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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60-70년대 한국 국가선호의 관철과정에서 나타난 국가행위의 

틀 안에서 당시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이 어떠한 양태로 형성-축적-고착되었는 

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당시의 非제도적 반대세력의 

기본성격에 관해 논의하고 이어서 어떻게 당시의 제도외적 참여행위자들이 국 

가의 국내 평정과정에서 특정의 정치적-사회적 범주로 응집되어 갔는가를 살 

펴보기로 한다. 

1 .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기본성격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기본성격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편의상 1970-1979년의 

기간에 검거된 정치범들의 직업별 분류를 보면 학생 청년이 가장 많고， 성직자 

와 평신도 동 종교인， 그리고 노동， 농업 종사자가 그 다음으로 많으며， 이어서 

언론인， 문인， 정치인， 교직자， 회사원， 연구원， 무직자， 상업， 사업， 군인， 공무 

원， 기타의 順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A的 구성으로 되어있는 당시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기본성격은 무엇인가? 

사회학의 일탈이론을 원용한 분석틀에 따라 그것을 규정한다면 이들은 첫 

째， 선생국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누가 규칙을 만들 것인가」의 근본적인 투쟁 

에 있어 국가의 선호에 반대한 행위자들이었다. 물론 1960-1979 기간의 연도별 

집단사태는 특정한 事案이나 정책을 위주로 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러한 쟁점들 자체만 두고 본다면 당시의 정치갈둥 행위들은 국가선호 전체보 

다는 일종의 사안별 정책논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생국의 경우일수록 정치갈둥은 쉽게 r누가 규칙을 만들 것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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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인 투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60-70년대의 주요 정치갈둥 

행위들 또한 그 절정기에 이르러서는 급속히 정권퇴진 요구와 체제타파 투쟁 

(유신체제， 유사민간정부 풍)， 또는 군사정권퇴진 투쟁으로 비약했음을 발견할 

수있다. 

예를 들어 펼자가 행한 설문조사에서 「귀하가 가장 초보적이고 일차적인 신 

념을 획득했을 시기에 귀하의 입장은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이었 

습니까?J라는 질문에 웅답자의 5 1.4%가 「정권퇴진과 함께 당시의 체제에 대한 

반대」라고 답했다. 반면에 정책， 시책， 특정인물， 부정부패， 인권탄압에만 반대 

했다고 답한 수는 14%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일협정 반대투쟁은 r굴욕외교」 

반대로부터 점차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r종속」을 매도하는 수준으로 올라갔 

으며， 그것은 곧 신생국 발전전략의 기본구도를 둘러싼 투쟁 즉 「누가 규칙을 

만들 것인가」의 근본적인 투쟁으로 비약했융을 의미한다. 

이어서 1965년에 일어난 재벌밀수 규탄은 즉각 「매판재벌」 규탄으로 연결되 

었으며， 이것은 대자본 위주의 대외 지향적 산엽화 전략에 대한 총체적 규범적 

반대를 함축한 것이었다. 

1969년의 3선 개헌 반대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투쟁， 즉 정책 

논쟁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갈등이었다. 1971년의 교련반대 역시 군국주의화를 

반대하는 투쟁， 즉 정책논쟁이라기보다는 독재병영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 

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특히 1972년의 유신선포 이후의 투쟁은 체제 자체 

의 타파를 지향한 전면적 「제로 섬」 게임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본다면 

60-70년대의 非제도적 반대세력의 행위는 단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조직적， 

체계적 혁명운동은 아니었지만 규범적이고도 구조적인 반대(normative 

structural dissent) 1)였다고 할 수 있다. 

풀째로， 60-70년대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은 시민사회測의 非통상적 참여 행 

위자로 출발했으나 국가의 국내평정 과정을 통해 지배문화의 편견에 기초한 

일탈규정 및 범죄규정의 도식에 따라 단순한 참여행위자 이상의 정체성을 강 

제로 부여받게 되었다. 이 점은 당시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생성과 고착이 당 

1) Sungj∞ Han, “ Studenc Activism: A Comparison between the 1960 Uprising and the 1971 

Protest Movemenc," in Jong Lim Kim (ed.), Political Parti，αipatiorl (Santa Barbara: U 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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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독재병영국가의 r전쟁수행

국내평정-감시활동 강화-국가재형성」 과정 자체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재적 

으로 만들어낸 결과임을 의미한다. 앤터니 기든스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적-폭 

력적 감시활동으로 무장한 근대국가에서는 일탈자는 국가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시작전 (surveillance operations) 내부에서 그것을 통 

해， 또는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설명된 바 있다2). 60-70년대 한국의 제도 

외적 반대세력도 당초에는 제한적 민주주의 하에서의 통상적-非통상적 참여 

행위자로서의 성격을 띠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일차적인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그들을 일탈자 또는 범죄자로 규정하여 그것을 행정적-사법적 체계 안 

에서 처벌-격리-배제함으로써 그들을 제2의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범주로 

만들어냈다. 이 점에서 「재야」나 r운동권」이란 범주는 국가의 감시작전 자체 

가 만들어내고 고착시킨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셋째로 60-70년대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은 「非제도적」이고도 「非통상적」인 

정치참여를 규범적으로 정상적이고도 정당한 반대양식으로 간주한 행위자들 

이었다. 즉， 필자가 행한 의식조사에서 「귀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J 란 질문에 응답자의 7 1.6%가 「국민 다수가 원해도 관권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환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하고 있 

다. 그리고 r귀동}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J 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5.4%가 r선거에 의한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회의적이었다」고 답했으며， 40.5%가 「선거에 의한 변화 

는 보다 큰 변혁을 도모핸데 득이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가 

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r귀하는 주변의 윗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J 란 질문에는， 제도야당에 대해 5 1.4%가 r상호간의 교류 

가 거의 없었다J ， 23%가 r무관심했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귀하는 참여와 

반대의 행동양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J 란 질문에는 56.8% 

가 r더 큰 폭력(국가의 제도폭력)에 대해 작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 

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며， 5 1.4%가 r합법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탈법적-비평화적 수단도 때로는 불가피하 

2) Anthony Giddens, The Nation 51ate and Vio/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cy of 

California Press, 1985),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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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그리고 「귀하의 행동은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이었습니까?J 란 질문 

에는 14.9%가 r정치활동J. 23%가 「시민적 참여활통J. 64.9%가 「도덕， 지성， 

양심의 발로일 뿐J. 32.4%가 r직업적 변혁운동」이라고 탑변했다. 

이상의 답변틀을 종합하면 그들은 다수가 제도적-통상적 정치참여에 의한 

제도야당의 집권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고， 제도외적-非통상적 직접참여 방식 

을 거의 유일한 반대의 방식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폭력의 사용에 

의한 정당방위 행위」도 불가피한 것으로서 정당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32.4%는 또한 윗세대 일반에 대해 「그 권위를 곁으로만 승복， 존경 

하는 척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20.3%는 「상호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J. 

13.5%는 r그들에게 항상 반항적이었다J. 13.5%는 r무관심했다」고 답하고 있 

어， 절대다수가 기성세대와 그 문화를 규범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점에서 볼 때 60-70년대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은 그들의 非통상적 참여행 

위를 예외적인 수단이나 방편으로만 인식했다기보다는， 知的-도덕적-感性的 수 

준에서의 대항문화의 추구로서 인식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그 

들에게 있어 非통상적 참여는 r당연하고도 통상적인 참여」였으며， 그것은 그 

틀 특유의 생활양식， 규범， 문화로 축적되어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60-70년대 

의 r제도외적 반대세력」은 어떻게 그들의 문화적 가치， 즉 신념을 획득해서 국 

가와의 대결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범주로 형성 

되어갔는가? 이것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II. 60-70년대 非제도적 반대세력 형성의 諸단계 

60-70년대 비제도적 반대세력이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정치-사회적 범주로 

고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 연구는 로버트 달의 다음과 같은 가설에 주목하려 한다. 

그에 의하면 정치 사회운동의 주요 활동가{activist)들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 

(1) 느슨하지만 잘 짜여진 정치적 신념(belieO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더 크고. (2) 그러한 신념에 의해 정치활용action)으로 나가게 될 개연성과 함 

께， (3) 정권의 안정이나 변환{ transformation) 까지를 포함하는 제반 정치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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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p이itical event)에 영향력을 미철 개연성이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주요 활동가 

와 지도층의 신념은 여타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더 결정적(crucial) 인 것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3). 이것을 도표화하면 〈그럼 1> 과 같다 

〈그림 1> 

II 
m 
씨
 

IV 

신념의 결정요인 =>=수=> 신념 =>=수=> 활동 ===== P =>=수걱 정권출현 

여기서 화살표는 r_으로써 ~을 설명할 수 있다」를 뜻하고， P는 r_의 개연 

성(probability)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뭇한다. 그래서 <그림 1>은 전체적으 

로 r주요 활동가들의 신념(11)이 정치행위(III)를 결정하고 그것은 다시 특정 종 

류의 정권 출현(IV)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 

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질서를 가진 두 나라의 활동가들이 예컨대 정부의 정당 

성 여부에 대한 신념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경제적 특정들로부터는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이라고 로버트 달은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도 그의 검증을 받아들여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출현과 

그 정체성의 고착화 과정을 그들의 신념획득{acquiring p이itical belief)을 起/먹으 

로 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가) 1 차적 신념의 획득 

활동가 예비자가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획득하게 되는 데에는 3가지 요인을 

이 작용한다. 첫째는 그 행위자가 특정한 신념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러한 신념이 이미 그의 주변에 확산되어 있다는 전제가 요 

구된다. 그리고 그 신념의 주창자가 활동가 예비자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 

이 얼마나 큰가 동}는 점도 거기에 전제된다. 둘째는 그 신념이 가진 상대적인 

3) Robert Dahl, Polyaπhy: Participation aη'd Opposi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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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의 정도인데， 이것은 그 신념의 전파자들이 가진 개인적 권위(personal 

prestige) 여하， 그리고 그 신념을 상정화한 사람， 조직， 제도의 성공-실패 여부 

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한 새로운 신념이 활동가 예비자가 가지 

고 있던 현실지얘perception of reality)과 얼마나 일관성을 가진 것인가 하는 점 

이다. 여기서 현실지각이란 구체적으로는 그 행위자의 당시 (신념에 접한 時點)

의 신념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신념획득의 상황을 「의 

식조사」 결과에 의거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신념이 확산되어 있 

는 주변환경에 대한 행위자의 노출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1) 귀하는 어디서 신념을 접하여 그것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명 % 

(가) 가정 4 5.3 

(나) 교회 13 17.3 

(다) 대학교 58 77.4 

75 

이상의 결과를 보면 행위자의 주변에는 이미 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의 場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른다면 그러한 場으 

로서는 대학이란 소속단체의 동세대집단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대학교」라고 답한 비융은 r가정교회」를 제외한 77%에 달한다. 

