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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배의 종식을 맞이하여, 서구의 통치 하에 

있었던 다수의 아프리카 식민지들은 각각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독립의 

수순을 밟기 시작하였다. 해당 시기 아프리카에는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

표 아래 국민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동원화(mobilize)하여 국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제2의 민족주의 물결’이 일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

여 국가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졌는지 분석하는 것

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롭다. 식민 지배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왜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민족이라는 이름 아

래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화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 결속력이 높은 민

족주의가 형성되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부족 단위의 종족성

과 혼재된 민족성이 강조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탄자니아와 케냐는 

역사적으로 공유했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상이한 

모습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탄자니아와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

에 위치하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인도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함께 비슷한 기후를 공유하고, 천연자원을 보유하는 등 많은 유

사성을 공유한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을 뿐 아니라 1960년대 독립 이

후 단일 정당 독립 정부로 시작하여 1990년대에 복수 정당 체제로 전환

하였으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대통령제 공화국이다. 그러나 탄자니아

와 케냐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국가형성(nation-building) 정책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상이한 국가형성 

과정이 발생한 이유를 당시 두 나라의 국내정치적 맥락과 영국의 

식민지배 양상의 상호작용에 따라 각국의 초대 지도자가 독립 국가에 

대한 구상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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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적인 민족주의적 요구와 영국이라는 

식민지 권력이 두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각국의 

지도자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내생적 맥락과 외생적인 영향이 상호작용하는 

지점(link)에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국가형성 과정에서 각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지도자 및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성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당초의 아이디어 그대로 정책에 

투영되었는지 혹은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이한 양상의 민족주의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

생 아프리카 독립국의 민족주의를 근대화 과정에만 결부시키는 일률적인 

분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식민결정론이나 국가형성이 주체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희망사항(wishful thinking)과 같은 단선적인 접근

을 넘어서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도자의 아이디어 및 정책의 재

구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 제도주의적 접근

의 연구들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적 접근(ideational approach)의 

한 갈래로서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도자의 아이디어를 분석함으로

써, 신생 독립국의 국가형성 과정 뿐 아니라 여타의 분야에서도 적용 가

능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아프리카, 아프리카 민족주의, 아프리카 독립, 국가형성정책, 

케냐,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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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탈식민화 이후 아프리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

였는가?”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배의 종식을 맞이하여, 서구의 통치 하에 

있었던 다수의 아프리카 식민지들은 각각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독립의 

수순을 밟기 시작하였다. 해당 시기 아프리카에는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

표 아래 국민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동원화(mobilize)1하여 국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제2의 민족주의 물결2이 일었다.3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

하여 국가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졌는지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롭다. 식민 지배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

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민족이라는 이름 아

래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화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 결속력이 높은 민

족주의가 형성되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부족 단위의 종족성

과 혼재된 민족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상이한 양상의 민족주의가 어떠

한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신생 아프리

카 독립국의 민족주의를 근대화 과정에만 결부시키는 일률적인 접근방법

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물론 민족주의를 내세운 아프리카 국가형성은 탈식민화와 함께 

                                            
1  본고에서 사용하는 동원화(mobilization)의 뜻은 국가(이 경우 정권이나 리더)가 제시

하는 국가의 방향에 국민들이 얼마나 연계(align)하고자 하는지의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

이다. 즉,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국가의 모습에 따르고자 하는지의 양

적인 측면과 어느 정도로 깊게 국민의 정체성을 국가가 제시하는 방향과 일치시키고자 

하는지 설명하는 질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2 Pierre Hassner, “Beyond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Ethnicity and World 

Order,” Survival, Vol. 35, No. 2 (March, 1993), pp. 50~64 참조. 
3 민족주의의 제1의 물결은 “프랑스 대혁명 및 1848년 혁명에 의하여 유럽 전역에 확산

되었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1919년 민족자결주의의 원칙 하에 중 동부 유럽에 새로

운 민족국가가 수립되면서 몰고 온 민족주의 복귀”현상을 일컫는다. Pierre Hassner, 

“L’Europe et le Spectre des Nationalismes,” in Pierre Hassner, La Violence et le Paix 

(Paris: Editions Espirit, 1995), p. 307 윤덕희. 1998. “사회주의권 변화와 민족주의의 변

화,” 한국정치학회보, 32권, 2호 (9월, 1998), p. 25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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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식민 모국의 영향과 같은 외생적 맥락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프리카 국가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구 중심적 시각의 근대화론4이나 정치발전론5에만 입각하여 아

프리카 국가형성 과정을 보는 것은 아프리카 민족국가 형성의 특수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계를 갖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해당 시기 민족주의 

어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민족성(nationality)이 기존에 

존재하던 종족성(ethnicity) 개념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었는

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6  

위와 같은 맥락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탈식민화 과정에서의 탄자

니아와 케냐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독립 시기 어떠한 요인들의 상호작

용으로 인하여 상이한 성격의 국가형성을 위한 정책7이 형성되었는지 살

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동 시기 같은 식민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라는 조건 하에 놓였던 두 국가의 사례8는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기 힘든 의사 실험(quasi-experiment)9적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독립기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지난했던 식민 지배 시기가 

                                            
4  Liah Greenfi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 25~68 참조.  
5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 1~71;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Decay,” World Politics, Vol. 17, No. 3 (April 1965), pp. 386~430 참조. 
6 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프리카의 ‘종족성’은 시기에 따라서 의미가 변모하였다. 

식민 지배 이전에는 부족주의(tribalism)의 속성이 강했다면, 식민 지배 시기 및 독립 시

기에는 사회정치적 공간에서 권력을 갖는 종족 집단의 소속 여부가 중요해졌다. 한편, 

아프리카 맥락에서의 ‘민족성’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발과 독립에의 염원과 관련된 ‘민족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와 속성을 뜻한다. 
7 국가 건립을 위한 정책들 내지는 국가 건립 과정에서의 정책은 탈식민화 이후 신생 독

립국으로서 아프리카의 첫 토착민 정권의 제반 정책을 뜻한다. 
8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1885년, 189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으

며, 탄자니아는 1961년에 독립 후 탕가니카(Tanganyika, 잔지바르와 통합 이전의 탄자

니아) 정부가 3년 간 유지되었다. 이후 탕가니카는 잔지바르(Zanibar)와 통합하면서 

1964년에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로서 첫 독립 정부가 출범하였고, 케냐

의 첫 독립 정부는 1963년에 출범하였다.  
9  의사실험(quasi-experiment)은 조작 가능한 요인들에 관한 인과적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험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실험과 다른 점은 의사 실험에

서는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다. Donald T. Campbell 

and Julian C. Stanley,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6), pp. 15~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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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뒤 자국의 지도자를 필두로 한 독립 국가의 방향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아가 독립 이후 첫 토착민 정권이 구성한 정책

들은 독립과 함께 마련된 단선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식민 모국이었

던 영국이 지배 기간 동안 탄자니아와 케냐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그리

고 각 국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식민 잔재를 때로는 흡수하고 때로는 거

부하면서 그려낸 독립 국가의 그림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담겨있다는 점

에서 흥미롭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탄자니아와 케냐는 

역사적으로 공유했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상이한 

모습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탄자니아와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인도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함께 비슷한 기후를 공유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는 등 많은 유사성을 공유한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을 뿐 

아니라 1960년대 독립 이후 단일 정당 독립 정부로 시작하여 

1990년대에 복수 정당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대통령제 공화국이다. 또한 호로비츠(Donald L. Horowitz)의 종족 집단 

분류를 적용해보면 탄자니아와 케냐 모두 종족 집단들 간의 관계가 

종속적이지 않은 비계급적 체계(unranked system)에 속한다 (그림 I-1 

참고).10  

 

 

 

 

 

 

 

                                            
10 Donald L.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2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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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d Groups              Unranked Groups 

              

     Hierarchical Ordering           Parallel Ordering 

 

[그림 I-1] 계급적 종족 체계와 비계급적 종족 체계 (Ranked and 

Unranked Ethnic Systems) (출처: Donald L.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11 

 

그러나 탄자니아와 케냐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국가형성 

과정(nation-building process)의 정책도입을 통하여 국가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경우 자원 분배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의 

도입을 통하여 종족성과는 독립적으로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종족성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12 을 

마련하면서 민족 국가(nation state)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나아가 

1967년 이후 자체 인구조사에서 종족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종족성은 탄자니아의 정치사회영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케냐에서는 독립 후 자원 분배(토지 및 주거, 

교육)가 특정 종족(Kikuyu)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종족적 

레토릭이 정치인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또한,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의 여론조사 결과,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동아프리카 국가들 중 종족일체감이 높은 나라에는 케냐가, 

                                            
11 그림은 호로비츠(Donald L. Horowitz)의 종족 집단 분류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계급적 

집단(Ranked Groups)에서는 사회 계급적 구분이 종족적 기원과 동시에 일어난다. 다시 

말해, 종족 집단이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므로 계급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종족 간 갈등은 화살표처럼 상하관계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비계급적 집단

(Unranked Groups)의 경우 종족 그룹 간 계층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족 간 갈등은 평

행하게 발생한다. Donald L. Horowitz, 1985, pp. 22~30 참조. 
12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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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나라에는 탄자니아가 포함되어 있다.13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상이한 국가형성 

과정이 발생한 이유를 당시 두 나라의 국내정치적 맥락 14 과 영국의 

식민지배 양상의 상호작용에 따라 각국의 초대 지도자가 독립 국가에 

대한 구상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적인 민족주의적 요구와 영국이라는 

식민지 권력이 두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각국의 

지도자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내생적 맥락과 외생적인 영향이 상호작용하는 

지점(link)에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국가형성 과정에서 각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지도자 및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성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당초의 아이디어 그대로 

정책에 투영되었는지 혹은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식민 지배 이후 근대화로의 이행에 따라 부상한 

민족주의의 구조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다. 15  그러나 국가형성 과정에

서의 정책이 식민 모국인 영국의 영향을 배제한 채 주체적으로 정립되었

다는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에 기반하여 근대화론을 완전히 거부하

지도 않는다. 다만 그 구조 속에서 지도자로 대표되는 행위자가 어떠한 

기회와 제약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책 형성에 반영했는지, 그 아

이디어가 정책으로서 얼만큼 확증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지도

자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강화(재확인), 유지, 혹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는 이를 통해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

정이 얼마나 상이한 방향으로 형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13 Afrobarometer, “Afro-Barometer Round I: Compendium of Comparative Data from 

a Twelve-Nation Survey,” Afro-Barometer Paper, No. 11 (2002). 
14 본고에서 설명하는 국내정치적 맥락이란, 식민지배 기간 동안 범종족적으로 형성되었

던 영국에 대한 대항의 움직임과 이를 통하여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을 표방하

는 민족주의의 출현을 뜻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장을 참고. 
15 구조적 측면이란 식민지배 기간 동안 식민 권력이 임의로 부여한 영토의 구분뿐 아니

라 식민지배 종식과 근대화로의 이행에 따라 해당 영토에 기초하여 민족성을 형성해야 

하는 구조가 주어진 측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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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선행연구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두 국가의 국가형성 과정을 외부적 환경 변수와 

밀접하게 연관 지어본 연구들이다. 사울(John S. Soul)은 정치 근대화 과

정에서 탄자니아가 영국의 식민 경험이 가져온 구조적 변화 안에서 어떻

게 사회를 구성했는지 연구하였다.16 슈나이더(Leander Schneider)는 독

립 직후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배의 제도적 잔재를 조명한 맘다니

(Mahmood Mamdani)17의 연구를 탄자니아 사례에 적용하였다.18 하브느

빅(Kjell J. Havnevik)은 탈식민지화 시기의 탄자니아의 발전을 영국 식

민 레짐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한다.19 한편, 케냐를 대상으

로 근대화의 맥락 안에서 독립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한 연구

들도 있다. 소자(Edward W. Soja)는 해당 시기 케냐의 정치경제적 변환

이 근대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20  레이즈(Colin 

Leys)는 독립 이후 케냐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가 사회에 깊이 침투한 

결과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노선으로 나아갔다고 분석한다. 21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국가형성 과정을 식민지배 동안 팽배하였던 영국의 

                                            
16 John S. Saul,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Tanzania,” Socialist Register, 

Vol. 11, No. 11 (February 1974), pp. 349~372 참조. 
17 Mahmood Mamdani, 1996. Citizen and Subject: Contemporary Africa and the Legacy 
of Late Coloni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 3~34 참조. 
18  Leander Schneider, “Colonial Legacies and Postcolonial Authoritarianism in 

Tanzania: Connects and Disconnects,” African Studies Review, Vol. 49, No. 1 (April 

2006), pp. 93~118 참조. 
19 Kjell J. Havnevik, Tanzania: the limits to development from above (Uppsala: Nordic 

Africa Institute, 1993), pp. 29~64 참조. 
20 Edward W. Soja, The Geography of Modernization in Kenya: A Spatial Analysis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8), 

pp. 1~46 참조. 
21  Colin Leys, Underdevelopment in Kenya: The Political Economy of Neo-
Colonialism, 1964~1971 (London: Heinemann, 1975), pp. 28~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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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주의적 영향이나 세계 질서 변환에 편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의 국내적인 

요소 중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를 논하는 연구들이다. 미구엘(Edward 

Miguel)은 탄자니아와 케냐의 상이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가형성 시

기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과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22 발칸

(Joel D. Barkan)은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시기 정치경제 제도를 

연구하면서 두 국가가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였다고 주장한

다.23 또한, 베넷(George Bennet)은 두 국가의 경제 제도와 정당 정치의 

특징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대조한다.24 개발도상국의 맥락 하에서 정당 

시스템과 선거제도에 관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로는 하이든과 레이즈

(Hyden and Leys)의 연구가 있다.25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신생 독립국으

로서 탄자니아와 케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도의 차이가 갖는 

함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제도 자체의 기술적 분석에 치

중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연구는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기 레짐의 

성격과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아쎈소(A. B. 

Assensoh)는 국가형성기의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과 케냐의 케냐

타 대통령 레짐의 성격을 중심으로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의 차이점

을 서술한다. 26  비교연구 이외에도 각 국가의 레짐을 분석한 연구들은 

                                            
22 Edward Miguel, “Tribe or Nation? Nation Building and Public Goods in Kenya versus 

Tanzania,” World Politics, Vol. 56, No. 3 (April 2004), pp. 327~362 참조. 
23 Joel D. Barkan, Beyond Capitalism vs. Socialism in Kenya & Tanzania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4), pp. 1~46, pp. 101~128, pp. 129~174, pp. 

175~200참조. 또한, 발칸은(Joel D. Barkan) 1980년대와 1990년대 탄자니아와 케냐의 

정치경제 제도의 변화에도 주목한다. 
24 George Bennet, “Kenya and Tanzania,” African Affairs, Vol. 66, No. 265 (October 

1967), pp. 329~335 참조. 
25 Goran Hyden and Colin Leys, “Elections and Politics in Single-party Systems: The 

Case of Kenya and Tanzani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 No. 4 

(October 1972), pp. 389~420 참조. 
26 Assensoh, A. B., African Political Leadership: Jomo Kenyatta, Kwame Nkrumah and 
Julius K. Nyerere (Florida: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98), pp. 31~6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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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탄자니아의 경우,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니에레레 레짐

이 표방하였던 전통 사회로의 회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27 

그러나 니에레레 레짐이 실제로 유럽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극복하는 방

향으로 나아갔는지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28 나아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중상위 엘리트 계층29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국가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30 한편, 케

냐의 경우 초대 대통령이었던 케냐타 레짐의 성격을 종족성과 연관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의 주를 이룬다.31 타마킨(Mordechai Tamarkin)은 키쿠

유족(Kikuyu)이 정치사회 영역에서 가졌던 막대한 지배력이 케냐타 레

짐의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2  로스차일드(Donald S. 

Rothchild) 역시 독립기 케냐에서 키쿠유족의 우세가 가져온 종족 간 불

평등을 조명한다. 33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케냐의 사회경제계층과 다

                                            
117~142 참조. 
27 Legum, Colin, and Geoffrey R. V. Mmari (eds.), Mwalimu: the influence of Nyerere 

(London: James Currey Ltd, 1995), pp. 1~31; Pratt, The Critical Phase in Tanzania, 
1945-67: Nyerere and the Emergence of a Socialist Strateg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162~195 참조. 
28  니에레레 레짐의 이중적 속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Viktoria 

Stöger-Eising, “Ujamaa Revisited: Indigenous and European Influences in Nyerere'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Africa, Vol. 70, No. 1 (February 2000), pp. 118~143 참

조. 
29 시브지(Issa G. Shivji)는 식민지배 기간 동안 형성된 아프리카 중상위 계층을 소규모 

부르조아(petty bourgeois) 집단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을 다시 상중하 계층으로 구분한다. 

