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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계화 시기 독립적인 부르주와 계급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19세기유럽사례를통해입증된자본의민주적함의를최근중동무슬림세계에서발견되는이슬

람자본에의한정치세력의온건화현상에적용하여재검토하고있다. 즉 “자본의부드러운힘”에의

한권력구조의변화를조명하면서 1990년대중반이후터키와이집트에서진행된이슬람정치세력

의 탈급진화와제도권편입은 1990년대초 세계화가확산됨에따라 성장해온이슬람자본의 이해

관계때문이라고주장한다. 이슬람자본가는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이슬람정치세력으로

하여금작은국가, 법과질서준수, 다원주의와같은자유민주주의의핵심가치를지지하도록유인했

기 때문이다. 한편온건화를강제해내는제도적압력에주목하는실증적제도주의나 행위자에의한

전략적온건화를강조하는합리적선택제도주의는이러한온건화의시점에대해명확한해답을제

시하지못하고있다. 하지만정치경제적접근은자본이구조적힘을보유하게된시점과이후등장

한새로운동맹관계에주목한다. 다시말해세계화라는변화를통해부와영향력을축적한신흥이

슬람부르주와가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개혁파이슬람정치세력과동맹을맺고이들의입지

를강화시켰으며더나아가이들로하여금보다적극적으로자유주의적정책을채택하도록이끌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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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글은 세계화 시기 독립적인 부르주와 계급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이론
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19세기 유럽 사례를 통해 입증된 자본의 민주적 함의
(Hirschman, 1977; Moore, 1966)를 최근 중동 무슬림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슬람 자본에 의한 정치세력의 온건화 현상에 적용하여 재검토하고 있다. 

초기 경제 자유주의 시기 도시의 신흥 부르주와 계급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을 확보하기 위해 전제 왕권에 대항했고 결국 근대 사회의 도입을 촉진했다. 

즉 부르주와 없이는 근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화 시
기 새롭게 부상한 이슬람 자본가 역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개혁파 이
슬람 정치세력과 동맹을 맺고 결국 이슬람 정치운동의 탈급진화와 제도권 편
입을 가져왔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본의 부드러운 힘(gentle commerce)”이 가져온 권력
구조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는 1990년대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성장해온 이슬람 자본의 이해관
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슬람 자본가는 그들의 힘으로 세속주의 국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국가와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택했다. 이
들은 국가 범위의 축소, 효율적인 법 집행, 다원주의 보장과 같은 자유 민주
주의의 핵심가치를 옹호하면서 안정된 투자여건과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슬람 자본의 이해관계는 이슬람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혁파 
이슬람 정치세력과의 동맹을 이끌어냈다. 자본과 동맹을 맺은 자유주의 성향
의 이슬람 정치세력은 시장과 전통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하며 무슬림 포괄 
정당을 결성했다. 

최근 터키와 이집트에서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와 제도권 편입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이 이슬람 국가 건설의 목표를 철회하
고 체제 안에서 국민주권, 선거경쟁, 다원주의, 법과 질서 준수 등의 규범을 
받아들인 것이다. 터키의 정의발전당(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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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와 시장화를 지지하고 반 서구 입장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과거
의 이슬람 정치조직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의 중앙당(the 

Center Party)은 이슬람의 역할을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며 급진
주의 노선을 폐기했다. 중동의 대표적 이슬람 정치조직인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the Muslim Brotherhood) 역시 이슬람과 자유 민주주의의 양립 가
능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터키의 정의발전당은 실용 중도 노선을 채택하고 
지지층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전형적인 포괄 정당으로 변모했다. 정의발전
당은 창당 1년여 만인 2002년 말 총선에서 압승하여 단일정부를 구성했고 
2007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래 
조직 내 전통 보수파와 신진 개혁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권위주의 무라바크
(Hosni Mubarak) 정권의 탄압 아래 유지되어온 내부 결속이 무너졌다. 