따라서 60-70년대의 활동가가 될 세대가 대학에 입학할 시기에 그의 주변환경 

에는 이미 특정신념이 확산되어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 점은 다음 (2)의 

r의식조사」 결과로 더욱 보강 · 설명되고 있다.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 / 류근일 7 

(2) 귀하는 언제 신념을 접하여 그것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명 % 
(가) 국민학교 5-6학년 3 4.0 
(나) 중학교 2-3학년 2 2.7 

(다) 고퉁학교 15 20.0 

(라) 대학교 1학년 28 37 .3 
2학년 21 28.0 

3학년 1.3 
(마) 20대 후반 2 2.7 

(바) 30대 전반 2 2.7 

(사) 40대 전후 1.3 

75 

이상의 결과는 웅답자의 50%가 대학 1-2학년 시에 특정신념을 접하게 되었 

음을 돗하며， 앞의 (1)을 보강하고 있다 r20대 후반」과 r30대 전반」의 경우도 

복학 등 대학생활의 연장선상에 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3)의 

문답 역시 행위자 주변에 신념의 場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귀하는 어떤 계기에 그런 신념을 접했습니까? 

계 기 명 계 기 며。 겨l 기 명 

학내 서클활동 13 전태일 분신 2 이숭만부패 l 

선배접촉 8 학내시위 2 긴급조치 

한일협정 반대 5 부잣집 아이의 행태 동아일보 탄압 

기독학생회 3 동일방직 사태 재벌 3분 폭리 

사회과학 학습 3 큰형의 투옥 3 - 1’부정선거 
유신선포 2 농촌활동 학내 군대진주 

판자촌생활 2 5 - 16후 대량구속 대화와토론 

6-8부정선거 규탄 2 

이상의 r의식조사」 결과는 행위자의 주변환경이 이미 광범위한 정치적 • 사 

회적 긴장과 갈퉁으로 침윤되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도덕적-감성적-知的 반웅 

이 대학생활의 일상적인 분위기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러 

한 주변환경은 행위자의 특정한 신념획득에 상당한 영향올 미치고， 그의 사회 

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8 

다음으로， 행위자의 신념획득의 두번째 요인으로서의 특정신념의 주창자가 

가진 개인적 권위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질문 (4)를 살펴본다. 

(4) 귀하가 대학에 다닐 때 주변에 유포되던 저서의 주인공이나 저자는 누구 

였습니까? 

인 물 며。 인 물 며。 인 물 며。 인 물 명 인 물 며。 

모택동 24 이영회 20 마르크스 18 함석헌 15 장준하 12 

레닌 9 신채호 8 김구 7 파울로 프레이리 7 박형규 7 

본훼퍼 5 라이트밀스 5 예수 4 호지명 4 김지하 4 

마르쿠제 3 카스트로 3 김동길 2 숍알렌스키 2 전봉준 2 

천관우 2 김대중 2 백락청 2 김재준 2 몰트만 2 

파농 2 노선 2 간디 2 홍이섭 l 핫살레 l 

루소 툴스토이 공자 베른슈타인 l 스위지 

강만길 l 전태일 l 김좌진 윤보선 1 안창호 l 

폴바란 김관석 l 정약용 1 신동엽 1 하버마스 

송건호 l 이승훈 1 프랭크 1 하비 콕스 1 비스마르크 

강철규 조영범 최현배 1 요끼 마사히로 오재석 

김병익 l 문동환 한용운 브라이멘슈타인 네루 

박현채 아담스미스 민병태 모리스 돕 1 강원룡 1 

c 二Ea 말콤 X 링 컨 장일순 1 루터 킹 1 

라스키 1 성내운 l E. H. 카 l 노 자 장자 1 

조영래 김상근 토로우 오세철 l 여운형 1 

백기완 1 정일우신부 1 에리히 프롬 l 

이상의 83명의 명단은 김구， 김좌진 등 우익적 민족주의자들과， 예수나 노자 

장자 등 초월적인 정신세계의 지도자부터 마르크스 계열의 세속적인 유물론자 

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당시의 행위자들이 어 

느 특정한 계열의 이념만을 유일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가지 知的 유산들 

을 폭넓게 섭렵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그들 (r의식조사」 웅답자)의 

89.2%는 r귀하의 당시 사고내용은 한가지 사상이나 이론으로 짜여진 것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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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단편적 지식들과 이론들의 혼재였습니까?J 란 질문 

에 대해 「절충이론」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 그들의 73%는 r귀하는 논리주의

과학주의와， 감성주의-의지주의 중 크게 보아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J라는 질 

문에는 「감성-의지」라고 답했다. 이 점은 당시 행위자들이 특정의 단일계열의 

논의구조에 구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r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보강할 수 있는 감성주의적-의지주의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 

라서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그들을 특정의 확정적이며 완결된 「主義者」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학습환경과 사회화 환경에 일단의 저명한 非순웅주의적 지식 

의 공급원들이 다수 폰재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선념 

을 상정화한 인물이나 단체 또는 大事變 가운데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지적해 보라는 다음과 같은 r의식조사」의 문답에서도 그 점은 마찬 

가지로 나타났다. 

(5) 그 당시의 귀하가 보기에 과거에나 현재에 한 나라나 세계의 역사를 바 

꾸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단체 또는 사태가 있으면 지적해 보십시오. 

인물，제도，사태 명 인물，제도，사태 영 인물，제도，사태 명 인물，제도，사태 명 

모택동 5 전태일 4 간 디 4 김재준 2 

레 닌 2 김 구 4 이영회 3 박형규 2 

호지명 3 마르크스 5 문익환 4 함석헌 3 

노 신 2 재야단체 4 전봉준 5 교회협의회 4 

프랑스 혁명 3 예 수 2 英 명예혁명 2 민청학련 2 

김지하 2 聖프란치스코 서유럽 1 브란트 

기독학생聯盟 4 루 소 1 김동길 I wcc 
창작과비평 2 최수운 게바라 본 회퍼 

獨速사민당 1 알렌스키 주은래 1 자유실천文路 

프랑크푸르트학파 로마공화정 아인 1 시몬느 베이유 

루터 킹 깅대중 최현배 l 조영래 l 

자코뱅 네 루 1 일본 1 한글학회 

카스트로 문익점 미국 루즈뻗트 

';il、L 셀 천주교 사제단 도시산업 선교회 링컨 

장준하 해방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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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단체와 이름들 역시 아인슈타인으로부터 간디， 루터 킹， 마르크스 계 

열에 이르기까지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 당시 행위자들의 知的 원천이 非고 

정적이고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의 사회화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친 일정한 범위의 역사적 사실이나 사태 또는 조직， 인물의 다 

양한 셜천적 경험들이 확산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러한 주변환경에 민감하 

게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신념획득의 세번째 요인으로서， 행위자의 기존의 신념 

과 경험에 바탕한 현실지각과 그가 접한 새로운 신념이 얼마나 일치하고 일관 

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답 (6)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새로훈 신념에 접할 당시 귀하는 그것을 더욱 촉진한 어떤 공적인 사건 

이나 사태 또는 사태를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명 % 

(가) 있다 
(나) 없다 

μ
ω
 
m 

π
υ
 

86.7 

13.3 

(다)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 건 명 사 건 며。 사 건 명 사 건 명 

한일협정 반대운동 8 전태일 분신 5 긴급조치 9호 5 박정회 3선개헌 7 

민청학련 사건 5 4 . 19 혁명 3 5 . 16 쿠데타 3 광주단지 폭동 2 

휴교조치 2 6'8 부정선거 2 박동선사건 1 180년 서울의 봄 1 

광주항쟁 l 이숭만 3선개헌 l 시위진압광경 1 교련반대 l 

학내사태 l 김대중 납치 l 새생활 운동 1 동일방직 사태 

3 . 1구국선언 사건 1 학생 대량검거 l 개헌청원서명 1 통혁당 사건 1 

고교내 민주화운동 l 월남패망 l 군대입영 l 위수령 발동 

서민아파트 주민항의 l 형의 투옥 I 인혁당 사건 1 군정반대 집회 1 

4 . 19부활절 셜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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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들의 私的-개인적 직접체험과 관련한 문답 (7)도 같은 양상을 드러 

내 보인다. 

(7) 귀하는 신념에 접했을 때 그것을 더욱 촉진한 어떤 私的-개인적인 사건 

이나 사고 또는 충격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다) 무웅답 

‘
명
=
%
 
상
 6 ” 

%=% 

깅
 8 

(라)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 커~ 며。 사 건 명 사 건 명 

부당한구속 8 시위가담 징계 5 부당한 수사{고문) 2 

6 . 3 운동 2 군대내 투표부정 농촌봉사 1 

군대 녹화사업 모친 사별 고교내 놓성 1 

복음사상에 관한 고민 김상진자살 전남도청앞 시위 1 

정서의 변화 유인물 배포 언론통제 l 

빈민의 삶 수출지역 보고서 개헌청원 서명 l 

마르크스책 소지 처벌 선배의 시위 1 학내 감시통제 1 

십자가 행진 교지압수 판자촌생활 

교내신문 제작 광주단지 폭동 독서와 현실의 괴리 1 

이상의 (6),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행위자들이 그들의 경험 

에 바탕해서 이왕에 가지고 있던 현실에 대한 고민과 분노 또는 회의가 그들이 

새로운 신념을 접한 뒤에 소멸-약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 

의 현실지각과 새로운 신념 사이에는 일치와 일관성 및 상호 보강성이 있었다 

는판단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조사를 통해 이 연구는 60-70년대 제도외적 참여행위자 

들의 신념획득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상으로 획득된 그 

들의 신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당시의 국가와 현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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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는가를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다. 

(나) 1 차적 신념의 내용 

前項 (개에서는 행위자들의 신념획득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신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펼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는 작업 

은 그것이 어떻게 당시의 정치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本項에서는 행위자 

들의 신념을 당시 국가의 정당성， 권위， 효과성， 신뢰도 및 엘리트간의 협력성 

의 존재여부와 관련지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CD 정당성 

로버트 닿은 「다두 정치체제(polyarchy)의 제반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다두 정치체제가 출현할 기회는 커진다」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4). 이 

에 대한 그의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그 말은 r그러한 신뢰가 작을수록 다두 정 

치체제가 출현할 기회는 작아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체제나 정부 

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참여행위자들의 태도와 신념여하는 정쳐갈풍의 정도와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 

은 r의식조사J (8)의 결과를 조사해냈다. 

