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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많은 특징을 공유해 온 한국과 대만이 최초의 민주
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과 대만은 냉전으로부
터 기원한 분단국가로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어
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며, 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많은 유
사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화 이후 최초의 수평적 권
력 교체를 통해 수립된 한국의 김대중 정권(1998~ 2003)과 대만의 천수이볜 정
권(2000~ 2004, 2004~ 2008)이 각각 북한과의 화해・협력 강화와 중국으로
부터의 독립이라는 대조적인 정책을 취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을 민
주화를 거치며 양국의 국내사회에서 대두한 민족주의의 상이한 성격에서 찾는
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종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가 재등장함에 따라 북한을 같은 민족 공동체의 일원, 즉 내집단(內
集團, in-group)으로 보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김대중 정권이 화해

와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정치적 이질성을 강조하는 “시
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을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국가, 즉 외집단(外集團, out-group)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
었다. 이는 천수이볜 정권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대중정책을 추진하
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대만해협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었다.

T

his study investigates why and how South Korea and Taiwan implemented contrasting policies within the relationship of a divided na-

tion after they respectively experienced the first democratic and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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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power. Both South Korea and Taiwan illustrate the incongru
ence between nation and state, and they share many historical similarities
in state formation and development. Given these characteristics, it is an
interesting contrast that while South Korea’s Kim Daejung administration
(1998~2003) pursued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aiwan’s Chen Shui-bian administration (2000~2004, 2004~2008) sought independence from China.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such contrast resulted
from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s which rose in domestic
societies of both countries during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ethnic
nationalism" emphasizing ethnic hom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reemerged, and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in-group
or the same national community, was enhanced. It enable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seek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expectation of peace and unification was raised. In Taiwan, "civic
nationalism" articulating the political difference between Taiwan and China
rose, and the perception of China as the out-group, an authoritarian state
threatening Taiwan’s democracy, became widely accepted. It enabled the
Chen Shui-bian administration to pursue independence from China, and
thus, conflicts and tensions intensified across the Taiwan Strait.

k e y w o rd s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위협 Threat, 국가정체성 State Identity, 냉

전 The Cold War, 반공주의 Anti-Communism, 민족주의 Nationalism, 한국 South
Korea, 대만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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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는 국제정치학의 핵
심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분쟁은 안보나
이익에 관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분쟁
의 당사국 중 일방이 우위를 차지하거나 당사국 간의 타협이 이루
어짐으로써 종결된다. 반면, 종결의 조짐없이 충돌과 긴장, 소강
을 거듭하며 수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분쟁들도 있는데, 이러한 유
형의 분쟁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민족(nation)과 국가
(state)의 불일치이다(Miller 2007).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하나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베스트팔렌적 국가관이 당연
시되는 한, 이 요소들 간의 불일치로부터 초래된 국제적 분쟁은 더
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많은 특징을 공유
해 온 한국과 대만이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
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과 대만은 냉전으로부터 기원한 분단
국가로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어
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 외에도 두 국가는 반
공주의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발전국가 체제하에서의 경
제발전,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의 민주화 등 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
을 때, 민주화 이후 최초의 수평적 권력 교체를 통해 수립된 한국
의 김대중 정권(1998~2003)과 대만의 천수이볜 정권(20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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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8)이 각각 북한과의 화해・협력 강화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조적인 정책을 취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
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을 민주화를 거치며 양국의 국내
사회에서 대두한 민족주의의 상이한 성격에서 찾는다. 한국의 경
우, 북한과의 종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가 재등장함에 따라 북한을 같은 민족 공동체의 일원,

즉 내집단(內集團, in-group)으로 보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김대중 정권이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
는 토대가 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
였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정치적 이질성을 강조하는 시민적 민
족주의(civic nationalism)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을 대만의 민주주
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국가, 즉 외집단(外集團, out-group)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천수이볜 정권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대중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로 인해 대만해협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
그리고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사
례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민주화와 위협인
식, 대외정책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다룬 선
행연구들은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특징을 개괄하는 연구(문흥호
2001; 문흥호 2007),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정책지향적 연구(Cheng and Wang 2001; Lu et
al. 2014; Chang Liao 2014), 남북관계와 양안관계 사이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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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조의 지점을 설정하여 비교를 시도한 연구(Chung 2002; Nam
2013; Im and Choi 2011; Chan et al. 2013; Jager 2007; Lind 2011;
Cho 2012)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선행연구 중 대다수는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 한국
과 대만의 정책을 비교함에 있어 일관된 분석틀이나 이론적 시각
을 결여한 채 병렬적이고 통시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이
라는 관념적 요인을 중심으로 민주화로 인한 최초의 수평적인 정
권 교체 이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 나타난 대조적인 동학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정체성과 위협인식 간의 관계에 주목
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그동안 국제정치학
에서 진행되어 왔던 위협(threat)에 관한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검
토하고, 관념(idea)와 주체(agent) 중심의 접근을 제시한다. III절
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와 반공국가의 형성을 다루며, 구체
적으로는 한국과 대만에서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하
는 반공국가가 형성되어 발전하는 과정이 서술될 것이다. IV절에
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를 거치며 한국과 대만에
서 각각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가 국가 정체성을 구
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
국과 대만의 정치지형에서 정당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
한다. V절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내사회에서 등장한 한국과 대만의
민족주의가 각각 김대중과 천수이볜이라는 최고정책결정자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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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대외정책에 반영되고,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변화시키는 과
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김대중과 천수이볜의 저술과 연설의 내
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VI절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
며, 앞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만의 대중정책을 비교한다. 즉, 본
연구는 특정한 관념에 기초한 국가 정체성이 한국과 대만의 국내
사회에서 공유되고, 정책결정권을 가진 엘리트를 매개로 국가의
위협인식과 대외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정체성과 위협인식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취한다.
위협(threat)은 현대 국제정치학의 가장 고전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현대 국제정치학은 무정부성, 즉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
여 개별 국가의 행동을 규율하는 권위의 부재를 국제정치의 본질
적인 성격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무정부성하에서 개별 국가는 상
위의 권위체로부터 가해지는 어떠한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고 안
보, 권력, 이익을 추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해 언제든
다른 국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처럼 무정부성하에서 어느
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위협이 형성되고 다른 국가들이 그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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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283

283

2017. 6. 8. 오후 1:32

그림 1. 위협의 구성 요소와 현대 국제정치이론

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제정치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
라서 〈그림1〉이 보여 주듯이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위협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동안 위협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물질주의적・구조주의적 관
점을 취하는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세력균
형론과 세력전이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Waltz 1979; Organski
and Kugler 1980). 이들은 국제체제에서 평화와 안정, 전쟁과 불안

정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세부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차이
를 보이나, 위협이 국가 간의 세력배분과 그 변화라는 물질적・구
조적 요인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입장
을 같이 한다.
그러나 물질주의적・구조주의적 편향을 보여 온 현실주의 계열
의 이론들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가장 강력한 도전은 국제정
치에서 사고(idea), 문화(culture), 정체성(identity) 등 관념적 요인
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한 학자들로 인해 야기되었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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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가 구성주의자인 웬트(Wendt)인데, 그는 자신이 “지식의 배분
(distribution of knowledge)” 또는 “문화(culture)”라고 명명한 관념

적이며 사회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이론화를 시도하면서 우월한
세력을 보유한 국가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위협과 등치시키도록 만
드는 무정부성의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유된 관념의 산물임을
지적한다(Wendt 1999).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 내에서도 상대국
가의 의도에 대한 인식, 패권국이 주도해 온 국제체제에 대한 신흥
국의 불만족도 등과 같은 관념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Walt 1987; Tammen et al. 2000; Chan 2007).
인식, 의도, 불만족도 등과 같은 관념적 요인도 현실과 위협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자각은 그동안 국제정치학에서 구
조주의적 접근과 결합되어 널리 수용되어 온 국가의 의인화(擬人化,
anthropomorphization)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상당수의 주요

국제정치이론들은 국가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일한 행위자라고 전제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의인화는 설
명과 분석의 편의를 위한 의도적인 단순화이며, 실제로 관념을 보
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주체는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이
다.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과 웬트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국가의
중심성과 의인화를 전제한 구조주의적 이론의 정립을 지향함으로
써 인간의 주체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해 왔다.
일부 학자들은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의 물질주의적 혹은 구
조주의적 편향과 국가의 의인화를 넘어 관념의 영향력과 인간
의 주체성을 통합하고자 시도해 왔다. 우선 외교정책분석(foreign
policy analysis)에서는 인간만이 관념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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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고,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교차
하는 접점에 위치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Hudson
2005, 5-7).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는 국가 간의 세

력배분구조가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결정자
들의 인식이나 사고와 같은 매개변수에 의해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하면서 현실주의의 물질주의적・구조주의적 편향을 탈피
하려는 시도의 결과이다(Lobell, Ripsman and Taliaferro 2009). 안
보화(securitization) 이론은 안보화 행위자(securitizing actor)가 발
화 행위를 통해 특정한 대상을 안보 영역의 의제로 규정하고, 청중
(audience)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위협이 구성되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두는
비판적 접근에 해당한다(Waever 1995).
본 연구가 기초하는 구성주의 이론 내부에서도 인간의 주
체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웬트의 구성주
의가 국가의 주체성을 전제하고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공유
되는 관념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적 구성주의(internationallevel constructivism)”였다면, “국내적 구성주의(domestic-level
constructivism)”는 국내사회에서 공유된 관념이 엘리트나 대중과

같은 인간 주체를 매개로 대외정책에 반영되는 동학에 주목한다
(Johnston 1995; Hopf 2002; Rousseau 2006).1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체성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되
고, 이를 근거로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형

1

이러한 구분은 루소로부터 빌렸다(Rousseau 2006).