Issa G. Shivji, Class Struggles in Tanzania (Dar es Salaam: Tanzania Publishing House, 

1975), pp. 48~50 참조. 
30 Issa G. Shivji, 1975, pp. 44~50, pp. 55~60; Michaela Von Freyhold, “The post‐

colonial state and its’ Tanzanian version,”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4, No. 8 (1977), pp. 75~89 참조. 
31 Guy Arnold, Kenyatta and the Politics of Kenya (London: J.M. Dent & Sons, 1974), 

pp. 138~226; Throup, David, “The Construction and Destruction of the Kenyatta State,” 

in Schatzberg, Michael 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Keny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7), pp. 33~74; Gertzel, Cherry J., Maure Leonard Goldschmidt and 

Donald S. Rothchild, Government and politics in Kenya: a nation building text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9), pp. 291~365 참조. 
32 Mordechai Tamarkin, “The roots of political stability in Kenya,” African Affairs, Vol. 

77, No. 308 (July 1978), pp. 297~320 참조. 
33 Donald S. Rothchild, “Ethnic Inequalities in Keny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7, No. 4 (December 1969), pp. 689~711; Donald S. Rothchild, Racial 
Bargaining in Independent Keny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p. 

352~410; Gavin Kitching, Class and Economic Change in Kenya: The Making of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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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족 간 범위의 중첩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이

해관계가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을 강화시키면서 국가형성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도자 레짐과 

그의 기반이 된 계층 및 집단의 ‘정치적 이익’이 국가형성에서 차지한 

역할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탄자니아와 케냐가 국가형성 과정에서 상이한 노선을 

취하게 된 요인을 초대 지도자의 아이디어의 정책 형성과 정책의 확증에

서 찾는다. 결국 탈식민화를 거치며 독립 국가로서 첫 발걸음을 뗀 국가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에 해

당하는 두 지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이 반영된 ‘프로파간다’34로 사람들

을 동원(mobilize)해내고, 그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정체성

(identity)을 뿌리내리게 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지도자

의 초기 구상이 정책으로 확증되는 단계에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어떻

게 재확인되고 혹은 재구성되는지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기존 연구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

                                            
African Petite Bourgeoisie, 1905~197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p. 

132~168 참조 
34 프로파간다에 대한 정의 자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만, 해당 개념이 지닌 암시(connotation)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중시된 암시의 속성이 달랐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

요 참전국들은 웅변이나 문학을 통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캠페인을 통해 그들의 대의

명분의 고결함과 중요성을 설파함으로써 세계를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비교전국들

의 지지를 얻고, 적의 사기 및 효율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자국 전투 부대의 사기와 효

율성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해당 시기(1920년대와 1930년대) 프로파간다는 과장과 허

위의 부정적인 암시가 강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전후 프로파간다는 전문

가들의 리더십 아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지식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적용의 

극대화가 중시되었다. 이 시기의 프로파간다는 정보 혹은 설득의 원천이자 대중 설득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해당 시기를 통해 프로파간다의 필요성은 증대되었고, 사회과학계

에서도 실증주의적 영향을 통해 프로파간다라는 용어의 속성(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프로파간다가 지닌 중립적인 암시 성향

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유익한 활동으로서 

프로파간다가 대의명분을 위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암시를 강조하는 견해

도 생겨났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프로파간다’의 의미는 신생 독립국

으로서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들이 본인이 계획하는 국가 구상을 자국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담긴 모든 정치적 행위를 뜻한다. Erwin W. Fellows, 

“‘Propaganda:’ History of a Word,” American Speech, Vol. 34, No. 3 (October 1959), 

pp. 182~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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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 유형의 기존 연구는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을 근

대화론이나 정치발전론으로 대표되는 거대 변수의 투입과 산출로 바라보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국의 식민 잔재에 집중함으로써 자칫 식민결정

론에 빠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본고는 외생적 구조 안에서도 지도자

가 국가에 대한 구상의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외생적 맥락의 상

호작용 속에서 이를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국가형성기 정치경제제도의 상이성 역시 결국 초대 대통령의 국가에 대

한 아이디어가 제도적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 

즉, 독립운동 시기 탄자니아와 케냐 모두 식민지 모국에 대한 반발로서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리더가 필요했고, 다만 그 리더가 제시한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상이한 제도가 도출된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의 기존 연구

는 레짐의 성격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며, 본고 역시 해당 부분

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본고는 독립 이후 정치적 이익

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했고, 이것이 두 지도자의 국가에 대한 초기 구상의 아이

디어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탄자니아와 케냐의 두 지도자

의 정치적 동원화의 중심에 있는 상이한 성격의 민족주의와 그것이 기존

의 종족성과 어떠한 단위의 경합을 이루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것

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탄자니아와 케냐의 비교사례연구이다. 최대유사체계 

연구와 최대상이체계 연구로 분류되는 사회과학에서의 비교사례연구 방

법론 중 본고는 전자를 택한다. 탄자니아와 케냐는 국경을 마주한 인접

국가로서 유사한 기후와 천연 자원을 공유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영

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으며, 독립 후 단일 정당 독립 정부와 복수 

정당 체제를 거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대통령제 공화국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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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여러 역사적 유사성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에서는 

국가형성에서 종족성이 정치 영역에서 이용되는 정도가 낮았고, 케냐에

서는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두 국가는 영국의 

식민 잔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이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상이한 성격의 정책이 형

성되는 데 어떠한 선행조건들이 필요하였는지 밝힌다는 측면에서 사례 

연구의 목적 중 선행조건 확인(identifying antecedent conditions)을 추

구한다.35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 및 정책의 상이성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탄자니아와 케냐의 두 

지도자의 아이디어 형성에 국내정치적 맥락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두 국가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본다. 영국의 식민지배 말

기 무렵 두 국가 모두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 움직임이 지배적

이었다. 이는 영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발로서 범종족적인 염원을 함께 

하는 민족 공동체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고는 특히 탄자니아의 

독립의 움직임과 케냐에서 기념비적인 독립운동으로 꼽히는 마우 마우 

운동(Mau Mau Movement)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독립운

동을 이끌었던 집단의 성격 - 해당 집단의 구성이 다수 종족을 중심으

로 이뤄졌는지 여부 - 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탄자

니아와 케냐의 독립운동에 대해 영국의 탄압과 해당 독립운동에서 지도

자가 맡은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독립 직전 시기 탄자니아와 케냐의 분

위기를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어떠한 

지도자가 탄생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둘째, 본고는 정성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탄자니아와 케냐의 두 지도자가 국가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35 사례연구는 다섯 가지 주된 목적이 있다: 1) 이론 테스트, 2) 이론 생성, 3) 선행조건 

확인, 4) 선행조건의 중요성 테스트, 5) 고유의 가치를 지닌 사례 설명 Stephan Van 

Evera,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4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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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내용분석은 문자화된 발언이 포함된 문서들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그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법36으로, 본 연구

의 주된 분석 대상은 탄자니아와 케냐의 독립 정부 대통령인 니에레레와 

케냐타의 연설문과 발행물 및 자서전이다. 해당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대통령이 국가로서 탄자니아와 케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고는 탄자니아와 케냐의 

지도자의 아이디어를 형성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식민지 모국인 영국

에 대한 태도라고 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당시 영국이 탄자니아와 케

냐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보여주는 식민통치 관련 외교문서들37과 그러

한 맥락 안에서 각 지도자들의 국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형성되었

는지 볼 것이다. 또한, 탄자니아와 케냐의 세부적인 국가형성 과정에서

의 제반 정책을 분석하도록 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종족성과 민족성 개념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다. 종족성과 민족성에 대한 연구 일반을 

검토하며, 특히 아프리카 독립 시기를 이해함에 있어 두 개념이 어떠한 

지점에서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그러기 위하여 종족성과 민족성을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두 개념

의 단위가 어떠한 상호작용과 경합을 통해 서로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개

                                            
36 Louise H. Kidder and Charles M. Judd,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6), pp. 20~38 참조. 
37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3.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British Government (Ian Nish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ume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등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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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를 시도한다. 나아가 지도자의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이

론적 틀을 정립한다.  

3장은 국가형성 과정에서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국가 구상을 지

니고 있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각각 독립에 

대한 국내정치적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초대 건국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

(Julius J. Nyerere)과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Jomo Kenyatta)이 어떻게 

자국의 국민들을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규합하였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두 지도자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 권력, 다시 말해 외생적인 식민 지배 

권력의 영향 안에서 어떠한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를 형성하였는지 분석

한다. 

4장에서는 3장에 이어서 지도자의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가 

국가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을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독립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토지, 경제, 교육‧언어 및 

내부 통합의 세부 영역에서의 정책적 기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각 영역에서의 정책적 기조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증되는지 살펴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탄자니아와 

케냐의 대통령이 국내 정치구조에서 가졌던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법제적으로 뒷받침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도자 아이디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과 

아이디어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앞

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본고가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

다. 특히 본고의 분석틀은 탄자니아와 케냐 이외에도 20세기 중반 신생 

독립국들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또한, 국가 지도자의 아이디어를 구

성하는 맥락과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재구성이 

이루어지는지 본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책 형성에 관한 분석에도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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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다.  

II. 이론적 고찰: 종족성과 민족성의 단위의 경합  

 

1. 종족성(ethnicity)과 종족성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ethnicity) 

찬드라(Kanchan Chandra)의 말을 빌리자면,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 다시 말해 종족성(ethnicity)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종족 정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며, 종족성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야 종족 정체성 개념도 정당화될 수 있다. 38  특히 

종족성 39 은 아프리카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화두이다. 종족성은 

인종이나 민족성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독립체(social entity)를 일컬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40 첫째, 종족 집단 구성원들은 역사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공유하는 신념을 갖는데, 이는 흔히 조국, 이주, 혹은 

새로운 영토로의 정착과 연관되어있다. 둘째, 종족 집단은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는 그 집단이 공유하는 언어, 종교, 그리고 

관습으로 드러난다.41 

 종족성 개념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서구 국가들(서유럽과 

                                            
38 Kanchan Chandra, “What is Ethnic Identity and Why Does It Matte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9 (June, 2006), pp. 397~424 참조. 
39 본고에서의 종족성 개념은 종족 집단의 질적인 구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개인이 속

한 종족 집단에 얼마나 개인의 정체성을 연계하는지와 관련된 종족 정체성까지도 포괄

한다. 
40  상기 개념들을 일률적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으나, 인종은 피부색과 같이 신체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민족성은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가형성과 함

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Van den Berghe, Pierre L. 1991. The Ethnic Phenomenon 

(New York: Elsevier, 1991), pp. 2~16; Stephen Cornell and Douglas Hartman. 1998. 

Ethnicity and Race: Making Identities in a Changing World (California: Pine Forge 

Press, 1998), pp. 24~32 참조. 그러나 종족성과 위의 두 개념들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개념들 간의 중첩성(예: 동일 집단의 개인들이 역사적 시점에 따라 

속하는 인종적, 종족적 카테고리가 중첩되는 경우)을 간과하는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한

다. 
41 James D. Fearon,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9, No. 2 (June, 2003), p. 203; Petersen, William, et al., Concepts of 
Ethnicit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p. 1~2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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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개념이다.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종족을 초월하는 정체성(supraethnic identities)과 종족성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대체적인 정체성 – 사회계층, 지역, 종교 등 – 뿐 

아니라 종족 갈등의 강도 역시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다. 42  유럽 

국가의 통치자들은 직접 통치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인구 

동질화(homogenous population)를 통하여 자국민들이 통치자들과 

정체성을 동일시하도록 꾀하였다.43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종족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종족 

이질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는 정치사회 

영역에서 전통적인 부족 사회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44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종족성이 여타의 정체성 개념들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종족 집단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종족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계층적 요소를 더하기도 하였다.45  또한 다양한 연립 

여당(ruling coalition)의 구성, 구조, 정책, 그리고 성과를 시기별로 

추적해봄으로써 종족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종족성 개념의 

                                            
42 Donald L. Horowitz, “three dimensions of ethnic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3, 

No. 2 (January, 1971), pp.232-244; Donald L.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25~39 참조. 

덧붙여서 인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연관되는 한편, 종족성은 상이한 유럽 국가 출

생의 지배적인 백인 집단을 일컬으며, 전자의 구분과 비교하였을 때 덜 중대한 것으로 

보고, 인종과 종족을 다른 층위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미국 사회학계 주류의 시각이기도 

하다. Werner Sollors, Beyond Ethnicity: Consent and Descent in American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47~53 참조. 
43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Cambridge, 

Mass., USA: B. Blackwell, 1992), pp. 85~153참조. 
44 Donald Rothchild, Managing Ethnic Conflict in Africa: Pressures and Incentives for 
Cooper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pp. 5~15 참조.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종족성이라고 불렀고, 아프리카 연구에 있어서는 부족주의

(tribalism)라고 불렀다.” 에브너 코헨, 이차원적 인간: 복합 사회의 권력과 상징의 인류
학, 윤승용 역. (서울: 한벗, 1982), p. 151 참조. 윤승용 역주의 본문에서는 종족성

(ethnicity)을 ‘인종성’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본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종과 종족의 

개념을 구분 지으므로 ‘종족성’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45 또한 종족성은 지역적 분할과도 구별되나, 중첩되기도 한다. Andreas Wimmer, Ethnic 
Boundary Making: Institutions, Power, Network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7~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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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시사한다.46 

위머(Andreas Wimmer)에 따르면, 종족성 개념에 대한 지난 

논의는 이분법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47  전통적인 시각(primordial 

view)은 종족성을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자연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행태로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탄생과 함께 주어진 기원적 특질로 

보았다. 48  그러나 종족성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보는 시각에서는 

종족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situation bound)으로 

보았다. 49  또한, 개인 혹은 집단행위자들의 이해득실이 변함에 따라 

종족성을 변경하거나, 종족 갈등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자들이 

종족성을 변경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면 내생적인 종족성을 바꾸기도 

한다는 연구들도 있다.50 

아프리카의 종족성은 사회과학에서 종족 다양성(ethnic 

diversity)이나 종족 이질성(ethnic heterogeneity)으로 치환되어 

이해되곤 한다. 51  이에 따르면 종족이 다양한 국가에서는 거시 경제가 

                                            
46 David R. Smock and Audrey C. Smock, The Politics of Pluralism: a comparative 
study of Lebanon and Ghana (New York: Elsevier, 1975), pp. 127~168 참조. 
47 Andreas Wimmer, Ethnic Boundary Making: Institutions, Power, Network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13~129 참조. 
48 Wimmer, 2013, p. 113 참조.  
49  Epstein, A. L. Politics in Urban African Commun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pp. 1~26; Frederik Barth,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Boston: Little Brown, 1969), pp. 

117~134; Joseph Kaufert, “Situational Ethnic Identity in Ghana: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in John N. Paden (eds.), Values, Ident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Empirical Research in Africa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0), pp. 

53~74 참조. 
50 Robert H. Bates, 1983. “Modernization Ethnic Competition and the Rationality of 

Politics in Contemporary Africa,” in Donald Rothchild and Victor A. Olunsorola (eds.), 

State versus Ethnic Claims: African Policy Dilemma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3), pp. 152~171; Abner Cohen, Two-Dimensional Man: An Essay on the 
Anthropology of Power and Symbolism in Complex Socie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p. 151~162; Paul R. Br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Theory and Comparis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1), pp. 43~62. 
51 종족 다양성은 서로 다르게 구분되는 종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종족성의 양적인 부

분)와 관련된 개념이다. 종족 이질성은 다양한 종족적 범주에서 두 개 이상의 종족적 속

성이 얼마나 다르고 그것이 두 종족을 구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예를 들면 이

질성에서 파생되는 종족 간의 갈등)를 설명한다는 점(종족성의 질적인 부분)에서 구분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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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거나, 종족 분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낮은 경제성장률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52  또한, 종족성 및 종족 이질성은 

부정부패와 연결되고, 거버넌스의 질이 저하되게 하거나 민주주의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 53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의 종족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종족 간 

갈등과 무장 투쟁 나아가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들 역시 

종족성과 관련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4  그러나 종족성의 존재 

자체가 반드시 종족 간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와 케냐의 경우, 식민지 시대의 종식 무렵부터 케냐는 48여개의 

종족 수(1962년부터 1989년 기준)를 기록하였고, 탄자니아에는 65 

여개의 종족(1967년 기준)이 존재하였다. 55  다양성으로만 따지면 

탄자니아의 종족이 그 수가 더 많았으나, 종족성이 끊임없이 정치 

영역에서의 의제로 떠오르고 분열의 도구로 사용되는 곳은 케냐였다.  

위와 같이 종족성을 아프리카 국가에 주어진 다양한 종족 개체 

수 개념으로 단순화하여 보는 시각을 넘어, 종족성이 왜 상이한 형태로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중요한지 비교분석적인 종족성의 유형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6  스막(Smock and 

                                            
52 William Easterly and Ross Levine, “Africa's growth tragedy: policies and ethnic 

divis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November, 1997), pp. 

1203~1250; Alesina, Alberto, and Eliana La Ferrara,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3, No.3 (September, 2005), pp. 

