

복하고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노태

우 정권의 북방정책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북방정책과 다음

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첫째, 자유주의적, 기능주의적 통합론에 근거한 햇볕정책은 국가가

북한과의 교류를 주도하나 독점하지 않으며, 확산효과에 의해 경제적 통

합이 정치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의 통합을 견인한다는 점을 전제하였

다.170) 이는 국가에 의한 대북정책의 독점, 한국의 우세한 국력과 외교력

을 활용한 북한 압박 등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었던 북방쟁책과

대조를 이루었다. 둘째, 햇볕정책은 협력을 통해 상대적 이익을 증진시키

려 했던 기존의 대북정책과 달리,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이라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171) 자유주의적 사고와 기능주의적

통합론을 바탕으로 절대적 이익을 모색하는 햇볕정책은 이후 노무현 정

169) 김대중, “북한 방문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 새로운 희망과 확산,” 대통령비서

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서울: 대통령비서실, 2001), p. 329.

170)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2011), pp. 19-23.

171) 신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pp. 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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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되었다.172)

[그림 Ⅴ-1] 한국인들의 대북인식 (자료출처: 통일연구원, 단위: %)

반공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난 종족적 민족주의가 최고정책결정자인

김대중 개인을 매개로 햇볕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는 화해와

협력이 점차 확대되었다. 위의 [그림 Ⅴ-1]에서 나타나듯이, 종족적 민족

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북한을 적대와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내집단, 즉 같은 민족 공동체에 속하는 일원으로서 지원과 협력의 대상

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김대중의 구

상과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요소였다. 변화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자체의 변화였다.173) 전자

172) 허태회·윤황, “민주화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김대중-노

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3집 2호(2010), pp.

10-26.

173)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한국의 국가 정체성 간의 관계를 논

한 연구로는 김용호·최연식,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한

국과 국제정치』 제23권 3호(2007), pp. 174-179; Jong Kun Choi, "Sunshine

over a Barren Soil: The Domestic Politics of Engagement Identity Formation

in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Vol. 34, No. 4(2010), pp. 128-135; 신종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2호(2013), pp. 5-1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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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탈냉전을 거치면서 본격화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대한 김

대중 정권의 대응을 통해 나타났고, 후자는 한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

방백서>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드러났다.

우선, 한국에 가해진 가장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대응함에 있어 김대중 정권은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

하였다. 김대중은 집권하기 이전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주장하였다.174) 그가 제시한 일괄타결안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외교,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

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착실한 통일에의 길인 것입

니다. 핵문제의 해결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줄 것은 외교, 경제관계의 시작과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두 가지입니

다. 받을 것은 북한의 핵야망의 완전호기와 남한에 대한 무력위협의 종식입니다.

나는 우리측이 이와 같이 제안할 때 북한은 반드시 받아들인다고 믿습니다. 그리

고 중국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175)

김대중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게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

국에 대한 무력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과

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의 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는 등 북한이 인식하는 위

협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

다는 김대중의 인식은 1998년 8월 북한이 위성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함으로써 초래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174) Daejung Kim, “The Need for A New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Daejung Kim, Korean Reunification: Lectures during the research period in

Cambridge, Jan – Jun 1993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1993); 김

대중(2010a), p. 629.

175) 김대중, “우리 민족을 말한다” 김대중(1994),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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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의회의 압력을 받은 미국의 클린턴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경파인

페리(Perry)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에 김

대중은 외교안보수석인 임동원의 건의를 수용하여 “포괄적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임동원이 건의하고 김대중이 미국 측에 제시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는 반

드시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전쟁은 결코 없어야 한다. ‘반핵, 반전, 탈냉전, 평화’가 우리의 기본 입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을 인정하고, 비현실적인 ‘붕괴 임박론’이 아

니라 ‘점진적 변화론’에 입각해 포용 정책에 토대를 두고 북한 정권과 대화와 협

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북한이 느끼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서 ‘상호 위협을 제거’해 나가는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문제

를 포괄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으로 일괄 타결하되 ‘단계적으로 동

시에 이행’하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임 수석의 ‘포괄적 접근

전략’은 거의 완벽했다 …… 페리 조정관은 마침내 우리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176)

이처럼 미사일과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정책은 김대중의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그는 북한에 대한 성급한 강경책이 오히려

북한에게 핵개발의 명분을 제공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국들의 핵보

유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았다.177) 그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강경책이 아

시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남북한을 모두 포함

하는 민족 공동체의 공멸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의 내용에 관하여 2000년과

176) 김대중(2010a), pp. 141-143.

177) 김대중, “민족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 김대중(1994), pp. 227-228; 김대중, “독

일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 김대중(1994), pp. 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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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걸쳐 전개된 이른바 “주적(主敵) 논쟁”은 반공국가의 정체성으

로부터 비롯되고 이를 다시금 강화시켜온 대북 위협인식 자체가 변화하

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국의 국방부는 1995년부터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김대중이 이끄는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과 민족주의적 성향의 진보 세력

이 주적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한나라당과 자민

련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큰 논쟁이 야기되었다.178)

새천년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햇볕정책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방침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79)

이에 국방부는 2000년 12월 발행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간

주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대신, 북한을 자극할 만한 용어들은 대

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180)

주적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2001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는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김대중,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진보 세력과 한나라당과 자민련으로 대표되는 반공주의

적 성향의 보수 세력 간에 전개된 정쟁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181) 결국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격년으로 발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01년도

<국방백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였다.182)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 전환에 대해 보수 세력들은 남북 간에 군사적 대

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국가안보에 중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183)

178) Heon joo Jung, "The Rise and Fall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South

Korea," Asian Survey, Vol. 50, No. 5(2010), pp. 954-958.