1996년 일부 신진 개혁파가 조직을 탈퇴하고 새로이 중앙당을 결성했고 이
후 무슬림 형제단 내부에서도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파가 세력을 확장해나갔
다. 2005년 총선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선거 참여가 또 다시 금지되자 소장 
개혁파의 주도 하에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고 20% 이상을 득표하면서 의회 
내 최대 야권 블록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이슬람 정치세력의 탈급진화는 이슬람 금융, 상업, 산업 자본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슬람 자본이란 이슬람 기업윤리에 기반 한 경
제 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자금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이슬람 자본가는 1980년대 
국가주도의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소외되었으나 이후 세계화를 통해 부와 영
향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을 중재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 자본의 독립성은 높아졌고 수출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했던 이슬람 기업도 유동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둘째, 이슬람 
자본가는 국가의 후원을 받아온 세속 산업 자본가와는 달리 국가로부터 독립
적이며 이슬람 운동의 정치 진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
으로 이슬람 자본가와 온건 개혁파 이슬람 정치세력 사이에는 동맹이 형성되
었고 전자는 후자의 부상을 도왔다. 이러한 주장의 증거로서 터키와 이집트 
사례에서 두 세력 사이의 연계가 발견되고 있다. 터키 정의발전당, 이집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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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당 및 무슬림 형제단 당원이 과거 이슬람 은행과 회사의 임원이었거나 관
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터키의 경우 이슬람 은행의 지점과 이슬람 
기업인 연합의 회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자유주의 성향의 온건 이슬람 정치인
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이 글은 먼저 급진 정치세력의 온건화에 대한 기존 설명으로서 실증적 제
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입장을 소개한다. 전자는 제도적 압력을 
후자는 전략적 계산과 이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각각 온건화의 원인으로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제도의 영향력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러한 이
론은 온건화의 시점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3장에서는 보다 설명력
이 높은 접근법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에 대
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소개한다. 이어서 4장은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서 세계
화 시대 이슬람 자본의 성장과 무슬림 포괄 정당의 부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터키와 이집트에서 이슬람 자본가와 이슬람 정치세력의 연합에 대
해 주목하면서 이슬람 은행, 이슬람 기업, 이슬람 온건 개혁파 사이의 연결망
을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국내자본의 강화, 이슬
람과 자유 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 

II. 급진 정치세력의 온건화에 대한 설명: 제도적 압력과 
전략적 선택 

온건화란 반체제 정치조직이 급진적 목표를 수정하고 공식적인 대의제 과
정 안으로 편입되어 민주적 선거경쟁, 평화로운 정권교체, 다원주의 보호 등
의 원칙을 수용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온건화는 이념적 위치나 경제 및 
대외정책 보다는 국내정치의 주요 쟁점에 관한 조직의 입장과 태도에서 변화
가 있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문화나 이념의 차이에 상관없이 이슬람
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
이다(Wickham, 2004: 206-8). 한편 정치적 이슬람주의는 정치 및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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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이슬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상과 운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법 샤리아
(sharia)에 근거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운동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슬
람 급진주의는 강력한 반 서구주의를 내세우며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무
력사용을 옹호하기도 한다(Jang, 2008: 237-8). 최근 터키와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의 역할을 개혁적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정치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이슬람이 큰 국가와 사회주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세계화를 이끄는 주요 사
상인 신자유주의와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진 이슬람 
정치세력은 체재 내 여느 정치세력과 마찬가지로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고 다
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지지기반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급진 정치세력의 온건화는 크게 정치제도의 압력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되어왔다. 첫째, 민주정치 내의 제도적 구속력과 선거 강제력(electoral 

constraints)으로 인해 급진 정치세력이 자연스럽게 온건화라는 정치제도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Diamond, Linz and Lipset, 1995; Lijphart, 1999; 

Linz and Stepan, 1996; 1997; Sartori, 1997). 민주주의의 점진적인 학습효
과를 강조하는 이 설명에 따르면 급진 정치세력은 공적 경쟁의 경험 이후 선
거와 의회 체제의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중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고 결
국 정치적 신념을 수정하게 된다. 또한 합의와 규범이 정착된 다당제 경쟁제
도에 편입된 급진 행위자는 현실정치를 접하면서 점차 유권자를 의식하게 되
고 결국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제도는 압력과 강제를 통해 행위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조정해나가고 결국 행위자로 하여금 게임
의 규칙을 받아들이게끔 하기 때문이다. 즉 온건화는 새로운 민주체제 내 편
입의 결과이며 이후 “참여-온건화의 교환(Huntington, 1991)” 현상은 심화
된다. 1970년대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급진 정치세력의 민주적 
학습은 체제 편입 이후 자본가 및 노동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협상과 타협의 
기술을 배우면서 가속화되었다(Bermo, 2002: 277-9).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
한 조건으로서 실증적 정치제도(empirical institutions)의 기능적 역할을 강
조하는 이 견해는 정치제도 내 힘의 불균형적 배분관계를 둘러싼 갈등,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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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 구조적 규정성을 분석의 중심에 두는 역사적 제도주의와는 구
별 된다(Hall, 2005: 150-4; Peters, 2005: 87-103). 이 설명에 따르면 터키
의 경우 이슬람 정당이 군부에 의해 4차례나 해산되는 와중에서도 이슬람 정
당에게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체재 내
에서 온건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급진 정치세력의 온건화는 
체제 편입의 결과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행위자의 신중한 계산에 따
른 전략적 행동의 산물이다(Bates, 2004; Knight, 1992; Levi, 2005; North, 