762-800. 
53 Paolo Mauro,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August, 1995), pp. 681~712; Rafael La Porta et al., “The Quality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15, No. 1 

(September 1998), pp. 222~279. 
54  Arend Lijphart,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77), pp. 127~240;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February, 2003), pp. 75~90; Lars-Erik Cederman et al. “Why Do Ethnic 

Groups Rebel? New Data and Analysis,” World Politics, Vol. 62, No. 1 (January, 2010), 

pp. 87~115. 
55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71. 1967 Population Census, Volume 3: 
Demographic Statistics (Dar es Salaam: Bureau of Statistics,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Development Planning), pp. 3~10 참조. 
56 Loïc Wacquant, “For an Analytic of Racial Domination,” Political Power an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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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ck)에 따르면, 종족성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족성이 

어떻게 ‘정치화(politicize)’ 되는지가 중요하다. 57  많은 경우 엘리트 간, 

공동체 사이의, 혹은 대규모 종족 갈등은 종족적인 맥락에서 표현되는 

특정 요구들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에 기인한다. 58  즉, 특정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종족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종족성에 

기인한 행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정치제도들의 맥락에서 실행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족성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59 다시 말해, 종족성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종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부60보다 종족 집단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종족의 구성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소속 종족 집단이 정치 권력을 확보하고 

                                            
Theory, Vol. 11, No. 1 (January 1997), pp. 214~223. 
57 Smock and Smock, 1975, pp. 127~168 참조.  

정치화 개념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David E. Lewis,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ppointments: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Performan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 1~10; Byron Miller, “Social Movements 

in Urban Society: The City as A Space of Politicization,” Urban Geography, Vol. 34, 

No. 4 (May 2013), pp. 452~473 참조. 

종족성의 정치화 관련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 Jimmy D. Kandeh, “Politicization of 

Ethnic Identities in Sierra Leone,” African Studies Review, Vol. 35, No. 1 (April 1992), 

pp. 81~99; Eifert, Benn, Edward Miguel and Daniel N. Posner, “Political Competition 

and Ethnic Identification in Af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4, No. 

2 (April 2010), pp. 494~510 참조. 
58 Donald G. Morrison and Hugh M. Stevenson, “Integration and Instability: Patterns 

of African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6, No. 3 

(September, 1972), pp. 902~927. 
59 다수의 종족이 존재하는 경우, 종족 간의 연립을 통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한 

사실상 다수를 형성하는 종족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

로 보도록 한다. 
60 종족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종족적 분할(Ethnic Fractionalization)은 종족 언어 

분할(ELF: Ethno-Linguistic Fractionalization) 지수를 통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두 사

람이 다른 종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Daniel N. Posner, “Measuring Ethnic Fractionalization in Af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4 (October, 2004), pp. 849~863; Alberto Alesina et al.,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8 (June, 2003), pp. 155~194; 

James D. Fearon,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9, No. 2 (June, 2003), pp. 195~222.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ELF 지수에 대한 수정 및 개념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이 최근의 지배적인 연구 동향이다. 대표적으로 포즈너(Daniel N. Posner)는 ELF지수가 

인류학적 그리고 정치학적 맥락에서 명백하게 이질적인 종족으로 구별되는 집단을 단순

히 한 종족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버리는 집단 분류의 문제(grouping problem)를 야기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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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로 종족 편향성을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수 종족 집단은 정치적 다수 집단으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하며, 이들의 선호에 따라 정치 동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국가형성(nation-building) 과정에서의 민족 형성  

종족성의 정치화 정도는 동 독립 시기 국가형성 과정에서 

상이한 방향의 민족주의로 발현된다는 것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20세기 중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식민 

치하 독립운동(독립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통하여 국가(nation)라는 

단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시험 받게 되었다. 그 속에서 

민족주의는 국가형성의 프로파간다로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개념은 당시 식민지배에 대한 반발 및 해방에 대한 

요구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족주의 형성의 근원을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본다고 해서 민족주의를 근대화의 산물 61 로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물론 탈식민지화 상황 자체가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사회 질서의 전환기에의 

편승이라는 주장도 일견 옳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고는 해당 시기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요구가 투영된 대내적인 독립운동의 

동학이 단초를 마련한 독립 국가에 대한 요구와 그에 기반한 지도자의 

민족주의에 대한 아이디어가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으로 발현된 

                                            
61 국가와 민족주의의 형성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 질서의 변

화로서의 논리적인 결과물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민족성 연구에서 지배적인 시각이었

다.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3);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Verso, 1991); Liah Greenfi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Anthony Giddens, Durkheim 

on Politics and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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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민족성에 대한 구성과 구상의 공간이 있었고, 

실제로 그 양태는 사회 질서의 전환기에 따른 하나의 갈래일 

뿐이라기보다, 그 속에서 각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국가를 

구성하였는지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논의하는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62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 말 신생 민족주의 국가들이 대거 

형성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해당 시기 민족주의는 

사회과학에서 근대화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브륄리(John 

Breuily)는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와 근대국가체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63 고 보았다. 

기든스(Anthony Giddens) 역시 전근대 사회와 근대사회의 특질을 

구분하면서, 64  전근대사회에서 국가의 불연속적인 통치와는 달리, 근대 

국가에서는 중앙집권화에 의한 국경 내에서의 통치를 통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65  

이처럼 민족주의를 근대화의 산물로 보는 학풍에 흥미로운 

‘인지적 전환(cognitive turn)’이 일어나게 된다. 66  근대성을 여전히 

민족주의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가운데, 민족주의 개념에 

대하여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67 

겔너(Ernest Gellner)는 국가를 근대성에 의해 투영된 상위의 문화와 

                                            
62  본고에서는 민족주의 연구 일반을 살펴보기보다 20세기 말 민족주의를 내세운 신생 

국가의 탄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63  John Breuily, Nationalism and the State (2nd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pp. 1~16 참조. 
64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28~43; Anthony Giddens, Durkheim on Politics and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참조.  
65 기든스는 민족주의에서의 공동체는 과거의 혈연 중심적 부족주의보다 더 넓은 범위의 

포용적인(inclusive)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Anthony Giddens, 1990, p. 49 참조. 
66  Steve Fuller et al. (eds.), The Cognitive Turn: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cience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pp. 

3~11 참조. 
67 Aner E. Lopez, “Ernest Gellner’s Functionalist Approach to Nationalism,” Revista 
Diacrítica, Vol. 26, No.2 (2012), pp. 195~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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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동질성의 결과물인 정치적 그림자로 규정하며, 민족주의는 

그에 따른 인위적인 ‘발명품(invention)’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68 

다시 말해,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민족의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공동체가 그것이 상상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개념으로 민족을 

이해하였다. 69  그에 따르면, 민족은 18세기 말경 생성된 유물로서 

사회적 실재가 아닌 인간에 의해 상상된 정치 공동체이다. 70  그러나 

앤더슨 역시 민족은 계몽사상과 프랑스혁명에 의해 절대 왕정이 붕괴된 

근대 시기에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족을 주권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개념을 근대성과 결부시켰다고 볼 수 있다.71  

근대화론에 수정을 요하는 비판적 이론으로서 종족적 

상징주의(ethnosymbolism)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스미스(Anthony D. 

Smith)가 있다. 72  그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종족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근대 국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18~19세기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근대성을 근대 국가의 특질로 규정하는 유럽중심적인 

                                            
68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3), p. 126 참

조. 
69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Verso, 1991), p. 6  

앤더슨은 겔너의 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였다. 겔너는 민족성의 개념을 허

위의 가면아래에서 날조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겔너는 국가라고 유

리하게 병치할 수 있는(juxtaposed) 허위의 것이 아닌 ‘실재의 공동체(true 

communities)’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겔너가 발명이란 개념을 허위

와 날조에 비유한다면 앤더슨은 발명을 상상과 창조의 의미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인다. Benedict Anderson, 1991, p. 6 참조.  

민족주의를 근대 학파(Modernist School)와 앤더슨을 필두로 한 상상 학파(Imaginist 

School)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구분이 명확치 않고, 후자의 경우 주로 영문학에서 근대

주의와 관련하여 문학적 민족주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측면이 강하다. Michael Soto, The 
Modernist Nation: Generation, Renaissance, and Twentie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4), p. 71 참조. 
70 Benedict Anderson, 1991, p. 4 참조. 
71 Benedict Anderson, 1991, p. 7 참조. 
72  종족적 상징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의 후학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다음을 참조하였다. Athena S. Leossi and Steven Grosby (eds.), Nationalism and 
Ethnosymbolism: History, Culture and Ethnicity in the Formation of Na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pp. 15~30. 



 22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3  그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자치의 달성 및 유지와 독립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움직임으로서, 집단을 

대표하는 멤버들이 실재의 혹은 잠재적인 국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것을 구상한다고 보았다. 74  나아가 스미스는 민족주의의 속성으로 

독립 이상을 꼽으면서, 이에 따라 민족 자치, 민족 통합 그리고 민족 

정체성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모든 민족주의 형태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다. 75  스미스의 관점은 독립이 내포하는 민족주의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20세기 중반 신생 독립 국가들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홉스바움(Eric Hobsbawm)은 근대화론에 기반한 민족주의 

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겔너나 앤더슨처럼 민족의 단위가 발명 내지는 

상상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6  그에 따르면 민족은 

                                            
73 Anthony D. Smith, Theories of Nationalism (2nd eds.) (New York: Holmes & Meier, 

1983), pp. 8~26 참조. 
74 Anthony D. Smith, 1983, p. 171 참조. 
75  Anthony D. Smith,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 188 

참조.  

스미스는 독립 이상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이데올로기적 상관관계가 발생한다

고 보았다. 국가 통합 및 동포 의식, 영토적 통합, 경제적 자립, 국가 팽창, 문화적 부활, 

문화적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시기에 상이한 정도

로 민족주의의 목표로 선정될 수 있다. Anthony D. Smith, 1998, p. 188 참조. 

스미스는 앞서 살펴본 브륄리와 같은 근대화론에 기반한 학자들이 민족주의를 정의함에 

있어 자유 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원리에 기초한 독립에의 요구를 촉구하는 정치적 움

직임은 배재한다고 보았다. Anthony D. Smith, 1998, p. 84 참조. 
76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31~ 192참조. 

홉스바움은 한 영토 국가의 시민들과 집단 소속(group membership)의 집단 인식을 가

능케 한 종족적, 언어적 혹은 다른 특성에 기반한 국가에 대한 인지(identification) 사이

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다고 보았다. Eric J. Hobsbawm, 1992, p. 19참조.  

겔너와 같은 학자들이 민족의 탄생을 근대화로의 이행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는 

점과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홉스바움은 19세기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 담론의 논의는 국가에 대한 지적인 고

려를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ric J. Hobsbawm, 1992, p. 24 참조. 

그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

도하는 자유주의적 담론의 지적 모호성을 한계로 지적한다. 이는 민족주의를 정의하는 

데 있어 독립 이상과 그 기저에 자유 및 평등에 대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던 

스미스보다 자유주의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홉스바움은 근대국

가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Eric J. Hobsbawm, 

1992, p.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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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발명으로서 지난 사회에서 축적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목적을 

위한 새로운 유형이 발명된 것이라고 보았다. 77  이러한 논의는 앞선 

겔너와 앤더슨이 각각 민족의 단위를 허구의 발명과 상상의 발명이라고 

본 것과 다르게, 민족을 실재의 공동체로서 78  이미 존재하고 있던 

비공식적인 민족 감정에 기반하여 형성될 때 정부에 의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민족성이 조성된다고 주장하였다.79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결국 독립 시기 아프리카의 

민족성은 홉스바움의 실재의 공동체와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식민 세력에 

대한 저항의 기치와 독립을 목표로 하는 집단 의식에 기반한 민족 

공동체와 그러한 국내 동학 안에서 지도자가 상상해낸 민족의 단위가 

국가의 민족성을 구성한 것이다. 80  나아가 당시 식민 치하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 독립에의 요구에도 국가별로 상이한 민족성의 

구상을 할 수 있었던 상상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이 다른 양태로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공동체는 독립 시기만을 기점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이전 시기와 식민지배 시기 동안 변모를 거듭하여 만들어졌다. 81 

식민지배 이전 시기에는 부족별 분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구성원이 

속해있는 부족에 대한 한정적인 결속감(solidarity)이 나타났다면, 

                                            
77 Eric J. Hobsbawm, 1992, p. 92 Eric J.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14 에

서 재인용. 
78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40권, 1호 (1

월, 2006), p. 36 참조. 
79 홉스바움은 이러한 민족 감정이 정부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라 빌리고 조성된 것

이라고 보았다. Eric J. Hobsbawm, 1992, p. 92 참조.  
80 즉, 본고에서 언급하는 민족 단위의 상상이란 겔너나 앨리슨의 논의처럼 존재하지 않

는 것을 왜곡하거나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독립에 대해서만큼은 실재하는 공동

체(식민 지배 이전 시기의 전통적인 부족 중심 사회에서 변모)의 요구 속에서 지도자가 

민족의 단위를 상상할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81 민족의 형성은 지난 사회로부터 축적된 것에 바탕을 둔다는 홉스바움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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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시기 동안 식민 모국에 대한 반발로써 초종족적 

결속감(supra-ethnic solidarity)이 바탕이 되었고 그것이 이후 지도자의 

민족주의에 대한 구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82 

 그렇다면 앞서 1절에서 살펴본 종족성과 2절에서 분석한 

민족성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83  아프리카에서 종족성과 민족성은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인가? 일각에서는 종족성을 하위민족주의 

현상이라고 보지만, 84  본고는 민족성과 종족성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서로 경합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식민지배 이전 시기에는 종족성이 

부족별로 구분되고 마을별로 관리되던 의미가 컸다면, 식민지배 기간 

동안 국가에 임의적으로 부여된 행정 구획과 함께 독립 이후 중앙정부의 

개입의 공간이 커진 구조 속에서 어떠한 종족 집단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즉, 종족성에 기인한 정치적 행위 및 종족성이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 - 종족성의 정치화 – 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종족성의 정치화가 펼쳐지는 양상은 각 

국의 민족 공동체의 성격과 해당 공동체가 종족성을 정치화의 의제로 

얼마나 끌고 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가형성 과정에 있어 지도자의 

방향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종족성과 민족성은 단위의 

                                            
82 베버(Max Weber)는 민족의 특수성을 집단적인 정치적 기억을 통하여 형성되는 특유

의 결속감이라고 보았다.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p. 386~398 참조. 
83 1절의 종족성 개념과 종족성의 정치화에 대한 논의와 p. 14의 각주 38번에서 언급한 

인종, 종족성 및 민족성의 중첩성 참고. 
84  Joshua B. Forest, Subnationalism in Africa: Ethnicity, Alliances, and Politics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4), pp. 1~24; John Breuily, 1993, pp. 

199~214; Victor A. Olorunsola, The Politics of Cultural Sub-Nationalism in Africa 

(New York: Anchor Books, 1972), pp. 3~49 참조. 

일부 민족주의 연구들에서는 근대 식민 국가에서의 영토적 민족주의는 인공적인 것인 

반면, 하위 민족주의에 속하는 (부족주의로 발현되는) 종족성은 자연스러운 성질의 것으

로 본다. 이들은 특정 문화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주의를 진정한 민족

주의(genuine nationalism)라고 역설한다. 즉, 진정한 민족주의는 독립이나 자치와 같은 

가치로 대표되는 영토 국가를 형성하는 식민 사회 내에서 탄생한 집단 정체성을 넘어서

야 한다는 것이다. John Breuily, 1993, p. 199 참조. 

이는 민족을 허구의 것으로 보는 겔너만큼 급진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민족보다 오랜 기

간 동안 지속되어온 정체성, 다시 말해 종족성을 중시한다. 본고 역시 종족성이 민족주

의 개념보다 선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특정 개념의 선행성이 곧바로 진위성을 입증

한다고 보는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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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3. 분석틀: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형성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 국가가 새로운 국가라는 단위와 

민족 혹은 국민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

의 국가 구상(envision)으로 대표되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해졌다. 정치에서 아이디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이루

어졌다. 85  신제도주의의 맥락 아래서 아이디어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거나86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에 대한 대

안적 방안으로서 아이디어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87  심지어 정치경제 영역에서도 20세기부터 아이디어를 인과적 요

인으로 활용되는 연구가 많아졌다.88 그러나 여전히 아이디어 변수는 종

속변수로 치환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아이디어는 종종 

                                            
85 Max Weber, “The Social Psychology of Human Motivation and Determinants of 

Political and Other Social Outcomes,” in Hans Gerth and Charles W.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John L. 

Campbell,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role of ideas in political economy,” Theory 
and Society, Vol. 27 (June 1998) p. 402 에서 재인용. 
86 Anthony King, “Ideas,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of Governments: A Comparative 

Analysis: Part III,”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4 (October 1973), 

pp. 409~423; Rogers M. Smith, If Politics Matters: Implications for a “New 

Institutionalism”,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Vol. 6, No. 1 (Spring), pp. 

1~36 참조. 
87 Robert C. Lieberman,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6, No. 4 (December 2002), pp. 

697~712 참조. 