286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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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집단을 외집단으로
규정할 경우, 그로부터 위협을 인식하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학적 관점을 원용한 것이다(Rousseau 2006).
외교정책분석, 신고전현실주의, 안보화 이론, 그리고 구성주
의 등은 인간의 주체성과 관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문제는 현실의 분석과 이론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인간 주체의 범
위를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엘리트들에게만 국한할지, 대중들
까지 포함할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어야 할 점은 특정한 관념이 대외정
책에 반영되려면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의 역
할이 불가결하다는 사실이다. 엘리트들에 의해 부각되어 대중들에
게 제시되고 지지를 획득하는 관념일수록 지배적 위치를 획득하고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Klotz and Lynch
2007, 66-70). 이 과정에서 엘리트들은 이미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

는 관념을 대외정책에 반영시키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관념과 경합 중인 특정한 관념을 대변하고
그에 대한 지지의 확장을 모색하는 “기획가(entreprenuer)”의 역
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협에 관한 관념과 주체
중심의 접근, 특히 구성주의적 시각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
구는 특정한 관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가 정체성이 국가의 위협
인식과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룬다. 우선 국내사회
에서 국가정체성에 관한 특정한 관념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그 관념이 정책결정을 담당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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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매개로 국가가 위협을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외정책을
취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III

동아시아의 냉전과 반공국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핵심으로 하
는 새로운 전쟁, 이른바 “냉전(the Cold War)”이 시작되었다. 이는
유럽을 주요 전장으로 한 미소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양국의 대립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즉 열전(熱戰)에까지는 이르
지 않는 독특한 양상의 전쟁이었다.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질서
를 주도하던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몰락, 그리고 이들을 대신한 미
소의 부상과 함께 시작된 냉전은 강대국 간의 관계는 물론 강대국
과 약소국 간의 관계도 변화시켰다.
우선, 강대국 간의 관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로 재편되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
치며 크게 쇠퇴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전후 국제질서의 주도
권을 놓고 경쟁하였다. 냉전질서의 양극성은 세력의 배분이라는
물질적 차원뿐 아니라 이념적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 소련
이 서로 상반되고 적대적인 이념을 지향하는 정치경제체제에 근거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소의 경쟁은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양국은 다른 국가와 지역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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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와 미소의 부상은 기존의 강대국약소국 관계도 변화시켰다. 유럽 제국들의 동요는 이들이 보유하
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들의 독립운동과 반식민주의 혁명을 촉발시
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식민주의 혁명을 주도한 식민
지의 토착 엘리트들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민족자결
주의와 민주주의,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각각 주창한 미국과 소련
은 반식민주의 혁명을 지원해줄 잠재적인 후원 세력으로 인식하였
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과 소련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개
입을 유인하고자 하였다(Westad 2007, 5-7).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적 개입, 이들의 개입을
유인함으로써 반식민주의 혁명과 탈식민 국가 건설을 달성하려고
했던 제3세계 지도자들의 선택이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냉
전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며 지구적 수준의 갈등으로 발전하
였다. 그러나 열전이 없는 독특한 전쟁으로서의 냉전이 실제로 나
타난 것은 유럽뿐이었고, 오히려 유럽에서의 냉전은 비유럽 지역
에서의 열전을 통해 담보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지역은 바로 동아시아였
다. 미소관계가 전시의 협력관계로부터 전후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적대적 경쟁관계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긴장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과 결합하면
서 동아시아에서의 열전을 촉발시켰고, 이는 냉전의 전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중국내전이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
려는 미소의 경쟁이라는 지구적 요인이 동아시아에 유입된 계기
였다면, 한국전쟁은 이러한 지구적 요인이 동아시아의 탈식민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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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내전이라는 지역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발발한 대규모의
국제전이었다(Chen 2001, 24-35; Mark 2012, 10-13; 마상윤 2014, 73100). 중국내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소 간의 대립에 기초한 지

구적 냉전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동아시아가 지구적 냉전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동아시아 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한 한국과 대
만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치적 조건들을 내재화한 국가체제인 반공
국가(反共國家, anti-communist state)가 등장하였다. 반공주의는 공
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이념으로서, 본 연구
에서는 반공국가를 반공주의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반
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규
율되는 국가라고 정의한다. 중국내전과 한국전쟁 이후의 대만해협
과 한반도는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냉전의 전선 중에서도 열전이
재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었고, 대만과 한국은 반공주의 진영
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반공의 ‘기지(基地)’로 부상했던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표면적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과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제
약하고 권위주의와 발전주의를 정당화했다(Zhu 2002; 조경란 2011;
김지형 2013).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그 자체를 핵심으로 하는 반공

주의의 모호한 성격은 상반되는 요소들 간의 모순적인 결합을 가
능하게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과 더불어 한국과 대만의 반공
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였다.
첫째, 반공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이 법률을 통해 성문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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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되었다. 1948년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대만의 동원
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臨時條款, 이하 임시조관)은 반공국가
의 정체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물리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
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제정된
반공법과 더불어 반공국가의 토대를 이루었으며, 1980년에는 전
두환이 이끄는 새로운 군사정권이 집권한 가운데 반공법이 재차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었다. 대만의 임시조관은 그 정식명칭이 보
여 주듯 “동원”과 “감란”, 즉 총동원체제의 수립을 통한 공산당 세
력의 진압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조치였다. 1948년 4월 소집된 국
민대회(國民大會)를 거쳐 제정된 임시조관은 1972년까지 네 차례
에 걸쳐 수정되면서 반공국가를 공고화시켰다.
둘째, 반공국가는 권위주의 정권과의 결합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하였다. 반공국가가 표면적으로 추구한 이상은 자유민주주의
였으나, 반공국가를 실제로 통치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반
공국가의 정체성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유
지되었고, 권위주의 정권은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반공국
가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를 정당화함으로써
양자 간에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이승만의 개인독재를 거쳐 박정희, 전두환 등 특정한 지도
자를 중심으로 결속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군사정권으로 변모
하였다. 대만의 권위주의 정권은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蔣經國)
부자가 국가총통과 국민당 주석을 겸직하는 가운데 국민당이 국가
기구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결합하는 당국체제(黨國體制)
의 형태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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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과 대만의 권위주의 정권은 다양한 폭력적 또는 비
폭력적 수단을 활용하여 반공주의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
켰다. 폭력적 통제란 법률에 의해 정당화된 국가 폭력을 의미하며,
그 주요 수단은 국가보안법이나 임시조관과 결합된 계엄령과 형법
등이었다 (박원순 1992; 陳顯武 2007; 謝居福 2009; 若林正丈 2004). 반
공적 권위주의 정권은 공산주의자들 뿐 아니라 비민주적 통치에 저
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빨갱이’ 혹은 ‘공비(共匪)’, ‘간첩(間諜)’, ‘비
첩(匪諜)’ 등으로 규정하고 합법적이고 초법적인 폭력을 행사함으
로써 반공국가의 정체성은 물론 정권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김득중 2009; 曾薰慧 2007). 비폭력적 통제를 통한 반공주의의 확산

도 시도되었다. 이는 한국의 대한청년단, 국민보도연맹, 학도호국
단이나 대만의 구국단(救國團) 등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는 관방단
체의 활동(전갑생 2008; 若林正丈 2004), 반공주의적 교육의 장려(王
恩美 2010),

전 사회적인 감시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권위주의 정권과 결합한 반공국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원하였다. 공산주의를 추종하
거나 동조하는 세력들을 혈연, 문화, 역사, 전통의 오랜 공유에 기
초한 민족 공동체의 신성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위협이자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반공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분열된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명분이자 수단이 되었다. 한국에서 등장
한 북진통일과 멸공(滅共), 승공(勝共)의 논리와 대만에서 문화대혁
명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되었던 문화부흥운동 등은 반공국가에 의
한 민족주의의 활용과 동원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반공주
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에 근거하여 제기된 통일론은 도리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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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만해협에서의 대립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실제로는
통일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반공국가는 국제적인 반공주의 연대를 통해 국가의 안
보와 정체성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
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반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연대를 추구하였고, 이는 미국과의 후견-피
후견 관계 형성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창설로 이어졌다. 우선,
한국과 대만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
으로 선회한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53
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1954년에는 대만과 미
국 간의 공동방어조약이 체결되었다(이혜정 2004; 나영주 2006; Lin
2013). 이로써 한국과 대만은 미국이라는 후견국으로부터의 정치

