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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2 de julio de 2000 México dio por finalizada, en las umas, una de las 
etapas más interesantes y conflictivas de su historia política, aquella que 
durante 71 años (1929-2(뼈) había mantenido en el φder a alg니n 

representante del PRI. El 2 de j버io， bajo gobiemo del PRI y bajo una ley 
electoral que, aunque reforrnada en sucesivas ocasiones, se caracterizaba 
por cierta tendenciosidad, el candidato Vicente Fox, peπeneciente al partido 
de oposición P뾰~， vencía en las elecciones generales dando un nuevo 
rumbo a la politica de un país que no conocía otra que aquella 
presidenci떠ista y dirigista que los hombres del PRI habían mticulado 

Sin embargo, no es una victoria coyuntural y espontán않 El triunfo en 
las 따nas del 2 de julio es la culrninación de un proceso de Iiberalización 
politica específicamente mexicano que se inició consistentemente allá por el 
año 1앉생 con el beliger와lte movimiento estudiantil y que ha requerrido para 
su realización la nada insignificante cifra de 32 때os (19:혔 2αX)) 

En 1앉)8， el movimiento estudiantil que desestabilizó el sistema político 
no era únicarnente un movimiento civil organizado en tomo a ideas 
políticas más 0 menos aperturistas, sino la voz de protesta de una clase 
media urbana que había sido sistemáticamente apartada del pacto 
C이porativo. 니 crisis económica que vivía el Estado en aquellos momentos 
y los problemas intemos de la elite en el poder que disminuían su 
efectividad decisional constituyeron un caldo de cultivo extrenmdamente fé 
πil para las protestas de un grupo económico que se v잉a sist앉náticamente 
relegado de las grandes decisiones 

Basando en estas persα잊ctivas， esta investigación aborda el significado 
따 rmvimiento estudiantil de 1앉x3 en 머 camino hacia democracia meXÎCéUla Y 
la conceptualización del proceso de la liberalización política de Mé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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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비센떼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이 집권한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간다.2 

년전 2αP년 7월 대통령선거 공식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행한 야당후보 대통 

령 당선 인정을 발표하는 당시 세디요 대통령의 차분한 목소리와 멕시코 국 

민의 기쁨과 희망의 환호성이 지금도 틀리는 듯하다. 

2α)()년 7월 2일 멕시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2αU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소속(PAN:국민행동당) 후보 비센떼 폭스(Vicento Fox) 

가 전통 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PRI) 후보 라바스띠다 오초아(Labastida 

Ochoa)를 패배시켰다. 이로써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1910년) 이후 멕시코 

민주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2α)()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행동당(P따이의 승리는 멕시코 역사상 71년 동안(1929-2α)()) 전통적 여 

당이었던 제도혁명당의 역사적인 패배로써， 멕시코에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성취했다.70년 이상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했던 제도혁명당의 패배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며，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소속 대통령 후보의 

승리는 71년 동안 제도혁명당이 구축한 “6년 군주제"(monarq띠a sexenal)를 

무너뜨렸다. 

현대적 정치체제를 제도화한 1929년부터 19t:웠년 학생운동 이전까지는 특 

별히 멕시코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 

았다. 그러나 1앉%년부터 2000년까지 32년 동안 5번의 위기가 발생했다.5번 

의 위기가 발생한 해는 1968년， 1976년， 1982년， 1987년， 1994년이다. 1968년 

에는 사회적 위기의 성격인 학생운동이 발생하며， 동년 10월2일 정부의 무 

자비한 탄압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된다. 1976년에는 경제위기적 성격 

의 멕시코 화폐인 페소화 평가절하가 단행된다. 1982년에는 경제위기로써， 

풍년 2월에 또다시 페소화 평가절하가 단행되며 8월말에는 8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모라토리염을 선언하며 곧이어 9월에는 은행 국유화를 단행 

하며， 11월에는 IMF에 서명하게 된다. 1987년도 경제위기로써 동년 10월에 

증시가 폭락하게 되며， 11월에 평가절하가 단행된다. 또한 1994년에도 경제 

위기로써 12월 중순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다른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도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경제 위기의 발생으로 체제의 기 

초를 이루는 코포라티즘 연합 내부공간에 균열을 가중시켰다. 체제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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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심각한 균열은 1985년 지진사태에서 발생한 사회적 동요와 여당 

인 제도혁명당(PRI)의 소장 비판그룹인 “민주파"(Corriente Democr때ca: 

CD) 형성이후에 1986년에 여당인 PRI 자체의 분열에 기원을 둔다. 특히 

1985-1988년 동안에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체제를 위험한 상황에 내 

볼았던 조건들이 천천히 생성되고 있었다. 특히 1988년은 멕시코 정치체제 

의 가장 위힘했던 시기로써， 그 동안의 3번의 0976， 1982, 1987) 경제위기는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에 의구섬을 갖게 하며， 이떠한 위기의 구조적 계기는 

1988년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인화성 있는 정치적 위기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논선상에서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민주파는 여당을 탈당하며， 민주 

파와 진보세력들이 합쳐 민족민주전선(Frente Demαrático Nacional :FDN) 

을 결성하며， 이후에 1989년 새로운 선생야당으로써(p따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IID, 민주혁명당)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에 따 

라 1~였-1997년까지 9년 동안 정부와 여당인 PRI는 권력유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치적 자유화를 시도했으며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신생야당인 

PRD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혁을 통한 정치적 틈새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 

을 집중했으떠， 그러한 정치적 틈새공간을 활용해， 마침내 2000년 7월 야당 

소속(p때)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68년에 시작해서 마침 

내 멕시코는 2(X)()년에 민주주의라는 고지에 이르렀다 선거법 구조 개혁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1987-1않%년 9년 동안 4번의 정치 · 선거 개혁은 시민 

사회와 야당인 민주혁명당(PRD)과 국민행동당(PAN) 노력의 결과로써 1987 

년， 1990년， 1993년， 1996년에 중요한 선거개혁음 실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통령교체(정권교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승리가 아니다. 2000년 7월의 선거승리는 1968년 학생운동으로 시작되었고 