(8) 귀하는 정부의 정당성(l맹itimacy)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명 % 

(가) 법적，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1.3 
(나) 법적 정당성은 있고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온 없다고 보았다 7 9.3 
(다) 법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모두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51 68.1 
(라) 본인은 부정하지만 국제적 숭인과 국민다수의 순웅으로 인한 16 21.3 

정권의 객관적 존재는 부정할 수 없었다 

75 

4) Ibid.,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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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보면 웅답자의 89.4%가 당시 정부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부 

정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앞에서 이미 인용했듯이 56.8%가 「더 

큰 폭력에 대해 작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다J ， 

28.4%가 「평화적이지만 불법적인， 또는 불법적이지만 도덕적인 방식 (비폭력 

불복종)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J ， 그리고 51 .4%가 「합법이 원칙이 

지만 상대방의 자세여하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탈법적-비평화적 수단도 때로 

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하고 있어， 그들의 전부가 법적， 정치적， 도덕 

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방식의 엄밀한 합법성 유지라는 원칙 

에 구속될 용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당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뭇하며， 행위자 

들이 참여방식의 합법성 유지의 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 하에서는 공공 경쟁(public 

contestation)과 통상적 참여라는 것이 위선적인 형식(ri tualism)에 불과하다고 그 

들이 생각했음을 반중한다. 따라서 그들은 제도적-통상적 반대나 참여방식을 

회의하면서 r작은 폭력불법적이지만 도덕적인 방식예외적으로 탈법적인 

방식」 까지를 포함하는 비타협적 제로섬 게임만이 그들의 불가피한 참여방식 

이라고 생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에서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과 

국7싸이의 상호작용의 성격과 OJ=상， 그리고 수준을 알 수 있다. 본질적 성격 

에 있어 그것은 r누가 규칙을 만들 것인가」의 갈등이었고， 양상에 있어서는 제 

로섬 게임이었으며， 수준에 있어서는 최고로는 계엄군 출동과 체제전환으로까 

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 신뢰도 

한 사회 또는 국가의 정치갈둥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신념은 그 구성원 

으로서의 참여행위자들이 동시대의 다른 정치행위자들에 대해 신뢰와 믿음 

(confidence)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다. 

다두 정치체제는 상호대화， 즉 왕복적인 대화통로의 폰재를 필요로 한다. 따 

라서 그러한 상호신뢰의 수준이 낮을수록 다두 정치체제는 폐쇄적 헤게모니 

체제로 역전되기가 쉽다. 상호불신이 팽배할수록 하향적 명령체계에 기초한 

조직들이 생겨나기 쉬우며， 이익표출과 이익집적을 하는 조직들이 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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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공식조직 밖에서의 정치갈등이 격렬해진다. 

이 점에서 60-70년대 한국정치에서의 엘리트 집단들간의 비타협적인 정치갈 

둥과 관련해 이 연구는 그 당시의 非통상적 참여 활동가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 

은 「의식조사」 결과{9)를 확인했다. 

(9) 귀하는 귀하와 지도층간의 상호인식에 있어 그 신뢰도가 어떠했다고 생 

각했습니까? 해당 칸에 O표를 해 주십시오. 

정당인 기타지도층 
정부당국 

여 야 제도권 非제도권 
66명 68명 l 명 18명 

극도의 불신 
88% 91.9% 1.4% 24% 
9명 7명 55명 55명 1명 

불 신 12% 9.5% 73.3% 、 73.3% 1.4% 
19명 2명 49명 

신 뢰 25.3% 2.7% 65.3% 
25명 

각별한신뢰 
33.3% 

문답 (9)에서 웅답자들의 전부가 정부， 당국， 여당 정당인을 r극도로 불신」 

하거나 r불신」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75%가 r불신J ， 

r신뢰」는 25%였다. 제도권의 기성 지도충에 대해서도 97%가 r불신」을 표했 

고， 오로지 非제도권의 재야인사틀에 대해서만 98.6%가 r신뢰」 또는 r각별한 

신뢰」를 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당시의 제한적 민주주의가 다시 폐쇄적 헤게모니로 역전될 

상태로까지 정치갈동의 수준이 확대-상승될 요인， 즉 엘리트 집단간의 제로섬 

게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효과성 

효과성에 관한 신념은 그 사회나 국가의 문제를 정부가 얼마만큼 효과적으 

로 취급， 처리， 해결， 성취하는가 하는데 대한 능력의 평가 여하다. 이러한 신념 

은 사회화의 소산이며 또한 다른 국가의 정부들과의 비교의 소산이기도 하다. 

신생국일수록 정부의 업무수행 (performance)에 대한 평가유보의 여지가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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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것은 쉽게 정부의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로 연결된다. 이 점을 로버트 달은 다음과 같은 〈그 

림 2>와 〈그림 3>으로 표시한 바 있다. 

〈그림 2 > 

慶핍〈 11정부권위에 대한 
신뢰중대 

、

、 / 

、 / 

、 / 

(효과성 있다고 인식될 경우) 

‘ 

〈그림 3 > 

慶웰〈 11정부권위에 대핸 
신뢰감소 

、

、 / 

、 / 

、 / 

(효과성 없다고 인식될 경우) 

국가의 효과성에 대한 행위자들의 신념과 관련해 이 연구는 r의식조사J (10) 

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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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귀하눈 당시 정부의 효과성 (산업화， 근대화， 경제성장)에 대해 어떤 평 

가를 내리고 있었습니까? 

명 % 

(가) 정권의 정당성은 없어도 산업화 동의 효과성은 있다고 보았다 4 5.4 

(나) 효과성은 인정하나 그 방식과 부작용에는 비판적이었다 14 18.9 
(다) 방식과 부작용의 폐해가 효과성 자체를 추월해가고 있다고 보았다 51 68.9 
(라) 처음부터 효과성도 없다고 보았다 6 6.8 

75 

이상의 결과를 보면 웅답자의 75%가 효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폐단이 

더 커져간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면에 효과성을 인정하거나， 그 

수단과 방식의 부작용만 비판한 숫자는 24.3%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것은 정 

당성이나 신뢰도의 경우와는 달리 효과성 인정이 (가)와 (나)를 합해서 24.3%나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의 68.9%도 효과성은 있지만 그 폐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엔 「효과성 全無」와는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룰 수량적으로만 읽어서 그들이 당시 정부의 효과 

성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그들의 반대가 

정치 경제적인 것 外에 또한 규범적-도덕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음의 문답 

(11)과 (1 2)에서 발견할 수 있다. 

(11) 귀하는 산엽화와 경제발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명 % 

(가) 후진국으로서는 국제자본주의와 연계해서 산업화와 성장올 꾀할 수 3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4.0 

(나) 국제자본주의와 연계된 산업화는 r종속적 발전」을 가져다준다 그러 

나 이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더 나은 대안도 없다고 생각했다 

(다) 국제자본주의와 연계된 산업화는 r종속적 발전」은 고사하고 「종속의 

21 28.0 

심화」만 초래하며， 참다운 산업화 발전의 대안은 제3세계적 r자립 49 
65.3 

의 길올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웅답 2 2.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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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귀하는 非공산권 후진국들 중에서 당시의 한국식 발전모댈과 다른 나라 

들을 비교해서 정부통치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명 % 

(가) 경제발전은 다소 늦어도 서구식 민주정치체제의 나라{인도， 필리핀)가 

효과성이 더 크다 22 29.3 

(나) 개발독재를 하는 나라 (한국)가 효과성이 더 크다 5 6.7 

(다) 非동맹 우파 (이집트)나라가 효과성이 더 크다 23 30.1 

(라) 非동맹 좌파 (알제리)나라가 효과성이 더 크다 22 29.3 

무용답 4 5.3 

75 

이상의 조사 (1 1), (1 2)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행위자틀은 국제적인 상대 

비교와 선-후진국간의 불평둥 관계를 고려할 때는 당시 정부의 발전전략의 효 

과성을 범주적으로 부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안은 무 

엇인가? 이것은 다음의 조사 (1 3), (1 4)에서 엿볼 수 있다 

(13) 귀하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우선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명 % 
(가) 先산업화 後민주화 
(나) 산업화와 민주화 병행 
(다) 先민주화 後산업화 

op 

m
ω
 π
 

0 
62.7 

37.3 

(14) 귀하는 경제성장파 분배가치의 우선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명 % 
(가) 先성장 後분배 
(나) 성장과 분배 병행 
(다) 분배형평 체제 후에 성장추구 

3 4.0 

69.3 
26.7 

n
μ
 
m 

η
 

이상의 조사는 당시 행위자들이 독재 병영국가의 r先성장 後민주화」란 발전 

전략에 대해 r민주화」와 「분배의 형평」을 r산업화」와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한 

다고 믿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국가 측과 반대 측의 갈 

등은 규범적-구조적인 수준으로까지 격화될 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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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행위자들이 정부와 기성사회 지도충의 권위에 대해 어떤 판단과 신념을 가 

지고 있었으며， 그들과 정부 또는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 권위관계의 성격이 어 

떠해야 한다고 믿었는가 하는 것도 정치갈등의 성격， 양상， 수준， 결과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령 지배적인 정치문화가 정부에 대한 복종과 순응주의 

인 경우일수록 다두 정치체제가 출현할 기회는 그만큼 감소된다고 로버트 달 

은 말하고 있는데， 그의 검중을 받아들인다면 60-70년대 한국의 非제도적 반대 

행위자들이 권위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었는가를 조사해보는 것 

은 필요하고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 5) 귀하는 주변의 윗사람들에 대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부모 형누나 선배 
윗세대 

일반 
집권 

야당 언론 사법부 
스숭 세력 인사 

그권위를 41명 19명 56명 28명 10명 0명 3명 62명 3명 2명 
숭복-존경 
했다 

54.7% 25.3% 74.7% 37.4% 13.3% 0% 4.1% 82.7% 4.1% 2.7% 

겉으로만 
15명 11 명 6명 21명 24명 1 명 14명 l명 9명 5명 

숭복，존경 
하는척 했다 

20.3% 14.7% 8.1% 28.1% 32.4% 1.4% 10% 1.4% 12.1% 6.7% 

상호간의 
7명 10명 6명 15명 15명 7명 38명 5명 15명 19명 

교류가거의 
없었다 9.3% 13.3% 8.1% 20.3% 20.3% 9.3% 52.1% 6.7% 20.3% 15.3% 

그들에 
1명 I명 l명 2명 10명 67 1청 I 명 l 명 21 명 35명 

항상반항적 
이었다 

1.4% 1.4% 1.4% 2.7% 13.3% 98.6% 1.4% 1.4% 28.4% 46.7% 

무관심 1명 6명 3명 2명 10명 0명 17명 l 명 11 명 12명 

했다 1.4% 8% 4.1% 2.7% 13.3% 0% 22.7% 1.4% 14.7% 16.2% 
무웅답 10명 28명 3명 7명 6명 0명 2명 5명 15명 2명 