179) 조선일보, “主敵개념, 與 “재정립”을, 野 “유지해야”” (2000년 6월 23일자).

180) 조선일보, “2000년 국방백서 발표 “북은 주적” 그대로 유지” (2000년 12월 5일

자); 조선일보, “2000년 국방백서 벼랑끝 전술·유훈통치·통미봉남등 ‘북 자극 용

어’ 대폭 삭제” (2000년 12월 5일자).

181) 조선일보, ““한 부총리 YS 정부때 평점 안높아” 자민련 김대행 비판” (2001년

1월 31일자); 조선일보, “안보분야 질의·답변: “주적 삭제를” 이창복 의원 “아직

때일러” 조성태 국방” (2001년 2월 13일자); 조선일보, “국회 예결위 김용갑·한부

총리 설전” (2001년 2월 28일자).

182) 조선일보, “올해 ‘국방백서’ 발간 않기로” (2001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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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지는 주적

논쟁은 국가 형성 이후 견고히 유지되어 왔던 대북 위협인식에 대한 합

의,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 내부에 잔존해 있었던 반공국가

의 정체성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이 당면한 핵심

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온 북한을 더 이상 주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는 진보 세력의 주장은 민족주의적 사고와 논리에 근거한 일종의 “탈안

보화(desecuritization)”를 통해 반공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피해보려

는 시도이기도 했다.18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권은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협력, 공존을 증진시키기 위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한국 사

회에 깊이 착근된 반공주의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여 종족적

민족주의와 경합하던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민족과 통일의 문제에

천착해왔던 김대중은 후자를 대변하고 그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획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반공주의의 구

속으로부터 벗어난 종족적 민족주의는 북한을 같은 민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확산시켰고, 김대중을 매개로 하여 햇볕정책으

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

고 대응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공존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다.

2. 천쉐이볜 정권의 독립론과 양안관계

1) 천쉐이볜의 정책 구상과 독립론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만에서는 시민적 민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183) 조선일보, ““북한비위 거스를까 국방백서 격년발간” 한나라당 논평” (2001년 11

월 24일자).

184) 탈안보화의 시각에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분석한 연구로는 Sung-han

Kim and Geun Lee, "When security met politics: desecuritization of North

Korean threats by South Korea's Kim Dae-jung governmen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1, No. 11(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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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소수의 집권 엘리트들

에 의해 공유되어 대중들에게 부과되었던 대만의 반공주의는 국민당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면서 쇠퇴하였고, 반공주의에 종속되었던 종족적

민족주의도 함께 부정당했다. 장기간의 분단,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경험

은 대만을 중국과는 별개의 실체로 인식하는 본토화를 추동하였고, 민주

화를 거치며 시민적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 시민적 민족주의는 사회 전

반에 걸친 본토화에 힘입어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대두

하였다.

대만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시민적 민족주의가 대외정책

에 반영되고 양안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고정책결정자였던

천쉐이볜은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을 매개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변호사였던 천쉐이볜은 1979년 가오슝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구실로

기소된 당외 인사들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당외와 민진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민진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보였

던 군소 계파인 정의연선(正義連線)을 이끌었으나, 민진당의 당헌에 대만

공화국건립강령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비록 김대중과 달리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관하여 독자적인 구상을 제시

한 적은 없으나, 천쉐이볜은 대만이 중국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적

실체라고 주장하는 민진당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대외정책에 관한 천쉐이볜의 체계적 구상이 최초로 제시된 것은

총통 선거 직전에 출판된 자서전인 『대만의 아들』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책에서 “신중간노선(新中間路線)”이 국가대전략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양안관계를 포함하는 국가안보가 신중간노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

였다.185) 그는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중기적으로

는 “대만의 독립 저지”, 단기적으로는 “대만의 민심 획득”이라는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대만을 잠식하려 한다고 보았다.186) 그는 이에 대응하려면

실용외교의 자세가 요구되며, 중국 측과의 상호방문과 대화의 제도화, 군

185) 陳水扁, 《臺灣之子: 我的成長歷程, 經營哲學和國家遠景》(臺中: 晨星出版有限公

司, 1999), pp. 110-118.

186) 陳水扁(1999), pp. 119-120.



- 82 -

사적 신뢰에 기초한 충돌의 위험 완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

의 개방과 교류, 대만과 중국이 대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영유하며 미

래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체결될 평화조약

또는 기본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87)

천쉐이볜이 구상하고 실행한 대중정책의 토대를 이룬 것은 대만이

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구현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에 대한 구성원들의 헌신을 기준으로 대만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시민

적 민족주의였다. 그는 리덩휘가 제시한 신대만인의 개념을 지지하였

고188), 총통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다.

…… [대만에]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조상이 어느 지역에서 왔든, 대만과 자신

을 동일시하고, 사랑하고, 대만의 땅에서 함께 살고 번영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위

대한 대만인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189)

헌법에 따라 나는 중화민국의 국민이며, 대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나는 대만인입니다. 나는 대만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의 나라를

사랑합니다.190)

아래에 인용한 발언들에서 나타나듯이 천쉐이볜은 대만인들과 중

국인들 사이에 혈통, 문화, 역사 등 종족적 요소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활발한 상호교류가 전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187) 陳水扁(1999), pp. 122-123.

188) 지은주(2009), pp. 278-280.