1990; Weingast, 2005). 20세기 초 유럽에서 나타났던 사회주의 세력의 탈
급진화 현상이 바로 행위자의 합리적 손익계산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
이다. 보통 선거권의 도입은 좌파 급진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대중의 지
지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여긴 사회주의 정당은 선거를 통한 조직화를 위해 
온건화를 선택했다. 투표함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부르주와 정치체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주
의 입법화 시도는 번번이 심각한 경제위기와 이어졌고 결국 사회주의 정당은 
국유화의 궁극적 목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틀 안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
게 되었다(Przeworski, 1991). 전략적 온건화는 행위자의 행동과 수사의 변화
를 촉발시키며 “민주적 습관화(Rustow, 1970)”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특히 민주화 수준이 높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경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온건화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현 지배자가 “선거 권위주의(Diamond, 2002)”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실증적 제도주의가 강조하는 민주적 학습의 점진적 효과
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의 접근법에 따르면 선
거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제한적 기회 역시 급진 정치세력에게 전략적으로 행
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을 구속하는 정치
적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 온건화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ueno de Mesquita et al., 2003; Katznelson and Weingast, 2005). 이집
트는 지극히 제한된 제도적 개방 하에서 온건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이 분석
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집트 이슬람 정치세력은 온건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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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권위주의 무바라크 정권보다 도덕적 우위를 차지했고 민주화 확대에 대한 
국내외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은 좌파 세속
주의 야당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고립의 네트워크를 깨뜨릴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온건화를 통한 전략적 혜택이 그 비용을 뛰어넘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설명은 온건화의 시점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이슬람 정치세력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그들의 반 서
구, 반 시장, 반 세계화의 입장을 철회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유일한 정치규
범(the only game in town)”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는지, 왜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선동적 구호에 의존하여 반체제 급진 세력으로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터키의 경우 체제적 압박이나 제도적 구속
은 1971년 세속주의와 케말주의(Kemalism)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군부가 
최초의 이슬람 정당인 민족질서당(the National Order Party)을 해산했을 때
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980, 1998, 2001년 군부가 또다시 정당의 불법화를 
강행했을 때에도 존재했다. 또한 선거 강제력은 1973년 민족질서당의 후신인 
민족구세당(the National Salvation Party)이 처음으로 총선에 참여하면서부
터 꾸준히 발휘되어왔다. 또한 이집트의 경우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계산의 
기회는 1970년대 중반 사다트(Anwar al-Sadat) 대통령이 나세르(Gamal 

Abdel Nasser)식의 일당독재 국가 조합주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좌파 사회주
의 세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개방 정책 인피타(infitah)

를 실시했을 때부터 제공되었다. 한편 왜 쿠웨이트와 예멘의 이슬람 정치세
력은 이집트와 비교하여 공적 선거참여의 경험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도 쉽지 않다. 

위의 제도주의적 설명 외에도 국내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외부의 압
력에 대한 해석이 존재한다. EU가 터키의 정회원 가입조건으로서 군부의 정
치개입 금지 및 이슬람 정당과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 금지 등을 
요구하자 이슬람 정치세력이 자유 민주주의 가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접하고 
반 서구주의를 폐기했다는 것이다(Angrist, 2004; Esposito, 1999; Onis and 

Keyman, 2003). 또한 세계적인 민주주의 확산의 추세가 중동 무슬림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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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력을 미쳤고 이슬람 자유주의자의 부상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압력에 근거한 설명 역시 온건화의 시점과 사례 문제
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EU의 터키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1963년 당시 유럽공동체(ECC)와 협력조약 체결 이후부터 시작되었
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외잘(Turgut Ozal) 수상이 ECC 공식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이를 터키의 주요 국가목표로 선언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민주화 물결의 영향은 중동의 20여 개 무슬림 국가에서 나타나는 상이
한 수준의 온건화 정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보다 설명력이 높은 온건화 분석을 위해 세계화라는 변화를 통
해서 부상한 독립적인 부르주와 계급과 자유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그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자본이 구조적 힘을 얻게 된 시점에 주목하면서 세계화 과
정에서 성장해 온 터키와 이집트 이슬람 자본의 이해관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슬람 
자본이란 이슬람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경제 조직에서 유통되는 자금이다. 