이상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웅답자들의 전부가 집권세력의 권위를 인정 

하지 않고 r항상 반항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야당에 대해서도 4.1% 

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r교류가 없었다무관심했다겉으로만 숭복하는 척」 

했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에 대해서도 「숭복」은 2.7%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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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했다. 반면에 재야인사들에 대해서는 83.8%라는 높은 비율로 그 권위 

를 존중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 다음으로 폰경한 대상은 선배(75.7%)， 부모 

(55 .4%), 스승(37.8%)， 형제자매(25.7%)， 윗세대 일반03.5%)의 順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부모， 스승， 윗세대 일반이 44.6%의 수준에서 그 권위를 부인 당했 

다는 것은 재야인사나 선배의 경우와 대비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점은 당시의 행위자들이 제도외적 반대문화에 함께 속해있던 동류집단의 

활동가 선배들의 권위만을 선택적으로 존중했으며， 반면에 그 밖의 일체의 행 

위자들의 권위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서 배타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성향을 보 

이면서， 특히 집권세력， 사법부， 언론， 스승(교수)의 順으로 그들의 적대의식을 

표출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관계의 성격은 당시 정치갈등의 非

타협적， 非통상적， 제도외적 표출의 개연성을 증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 협력성 여부 

신뢰도와 함께， 행위주체들 상호간의 협력의 용의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신 

념도 다두 정치체제의 출현이나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개 

인 단위 이상의 파벌， 정당， 계층， 지역의 단위에서 모두 해당될 수 있다. 협력 

이냐 충돌이냐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한쪽에는 제로섬 게임， 즉 상대 

방이 얻으면 우리측은 잃는다고 하는 철칙이 놓여었다. 협력함으로써 상대방 

만이 전부를 취하는 한， 타협이나 협력이 아닌 철저한 겨루기 (strict 

competition)만이 요구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다른 한쪽의 극단에 서 있는 입장은， 충돌이 없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한 협력 (complete cooperation)만이 요구된다고 하 

는 입장이다. 

세번째 입장은 r협력적-갈둥적」 관계이다. 갈둥， 경쟁， 협력이 모두 정상적인 

사회관계의 측면들이며， 그러한 세가지 과정을 밟아서 마침내 타협에 이르는 

것이 정상적 관행으로 정착된 상태인 것이다. 

이상의 3가지 중에서 첫번째， 두번째 상태는 다두정치체제에 부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고 3번째 상태가 그것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로버트 

달의 설명이다. 이 연구는 달의 검증을 받아들여 다옴의 조사(16)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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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핸 집권세력과 반집권세력의 상호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또는 어 

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까J 

명 % 

(가) 타협과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나) 타협과 협력은 바라는 바였지만 상대방의 독선 독주로 인해 제로 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41 54.6 
(다) 대결할 때 대결하고 경쟁할 때 경쟁하며 협력할 때 협력하는 3 개의 

방식이 그때그때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1 14.7 

(라) 협력이나 타협 자체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로섬 게임만 
올 생각했다 23 30.7 

문답 (16)은 응답자의 74%가 제로섬 게임만을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은 문답 (9)에서 나타난 상호 불신과 불가분한 

인과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60-70년대의 정치갈등은 

엘리트 집단간의 상호불신과 제로섬 게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한적 민주주 

의로부터 폐쇄적 헤게모니로 역전될 가능성이 커지는 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할수있다. 

@ 보완적 신념 

(1 7) 귀하는 성향과 취향에 있어 다읍 사항 중 어느 편에 해당합니까? 

입 장 명 % 입 장 며。 % 입 장 명 % 

엘리트주의 15 20 자연성숙 54 72.0 고급문화 25 33.3 
대중주의 60 80 인위조작 20 26.7 청년문화 6 8.0 

무웅답 1.3 대중문화 44 58.7 

개인주의 11 14.7 논리-과학 21 28.0 서구취향 16 21.3 
집단주의 62 82.7 감성-의지 54 72.0 非서구취향 48 64.0 
무용답 2 2.6 무웅답 11 14.7 

과정중시 55 73.3 단일이론 6 8.0 도시적 31 41.3 
성취중시 20 26.7 절충이론 66 88.0 농촌적 44 58.7 

무웅답 3 4.。

다양성 선호 56 74 
전일성 선호 17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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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의 결과에 의하면 60-70년대 활동가의 절대다수는 대중주의， 집단주의， 

성취보다는 과정에 대한 의미부여， 다양성의 중시， 운동의 자연성숙성 중시에 

논리주의나 과학주의보다는 감성적， 의지적 動因， 단일의 이론에 묶이기보다는 

여러 지식源들의 혼합적 섭렵에 농촌적 정서의 우세 그리고 서구적 고급문화나 

청년문화가 아닌 토착적 대중문화와 농촌적 정서에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서와 취향에는 당시 활동가들이 서구적 근대화나 산업화， 도시화， 

서구문화의 풍미， 엘리트 위주의 조직사회와 관리사회， 성취위주의 공리주의 

등에 대해 거부감， 소원감， 방어의식，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반영되어 있 

다. 특정한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지만 감성적인 차원의 민중주의적 정서 

와 저항 민족주의적 정서， 그리고 서구적 근대성과 산업주의에 대한 방어적 정 

서가 잠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조사 (1 8) (19)에 의해 더 

욱 보강되고 있다. 

(1 8) 귀하는 산업화와 노동시장의 확대의 결과로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 

상을 어떻게 펑가했습니까? 

명 % 

(가) 민족과 민중， 고유문화의 뿌리가 뽑히는 일로서 발전이 아닌 해체 
라고 생각했다 28 37.4 

(나) 농촌사회가 분해되는 것은 「슬프지만 불가피한」 추세이나， 그 과 
정의 부작용올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7 62.6 

75 

이상의 문답 (18)은 그틀의 전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산업화， 근대화， 도 

시화로 인한 토착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r非발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 

낸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非서구적 발전 모벨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구적 근대성만이 r발전」인가에 대해 회의하고 있었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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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서구 근대 정치사상의 한 중요한 지주인 자유주의에 대해 어떻 

게 생각했습니까? 

명 % 

(가) r민주， 민족， 민중」을 좋아하더라도 자유주의적 가치관만은 항상 동 

반해서 내면화하고 있었다 44 58.7 
(나) 자유 또는 자유주의는 반정부 구호로서는 주장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자신의 내연적 가치로 심어져 있지는 않았으며， 불가피하다면 r민 

주， 민족， 민중」을 위해서는 그것올 버릴 수도 있었다 30 40.0 
(다) 자유주의 자체를 적으로 경계했다 1.3 

75 

문답"(19)를 보면 자유주의는 「민중적-민족적」 정서와 감성적으로나 논리적 

으로 완벽하게 통일체화 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의 기층정서 

는 「민주， 민족， 민중」이라는 모호한 제3세계적 정서였으며， 그 위에 자유주의 

가 또 하나의 후천적 사회화의 결과로서 혼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일종의 내면적 갈둥과 모순의 상황이며， 전통사회와 토착사회 및 근대성의 

여러 요인들이 無定型하게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둥 

은 그들이 서구의 동시대 동세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단적으로 나 

타나있다. 

(20) 귀하는 60년대 이래의 세계적인 청년문화 운동 (반전운동， 학생 급진주 

의 운동 동)에 영향을 받은바 있거나 그것이 귀하의 운동참여의 한 동기가 된 

바가 있습니까? 

명 % 

(가) 그것올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과는 무관했다 

(나) 일정한 관심과 흥미는 있었다 
(다) 다소 영향받았다 
(라) 크게 영향받았다 

” 
”x 

η
 ‘

.
‘ι 

η
 

33.3 
42.7 
20.0 

4.0 

(20)의 결과는 66%에 이르는 웅답자들이 「관심흥미영향받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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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면서도 r크게 영향받았옴」은 6.5%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는 「무관」 

r일정한다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점은 「진보적」인 경향성에 있어 

서도 웅답향z자}똘들은 

보현상」은 하나의 관찰의 대상 또는 참고자료로 간주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여기에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존재론적-실존적 소외감과 상실감으로 환원 

될 수 있는 60년대 서구의 중산충적 청년 급진주의와 주변부 초기산업화 단계 

에서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충격으로 환원될 수 있는 당시의 한국의 청년 급 

진주의 현상 사이의 정서적 차이와 거리가 발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적 

「자」유」의 가치관과 더불어 근대사상의 또 하나의 지주로서 대두되어 용 r명 

퉁」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옴의 조사 

결과가나타났다. 

(21) 귀하는 평동에 대해 다융 사항들 중 어느 것에 동의했습니까? 

명 % 

(가) 모든 이에게 똑같은 법적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도까지의 명둥 2 2.7 
(나)(가)와 더불어 모든 이에게 신분차이에 따른 불이익올 받지 않도록 14 18.9 

똑같은 사회적 중요성올 부여하는 정도까지의 평둥 
(다)(가) (나)와 더불어 모든 이에게 똑같은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 23 31.1 

까지의 명둥 
(라) (가) (나) (다)와 더불어 모든 이에게 똑같은 초보적 물질조건을 부여 34 45.9 

하는 정도까지의 평둥 
(마) 만인평동을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시해서 그 누구에게도 경제적 권 o 0 

한올 부여하지 않는 방식의 평동 
무용답 2 1.4 

조사 (21)의 내용은 웅답자의 2 1.6%가 법치주의적인 의미의 평둥을， 77%가 

그 이상의 r기회의 균둥」이란 정도까지의 펑둥을 지지했으며， 그들의 평둥觀 

이 국가개입에 의한 복지정책이나， 소수파 또는 약자를 위한 정책적 특별 배려 

의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았음을 드러낸다. 이점은 그들의 전부가 강제적인 평 

둥화 방식에 동조하지 않은 점에도 나타나 었다. 이러한 평둥관은 자유의 가치 

관과 충돌하눈 것은 아니며， 공공개입에 의한 정책적 조정으로 불평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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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둥희~equaljzatjon of inequality)하려는 입장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 

와 평둥이라는 두 명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다같이 모호한 중첩성을 견지했 

음을 알 수 있고， 이 점 역시 그들의 절충주의적-불확정적-유동적 신념내용의 

특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들의 신념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진단이 가능할 것인가? 이 연구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려 한다. 우선 그들은 

「민족」과 r민중」이란 말로서 주변부 정치-경제-사회-문화 둥 전반적 권력구조 

의 피해 당사자이자 극복의 주체를 설정했다. 그 다음 그들은 「민주」라는 말에 

의거해서 그 주체의 당변의 행동 목표로서 주변부 병영국가의 정당성， 효과성， 

신뢰도， 권위에 대한 압도적인 否定의 태도를 제로섬 게임의 방식으로 표출하 

려 했다. 그리고 그러한 갈동을 통해 그들은 「先산업화 後민주화」 또는 「先성 

장 後분배」에 대항해서 r先민주화 後산업화」 또는 r민주화-산업화 동시병행」 

의 방식올 대안으로 추구했다. 아울러 그러한 대안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r자유의 원칙」과 집단의 사회경제적 공정성(f:없rness)을 중시하는 r명 