적 지지와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획득하였고, 미국은 일본을 거점
으로 하는 지역 동맹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과 대만의 도발
로 인한 또다른 열전의 발발을 제어할 수 있었다(Cha 2010, 168).
한국과 대만은 반공을 위한 양자 간의 직접적인 연대도 모색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창설로
결실을 맺었다. 반공을 지지하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합체를 조
직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1949년에 필리핀의 퀴리노, 대만의 장제
스, 한국의 이승만이 이른바 ‘태평양 동맹’의 결성을 제안함으로써
시도되었으나, 당시에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과의 우호적 관계를 모색하던 미국의 거부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창설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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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반공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공유하고 아시아에서의 반공주의
연대를 주도한 한국과 대만 간의 긴밀한 협력은 1992년에 이르러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도 존재했다. 한국의 반공주의가
엘리트와 대중 모두에 의해 광범위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측면을 보인 반면, 대만의 반공주의는 중국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륙으로 망명해 온 국민당에 속한 소수의 집권 엘리트
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차이는 한국과 대만 엘리트 집단의 성격, 그리고 한국전쟁과 중
국내전에 대한 대중들의 직접적 경험 여부에 따라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반공주의에 대한 엘리트들의 합의와 지지가 존재
하였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던 이승만과
그 측근세력, 그리고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세운 군부로 이어지는
한국의 집권 엘리트들은 강경한 반공주의적 성향을 보였다(김명섭·
김주희 2013, 76-83; 김득중 2009, 450-458).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권

을 두고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한국의 대항 엘리트들도 반공주
의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다는 점이다(후지이 2011, 10-20; 박원순
159-177). 이는 대항 엘리트 중 대부분이 반혁명적이고 반공주의적

인 성향을 지닐 수 밖에 없는 대지주들과 관료 출신들이 주축이 되
어 결성한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직후부터 한반도에서 지속된
폭력 사태,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반공주의
수용을 가능하게 했다. 해방군을 자처했던 북한군에 의한 병력과

294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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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물자의 강제적 징발, 북한군과 협력한 공산주의자들의 횡포,
북한군과 공산주의자들에게 협력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
을 경우 가해지는 한국군의 무자비한 보복 등을 일상적으로 체험
하면서 한국의 대중들은 생존을 위해 반공주의를 자발적이고도 적
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일상적 체험에서 비롯된 한국 대중의
반공주의는 이념이나 사상보다도 감정이나 정서의 형태로 더욱 심
층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이하나 2012).
반면 대만에서는 국민당에 속한 소수의 집권 엘리트들 사이에
서 배타적으로 공유되었던 반공주의가 대항 엘리트나 대중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 장제스로 대표되는 국민당 엘리트들은 강
력한 반공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김명섭·김주희 2013, 7683; 김득중 2009, 450-458), 대륙을 수복하기 위한 기지를 구축한다

는 명분을 내세워 대만 출신의 토착 엘리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
적, 사회적 기반을 빼앗고 이들의 참정권마저 제한하였다(若林正丈
2004, 111-116; 정형아 2014, 175-176). 잠재적인 저항세력이 될 수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은 조직 내부의 분열과 미숙한 혁명 전술의
구사로 인해 국민당의 당국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蘇慶軒 2013, 129-132; Ho 2014, 490-493).
대만 본토 출신이 대다수였던 대중들은 막강한 군대와 조직을
보유한 국민당의 반공주의적 통치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
나 한국의 대중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반공주의를 자발적이고 능동
적으로 수용할 계기가 없었다. 대륙에서 전개된 반공주의적 투쟁
과 중국내전의 체험은 국민당 엘리트들을 비롯한 대륙 출신의 망
명자들, 이른바 ‘외성인(外省人)’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고,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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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本省人)’이라고 불리운 대만 본토 출신의 주민들에게 각인된 것
은 오히려 1947년의 2·28 사건처럼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과 외
성인들로부터 가해진 억압과 폭력, 착취에 대한 반감이었다.2 국민
당은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반공주의에 대한 대
중적 지지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王恩美 2010).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반공주의와 대만 반공주의의 차이는 두
국가에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이나
그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집권 엘리트들에 의해 대항
엘리트들과 대중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 대만 반공주의의 해체
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에 기여하
였다. 반공주의와 결합하여 국민당에 의해 동원되었던 종족적 민
족주의가 민주화로 인해 권위주의 정권이 해체됨에 따라 그 정당
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반공국가인 대만이 공산당으로부터 대륙
을 수복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한다는 구호는 더 이
상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대만해협에 걸친 종족적 유대의 약화
로 인해 대만과 중국을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부분
이 아니라 상이한 정치체제에 근거한 별개의 실체, 즉 외집단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반면, 엘리트들과 대중들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던 한
국의 반공주의는 민주화와 탈냉전을 거치면서 정당성이 크게 약화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로 인해 대만

2

일본 식민통치의 종식과 더불어 대만에 진주한 국민당과 외성인들에 대한 본성인
들의 반감은 “개가 가고 돼지가 왔다(句去猪來)”라는 구절로 표현되고 회자되었
다(若林正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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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민주화로 인한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가 반공주의와 결합했
던 종족적 민족주의의 약화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
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주화로 인해 냉전 시기 동안 반공주의
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되고 왜곡되었던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주
의로부터 분리되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대만에서처럼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주의와 함께 쇠퇴하기 보다는 민주화 이후에 잔존
한 반공주의와 분리되어 경합하고, 나아가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
을 위한 독자적인 기반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IV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민족주의의 부상

1.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반공국가의 위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대만의 반공국가는 남유럽으로부
터 시작된 “민주화 물결”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민주
화의 물결이란 “특정한 기간 동안 비민주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집단적 이행이 반대의 경우를 압도하며 전개되는 현
상”으로 정의되는데 헌팅턴(Huntington)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시작되어 15년 동안 전 세계로 확산된 민주화의 물결은 역사상 세
번째의 물결이었다(Huntington 1991, 15-26).
문제는 민주화의 물결이 동아시아로 확산된 1980년대는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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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초프(Gorbachev)가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통해 소련과 공산주
의 진영의 근본적인 개혁을 모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전재성 2015, 16).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인한 내부적 충격과 민

주화의 물결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맞물리면서 소련과 공산주의 진
영은 동요하였고, 이들을 한 축으로 하는 지구적 냉전체제도 종언
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민주화와 탈냉전은 한국과 대만의 반
공국가에게도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였다. 그동안 반공국가는 냉전
이 초래한 외부적인 안보 위협을 통해 정당화되고, 강제력을 행사
하는 권위주의 정권과 결합하여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집권 엘리트와 대항 엘리트 간의 타협, 즉 “전위
(transplacement)”를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Huntington 1991).

1979년 박정희의 암살로 인해 제1기 군사정권이 붕괴된 직후 발
생한 군사정변을 통해 수립된 전두환의 제2기 군사정권은 1983년
에 저항 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를 단
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예상과 달리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
반에 걸쳐 폭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1987
년 6월에 이르러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함으로써 민주화 세력과 시
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이 김대중 지지파와 김영삼 지지파로 분열
됨에 따라 198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의 측근이
자 제2기 군사정권의 핵심인물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노태우는
군사정권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안정
적으로 관리하였고(강원택 편 2012), 박정희의 측근이자 제1기 군
사정권의 핵심인물인 김종필, 민주화 세력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

298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298

2017. 6. 8. 오후 1:32

이며 온건한 성향을 보였던 김영삼과 제휴하여 ‘3당 합당’을 성사
시킴으로써 국내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였다(강원택 2012, 73-82).
대만의 민주화는 장징궈과 그 후계자인 리덩휘(李登輝)
가 이끄는 국민당의 지도부 등 집권 엘리트가 주도하는 “변환
(transformat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Huntington 1991). 1986

년 9월 장징궈의 묵인하에 대만 정치사에 있어 최초의 야당인 민
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이 창당되었고, 1987년에는 장징
궈의 명령에 따라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계엄령과 언론 활동의 제
한 조치(報禁)도 해제되었다.
대만의 민주주의 이행은 1988년 장징궈가 사망한 이후 그를
승계하여 국가총통 겸 국민당 주석에 취임한 리덩휘에 의해 가속
화되었다. 본성인 출신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거쳐 국민당
정권의 요직을 두루 경험한 리덩휘는 장징궈가 초석을 놓은 각종
개혁 조치와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는 국민당내 보
수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통 직선제 실시, 국민대회와 입법원
(立法院) 선거의 전면적 개방을 이루어냄으로써 대만 민주주의의

대부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민주화의 물결이 동아시아로 유입됨에 따라 촉발된 한국과 대
만 두 반공국가의 위기는 대외정책의 변화,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임시조관으로 상징되는 제도적 기반의 약화라는 두 가지 양상으
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 반공국가의 변화는 대외정책의 전환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7・7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물론 북한과의 관
계 개선을 도모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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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북방정책의 결과 노태우 정권은 1991년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김인걸 1999,
28-30; 정규섭 2011, 2), 북한의 후견국이었던 소련, 중국과의 수교