크게 이슬람 금융, 상업, 산업 자본이 있으며 금융 자본을 다루는 이슬람 은
행의 경우 내부에 종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슬람 은행은 고리대
금과 이자를 반대하지만 투자나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계산은 일반적인 
현대 경제이론과 동일하다. 즉 이자 대신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과 유
사한 무다라바(mudaraba)와 무샤라카(musharaka)의 장기대출 계약을 통해 
자본 제공자와 사용자간에 손익배분을 한다(Kuran, 1995; Ward, 2000). 한
편 세속 자본가란 근대국가 형성 이후 군, 관료 엘리트에 의해 육성된 산업 
자본가로서 이들에게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불과하다. 1980년대 국
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이슬람 자본가는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세속주의 국가에게 이슬람 정치세력
보다 덜 위협적이었기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슬람 자본가는 국
가와 후원-수혜 관계에 놓인 세속 자본가와는 달리 이슬람 운동의 세력 확장
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다. 하지만 국가와 이슬람 정치세력 사이의 마찰이 계
속되자 이슬람 자본가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슬람 자
본가는 이슬람 정치세력 가운데 온건 개혁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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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III.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무
슬림 세계에서 세계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관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부드러운 상업의 정치적 힘을 언급한 이래 
많은 정치경제학자가 자본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연구해왔다. 특히 초기 경
제 자유주의를 예로 들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예측 가능하며 그 효과가 고
르고 일정한 반면 과도한 정치적 열정은 예측이 어렵고 무질서했음을 지적했
다. 따라서 견고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독재자와 억압적 정치권력의 횡포로부
터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대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도시의 신흥 부르주와 계급이 쇠퇴해가던 토지귀족과 동맹하
여 전제 왕권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즉 
부르주와 계급 없이는 근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Hirschman, 

1977; Moore, 1966). 그러나 맑스주의 시각은 자본가 계급의 긍정적 역할과 
정치적 함의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관계
는 전자의 발달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조직력 확대와 정치력 부상이 후자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세기 유럽과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동적 계급에 불과
하며 노동자 계급의 강화된 힘, 지배 계급에 대한 견제력 증가, 이에 따른 권
력배분의 제도적 재조정이 민주주의를 발달시킨다고 주장했다(Almond, 

1991; Rueschemeyer et al., 1992).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산업관계와 정치경제의 연구결과는 위의 두 가지 견
해를 반박하고 있다.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모
두 민주주의 발달의 기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3세계에서 근대국가 형
성과 자본주의의 도입은 식민지 지배와 맞물려 위로부터 강압적으로 시행되
었으며 그러한 작위적이고 불안정한 과정 속에서는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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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계급이나 사회세력이 생겨날 수 없었다. 대신 과도로 성장한 강권국가, 

국가의 후원에 의존하는 소수 자본가,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노동자 계
급이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 자본가나 국가에 의
해 조직된 노동자는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민주주의 발
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 국가주도의 발전을 통해 성장한 이들은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동맹세력으로 활동하며 특혜를 부여하는 기존의 권력구조
를 유지하고자 했다(Bellin, 2002; Haggard et al., 1997; Weyland, 2008). 

결국 합리적이고 냉철한 경제적 이해관계로써 독재자의 횡포를 막고 자유 민
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정실 자본
가나 무능한 어용 노조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영향
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만이 억압적 권위에 대항하고 기득권층을 견제하
며 기존의 권력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Mahoney et al., 

2009; Shapiro et al., 2007). 

중동의 경우 이러한 독립적인 토착세력으로서 이슬람 자본가가 주목을 받
아왔다(Henry and Springborg, 2001; Henry and Wilson, 2004; Richards 

and Waterbury, 2008). 일반적인 금융 자본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은행도 투
명한 시장과 신뢰도 높은 정부를 선호한다. 이슬람 기업 역시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이윤 추구를 위해 폐쇄적인 시장과 부패한 정부를 반대한다(Henry, 

2007; Kuran, 1995). 게다가 이슬람 자본가는 국가의 보호와 후원을 독점해
온 소수 세속 자본가와는 달리 국가의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국가 및 시장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지해왔다. 한편 수입대
체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배제되고 방치되었던 이슬람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수출관련 사업에 주력했다.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은 유동자본을 
축적하게 되었고 자산과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했다. 무슬림 세계의 국제시장
과 개별 국내 시장을 중재하여 자본을 배당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자 국가
로부터의 독립성 역시 증대되었다(Jang, 2006). 결국 이슬람 자본가는 이슬
람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과 자유주의에 친
화적인 정치인을 지지했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것이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권이 사회세력의 성장을 봉쇄해온 중동에서 국가의 



세계화 시기 자본의 민주적 함의   91

후원 망 조직에서는 소외되었으나 축적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의 영
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슬람 자본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
서 제한적이나마 다원주의를 발전시켜온 터키는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된다. 