풍의 원칙」의 모호하고도 불확정적인， 또는 모순된 중첩성 속에 설정되어 있었 

다. 이러한 중첩성과 모호성은 그들이 아직도 학습도상에 있는 연령층이었다 

는 점， 그리고 그들이 제3세계적-토착적 정서와 서구적 교육내용 사이의 불연 

속적인 의식상황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 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이 연구는 60-70년대 활동가들의 1차적 신념의 내용을 갈등요인으 

로서의 정당성， 신뢰도， 효과성， 권위， 협력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의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같은 신념을 그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추동했으며 그것은 국가와의 충돌을 통해 어떻게 특정한 정체성으로 확립되었 

는가를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다) 2차적 신념의 획득 

활동가들의 신념획득이 60-70년대 非제도적 반대세력의 1차적이고도 기본 

적인 형성요인이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연구가 주목 

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非통 

상적 정치참여나 집단적 정치갈등 현상이 왜 60-70년대의 한국에서는 그 이상 

의 특정 정체성의 집단 또는 이른바 r훈동권」으로까지 고착되게 되었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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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이것은 서구의 非통상적-집단적 정치갈둥 행위자들이 갈동의 절정 

기를 지나면서 다시 시민사회의 일상적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며， 

여기에는 60-70년대 국가 재형성기의 독재병영국가 특유의 국내평정과 상시 

감시작전이 작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특수한 상황은 통상적이든 非통상적이든 국가의 선호에 반대하는 행위자 

들이 지배적인 문화의 기준에 비추어 정상적-합법적 행위자들이란 인정을 받 

지 못하고， 비정상적-불볍적， 일탈적-범죄적인 행위자들로 규정되게 되는 복합 

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 같은 諸요인들의 상호작용 

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 민주주의하의 非통상적 참여행위자 

들은 그들의 1차적인 신념이 반영하는 정도보다 한층 더 중폭된 정체성， 즉 제 

2의 정체성을 타율적으로 부여받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정체성의 심화를 결 

단하게 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그들은 단순한 불특정 다수의 참여행위자， 

또는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집단갈둥 행위의 참여자라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한 정체성으로서 他에 의해 규정되고 스스로 자인하는 특정의 정치사회-문화 

적 범주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최종적 정체성의 확정과 집단적 

범주화는 어떻게 해서 수행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 연구는 「타율적 계기」와 

「자발적 계기」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타율적 계기 

타율적 계기란 국가의 국내평정과 고도의 상시 감시작전 자체가 정치적 반 

대자들을 일탈자-범죄자로서 생성시키는 측면을 말한다. 이 연구는 이미 국가 

의 국내평정이 일탈자를 내재적으로 만들어내는 측면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문화의 편견에 따른 도식적 범죄규정이 공정치 못한 사법 

제도 안에 내재화됨으로써， 정치적 반대자들의 행위를 범죄유형에 맞도록 조 

작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는데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작과 「일탈자 생산」 및 반대자들의 「범죄자 

로의 정체성의 강제적 전환」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 이 과정은 격하의 

식과 공중탄핵， 그리고 그러한 행사에 의해 정체성이 강제적으로 전환된 자들 

의 추방， 격리 및 특정신분에의 억류라는 단계를 밟아 전개된다. 이것을 그림 

으로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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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격하의식， 공중탄핵， 소급적 재해석에 의한 정체성의 전환과 변곡 모형 

> > 

v 

A 

우선 제1단계라 할 격하의식과 공중탄핵은 반대 행위자에 대한 「용공분자」 

규정과 마녀수렵으로 그를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매도하고 지탄하는 

행위다 행위자가 표면에 드러난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부도덕성 

과 反사회성， 反공익성을 견지한 자라는 규정으로 그에 대해 「파괴의 의식 

(ritual of destruction)J 5)을 수행하는 행위이다. 

이 의식은 행위자의 신분을 도덕적-사회적-법률적으로 격하시키면서 전체사 

회 구성원들의 적개심을 고취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행위자가 그러한 反

사회성을 내면화한 자라고 단정할 중거와 자료가 필요하다. 독재병영국가의 

상시 감시작전과 사법제도， 수사과정， 형사소송， 법률， 군사재판， 행정적 강제 

력， 형집행， 언론정책 등은 바로 그러한 입증자료를 조작하고 편집하며 홍보하 

는도구로사용된다. 

입증자료로서는 행위자의 이력에 대한 소급적 재해석， 행위자의 주요 활동 

이 잔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위법성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조작된다. 이러한 

소급적 재해석， 낙인， 격하의식， 공중탄핵에 의한 정체성의 전환과 왜곡 양상을 

대표적인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병영국가는 상시 사찰과 강압수사를 포함하 

는 불공정한 형사소송의 과정을 통해 非통상적 반대행위자와 그 잠재적 예비 

5) Harold Garfinkel, "Conditions of Successful Degradation Ceremonies" in Ronald Farrell and 
Viccoria Lynn Swigerc (eds.), Social Dκlanα (New York: J. B. Lippincott Company, 1978),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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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본래의 정체성을 변곡해서 그들을 합법사회의 「公敵」으로 조작해 추방 

한다. 이 조작과정은 반대행위자가 수반하고 있는 일부 잔여적 (residual)인 현 

상을 탄압법규의 확대적용에 의해 그의 본질적 속성으로 일반화하거나， 또는 

고문 둥 강제력에 의해 날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리하여 그것올 「발표언 

론」을 이용한 일방적 홍보에 의해 여타시민과의 공감의 가능성으로부터 차단 

시키려 한다. 

〈표 1> 

때 격하의식，공중탄핵 본래의 정체성 흉曲된 정체성 
잔여적 부수현상을 
빙자한 낙인자료 

1964.6.18 서울대생 김중태，내 현란 한일회담반대 국헌문란，무정부 「피의 투쟁gζ」 
숭일， 김도현동 「 시위 상태 조성， 정부 파위출대소 일 손상，투석， 시 
죄」사건 전복 부의 차량탈취 

1971.11.12 조영래，장기표 평화적 정권교체 화염병 투척， 주 강요에 의한 자백 
이신범둥 서울대생 추구 시위계획 요기관접거 
「내란예비 음모」사건 다중에 의한 정부 

전복， 혁명위원회 
구성 

1972.12.1 옹명기 목사 구속 유신협조 거부， 선동， 유언비어 유신비난 r행훈의 현 
사건 부인과 교역자 구。t 날조 유포， 허위 지」 신고하지 않은 것， 

속사태 항의， 철 사실날조 벼 친지난와의 대화중 유신 
기도회 

1973.4.22 박형규 목사둥의 부 유신， 「어리석은 내란음모， =고:è"낀~ 「뜻있는 일올 해보라」 
활절 연합예배 사건 왕J. 독재， 언론의 폭도화 기도， 주 고한박목사의 말 

침묵에 대한 「회 요기관 점령 기도 

개」를제작 요，청한 현수 
막 전단살포 

1973.5.24 고려대 「민우」지 반 유신은 r1인 영구 인민봉기 추구， 「노동운동， 복지국가 

국가사건 집권 체제」라 비난， 북한지령으로 전 X;;X;; J 의 대화， 김상협 
빈민운동 촉구 복활동，공산주의 著 r모택동사상」소지 

년F군 
1973.3.30 전남대 r함성」지 「국 유신비난 지하신문 반국가단체구성 r독재자의 권력은 단 

가변란」사건 작성배포， r4. 19 국가변란추구，북 한번의 민중봉기면 한 

정하신자으」고로 주 총장 진격 한에 동조， 이적 줌의 재로 사라진다」 
행위 란격문둥. 

1974.4.3 「전국민주청년학생 유신철폐， 민주 회 북한과 自生공산 소위 「인민혁명당」으 

총연맹」반국가사건 복민주， 민족， 민 주의자의 조정으 로 이름된 그룹의 북 

중」 노선 천명， 대 로노농정권수립 한방송청취록， 박카스 

규모 시위계획 기도 병 크기의 화염병 제 

작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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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격하의식，공중탄핵 본래의 정체성 變曲된 정체성 
잔여적 부수현상을 
빙자한낙인자료 

1975 .4 .3 박형규 목사의 기독 유신하의 정치적 업무상 배임 횡 선교자금을빈민촌급 
교 특수지역 선교위 수난자를 지원하 령 식， 직업훈련에만 쓰 
원회 자금사건 는것도급선의 선 지 않고 막연히 r선교 

교과제로 규정 자금」으로 사용 

1975.3.1 한승헌 변호사 반공 사형제 폐지주장 간첩 김규남에 3년전의 수펼 「어떤 
법 위반사건 대한 애도， 반국 조사」의 수사학 

가단체 구성원 
찬양 

1975 청우회 사건 소규모서클 반국가단체구성 정신질환자의 과장진 
걷ιAF~ 

1975.9.16 김지하 시인 재수감 r인혁당」의 조작 「마르크스 레닌주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성 주장， 고문 의자」임을 자인하 폭로의 자포자기적 

는 자술서 제출 행위 

1976.3.1 김대중， 윤보선 동의 민주회복， 경제정 정부전복 선동， 대 r 4 . 19 햇불 다시 들 
3 . 1 구국선언 사건 책 시정， 민족통 중봉기 획책， 종교 자퇴진하라좌시 

일 강구， 박정희 활동펀숭악용 하지 않겠다」 구절 퉁 
퇴진주장 

1976.6 NCC 비난하는 r한국 기독교의 복음적 「기독교인을 가장 「사회구원」적 경향의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회참여 한 공산주의자」 일부용어들 
책자사건 

1976.5.2’ 박형규，권호정，조승 빈민선교 공산주의자 박목사 저서 「해방의 
혁목사풍수도권 친북주의자 길목에서의식화와 
특수지역 선교위 사 해방」 내용 중 「기독 
켜~ 교인과 마르크스주의 

자 대화 가능」 문구 
1977.2.25 장기표의 긴급조치 9 민주화， 민중복지 북괴 적화노선 동 「민중의 소리」문건中 

호， 반공법 위반사건 학생회 사회참여， 조， 이적행위 폭 「피흘리자， 민주혁명 
국민 저항권 력혁명 추구 이룩하자」 둥의 문구 

1977.5.5 강희남 목사 반공법 박정희의 「안보벙 국외 공산계열 윌맹 지도층 私心없이 
위반사건 자 독재」 규탄 설 찬양， 사실왜곡 公에 충실 ￡코의 발 

교? 민주인사 투 전파 언 
욱비난， 7.4 남 
북공동성명비판 

1979.3.9 크리스찬 아카데미 정치，경제，사회의 계급투쟁 의식화 r조선 여성독본국 
불법 지하 용공서클 양극화해소 위해 획책， 공산계열 가와 혁명」 등 책자소 
사건 중간집단 강화와 고무찬양，사회주 지，독서 

훈련추구 의 교양，이적행위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r1970년대 민주화운동J (1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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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반대의 효과로서， 국가의 이러한 작업은 반대행위자들의 신념， 적 

개심， 원한， 투쟁의지를 증폭시켜 주고 그들의 집단화， 응집력， 범주화， 진영화， 

결속력을 증대시키며， 그들의 저항적 정체성을 심화시키고 강화시킨다. 이 점 

은 r의식조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22) 귀하의 일차적인 사회참여에 대해 당국이 제적， 강제입영， 집시법에 의 

한 구속 등으로 처벌했을 때， 귀하의 정부에 대한 반대는 약화되었습니까 더 

강화되었습니까? 