32년이라는(1968-2α)()) 긴 세월이 필요했던 독특한 멕시코 정치자유화 과정 

의 분수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이행 전문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스 

페인에서 발생한 정치이행을 “협약이행"( transición paαada)이라 부른다 반 

면에， 멕시코에서 발생한w없 2000) 정치이행을 필자는 “투표이행" (tr.킹lsición 

votada)이라 명하고자 한다. 즉 투표한 선거인 뿐 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 

적인 선거법 구조 개혁을 통해서 마침내 선거인들의 실질적 투표실천을 통해 

이룩한 정치이행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치이행은 경제위기로써 4번의 (1976 

년. 1982년.1987년.1994년) 위기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의 물적 기반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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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없을 만큼 권위주의 정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 

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하락하게 된다. 한편 1985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사태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복구작 

업으로 어려운 자연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인식했으며， 시민들의 시민의식 각성과 시민사회의 놀라운 능력을 실 

감했다. 다른 한편으로 1~꽁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는 시민사회가 

더욱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당인 제도혁명당에서 탈당하여 새로운 신 

당으로 변신한 민주혁명당과 기존 야당인 국민행동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선 

거법 개혁에 노력을 집중했다. 새로운 선거 법 하에서 1994년， 1997년， 2(XX)년 

선거에서 하원구성과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마침내 지배권력 

구조 변화까지 성취했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 정치구조가 그 동안 직면했던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모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실천과정으로써， 선거법 개 

혁과 그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피드백 과정으로써 멕시코 정치이행을 이해 

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정치자유화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 · 

정치적 적응과정이 아니며， 선거법 개혁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속직인 

노력의 직접적 결과이다. 즉， 멕시코 정치자유화 과정은 경제적 • 정치적 공간 

에 대한 선거공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의 구축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멕시코 정치이행에 대한 기본적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멕시코 민주화 과정에서 1~년에 발생한 학생운동의 발생과정과 의 

미를 분석하며， 멕시코 민주화 과정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1. 1968년 학생운동 

1~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한 학생운동의 클라이막스는 멕시코 정 

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1~년 학생운동을 연구한 세실리아 이 

마스(Imaz Bayona, Cedlia)는 1~년 학생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렸다.(Imaz 1975: 387) 

1앞%년 학생운동은 다양한 세력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와 사 

회모순에 의한 다양한 제 세력의 축적된 불만의 표출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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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만은 1맛%년까지 실질적으로 기존 펙시코 정치제도에 어떠한 

정치적 의견 표출도 없었던 중산층의 기존체제에 대한 반감의 발전으로부터 

기원한다. 어느 정도 교육받은 중산층 대부분이 L968년 학생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중산층의 상당한 정치적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 

한 1968년 학생운동의 정치화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범위 안에서 성장과 확 

대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중산층 불만족의 의식을 반영한다.(Imaz 

1975: 387) 이것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획득했던 교육자유와 무상교육 

을 통한 공식 교육제도에서 교육받은 후손을 대표하는 중산층으로써 실질적 

으로 정치공간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상인협회는 전국적인 수준에 

서 조직되었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들도 정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올 확보하고 있었으나 중산층은 코포라티즘 외부에 

실질적으로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표현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68년 학생운동은 젊은이들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성 

장하는 중산층을 대표한다. 1968년 학생운동 분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갈등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멕시코 사회에 영 

향을 끼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질문에 대한 해답 

은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좀더 깊이 있는 원인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68년 학생운동의 사회투쟁의 이해를 위한 깊이 있는 분석도 중요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들도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1968년 학생운동의 연구자인 세르히오 세르메뇨(Sergio Zerrneño)는 68학생 

운동을 4단계로 구분했다:1) 발전단계， 7월 24-30일; 2) 상승단계， 7월 30일 

8월 27일; 3) 하강단계， 8월 27일 -9월 18일; 4) 폭력 적 해산， 9월 18일 이후 

이다. (Zerrneño 1978: 11-54) 멕시코의 일반적 정치특정을 염두하면서 1쨌 

년 학생운동의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자 

11.1. 학생운동 발발: 1968년 7월 24일-30일 

1968년 7월 22일， 멕시코 자치주 중심부에 위치한 라 시우다델라(La 

Ciudadela) 공원에서 미식축구가 있었다. 이 경기에는 “이삭 오체떼레나” 

(Isac αheterena)라고 불리는 사립고등학교 팀과 국립과학기술대O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 IPN) 부설 직업학교 학생들파 여러 명의 고등학교 학 

생이 합쳐진 팀인 “로스 시우다델로스"(1os ciudadelos)가 미식축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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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종종 볼 수 있듯이 동네 청소년들의 이 운동경기는 약간의 다툼으 

로 끝나버렸다. 이때 사립하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체떼레나 팀원들은 직업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몇 대 구타를 당했다. 이것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몇몇 고둥학생을 강화시킨 사립학교 학생들이 7월 23일 제2 직업학교(la 

Voacional 2)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제2 - 제5 직업학교 학생들은 특 

수기동경찰이 출동해 수동적인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를 공격했 

다. 몇 개월 후면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정국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을 출동시켰던 것이다. 이후에 제2- 제5 직 

업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특수기동경찰은 그들에게 접근 

해서 학생들을 구타했으며 일부는 부상을 당했다.(Zermeño 1978: 11) 오래 

전부터 국립과학기술대(IPN)에 속해 있는 학생기구인 전국직업학생연합회 

(Federación Nacional de Estudiantes Técnicos :FNEf)는 부당한 경찰의 

공격과 제2 - 제5직업학교 점거에 대해 항거하기 위해 7월26일에 데모를 한 

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같은 날 몇 블록 옆에서 전국민주학생연합회 

(Confederación Nacional de Estudiantes 않mocrático : CNED)에서 조직한 

쿠바혁명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었다.(Zermeño 1978: 12) 이 두 개의 대중집 

회는 멕시코자치주(Departamento del Distrito Feder머)의 공식허가를 갖고 

있었다. 이 두 대중집회에 약 5만 명의 학생이 운집했으며， 이후 약 5천명의 

학생이 소깔로(Zócalo: 멕시코시 중앙에 위치한 광장)로 향해 행진하려 했 

다. 이것은 질서혼란을 우려해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Zermeπo 1978: 12) 