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북방정책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불안정
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한국 반공국가의 존립 근거는 그
만큼 취약해졌다.
한국 반공국가의 위기는 민주화로 인해 가중되었다. 민주화로
인해 반공국가와 권위주의 정권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던 국가
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
력은 국가보안법의 모호성으로부터 초래되는 자의적인 법률 적용,
한국이 추구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의 괴리, 탈냉전과 남
북관계의 개선 등을 근거로 들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였다(이창호 1990, 204-210; 제성호 2003, 70-103). 결국 1991
년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폭 개정되었다.
대만의 반공국가도 장징궈와 리덩휘가 주도한 대중정책의 변
화로 인해 동요하기 시작했다. 장징궈와 국민당 지도부는 1987년
10월 중국과 “접촉하지 않고(不接觸), 대화하지 않고(不對話), 타협
하지 않는다(不妥協)”는 기존의 삼불(三不) 방침을 철회하고 대만
주민들이 중국 본토에 있는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탐친(探親)을 실시하였다. 장징궈의 뒤를 이어 집권한 리덩휘도 실
용외교(務實外交)를 표방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
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후 리덩휘의 지시에 따라 국가통
일위원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설치되고, 경제무역교류의 촉
진을 위한 5대 원칙이 마련되는 등 양안관계의 개선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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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되었다. 대외정책의 영역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전환은 양
안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산화된 중국과의 양립불가능성을 전제로 성립된 반공국가의 정
체성이 약화되었다.
대만의 반공국가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해체의 국면에 돌입하
였다. 1991년 4월 소집된 국민대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임시
조관의 폐지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임시조관에 이어 그 하위법률인 징치반란조례(懲治叛亂條例) 등은
물론 임시조관과 계엄령을 근거로 대만 사회에 대한 국민당 정권
의 강제력 행사와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경비사령부도 폐지되었다
(문흥호 2001, 471-473). 임시조관의 폐지로부터 단행된 일련의 조

치들은 계엄령 해제 이후 본격화된 반공국가의 해체가 불가역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 주었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동아시아의 민주화가 지구적 냉전체
제의 해체와 결합되면서 반공국가는 명백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두 반공국가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는 민주화와 연계된 국내정치
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적 파급력을 갖는 사안이기도 했다.
그동안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던 반공주의가 정
당성과 적합성을 상실함에 따라 한국과 대만에서는 대안적인 국가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공통된 결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민
주화를 거치며 한국과 대만에서 부상한 민족주의는 두 국가의 특
수한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여 상이한 성격을 지녔으며, 이로 인해
최초의 수평적인 정권 교체 이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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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2. 한국의 민주화와 종족적 민족주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신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신화가 외형, 언어, 종교 등에서 나타나는 현
재의 유사성에 의해 입증된다는 인식에 주안점을 두는 공동체 의
식”으로 정의된다(Brown 2000, 50-51). 한국에서는 오랜 영토적 경
계의 안정성, 반식민주의 운동 등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종
족적 민족주의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대안적인 정체성들과 경합하
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Shin
2006, 18-20). 그러나 냉전 시기 동안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반

공국가의 강화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다. 공산
주의에 대한 추종은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
주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의 논의는 권위주의 정권이 통제하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민주화는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주의의 구속으로부
터 벗어나 정치적 변화를 추동하는 독자적인 동력으로 재등장한
계기였다. 민족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매개였으며, 반공주의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민족주의 담론과 그에 근거한 다양한 통일론들이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점차 통일과 대북정책
등 국가 정체성에 밀접히 연관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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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 멸공(滅共)
←
승공(勝共)

→

평화통일

←

→

화해와 협력

흡수통일

↑↑↑
종족적 민주주의

그림 2. 한국의 정당과 사회세력의 계보

반공주의와 분리되어 사회적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부상한 민
족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종족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림2〉는 민족주의, 통일, 대북정책 등 국가 정체성의 문제들
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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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그 궁극적 지향인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었기 때문에 통일의 여부보
다는 통일의 성격과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균
열이 형성되었다. 그림의 왼쪽에 위치한 세력들은 반공주의를 민
족주의보다 우위에 놓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무력을 사용해서
라도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북진통일론과 멸공(滅共)의 구호로
부터 출발하여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흡수해야
한다는 승공(勝共)의 논리와 흡수통일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반면
오른쪽에 위치한 세력들은 반공을 위한 민족주의의 동원과 왜곡을
거부하면서 민족주의의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였
는데, 이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평화적 통일을 지
지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복원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수립된 노태우 정
권은 반공주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종족적 민족주의
의 힘에 주목하였다. 북방정책은 민주화를 거치며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가능해진 대외정책의 전환임과 동시에,
반공의 논리하에서 제약받아 온 민족주의의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민주화 세력에게 빼앗긴 국내정치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노태우
정권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결과였다(전재성 2003, 39-40). 앞서
언급한 대로 노태우 정권은 북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 한소수교, 한중수교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
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북방정책은 현실주의적, 국가중심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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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입각한 공세적 외교 전략이었다(전재성 2012, 228-231). 노태
우 정권은 국가에 의한 대북교류 독점(창구단일화론)과 우월한 국
력에 기초한 대북압박을 추구하고,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등 반공국가 시기의 대북정책과 일정한 수준의 연속성을 보
였다. 둘째, 북방정책의 실행주체인 노태우 정권의 핵심인사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일원으로서 냉전시기의 적
대적인 북한관을 고수함에 따라 북방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노태우 정권이 반공주의를 민족주의보다 우선시하던 권위주의 정
권과의 연속성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민주화 이후 수립된 민간정권들이 냉전 시기의 반공적 권위주
의 정권과 완전히 단절되지 못함에 따라 민족주의의 전면적 수용
과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좌절되는 양상은 김영삼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경
쟁자인 김대중에게 빼앗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노태우가 이끄
는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 박정희의 측근이었던 김종필의 공화
당과 같은 반공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창당한 민주자유당(이하 민자
당)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논리에 입각한 남북관

계의 개선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박태균 2014,
14-17). 즉흥적인 정책 결정이나 체계적인 대북정책 구상의 결여와

같은 최고정책결정자인 김영삼 개인의 특성에다 1990년대 들어
표면화된 북핵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
공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
권이 반공주의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가운데, 민족주의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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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305

305

2017. 6. 8. 오후 1:32

한 대북정책의 전환과 통일 논의의 활성화를 주도한 것은 재야(在
野)

세력과 학생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사회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 개방된 정치공간에서 민족주의의 기반을 확대시키고
자 하였으며, 한국이 반공국가의 정체성을 탈각하여 자주적인 통
일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야는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존재하였던 비제도적인
조직적 반대운동”으로(박명림 2008a, 232),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
는 다양한 세력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였다. 이들은 냉전, 반공국
가, 권위주의 정권의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한국의 억압적인 정치
구조하에서 국회, 정당, 이익집단들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
한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다. 1964년 박정희가 추진하던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지식인, 운동가, 학생들이 연대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재야는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
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박명림 2008b, 32-36). 권위
주의 정권의 통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야의 활동 범위가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회복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 수호, 절대화된 반
공주의의 억압으로 인해 억압된 통일 논의의 활성화 등으로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재야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 것은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이념적 순수성, 맹목적인 반공주
의를 거부하며 민족주의의 실현을 위한 저항을 선도하는 행동주
의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재야의 일부임과 동시에 지식인, 종교인,
노동자 등 재야에 속한 다른 행위자들과는 구분되는 집단이었으
며, 민주화가 진전되고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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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생 세력은 4・19 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 가운데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자립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는 등 1960년대부터 강한 민족
주의적 지향을 보여 왔다(오제연 2007, 309-313). 또한 초기에 민족
주의적 지향을 보였던 박정희 정권이 민족주의를 정권 강화와 근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자 학생들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
항 세력으로 변모해갔다.
군사정변을 통한 전두환 정권의 수립 이후 재야와 학생들의
저항은 더욱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광주
에서 전두환과 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장악에 반발한 시민들이 시
위를 일으키자 전두환 정권은 계엄군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학살하
고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 투입에 제동을 걸 수 있
었던 미국이 이를 묵인했음이 알려지면서 재야와 학생, 민주화 세
력 내부에서는 반미주의와 결합한 급진적 민족주의가 대두하였다.
광주사태를 계기로 민주화 투쟁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
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고 한반도의 분단
과 냉전을 영구화시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자주와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이상의 실현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채장수 2007, 248-252). 특히 민족의 문제를 중시한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해방(NL)파”는 마르크스-레
닌주의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변형시킨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
하는 급진적인 면모를 보였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을
장악함으로써 그 세력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장시켰다(채장수 2007,
252-255; 이수인 2008, 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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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강화되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고조
되는 가운데 재야 세력과 학생운동가들은 1985년 민주통일민중
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권위주
의, 분단, 민중의 소외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민중 운동을 함께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
였다(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5, 38-42). 창립 이후 민통련은 김대
중과 김영삼 등 대항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이
하 민추협)와도 상호의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화 투