또한 이집트는 근대 이슬람 은행의 발생지이기도 하다. 

한편 이슬람 자본의 주된 역할은 테러 조직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일이라
는 주장이 있다. 친 서구 권위주의 세속국가에 의해 차별과 박해를 받아 온 
이슬람 자본가가 부패한 정권과 정실 자본가를 응징하기 위해 급진 이슬람 
정치세력에게 자금을 대면서 이들의 폭력성을 더욱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그
러나 이는 국가와 정면으로 대결할 경우 이슬람 자본가는 이슬람 정치세력보
다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간과한 논리이다. 세계화의 패자인 사회경
제 구성원의 최하위층을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후자와는 달리 전자
는 세계화의 새로운 승자이며 자신의 이익 증대에 방해가 되는 정치적 불안
정을 바라지 않는다. 한편 자본의 구조적 역할을 견인해내는 이슬람 자본가
란 근대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경제 계급으로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
해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집단을 가리킨다(Evans, 1995; Thelen and 

Steinmo, 1992). 다시 말해 산유 왕정에서 오일머니를 독점하고 돈 세탁을 
위한 암시장 거래를 행하는 몇몇의 왕족 개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IV. 세계화 시기 이슬람 자본의 부드러운 힘에 의한 무슬
림 포괄 정당의 부상: 터키와 이집트의 사례

2001년 터키에서는 온건 이슬람 정의발전당이 창당되어 이슬람 원리주의
를 내세웠던 과거로부터 획기적인 전환을 했고 새로운 정당은 2002년에 이
어 2007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터키의 이슬람 정당은 1970년 설립
된 이래 2001년까지 군부에 의해 4차례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법 
샤리아에 기초한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당의 목표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래 성장해온 소장 개혁파가 당 정책의 전면 수정과 당내 



92   장지향

민주화를 요구하며 보수 중진 지도부와 대립했고 2001년 이스탄불 시장 출
신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을 중심으로 정의발전당을 결성했다. 새
로운 이슬람 정당은 외잘의 보수적 자유주의를 계승한다고 주장하며 이슬람 
국가 건설 목표와 반 서구주의 입장을 포기했다. 정의발전당은 포퓰리스트 
대중 정당인 전신 복지당과는 달리 포괄 정당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당의 
하부 조직을 더 이상 급진 활동가로 충원하지 않고 당내 전문 실무자의 자율
성을 높였다. 또한 연합적 리더십과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 구상에 집중했다(Duverger, 1954; Mainwaring, 1999; 

Sartori, 1976). 집권 이래 정의발전당 정부는 군부의 정치개입 금지, 사형제 
폐지, 쿠르드어 방송허용, 고문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성
공적으로 이루어냈다. 한편 종교 교육자 양성학교에 대한 혜택, 공립학교에
서 머리수건 착용허용 등의 친 이슬람 법률의 입법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결
국 2007년 7월 총선에서 정의발전당은 다시금 46.4%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
해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이집트의 정치적 배경은 터키와 매우 다르다. 터키와 이집트 모두 종
교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터키의 경우 여타 
무슬림 국가 보다 비교적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인종-종
교적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어느 정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교체할 수 있고 국가재정을 지대나 후원관계가 아닌 세금징수와 
산업기반에 기초 하여 충당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
율성을 보유하며 다양한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조건적 민주주의 국
가인 터키는 지역 내 여타 국가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로 분류 
된다(Henry and Springborg, 2001; Owen, 2004). 그러나 이집트는 전형적
인 권위주의 국가이다. 카리스마가 부족한 현 권위주의 정권은 방어적이고 
형식적인 정치 자유화를 주도했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오고 있다(Brumberg and Diamond, 2003). 강권기구와 관료
체제 내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조직력이 높은 반면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탄압
으로 인해 제도적 발전 정도와 협상력이 낮다(Langohr, 2004). 하지만 최근 
세계화로 인한 외부 압력과 국내 시민사회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제한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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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자유화와 다원주의가 점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1 

아랍 세계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현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며 대중으로부
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최대의 야권 세력은 이슬람식 개혁을 주장하
는 이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순수 이슬람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에도 해당된다(Brownlee, 2007; Eickelman, 2002; 