다음날인 7월27일 멕 시 코국 립 대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부설 제 1 - 2 - 3 고동학교 학생들이 전날 경찰의 강경 대응 

과 동료들의 구속에 대한 항의로 멕시코국립대 부셜 제1-2-3 고등학교를 

점거했다.(Zermeño 1978: 13) 학생들의 소요는 7월 29일에 다시 격해졌으며， 

같은 날 자정에 정부는 군대의 개입을 명했다.7월 30일은 68학생운동의 제 

1단계와 제2단계를 가름하는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즉 형태적으로 볼 때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 대학가에 군대개입과 폭력의 정도는 정부방침의 급 

격한 변화가 관찰되는 날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풀려났지 

만 주동자 14명은 구속되었다.(Zermeño 1978: 14) 당시 많은 멕시코 국민은 

학생과 정부충돌에서 정부의 미리 계획된 도발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했 

다. 많은 신좌파(la Nueva Izquierda) 그룹들은 68학생운동의 시발점을 디아 

스 오르다스(Díaz Ordaz:1%4-1970) 정권의 고위관료들이 차기 대통령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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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둔 권력엘리트간의 권력투쟁으로 설명한다. 다른 한편， 그러한 도발이 

외국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가장 논쟁적인 가정은 정부의 도발성이 외국 

에서 유래한다는 것으로 근거는 다음과 같다:1) 멕시코 정부는 공산국가들 

을 비난했다; 2) 멕시코의 공산당이 (p때do Com뻐sta) 미국 αA 사주로 

사회불안을 조성했다; 3) 멕시코 민중사회당은 (Partido Pop버ar Soci머ísta) 

미국 FBI를 비난했다.(Guevara 1987: 1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 

서 원인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8학생운동의 기원은 여당인 제도혁명당 

의 폐쇄성과 정치공간에 다양한 정치세력 통합부족이 서로 상승 작용한 결 

과이다. 이것은 이 사건이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강한 폭발력을 

인지했음에도 특수경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바 없다. 

11. 2. 학생운동의 중ξ뺑의 참여:1968년 7월 30일-8월 27일 

7월 30일 새벽 정부는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곳의 고등학교를 점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학생소요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취한 수단은 완전히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국가와 대학 관계에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8월 l일 UNAM 총장과 몇몇 대학당국은 UNAM과 국립 

과학기술대(IPN) 등 그 밖의 대학의 학생과 교수의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면 

서， 대학 자율권의 침해에 항거하기 위해 큰 규모의 데모를 했다.8월4일 조 

직된 도시의 학생들이 곳곳에 출현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조직화는 일상적 

인 데모· 회합 등과 같은 일상적인 투쟁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운 

동의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에 설명하려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8 

월5일 국립과학기술대 투쟁연합회(Comíté Coordinador de Hue벌a)는 마침 

내 대규모 집회를 거행했는바， 그 집회에는 약 10만의 학생이 운집했다. 이 

대규모 집회에서는 대학자율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 운동에 일반국민도 참여 

해 줄 것을 호소했다.(Zerrneño 1978: 18) 8월 13일 27일 동안에， 1잊웠년 학 

생운동의 최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동안 주요 학생 활동공간은 학교를 벗 

어나 있었다. 집회들은 기본적인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간단한 모 

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정치적 쟁점의 토론 결론이 나면， 모든 학생들은 

조직된 집회를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은 빠르게 거의 모든 사회부분에 

퍼졌다. 예를 들면 공무원 • 노통자 • 중소상인 • 도시 주변부 층까지도 빠르 

게 1968학생운동의 인화성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 운동의 조직화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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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일한 조직적 특성은 부족했다. 이 운동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 

치적 성향이 참여했으며， 그 핵심은 전문성， 사회적 기능， 전통적으로 특별 

한 정치적 기능올 갖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사와 학생들의 주류가 되었지만 

다양한 사회계층도 참여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참여 

하는 진정한 19E정년 사회운동의 모자이크를 구성했다. 이 모든 세력들은 공 

통의 희망올 갖고 운동에 참여했지만 그들 간에는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편 

차가 존재했었다.(Guevara 1않7: 25-26) 8월 24일 교수연합회(Coa1ici6n de 

Profesores)는 전국투챙위원회(Consejo Nacional de Huelga :CNH)만이 이 

학생운동의 유일한 대표체임올 천명했다. 그리고 전국투쟁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6개항의 요구사항올 제시했다.(Rar피rez 19E였: 37-39) 

l. 정치범 석방 

2. 경찰총장 루이스 꾸에또(L버s Cueto Rar띠rez) ， 경찰부총장 라울(Raω 

Mendiola) 그리고 특수기동경찰대장 아르만도(Armando Frías)의 해임 

3. 억압의 직접적 수단인 특수기동경찰대 폐지와 유사한 억압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대 창설금지 

4. 국가공격에 대한 사법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연방헌법 제 145조 1항과 2 

항의 폐지(국가전복기도) 

5.7월 26일부터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에 대한 배상 

6. 경창， 특수경찰， 군대의 책임자 규명 

위의 6개의 요구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의 요구들은 이 운동을 

규정하는 일관적인 이데올로기가 부재하며， 국가의 억압적 능력을 규정짓는 

규칙들올 바꾸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 나온다. 또한 특정 사회세력의 계급의 

식 투영이 없는 일반적인 용어인 국민일반의 바람으로 표현되었다.68학생 

운동의 멕시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앉B년의 멕시코 학생은 교육위기， 학교교육에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 

기， 일상적 삶과 사람간 관계를 지배하는 소외형태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 

다. 다른 한편， 국가의 한 대칭축인 학생들을 정치적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부분들을 무차별적으로 포함시키는 용어인 ‘대중일반’에 위치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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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일반과 국가는 1앉)8년 학생운동을 주또했던 메시코 사회를 투영 

하는 2개의 대립각으로 이해했다.(Guevara 1978: 26) 