리베르만(Robert C. Lieberman)이 지적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한

계는 다음과 같다 - 1) 환원주의, 2) 외생 변수에의 의존, 3) 질서와 구조에 대한 과도한 

강조. 
88 John K. Jacobsen, “Much Ado About Ideas: The Cognitive Factor in Economic 

Policy,” World Politics, Vol. 47, No. 2 (January 1995), pp. 283~310; Mark M. Blyth, 

“Any More Bright Ideas?” The Ideational Turn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Comparative Politics, Vol. 29, No. 2 (January 1997), pp. 229~250; Peter Hall (eds.),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Keynesianism across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 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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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속해있는 거대 이론에서의 부차적인 분석 단위로 취급되었다. 89 

무엇보다 아이디어 변수로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들 간에 아이디어의 

개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90  

그렇다면 정치적 맥락에서의 아이디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학계

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편적 정의의 정립을 시도하기 보다는 아이디

어를 규범(norm)이나 인지(cognition) 등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춘다.91 캠프벨(John L. Campbell)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

회학적 제도주의92의 논의에서 다루는 아이디어의 정책형성과정에 착안

하여 아이디어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표II-1] 참조)93. 그에 따르면, 역

사적 제도주의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가능한 해결책들의 범위를 아이디어와 제도가 어떻게 제약하는지 설명한

다는 점에서 규범적 구조가 정책 아이디어를 제한한다고 본다. 94  반면,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약은 제도의 바탕에 있는 인지적 구조에 초

점을 맞춘다고 본다. 즉,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인지적 체계를 구

                                            
89 Mark M. Blyth, 1997, p. 231 참조. 

블리스(Mark M. Blyth)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모두 아이디어에 대

한 정의 및 역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두 학파에서 일어난 아이디어 

전환기는 그들의 연구 프로그램에 내재한 취약점에 대한 임기응변 식의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Mark M. Blyth, 1997, p. 231 참조. 
90 John L. Campbell,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role of ideas in political economy,” 

Theory and Society, Vol. 27 (June 1998) p. 376 참조. 
91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Autumn 1998), pp. 887~917; John 

L. Campbell, 1998, pp. 377~409 Maziar Chitsaz and Seyyed M. A. Hodjati, 

“Conceptualiation in ideational theory of meaning: Cognitive theories and semantic 

modeling,”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32 (2012), pp. 450~455; 

Sheri Berman, “Ideas, Norms, and Culture in Politic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Vol. 33, No.2 (January 2001), pp. 231~250 참조. 
92 원문에서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중 한 분파인 조직적 사회학(organizational sociology)

으로부터 파생된 조직적 제도주의(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라는 용어를 썼으나, 

본고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와의 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번역하

였다.  
93 John L. Campbell, 1998, pp. 377~409 참조. 
94 John L. Campbell, 1998, p. 378 참조.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보자면, 제도의 바탕에 있는 ‘규범적 구조’가 정치 엘리트들이 

수용할만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한하고, 엘리트들의 상이한 아이디어들이 정책 형성에 고

려될 수 있는 정도를 공식적 제도가 조정하게 한다고 본다. John L. Campbell, 1998, p. 

3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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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제도가 정책결정자들의 아이디어를 제약한다고 보는 것이다.95  

 

 

[표 II-1] 캠프벨(John L. Campbell)의 아이디어 유형화에 대한 분석 (출

처: John L. Campbell, 1998)96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캠프벨은 분석 수준과 선행성97에 따

라 아이디어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98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어 

구분에서 주지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수준에서의 정책 아

이디어(프로그램과 패러다임 99 )는 ‘주체’로서의 엘리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고려가 아직 없는 반면, 규범적 수준의 정책 아이디

                                            
95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행위자들이 그들의 정책적 문제와 해결책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하는지는 그들의 인지적 체계를 구성하고 그들의 행위에 초기에 권한을 

주는 “제도화된 각본, 암시(cues) 및 루틴”의 활용에 달렸다고 본다. John L. Campbell, 

1998, p. 378 참조. 
96 John L. Campbell, 1998, p. 385의 표 참조. 
97  본고에서는 캠프벨의 정책논의에서의 배경(background)과 전면(foreground)의 구분

을 선행과 후행의 단계적 요소를 지닌다고 본다. 다시 말해, 배경은 암묵적 전제를 뜻하

므로 선행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형성된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의 전면으로 나온다는 점

에서 후행한다는 것이다.  
98  캠프벨은 위와 같은 아이디어의 유형화가 ‘구조적 구분’에 기초하였으나, 아이디어가 

유형에 따라 정책 형성에 있어 특유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고 주장한다. John L. Campbell, 1998, p. 384 참조. 
99 캠프벨이 사용한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홀(Peter 

A. Hall)의 연구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Peter A. Hall,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3 (April 1993), pp. 275~2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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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단계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청자에 해당하는 ‘객체’로서의 대중의 반

응을 중시한다(프레임과 민심이 이에 속함). 다시 말해, 전자는 엘리트가 

중심이 되는 정치 아이디어 계획에 속하고, 후자는 대중을 설득하는 아

이디어의 정당화 과정을 의미한다.100  

본고에서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101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102 첫 번째 단계는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

계로, 앞선 3장에서 살펴본 지도자가 구상한 국가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

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분석한다.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외국의 식

민 지배를 뒤로 하고, 내생의 지도자가 독립 국가를 건국할 때 통치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가

벼이 볼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을 지도자 본인이 구상하는 국가의 그림

으로 포섭하는,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참여 정신(participative 

ethos) 103 을 널리 확산시켜야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정권의 정당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국민이라는 단위의 상상104에 대한 

기본 조건을 설계한 지도자의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와 같은 제도적 배경(institutional setting) 안에서 설계된 지도자

의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정당화될 때 이는 프로파간다로 국

민들을 동원화할 수 있는 것이다.105  

                                            
100 캠프벨의 논의에서 다루는 대중 변수가 정책의 아이디어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약으

로만 한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캠프벨은 실질적인 정책 

형성에 있어 엘리트의 인지적 관념적 체계가 아이디어로 반영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 요소보다 엘리트 변수를 중시한 듯하다. 엘리트와 정책결정자들의 아이

디어의 정책 형성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통한 정책의 변화는 다른 수준의 문제로 다

루어질 수 있다.  
101  본고에서는 국가 건립 과정에서의 정책 형성을 초기 단계의 정책 형성(making) 뿐 

아니라 이후의 재형성(re-making)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로 본다. 
102 본고의 분석틀은 탄자니아와 케냐 이외에도 20세기 중반 신생 독립국들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103  David Koff and George von der Muhll, “Political Socialisation in Kenya and 

Tanzania: A Comparative Analysi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5, 

No. 1 (May, 1967), pp. 13~51 참조. 
104 해당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앞선 2장의 2절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민족을 참고. 
105 1단계에서 국가형성의 핵심에 있는 엘리트 집단 혹은 핵심 정치집단의 아이디어 역

시 정책결정자인 지도자의 아이디어에 일정 부분 투영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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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형성의 두 번째 단계는 정책의 확증 

단계이다. 이는 초기 제도적 배경을 설정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후 확증되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확증’은 

과거에 구조화된 제도, 즉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높은 수준의 제

도설계들이 현재에도 그들의 인식을 구성하도록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확

증(increasing return)된다는 의미이다.106 본고 역시 지도자의 아이디어

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어떻게 또다시 정책으로 강화되는지 본다는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07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정책을 형성하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

기 보다 이미 구조화된 제도를 강조한다. 108  한편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이 놓여있는 제도화된 인지적 혹은 규범적 체계를 통해서 그들

의 행위가 구성된다고 본다.109 따라서 본고의 분석틀은 역사적 제도주의

와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아이디어는 어떤 조건 하에서 국가형성 과정

에서의 정책으로 투영되는가? 본고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회와 제약 

개념을 활용한다 ([표 II-2] 참조).110  첫 번째 단계에서 지도자의 아이

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때 정권의 초기 구상에 긍정적인 요소는 ‘기회’로, 

부정적인 요소는 ‘제약’으로 작용한다.111 다시 말해, 지도자가 형성한 초

                                            
106 Paul Pearson,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2 (June 2000), pp. 251~267 참조. 
107 본고 역시 국가형성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배경을 보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고는 지도자라는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08 역사적 제도주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단순하게 그리

고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109 Mark M. Blyth, 1997, p. 233 참조.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이러한 인지적 혹은 규범적 체계를 지칭하는 용어는 환경, 현상, 

상황 등과 같이 다양하다. 
110 이 점에서 본고는 정책 형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이익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

는다. 다만 기존의 정치적 이익 중심의 논의들과 다른 점은 기회와 제약 안에서 지도자

가 국가형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보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

회와 제약의 개념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즉, 제약보다 기회로 작용하

는 부분이 큰 요소를 ‘기회’, 기회보다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큰 요소는 ‘제약’이라

고 지칭한다. 
111 본고는 행위자로서의 국가 지도자와 지도자의 정권을 엄밀히 구분하여 보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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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가 구상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기회이고, 반

감시키는 요소는 제약인 것이다.112 두 번째 단계에서도 특정 기회와 제

약 아래서 정책이 확증된다. 이 단계에서 ‘기회’는 정권의 집권에 긍정적

인 요소, ‘제약’은 정권의 집권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정책 형성에 반영된 

지도자의 아이디어는 이후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정책으로 강화되거나 

유지되거나 변경된다. 본고는 이를 각각 지도자의 정책 재확인, 현상유

지, 그리고 재구성이라고 부른다 ([표 II-3] 참고).  

 

 

[표 II-2]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 정책의 형성과 확증 과정 (출

처: 저자 작성) 

 

 

[표 II-3]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의 재확인, 현상유지 및 재구성 (출처: 

저자 작성) 

 

                                            
다. 
112 초기 국가에 대한 지도자의 구상의 정당성은 본인이 그린 국가의 그림을 얼마나 많

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동원력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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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에서 기회였던 것이 제약으로, 제약이었던 것이 기

회로 작용하는 경우 지도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재확인한다 

([표 II-3] 참고). 전자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기회로 작용되었기 때

문에 제약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후

자의 경우 제약이었던 것을 기회 삼아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강

화된다. 한편, 첫 번째 단계에서 기회였던 것이 기회로, 제약이었던 것이 

제약으로 괄목할만한 변화가 없이 ‘현상유지’ 되는 경우도 있다 ([표 II-

3] 참고). 그러나 기회 혹은 제약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영역 역시 

존재한다. 본고는 이를 기회이자 제약, 즉 불확실성의 영역(area of 

uncertainty)이라고 지칭한다 ([표 II-2] 참고). 이와 같이 양날의 검처

럼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과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모두 비등하게 존재

할 경우 지도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정책을 ‘재구성’하게 된다. 정책의 

재구성은 소극적 수정과 적극적 수정 모두를 포함한다. 본고는 특히 해

당 부분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 및 정책의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정책의 아이디어적 접근(ideational approach)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신생 독립국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에 있어서 지도

자의 아이디어가 외생적 맥락의 영향을 배재한 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식민지 모국이 식민 지배 당시 확산시킨 아이디어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연계되어 있었는지 보는 것은 외생적 맥락의 영향을 무조건적으

로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서구적 기반의 외생성을 지닌다고 해서 이

를 일률적으로 제약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도자는 외생적 맥락을 때로는 

흡수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본다. 또한, 

본고는 국가형성 과정의 정책을 토지, 경제, 교육 및 언어, 내부 통합113

                                            
113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용어 대신 내부 통합(internal integration)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립 국가로서의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전자는 다수 종족

인 키쿠유족(Kikuyu)과 나머지로 이루어졌던 ‘종족의 구분’, 후자는 탕가니카

(Tanganyika, 독립 이전의 탄자니아)와 잔지바르(Zanzibar)의 구도로 주어졌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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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가지 이슈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II-2] 참고). 해당 영역들은 

식민 지배 종식 후 국가형성 과정의 정책의 갈래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식민 지배 기간 동안의 탄자니아와 케냐에 대한 영국의 지

배 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4장에서 이슈 영역별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고, 정책으로 확증되었는지 

분석한다.  

 

 

 

 

 

 

 

 

 

 

 

 

 

 

 

 

 

 

 

 

                                            
구분’이 하나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내부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었는지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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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도자의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 

 

 

[표 III-1] 니에레레 대통령과 케냐타 대통령의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 

(출처: 저자 작성)114 

 

 

1. 탄자니아 니에레레(Julius K. Nyerere) 대통령 

1) 독립 시기 탄자니아의 국내정치적 동학 

 세계 2차 대전의 여파로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비준에 따라 국제사회 차원에서 

                                            
114 [표 III-1]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과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의 국가 구상의 아

이디어의 분석에 해당하는 3장 본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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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15 에 대한 중요성이 상기되었다. 116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탕가니카도 예외는 아니었다. 탕가니카에는 이미 1920년대에 영국에 

대항하여 아프리카 통합을 주창하는 탕가니카 아프리카 협회(TAA: 

Tanganyika African Association)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117 TAA는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아프리카인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독립 단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아프리카 협회의 통합이 곧 아프리카인들의 

통합이다”라는 것을 중심 아젠다로 내세웠다. 118  그러나 1940년대부터 

대륙 기반119이 아니라 좀더 국지적인 성격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세력은 1940년대 탕가니카의 남동쪽을 중심으로 형성된 

킬리만자로 차가 시민 연합(KCCU: Kiliamjaro Chagga Citizens 

Union)이다. 2차 대전 이후 토착민들의 환금 작물의 생산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던 케냐의 식민 정부와 다르게, 탕가니카의 식민 정부는 

토착민들의 커피 생산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킬리만자로 지역에서 커피 

생산으로 부를 축적한 차가족(Chagga)이 세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였다.  

KCCU 세력은 상당 수준 높았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자치권을 

중심으로 시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초기에는 토지 구획의 

소유권을 지닌 사람들을 시민으로 지칭하였으나, 이후 KCCU의 

                                            
115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Chapter XI, Article 73~74.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xi/index.html 

(검색일: 2018년 11월 23일) 

물론 국제연합 헌장의 11조 73장과 74장은 교화를 위한 임무를 맡은 국제연합국들이 

그들의 보호령의 자치를 승인 해주기 위한 과도기 시기의 개입을 허용하는 측면도 있었

다. 
116 Emma Hunter, Political Thought and the Public Sphere in Tanzan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66 참조. 
117 John Iliffe. Modern History of Tanganyik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406 참조. 탕가니카 아프리카 협회(TAA: Tanganyika African Association)는 

유럽의 식민 지배 하에 있던 동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 내에서 생성되었던 식민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아프리카 협회(African Association)의 탕가니카 지부를 뜻한다. 케냐의 

경우 케냐 아프리카 협회(KAA: Kenya African Association)가 형성되었다. 
118 John Iliffe, 1979, p. 406 참조. 
119 John Iliffe, 1979, p. 406 참조.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x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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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을 갖추는 사람들 역시 시민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120 KCCU에 

따르면, 시민권은 조건부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고 자격을 얻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자격이란 차가(Chagga) 관습에 따라 차가의 

시민(Mchagga)이라 인정받는 것을 뜻하였다. 121  이들은 시민들이 유산 

계급층, 즉 토지를 소유한 자들에게 정치 대표를 일임하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2  

 나아가 KCCU는 발행물에 종종 사람들을 라이아(raia), 즉 백성 

내지는 시민이라고 언급하였고, 차가 시민들이 차가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23  이를 통해 

KCCU는 특정 계급의 우월성과 계층 구조를 내포한 시민상을 

구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부족장들보다 우위에 있는 

대표가 행정권을 갖고, 고등교육 수혜자들 중에서 선발하여 

은자마(Njama)라는 직위를 따로 만들어 그들에게 입법권을 일임124하는 

권력의 분립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KCCU는 사단의 

부족장들(divisional chiefs)의 폐지를 주장하였고,125 자체적으로 임명한 

19명의 부족장들을 중심으로 차가 의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1944년 

킬리만자로 지역에 3명의 상급 부족장(superior chiefs)을 선출하자는 

것에 부족장들이 반대하자 그들과 협의 없이 상급 부족장들을 

임명하였다.126 

 KCCU의 특정 종족 중심적인 국지성은 KCCU가 탕가니카의 

다른 지역까지 세력을 형성하는 데에 실패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차가족은 당시 탕가니카의 120여개의 종족 집단 중 하나 127 였을 

                                            
120 Emma Hunter, 2015, p. 124 참조. 
121 Emma Hunter, 2015, p. 124 참조. 
122 Emma Hunter, 2015, p. 124 참조. 
123 Emma Hunter, 2015, p. 124 참조. 
124 Emma Hunter, 2015, p. 123 참조. 
125 Emma Hunter, 2015, p. 122 참조. 