189) 陳水扁, <總統與美國哈佛大學學者進行視訊會議> (2002. 02. 26)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911&rmid=514&sd

=2000/05/20&ed=2008/05/20&size=100

190) 陳水扁, <總統接受日本共同通訊社專訪> (2004. 02. 13)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9232&rmid=514&sd

=2004/02/13&ed=2008/05/20&siz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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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양안의 인민들은 같은 혈통,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측의 지도자들이 충분한 지혜와 창의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대등한 원칙에 따라 기존의 바탕 위에서 선의를 갖고 협력의 조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191)

해협양안의 인민들은 같은 혈통,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안의

민간교류가 중단되지 않는 원인입니다.192)

그러나 앞서 살펴본 김대중과 달리 천쉐이볜은 대만과 중국 간의

종족적 동질성보다는 정치적 이질성에 더욱 주목하였다. 그는 대만이 중

국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주권을 보유한 국가이며, 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민주주의라고 보았다. 그는 집권 이

전부터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중국 간에 존재하

는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1991년 여름 휴가 때 개인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나는

이때의 방문을 통해 중국 대륙이 확실히 대만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만

은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반대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위로부터 아

래로 명령이 하달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일치되어 있고, 기층의 일반 민중이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사

회입니다. 대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193)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이 “민주의 섬(民主之島)”이자,

중국인들을 민주주의의 길로 인도할 “등대(燈塔)”라고 주장하였다.194) 따

191) 陳水扁, <中華民國第十任總統、副總統就職慶祝大會> (2000. 05. 20)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7542&rmid=514&sd

=2000/05/19&ed=2000/05/20&size=100

192) 陳水扁, <总统民国九十年元旦祝词> (2001. 01. 01)

http://www.mac.gov.tw/ct.asp?xItem=62118&ctNode=6230&mp=2

193) 陳水扁, <陳總統接受美國之音專訪> (2000. 10. 20)

http://www.mac.gov.tw/ct.asp?xItem=61757&ctNode=6231&mp=1

194) 陳水扁, <德国时代周报专访陈总统问答全文> (200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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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천쉐이볜이 취임 초기에 제시한 신중간노선을 통해 주장한 양안관

계의 개선이란 “대만의 안보를 확보한다(確保臺灣的安保)”는 대전제 하

에 대만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이었을 뿐195), 중국과의 통일로 나아

가기 위한 선행단계가 아니었다. 그는 양안관계의 개선을 추진한 것과는

별도로 중국 측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의 통일 방안

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우선, 천쉐이볜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이 모

두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대만과 중국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그는 “하나의 중국”이라

는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그 자체가 지속적인 토론

의 대상이라고 반박하였다.

중국 측은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만 측이

보기에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토론은 있었

으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중국을 각자

표현한다”는 것입니다.196)

대만은 “하나의 중국”은 하나의 “문제”이며, 모두가 토론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이 ‘하나의 중국’은 원칙이며, 전제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함

께 앉아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워집니다. “하나의 중국”이 하나의 문제라면, 토론

하거나 이를 잠시 보류한 뒤 경제무역 등 관련 의제를 먼저 토론하고 양안관계의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197)

또한 천쉐이볜은 중국이 제안한 일국양제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http://www.mac.gov.tw/ct.asp?xItem=62155&ctNode=6230&mp=2

195) 陳水扁, <陈总统接受日本读卖新闻专访> (2000. 09. 29)

http://www.mac.gov.tw/ct.asp?xItem=61754&ctNode=6231&mp=2

196) 陳水扁, <陈总统六二Ο记者会答问实录> (2000. 05. 20)

http://www.mac.gov.tw/ct.asp?xItem=61744&ctNode=6231&mp=2

197) 陳水扁, <總統接見「美中關係全國委員會」訪問團> (2004, 01. 06)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9101&rmid=514&sd

=2004/01/06&ed=2004/01/06&siz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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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천명하였다. 그는 통일 자체를 거부하는 다수의 대만인이 존재하며,

일국양제를 수용한다면 홍콩의 사례처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인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나는 “통일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

면,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를 비롯하여 다른 선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만은 민주적이며 다

원적인 사회입니다. 나는 총통으로서 민의에 따라야 합니다.198)

대만은 충분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홍콩처럼 민주와 자유가 박탈

당하고 제한당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 당국이 소위 일국양제의 핵심이 양

제가 아니라 일국에 있음을 이해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홍콩인들은 마침내 깨달았

습니다. [중국인들은] 50년 동안 변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결과는 5년만의 변화였

습다. 이는 2,300만 대만인들에게는 경고이자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일국양제는

대만인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홍콩은 실패 사례입니다.199)

이후 천쉐이볜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에 근거한 통일을 거부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점차 벗어나 독립된 주권

을 보유한 국가로서 대만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적극

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가 2002년 8월 제기한 “일변일국론(一

邊一國論)”은 이러한 전환의 시작이었다.