(가) 강화되었다 

(나) 약화되었다 

명 % 
75 100.。

0 0 

75 

조사 (22)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측의 탄압은 초기단계에서 이미 행위자들 

의 더 강한 반발과 적대감을 유발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조사 

에 의해 더욱 보강된다. 

(23) 귀하가 I차적인 신념의 입장에서 보다 심화된 정체성으로 나아간 과정 

과 관련해， 귀하의 경우는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명 % 

(가) 당국의 탄압과 처벌이 온건하거나 없었다 해도 본인의 신념은 스 

스로 그렇게 심화되었올 것이다 32 42.7 
(나) 당국의 탄압과 처벌이 온건하거나 없었다면 본인의 선념은 그 정 

도로까지는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43 57.3 

75 

조사 (23)에서 42.7%7} 국가탄압과의 상호작용을 거치지 않고서도 스스로 최 

종 정체성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보다 더 많은 57.3%가 국가탄압의 

과잉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반대의 강도와 정도가 증대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낙인된 「국가와 사회의 公敵」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논가? 이 점에 대해 빅토리아 쉬거트와 로널드 패렬은 r공권력에 의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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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규정은 합법사회에의 전면적 참여로부터 행위자를 더욱 차단-고립시켜서 

그를 특정문화에 더쭉 강력히 개입하게 만든다J6) 는 명제로 설명한다. 이 명제 

는 다읍의 r의식조사J (24)에 의해 검증되고 었다. 

(24) 귀하가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중 내란죄， 소요죄， 긴급조치 둥 중별 

로 처벌을 받고 출소했을 때 귀하는 어떤 처지에 직면했습니까? 

(가) 복교 
- 쉽게 복교했다 
- 어렵게 복교했다 
- 복교가 불가능했다 
무웅답 

(나) 취직 
- 취직이 쉬웠다 
- 취직이 어려웠다 
- 취직이 불가능했다 
무웅답 

(다) 일반 사회인들과의 관계 
- 그들의 이해와 공감올 받았다 
- 그들의 의혹과 경원을 샀다 

(라) 본인의 심경 
- 기성사회로 복구하려 노력 했다 
- 복귀하려 했지만 외면당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한 바는 아니었지 
만 r재야-운동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 자신에게 부하된 r재야 운동가」로서의 자리와 역할올 스스로 적극 수 
용하기로 했다 

(마) 당국의 태도 
- 당국은 귀하의 사회복귀를 권장하는 자세로 임했다 
- 당국은 귀하의 사회복귀를 시종 경계-방해했다 
무응답 

명 % 

6 8.0 
25 33.3 
32 42.7 
12 16.0 

75 

4 5.3 
38 50.7 
25 33.3 
8 10.7 

75 

20 26.7 
55 73.3 

75 

12 16.3 

17 22.3 

46 61.4 

75 

13 17.3 
52 69.3 
10 13.4 

75 

이상의 조사 (24)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당국의 낙인과 추방으로 인해 행위 

6) Ronald Farrell and Victoria Lynn, "Criminal Conceptions, Legal Process, and Crime 

Causation" in Ronald Farrell and Lynn Swigert (eds. ,), oþ. cit. ,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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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학교， 직장사회， 일반사회로 복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며 그의 고립 

은 가중된다. 그리고 당국 또한 그의 사회복귀 시도를 봉쇄-좌절시킴으로써 그 

로 하여금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그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수용하여 그 

것에 기대되는 바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조사 (24)의 이와 같은 결과는 r낙인 받은 자는 통상의 역할로 복귀하려 할 

경우 응정을 받는다」 그리고 「잔여적(resídual)인 규칙위반 행위로 인해 일탈행 

위자로 낙인받은 자는 그러한 역할을 유일한 대안으로서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 토마스 셰프의 가설을 사실로서 검증하고 있다 7) 조사에 드러났듯 

이 일탈신분을 탈피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아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며， 여기에 r한번 중독되면 항상 중독자」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편견과 고 

정관념이 작용함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는 자신을 일탈자가 아니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일탈자적 역할에 억류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신분에 계류되게 되 

면 일반사회는 행위자가 非일탈적으로 행동하려 해도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탈자로서의 성기~reputation)에 맞게 생활할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60-70년대의 非제도적 참여 행위χ}들이 이른바 「운동가」 또는 「운동 

권」이라고 하는 특정의 최종적인 정체성의 소지자로서 범주화되고 집단화되며 

진영화된 데에는 독재병영국가의 국내평정과 감시작전 자체가 내재적으로 산 

출시킨 측면， 즉 타율적 계기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발적 계기 

자발적 계기란 행위자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과 선택에 의해 최종적인 정체 

성을 확립하는 측면이다. 이 점은 앞의 r의식조사J (23)의 (개에서 당국의 탄압 

과 처벌이 온건하거나 없었다고 해도 자신은 스스로 그러한 심화된 정체성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2.7%로 드러난 점에 이미 나타나 있다. 그리 

고 〈표 1>의 r본래의 정체성」이란 爛에 소개된 행위자들의 주장， 의지， 신념， 

추구 사항에도 그 점이 나타나 있다. 즉， 그들은 최소한 독재병영국가의 정당 

성， 효과성， 권위， 신뢰도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억압구조에 대한 시민 저 

7) Thomas J. Scheff, "The Social Institution of Insanity" in Ronald Farrell and Victoria Lynn 
Swigert (eds. ,), ψ α:'. ， 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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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권의 행사， 그리고 그러한 저항의 지표로서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민중주 

의， 사회정의」란 신념의 심화라는 점에서는 당국의 탄압여하간에 이미 결정적 

인 r확신범 (prisoner of conscience)J으로 진척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 점을 60-70년대 주요 활동가 12人의 법정진술， 항소‘ 이유서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8) 

나는 동료틀과 낮은 임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힘에 겨운 노동 

생활을 슬퍼했다. 고온의 작업장 온도가 안겨다주는 각종 피부질환을 같 

이 괴로와했다. 비인격적인 처우를 당해 서로 같이 분노했다. 이처럼 노 

동현장에서， 자취방에서， 여성근로자들과 함께 살고 함께 웃고 울고 지내 

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 

아야 송}는가’를 함께 얘기했다f산업선교회의 과제와 전망J) 

〈사려11 2>9) 

r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 역사적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3 • 1 정신과 4. 19 정신을 계숭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정신이 의미하는 바， 反외세， 反독재의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압력단체가 폰재하지 않는 우리의 후진 

적 구조 안에서 통치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거의 유일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의 집약적 표출 ::Z:\::Z:\ J 

〈사례 3>10) 

r본 피고인의 그 동안의 행위는 소신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행위가 대 

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J 

〈사례 4>11) 

「소위 유신헌법， 유신체제란 1인 독재， 집권연장을 위한 악랄한 反민주 

8) 조화순산업선교회의 과제와 전망」 강연내용 (1966. 10) 
9) 류인태， 민청학련사건 r상고이유서 J 0974. 9). 

10) 이철， 민청학련사건 「상고이유서 J 0974. 9) 
11) 김지하， 민청학련사건 r상고이유서 J 097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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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계임으로 이를 반대， 철회시키고 민주 헌정올 즉각 회복토록 촉구해야 

한다 현 정권의 대일 예속화 정책은 민족의 주체를 유린， 훼손시키는 천 

추에 씻지 못할 매국노적 범행임으로 이를 철저히 반대， 규탄해야 한다. 

아울러 현 정권의 특권충 비호와 부정부패 둥은 고전적 의미의 폭군적 압 

제요 실정엄으로 이를 지탄해서 민중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토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즉， 反독재 민주회복， 反외세 민족주체 확립， 反특권 민중생 

폰권 보장의 3反 체제이며 이를 위해 ... J 

〈사례 5>12) 

어떤 체제를 붕괴하기 위함이 아니고 함께 사는 체제에서만이 그 수명 

이 영원함을 얄리기 위함이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고 총과 

강제로 이룬 거짓 총화로는 안되며 존경과 신뢰로 이루어진 진정한 총화 

에서만이 조국이 지켜지고 번영함을 주장하는 것이며， 더우기 누구를 모 

략하거나 타도하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 가고자 함 

입니다 

〈사i!l1 6> 13) 

아아 형제들아， 무릎꿇고 사느니 인간으로 일어나서 죽음까지 싸우자! 

노통자를 억압하는 독재정치 사슬깨고 빼앗긴 정치자유 민주질서 회복하 

자! 우리들의 진정한 벗 용감한 청년학생 곳곳에서 일어나서 민주회복 절 

규하자! 

〈사려11 7>14) 

유신헌법은 고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고， 잘못된 점을 비판할 수도 없 
게 되었다. 대통령 긴급조치권으로 국민의 합법적 비판기능을 박탈하였 

다. 이처럼 합법적 비판이 불가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제도 

하에서눈 어쩔 수 없이 혁명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 

<사례 8>1 ’) 

국민들은 이 칼 밑에서 겁이 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나처럼 바 

12) 이해학긴급조치9호 위반 법정진술J 0976. 11). 
13) 작자미상노동자의 불꽃， 아! 전태일J (1 977) 

14) 장기표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법정진술J 0977. 3). 
15) 박형규항소섬 최후진술J 097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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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같은 목자가 한 마디 해서 그 칼을 받은 것이다 학생들 중에도 꾀많은 

학생들은 졸업하고 결혼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지 이런 것에 관 

심을 두지 않는다. 민심은 천심이다. 하나님은 억눌린 백성의 소리를 외 

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어두운 터널은 이제 끝나간다. 다만 이 나라 

가 거짓의 탈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 

로 가게 될 것만을 바랄 뿐이다. 

〈사례 9>16)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 언론이 바늘같 

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그 사회의 태산과 같은 사실까지 왜곡하게 

된다. 이런 역기능을 하는 반민주적인 사회적 요인은 모두 없어져야 하 

며， 그러기 위해서도 언론자유는 과감히 쟁취해야 한다. 