쟁을 이끌었다. 재야 세력과 대항 엘리트들 중 어느 일방도 반공국
가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간의 제휴는 불가피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
국의 민주화를 성공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대항 엘리트들과 재야 세력 간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방식, 민
주화 이후 추구할 국가상 등에 관하여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했
다. 이러한 이질적인 세력 간의 연합이 성사되도록 중재자의 역할
을 수행한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대항 엘리트들의 지도자
였던 김대중이었다. 그는 일찍이 통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의 노선과 구상들을 제시해 왔으며(마상윤
2011), 그로 인해 반공주의가 절대시되었던 한국의 협소한 정치지

형과 반공주의적 기원을 가진 야당 내에서 진보적이며 민족주의적
인 성향을 비교적 강하게 보이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의 동지이자 경쟁자인
김영삼보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더 심한 견제와 탄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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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합당으로 인해 정치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
었다.
반공주의보다는 민족주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함으로써 김
대중은 오랫동안 중앙정치에서 배제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 동안 재야와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의 탄
압으로 인해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그는 재야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력은 그가 경쟁자였던
김영삼보다 재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었다. 실제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이 김대중 지지
파와 김영삼 지지파로 분열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재야 인사들과
학생운동가들은 김영삼이 아닌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3
또한 1988년에는 97명에 달하는 재야 인사들이 김대중이 당수로
있던 평화민주당에 대거 합류하였다(Jeong 2013, 244-251). 이러한
재야 세력과 학생운동가들의 행보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 중 김
대중이 가장 적합한 연대의 대상이라는 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
과였다.
3당 합당을 통한 통일민주당, 민정당, 공화당 간의 보수대연
합 이후 김대중과 재야 세력의 연대는 더욱 공고해졌다. 김대중과
3

일례로, 전대협의 모태가 되었던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서대협)은 대통
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월 29일 김대중 선생의 여의도 집회와 12월 5일 김영
삼 총재의 여의도 집회는 이 땅의 모든 애국민주세력과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
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 선생이 4천만 국민의 단일후보임
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단일후보 김대중” “명예퇴진 김영삼” 이것은 김영
삼총재의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16일 군부독재
와의 판가름 결전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구국의 대의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으로써 김영삼이 아닌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오근석 1988,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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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세력은 3당 합당에 반대하는 대항 엘리트들까지 포함하는 반
대연합을 규합하여 새롭게 민주당을 창당하였으며, 보수대연합에
대항하기 위한 이념적 차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강원택 2012,
86-89).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에게 재차 패배한 이후 해

외에 머물던 김대중은 1995년 귀국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하였으며,
민주당을 기반으로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국민회의 창당 이후에도 학생운동가들을 비롯한 재야 인사들의 영
입은 지속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 재야 세력과 학생운
동가들은 대항 엘리트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였다.
특히 이들은 대항 엘리트들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김대중
과 협력함으로써 민족주의의 기반을 확장시켜 나갔다. 재야와의
연대는 3당 합당을 통한 보수대연합의 결성으로 인해 초래된 정치
적 고립을 타개하려던 김대중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3. 대만의 민주화와 시민적 민족주의
시민적 민족주의는 “같은 영토에 거주하며, 그 영토의 국가와 사회
제도에 헌신하고,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운명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독특한 국가적 성격과 시민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정의된다(Brown 2000, 50-51). 대만에
서는 장기화된 분단, 경제적 성장, 정치적 자유화로 인해 중국과
는 구분되는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Woei 2001, 1721).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에 이르러 대만인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외부로부터의 억압과 지배에 항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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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본토화(本土化)’ 운동으로 표출되었다(Makeham 2005, 1;
박병석 2010, 113-114). 학술과 문화 영역에서 시작된 본토화 운동

은 곧 민주화와 맞물리면서 국민당 정권에 의해 반공주의와 결합
되었던 종족적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등장을 촉
진하였다.
민주화는 본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항 엘리트들의 정치 참여
를 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대만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조하
는 본토화 운동이 정치의 장에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민족
주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종
언을 고함에 따라 반공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간의 결합은 그 정
당성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대만의 주도로 중국과의 통일을 이루
어야 한다는 냉전 시기의 국가적 합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보유한 정치
적 실체로서 대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민족주의가 부상
함에 따라 민주화 이후 대만의 정치지형은 통일과 독립에 대한 찬
반에 따라 재편되었다.
〈그림3〉은 중국과의 통일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사
안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대만의 정치지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그것의 실현으로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유지되었던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통일이나 독립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 균열이 형성되었다. 그림의 왼쪽에 위치
한 세력들은 대만과 중국 간에 존재하는 종족적 동질성에 주목하
면서 통일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다. 국민당과 그로부터 갈라져
나온 신당(新黨), 친민당(親民黨)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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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종족적 동질성

→

현상유지/자결

←

→

독립

정치적 이질성

↑↑↑
본토화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

그림 3. 대만의 정당과 사회세력의 계보

당을 중심으로 범남(泛藍) 진영을 구성한다. 반면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한 세력들은 대만과 중국 간의 정치적 이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독립을 주장한다. 민진당과 그로부터 분당한 건국당(建國黨), 국민
당에서 탈당한 리덩휘 지지파가 창당한 대만단결연맹(臺灣團結聯盟,
이하 대연)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범녹(泛綠) 진영을 형성한다.

시민적 요소를 내포한 새로운 민족주의의 부상은 대만의 정치지형
에서 통일과 독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당 간의 경쟁과 양대 진영
간의 대립이 중첩되는 구도가 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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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과 문화 영역에서의 본토화 운동이 정치 영역에 유입되어
대만 민족주의를 추동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민주화로 인한 민진
당의 창당이었다. 국민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엘리트들
의 연합체인 당외(黨外)에 기원을 둔 민진당은 1972년 실시된 입법
원 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중화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민
주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Rigger 2001,
17-18). 1986년 9월 장징궈의 묵인하에 민진당이 창당됨에 따라

당외의 오랜 투쟁은 결실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대만 정치에서는
민족주의와 통일, 독립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이질적인 세력들 간의 연합에 기초하여 창당된 민진당
내부에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구호로 내세웠던 “자결(自決)”, 즉 대
만의 미래를 대만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
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미려도파
를 비롯한 온건파는 자결의 의미를 국내정치적 민주화에 국한하려
고 한 반면, 신조류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자결을 양안관계에
까지 적용시킴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Rigger 2001, 25-30; Chao 2002, 104-106).
이 논쟁에서 신조류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민진당은 “주
권을 가진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대만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선
언하는 이른바 대만공화국건립강령(臺灣共和國建立綱領)을 당헌에
삽입하였고, 독립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러나 독립론을 제기한 민진당은 1996년 실시된 최초의 총
통 직접선거를 포함한 일련의 선거에서 연패하였다. 이는 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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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이 중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대만의 존재를 지
지하면서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개선되기 시작한 양안관계를 다
시금 갈등과 대립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민진당의 급진적인 독립
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민진당 내에서는 대
만이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독립을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으며, 양안관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곧 대만의 독립
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론이 등장하여 당의 공
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Rigger 2001, 135; Chao 2002, 112115), 점차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민진당의 수정

주의 노선에 불만을 품은 펑밍민(彭明敏)을 비롯한 급진파들은 민
진당을 탈당하여 1996년 10월 건국당을 창당하였으나,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민진당에 의한 독립론의 제기와 더불어 대만 민족주의의 부
상을 가능하게 한 또다른 요인은 국민당의 본토화였다. 이는 중국
본토로부터 건너온 외성인 엘리트들의 정당이었던 국민당의 주도
권이 점차 본성인 엘리트들에게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하였다(Tan
2002, 153-154). 본성인 출신이었던 리덩휘가 장징궈 사후 국가총

통 겸 국민당 주석에 취임한 것, 리덩휘 집권 이후 본성인 엘리트
들이 국민당의 핵심조직인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
등은 모두 국민당의 본토화를 보여 주는 징후들이었다( Jacobson
2005, 19-22; 문흥호 2001, 469-471).