대만은 다른 나라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나 일개 성이 아닙

니다. 대만은 제2의 홍콩이나 마카오가 될 수 없습니다.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만은 양안 건너편의 중국과 더불어 일변일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200)

198) 陳水扁, <陈总统接受新加坡联合早报专访>(2000. 10. 22)

http://www.mac.gov.tw/ct.asp?xItem=61758&ctNode=6231&mp=2

199) 陳水扁, <陈总统接受美国华盛顿邮报专访全文> (2004. 03. 29)

http://www.mac.gov.tw/ct.asp?xItem=62175&ctNode=6227&mp=2

200) 陳水扁, <總統以視訊直播方式於世界台灣同鄉聯合會第二十九屆年會中致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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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중국이 별개의 국가로 존재한다는 이 발언은 리덩휘의 양

국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양안관계를 냉

각시켰다. 일변일국론을 제기한 이후 천쉐이볜은 독립론으로 급격히 기

울기 시작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4년에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천

쉐이볜은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을 폐지하고, 독립을 대만이 추

구해야할 국가적 목표로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2) 독립론과 대만해협의 갈등

임기 내내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김대중과 달리, 천쉐이볜은 현상유지를 통한 실질적 독립의 확보

와 양안관계의 개선으로부터 국제법적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

다. 신중간노선에 근거했던 취임 초기의 협력적이고 유화적인 대중정책

은 그가 일변일국론을 제기한 2002년을 계기로 독립지향적이고 도발적인

대중정책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대만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획득한 시

민적 민족주의가 구체적인 독립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한 촉진자

였다.

신중국노선을 제창한 천쉐이볜이 총통에 취임한 직후 추진한 대중

정책의 핵심은 “4불 1무(四不一沒有)”와 “적극개방유효관리(積極開放有效

管理)”였다. 4불 1무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기 내에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국호를 변경하지 않고, 양국론을 헌법

에 삽입하지 않고, 현상을 변경시키는 통독(統獨)에 관한 공민투표를 실

시하지 않으며,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대중정책의 기본방침이었다.201)

(2002. 08. 03)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311&rmid=514&sd=20

02/08/03&ed=2002/08/03&size=100

201) 陳水扁, 2000, <中華民國第十任總統、副總統就職慶祝大會> (2000. 05. 20)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7542&rmid=514&sd

=2000/05/19&ed=2000/05/20&siz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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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개방유효관리는 4불 1무의 원칙을 기반으로 대륙과의 경제교

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만의 경제적 활동 범위와 국제적 경쟁력을 증진

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진먼(金門)과 마주(馬祖) 지역에 국한하여 중국

과의 전면적 교류를 허용한 소삼통(小三通)은 이러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였다.202) 이로써 천쉐이볜은 리덩휘가 대만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을 우려하여 입안한 계급용인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였다.

그러나 천쉐이볜이 2002년 8월에 이르러 일변일국론을 제기함에

따라 양안관계는 다시금 갈등과 위기의 국면에 진입하였다. 일변일국론

이 양국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과 대만의 독립을 시

사한다고 인식한 중국은 천쉐이볜을 격렬히 비난하였고, 대만해협에서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전개하였다. 천쉐이볜이 독립론을 지지하는 입장

을 명확히 밝히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고조되었으며, 중국은 2005년에

이르러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천명한

반분열국가법(反分裂國家法)을 제정하였다.

취임 직후 중국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천쉐이볜이 2002년을 기점으로 점차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째, 중국은 양안관계의 개선을 위한

대만의 노력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천쉐이볜의 위기감을 자극하였다.203) 둘째, 천쉐이볜은 국

내정치적으로 민감한 통독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고

반대파인 범남 진영이 입법원을 장악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사회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획득한 시민적 민족주의가 최고정책결

정자인 천쉐이볜을 매개로 대중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양안관계에서는 경

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은 두 가지의 경로로

202) 大陸委員會, 2000, <金马试办「小叁通」说明书> (2000. 12. 16)

http://www.mac.gov.tw/ct.asp?xItem=57970&ctNode=7905&mp=2

203) 陳水扁, <總統就我國無法出席今年的亞太經合會非正式經濟領袖會議事發表聲明

> (2001. 01. 19)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2333&rmid=514&sd

=2001/10/19&ed=2001/10/19; 大陸委員會, 2002, <陆委会就陈总统八月叁日有关大

陆政策谈话之四点说明> (2002. 08. 05)

http://www.mac.gov.tw/fp.asp?fpage=cp&xItem=62465&ctNode=6229&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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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중정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첫째, 천쉐이볜 정권은 민주

주의가 대만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

반면, 중국을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위협적

인 외집단, 즉 대만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대만의 독립과 민주

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정치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우선, 천쉐이볜은 민주주의를 중국으로부터 구분되는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고, 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대만과 중국 간의 대립이 민주주

의 대 비민주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 간의 대립이며, 중국이 대만인들

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부각

시켰다.204) 아래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민주주의가 중국의 위협

으로부터 지켜야할 대만의 가치이고, 중국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며, 대만을 지지하는 국제적 연합을 구축할 토대라고 여겼다.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국방과 방위능력을 강화해

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반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국방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적인 대만은 여전히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대만이 중국의 무력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TMD(Theater Missile Defense)입니다.205)

…… 내가 이끄는 대만 정부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양안의 평화”를 지지하는

대만해협의 새로운 세력균형(支持『台灣民主』與『兩岸和平』的台海權力新

平衡)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국가군

204)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는 大陸委員會, <中華

民國(台灣)對中國制訂「反分裂國家法」之立場> (2005. 03. 29)

http://www.mac.gov.tw/ct.asp?xItem=59422&ctNode=5627&mp=2를 참조; 陳水扁,

<總統召開「因應兩岸政經新形勢府院黨黨團會議」並做成七點結論> (2005. 04. 05)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0408&rmid=514&sd

=2005/04/05&ed=2005/04/05

205) 陳水扁(2004.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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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의 핵심국가인 “대만의 민주주의”가 중국이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전 세계의 “민주국가군”을 묶어 중국 등 비민주국가

들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 셋째, “양안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상

호작용의 구조” 하에서 평화적 대화와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206)

2004년 재선에 성공한 천쉐이볜은 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2006년 2월에는 대만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자결의 원칙에 위배되며,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되기 이