8월 27일 이 운동의 가장 많은 운집인원인 40만 명이 소깔로에서 데모를 

했다. 그때 40만 인원은 이 운동 6개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압 

력으로 소깔로 팡장에 운집했으며 대통령이 하원에서 매년 연례보고를 하 

는 9월1일까지 공공토론을 하며 소깔로 광장에서 투쟁하기를 원했다. 그러 

나 또다시 군대가 소깔로 광장의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Zermeño 1978: 124) 

11. 3. 운동의 의견 불일치 그리고 분앓:8월 27일-9월 18일 

8월 27일 이후， 1968년 학생운동은 내부분열과 일관성을 잃어가기 시작했 

다.8월 28일 이후 경찰은 거리에서 전단을 나누어주거나 길거리에서 모임 

을 갖거나 하는 학생들에게 구타와 연행을 시작했다. 1968년에 개최될 올림 

픽대회 시설꿀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군인으로 조직된 ‘올림픽부대’(el 

Batallón Olimpia)는 학교를 무단 침입， 학생 및 일반시민을 공격했으며， 건 

물들을 무단 사격했으며 사람들을 납치했다. 군인들은 유사군인조직 스타일 

로 그들의 신분달 감추기 위해 민간인 복장을 입고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했다.(Guevara EY78: 30-31) 

9월 9일 UNAM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9월 1일 하원 대통령의 연 

례보고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은 충족되었음을 선언했으며 학교 정상화를 요 

구했다. 전국투쟁위원회의 한 분파는 총장의 의견에 명확히 반대의견을 표 

명했으며 ‘침묵시위’를 주장했다.(C밍Tión 1969: 65) 9월 13일 침묵시위에 약 

25만 명이 운집했으며， 질서를 유지하며 소깔로 공장으로 행진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상원은 UNAM의 군대 투입을 승인했다. 9월 18일 대학 

(UNAM)은 1만 병의 군인에 의해 다시 점거되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은 다 

시 증폭되 었다.(Guevara 1978: 26) 

9월 18일 이후 무력폭력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C러Tión 196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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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톨릴헬톨꼬 학삶:9월 18잃 이후 

이 단계의 주요한 특징은， 올림픽 개최 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측 억압 

의 급격한 증가와 다른 한편， 학생들의 집요한 투쟁이다. 군대에 의한 

UNAM 점거 다음날인 9월19일 UNAM 총장은 다시 한번 ‘대학의 도덕적 

방어’(defensa moral de la universidad)를 위한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UNAM대학 총장엽장에 반대하는 의회와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공격에 설마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9월23일 UNAM 총장은 사퇴를 선언했 

으떠， 교수연합회는 만약 정부가 총장 사퇴를 받아들인다면 7천 명의 교수 

뜰도 동반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교수집단의 위협 하에서 정부는 

9월 25일 총장 사퇴를 반려했으며， 9월 30일 군대도 대학에서 철수시켰다. 

얹rmeño 1978: 124) 계속된 정부의 실정은 학생운동 앞에 그들의 무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1~년 학생운동과 어떠한 순간이라도 대규모 노동자 위 

협으로 표출될 수 있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갈퉁과 올림픽 개최 시기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1~년 학생운동의 종지부를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는 강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 

다. 이 런 상황 하에서 뜰랄옐롤꼬 학살은 뜰할펠롤꼬(Tlatelolco)의 3문화광 

장에서(la Plzaza de las Tres Culturas :현재 멕시코시 외무부 근처에 위치 

함)10월 2일 발생했다 그 날 3문화 광장에서 학생 · 학생가족 · 어린이 · 노 

동자 · 일반시민 등 약1만 명이 참석한 평화로운 모임이었지만 학살이 자행 

되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에게 경찰이 경찰봉의 무자비한 사용 그리고 사격 

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이 있었던 건물에 군대는 포격 사격도 자 

행했다. 10월 2일 학살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Zermeηo 1978: 131-161) 

(아직까지 뜰랄옐롤꼬의 밤에 발생한 사망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뜰랄펠롤꼬의 광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약 ~여 명 정도라고 발표 

했으나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2천 명에서 5천 명 사이로 알려진다.) 이 사건 

은 여러 상황적 요인들과 원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 

의 정치적 에피소드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러 상황적 요인들에 의한 정치적 

에피소드이면서 동시에 독점적 · 폐쇄적 • 비관용적인 정치구조와 정치체제 

에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사회세력에 대해 그러한 의문을 허용하지 않고 

갈수록 강요하는 깊은 구조적 문제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Rubén 1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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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968년 학생운동의 의미 

복잡하면서 많은 측면을 내포하는 사회 현상으로써 19f전년 학생운동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 정지적 

측면과 사회적 ·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 · 정치적 측면에서， 

즉 1968년 학생운동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써 1968년 위기는 그때 당시 벡시 

코 정치체제 내에서 발생한 정치적 균형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1968년 위 

기의 충격은 국까로 하여금 다양한 형식의 개혁을 똥한 정치개방의 점진적 

과정을 강요할 정도의 규모였다. 처음에 이러한 개혁은 에체베리아(1970 

1976) 행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우호적 정책과 호선 덕택으로 중산층의 정치 

적 입장을 변화시켰고， 이후에 중산층의 행동을 규정짓는 생각의 변화에 영 

향을 주었다. 따라서， 1968년 위기는 사회 · 정치적 변화에 근거를 둔다. 멕 

시코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다른 구조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것이다- 따 

라서 사회경제적 변화는 어떻게 멕시코 정치체제에 새로운 조건으로 니타났 

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다양성과 불평등으로 관통하고 있는 한 

사회를 서로 연결하는 관계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증:요성은 그달 관 

계릎 규정하는 권력의 자기장을 벗어나는 어떠한 정치운동 가능성도 억제한 

다. 권위주의 정권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발전 지체는 사회 · 정치적 구 

조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로 지속적 

경제성장은 농촌인구보다 빠른 도시인구 성장에 의 uj 있는 영향을 끼쳤다

수입대체 전략은 집중적 산엽화를 촉진함으로 새로운 내부시장을 생성시킨 

다. 이에 따라 중산층은 다른 사회부문보다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된다. 이렇게 성장한 중산층은 국가에 의해 설행되는 경제발전 전략 

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획득한다. 좀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 