또한 집권 초 장징궈의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는 듯 보였던 리
덩휘는 점차 대중정책과 대외정책에 있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3년에 민진당이 제기해 왔던 UN 재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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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제적으로 공론화시켰으며, 남향정책(南向政策)을 실시하여 대
만의 무역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198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성장
한 양안 간의 경제교류로 인해 대만이 중국에게 종속되는 것을 예
방하고자 했다(윤상우 2010, 113). 이와 같은 리덩휘의 행보에 반
발한 국민당 내의 반리덩휘 세력은 자오샤오캉(趙少康)을 중심으
로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였다. 신당은 리덩휘가 등장한 이후 본
토화된 국민당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국민당의 정통을 계승하
고 있음을 주장하고, 중화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민당의 전통적인
노선에 따라 중국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
다.
반대파의 탈당으로 오히려 국민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게 된
리덩휘는 중국과 구분되는 대만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5년 미국 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을 방문한 리덩
휘는 유학 시절 모교였던 코넬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산주
의가 종말을 맞고 있으며,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언하였다(Zhao 2002, 225-226).
리덩휘의 미국 방문과 코넬대학교 연설을 독립을 위한 포석으로 해
석한 중국은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대만해협에서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양안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1996년 3월 실시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총통에 재선
된 이후 리덩휘의 행보는 더욱 과감해졌다. 리덩휘의 지시에 따라
1996년부터 실행된 “계급용인(戒急容忍)” 정책은 남향정책과 마찬
가지로 양안 간의 경제교류에 제동을 걸어 대만이 중국에게 경제
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또한 리덩휘는 독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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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8
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인 마잉저우(馬英九)를 위
한 지원 유세에 나선 리덩휘는 “신대만인(新臺灣人)”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대만을 사랑하고 자신과 대만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만
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지은주 2009, 202-204). 대만을 위해
헌신하고, 대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누구나 신대만인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논쟁을 가열시켰다
(Lee 1999, 9-14).

독립에 대한 리덩휘의 지지는 1999년 7월 독일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그가 제기한 “특수양국론(特殊兩國論)”을 통해 명확히 드러
났다. 리덩휘는 양안관계를 합법정부와 반란단체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두 국가 간의 관계”라고 규정하
였던 것이다(政大機構典藏 1999). 이러한 그의 태도는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양국론이 제기되자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다시금 대규모의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대만 측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국민당 내에서는
리덩휘가 조종하기 쉬운 롄잔(連戰)을 무리하게 후계자로 지명함으
로써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도 독립론을 관철시키려는 것에 반발한
인사들이 쑹추위(宋楚兪)를 중심으로 탈당하여 중국과의 단계적 통
일을 지향하는 친민당을 창당하였다. 국민당이 분열된 가운데 실시
된 2000년 총통 선거에서는 민진당 후보 천수이볜이 승리하였고,
리덩휘와 그의 지지자들은 국민당을 탈당하여 대만의 독립을 강력
하게 주장하는 대연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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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만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중심(http://esc.nccu.edu.tw/course/news.
php?Sn=166); Sobel et al. 2010)
그림 4. 대만인들의 자기 정체성 인식 [단위: %]

이처럼 민주화 이후 대만에서는 민진당의 창당과 독립론의 제
기, 국민당의 본토화 등을 거치며 대만이라는 공간 안에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운명공동체에 대한 애정
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족주의가 자리 잡았다. 냉전 시
기의 민족주의가 중국과의 종족절 동질성을 부각시키며 반공주의
와 결합했다면,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는 대만이 중
국으로부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며 발전해 온 민
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민적 민족주의의 특성을 보
여 주었다. 이러한 시민적 민족주의의 등장과 확산은 장기간에 걸
쳐 변화한 대만인들의 정체성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이에 근거한
소벨(Sobel)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한 〈그림4〉는 1990년대 이
후 대만인들의 정체성 인식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변화의 한 단면
을 보여준다(國立政治大學; Sobel et al. 2010). 이 표에 따르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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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대만인과 중국인의 정체성을 “모두(都是)” 인정하는 이
중적 정체성이 폭넓게 수용되는 가운데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여기는 응답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만이 정치적으로는 중국과는 별개의 실체이지만, 문화적
으로는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을 말해주며, 종족이나 혈연, 문화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자
신을 대만인이라고 보는 대중들이 새로운 다수를 형성해가고 있음
을 말해준다(Wang and Liu 2004, 575-578; 지은주 2009, 192-205).
슈베르트(Schubert)는 본토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대만 사
회에서 국가 정체성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합의(overarching
consensus)”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Schubert 2004). 대만

이 종족적・문화적으로는 중국의 일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

된 주권을 갖는 운명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가
고 있다는 것이다(Rigger 1999/2000, 547-550; Schubert 2004, 535538). 이처럼 대만에서는 장기화된 분단을 거치며 국민당과 중화

민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소멸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위
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운명공동체가 형성되고, 자유민주
주의에 근거한 정체(政體)의 수립과 완성을 지향하는 시민적 민족
주의가 자리 잡았다(Wong 2001, 185-193). 대만의 독립이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명시
적인 독립을 지지하는 대만인들은 여전히 소수이다. 그러나 대다
수의 대만인들은 대만이 중국과는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현재의
상태를 지지하는 현상유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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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더 이상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V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만의 대중정책
1. 한국: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한반도의 화해・협력
민주화로 인해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종족적 민족주의가 부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반공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각
하지 못했다. 전술한 대로 국가 형성 과정과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엘리트와 대중들의 자발적 지지를 확보한 한국의 반공주의가
사회 내부에 깊이 착근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반공적 권위주
의 정권을 구성했던 집권 엘리트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
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거치며 개방
된 정치지형에서 민족주의는 반공주의와 경합해야만 했다.
반공주의와 경합 중이던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대외정책
에 반영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정
책결정자인 김대중이 민족주의를 지지하고 이를 대외정책에 반영
하는 기획가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대
중은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민족의 통일에 관하여 가장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미 1971년 신민
당 후보로 처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
류와 평화협정을 추진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마상윤 2011, 122-124).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
지는 반공적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족적 민
족주의에 근거한 자신만의 통일론과 대북정책을 발전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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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언어, 역사, 문화, 그리고 혈통의 공유에 의해 정의되
며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실체로 보는 김대중의 민족관은 통일 방안으로부터 햇볕정책에 이
르기까지 그가 구상한 대외정책의 토대였다(김대중 1994, 64). 김
대중이 한국전쟁 당시의 체험으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김대중 2010a, 62-73), 민주화 운동을 이끈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야말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라
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분단된 민
족 내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는 후술하게 될 천수이볜과 달리 제
도나 가치 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이질성보다는 종족적 동질성을
중시하였다. 그는 한국인들이 1945년 분단에 이르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혈연, 역사,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동질적인 민족 공
동체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역사적 책무이기도 함을 강조하였다(김대
중 1993d, 122). 그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란 한국인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거쳐야 할 첫 단계였다(김대중 1993a, 243-244; 김대
중 1993c, 166).

이러한 민족관을 토대로 김대중은 통일의 달성을 위한 “선민
주 후통일”과 “점진적 통일”이라는 두 개의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선민주 후통일”이란 통일에 앞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정권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대중 2010a, 296). 김
대중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통일에 관한 자유로운 담론의
제기를 허용하는 개방된 공론장을 마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한
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포기시키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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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반공주의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Kim 1984, 264-268).
“점진적 통일”이란 통일이 자주, 평화, 민주라는 세 가지 가치
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Kim 1983, 230; 아
태평화재단 1995, 297; 김대중 2010a, 281-282). 특히 김대중은 자신

만의 독자적인 구상으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여 경제적 통
합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연합, 연방제를 거쳐 통일에 이르러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겪
은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전쟁이나 흡수를 통한 통일을 거부하였으
며(김대중 1994, 23-24; 김대중 2010a, 617-619), 남북한이 각자 일정
한 수준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유하는 연합이나 연방과 같은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게 강요하지 않더라
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
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리라 보았다.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김대중은 자신의 민족관과 통
일론이 반영된 햇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3년
김대중이 ‘태양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언급되었던 햇볕정책은
일방에 의한 무력 사용이나 흡수를 거부한 가운데 남북한 간의 공
존, 공영,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였다(김대중 1999, 65; Levin and Han
2002; 김대중 2010b, 643-644).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이 국가의 대

북교류 독점과 북한에 대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사고에 근거했던 반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민간의 참여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산 효과를 기대하는 자유주의적・기능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있었다(황지환 2011, 19-23). 이러한 햇볕정책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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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연구원 KINU국민통일여론(http://www.kinu.or.kr/www/jsp/prg/stats/
PollList.jsp))
그림 5. 한국인들의 대북인식 [단위: %]

침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었고, 이는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정권의 수립 이후 종족적 민족주의
는 반공주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그림5〉에서 나
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적이 아니라 내집단, 즉 같은 종족적・민
족적 공동체 안에서 혈연을 공유하는 형제로서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최고정책결정자인 김대중
의 정치적 신념과 그가 구상한 햇볕정책을 매개로 남북관계와 한
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나타났다.
첫째, 종족적 민족주의의 강화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
발 등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에 여러 차례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확고하고도 일관되게 정책 수단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배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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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대중은 집권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
한 ‘일괄타결’을 주장해 왔다. 이는 북한이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
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
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었다(Kim 1993; 김대중 2010a, 629). 예
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
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
면서도 한국과 미국 역시 ‘포괄적 접근 전략’을 취함으로써 탈냉전
이후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위협을 이해하고 완화시키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2010a, 141-143).