Ottaway and Carothers, 2004). 특히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은 중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로서 조직적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볼 
때 무바라크 정권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진다. 1990년 대 중반에 이르러 
무슬림 형제단은 보수파와 개혁파의 내부 갈등에 직면했고 1996년 일부 신
진 개혁파가 온건 이슬람 정당인 중앙당을 결성했다. 중앙당은 40대 중반의 
공학박사인 아부 아일라(Abu Ayla Madi Abu Ayla)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 내의 소장파에 의해 설립되었다. 새로운 정당은 자신의 정체
성을 무슬림 형제단의 온건적 대안으로 밝히면서 제도권 내에서 지지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당은 독립적 해석인 이즈티하드(ijtihad)를 통한 
샤리아의 철저한 재해석을 주장하며 국민주권, 다원주의, 여성과 이교도에 
대한 평등사상이 이슬람 법 내에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28년 무슬
림 형제단이 설립 될 당시 공표했던 원리주의 해석과 확실한 단절을 보여주
는 것이다. 서구에 의해 오염된 사회를 순수한 이슬람 형태로 되돌려야 한다
는 주장에 따르면 여성과 이교도의 정치 권리와 시민적 자유는 지극히 제한
적이다(Watherbury, 1994). 하지만 중앙당의 프로그램은 이집트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콥트 기독교도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
하며 여성과 이교도 역시 무슬림 국가의 최고 수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권은 신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움마(ummah)라는 공동체에게도 속한

1. 2009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자료에 따르면 터키의 정치 권리 및 시민 
자유도 지수는 총 7단계 가운데 3으로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등급에 속하는 반면 
이집트의 지수는 5.5로서 ‘자유롭지 않은’ 등급에 속한다. 터키의 상대적으로 높은 등
급은 정의발전당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 조치로 인해 2005년 향상 조정된 결과이다
(Freedom House, 2009). 이집트의 경우 1981년 사다트 대통령의 암살 직후 발효된 
계엄령이 지금껏 해제되지 않았고 무바라크 정권에 의한 “탈자유화(Brownlee, 
2007)”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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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해석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당의 개혁적 해석은 무슬림 형
제단 내 종교학자 그룹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았다(Norton, 2005; Wichkam, 

2004).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부는 1990년대 중반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지
지를 표명했고 자유 민주주의를 통한 이슬람식 개혁 추구를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통 보수파와 급진 과격파는 이러한 온건화 입장을 반대했다. 

따라서 현재 무슬림 형제단은 여성 참정권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혔으나 
여성의 국가수장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의 정의발전당과 비교하면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입장은 조금 더 반 
서구와 보수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Nasr, 2005; Norton, 2005). 무슬림 
형제단은 2005년 총선에서 선거참여가 금지되자 신진 개혁파의 주도하에 무
소속 출마를 결정했고 전체 20%의 지지와 88석을 차지하면서 최대 야당 블
록을 형성했다. 반면 정권에 의해 승인된 야당은 14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무슬림 형제단원의 체포와 우세지역의 투표함 빼돌리기 등 무바라크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행해진 것을 감안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큰 승리
였다. 이후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임시 대
표를 포함한 30여 명의 당원을 체포하여 불법단체에 연루된 죄목으로 3~10

년 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터키와 이집트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는 국내 이슬람 자본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자본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연간 
약 10%의 증가율을 보이며 그 규모가 3조 달러에 미치고 있다(Henry, 

2007: 92-3). 하지만 규모와 성장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그 차이가 국가 
별 이슬람 정치조직의 제도화와 온건화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즉 이집트보다는 터키에서 이슬람 자본의 발전이 두드러졌고 이는 정의발전
당의 제도화 수준이 중앙당과 무슬림 형제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터키의 이슬람 은행은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한 외잘 정부 하에
서 1985년 특별금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슬람 
은행은 5개로 늘어났고 그 중 알 바라카(the Al Baraka Turkish Finance 

House)와 쿠웨이트(Kuwait Turkish Finance House) 은행은 아랍자본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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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아나돌루(Anadolu Finance House), 아시아
(Asya Finance House), 패밀리(Family Finance House) 은행은 순수 국내자
본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내자본으로 세워진 은행의 지분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있어서 무다라바 및 무샤라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슬람 은행은 시
장점유율과 지점망을 꾸준히 늘렸고 유동성이 높은 국제 이슬람 자본을 중개
할 수 있는 장점덕분에 일반은행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urkey, 2008). 또한 외잘의 시장개혁은 대도시에 
기반 한 소수 거대 산업 자본가 주도의 수입대체구조에서 다수의 지방 중소 
자본가가 주도하는 수출지향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외잘은 이슬람 은행
과 더불어 이슬람 수출기업을 활성화하면서 구조조정 반대세력을 견제하고
자 했다(Onis, 2001; Richards and Waterbury, 2008). 이슬람을 기업윤리로 
삼고 있던 이들 회사는 1990년 이슬람 기업인 연합 뮤시아드(MUSIAD, the 