전 국민당이 설치한 국가통일위원회와 이 위원회에서 제정한 국가통일강

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207) 같은 해 9월부터는 정명(正名) 운동을 대대

적으로 전개하여 장제스의 이름을 딴 중정(中正) 국제공항을 타오위엔

(桃園) 국제공항으로 개칭하는 등 중국 혹은 중화를 포함하거나 연상시

키는 명칭들을 대만 고유의 명칭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만에 대한 천쉐이볜의 지향은 2007년에 이르러 ‘4요 1무(四要一沒有)’

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4요 1무의 핵심은 대만은 “독립해

야 하고(要獨立)”, “정명해야 하고(要正名)”,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하

고(要新憲)”, “발전해야 하고(要發展),”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국

가 정체성의 문제(國家認同分歧的問題), 통일과 독립의 문제(統獨的問

題), 전진과 후퇴의 문제(進或後退的問題)가 있을 뿐 좌우의 문제가 없다

(沒有所謂左右的問題)”는 것이었다.208) 천쉐이볜은 4불 1무를 폐기하고 4

206) 陳水扁, <陳總統與「日本外國特派員協會」越洋視訊會議：有關兩岸關系談話>(2005. 07. 26)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0745&rmid=514&sd

=2005/07/26&ed=2005/07/26

207) 陳水扁, <總統主持國安高層會議>(2006. 02. 27)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1391&rmid=514&sd

=2006/02/27&ed=2006/02/27; 陳水扁, <總統接受德國「法蘭克福廣訊報」專訪

>(2006. 03. 14)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1434&rmid=514&w

ord1=%E5%B0%B1%E8%81%B7%E6%BC%94%E8%AA%AA&sd=2000/05/20

208) 陳水扁,, <總統出席「台灣人公共事務會」（FAPA）25週年慶祝晚宴> (20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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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무의 선언하고 독립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현상유지와 실질

적 독립의 확보라는 모호한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천쉐이볜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도 함께 모색하였다. 여기에는 국방력의 강

화와 같은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공민투표를 통한 독립의 추구, 양안 간

의 경제교류 제한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대응이 포함되었다.

우선, 천쉐이볜은 중국의 무력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

화하고자 하였다. 중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양안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됨

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만은 군사 부문에 대한 다양한 개혁

을 단행함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209) 그러나 이러한 시

도는 무기확보 경로의 제한성, 경제의 위축, 범남 진영과 범녹 진영의 대

립,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210)

소련이 붕괴한 이후 중국이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부상하자 미국의

부시 정권은 2001년 4월 전례 없는 수준과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게 판매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천쉐이볜 정권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범남 진영

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범남 진영은 천쉐이볜 정권의 수립 이후

냉각된 양안관계, 그리고 양안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큰 대만 경제에 미

칠 악영향을 근거로 들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에 반대하였다.211)

04)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2424&rmid=514&word

1=%e6%ad%a3%e5%90%8d&sd=2007/03/04&ed=2007/03/04&size=100

209) Michael S. Chase, "Defense Reform in Taiwan: Problems and Prospects,"

Asian Survey, Vol. 45, No. 3(2005), pp. 364-379; 김재엽, "대만의 국방개혁: 배

경, 과정, 그리고 평가," 『중소연구』 제35권 1호(2011), pp. 153-160.

210) 김재엽(2011), pp. 161-168.

211) Michael S. Chase "Taiwan's Arms Procurement Debate and the Demise of

the Special Budget Proposal: Domestic Politics in Command," Asian Survey,

Vol. 48, No. 4(2008), pp. 7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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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06년 2월에 이르기까지 입법원에서 무기 구입을 위한 법안의 상

정이 범남 진영에 의해 50여 차례에 걸쳐 저지되면서 부시 정권과 천쉐

이볜 정권이 계획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은 좌절되었다.

천쉐이볜은 공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활용하여 독립에

대한 대만인들의 요구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

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했다.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들이 스

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자결론을 내세운 천쉐이볜은 2004년과 2008년에

총통 선거와 연계하여 공민투표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공민투표 모두 주권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만의 독립에 대한 대

만인들의 지지를 보여준다는 목표를 지향했으나, 투표율이 50%에 미치

지 못함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얻지는 못하였다.212)

2004년 공민투표의 본래 목표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통해 ‘하나

의 중국’에 속한 분단국가인 중화민국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중국으로부

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남

진영의 저지로 개헌 여부를 공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213),

천쉐이볜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것, 대등한

지위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방어성

공민투표(防禦性公民投票)’를 실시하였다.214)

2008년 공민투표의 내용은 대만 명의의 UN 가입 여부였다. 대만

의 독립을 추구하는 천쉐이볜과 민진당은 대만이라는 새로운 명의의

UN 가입을 추진하였다. 반면, 범남 진영은 중화민국 명의의 UN 복귀를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천쉐이볜은 UN에 동시가입한 이후 화

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남북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양안관계를 정

상화하려면 대만이 UN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쉐이볜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방안도 모색하였

다. 그는 2006년 신년사를 통해 그는 기존의 적극개방유효관리를 수정하

212) 박병석(2010), p. 136; 林進生(2010), pp. 498-507.

213) 지은주(2009), pp. 311-321.