서 보면 1968년 학생운동은 1930년대 묘포라티즘 협약에서 배제된 중산층의 

반란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원하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기 

때문이다.(C뻐sino 1앉)5: 91-92) 둘째로 60년대 말 1없0년대부터 시행한 멕 

시코 자본축적 모델의 구조적 부식현상과 특별히 1954년에 시작된 “안정발 

전모델"( desarrollo estabilizador)이라고 볼리는 겸제발전전략 고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경제모델은 외국투자와 외부저축을 통한 산업화 

전략으로써 이 전략은 멕시코 경제의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다른 한편，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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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화 전략은 국내적으로 농 · 수산업 분야의 고통과 농 · 수산업의 저성 

장에 기반하는 균형적 산업발전이 아닌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부족한 불균 

형산업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Macías 1979, Perzabal 1979) 이러한 의미 
에서 이 경제발전 모델의 고갈은 비록 즉각적인 정치위기를 초래하지는 않 

았지만 경제 위기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1968년 학생운동은 정치적 

인 측면에서 사회적 모순을 조절하고 1968년 학생운동에서 중요하게 표현되 

었고 갈수록 점증하는 노동부문의 문제제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에 부정 

적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할은 멕시코에서 아직도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사기업 부문의 진작은 전통적 정치를 담당하는 정부부문의 자 

율성을 침식했다. 즉 민간부문을 진작시키는 전통적인 정치를 통한 경제발 

전 전략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민간부문에 의한 자본 

집적 • 집중은 투자 회수 자본 도피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해와 차이가 

발생할 때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 

(Maxfi리d 1987)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틀 내에서 국가헤게모니의 지속성은 코포라 

티즘 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멕시코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충족시켜줄 수 없 

음으로 인해서 국가 헤게모니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기업가의 측면에서 

국가는 일반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 · 국외 민간투자 

장려를 보장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정치안정과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 중산총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중산층의 정치와 대표성에 참여를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196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1968 

년 후반부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의사 · 교수 · 전문직 자유직종도 그들의 정 

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Guevara 1978, lmaz 1975) 마지 
막으로 일반대중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사회적 기능이 위험하고 잠재적인 불 

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깨지기 쉬운 균형상태 

에서， 68학생운동은 멕시코 정치체제를 뒤흔들었으며， 지배세력의 중요한 행 

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민감하게 변화시켰다. 현대 멕시코 권위주의 정치체 

제의 끄트머리에 도달하면서 정치체제의 지속성은 갈수록 불안정해졌다. 

결과적으로， 68학생운동은 민간부문이 경제에서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과 

정에서 발생했으며 반면에 국가 역할의 감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행동과 학생부문의 행 

통은 국가자율성 제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핵섬적인 목표를 공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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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국가자율성이란 다양한 사회그룹을 분리해서 유지하며 계급 

과 정당주의 보다 위에 있는 상위개념에 위치 지울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다. 이 러 한 국가자율성의 목표는 주어진 상황에서 국가의 고유한 목표에 의 

해 국가가 다양한 이해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지 학생들의 경우에 정부와 협상카드가 자본이 

아니라 권력의 권위주의적 사용에 도전하면서 정치권력 획득에 필수 요소 

인 제도적 정당성에 저항했다 이런 관점에서 1%8년 학생운동 멕시코 사회 

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운데 두고， 구스따보 디아스(1%4-1970) 행정부와 중 

산층 사회세력과의 권력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Semo 1979: 28-35) 1%8 

사건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대립각인 사회그룹의 취약함을 보여주었으며， 독립적인 정치참 

여의 정당성과 정치 개방이 긴급하게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비록 1앗B 학생 

운동은 선거참여의 증가로 즉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시 사회적 가치와 행 

동에 변화를 주도했으며， 1985년 멕시코 지진 발생시 표출되는 시민의식과 

시민사회 출현에 단초를 제공했다. 즉 19E였 학생운동은 문화적 혁명으로 연 

결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치제도의 균형을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국 

가 코포라티즘 연합구성의 재배치(재구성)를 촉발시켰으며 (Semo 1979: 24) , 

마침내 살리나스 정부는 새로운 코포라티즘 구성논리를 시도했으나 멕시코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 제도적 균형 점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2000년 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멕시코 정치제도 균형은 급격히 붕괴 

되었다. 

IV. 멕시포 자유화과정 개념이해도 

본 연구의 핵심적 개념은 멕시코에서 발생한 경제적 측변을 고려하면서 

‘투표이행’(transición votada) 모델 안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도는 1970-2000년까지 %여 년 동안 4번의 경제위기는(1976， 

1982, 1987, 1994) 권위주의 정권의 효율성 하락으로 정치위기로 전환되는 

바， 정치위기의 결정적 시기는 1988년과 1994년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는 

정치정당성 하락으로 연결되며， 1985년 지진사태 이후 활발한 시민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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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PA1애， PRD)은 함께 선거법 개혁에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1앉%년， 1993년， 1앉)6년에 선거법 개혁을 성취했 

다 이러한 선거법 개혁은 정치 공간올 점차적이고 정기적으로 개방시키고 

개방된 정치 틈새공간으로 민주주의 공간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러한 효과는 다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선거법 개혁에 피드백 효과를 창 

출했으며， 마침내 2000년 7월에 마침내 멕시코 호는 민주주의라는 항구에 

무사허 도착했다. 다시 말하면，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전환되며， 이러한 정 

치위기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노력으로 보다 민주화된 선거법 개혁을 성취하 

며， 새로운 선거법으로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지금은 최근 30년 간 멕시코에 

서 발생한 위기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976년 평가절하: 1968년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웅은 중산층의 
불안과 긴장을 야기했던 “동반발전"(desarrollo compartido: 1970-1976)이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추진과 중산층과의 화해정책을 시도했다. 이 

러한 정부 정책은 그 당시까지 여러 경제영역에서 자본축적이 가능했던 대기 

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정부와 협력을 파기할 정도까지 다다른 

대기업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1954년부터 시작된 고정환율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1976년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로 나타났으며 22년 간 

실시되었던 외환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충격으로 나타났다. (Cárdenas 

l앉)6: 24-25) 1976년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로 다시 한번 제왕적 멕시코 대 

통령의 위상올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중산층이 아닌 기업부문과 화해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였다. 