김대중은 북한에 대한 섣부른 강경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을 자극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
였다. 북핵 위기로부터 촉발되는 일련의 연쇄 작용으로 인하여 남
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민족 공동체가 공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김대중 1993a, 249-250; 김대중 1993b, 227228). 김대중 정권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사고와 논리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한 공격적이고 군
사적인 대응을 일관되게 거부하였으며, 북한과의 협력과 화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둘째, 종족적 민족주의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위협인식 자체
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양상은 국방부에서 매년 발행해 왔던
〈국방백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전개
된 이른바 “주적(主敵) 논쟁”을 통해 잘 드러났다. 2000년 6월 남
북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부터 김대중이 당수로 있던 새천년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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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민족주의적 성향의 진보 세력들은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온 국방부의 방침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Jung 2010, 954-958). 이들은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을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협력과 민족 공동체의 회
복을 추구하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방부는 결국 이를 수용하였으며, 2000년 12월 발행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규정을 포함하여 북한을 자극할 만한 모
든 표현들이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조선일보 2000a; 조선일보
2000b).

그러나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이 삭제된 〈국방백서〉를 둘러싼
논쟁은 이듬해인 2001년까지 지속되었다. 새천년민주당과 민족주
의적 성향의 진보 세력들과 달리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하 자
민련) 등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민자당의 후신인 한나라당과
민자당으로부터 탈당한 김종필에 의해 창당된 자민련에는 반공주
의적 성향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김대중 정
권의 햇볕정책에 강한 의구심으로 보이며 대대적인 비판을 가했다
(조선일보 2001a; 조선일보 2001b; 조선일보 2001c). 2001년 말 새로운

〈국방백서〉의 발행을 앞두고 주적 논쟁이 다시금 가열되자 국방부
는 〈국방백서〉를 격년마다 발행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어 그해
〈국방백서〉의 발행을 포기하였다(조선일보 2001d). 이로써 국방부는
주적의 개념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주적 논쟁은 국가 형
성 이후 한국 사회에서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대북 위협인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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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적 합의와 민주화 이후에도 잔존해있던 반공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북한을 더 이상 주적으
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새천년민주당과 민족주의적 진보 세력의
주장은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민족주
의적 사고와 논리에 입각한 “탈안보화(desecuritization)”의 시도이
기도 했다(Kim and Lee 2011).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대변
하는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탈안보화
의 시도는 미완에 그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권은 남북 간의 화해, 협
력, 그리고 공존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한
국 사회에 깊이 착근된 반공주의가 민주화 이후에도 잔존하여 종
족적 민족주의와 경합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민족과 통일의
문제에 천착해 왔고 이에 관하여 한국의 엘리트들 중 가장 체계적
인 구상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은 맹목적인 반공주의를 탈피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획가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반공주의의 구속으로부터
탈피한 종족적 민족주의는 북한을 내집단, 즉 동일한 민족 공동체
에 속한 형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확산시켰고, 김대중을 매개로 하
여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
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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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천수이볜 정권의 독립론과 대만해협의 갈등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만에서는 시민적 민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소수의 집권 엘
리트들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공유되어 대중들에게 부과되었던 대
만의 반공주의는 민주화를 거치며 국민당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
하면서 쇠퇴하였고, 반공주의에 종속되었던 종족적 민족주의도 함
께 부정당했다. 장기간의 분단,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경험은 대만
을 중국과는 별개의 실체로 인식하는 본토화를 추동하였고, 나아
가 시민적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 시민적 민족주의는 사회 전반
에 걸친 본토화에 힘입어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대두하였다.
최고정책결정자였던 천수이볜은 민주화를 거치며 대만 사회
에서 반공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결합을 대체하고 지배적 위치
를 획득한 시민적 민족주의를 대변하였으며, 이를 대외정책에 반
영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안관계의 변화를 초래하
였다. 변호사였던 천수이볜은 1979년 가오슝(高雄)에서 발생한 반
정부 시위를 구실로 기소당한 당외 인사들의 변론을 맡으면서 정
치적 경력을 시작하였고, 민진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였
다. 그는 민진당 내에서 온건한 성향의 계파인 정의연선(正義連線)
을 이끌었으나, 대만이 중국과는 구분되며 독립적인 정체라는 민
진당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그는 대만공화국건립강령이 민진당의
당헌에 삽입되는 과정에 기여했으며, 시민적 민족주의의 산물로서
리덩휘에 의해 제시되었던 “신대만인” 개념도 지지하였다(陳水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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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a; 陳水扁 2004a; 지은주 2009, 278-280).

2000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출판된 자서전 〈대만의 아들(臺
灣之子)〉에서

천수이볜은 “신중간노선(新中間路線)”이라고 명명한

국가대전략과 대중정책의 구상을 최초로 제시하였다(陳水扁 1999,
110-120). 그는 이 저서에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중국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안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이는 취
임 직후 “4불 1무(四不一無)”, 즉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만은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국호를 변경하지 않고, 양국론을
헌법에 삽입하지 않고, 현상을 변경시키는 통독(統獨)에 관한 공
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을 폐
지하지 않는다”는 대중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陳水扁
2000a). 그러나 신중간노선과 실용주의적인 대중정책을 통해 그가

추구하려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과의 통일이 아니라 대만의 국익
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천수이볜 정권의 대중정책은 시민적 민족주의의 산물이었다.
전임자였던 리덩휘와 마찬가지로 천수이볜은 대만의 국가 정체성
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대만에 수립된 민주주의 체제에 대
한 애정과 헌신이라고 보았다. 그는 대만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
혈통, 문화, 역사 등 종족적 요소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활발한 상호교류가 전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陳水扁 2000a;
陳水扁 2001a).

그러나 천수이볜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권

위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차이에 더욱 주목하였다(陳水扁
2000c). 그가 보기에 대만은 “민주주의의 섬(民主之島)”이었으며,

중국인들을 민주주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燈塔)”였다(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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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扁 2000.05.20a; 陳水扁 2002c).

이러한 사고에 근거하여 천수이볜은 중국과의 통일을 일관되
게 반대하였다. 대만의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 불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한
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하여 천수이볜은 “하
나의 중국”이란 합의된 원칙이 아니며 그 자체가 지속적인 토론의
대상이라고 반박하였다(陳水扁 2000b). 그는 1997년 영국으로부
터 중국에 반환된 후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홍콩의 사
례를 들면서 중국이 제안한 통일 방안인 일국양제(一國兩制)를 비
롯하여 대만의 독립적인 주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陳水扁 2004b).
독립을 지지하는 천수이볜의 태도는 2002년 이후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중간노선”을 표방했던
천수이볜은 취임 직후에는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독립을 선언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고, 양안교류를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개방유효관리(積極開放有效管理)”를 선
언하는 등 중국에 대하여 유화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양안관계의 개선을 위한 천수이볜의 노력을 외면하
였고, 도리어 대만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그
의 위기감을 자극하였다(陳水扁 2001b). 국내정치적으로는 입법원
에서 다수를 점한 범남 진영이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거는 상황에서
천수이볜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통독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고자 하였다.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한 천수이볜은 2002년 8월 대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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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328

2017. 6. 8. 오후 1:33

화민국과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양안을 사이에 두고 별개의 국
가로 존재한다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제기함으로써 대만
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로 선회하였다(陳水扁 2002b).
천수이볜의 일변일국론은 양안관계가 “특수한 두 국가 간의 관계”
라고 규정했던 리덩휘의 양국론보다도 도발적인 것이었다. 중국은
천수이볜 정권의 일변일국론을 분리주의라고 규정하여 강력히 비
난하였고, 2005년에는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경우 군사력을 포함
한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 반분열국가법(反分裂國
家法)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일변일국론이 제기된 이후 대만해협에

서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었다.
대만해협에서의 대립은 사회에서 시민적 민족주의의 지배적
위치가 공고해짐에 따라 심화되었다. 대만 사회에서 중국을 같은
민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가 아니라 대만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
협하는 적대국 혹은 외집단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시민적 민족주의와 대외인식을 대변한 천수이볜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대만의 독립과 민주
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정책을 실행
에 옮겼다.
천수이볜 정권은 중국으로부터 구분되는 대만의 고유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천수이볜은 민주주
의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였
다. 그는 대만과 중국 간의 대립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
며, 중국이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 왔
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야말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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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가치이고,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대만의 가장 강
력한 무기이며(陳水扁 2004b), 대만을 지지하고 중국에 대해 균형
을 취할 국제적인 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임을 지적하였다(陳水
扁 2005).

2004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천수이볜은 대만의 국가 정체성
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급진적인 행보를 취했다. 2006년 2월, 천수
이볜은 자결의 원칙에 위배되며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들
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어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
강령을 폐지하였다(陳水扁 2006b; 陳水扁 2006c). 이는 중국과의 통
일이 더 이상 대만이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
이었다. 또한 같은 해 9월부터는 이른바 “정명운동(正名運動)”을 대
대적으로 전개하여 중국 혹은 중화(中華)를 연상시키는 명칭들을
대만 고유의 명칭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대만에게
는 독립, 정명, 새로운 헌법의 제정, 발전이라는 네 개의 목표가 있
고, “통일과 독립의 문제”가 있을 뿐 “좌우의 문제는 없다”고 선언
한 “4요 1무(四要一無)”의 원칙을 제시하여 기존의 4불 1무를 대체
함으로써 독립이 대만의 국가적 목표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陳水扁 2007).