214) 陳水扁, <陳總統接受美國洛杉磯時報專訪全文> (2004. 02. 06)

http://www.mac.gov.tw/ct.asp?xItem=62171&ctNode=6227&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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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극관리유효개방(積極管理有效開放)’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앞으

로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개방’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한 ‘관리’에 역

점을 두겠다고 밝혔다.215) 즉, 과도한 경제적 개방과 교류로 인해 대만이

중국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적극관리유효개방은 리덩휘가 실시했던 남향정책과 계급용인과 동

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안 간의 교류, 특히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제적 의존이 리덩휘 집권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

된 상황에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이 집권

한 이후 때때로 고조된 정치적,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안 간의 경

제교류는 지속되어 왔으며, 대만의 독립과 자율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천쉐이볜의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쉐이볜 정권 시기에 협력과 긴장의

요소가 공존하는 모호성을 보이며 시작된 양안관계는 점차 불안정성을

향해 나아갔다. 천쉐이볜은 대만 사회에서 공고하게 자리잡은 시민적 민

족주의를 대변하였고, 이를 대중책에 반영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민주화를 계기로 급격히 부상한 시민적 민족주의로 인해 중국을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확산되

었고, 이는 천쉐이볜을 매개로 하여 대중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큰 영향

을 미쳤다. 그 결과 천쉐이볜 정권이 이끄는 대만은 점차 독립을 지향하

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양안관계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215) 陳水扁, <中樞舉行中華民國95年開國紀念典禮暨元旦團拜> (2006. 01. 01)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11241&rmid=514&sd

=2006/01/01&ed=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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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수많은 역사적 유사성을 지닌 한국과 대만이 최초의 민

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간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중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인 국가 정체성이 국가의 위협인식과 대외정책을 형성한다는 국내

수준의 구성주의에 기초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민족주의 연구

에서 널리 수용되는 유형화에 근거하여 한국과 대만의 민족주의를 각각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이한 성격의

민족주의가 민주화와 탈냉전을 거치며 양국의 위협인식과 대외정책, 그

리고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위협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국가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그 행위를 규제하는 권위체가 부재한 무정부성이 국제정치의

본질적 특징이며, 무정부성 하에서 이익과 안보를 추구하는 개별 국가의

행위가 다른 국가에게 언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현대 국

제정치학에서 위협은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위협에 관

한 기존의 논의는 국가 간 국력의 배분이라는 물질적, 구조적 요인에 주

목하는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과 같은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이 주도

해왔다.

그러나 인식, 의도, 불만족도, 정체성 등 관념적 요인도 국제정치의

현실과 위협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협에

대한 물질주의적, 구조주의적 접근은 중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를 표방한 웬트의 경우, 자신이 “문화” 또는 “지식의 배분”이라

고 명명한 관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구조주의

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위협을 논함에 있어 관념적 요인,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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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념을 보유할 수 있는 주체인 인간의 역할을 고려하는 접근의 필요

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주

체 간의 상호작용를 거쳐 국가 정체성과 같은 관념이 공유되고, 이를 바

탕으로 국가의 위협인식과 대외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비판적

접근, 특히 국내 수준의 구성주의를 활용하였다.

3장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비롯된 냉전이 동아시아로 확

산됨에 따라, 한국과 대만에서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하는

반공국가가 수립되는 과정과 두 반공국가가 지닌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과 대만에서는 반공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이 국가보안법과 임

시조관이라는 법률의 형식으로 각각 성문화, 제도화되었다. 둘째,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권위주의 정권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셋째, 반공국

가는 권위주의 정권이 활용하는 다양한 통제 수단에 의존하여 반공주의

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켰다. 넷째, 반공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

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원하였다. 다섯째, 반공국가는

미국과의 후견-피후견 관계 형성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창설과 같은

국제적인 반공주의 연대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가 정체성을 보장받으

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도 존재했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서도 자발적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대만의 반공주의는 대륙으로부

터 건너온 국민당 소속의 집권 엘리트들에 의해 반공주의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반공주의에 비해 그 기

반이 협소했던 대만의 반공주의는 민주화를 거치며 철저히 해체되었고,

이와 더불어 반공주의와 결합했던 대만의 종족적 민족주의도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는 대만과 중국을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부

분이 아니라 상이한 정치체제에 근거한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등장하였다.

4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를 거치며 반공국가가

쇠퇴하고, 한국과 대만에서 각각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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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를 위해 반공국가와 결합했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한 이후 개방된 한국

과 대만의 정치지형에서 정당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1970년대 중반 남유럽에서 시작된 전 세계로 확산된 민주화의 물

결은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개혁에서 비롯된 내부적 충격을 경험하던 공

산주의 진영을 더욱 동요시켰고, 이는 냉전의 해체를 촉진시켰다. 민주화

의 물결이 동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냉전이 수반한 안보 위협

을 통해 정당화되고, 권위주의 정권과의 결합을 통해 유지되어온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두 반공국가의 위기는 대외정책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

서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립된 민간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북한을 포함

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

였으며, 대만의 국민당 정권은 대만 주민들의 중국 본토 방문을 허용하

고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

러한 대외정책의 전환은 냉전으로부터 기원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불

안정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냉전 시기의 안보 위협에 근거하여

수립된 반공국가의 정당성을 완화시켰다.