KCCU는 고대부터 부족장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권한보다 사람들보다 사람들의 권한이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사단의 부족장들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26 John Iliffe, 1979, p. 491 참조. 
127 Emma Hunter, 2015, p.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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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나 종족들을 그들의 세력으로 포섭할 

유인이 없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케냐에서 키쿠유 중앙 협회(KCA: 

Kikuyu Central Association)를 중심으로 타 종족들이 연립을 이루어 

독립의 움직임이 펼쳐진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1940년대부터 TAA에서 파생되기 시작한 탕가니카 아프리카 

민족 연합(TANU: Tanganyika African National Union)128은 KCCU보다 

더 민족주의적 노선을 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TANU는 탕가니카의 수도인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다르에스살람은 1930년대 아프리카 협회의 10개 

지부 중 한곳이었다.129 TANU는 KCCU와 다르게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평등주의에 기초한 멤버십을 주창하였다.130 훗날 니에레레는 

이러한 TANU의 정책이 당시 독립 투쟁을 위해 최대한 많은 멤버들을 

모집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TANU는 KCCU처럼 

특정 지역에 한정된 발명 131 이 아니라, 탕가니카 내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세를 규합하고자 하였다. 아일리프(John Iliffe)의 말을 

빌리자면, TANU는 “민족주의 아이디어의 해설자” 132 로서 탕가니카 

국민들에게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민족주의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128 John Iliffe, 1979, p. 507 참조. 
129 John Iliffe, 1979, p. 412 참조. 

1930년대 TAA 지부들은 대부분 도시(urban)에 형성되었다. 당시 총독이었던 캐머론

(Donald C. Cameron)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연계로 인해 식민 정부에 대항할 것을 우려

해 TAA 지부의 설립을 도시에만 한정하라고 경고하였다. Donald C. Cameron, Tanzania 
National Archives, 23 October 1930, 19325/1/22 John Iliffe, 1979, p. 415 에서 재인용. 

캐머론 총독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Oliver Furley,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

9780198614128-e-

32257;jsessionid=C947222D8D6F49FBE8EE4EF681E96F03?docPos=3 

(검색일: 2018년 11월 4일) 
130 Julius K. Nyerere, Ujamaa: Essays on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 35 참조. 
131 John Iliffe, 1979, p. 486 참조. 
132 John Iliffe, 1979, p. 486 참조.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32257;jsessionid=C947222D8D6F49FBE8EE4EF681E96F03?docPos=3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32257;jsessionid=C947222D8D6F49FBE8EE4EF681E96F03?docPos=3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32257;jsessionid=C947222D8D6F49FBE8EE4EF681E96F03?docPo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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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6월 TANU의 설립을 공식화한 니에레레는 TANU의 

리더로서 TAA를 TANU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였다. 133  TANU는 

TAA의 세력 구조를 이어받음으로써 다르에스살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TANU 세력을 구조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다.134 TANU는 평등주의에 기초한 멤버십과 탕가니카 종족 집단 

중에서도 소수 집단(Zanaki)에 속하였던 니에레레의 리더십 아래 

탕가니카 전역으로 규모를 확장시켰다. 이에 압박을 받은 듯 당시 영국 

식민 정부의 탕가니카 총독이었던  트와이닝(Edward Twining, 

1949년부터 1958년까지 탕가니카 총독 역임)은 TANU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정당인 탕가니카 정당 연합(UTP: United Tanganyika 

Party)을 설립하였다. 135  그러나 TANU 아래 단결된 독립의 움직임에 

쉽사리 제동을 걸 수 없었다. 

 TANU의 세력 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KCCU는 탕가니카의 

다인종적 구상 136 을 표명한 트와이닝 총독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TANU를 특정 인종(아프리카인)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인종 집단이라고 

비난하였다. 137  니에레레는 “동아프리카의 국민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에 식민 지배 세력인 유럽을 거부하는 인종적 레토릭을 구성하였다. 

 

우리는 유럽의 지배를 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동등한 

인종 대표 원칙을 거부한다. 해당 원칙은 인종적 우월성 원칙을 

전제하는 기만적인 이름일 뿐이다. 그것은 50,000명의 유럽인들이, 

오직 그들이 유럽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7,000,000 

아프리카인들과 동등하다고 보며, 숫자에서의 열등함을 부, 지성, 

                                            
133 Julius K. Nyerere, “First Speech in Legislative Council, 1954,”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30~34 참조. 
134 John Iliffe, 1979, p. 515 참조. 물론 모든 TAA 지부들이 이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특정 지부는 1956년도까지 TAA 이름을 유지하였다. 
135 John Iliffe, 1979, p. 128 참조. 
136 캐머론 총독은 탕가니카의 소수 백인와 흑인 다수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137 John Iliffe, 1979, p. 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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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덕목 및 피부색에서의 우월성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138 

 

 1954년 국제연합의 탕가니카 방문 보고서 139 에 대해 국가 

영토에 대한 자치를 강경하게 주장하였던 니에레레의 발언 140 은 

아프리카 리더의 식민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TANU의 선거 캠페인의 지배적인 톤을 

설정하였다.141 이처럼 니에레레는 토지 소유에서의 소외 및 정착민들의 

통제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불만들 142 을 인종적 

레토릭과 엮으면서 국가 층위의 문제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탕가니카의 국민들에게 민족주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2)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구상: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니에레레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의 주도 하에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민족성’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니에레레 

대통령(Julius K. Nyerere)의 탄자니아에 대한 구상의 아이디어는 서구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서구를 배척하였다. 그는 1959년 동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회담의 범아프리카 자유 운동 연설에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표하면서 143  존 스튜어트 밀(John 

                                            
138 Julius K. Nyerere, “The Race Problem in East Africa, 1952,”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23~29 참조.  
139 영국 치하 영토였던 탕가니카는 국제 연합의 신탁통치 시스템으로 넘겨졌다. 1954년 

국제연합의 탕가니카 방문 보고서(The Report of the 1954 United Nations Visiting 

Mission to Tanganyika)는 신탁통치로부터 탕가니카의 자치까지의 예상 소요 기간을 20

년에서 25년으로 예상 및 제안하였다. 
140 1955년 3월 7일 국제연합 신탁통치 위원회의 구두 청문회에서의 니에레레의 발언을 

의미한다. 
141 John Iliffe, 1979, p. 517 참조. 
142 John Iliffe, 1979, p. 509 참조. 
143 Julius K. Nyerere, “Individual Human Rights, 1959,” in Freedom and Un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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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art Mill)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논의를 일부 반영한다.144 니에레레는 

탕가니카에서의 개인 인권을 인종 평등에 대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열망의 맥락과 결부지어 봄으로써 반-영국(Anti-British) 정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인정하되, 특정 공동체의 권리를 정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니에레레는 특히 식민 지배 세력에 속하는 유럽 공동체 

혹은 아시아 공동체나 다른 어떤 공통체에게도 토지의 일부를 따로 

배당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니에레레는 탕가니카가 독립을 

통해 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탕가니카 영토에서의 식민 지배 

유럽인들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토지에 대한 권리 및 

국가 영토의 보전과 관련된 논의에 인종적 이슈를 결합시키면서 

아프리카 맥락에서의 권리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었다.14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 핵심 이슈인 개인의 인권 문제에도 ‘인종적 레토릭’을 활용하였다. 

즉, 탄자니아 국내의 개인 인권 문제를 아프리카의 정치적 열망의 맥락 

내에서 식민 지배 시기 묵살당했던 인종적 평등과 결부시킴으로써 반-

영국 정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생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 

중에서는 탄자니아만이 예외적으로 영국의 권리장전을 초기 헌법 146 에 

반영하지 않았다.147 이는 1960년대 영국의 식민지들 대부분이 탈식민화 

과정을 거치면서 독립 헌법에 영국의 권리장전을 수용한 것과는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69~71 참조. 
144 John Stuart Mill, On Liberty (Kitchener: Batoche Books Limited, 1859), pp. 69~85 

참조. 
145 인종적 이슈 안에는 아프리카인들(Africans)과 주로 식민 지배 세력에 속하는 비-아

프리카인들(Non-Africans)의 구도가 내포되어 있다. 
146 1961 The Tanganyika Constitution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

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

OUNCIL%2C%201961.pdf 

(검색일: 2018년 9월 23일) 
147 권리장전은 개인에게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OUNCIL%2C%201961.pdf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OUNCIL%2C%201961.pdf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OUNCIL%2C%201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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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움직임이었다. 148  이듬해 니에레레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입안한 1962년 탄자니아 공화국 헌법149에도 영국의 권리장전 조항들은 

누락되었다.  

탄자니아는 왜 영국 헌법의 핵심인 권리장전을 수용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하여 니에레레 대통령이 1961년 12월 영연방 

저널에 발행한 글과 이후의 연설문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는 

탕가니카와 영연방이라는 글에서 국제 연합에 이어 영연방150에 가입을 

승인해준 영국 및 가입국가들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과거 프랑스 식민지 

혹은 영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통합체(unity)를 이룩하기 

위하여 영연방의 멤버십을 포기해야 한다면 “탕가니카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151  영연방에 가입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탈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을 통해 니에레레 대통령은 

독립 국가 설립에 미치는 영국의 영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대목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이 서구를 배제한 범아프리카적(Pan-

                                            
148  James S. Read, “Bills of Rights in “The Third World”: Some Commonwealth 

Experiences,”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Vol. 6, No. 1 (1973), pp. 21~48 참조. 
149 1962 Republican Constitution of Tanzania 

(검색일: 2018년 9월 23일) 
150  영연방(Commonwealth)은 1965년 영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 기구로서 영국과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였던 국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가입국들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수립

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참여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 정립을 목표로 한다. 

http://thecommonwealth.org/about-us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151 Julius K. Nyerere, “Membership of the Commonwealth 1961,”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 118 참조. Julius K. Nyerere, “Tanganyika and the 

Commonwealth 1961,”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135~137 참조. Julius K. 

Nyerere, “The Commonwealth, South African and Tanganyika 1961,” in Freedom and 
Unity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108~113 참조. Julius K. 

Nyerere, “African Unity and the Commonwealth 1962,”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172~173 참조. 해당 자료들은 발행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이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영연방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은 영

연방과의 연계(alignment) 혹은 영연방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수용하는지 여부가 곧 영국

의 잔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http://thecommonwealth.org/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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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아프리카 통합체 152의 구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니에레레는 외부적 억압에 대한 반발로서의 인권 문제를 

끌어오면서 ‘내부자 대 외부자’ 구도 그리고 ‘선과 악’의 구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 구상의 논리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기조이기도 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개인 인권에 관한 문제만큼은 탄자니아의 

재량 153 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했다. 그는 1962년 

탄자니아 공화국 헌법에도 권리장전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영국 규범의 

제도화를 부분적으로 거부하였다.154 이에 대한 영국의 비판을 의식한 듯 

니에레레 대통령은 탄자니아 공화국 헌법 입안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국민의 권리, 다시 말해 국민들의 자유와 그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의 의미는 국가의 

윤리를 뜻한다. (중략) 만약 국민들에게 그러한 윤리가 없다면, 

어떠한 종류의 헌법의 틀을 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중략) 

                                            
152 Julius K. Nyerere, 1962, p. 172~173 참조.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2년 6월 15일 의회 연설에서 다시 한번 “영연방 멤버십이 아프

리카 대륙에서의 통합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영연방에서 탈퇴할 것”

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Julius K. Nyerere, 1962, p. 172 참조. 
153 유럽 인권 보호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관한 유럽 국가들 

간의 논의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합체(Unity)로서 유럽 지역에 

대한 당시 요구로 인해 유럽 인권 보호 조약이 등장하였다. Martin Shapiro and Alec 

Stone, “The New Constitutional Politics of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6, No. 4 (January 1994), pp. 397~420 참조. 

그러나 국가들이 조약에 조인하면서 그들의 주권의 일부를 어느 정도로 포기하는 것인

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다. 영국 주도 하의 인권 조약의 비준에서 ‘개

인의 권리’와 ‘주권’의 문제를 수반하는 것과 연장선에서, 한 국가의 헌법에 외생적인 식

민지 모국의 가치와 관념이 담긴 권리장전을 채택하는 것은 신생 독립 국가로서의 주권

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154 부분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영국의 권리장전을 헌법에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탄자니아 주권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졌지만, 정치구조를 편성함에 있어 영국의 웨스트민

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남기고 간 웨스트민스터 의회 모델은 탄자니아 선거에서의 참여를 제한하였고,  

정치 엘리트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정부와 국회에 집중시켰다고 평가 받기도 한

다. Kjell J. Havnevik and Aida C. Isinika, Tanzania in Transition: From Nyerere to 
Mkapa (Oxford: African Books Collective, 2010), pp. 4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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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상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 국가의 윤리를 세우는 

것이다.155 

 

니에레레는 위와 같이 식민 지배 기간 동안 부재했던 탄자니아의 

자생적인 국가 윤리 정립을 강조하였다. 혹자는 이러한 니에레레의 

구상이 식민 경험에서 파생된 구조를 거부하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옴부즈만(Ombudsman)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156  반면, 

국제사회의 멤버들로부터 존중 받기 위해서는 권리장전을 헌법에서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대내적인 평가도 있었다.157  

나아가 니에레레 대통령은 헌법의 입안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158  식민 지배 

이전의 부족 중심적 사회의 모습으로 회귀하기에는 식민 지배 기간 

정착된 중앙집권적 구조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외생적인 

식민 구조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하기에는 정권의 반식민주의 정당화 

기조와 대치되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아가 국가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었다.  

그러나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형성 아이디어가 서구적 기반이 

있다고 해서 그가 상정했던 상상적 공동체이자 실재의 공동체인 ‘민족의 

단위’가 다분히 서구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탄자니아는 

식민지배시기부터 정착되어 있던 서구적 중앙집권 체계를 구조적인 

                                            
155 Julius K. Nyerere, “Importance of a National Ethic 1962,”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174~175 참조. 
156 James S. Read, 1973, p. 48 참조. 
157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Repor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One Party State (Dar es Salaam: 

Government Printer, 1965), p. 15 William Tordoff, “Politics in Tanzania,” The World 
Today, Vol. 21, No. 8 (August 1965), pp. 351~360 에서 재인용 
158 서구의 사회계약론 논의에서 다루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탄자니아의 맥락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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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159  니에레레가 상정했던 민족의 

단위는 서구적 요소와 아프리카 전통적 요소가 혼재된 것이었다. 때로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더 부각되기도 하고, 혼합된 형태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때로는 구상(겉)과 실제(속)의 

괴리가 큰 경우도 있었다.160 니에레레 대통령이 주창하였던 민족 단위의 

구상은 명목적으로는 아프리카 전통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개입의 공간을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아프리카 전통의 가치와 배치되기도 하였다. 

혹자는 토착적 해석(indigenous interpretation)을 기반으로, 

탄자니아에서 식민 시기 정치 구조가 미친 영향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정치 권력이 서구적인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를 

대체하였다고 설명한다. 161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실제 초기 

헌법(Tanganyika Constitution 1961)에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구성한 것과 그에 따른 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물론 중앙집권화라는 개념 자체를 서구와 동의어로 보면서, 

아프리카는 서구의 중앙집권화 구조를 식민지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고 결론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 서구 사회는 일찍이 

봉건제로부터 통치자들이 직접 통치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인구 동질화를 

통하여 자국민들이 통치자들과 정체성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중앙집권제로 변모하였다. 당시의 아프리카 식민정책에 이러한 서구적 

                                            
159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수용이 이에 해당한다. 
160  예를 들어, 토지정책에 관한 구상은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민족주의를 

주창하였지만, 실제 정책은 식민주의의 토지 관리 시스템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161  토착적 해석에 따르면, 탄자니아에서의 식민 시기 정치구조의 침입은 자나키 사회

(Zanaki society)의 세대 계층 시스템(generation class system)에만 미미하게 영향을 미

쳤고, 따라서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권력의 양태로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

러한 토착적 시각은 탕가니카(독립 이전의 탄자니아)에서 식민지배가 시작되었을 때의 

전통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 제도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20세기에 들어

서 이러한 시각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A. B. Assensoh, African Political Leadership: 
Jomo Kenyatta, Kwame Nkrumah and Julius K. Nyerere (Florida: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98), pp. 46~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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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중앙집권적 요소들이 반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에서의 중앙집권화와 아프리카에서의 중앙집권화 개념은 

‘집권화’라는 단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어떤 단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서구의 

중앙집권화가 통치자 중심의 직접 통치로 대변되는 것이라면, 아프리카 

전통사회의 모습은 소단위의 부족이 각 부족의 지도자(chief)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은 군들이 작은 거미집 모양으로 존재하는 

형상이었다. 아프리카는 독립과 함께 식민 정부의 소멸로 인한 아프리카 

리더의 직접 통치로 인해 영국 식민 정부가 아프리카 정부로 대체되면서 

사회의 단위가 ‘부족’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 

지배와 탈식민화를 겪은 아프리카에서 집권화라는 개념은 느슨한 결합의 

부족 사회에서 국가라는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결속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국제 문제에 대한 니에레레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반영된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를 분석해볼 수도 있다. 특히 로데지아 

문제는 니에레레 대통령이 서구 국가와 가장 강하게 대치했던 사례로서, 

그가 지니고 있던 반-식민주의 기반의 국가 구성이 잘 드러난 

국제문제라고 볼 수 있다. 1965년 12월 니에레레 대통령은 

로데지아(Rhodesia)의 백인 소수 정부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에 제지를 