Association of the Independent Industrialists and Businessmen)를 결성한 
이래 자신의 수출회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부를 축적해왔다. 뮤시아드 회
원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터키 노동자의 
자금으로 현지 합작회사를 세웠고 자산규모를 늘려나갔다(Bugra, 2002; 

MUSIAD, 2008). 

이처럼 세계화 과정에서 성장해 온 이슬람 은행 및 이슬람 수출기업은 정
의발전당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우선 이슬람 은행의 지점과 이슬람 기업
연합의 지역별 회원 분포는 정의발전당의 선거 지지도와 높은 연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Turkiye Buyuk Millet Meclisi, 2002; Turkiye Cumhuriyet 

Basbakanlik Devlet Istatistik Enstitusu, 2004). 또한 이슬람 자본가와 정의
발전당 사이에는 인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정의발전당 당원이 과거 이슬람 
은행의 임원이었거나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슬람 기업인 연합의 회
원이기도 하다(Adalet ve Kalkinma Partisi, 2002). 게다가 지방의 전통 상
공인이 주도하는 수피 종단(tarikats)은 역사적으로 이슬람 정당과 불편한 관
계를 맺어왔으나 2000년대 초 새로이 등장한 무슬림 포괄 정당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명해오고 있다(Gellner, 1981). 

한편 이집트 이슬람 은행은 개방 정책을 실시한 사다트2 정부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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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도입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슬람 은행은 당시 아랍 세계에서 팽배
했던 이슬람 부흥주의와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유치 전략에 힘입어 10% 이상
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최대 국영 은행인 미
스르 은행(the Bank Misr)이 이슬람식 창구와 전용 지점을 경쟁적으로 개설
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이 5%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터키와 달리 이집트의 
이슬람 은행은 국가가 은행의 지분을 일정 정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한 민영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바라크 정권이 종교적 정당성의 확보와 
이슬람 공동체의 통제를 위해 이슬람 은행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
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국가의 간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은행의 성장은 회
복기에 접어들었고 현 정권과의 불편한 공존 하에서도 시장점유율과 지점 수
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슬람 은행은 파이잘(Faisal 

Islamic Bank), 이슬람 국제 투자개발(the Islamic International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알 바라카 그룹 계열의 이집트-사우디 투자
(the Egyptian-Saudi Investment Bank) 은행 등 3개로 늘어났다(Soliman, 

2004: 275-280). 또한 걸프 산유국에 거주하는 이집트의 해외 노동자 역시 
이슬람을 기업윤리로 삼는 이슬람 투자회사를 통해 송금과 투자를 해왔다. 

이집트의 경우에도 이슬람 은행, 이슬람 투자회사, 온건 이슬람 정치세력 사
이에 연계가 발견되고 있다. 중앙당과 무슬림 형제단의 온건 개혁파는 이슬
람 은행가 및 기업가와 인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1970년대 말 사다트 정
권 하에서 이슬람 정치세력이 활발한 대중 활동을 벌일 당시 무슬림 형제단 
내 개혁파 성향의 여러 당원이 파이잘과 이슬람 국제 투자개발 은행의 창립 
멤버이자 종교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종사했고 투자회사의 경영에도 깊이 

2. 사다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집트 우선주의의 목표 아래 이스라엘 인정, 미국과 복교, 
친 서방 외교, 자유 시장경제, 다당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이는 1950년 후반부터 나세르가 
주도했던 아랍 민족주의, 사회주의 경제, 적극적 중립노선으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이었다. 
1973년 사다트 정부는 3차 중동전쟁에서 잃은 시나이 반도를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하고 4차 중동 전쟁을 시작했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유엔과 강대국의 압력 하에 휴전
에 동의했다. 결국 1977년 사다트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미국 카터 정부의 중재 하에 캠
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했고 2년 후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았다. 사다트는 나세르의 아랍 
사회주의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와 경제의 자유화 정책을 실시했고 이슬람 
조직의 활성화에 힘썼으나 1981년 급진 이슬람주의자에게 피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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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여했다(Amin, 2000; Henry and Springborg, 2001). 