두 반공국가의 위기는 민주화로 인해 가중되었다. 한국에서는 1991

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같은 해

대만에서는 국민대회의 결의를 통해 임시조관을 비롯하여 이를 뒷받침하

던 하위법률들과 국가기구들이 잇따라 폐지되었다. 냉전 시기 동안 유지

되어온 반공주의라는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했던 국가보안법

의 개정과 임시조관의 폐지는 반공국가의 물리적, 제도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반공국가의 위기는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대만의 시민적 민족

주의가 반공주의를 대체하여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

상하는 계기였다. 냉전 시기 동안 한국과 대만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원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은 혈

연, 문화, 역사, 전통을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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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반공주의는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민

주화와 탈냉전으로 인해 권위주의 정권과 반공국가의 결합이 정당성을

상실하자, 한국과 대만에서는 대안적 국가 정체성의 모색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거치며 혈연, 문화 등을 중심으로 민족을 정

의하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재등장하였다. 영토적 경계의 안정성, 반식민

주의 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종족적 민족주의는 반

공주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독자적인

동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종족적 민족주의는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주

의와 지속적으로 경합을 벌여야만 했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집권 엘리트

들과 대항 엘리트들 간의 합의, 그리고 대중들의 자발적 수용에 기초하

여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며,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에 속했던 상

당수의 엘리트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잔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반공주의가 상당수의 집권 엘리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재등장을 선도한 것은 재야 세력과 학

생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엘리트들과의 대립과 협력을 통해 민주화 이

후 개방된 정치의 장에서 민족주의의 기반을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며, 한

국이 반공국가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통일국가로 발전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대항 엘리트들 중 비교적 진보적이고 민족

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던 김대중과 연대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고자 노력

하였다.

대만에서는 민주화를 거치며 정치적 체제, 이념, 가치에 대한 구성

원들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정의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부상하

였다. 장기화된 분단, 경제성장, 정치적 자유화는 대만이 중국과는 구분

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이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실체로 정의하는 본토화의 흐름을 추동하

였다. 국민당에 속한 소수의 집권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배타적으로 공유

되던 대만의 반공주의는 민주화로 인해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면서 해

체되었고, 반공주의와 결합되었던 종족적 민족주의도 정당성을 상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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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공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결합을 대체하여 국가 정체성을 구성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 것이 바로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강조하는 시민적 민족주의였다.

반공주의와 결합했던 종족적 민족주의의 호소력이 약화되는 가운

데 시민적 민족주의는 대만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지배적 위치를 획득하였다. 국민당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끈 대항 엘

리트들에 의해 수립된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 혹은 대만의 독립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를 주장하였다. 국민당 내에서도 리덩휘를 비롯한 본성인 엘

리트들의 부상함에 따라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었다. 문화

와 학술 영역에서 시작된 본토화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5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내사회 내에서 등장한 한국과 대만의 민

족주의가 각각 김대중과 천쉐이볜이라는 최고정책결정자를 매개로 대외

정책에 반영되고,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대중과 천쉐이볜의 저술, 연설 등을 토대로 민족과 통일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대만의 최고정책결정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 공유된 민족주의가 이

들을 매개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천쉐이볜 정권의 대중

정책과 양안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대중은 반공주의와 경합 중이던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지지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의 화해

와 협력을 주도한 기획가였다. 그는 한국의 엘리트 중 민족과 통일의 문

제에 관하여 가장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틀을 정립해온 인물이었

다. 종족적 요소와 본질주의적 속성을 강조하는 그의 민족관은 ‘선민주

후통일’과 ‘점진적 통일’이라는 두 개의 대원칙, 나아가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종족적 민족주의가 최고정책결정자인 김대중을 매개로 햇볕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는 화해와 협력이 점차 확대되었다. 북한을

적대와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내집단, 즉 같은 민족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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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일원으로서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인식에 영

향을 미쳤다. 우선, 김대중 정권은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로 인한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력의 사용을 통한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였

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외교적 수단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00년에 이루어진 김대중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집권

엘리트들과 민족주의적 성향의 진보 세력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

적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정책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정치

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천쉐이볜은 본토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대만의 국내사회에서 지배

적인 위치를 획득한 시민적 민족주의를 대변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한 촉진자였다. 그는 당외와 민진당의 핵심 인사로서 대만이 중국과

는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적 실체라는 주장에 동조하였고, 리덩휘가 제시

한 신대만인이라는 정체성 개념을 지지하였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

치와 제도를 기준으로 대만의 정체성을 정의한 그는 집권한 직후 한동안

은 중국과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했으나, 점차 독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시민적 민족주의가 최고정책결정자인 천쉐이볜을 매개로 대외정책

에 반영됨에 따라 양안관계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었다. 중국을 동

일한 민족 공동체에 속한 통일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외집단, 즉 대만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만의 인식과 대응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우선, 천쉐이볜 정권은 대만과 중국의 대립을 민주주의 국

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대결로 규정하였고, 민주주의를 대만의 국가 정체

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자 지켜야 할 가치이며, 중국의 위협에 맞

서 대만을 지원할 국제적 연합의 토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천쉐이볜

정권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력의

강화, 공민투표를 통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의 확보, 중국과의 과도한 경

제 교류에 대한 통제 등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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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의

본 연구는 국내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

로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이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 나타난 동학을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이 서론에서 지적한 대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서의 세력균형, 북한과 중국, 미국의 대외정책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만으로

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대조적 동학을 설명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김대중과 천쉐이볜이 집권하기 이전에 남북관계와 양안관계

의 세력균형은 이미 한국과 중국에게로 기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력의 우위를 확보한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한 공세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적 협력을 추구한 원인이 무엇인지, 열위에 처한 천쉐이볜 정권이

현상유지나 중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 명백한

독립론을 주장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과 같은

물질적 요인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동아시아에 냉전이 도래하고 민족 공동체가 분단된 이후 북

한과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권위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이들은 자국 주도의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미국 역시 한편으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피후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 국가가 자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

적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또다른 열전이 발

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외부적 요인들보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과 대만의 정체성 정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 동아시아의 현실을 적절히 이해하려면 강대국 간의 세력배