하지 않은 영국 정부에 대항하여 영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였다.162 

당시 로데지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앞두고 있었으나 탄자니아와 

같이 토착민 리더가 선출될 수 있는 자유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이 

아니라, 로데지아의 소수 백인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독립 선언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5년 9월, 

영국 정부가 당시 로데지아의 영국 식민 정부 수상이었던 스미스(Ian 

                                            
162 William E. Smith, Nyerere of Tanzania (Nairobi: Transafrica Publishers, 1974), pp. 

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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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163와의 로데지아의 독립에 대한 협상을 지속한다면 영연방164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65  과거 프랑스 식민지 혹은 영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합을 영연방 멤버십 가입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이 이후에도 강조하였던 

아프리카 통합(African unity)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1965년 12월 14일 니에레레 대통령은 국회에 발표한 

‘아프리카의 명예’ 연설문에서 “아프리카의 목표는 과반수 규칙에 따른 

남부 로데지아의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다” 166 라며 백인 소수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독립에 대한 거센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민 선거를 

통한 토착민 리더 선출을 역설한 것은 식민 잔재의 완전한 청산과 그에 

따른 아프리카 주도적 독립을 강조한 것이었다. 다음날인 15일 자정을 

기하여 탄자니아는 영국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였다. 기니(Guinea), 

가나(Ghana), 말리(Mali), 이집트(Egypt), 모리타니(Mauritania), 콩고 

브라자빌(Congo Brazzaville), 수단(Sudan), 그리고 알제리(Algeria)와 

같은 국가들이 이를 따랐고, 26개국(당시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 Unity)167에 속해있던 나머지 국가들)은 영국과의 

                                            
163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중 하나였던 남부 로데지아(Southern Rhodesia) – 현재는 짐

바브웨(Zimbabwe) - 의 영국 식민 정부 수상이었으며, 1965년 로데지아의 독립 및 영연

방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Ian-Smith 

(검색일: 2018년 9월 25일).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수결 원칙(선거를 통한 다수 득표자를 정부의 리더로 선출하는 

것)에 의거한 독립을 주창한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

자들에 의해 거센 반발을 맞이했다. Smith, 1974, p. 147 참조. 
164  영연방은 1965년 영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 기구로서 영국과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였던 국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가입국들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참여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 정립을 목표로 한다. 

http://thecommonwealth.org/about-us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165 Smith, 1974, p. 147. 
166 Julius K. Nyerere, “Honour in Africa,”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129~132. 
167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 Unity)는 1963년 5월 25일 설립된 

국제 기구로서 아프리카 대륙에 잔재하던 식민 지배의 흔적과 인종 차별에 기초한 아파

르트헤이트(apartheid)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프리카 국가 간 통합 및 결속감(solidarity)

을 촉진시키며, 발전을 위한 협력을 조직하고 강화시키고, 가입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Ian-Smith
http://thecommonwealth.org/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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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관계를 끊지 않았다. 168  이는 아프리카 독립국들을 식민 권력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시기 지도자들이 

구성한 단위에 대한 상상과 그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존재하였다. 

특히 니에레레 대통령은 중앙 집권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단위’와 

‘아프리카 전통적인 단위(부족)’인 마을(village)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단위를 상상해냈다. 케냐타 대통령이 과거로의 

회귀를 부족주의로의 회귀로 동일시하면서 부정적인 프레임화를 

시행했다면, 니에레레 대통령은 반-식민주의에 기초한 국가 구상을 통해 

자립(self-help) 및 주체성(self-reliance)이라는 아프리카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과거로의 창조적 회귀’를 주창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탄자니아가 가장 아프리카적인 위치에 자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범아프리카적 대륙의 통합 169 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보전(integrity)을 보호하며, 국제 연합(UN: United Nations)의 틀 안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운용되었고, 2002년 7월 9일 해체를 선언하고 아프리카 연합

(AU: Africa Union)으로 대체되었다. 

https://au.int/en/history/oau-and-au 

(검색일: 2018년 9월 25일) 
168 Smith, 1974, pp. 148~149. 
169  아프리카 국가들의 범아프리카적 통합에 관한 니에레레 대통령의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료들은 발행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Julius K. Nyerere, “East African 

Federation, 1960,” in Freedom and Unity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85~98; Julius K. Nyerere, “Desire for Federation of East Africa, 1964,” in 

Freedom and Unity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295~297; 

Julius K. Nyerere, “African Unity – O.A.U. Cairo, 1964,” in Freedom and Unity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300~304; Julius K. Nyerere, “The 

Dilemma of the Pan-Africanist, 1966,”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207~217; Julius K. Nyerere, “Africa must not fight Africa, 1966,”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218~222; Julius K. Nyerere, “East African Co-operation 

is Alive, 1970,” in Freedom and Development: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8-1973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p. 240~242; Julius K. 

Nyerere, “East African Industrial Co-operation, 1972,” in Freedom and Development: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8-1973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p. 338~341 참조. 

https://au.int/en/history/oau-an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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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하였다. 

 

 

2. 케냐 케냐타(Jomo Kenyatta) 대통령 

1) 독립 시기 케냐의 국내정치적 동학 

 케냐의 독립에 대한 국내정치적 맥락 형성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중 케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1950년대 발생한 

마우 마우 운동(Mau Mau Movement)이다. 마우 마우 운동은 당시 

독립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케냐에서 형성된 민족 공동체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또한, 해당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식민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의 기치와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케냐 내부의 여러 집단을 어떻게 민족 공동체로 규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독립 시기의 국내정치적 동학 내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지도자가 상상해낸 국가의 단위를 

분석하는 2절과 연결된다. 

 마우 마우 운동은 영국의 케냐 식민 정부와 케냐 다수 종족인 

키쿠유족 간의 역학 안에서 발생하였다. 영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케냐에 대한 농업 정책을 변경 170 하면서 1910년대부터 케냐의 

수출 프론트로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던 리프트 밸리(Rift Valley 

District)와 키쿠유 토지에 대한 관리를 종전과 달리하였다. 171 

아프리카인 상업 경작자 및 상인 계층의 양성을 장려하였던 정책에서 

                                            
170 1930년대 영국 식민 정부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백인 정착민)과 근 십년 간 

상업적 부를 축적한 키쿠유 토착층(Kikuyu Accumulators) 중 어떠한 집단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하였다. David W. Throup, 1985, p. 410 참조.  

전자는 자국민 식민 계층을 확산시킴으로써 케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었으나, 대공황기 영국 국내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백인 정착민의 확대를 적극적

으로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후자를 지지하는 것은 케냐의 아프리카인 

상업 계층을 영국 식민 정부에 포섭하면서 케냐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점

이 존재하는 동시에, 자칫 토착민 계층의 자생력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또한, 

이들이 식민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171 David W. Throup, “The Origins of Mau Mau,” African Affairs, Vol. 84, No. 336 (July 

1985), pp. 399~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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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농장의 토착민 노동자 수를 줄이고, 토착민 농부들의 토지 

사용권을 제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72  해당 지역의 토착민들은 

대부분 키쿠유족이었으나,173 이미 내부적으로 종전의 영국 식민 정부의 

농업 정책에서 진취적으로 이득을 취한 상업 계층과 그러지 못한 

노동자층의 계층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마우 마우 운동은 키쿠유 집단 중에서도 급진주의 세력인 마우 

마우 중앙협의회(Mau Mau Central Committee), 무히무(Muhimu, 

키쿠유족 과격분자) 그리고 노동 조합원의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었다.174 

이들은 쿠비아(Fred Kubai)와 카기아(Bildad Kaggia)의 지휘 아래 

1950년 총파업을 시작으로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을 

공격하였고, 무력 항쟁을 확대해나갔다. 175  이들은 케냐의 빈민층을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온건주의자 혹은 입헌주의자로 대표되는 

키쿠유 집단이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176  

 키쿠유 종족 집단의 온건주의 세력은 키쿠유 중앙 협회(KCA: 

Kikuyu Central Association)로 대표되며, 이는 1920년대 투쿠(Henry 

Thuku)가 이끌었던 동아프리카 협회(EAA: East African Association)를 

계승한 것이었다.177 KCA는 1925년 보타(James Beauttah)의 주도 하에 

구성된 조직으로, 178  케냐타는 1928년 키쿠유 중앙 협회(KCA: Kikuyu 

Central Association)의 당원이 되었다. 179  이후 케냐타는 KCA의 

                                            
172 David W. Throup, 1985, p. 411 참조. 
173 Frank Furedi, “The social composition of the Mau Mau movement in the white 

highlands,”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1, No. 4 (1974) pp. 486~505 참조. 
174 Frank Furedi, 1974, p. 420 참조. 
175 Frank Furedi, 1974, p. 420 참조. 
176 Frank Furedi, 1974, p. 421 참조. 
177 Sebastian Elischer, Political Parties in Africa: Ethnicity and Party Form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246 참조. 
178 Frederick Cooper, “Mau Mau and the Discourses of Decolonization,” Journal of 
African History, Vol. 29, No. 2 (July 1988), pp. 313~320 참조. 
179 Jomo Kenyatta,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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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Secretary)을 거쳐 1947년 회장을 역임180할 정도로 KCA뿐 아니라 

키쿠유족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케냐타가 내세운 

KCA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키쿠유족의 토지소유권의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것; 둘째, 실질적인 교육 시설을 확보하는 것; 

셋째, 입법부에서 토착민들의 선거를 통해 토착민 대표가 토착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181  

 나아가 케냐타는 “이제는 더 이상 한정적인 목적의식을 지닌 

키쿠유 전투가 아니라, 케냐의 민족 전체를 위한 국가의 독립을 위한 

민족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182  다른 종족 집단이 독립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케냐타는 동시에 마우 마우 

운동을 부정적으로 프레임화하면서 비폭력적인 독립 투쟁을 주장하였다. 

그는 1952년 6월 26일 대략 50,000명의 사람들 운집한 KCA 회의에서 

마우 마우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183  또한, 1952년 8월 

24일의 KCA 회의에서 케냐가 마우 마우라 불리는 운동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마우 마우가 나라를 망쳤다184고 주장하면서 KCA와 케냐타 

본인을 급진적인 마우 마우 운동 세력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이와 같은 

케냐타의 민족 투쟁 주장은 다른 종족 집단의 포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마우 마우 운동의 급진 세력 185 과 다르게 범종족적인 독립에 대한 

요구의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위와 같은 폭력 그리고 비폭력 독립운동에 대해 영국 식민 

정부는 1952년 10월 20일 케냐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각 세력의 

                                            
180 Sebastian Elischer, 2013, p. 246 참조. 
181 Jomo Kenyatta, 1968, p. 35 참조. 
182 Jomo Kenyatta, 1968, p. 43 참조. 
183 Jomo Kenyatta, 1968, p. 50 참조. 
184 Jomo Kenyatta, 1968, pp. 52~53 참조. 
185 마우 마우 세력의 과격 행위는 비-키쿠유 종족 집단들과 키쿠유 온건파를 배제한 채

로 이루어졌다. 특히 키쿠유 지주들에 의해 종종 착취당했던 아발루햐(Abaluhya)족과 

루오(Luo)족, 그리고 동쪽 연안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은 마우 마우 세력의 과격 행위에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  

Frank Furedi, 1974, p. 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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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을 마우 마우 운동을 조직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186  케냐타는 

이듬해인 1953년 1월 케냐의 카펜구리아 주(Kapenguria province)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87  정부의 전복, 반란, 방화, 대량 학살, 약탈 및 

동족 살해의 죄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8  이러한 영국의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하여 영국 식민 정부는 1953년 1월 15일 입법부에서 두 

명의 아프리카 의원이 해당 비상사태에 대한 아프리카의 입장을 상원에 

표명하도록 하였다. 189  의회에서 해당 의원들은 케냐타가 영국에 의해 

범죄자로 선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케냐타의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였다.  

케냐타의 구속은 독립운동을 심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케냐타의 길었던 구속 기간(7년) 동안 식민 행정부는 독립 지도자로서 

케냐타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것에 실패하였다. 190  케냐타의 석방과 

케냐의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된 것이다. 1958년 6월 6일 

키수무(Kisumu) 지역에서 모집된 대중 집회는 케냐타가 마우 마우 

운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해당 운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191  오히려 케냐타가 테러리즘과 폭력을 비난하였다는 골자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  또한, 1958년 9월 7일 나이로비 지구 

아프리카회(Nairobi District African Congress)에서 주관한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의 모든 부족은 불의, 지배자 통치, 그리고 흑인 차별에 

끊임없이 대항한 대가로 제국주의적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조모 

케냐타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한다”고 역설하며 케냐타에 대한 지지를 

                                            
186 Jomo Kenyatta, 1968, p. 21 참조. 

마우 마우 운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했던 무력 항쟁 세력의 지도자였던 쿠비아(Fred 

Kubai)와 카기아(Bildad Kaggia) 역시 체포되었다. 
187 Jomo Kenyatta, 1968, p. 28 참조. 

해당 재판은 카펜구리아 재판(Kapenguria Trial)이라 불렸다. 
188 Jomo Kenyatta, 1968, p. 30 참조. 
189 Jomo Kenyatta, 1968, p. 28 참조. 
190 Jomo Kenyatta, 1968, p. 71 참조. 
191 Jomo Kenyatta, 1968, p. 76 참조. 
192 Jomo Kenyatta, 1968, p.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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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였다. 193  케냐타의 구속이 케냐에 대한 억압으로 수용되면서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자, 영국 식민 정부는 1959년 

케냐타를 석방하고 1961년까지 그를 로드와(Lodwar)에 추방시켰다. 194 

케냐타의 석방과 함께 리더십을 회복한 KCA는 음지에서 활발하게 

작동하였다.195  

위와 같이 키쿠유 종족 집단 내 사회 계층화는 영국 식민 

정부와의 상호작용에서 각각 수혜자와 수혜자가 아닌 집단으로 나뉘었다. 

이는 곧 케냐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에 있어서 비폭력과 폭력의 

상이한 지향성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국은 두 세력 모두를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어느 쪽도 포섭하지 않고 모두를 

억압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를 통해 오히려 케냐타를 지도자로 하는 

온건파의 세력 규합 및 확장을 용인하게 된 것이다. 케냐타는 온건 

세력의 수장으로서 굳이 구분하자면 영국 식민 정부의 농업 정책으로 

인해 이득을 본 상업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가 

지향하는 비폭력 노선과 범종족적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민족 투쟁의 

프레임화는 케냐타가 다른 종족 집단까지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하나로 포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의 케냐에서 

“독립과 케냐타(Uhuru na Kenyatta)”는 케냐 전체의 민족 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196 

 

 

 

                                            
193 Jomo Kenyatta, 1968, p. 77 참조. 
194 Frederick Cooper, 1988, p. 315 참조. 
195 영국은 집회법(Societies Act)을 근거로 KCA를 위법한 단체로 규정하며 해당 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아이러니 한 것은 케냐타 대통령이 독립 이후 케냐의 내부 

통합을 위해 반-케냐타세력을 규제하기 위해 KCA 집회법을 사용한 것이다. 
196 Mordechai Tamarkin, “The Roots of Political Stability in Kenya,” African Affairs, 

Vol. 77, No. 308 (July 1978), pp. 297~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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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구상: 효율적인 국가, 분열되지 않은 

국민 

케냐타 대통령(Jomo Kenyatta)은 케냐 아프리카 국가 

연합(KANU: Kenya African National Union) 정당197과 그로부터 구성된 

국회 그리고 정부라는 구조 내에서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초기 국가 구상 단계에서 그러한 구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토대가 되어야 할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논의 – 그것이 상위 하달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98  – 를 통해 국민 그리고 국가의 진실된 통합을 

도모했던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과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케냐타 대통령 역시 대다수의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처럼 케냐 

정부의 목적은 친서방(Pro-West)이나 친동방(Pro-East) 그 어떤 

쪽으로도 연계되지 않는 것이 목표199라고 천명하며 냉전 정치(Cold War 

politics) 논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200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케냐타가 니에레레와 같이 냉전 정치 논리에서 분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서구, 특히 영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정립해나갈 것 강조한 

점이다. 오히려 케냐타는 영국과 친밀한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케냐의 독립일 축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영국과의 친선을 

                                            
197 KANU 정당은 케냐타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정당이었다.  
198 케냐타 대통령 역시 국가가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상위 하달

식(Top-Down)으로 부여하였다. 
199 Jomo Kenyatta, “Independence Day, 1963,”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 215 

참조. 
200 케냐타 대통령은 냉전 논리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에 깊이 연계된 정치적 동

조나 지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비서구 혹은 서구 태생의 ‘수단’을 

자국 발전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듯 하다.  