V. 결  론 

이 연구는 1990년 대 중반 이후 터키와 이집트에서 관찰된 무슬림 포괄 
정당의 부상을 통해 이슬람 자본의 민주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이
슬람 자본가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정치세력의 
탈급진화를 촉진했다.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잘 알고 있는 이슬
람 자본가는 이익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써 공존의 전략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슬람 자본가에게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신념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기반 한 이윤 추구라는 이들의 논리가 이슬람 정치세력의 권력지형
을 재편했다.  

이러한 자본의 함의는 중동에서 국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슬람 정
치조직의 온건화 수준에 대한 원인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즉 국가 별 독립
적인 이슬람 자본의 부와 성장 수준에 따라 이슬람 정치조직의 제도화 정도
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의 이슬람 정의발전당은 온건 노선을 채택한 
후 총선에서 2차례나 압승을 거두고 제도권 내 주요 정당으로 입지를 굳힌 
반면 알제리의 경우 제 1야당이었던 이슬람 구국전선(the Islamic Salvation 

Front)이 권위주의 정권과 10여년이 넘는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과격 무장단
체로 변모하고 결국 조직 와해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힐 수 있다. 터키의 경
우 세계화 과정을 통해 성장해온 국내 이슬람 자본의 이해관계가 이슬람 정
치세력의 온건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알제리에서는 독립적인 이슬람 
부르주와 계급의 성장이 지극히 저조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를 촉진시키
는 그들의 구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고 개혁파 이슬람 정치세력의 입지
가 강화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이슬람 자본의 규모와 발전 정도가 크고 높
은 순서인 터키, 이집트, 알제리에서 이슬람 정치조직의 온건화와 제도화 수
준이 높은 순서인 터키의 정의발전당, 이집트의 중앙당과 무슬림 형제단,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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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이슬람 구국전선이 각각 나타났다. 

중동에서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와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세력
으로서 이슬람 자본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 자본가
는 과대성장한 권위주의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회세력이 될 수 
있다. 중동의 대부분 나라에서 근대국가 형성과 자본주의의 도입은 식민지 
지배와 맞물려 위로부터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착 헤게모니 계급이 출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슬람 자본주의는 국가 통제의 경제와 사회주
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경제 자유주의와 유사점이 많다. 이슬람 자본가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이윤 증대를 위해 폐쇄적인 시장과 부패한 정권에 반
대함으로써 제한적 국가, 시장 선호, 법과 질서 준수 등의 자유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인 터키와 이집트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세력의 온건 노선 
채택은 정치 이슬람과 자유 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는 알
제리를 비롯한 여타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급진 이슬람 정치세력을 체제 내
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범위를 
서남 및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로 확대시킴으로써 후속 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다. 무슬림 국가라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상이하게 나타나는 정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슬람이라는 문화적 요소가 아닌 구조적이고 정치경제
적인 유사성과 상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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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rveys the role of independent bourgeoisie with accumulated

structural power in promoting liberal democracy. It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eighteenth history of European conjectures about economic interests

taming political passions transposes into quite similar atmosphere of the late

twentieth and early twenty-first centur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

doing so, this work proposes that growing Islamic business interes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Turkey and Egyp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ransforming their

Islamist counterpart in politics into moderate Muslim catch-all parties. Since the

Islamic bourgeoisies as the new riches from the globalization process knew that it

was not possible for them to secure complete control of the secular state, they rather

supported minimal state, rule of law, and pluralism. Furthermore, the Islamic

capitalists motivated the political Islamists to abandon their radical attitudes, to

accommodate themselves to the give and take of democratic politics, and to adopt

more liberal and market-oriented programs favorable to business interests.

In explaining the recent moderation and de-radicalization of the Turkish and

Egyptian Islamic parties, many works have followed one of the two paths

emphasizing either the internal pressure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empirical

institutionalism or the micro foundations of actors' incentives and strategic

calculation pursuing their opportunities i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However,

these competing explanations did not offer a coherent answer regarding timing. This

work focusing on a critical turning point as the globalization process, argues that the

growing drive of the Islamic capitalists for profits, markets, and stability in the

globalization era has contributed to moderation and de-radicalization of the political

Islamists. The Islamic capitalists without hope of capturing control over the state

have sought to coexist with the incumbent regime in order to secure their business

interests. In doing so, they have disciplined the fundamentalist political Isla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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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ed more liberal factions, who ultimately play by democratic rules with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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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zation, empirical institutionalism, strategic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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