분구조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최근의 경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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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김대중 정권과 천쉐이볜 정권이라는 한정된 시기만을

다룸으로써 다른 시기의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분석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한 명제나 변수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 동안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로 인해 분단과 민족

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반공주의와 결합된 종족적 민족주의의 틀 안에

구속되어왔음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대중 정권과 천쉐이볜 정권은 민주화 이

후 최초의 수평적인 권력 이양을 통해 수립된 정권이었다. 두 정권 하에

서는 민족, 분단, 그리고 통일 등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 관한 견해와 담

론들이 어느 시기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

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천쉐이볜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한국과 대만에서는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을 구성했던 엘리트들 중 상당

수가 잔존하여 새롭게 수립된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분단과 통일의 문제

에 대한 논의의 폭이 제약되었던 것이다.

민주화를 거치며 개방된 정치지형에서는 분단과 통일에 관한 새로

운 논의들이 분출하였다. 한국에서는 반공주의를 근거로 제기된 북진통

일론, 멸공론과 승공론, 흡수통일론으로 인해 주변화되었던 북한과의 공

존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담론이 강화되었다. 대만에서는 반공대륙, 광복

대륙의 구호 하에서 억압되었던 자결과 독립의 논의가 본토화의 흐름과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에 힘입어 강력하게 대두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담론들은 김대중 정권과 천쉐이볜의 정권의 수립을 계기로 한국의 대북

정책과 대만의 대중정책에 반영되었다.

김대중 정권과 천쉐이볜 정권 시기는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과의

단절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분단과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

의와 구상들이 폭넓게 제기된 최초의 시기였다. 본 연구는 짧지만 중요

한 의미를 갖는 시기를 다룸으로써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국내사회

에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담론들이 존재하는지, 향후

에 이러한 담론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다양한 경

로를 예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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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점은 한국에서도 본토화와 민주화

시기의 대만에서처럼 정치제도나 국적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범위를 규정

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의함에 있

어 혈연, 언어, 문화 등 종족적 요소가 여전히 중요하나, 정치제도와 대

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에 대한 소속감 등 정치적, 시민적 요소의 중요성

이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216) 분단이 장기화되

는 가운데 한국 내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된다면, 남북관계 역시

대만이 민주화된 이후의 양안관계처럼 종족적 동질성보다 정치적 이질성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

북관계와 양안관계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핵심적

원인 중 하나인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오늘

날 당연시되고 있는 베스트팔렌적 국가 관념, 즉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하나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관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족과 국가가 불일치하고 주권이 분할된 채 고착화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베스트팔렌적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민족, 국가, 그리고

주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이러한 불일치는 종결의

조짐없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원

인이다.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는 단순히 국가 정체성의 변수가 갖는 국제

정치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민족과 국가, 주권의 불

일치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 속에서 발전하

고 구현되어온 사례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연구대

상인 한국과 대만의 사례 간에 존재하는 중대한 차이, 그로 인해 발생하

는 사례 선정과 변수 통제에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거나 상당

히 일반적인 문제들”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6) 강원택은 이를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정의한다. 이에 관해서는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 이내영 편, 『한국인, 우

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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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ross-Strait relations

illustrate how the incongruence between nation and state, and the

consequent international conflict have persisted in the regional context

of East Asia over several decades. These two relationships were the

products of both the nation-state incongruence and the ideological

conflicts during the Cold War, and they have been the main sources

of regional instability. Given this historical background, it is a subject

of interest that South Korea and Taiwan implemented contrasting

policies in the relationships within a divided nation after they

respectively experienced the first democratic and peaceful transfer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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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and how did South

Korea and Taiwan, despite numerous historical similarities between

them, adopted different, even contrasting policies after the first

democratic turnover of power in the relationships within a divided

nation?” During the Cold War, both South Korea and Taiwan were

the typical cases of an “anti-communist state” whose source of

identity lied in anti-communism, and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aiwan Strait were the most perilous flash points in the world.

However, the expectation of peace was highly raised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Kim Daejung, who strongly supported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ecam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 1998. In contrast, tensions soared across the

Taiwan Strait because Chen Shui-bian, the new president of Taiwan

elected in 2000, became tilted toward Taiwan’s independence from

China and advocated its legitimacy.

It is argued that the contrast in the policy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was caused by the nationalisms of different traits,

which rose during democratization, and then became the core

constituent of state identity in place of anti-communism. This study

would use the typology of ethnic nationalism and civic nationalism in

order to compare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aiwan, and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a state perceives threat and responds to it. The

ethn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articulated the ethnic hom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mitigated South Korea’s threat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and led the former’s policy toward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unification with the latter. In contrast, the civic

nationalism in Taiwan highlighted the political difference between

Taiwan and China, enhanced Taiwan’s threat perception toward

China, and thus justified the legitimacy of discourse on Taiw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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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concentrates

on the identity politics of South Korea and Taiwan, of which the

significance has been continuously emphasized in the earlier studie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ross-Strait relations without

systemic analysis. Second, this study address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Chen Shui-bian administration, the short but

critical periods, which were created through the first horizontal

transfer of power after democratization. Thus, it offer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types of discourse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ross-Strait relations in the domestic societies of South Korea

and Taiwan, and the possible scenarios in which these discourses can

be combined. Finally, this study reminds of the incongruence between

nation and state, one of the main source of international conflicts,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ross-Strait

relations with the focus on the matter of state identity.

Key Words: constructivism, state identity, anti-communism,

nationalism, South Korea,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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