“동유럽 공산권(the East)에서의 몇몇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국내 정책 

및 외교 정책의 양태를 찬성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혹은 우리가 몇몇 서구적 아이디

어를 채택하거나 끊임없이 활용한다고 해서 친-서방으로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Jomo Kenyatta, “Economic Policy,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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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의 운명을 오래도록 지켜봐 온 영국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두 국가를 가까이 묶었던 돈독함은 

오늘날에도 단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두 주권 국가로서 

영연방(Commonwealth) 내에서 함께 일하면서 더 돈독해질 

것이고, 이처럼 유일무이한 자유로운 독립 국가 협회의 

고문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바가 기대된다. (중략) 형제들이여, 대영 

제국의 여왕과 정부와의 ‘친선(friendship)’은 이제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201 

 

케냐타 대통령은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거나 케냐를 억압했던 악의 축으로 몰아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큰 초미의 과제가 있었다. 영국과의 식민 과거보다 국내적으로 여러 

종족 집단의 득세가 가져올 불안정성을 더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케냐타 대통령은 1964년 5월 25일 아프리카 통합 기구인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기념일 축사에서 “우리는 

식민주의를 근절해야 하며 진실된 국제 협력과 친선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2  

나아가 케냐타는 다음과 같이 식민주의는 거부하나 서구와의 

                                            
201 Jomo Kenyatta, “Independence Day, 1963,”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12~217 참조. 
202 Jomo Kenyatta, “O.A.U. Day,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18~219 참

조.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케냐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식민주의를 근절하여야 하지만 국

제 협력과 친선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아프리카 통합 기구 역시 아프리카 

국가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과 국제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통해 발

전해 나가야 한다는 케냐타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 중심의, 지역 중심의 통합체로서 OAU의 역할을 강조했던 니에레레 대통령의 관점

과 역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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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자 하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우리가 장기간 서구의 제국주의 시절을 거쳐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서구의 식민주의를 혐오하고, 제국주의를 서구와 결부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제국주의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진실되게 협력과 

무역의 손길을 뻗어주는 서구 국가들과 친선을 맺는 것에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꼴이 

된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식민주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중략) ‘연계되지 않음(non-

alignment)’이 ‘헌신하지 않음(non-commitment)’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3 

 

케냐타 대통령은 선과 악의 가치판단을 끌어오면서, 서구 제국주의와 

그의 현신(現身)인 식민주의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협력이나 무역을 서구 국가들이 제안하는 것은 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그러한 제안은 케냐의 자유를 억압했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의 악한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부터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을 분리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식민주의를 

악이라고 규정 했을지언정, 204  그것이 영국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203  Jomo Kenyatta, “Madaraka Day,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74~277 참조. 
204 Jomo Kenyatta, “A One-Party System,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26~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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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화하거나, 영국 제국주의 혹은 영국 식민주의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았다. 케냐타 대통령은 과거 영국에 의해 마우 마우 독립운동의 

주동자 중 하나로 몰려 체포되었던 날(1952년 10월 20일) 205 을 

“케냐타의 날(Kenyatta Day)”이라는 국경일로 지정했는데, 심지어 이 

날에 했던 연설에도 영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206 

케냐타 대통령은 영연방 뿐 아니라 국제연합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1964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의 창립 19년 기념일 축사에서 케냐 역시 국제연합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하며, 국제연합의 실질적인 노력과 원조의 

노고를 치하했다. 207  니에레레 대통령이 영연방보다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를 우위에 둔 것과 다르게 케냐타는 국제연합과 영연방 

멤버십을 중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열망을 드러냈다. 그는 케냐가 겪고 있는 발전의 문제는 다른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 역시 겪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그러한 문제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세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208  

                                            
205  케냐타는 마우 마우 독립운동의 주동자 중 하나로 영국군에 의해 체포되어 7년 간

(1952년~1959년) 옥중 생활을 하였다. 
206  Jomo Kenyatta, “Kenyatta Day,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40~245 참조. 

케냐타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영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특이했다. 그에게 ‘식민주의’는 ‘서구’와 연결되는 개념이었지만, ‘서

구’를 ‘영국’이라는 식민 모국의 표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케냐타는 영국의 부정적

인 프레임화를 가히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꺼렸다. 이는 특히 니에레레 대통령의 반-영

국 행보와는 더욱 대조적이었다. 
207 Jomo Kenyatta, “United Nations Day,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46~248 참조. 
208 Jomo Kenyatta, “State Visit to Kenya,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20~222 참조.  

케냐타 대통령은 다중 정치 정당(mass political parties) 조직의 본성(nature)이 법과 민

주주의에 진정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케냐타는 OAU 기념일 축사에서 “OAU는 새로운 문화를 촉진시키고자 할 뿐 아니라 아

프리카 독립 및 통합을 굳건히 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방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56 

니에레레 대통령이 범아프리카적인 탄자니아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던 것과 반대로, 케냐타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케냐의 

위상을 끊임없이 드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케냐타 대통령에게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가치, 예를 들어 상호 도움의 가치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209  

케냐타 대통령은 니에레레 대통령이 영연방의 탈퇴까지 

불사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던 로데지아 문제에 대해서도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의 생각에는 식민 세력과 불법 레짐 대표들 간의 하위 

수준에서의 은밀한(furtive) 논의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로데지아에서의 아프리카 민족주의 리더들은 최종 합의를 

협상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협상은 

강제와 무력의 수단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영연방 

동료들’의 상당수가 로데지아의 현 상황이 영연방의 모든 

아이디어들을 공허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나의 견해에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210  

                                            
그러나 해당 연설에서도 아프리카인들은 OAU 헌장을 지침으로 삼고 국제연합에서 처리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자 하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omo 

Kenyatta, “O.A.U. Day,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18~219 참조. 
209 Jomo Kenyatta, 1968, p. 238 참조.  

또한, 케냐타는 1964년 12월 12일 케냐 공화국 기념 축사에서 “아프리카는 빠르게 각

성하고 있으며, 이는 정복이나 분열 혹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으로 세

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을 강조하였다. Jomo Kenyatta, “Republic Celebrations,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49~264 참조. 

1965년 8월 19일 케냐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우리는 모든 분야와 직군에서 국

제적 수준의 기량(international standards of skill)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Jomo Kenyatta, “Development Planning,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81~284 참조. 
210  Jomo Kenyatta, “Madaraka Day,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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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타는 로데지아의 영국인 소수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독립에 

반대하는 로데지아 민족주의 세력보다 영연방 그리고 영국의 편을 

강하게 들었다.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국내 정치의 

논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장하는 

세력에게 국가 구성의 주도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케냐타 대통령은 어떠한 국가와 

민족의 단위를 구상했을까? 케냐타는 국민들이 KANU 정당 아래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11  그는 본인의 정당(KANU)을 

지지하고 신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진정한 국민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놓고 종족편향성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212 KANU 정당 자체가 

대다수 대통령 본인이 속한 키쿠유족(Kikuyu)으로 구성 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 그가 민족에 대해 갖고 있던 구상은 시작부터 특정 

종족 집단의 선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과거의 노예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중략) 새로운 진보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보다, 부족주의라는 불모의 과거를 고수하고 자신들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213 

                                            
308~315 참조. 
211 Jomo Kenyatta, “Uhuru/Jamhuri Day,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94~297 참조. 
212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형성 시기 대국민 연설이나 국회에서 본인이 속한 종족 집단인 

키쿠유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가 구상한 국가의 정당화 논리는 ‘부

족주의의 청산’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구성원 대부분이 키쿠유족에 속하는 KANU 

정당의 멤버십을 강조하며, 해당 정당의 성명서를 국가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바꿔 말

하면, 케냐타 대통령의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키쿠유족을 편애하는 방향으로 이행된 측

면이 컸던 것이다. 이에 따라 – 비록 명목적으로 그걸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 본인의 정

당과 연계하거나 종족성의 변경(본고의 II장 이론적 고찰 참고)을 통해 키쿠유족으로 편

입되는 것이 케냐의 ‘진정한 국민’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것이었다. 결국 케냐타는 정당의 

멤버십과 시민의 자질(citizenship)의 통합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213 Jomo Kenyatta, 1968, p. 2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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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타 대통령은 위와 같이 과거로의 회귀, 다시 말해, 부족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하였으나, 그의 논리에는 본인과 본인의 종족 및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후자가 현장에서 키쿠유족들이 우대받는 것에 반기를 들면서 그들 

자신의 종족 집단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요구하면, 케냐타는 이를 

부족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케냐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과거의 부정적인 속성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214  

 나아가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KANU 정당 우대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즉, KANU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케냐타 

대통령은 대규모 정치 정당 조직의 특성이 국가 존립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단일 정당 체계의 도입을 주창하였다. 215  “우리는 

다수가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수의 권리도 오직 다수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16 는 케냐타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축사 

역시 이러한 아젠다가 담겨있는 구절이다.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보여주는 영국의 

권리장전을 채택함은 물론, 영국에 독립 헌법 초안 마련을 일임하였다. 

그는 1963년 9월 21일 영국 정부에서 주최한 최종 헌법 회의(final 

constitution conference)에서 영국 정부에 케냐 헌법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217 이는 독립 헌법에 영국의 권리장전 부분을 채택하지 않은 

                                            
214 케냐타 대통령은 로데지아 문제에 이어 또 다른 국제 문제도 본인의 국내 정치 논리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 – 인종문제 – 에 관해서는 그러나 케

냐타의 논리는 케냐에서 본질적으로 부족주의가 부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대중 정

치(mass politics)에 가져올 혼란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실질적으로 키쿠유

족 정부나 다름없는 국가의 정부에 – 비록 이를 대놓고 인정하진 않았으나 – 편입되어

야 하고 그에 반기를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215 Jomo Kenyatta, 1968, p. 231 참조. 
216 Jomo Kenyatta, “Uhuru/Jamhuri Day,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27~331 참조. 
217 Jomo Kenyatta, “Constitutional Conference, 1963,”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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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레레 대통령과 사뭇 다른 행보였다. 물론 탄자니아의 독립 헌법 

역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계를 계승하다시피 하였으나, 권리장전 – 

어떻게 보면 헌법의 정수나 다름없는 –  부분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자생의 공간을 남겨두었던 것과 대조된다. 

케냐타 대통령은 위와 같은 독립 국가의 지위(nationhood)218와 

국가 보전(national integrity) 219 을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 단일 정당 

체계의 정립을 내세웠다. 케냐타의 단일 정당 체계의 정당화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어차피 서구의 제국주의가 케냐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그에 맞서 부족 간 통합 및 협력이 이루어졌다. 220  따라서 이를 과거 

전통적인 부족 체계로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것, 즉 전통적 단위의 

부족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새로운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로 보았다. 케냐타 대통령은 케냐의 자유를 억압시킨 

식민주의는 악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파생시킨 구조의 

거부까진 나아가지 않았다. 케냐타는 1965년 3월 26일 마케레레 대학 

축사에서 식민 정부에 의해 생성되었던 모든 구조를 허무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1964년 8월 13일 단일 

정당 체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야당 세력의 생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내부로부터 생성되는 건설적인 반대의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야당의 리더들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원한다고 해서 그들을 새로이 리더로 세우거나, 그들을 공적 

자금으로 유지하고, 그들이 만족할 줄도 모르고 피우는 소란을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09~211 참조. 
218 Jomo Kenyatta, 1968, p. 328 참조. 
219 Jomo Kenyatta, 1968, p. 328 참조. 
220 Jomo Kenyatta, 1968, p.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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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하지 않았다.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단일 정당의 정당화를 국가형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정부의 약화는 곧 케냐의 발전 저해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221 

 

국가형성은 국가와 민족의 독립과 국가를 보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독립을 성취해낸 케냐 

민족주의와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중략) 우리가 정부를 

약화시킨다면, 우리는 아프리카 발전을 이룩할 유일한 핵심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222 

 

케냐타는 정부가 내세운 사회의 목표를 정해진 것으로 전제하는 것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에 대한 “이론 및 의심에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면 정치적 안정성을 이룩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케냐의 국가형성을 위해서 ‘정치적 안정성’을 이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반대 

정당(야당)의 존재와 그가 가져올 불화를 곧 국가의 불안정성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일 정당의 정당화 논리를 강화시켰다.  

케냐타 대통령이 구상한 독립 국가의 지위와 국가 보전을 

이루는 두 번째 수단은 아프리카화(Africianization)였다. 인종적인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된 조직화를 추구한다는 아프리카화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니에레레 대통령과 비슷하였지만, 그 기저에 깔린 

것은 달랐다. 니에레레 대통령이 영국 식민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아프리카화를 도입한 것 223 이었다면, 케냐타 대통령의 아프리카화 

                                            
221  African Socialism(Sessional Paper No. 10 entitled “African Socialism and its 

Application to Planning in Africa” May 4, 1965), Party(KANU) Manifesto 
222 Jomo Kenyatta, 1968, p. 310 참조. 
223 니에레레 대통령은 아프리카화의 기본 원리 그대로 탄자니아의 여러 영역(특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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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케냐 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224  그는 아프리카화를 국가의 효율성과 결부시키면서, 이에 

제동을 건다면 아프리카화의 기본 원리인 인종적 구분에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225  

 나아가 케냐타는 니에레레 대통령이 아프리카화에서 간과했던, 

그래서 참담한 결과(1964 군대 반란)를 낳았던 군대의 아프리카화를 

유독 강조했다. 226  니에레레 대통령이 행정조직에서의 아프리카화에 

집중하였다면, 케냐타 대통령은 군대의 아프리카화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해당 부문에서 더 대대적인 실현을 이루었다. 물론 

행정조직의 아프리카화 역시 일정 부분 실행되었으나, 그는 무분별하게 

행정조직을 아프리카화하는 것은 지양하며, 만약 이것이 국가 효율성을 

저해한다면 제동을 걸 것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나의 정부는 전체적인 행정 구조에서의 아프리카화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국가는 이에 안심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아프리카인들이 공급되는 수준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아프리카화를 진행시킬 수는 없다. (중략) 우리는 항상 적절한 

기준 및 개선된 효율성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227  

 

                                            
에 있는 영국인의 인종적 비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224 Jomo Kenyatta, 1968, p. 242 참조. 
225 케냐타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정부 기관의 붕괴는 국가를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 하

고 후퇴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화는 피부색이나 인종에 기반한 자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Jomo Kenyatta, 1968, p. 242 

참조. 

그는 아프리카화의 기본 원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을 가했다. 
226 케냐타는 아프리카화에 군대의 아프리카화를 따로 강조하여 언급할 정도로 이를 중

시하였다. Jomo Kenyatta, 1968, p. 274 참조. 
227  Jomo Kenyatta, “The Republican Parilament,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85~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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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타 대통령이 위와 같이 군대 부문의 아프리카화를 강조한 

이유는 니에레레의 예228에서도 보았겠지만, 그것이 중앙집권화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니에레레 대통령 역시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였지만 강조했던 지점이 케냐타와 달랐다. 

케냐타는 1963년 영국에 케냐의 독립 헌법 제안을 요구하였을 때부터, 

즉 국가 구상의 단계 중에서도 초기 때부터 경찰 전체의 통일된 통제 및 

통솔229을 헌법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년 만에 지상군, 공군, 

육군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아프리카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230  이처럼 

군대의 아프리카화는 케냐타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박차를 

가했던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케냐타는 군대,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이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국가형성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231 이는 마치 연립을 맺었던 타 종족 세력들과의 관계 

결렬을 염려하고 예견했다는 듯 이뤄진 행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케냐 북쪽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무법 세력의 청산에 군대를 동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이 케냐타 대통령의 국가 구상에서 분석할 수 있듯이, 

케냐타 대통령과 니에레레 대통령 간 구상의 공통점은 존재하였다. 

전자는 국가의 적을 본인의 정치 정당과 연계 내지는 그에 포섭되지 

않은 세력과 사람들을 ‘내부의 적(enemies from within)’ 이라고 

규정하였고, 후자는 식민 영국의 잔재를 ‘외부의 적(enemies from 

without)’으로 규정하였다. 232  국가 구상의 단계에서 적의 존재는 

                                            
228 니에레레 대통령의 사례는 군대의 아프리카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이 군대 반란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29 Jomo Kenyatta, 1968, p. 211 참조. 
230 Jomo Kenyatta, 1968, p. 274 참조. 
231 Jomo Kenyatta, “Uhuru/Jamhuri Day,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27~331 참조. 

케냐타가 위와 같이 아프리카화를 강조하였던 세 부문 중에서 무려 두 부문이 모두 국

가의 무력에 속하였다.  
232 물론 니에레레 대통령의 아이디어의 근간이 서구 내지는 영국의 것을 실질적으로 계

승한 측면이 있지만, 니에레레는 그걸 딱히 인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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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대통령 모두 

국가 구상의 단계에 이러한 측면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과 니에레레 대통령은 통치의 단위에 

있어서 구상의 차이를 보인다. 케냐타는 니에레레 대통령처럼 하나의 

민족 통합체의 형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와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포용하고 나머지는 설득 혹은 억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본인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케냐 국민이 아니므로 

억압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케냐타 대통령은 통치의 

단위로서 민족을 강조한 니에레레와 다르게, 그보다 명목적인 

의미에서는 관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좁은 의미의 국민을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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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에 관한 분석 

  
[표 IV-1]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 (출처: 저자 작성)233

                                            
233 [표 IV-1]은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토지, 경제, 교육 및 언어, 내부 통합 영역의 정책들이 어떻게 확증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도자

의 아이디어가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하여 분석한 4장 본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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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자니아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 

1)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1) 토지정책: 토지의 국유화 

탄자니아와 케냐가 독립 이후 토지정책의 운용 방식은 식민 

지배 당시 영국이 두 국가를 관리했던 구상과도 관련이 있다. 