<사려11 10>17) 

그들이 r운동권」에 뛰어들고 r위장취업」자가 되게 된 것은 이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병폐 -- 이 젊은이들의 순결한 양심으로 하여금 도저히 

소리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온갖 불의와 비리， 억눌린 사람들의 아 

픔， 그리고 그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도덕적 결단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관적 신념은 당시 행위자들의 의지적 선택의 산물이며， 그들은 당 

국의 낙인과 처벌， 추방이 강화될수록， 또는 강화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래의 정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사회 세력으로 응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r운동가」적운동권」적 결집과 정체성 확 

립의 자발적 계기인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앤터니 기든스에 의하면 감시체계의 확충은 지배적인 엘리 

트 집단의 권력독점을 촉진하면서 아울러 대항적 영향력 (counter inf1uence) 의 

발생을 동반한다고 설명된다. 민족주의 운동， 여성올동， 평화운동， 부족 종족운 

16) 성유보 r2차 민권일지 사건 법정최후진술J 0979. 7. 13). 
17) 조영래，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론요지" r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 

다J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1) p. 113. 이 변론은 60-70년대의 것은 아니나 r운통권」 
형성요인의 일반론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영래가 60-70년대 주요 활동 
가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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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종교적 부흥훈동， 학생운동， 소비자 훈동， 환경운동， 시민권 훈동， 자유언론 

운동， 노동운동， 정치적 권려획득 운동들이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운동들은 그 

것이 반대동}는 대상들과 똑같은 역사성(histo따ity)을 지니면서 그것을 교정하려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든스는 〈그림 5>로 

설명한 바 있다18).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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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60-70년대에 왜 이상과 같은 운동의 주역으로서 학생， 종교인， 교 

수， 문인， 재야인사 같은 지식인 그룹이 둥장했는가 동}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집정관적 권위주의 하에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 

한 정치세력이며， 반면에 非집정관적 사회에서는 그틀의 정치활동의 기회는 

정치적 諸제도틀의 힘과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으로 인해 제약 

당한다」는 가설과 그에 대한 사뮤엘 현팅튼 등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한다. 이 

에 따르면 정당， 언론， 압력단체 등의 기능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독재병영국가 

에서는 특수한 조건 을 견지한 학생집단이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해서 

특정한 지각과 태도를 획득하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행동， 즉 학생운동을 촉발 

케 해서 그 주변의 교수， 종교인， 지식인， 일반의 참여를 유발한다고 설명된다. 

이 점은 신념의 획득이 정치행동을 촉발한다는 로버트 달의 가설과도 일치하 

며， 60-7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은 사회참여 운동이 현실에 대한 지식 엘리트틀 

의 규범적 비판의식과 신념에 의해 제도적 반대의 약화와 반비례해서 촉발되 

었다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도 인지될 수 있다. 

앞에 인용한 r자발적 계기」의 〈사례 1>에서 「다른 압력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후진적 구조 안에서 통치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거의 유일한 통 

18) Anrhony Giddens, ψ. α:/. ，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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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기능을 수행 …J :Z:;;:Z:;;한 구절이 바로 그 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r거의 유일한 통제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과정에서 그들의 非제도적-非통상적 

반대는 r투쟁」경험의 반복과 더불어 조직적， 집단적， 전문적 구조화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하나의 진영으로 확립되었다. 

이상에서 이 연구는 60-70년대 非통상적 참여행위자들의 최종적-집단적 정 

체성 확립의 타율적 계기와 7-r율적 계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本項의 

결론으로서 그틀의 참여 또는 반대의 신념과 태도가 어떠한 양상과 내용 및 정 

도로 심화되고 확립되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사내용을 도출했다. 

(25) 귀하가 일차적인 신념을 획득했을 시기에 귀하의 입장은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가)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시책에 반대 

(나) 이상과 함께 특정인물에 대한 반대 
(다) 이상과 함께 정부의 부도덕성(부정부패， 인권탄압)에 대한 반대 

(라) 이상과 함께 정권의 퇴진을 주장 
(o}) 이상과 함께 당시의 정치체제 (유사민간정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tI}) 이상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의 수정 또는 변혁을 주장 

(사) 이상과 함께 통일국가로의 현상변경을 주장 

무옹답 

명 

3 
7 

10 

38 
9 
3 
4 

75 

% 

4.1 
9.4 
1.4 

13.3 
50.8 
12.0 
4.1 
5.3 

조사 (25)는 웅답자의 77%란 과반수가 당시의 정치체제와 정권에 대한 반대 

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21%가 그 이상의 사회경제적 변혁과 분단 상황의 현상 

변경론으로까지 진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4%는 정부의 특정 시책과 

제도， 정책， 인물에 대한 반대， 즉 다소 초보적인 반대의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그들이 보다 심화된 신념으로 이통한 단계에서 

는 다음의 조사 (26)의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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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하가 보다 심화된 신념으로 이동했을 당시 귀하는 다음의 사항 중 어 

느 것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개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시책에 반대 
(나) 이상과 함께 특정인물에 대한 반대 
(다) 이상과 함께 정부의 부도덕성(부정부패， 인권탄압)에 대한 반대 

(라) 이상과 함께 정권의 퇴진올 주장 
(마) 이상과 함께 당시의 정치체제 (유사민간정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바) 이상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의 수정 또는 변혁올 주장 
(사) 이상과 함께 통일국가로의 현상변경을 주장 

명 

2 
12 
33 
18 
8 

75 

% 

1.4 
1.4 
2.8 

16.2 
44.6 
23.7 
10.7 

조사 (26)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에， 정권의 부도덕성 (인권탄압， 부정부패)에 대한 규범적 반대의 비율은 

다소 상숭하는 가운데， 정권과 정치체제에 초점을 두었던 반대자들의 다수가 

사회 경제적， 이념적 변혁론으로 이통해 갔음이 발견된다. 특히 사회경제적 변 

혁론의 경우는 2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통일국가 추구의 경우는 3배의 신 

장세를 보이고 었다. 결국 일차적-초보적 단계에서는 반대활동의 기층논리가 

정권수준의 정치적 반대의 수준에 설정된 가운데 사회경제적-이념적 변혁론이 

그 다음의 수준으로 뒤따랐으며， 심화된 단계에서는 이러한 순위와 구조 자체 

는 그대로 존속하면서도 후자의 반대수준이 급속하게 상승해서 반대의 담화가 

점차 특정 경향성에 바탕한 이념적 체계화로 진척하고 있었음을 살펼 수 있다. 

그렇다면 끝으로 60-70년대의 주요 활동가들 스스로가 평균적 일반국민의 

현실인식과 비교해 자신들의 현실인식이 보수 -진보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정 

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자처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7) 귀하는 일반국민의 의식과 귀하의 의식이 다음의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고 생각했습니까? 해당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일반국민〉 

순웅보수) 1 1-.--- 반대(진보) 
13 39 14 6 

(17 .3%) (52%) (18.7%) (8%) (1.4%) 
*무웅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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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신념단계의 귀하〉 

순웅{보수) 1---------- 반대(진보) 
3 24 41 4 

(4%) (32%) (54.7%) (5.3%) 
*무웅답 3 

〈이차적 신념단계의 귀하〉 

순웅〈보수) 1---------- 반대(진보) 
7 25 40 

(9 .3%) (33.3%) (53.3%) 
*무웅탑 3 

--------------------------------------------------------------------------------------
위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웅답자들의 69%가 일반국민을 순웅주의자 r보 

수」에 기울고 있다고 보았다. 자신들의 입장과 중첩성을 가진 국민의 존재에 

대해서는 18.7% 정도가 기대를 결고 있었고 자신들과 입장이 같은 국민의 가능 

성에 대해서는 그 18.7%를 포함해 28%정도가 기대를 걸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 점은 60-70년대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소수파로 자처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 

다. 그러나 이것은 r有意味한 소수파 (significant minoricy) J , 즉 선구자적 소수파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담화에 담긴 의미체계와 부합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의미의 소수파性의 정도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진단 내용이 바로 

조사 (27)의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다. 거기서 그들은 일차적인 단계의 경우와 

비교해 심화된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소수파성을 급속하게 강화시켜 진단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의식과 활동이 갈수록 이념적으로 特化(speci때ize)되 

고 활동가 중심으로 전문화되는 과정을 밟았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민중주의 

적 담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은 자연발생적 r대중노선」으로부터 핵심 활 

동가들의 r운동 기획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행해갔음을 알게 한다. 

(라) r운동가」으| 축적과 「운동권」의 고착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60-70년대 제도외적 참여행위자틀의 신념의 획득과 

그 심화 및 그들의 특정한 신분으로의 정착에 관해 검토했다. 그렇다면 60-70 

년대의 기간을 통해 그러한 특정한 정체성과 신분 및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거 

나 부여받은 행위자들의 축적양상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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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의 「운동史」와 r사건史」를 조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운동단체」들의 

발생사와 계보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日誌의 나열을 피해가면 

서 本項에서는 그 기간의 반대진영 형성의 전체상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제도외적-非통상적 참여행위 자체의 시기적 구분과 규모에 관해 살펴 

본다면 1960-1979년의 기간에 총 2천 93회에 걸쳐 11종류의 쟁점을 둘러싸고 

연인원 1 ， 505 ， 163명이 각종 집단갈둥 사태에 참여했다. 이것은 물론 학생시위 

를 위주로 한 통계이며 종교인이나 근로자 풍 기타 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이다. 이것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회수 연인원 시위쟁점 :1ζ- 치 운동세대명칭 
’60 475 298,600 3 . 15 부정선거 규탄 4 . 19 세대 
’61 5 7,700 한·미 행정협정 촉구 5 . 16군사혁명 계엄령 선포 
’62 2 200 군정 연장 반대 
’63 100 
’64 153 159,200 한· 일회담 반대 계엄령 선포， 조기방학 6.3 세대 
’65 221 79,195 한· 일회담 추진 반대 
’66 5 2,800 삼성밀수 규탄 
’67 146 84,416 6.8 총선 부정규탄 조기방학 7 . 1 세대 

’68 423 400,796 
1 . 21 북괴만행규탄 
(대정부 규탄으로 변질) 

’69 85 114,600 3선 개헌 반대 특별담화문 발표， 조기방학 

’70 27 2,400 노동조건 개선 촉구 

’71 40 102,993 교련반대 
위수령선포，휴업령，조기방 민청학련 

학 세대 
’72 23 82 유신철폐 
’73 121 49,554 유신철폐 조기방학 

’74 290 70,778[" 
긴급조치 1 .4호 선포 및 휴 
강 

’75 98 63 ,221[" 긴급조치 9호 선포 긴급조치 

’76 32 388 유신철폐 9호 세대 

77 13 13,600 유신철폐 휴업 (무립， 학림) 

’78 16 28,670 유신철폐 ” 

’79 17 25 ,870 유신철폐 계엄령 선포 

자료출처 · 이 표는 교육부 대학정책실 안광호 학사지도 담당관이 소장자료에 의거해서 
1993년 10월 8일 필자에게 작성해 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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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표 2>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4 . 19 혁명이후 70년대 후반에 이르기 

까지 非제도적 참여 행위자들은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의 쟁점이 제기될 때 

마다 그때 그때의 세대적-시대적 특정을 내면화한 고유한 정서와 담화 및 체험 

을 축으로 해서 집단적 대항 문화권을 형성해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4 . 19 

세대(일부 유신정권에 협력한 인물을 제외한)로부터 민청학련 세대에 이르기까 

지의 행위자들에게는 사회화 내용의 일관성과 계속성 그리고 공통성이 있었다. 