’ 1982년 은행 국유화 로빼스 뽀르띠요(López Port피0: 1976-1982) 정부 

의 핵심전략인 석유 수출과 함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2개의 중요한 우 

선 순위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에너지분야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식량의 자 

급자족이다. 대통령의 당선된 로빼스 뽀르띠요 대통령 초기에 세 단계로 실 

시할 핵심적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관리”의 첫 번째 2년(1977-1978) ， 

경제 “안정”을 위한 두 번째 2년(1979-1980) ， 경제 “발전”의 세 번째 2년 

(1981-1982). 이 경제계획올 통해 로빼스 정부는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려 시 

도했다. 계획의 첫 번째 실시를 위해 “생산을 위한 연대"(A1i밍12a 맹ra 1a 

Producción)를 실시했으며， 두 번째 단계는 석유생산을 증대했으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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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신용에 접근했다. (Cárdenas 1앉)6: 108) 이렇게 

해서， 1W7년에 국가전체 수출 Z7%룹 차지하는 석유수출이 있었고， 1981년 

에는 61%에 이뜨렀다. 그러나 경제는 1981년 6월 후부터 하강하기 시작했 

다 석유가격 하락은 수출에서 멕시코 수입을 급격히 하락시켰다. 1981년 6 

월-1982년 8월 판안 로빼스 정부는 많은 예상치 못한 부문에서 경제위기 징 

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 157>>월 동안， 첫 번째 

시기는 석유가격 하락과 그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경제발전에 위험을 주지 

않는 일시 적 인 장애로 인식 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첫 번째 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1981년 후반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주도권 

을 잡지 못해 위기의 지속적 악화로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정 

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 구조 불균형으로 

나타났던 위기는 정부의 일반적인 신뢰와 신용을 하락시키면서 정치적 · 사 

회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마침내 로빼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 

지 못하고， 1982년 9월 1 일， 정부는 은행의 국유화를 발표한다.(López 1982) 

이렇게 로빼스 정부는 통치협약의 위기의 절정의 순간에 직면해 있었다. 왜 

냐하면 은행 국유화는 코포라티즘 협약의 중요한 맹버인 기업가들에게 부정 

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 1987년 증권시장 붕괴: 멕시코 경제는 미겔 데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1982-1988) 대통령이 그의 임기를 시작하펴고 했을 때， 이미 매 

우 섬각한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 

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에 1982-1987년 동안의 경제지표 

를 보면， 1983-1987년 동안 GDP(국내 총생산)는 0.03% 하락했으며， 1인당 

GDP는 1.9% 하락했고 1982년 인플레이션은 100% 상승했으며， 1987년 말에 

는 131.8% 상승했다. (Cárdenas 1앉:)6: 141-142) 1985년 국제석유시장은 불안 

정했으며， 수출가격은 1985년 1배럴당 25.33달러에서 1987년 8.6달러로 하락 

했다. 1986년 석유수출가격 평균은 배럴 당 11.86달러였다. 석유가격 하락은 

그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로써 경제활동의 축소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GDP 

의 3.8%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농수산 분야는 2.7% 하락했으며， 산업 부문은 

전년대비 부가가치의 5.8% 하락했다.(C삶denas 1~: 144-145) 

사회적으로는 1985년 9월 19일 멕시코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가장 어려운 자연재앙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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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시 멕시묘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부보다 훌륭한 조직력으로 지진복구 과 

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Cansino 1~용: 100-181) 이 사실은 2년 후에 정부와 

시민을 연계시켜 주는 교량으로써 1987년 멕시코자치주 대표회의(Asamblea 

de Representantes del Distrito F，어er;머) 창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 

렇게 멕시코자치주(D.F)의 정치민주화는 시작을 알렸다.(Sal양ar 1996: 202-

203) 정치적으로는 19æ년 10월 l일 여당인 제도혁명당(PRI)내의 정치적 입 

장차이로 인해 비판적 소장그룹인 ‘민주파’(Corriente Democrática)가 형성되 

었다. 민주파는 대통령 후보 선정과정의 민주화와 정당내부 민주화 그리고 

여당의 좀더 공평한 경제발전 모델을 요구한 바 있다.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 

여지지 않자 여당내 민주파는 여당인 제도혁명당을 탈당했다. 그리하여 1988 
년 ‘민주파’와 여러 정치 세력이 함께 ‘전국민주연합’(Frente Democrático 

Nacional: FDN)을 창설했다. 1988년 연방선거 이후에 전국민주연합(FDN)은 

정식 정치정당인 “민주혁명당"(P따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RD)으 

로 변신했다. PRD는 멕시코 정치구조에서 선거직을 통한 대표성 뿐만 아니 

라 국가 기관들의 합리적인 기능 방식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치의제로 제기하 

면서， 그들의 매일의 정치적 실천은 제도혁명당으로 하여금 전략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도 멕시코 증권 

시장은 1983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 10월 증권시장 몰락 때까 

지 지속되었다. 1987년 중반쯤 종합주가지수는 많은 전문가들에 게 과도하게 

보여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거품 수치로까지 성장했다.(Aspe 1993: 

148) 결국 1987년 10월 증권시장의 붕괴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은 1987년 11 

월에 급격한 평가절하로 나타나는 바， 이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적 

참여자들이 좀더 많은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갈등으로 이해되는 초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멕시코를 몰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 

은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초인플레이 

션은 제도적인 사회 각 분야의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으로 표출되는 장으 

로써 인플레이션의 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 1994년 금융위기: 첫째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개시되는 날짜이면서， 

선거의 해인 1994년 1월 1일 새벽에 일단의 치아빠스 원주민이 치아빠스 여 

러 지역을 점거했다. 둘째로 1993년 11월 27일 1994년 대통령선거에서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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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로 지명된 푸이스 도날도 꼴로시오(L띠s Donaldo Colosio)가 1994년 3 
월23일 멕시코 북서부인 바하 깔리포르니아주 로마스 따우리나스에서 암살 