중국이 대만의 민주주의와 독립을 위협한다는 천수이볜의 인
식은 군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
들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 첫째, 천수이볜 정권
은 중국의 무력 사용에 대비하여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양안교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중
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만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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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통한 군사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김재엽 2011, 161-168).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출범한 미국의 부시 정권이 중국의 부상
을 우려하여 대만에게 전례 없는 수준과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
로 결정하자, 천수이볜 정권은 이에 호응하여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양안관계
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범남 진영은 천수이볜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입법원에서의 오랜 대치 끝에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은 끝내 좌절되었다(Chase 2008, 709-715).
둘째, 천수이볜 정권은 공민투표(公民投票)라는 민주적인 절차
와 제도를 활용하여 독립에 대한 대만 주민들의 요구를 대내외적
으로 과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
하고자 했다. 천수이볜의 본래 목표는 기존의 중화민국 헌법을 대
체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중화민국의 지배를 받는 “하나
의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으나,
범남 진영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대신 그는 2004년
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공민투표를 실시하였다. 2004년의 투
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와 중국과 대등
한 지위에서 평화를 위한 협상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어성
(防禦性) 공민투표”였고, 2008년의 투표는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이

라는 새로운 국호로 UN에 가입하는 것을 묻는 공민투표로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민투표는 모두 투표율이 50%에 미달함에 따라 무효
로 처리되었다(박병석 2010, 136; 林進生 2010, 498-507).
셋째, 천수이볜 정권은 대만의 경제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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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집권 초기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과 양안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개방유효관리의 방침을 밝혔
던 천수이볜은 2006년 신년사를 통해 “적극관리유효개방(積極管理
有效開放)”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채택할 것이라 선언하였다(陳水扁

2006a). 그는 양안교류를 통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 증대를 지원

하는 “개방”보다 국익을 위한 양안교류의 “관리”에 초점을 둠으로
써 급속한 개방과 교류로 인해 대만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
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천수이볜
이 새로이 도입한 적극관리유효개방의 원칙은 리덩휘의 남향정책
이나 계급용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천수이볜이 집권하는 동안 협력과 긴
장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모호성을 보이며 시작한 양안관계는 점
차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나아갔다. 민주화를 거치며 반공주의
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결합을 대체하여 급격히 부상한 시민적 민
족주의로 인해 대만 사회에서는 중국을 외집단, 즉 대만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
고 천수이볜은 대만 사회에서 공고하게 자리를 잡은 시민적 민족
주의를 대변하여 대중정책에 반영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 그의 목표는 양안관계의 개선을 통해 대만의 국익을 극대화하
는 것으로부터 점차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해갔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지지 세력을 동원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국내정치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당
외와 민진당의 구성원이면서 독립론의 지지자였던 천수이볜의 정
치적 경력을 고려한다면, 독립을 지향한 그의 행보는 대만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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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민족주의를 대변한 자신의 구상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VI

결론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비교함으로
써 동아시아의 잠재적 갈등 지역인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정치
적 동학을 분석하고자 했다. 두 국가 간에 존재했던 다수의 역사적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대만이 민주화와 수평적인 정권 교
체를 거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취한 대조적인 정책과
그로 인해 초래된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상이한 정세는 흥미로
운 연구대상이다. 특히 김대중 정권과 천수이볜 정권 시기는 반공
적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압되었던 분단과 통일에 관한 논의와
구상들이 폭넓게 제기된 최초의 시기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
의 국내사회에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담론들이 어떻
게 결합되고 향후의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 다양한 경로를 예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김대중 정권 시기의 남북관계와 천수이볜 정권 시
기의 양안관계에서 나타난 대조적인 동학이 민주화를 거치며 반
공주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민족주의의 상이한 성격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재등장과 더불
어 북한이 내집단, 즉 동일한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라
고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북 위협인식은 완화되었고, 북
한에 대한 강경책은 제약을 받았다. 대만에서는 시민적 민족주의

반공국가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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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적 위치를 획득하였고,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받는
중국은 외집단, 즉 대만의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적대국이라
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대만의 고유
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을 지향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한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특정한 정체성을 바
탕으로 국가의 위협인식과 대외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주
며, 국내적 구성주의와 같은 관념과 주체 중심의 접근이 갖는 타
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탈냉전기 아시아에서의 국제정
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세력배분과 같은 구조적 요
인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주의와 같은 비구조적 요인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최근의 주장들에도 부합한다(Friedberg
1993/1994; Suh et al. 2004).

그러나 본 연구의 보다 중요한 의의는 동아시아에서 정체성
요인의 중요성이나 구성주의적 시각의 유용성을 지적하는 것을 넘
어 국제정치에서 국가 혹은 단위의 문제를 상기시켜 준다는 데 있
다. 본 연구에서 다룬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정체성 정치는 하
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단일한 주권을 행사할 것을 전
제하는 베스트팔렌적 이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의 사례이며,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할된 유형의 불일치가 동아시아의 지역
적 맥락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현실에서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주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이러한
불일치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국제적 분쟁의 중요한 원인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비
교사례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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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336

2017. 6. 8. 오후 1:33

_______. 2007.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폴리테이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5. “민주・통일민중운동선언.” 신동아 편집실 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동아일보사.

박명림. 2008a.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2호.
_______. 2008b. “박정희 시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9: 저항의제의 등장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집 1호.
박병석. 2010.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대만의 탈중국화운동: 본토화운명과
정명운동.” 『동양정치사상사』 9권 1호.
박원순. 1992. 『국가보안법연구(1):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박태균. 2014. “남남갈등으로 표류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과 평화』 6집 1호.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 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오근석. 1988.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논장.
오제연. 2007.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호.
윤상우. 2010.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의 대만의 대응과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26권 2호.
이수인. 2008. “대립성의 경합과 일면성의 확산: 1980년대 학생운동.” 『사회와 역사』
77집.
이창호. 1990. “국가보안법폐지론.” 『법학연구』 2권.
이하나. 2012.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95집.
이혜정. 2004. “한미동맹 기원의 재조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효는 왜
연기되었는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집 1호.
전갑생. 2008. “한국전쟁 전후 대한청년단의 지방조직과 활동.” 『제도사이드 연구』 4호.
전재성. 2003.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_. 2012. “북방정책의 평가: 한국 외교대전략의 시원.”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전환기의 한국사회』. 나남.
_______. 2015. “분단 70년의 국제환경, 대내구조, 남북 관계의 조명.” 『통일정책연구』
24권 1호.
정규섭. 2011.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통일정책연구』 20권 1호.
정형아. 2014.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탐라문화』 47호.
제성호. 2003.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중앙법학』 4권 3호.
조경란. 2011. “1950년대 동아시아의 반공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검토:

『자유중국(自由中國)』과 『사상계』의 대항담론 형성 가능성.” 『시대와 철학』 22권

1호.
지은주. 2009.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 나남.
채장수. 2007.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자주노선.” 『한국동북아논총』 42집.

반공국가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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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339

339

2017. 6. 8. 오후 1:33

the Crossroads: A Comparative Study on Taiwan’s and South Korea’s
Reconciliation with Adversaries.” On Korea Vol. 7.
Makeham, John. 2005. “Introduction.” In John Makeham and A-chin Hsiau (ed.),
Cultural, Ethnic, and Political Nationalism in Contemporary Taiwan:
Bentuhu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Mark, Chi-kwan. 2012.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5: An International
Hisotry, New York: Routledge.
Miller, Benjamin. 2007. States, Nations, and the Great Powers: the Sources of
Regional War and Pe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m, Kwang-Kyu.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ross-Strait Exchanges after the 2000s."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4, No 2.
Organski, A. F. 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gger, Shelley. 1999/2000. “Social Science and National Identity: A Critique.”
Pacific Affairs Vol. 72, No. 4.
_______. 2001.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Boulder: Lynne Rienner.
Rousseau, David L. 2006.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Schubert, Gunter. 2004. “Taiwan's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Identity: The
Rise of an Overarching Consensus.” Asian Survey, Vol. 44, No. 4.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o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Sobel, Richard, William-Arthur Haynes and Yu Zheng. 2010. “The Poll-Trends:
Taiwan Public Opinion Trends, 1992-2008: Exploring Attitudes on CrossStrait Issu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4, No. 4.
Tammen Ronald L., et al. 2000.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 Chatham House Publishers.
Tan, Alexander C. 2002. “The Transformation of the Kuomintang Party in
Taiwan.” Democratization. Vol. 9, No. 3.
Waever, Ole. 1995. “Securitization and Desecuritization.” In Ronnie D. Lipschutz
(ed.), On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McGraw-Hill.
Wang, T. Y. and I-Choi Liu. 2004. “Contending Identities in Taiwan: Implications

340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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