이 계속성은 그러나 70년대 중반의 긴급조치 9호체제를 고비로 점차 단절되어 

80년대의 새로운 운동세대의 출현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非제도적-非통상적 참여를 당시의 국가는 일탈 또는 범죄로 

규정해서 그 본래의 정체성을 변곡했으며 그러한 격하의식과 추방 격리에 의 

해 그 행위자들을 특정의 신분에 억류시켰다 이러한 일탈자위법자 量塵은 반 

대자들을 견고한 진영으로 결속시키고 고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그것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 3> , <표 4>와 같다. 

〈표 3> 제 3공화국의 정치규제 입법 하에 검거된 인원수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계 

국가보안법 293 102 76 153 139 183 237 254 204 217 175 2,033 

반공법 86 176 150 203 99 5’9 627 368 276 507 3,131 

정치활동 정화법 3,038 3,038 

집회및 시위에 
239 940 712 49 551 97 91 25 49 24 2,777 

관한법률 

비상사태하의 범 
죄처벌에 관한 1 6 3 2 6 l 1 1 21 
특별조치법 

계 294 3,038 427 1,198 1,018 393 839 894 973 597 543 706 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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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양심수 법령별 분류 (1970 - 1985)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계 

국가보안법·반공법 61 27 25 33 28 25 9 6 4 98 26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4 2 45 8 l 11 7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8 9 18 38 

국가보위법·노동법 46 46 

계엄포고령 8 44 53 

내란죄 4 4 8 

방화죄 6 3 3 

경범죄처별법 11 102 110 10 11 96 854 1,184 

긴급조치 l호 48 48 

긴급조치 4호 142 142 

소요죄 108 108 

사문서위조법 l 

국가모독죄 1 

기타·미상 11 94 11 4 2 13 4 31 16 7 155 

계 7( Il516) 
234 331 160 120 347 1,239 2,704 

39 71 
(102) (1 10) (10) (1) (96) (854) (1, 184) 

* 팔호안 숫자는 구류자， 기타는 범인은닝죄와 선거법임 
자료출처 r1970년대 민주화 운동J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제도외적 참여행위자들은 <표 3>과 〈표 4>의 각종 죄목으로 처벌받는 과 

정에서 당국의 수사가 작성한 이른바 「체계도」에 의해 오히려 하나의 조직으 

로 만들어진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의 r민청학련」 사건이다. 당시 

당국은 조직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민청학련」이란 명칭하에 모든 개별적 관련 

자들을 하나의 상명하복의 치밀한 조직체로 체계화시킴으로써 추후 그 관련자 

들을 오히려 「민청학련」 세대라는 범주로 결속시키고 그들을 블록(bloc)化 시켰 

다. 그리하여 4 • 19세대로부터 6'3세대， 71년세대， 민청학련 세대를 일거에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으로 묶어서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대항 문화권에서의 

共時的인 체험과 담화를 공유하게끔 만틀었던 것이다. 

당국의 이같은 블록 형성 효과는 세대적 연대뿐만 아니라 직종별 횡적 연대 

까지 초래했다. 그점을 도표에 의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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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양심수 직업별 분류 (1970 - 197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학생·청년 2 43 165 246 126 27 90 230 267 1,197 

(11) (96) (1 10) (9) (1 57) (1 27) (410) 
노동·농업 69 7 49 5 5 1 7 58 41 242 

(25) (23) (48) 
성직자 3 12 4 22 11 7 22 82 

(1) (1) (9) (1 1) 
종교단체종사자 1 5 8 35 50 

(2) (6) (8) 
언론인·문인 5 3 13 14 6 20 20 84 

(l} (9) (1 1) (2 1) 

교 직 2 12 1 8 2 

’ 
21 52 
(3) (3) 

정 치 인 12 5 10 6 5 14 14 70 
(4) (2) (6) 

회사원·연구원 4 3 2 24 33 
(1) (6) (7) 

군인·공무원 3 2 5 
상업·사업 3 11 1 2 16 35 

(1) (1) 
-[「1 직 4 8 2 l 25 43 

(1 5) (1 5) 
운동단체관련자 

기 타 
。l 상 

계 7 156 39 234 331 160 71 120 347 1,239 2,704 
(구속) (1 1) (102) (1 10) (10) (1) (96) (854) (1, 184 
(구류) 145 132 221 150 119 251 385 

102 110 10 96 854 1,520 
1.184 

* 괄호안 숫자는 구류자임 
자료출처 r1970년대 민주화운동J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87) 

〈표 5>에 의하면 70년대에 들어와 대항문화권에는 과거 정치적으로 활성 

화되지 않았던 농민， 성직자， 종교단체 관련자， 언론인， 문인， 상업종사자， 교직 

자들까지 가담하게 되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국가의 국내평정 

이 그러한 부문에서의 경미한 반대까지도 일괄해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데 기 

인하는 것이며， 이 점 역시 60-70년대 반대진영의 확산과 고착에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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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했다. 이러한 국내평정의 전개과정을 통해 당시 시민사회의 각 부문 참여 

행위자들은 독재병영국가라는 공동의 표적을 상대로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와 담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자의 부문별 고유성의 차별성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 예컨대 r민주회복」과 같은 보편적 호소력을 갖는 문화 

가치를 내걸어， 느슨하지만 광범위한 대항 헤게모니의 영향권을 구축했다. 

따라서 반대진영은 학생 활동가의 전위적인 역할로부터 시작해， 그들의 세 

대적 연대의 강화 뿐 아니라 종교계 운동， 언론인 운동， 문인운동， 재야인사 운 

동， 구속자가족 운동， 농민운동， 노동자 운동 둥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들간의 

각종 연대와 연결， 수없이 명멸하는 r애드 혹{ad hoc)J 단체， 총결집적인 재야단 

체의 성립 둥의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유신선포 후에 전체 정치사 

회에 첨예한 대치션을 구획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반대진영과 국가는 국민 

일반을 견인하기 위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쟁탈국변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부문별 운동의 발생과 그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부문별 활동과 대연합 형성의 상호작용 및 

성장사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반대세력의 대종이 학생세력 

과 신구 기독교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이를수록 근로자 

들의 참여가 현저해지면서 그들간의 연대가 이룩되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 

러한 r역사적 블록」의 형성， 즉 r운동가」와 「훈동권」의 양산과 축적은 

1964-1979년 기간의 시기별 양상， 즉 운동史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독재병영국가의 국내평정과 감시작전은 제한적 

민주주의下의 非통상적 사회참여 행위자에 불과할 당시의 반대행위자들을 특 

정한 정체성의 적대진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까지 이 연구는 r국가가 인위적으로 참여와 경쟁을 박탈할 때 국가의 

탄압자원이 증대할수록 기존의 합법적 반대세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합법적 

반대세력으로 바뀔 개연성은 중대한다」고 한 명제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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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문 운동 발생과 연대의 확산모형 

문화인 지식인 용동 민청학련셰대 1톡학灣 개신교 훈흥 

- 긴급조치 (KSCF) - KNCC - 셔영교수단 (한얼회담 반대 퉁) 
9호써대 -학생 사회개발단 [ 도사산업선교회 - 기톡자 교수협의회 

수도켠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 혜칙 교수협의회 

민주수호 기독갱년협의회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YMCA - 민혹문학 작가희의 
에큐애니할 션교협의회 

- 언론 노조용동 
크리스찬 사회행동 협의얘 

조션 • 동아 언온자유 -"-쟁위원회 
한국교회 사회 션교영의회 

- 기자협회 

/ 
기톡갱년협의회(EYC) 

- 기톡꽁보 • 샤상계 • 써앙의 소리 

N 므리스찬아카데미 
- 창작과 비영 • 양조 • 다리 

1냉-갈뭘헐프리교회회 

노동자운동 
- 천태일과 청계피혹노조 

- 김진수와 한영섬유노조 
한진 입긍청산 후생위원펴 1 

- 현대조선 노조 혹흥사태 
---+ 1- 랜켠 랜 본론 1 .--

。l이액 회이자 한국모양 상업 

식용， 연!:'ió싱사 동의 용동 

-동영방직노조용흥 

/ J K\ YH 노조용동 

구속자 가족운동 

양심범 가족협의회 
첸 쭈 교 운 홍 - 목요기도회 

긍요기도회 

J - 원주교구 부정와예 
규탄용통 

- 가톨릭 학생연합회 
시국기도회 

j 

{연대확「산 

J 
j 민주수호 늑민협의회 • 민주회복 국민회예 • 민주주의 국민연합 1 • 민주주의와 

• 」 ‘ 민족룡일을 

19"기 19""껴 1978 훼한 국민U앤연힘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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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결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행위자들은 신생국 발전전략과 관련해 당시 국가와 

는 다른 선호를 가지고서 국가에 대해 규범적-구조적 반대를 수행한 담화의 세 

력이었다. 그들은 당시의 정치적 제도화의 한계와 역기능에 비추어 非통상적 

참여를 유일한 반대의 방식으로 선택했다. 그들의 「다른 선호」의 내용과 신념 

은 당시 국가의 정당성， 효과성， 신뢰도， 권위체계， 엘리트간의 협조 관계에 대 

한 불신과 부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러한 일차적 신념은 주변환경의 사회화 

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음으로 해서 획득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국내평정 

과 감시작전은 그들의 본래의 정체성을 변곡해서 일탈자-범죄자로서의 신분에 

그들을 억류시켰으며， 그들 자신도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가」로서의 

자신들의 최종적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그것에 기대되는 바의 사회적 역할 

을 수행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특정한 정체성으로서 인지되는 60-70년대 제 

도외적 반대진영의 형성에 내포된 타율적 계기와 자발적 계기의 두 측면이다. 

60-70년대는 이렇게 해서 출현한 정치적 양심범으로서의 「운동가」와 r운동권」 

의 양산과 축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r국가가 인위적으로 참여와 경쟁을 박탈 

할 때， 국가의 탄압자원이 중대할수록 기존의 합법적 반대세력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비합법적 반대세력으로 바뀔 개연성은 증대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