되었다 꼴로시오의 암살은 1929년에 구축한 멕시코 정치체계에서 전통적인 

정치게임 규칙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1994년 9월28일 멕시코 

수도에서 PRI의 사무총장인 호세 프란시스꼬(José Francisco)가 암살되었 

다. 꼴로시오 암깔 이후 일년 이내에 발생한 제2 정치범죄였다. 넷째로 1994 
년 12월 20일부터 1995년 초까지 현대 역사상 높은 파장의 경제위기가 발생 

했으며， 그 파장은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경제 · 정치 · 선거의 측면을 다 

루는바， 이해를 뜰기 위해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해 각각의 요인들 자체의 중요성보 

다 그들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명을 위해 3가지 측면 

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 정치적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되는 선거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정제적 요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멕시코는 국가에 의한 산업화의 과정을 시작했 

다. 이 시기에 형성된 경제적 • 정치적 프로젝트는 멕시코 역사상 오랜 동안 

유지되었으며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다(1잊~-1970). 이후에， 1970년대 

와 1980년대의 멕시코의 위기는 새로운 경제적 • 정치적 행위자와 새로운 요 

구 · 이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들 중에 일부는 명확하게 미주지역시장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세계시장을 지향했다. 이러한 70년대와 80년대의 

위기는 멕시코의 자본축적 모델의 고갈과 세계경제와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멕시코 경제를 규정짓는 조건들의 변화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멕시코 경제의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요인을 2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바， 첫째는 내부적인 요소로써 60년대까 

지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외부적인 요인으로써 70년대와 80년대에 

서 수입대체 경제발전 모델은 세계경제 변화로 인해 마침내 구체적인 문제 

를 노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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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적 요인 

• 기본적으로 1954-1970년 동안에 멕시코 경제가 보호적인 수입대체 전 

략의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1970년 이후에 폭넓은 가격의 등락과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계적 경제불황과 경기수축으로 인해 

멕시코 수입대체 전략은 불안정해졌다 . 

• 1976년， 1982년， 1987년， 1994년에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바， 처음에는 경제위기가 내부적인 특징을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특히 1982년부터는 멕시코의 부적절한 통화 • 재정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저축을 통한 외채로 인해 외부적인 특정을 

갖게 된다. 

(2) 외부적 요인 

• 수입대체 모델의 고갈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 정부는 석유라는 자연 

자원 덕택에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통치엘리트가 관심을 갖는 중 

요한 자원으로 변모했다. 세계 원유가격의 등락은 불안정한 멕시코 경제 때 

문에 지속적이고 지탱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통성은 다시 

19&'5년 기점을 전후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01985년 이전 : 수입대체 모델의 점진적인 쇠퇴 

• 내부시장의 한계 

- 한편으로는 모든 멕시코 중간 자본재는 높은 수입모텔에 의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가 펼요로 하는 모든 금융자본은 국제시장 

에 의존한다. 따라서 멕시코 경제가 커질수록 더욱 많은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했다. 따라서， 수입대체 모델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멕시코의 낮은 위상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경제발전 모델이었다. 

01985년 이후 : 급격한 경제자유화로 선회 

- 수입대체 모텔의 실패에서 멕시코 경제는 경제자유화(민영화)와 분 

권화로 경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이전의 수입대체 모텔은 구체적 

인 산업수준에서 지역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화 현상을 

나타내는 바， 산업과 부문 내에서 그리고 산업과 부문 사이에 연계 

가 부족하여 산업 전후방 연관 효과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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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미국 · 캐나다 그리고 몇몇의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 

을 추진할 구조적인 도구로써 세계경제에 멕시코 경제를 편입시킬 수 있었 

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 인 발전모델에 부정 적 요소도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1970-1995년 기간 동안에 경제적 · 금융적인 형태로 매 6년마다 

되풀이되는 규칙적 위기는 멕시코 통치엘리트가 오랜 동안의 통치행위에 책 

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실수 비용을 선거에서 지불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통 

해 지배해 왔던 통치공학 시스템에 민주주의가 부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정치적 요인 

경제모델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그 나라의 독특한 상황에 의해 정치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멕시코의 역동성에 의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내부적 

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지는 바 전자는 지배연합과 관련이 있 

으며， 후자는 시띤사회와 관련이 있다. 

(1) 내부적 요인 

• 멕시코 현설과 특히 점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파워블 

럭 내부의 서로 마른 인식과 관점이 존재한다. 예륜 뜰면， PRI 내부의 ‘민주 

파’의 존재， 이후에 PRI와 행정부간의 인식 편차. 

• 이러한 상황인식 편차의 결과로써 파워블럭의 균열 발생. 

(2) 외부적 요인 

• 파워블럭의 내부적 교환과 결과적으로 파워블럭의 외부적 교환과 관련 

이 있는 변화 요인으로써 시 민사회 출현과 시 민의식 발전. 

•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에， 미국과의 지정학적 근접성은 멕시코 정치자 

유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서로 상 

존하며， 비록 최종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차라리 이 

해의 변증법적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민주화가 향상될 수록 경제모텔은 

더욱 자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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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법 

멕시코의 정치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야당은 그들의 모든 여력을 정치체 

계를 변화시키는데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인 시민의 투표를 활용했다. 그래 

서 선거법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야당은 모든 노력을 동원했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써 1987년， 1990년， 1993년， 1잊%년에 선거법 개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거법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시 

민사회의 이해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멕시코 정치분야에서 새로운 정 

당을 위한 정치적 스펙트럼 공간 확장을 허용했다. 1987년 선거법 개정은 

벡시코 정치체계에 설질적 야당인 민주혁명당(PRD) 출현을 가능케 했다. 

PRD의 출현은 위성 야당이 아니라， 멕시코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킨 강력한 

폭발력을 갖춘 실질적 야당이었다 1996년 새로운 선거법과 함께 실시한 

1997년 선거에서 야당 전체는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 상대적 최다 

득표를 획득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을 출현시켰다. 또한， 1997년 선거에서 

PHD 소속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멕시코 자치주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렇게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멕시코 정치체계는 개혁 

윤 통해 특히 근본적인 선거법 개혁 덕택으로 점진적인 개방을 이룩했다고 

할수 있다. 

모든 이러한 변화과정은 2α)()년 선거에서 야당인 P따‘ 소속 후보가 역사 

상 처음으로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2αP년에 정치 이행의 절정을 

이루었다. 동시에， 야당 전체는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며， 멕시코 

자치주 시장도 다른 야당인 PRD가 당선됨으로써 PRD 입장에서는 1997년 

시장선거와 2α)()년 시장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숭리했다. 또한 연방의 주지사 

들도 대부분 야당에 속한다. 이로써 멕시코 전반적인 권력구조와 수준에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섣제로 멕시코 정치개방은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선거법 개혁을 

통해 독립적인 정치적 대표와 정치적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화의 지속적인 방법은 일관성 있 

는 개혁 프로젝트와 장기적 목표 안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때 당시의 갈동에 대처한 정치체계일 

반의 대웅논리에 의한 고립적 대용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멕시코의 지 

속적인 자유화는 갈동의 표출시기에 안정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권위주의 

메커니즘의 대응방식으로써 당시의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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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지속적인 자유화의 논리를 강력한 민주화 세력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기존 정치체계를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자유화가 여러 번 허 

용됩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멕시코 대표체계와 제왕적 대통령 

제의 보장은 다양한 사회적 • 정치적 행위자들을 포함하려는 제도구축의 장 

기적인 역사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정권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모델의 산물이 아니고， 기존 정권의 변화는 사회적 통원과 갈등해결의 역사 

자체의 귀결이다. 따라서， 정권의 장수는 변화에 대한 기존 정권의 높은 적 

응능력과 동화능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제한적이고 불평등하더 

라도 정치적 교환 공간의 존재는 정치적 갈등영역을 규정하고 그러한 갈등 

의 결정수단을 꾸축하는데 사회적 • 정치적 행위자들의 행위를 문화적 상징 

코드로 안내하는 형식적 · 비형식적 규칙과 기준의 전체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멕시코의 띤주주의를 향한 권력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변화는 아직도 선 

거법의 새로운 개정을 요구하는바， 그러한 선거법 개정은 정당에 대한 공공 

의 재정지원파 대중매체 접근권을 구축하고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 

다. 그리고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기관의 역할도 볍으로 규정하여， 입법 

부 · 사법부 • 행정부로부터 선거기관의 재정과 구성의 진정한 독립에 의해 

선거와 정당과 판련된 영역에서 진정으로 독립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원 

의 범위 내에서는 연방하원의원의 재임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연방 

하원의원으로써 정치인들의 전문영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해할 수 있듯 

이 이런 모든 것은 멕시코 정치체계가 개방 때문에 점차적으로 향유하고 있 

는 시민사회의 이해를 더욱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V. 맺는 말 

1968-1988년 20년 동안 멕시코를 황폐화시킨 기본적으로는 경제위기에서 

파생된 반복적인 정치위기로 멕시코 국민은 고통을 받았다. 1968-1988년 동 

안에 특히， 1976. 1982 . 1987년에는 좀더 심각한 경제 위기적 국변에 직면 

했다. 비록 이 시기 동안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상당하게 침하되었지만， 

그것의 분수령은 1988년 대통령 선거 당일에 발생한 선거결과 집계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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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로 촉발되었다. 그로 인해， 살리나스 정부는 임기 내내 부정선거로 인한 

정치 정당성 부족으로 어려움올 겪었다. 또한， 1~짧-1!Ð7년 동안 특히， 1~. 

1994 . 1연7년에 비록 1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변화궤적 총체의 에너 

지가 가장 약한 정치지층을 타고 올라온 일시적인 분출로써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그 지각변동은 19:;꼈년부터 멕시코 정치체제를 

지탱해온 정치무대의 폭과 깊이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1008년 학생운동 이후로 2번의 선거법 개혁이 있었는 바， 하나는 1970년 

이고 다른 하나는 1973년에 새롭게 볍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두 선 

거법 개혁은 헤게모니 정당의 제왕적 대통령과의 특정을 계속 유지했고， 다 

만 예전 선거법의 공동책임이란 측면에서 변화가 약간 있었다. 1976년 경제 

위기 이후언 1977년에 정부에 대한 선거과정의 상대적 독립을 생각게 하는 

선거과정의 미온적인 개혁이 있었다. 반면에， 1987-1앉l6년 동안， 즉 10년 이 

내에， 선거체제에 매우 중요한 4번의 선거결과는 행정부에 대해 독렵적으로 

판별할 사법부적 선거재판을 구축했고， 멕시코 자치주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구성했으며， 새로운 정당설립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몇몇의 조향을 변경했으며， 특히 모든 선거의 조직과정에 매우 의 

미 있는 자율성과 투명성올 확보했다. 

이 지점에서 경제적 · 정치적 • 선거적 중섬 축이 서로 만나게 되는 바，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기적으로 정치자유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제적 재원 

을 통한 위기탈출 펼요성이라는 2개의 선택이 멕시코에 존재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점증하는 정치자유화로 인해 멕시코 정치공간은 자체 결정능력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측면에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모 

든 요인에 의해 선거볍 개혁 없이는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민주주의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3개의 중심 축인 경제적 요소， 정치 

적 요소， 선거적 요소 등은 각각 그 스스로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치이행 과정에서 32년이라는(1쨌-2000) 구체적 

시간의 축을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마침내 3개의 과정이 민주주의로 수 

렴된다. 이 3개의 과정은 멕시코 정치이행 과정을 특정짓고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의 일관적인 인식의 틀올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3 
개의 과정 중에서 특히 선거적 요소는 점증하는 정치자유화를 통해서 사회 

적인 요소와 함께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이행의 기본조건이 성숙된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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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공간에서 전개되는 경제적 · 정 

치적 공간의 점차적이고 정기적인 개방과 함께 일시적으로 일치하며， 이러 

한 효과는 다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피드백 효과콜 낳는다. 

멕시코는 2αU년 7월 선거로 마침내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멕시코 정치이 

행은 오랜 시간의 혼란스런 복잡함으로 부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이 중요한 3개 과정의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시도의 노력은 32년의 멕시 

코 정치이행 과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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