1880년대부터 영국은 그 동안 서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던 눈을 

동아프리카로 돌리기 시작하였다.234  “서쪽 아프리카 연안의 케이프(the 

Cape)를 통한 인도(India)로의 대안적인 항로를 찾고, 요지의 항구들을 

소유하거나 적어도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영국의 결의는 제국 

팽창주의에 따른 동아프리카 식민 구상에 박차를 가하였다. 235  영국은 

당시 동아프리카 대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잔지바르의 

술탄(Sultan of Zanzibar)을 포섭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영토 곳곳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동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는 회교도적 요소(Mahommedan 

element) 236 와 그곳에서 계속되는 인도 무역 사이의 연관성은 

수단(Soudan), 홍해(Red Sea)의 해안, 그리고 하드라마우트 연안 

지역(Hadramaut littoral) 및 페르시아 만의 회교도적 세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동아프리카 정치의 미래에 우세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중략) 나일강(Nile)과 잔지바르의 다섯 

항구를 탄생시킨 강들 사이에 위치하는 킬리만자로부터 

                                            
234 C. Li. Hill, “British Interests in East Africa,” Doc. 3, 20 October 1884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4~5 참조. 
235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p. 4~5 참조. 

또한, 당시 영국은 1882년 프랑스가 동아프리카의 섬인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를 

보호령(당시 Malagasy Protectorate)으로 통치함으로써 해로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자

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36 아랍 엘리트인 술탄의 지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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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Kenia)의 산맥에 도로가 정비된다면 유럽의 풍조가 

동아프리카 연안에 닿게 할 수 있을 것이다.237 

 

영국은 위와 같은 동아프리카의 탕가니카(Tanganyika, 독립 이전의 

탄자니아)를 식민 통치 하에 두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1880년대 중반과 

1890년대에 걸쳐 탕가니카 대륙을 탐방하며 해당 영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색하였다.238  

영국은 세계 1차 대전 이후 1919년부터 30여 년간 

탕가니카(Tanganyika, 독립 이전의 탄자니아)를 지배 아래 두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변화하는 국내정치적 그리고 국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전략을 폐기하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동아프리카의 국가들을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하였다. 탄자니아는 결국 1946년 국제연합 신탁 통치 

이사회(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다. 239  케냐 유럽인 유권자 조합의 장관(Secretary of the Kenya 

European Electors Union)이었던 워드(R. E. K. Ward)는 그에 대하여 

                                            
237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p. 4~5 참조. 
238  Consul O’ Neill, “Consul O’ Neill’s Account of his Journey from Blantyre to 

Quilimane,” Doc. 8, 12 Nov 1884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

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12; H. H. Johnson, 

“Report of Mr. H. H. Johnson, Her Majesty’s Consul for the Portuguese Possessions 

on the East Coast of Africa, on the Nyasa-Tanganyika Expedition: 1889-90,”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Doc. 176, pp. 247~251 참조. 
239 1946년 1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제연합 헌장 85조에 따라, 신탁 통치 협정

을 통과시켰다. 신탁 통치 협정 63조 1항에 따라 8개국의 신탁 협정이 승인되었고, 그 

중 하나가 영국이 제의한 탕가니카 신탁 통치 협정이었다. 이후 탕가니카에 대한 신탁 

통치 협정은 1961년 4월 21일과 11월 6일 두 번에 걸쳐 국제 연합에 의해 파기되었다.  

Resolutions Adopted on the Reports of the Fourth Committee, United Nations,  

https://research.un.org/en/docs/tc/tanganyika 

(검색일 2018넌 10월 4일) 

https://research.un.org/en/docs/tc/tangany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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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탕가니카 영토를 국제연합에 넘겨주는 것은 제국주의 전략의 

완전한 폐기를 보여준다.240  (중략) 우간다나 탕가니카는 케냐만큼 

목소리를 높이지(vocal)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보고할만한 것이 거의 없다.241 

  

이를 보면 국제연합에 탕가니카 영토의 관리를 위임한 것은 탕가니카가 

이후 독립 과정에서 잔지바르와 통합하여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로 다시 탄생하기까지 영국의 개입이 케냐에 비해 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시기 영국은 백인 식민지 정착 논리에 반대했던 영국 

노동당(Labour Party)242이 승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식민지 정치 자체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243  그럼에도 1945년 

말부터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인 대내외적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케냐의 토지에 대한 수용과 관련한 것이었다. 244  반면, 

탕가니카는 영국 치하 영토에서 국제 연합의 신탁통치 시스템으로 

넘겨짐으로써 탕가니카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후 1954년 국제연합의 탕가니카 방문 보고서에서 

탕가니카의 독립을 위한 예상 소요 기간 및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240 R. E. K. Ward, “The European Point of View in The East African Political Scene,” 

African Affairs, Vol. 45, No. 180 (July 1946), p. 138 참조. 
241 R. E. K. Ward, 1946, p. 139. 
242  영국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적 조직이 합병하여 1906년에 형성된 노동당은 양차 

대전 기간 사이에 상당한 지지 기반을 다지며 1945년 7월 총선에서 보수당

(Conservative Party)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하여 최초로 권력을 얻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343&cid=42121&categoryId=42121 

(검색일: 2018년 10월 7일) 
243  당시 영국의 주요 정치적 인물들 대부분은 전시 상황에 몰입되어(involved)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정치에 노력을 들일 여유가 없었다. R. E. K. Ward, 1946, p. 136 참조. 
244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케냐의 토지를 유럽 기업인 테이타 특허주식회사(Teita 

Concessions Ltd.)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케냐에 대한 당시 영국의 

정책에 관해서는 뒤의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343&cid=42121&categoryId=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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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20년에서 25년 정도 이후에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245 이에 대한 탕가니카의 행정 당국과 TANU가 반발하였고, 

당시 수상이었던 니에레레는 1955년 3월 7일 국제연합 신탁통치 

위원회의 구두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우리는 특정 산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환영하지만, 대부분 유럽인들에 

속하는 농업 계층의 이주민들과 대부분 아시아인들인 이주민 

계층이 잔존하는 것에 반대한다. (중략) 우리는 한 번도 이러한 

비-아프리카인들(non-Africans)의 토지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99년 기간 동안의 임대차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주장해왔다.246 

 

 이는 식민 기간 동안 탕가니카에 정착하고 토지를 이용하였던 

외부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니에레레 

대통령은 자국민에 의한 토지 소유 및 이용을 주장함으로써 케냐타 

대통령에 비하여 반-식민주의적 요소가 강한 토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1958년 국유 재산 247  담화에서 특정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임대 

                                            
245 Julius K. Nyerere, “Oral Hearing at the Trusteeship Council, 1955,”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35~39 참조. 1954년 국제연합의 탕가니카 방문 보고서

(The Report of the 1954 United Nations Visiting Mission to Tanganyika) 전문은 다음

을 참조.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217841 

(검색일: 2018년 10월 8일) 
246 Nyerere, 1955, p.38 참조. 이러한 농업 계층의 이민자 유입에 대한 니에레레 대통

령의 반대는 이후 1967년 아루샤 선언(Arusha Declaration)에서 “농업이 개발의 기초이

다”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47 Julius K. Nyerere, “National Property, 1958”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53~58 참조. 해당 담화는 영국 식민 정부가 제기한 토지 소유(land holding)와 관련

된 새로운 법안 제안의 필요성에 대한 탕가니카 니에레레의 발언을 담고 있다.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21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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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 식민시대 이전 시기의 부동산의 

자유보유권에 따라 토지가 분배되었던 전통적인 부족주의적 관념과도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나아가 니에레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탕가니카의 토지가 국가 전체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식민시대 이전의 부족주의 요소의 제거를 시도하였다.  

 

과거 우리의 국민이 각기 다른 부족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을 때, 

토지는 그곳에서 살고 있던 특정 부족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우리 국민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될 것이며, 토지는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248 

 

 따라서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가 시장에서 물품처럼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며, 토지 사유화에 전면적으로 반대하였다. 249  이러한 

니에레레의 토지에 관한 아이디어가 폴라니(Polanyi) 250 의 허구의 

물품(fictitious commodities) 개념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251  또한, 

니에레레의 토지에 대한 공유화 관념이 아프리카 전통에 기반을 둔 

도덕적 호소에 기초하였다는 의견도 있다.252  다시 말해, 착취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사회 구상이 아프리카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이다.253  

                                            
248 Nyerere, 1958, p. 57 참조 
249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는 본래 “신의 선물(God’s gift)”이라고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토지 공유화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로크(John Locke)의 자연법 사상을 엿볼 수 있다.  
250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2001), p. 79. Ng’wanza Kamata, “Mwalimu Nyerere’s 

ideas on land,” Pambazuka News, October 13, 2009 에서 재인용. 

https://www.pambazuka.org/pan-africanism/mwalimu-nyerere’s-ideas-land 

(검색일: 2018년 9월 24일) 
251 Ng’wanza Kamata, “Mwalimu Nyerere’s ideas on land,” Pambazuka News, October 

13, 2009. 

https://www.pambazuka.org/pan-africanism/mwalimu-nyerere’s-ideas-land 

(검색일: 2018년 9월 24일) 

그러나 카마타(Ng’wanza Kamata)는 폴라니와 다르게 니에레레 대통령은 특정 생산 체

계 하에서는 토지와 노동이 물품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주장하였다. 
252 Ng’wanza Kamata, 2009. 
253 Ng’wanza Kamata, 2009. 

https://www.pambazuka.org/pan-africanism/mwalimu-nyerere's-ideas-land
https://www.pambazuka.org/pan-africanism/mwalimu-nyerere's-idea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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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토지정책이 과거 영국 식민 입법부가 제정한 1923년 

토지 법령 254 과 대부분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었다는 것 255 을 

근거로 아프리카 전통적 요소256보다는 서구적 요소가 토지 문제에서 더 

부각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 문제에 

있어서 서구가 아프리카에 들여온 자본주의적 태도를 거부하면서 

자본주의적 방법 또한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7  니에레레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태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토지의 개인 소유권이라고 

보았다. 258  또한, 그는 토지를 시장성이 있는 물품(marketable 

commodity)이라는 이질적인 개념은 외국인이 도입한 것이라 강조하며, 

지주는 기생 계층(class of parasites)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였다. 259 

이에 따라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의 물품화를 식민주의와 연계시키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프레임화 하였다. 

따라서 국가형성 과정에서 지도자 아이디어가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독립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세부 정책으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니에레레의 토지정책에 

담겨있는 반-식민주의 요소는 식민주의에 대한 반발로서의 민족주의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의 초기 구상에 긍정적이었고, 따라서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254 Land Ordinance, 1923 

http://celp.org.uk/webpages/projects/laws/land/1923land/pdf/1923land.pdf 

(검색일: 2018년 9월 30일) 
255 Suzana Sylivester, Land Tenure and Investment in Tanzania, M.A. (Economics) 

Dissertation, University of Dar es Salaam, 2013, p.9 참조. 식민지배 시기와 달라진 점

은 토지 법령을 수행하는 주체가 영국 식민 정부의 주지사에서 탕가니카의 대통령으로 

변한 것 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uzana Sylivester, 2013, p.9 참조. 
256 본고에서 말하는 아프리카 전통적 요소는 식민지배 이전의 아프리카 사회를 설명하

는 요소를 뜻한다. 
257 Julius K. Nyerere, Ujamaa: Essays on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1~12 참조. 
258 Julius K. Nyerere, 1968b, p. 7 참조.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아프리카 전통의 공동체 토지 소유의 개

념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259 Julius K. Nyerere, 1968b, p. 7 참조. 

http://celp.org.uk/webpages/projects/laws/land/1923land/pdf/1923la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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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정책: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식민 지배 시기 영국이 동아프리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경제적 구상은 다음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우리는 양원이 신탁 관리자로 있는 국민들, 그리고 해당 

영토의 주민들과 대영 제국 전체, 나아가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세계의 이익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영토들에서 

새롭고 보다 긍정적인 수준의 의무와 책무를 정립하여야 한다. 260 

 

영국은 위와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식민지 개발을 주도하였는데, 

핵심 사업은 환금작물(cash crops)의 생산 및 수출이었다. 주된 

수출품은 주로 정제되지 않은 음식 관련 품목들, 원자재, 광물 

등이었다.261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수출은 식민 지배 시기 새로운 운송 

수단의 발전 덕분에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철로와 도로의 정비는 

국제사회가 내수 경제를 흡수하고 그 구조를 유럽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의 아프리카 지배를 강화시켰다.262 

1차 대전 이후 영국은 대내적인 경제 압박과 함께 1929년 식민 

                                            
260 Hansard, “Lieut-Colonel Amery’s Statement,” House of Commons, 5th series. Vol. 

118 cc2174-243, 30 July 1919 in David Meredith, “The British Government and 

Colonial Economic Policy, 1919–39,”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28, No. 3 

(August 1975), p. 485 에서 재인용. 

해당 발언의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commons/1919/jul/30/lieut-colonel-

amerys-statement#column_2174 

(검색일: 2018년 11월 1일) 
261 David Meredith, 1975, pp. 494~495 참조. 
262 John Iliffe, Modern History of Tanganyik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135~138 참조. 독일의 탕가니카 지배 시기 기차와 철도의 부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자동차는 과거 한계로 작용하였던 거리의 제약을 넘어서게 해주면서 

식민 지배의 가속화에 일조하였다. John Iliffe, 1979, p. 135 참조. 

메레디스(David Meredith)에 따르면, 선로를 세우는 등의 운송 프로젝트는 초기 영국의 

정부 지원 개발의 주된 사업으로서 1920년대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선로 사업은 

식민 지배국 간의 국경을 넘나들면서(예: 케냐-우간다 철로) 더 효과적인 수출 프론트 

설립에 일조하였다. David Meredith, 1975, p. 498 참조. 

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commons/1919/jul/30/lieut-colonel-amerys-statement#column_2174
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commons/1919/jul/30/lieut-colonel-amerys-statement#column_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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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법령 263 의 제정을 통해 식민 지배를 보다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어떠한 수단을 활용할 것인가에 있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특히 1932년 오타와 협정264의 비준과 함께 자유 무역의 

중단과 관세 부과에 따라 영국이 식민지에서 시장을 확대하도록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요구하는 상황과 맞물렸다. 영국은 다른 식민 

제국이 그들의 식민지에 공장들을 경쟁적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적 경쟁의 문제 – 이전의 인도의 사례와 같은 265  - 와 

심각하게 마주할 수 있다 266고 고민하면서도, 동아프리카에 2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망설였다. 환금작물 농산품 수출로 얻고 있는 

영국 정부의 수익에 손해를 볼 위험도 있고, 267  2차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현지 정부의 자생성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268  이로 인해 1930년대 식민 정치의 트렌드는 오히려 더 

적은 수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것이었다.269 

 탕가니카 역시 위와 같은 영국의 동아프리카 경제의 구상 아래 

수출 프론트로의 활용되었다. 영국의 탕가니카 지배 시기 주된 환금 

농산 수출품은 밧줄과 같은 물품을 제조하는 데 원재료가 되는 

                                            
263 1929 Colonial Development Ac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29/5/pdfs/ukpga_19290005_en.pdf 

(검색일: 2018년 11월 7일) 

1929년 식민 개발 법령의 목표는 식민지 혹은 식민 영토의 농업 및 산업을 원조하고 개

발함으로써 대영제국과의 상업 혹은 산업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264 Ottawa Agreement 1932, Encyclopedia.com 

https://www.encyclopedia.com/humanities/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

and-maps/ottawa-agreement-1932 

(검색일: 2018년 11월 7일) 

1932년 오타와 협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932 Ottawa Agreement 

https://fraser.stlouisfed.org/files/docs/historical/brookings/17627_07_0008.pdf 

(검색일: 2018년 11월 7일) 
265 본고의 4장 1절 1)항 (4)내부 통합 부분 참고. 
266 David Meredith, 1975, p. 497 참조. 
267 David Meredith, 1975, p. 497 참조. 
268  1932년 오타와 협정으로 인해 동아프리카 식민지들과의 자유 무역이 철폐된 것이 

식민지에서의 새로운 2차 산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69 David Meredith, 1975, p. 494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29/5/pdfs/ukpga_19290005_en.pdf
https://www.encyclopedia.com/humanities/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ottawa-agreement-1932
https://www.encyclopedia.com/humanities/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ottawa-agreement-1932
https://fraser.stlouisfed.org/files/docs/historical/brookings/17627_07_0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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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잘(sisal)이었다. 270  또한, 1차 대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백인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커피 농사가 개척되기도 하였다. 271 

1930년대에는 이와 같은 농장(plantations) 및 환금작물을 생산하는 

지역과 같이 수출 생산이 특화된 지역들이 꾸준히 각광받았다.272 따라서 

식민 지배 초기 탕가니카에 대한 영국의 임의적인 구획은 지리학적인 

지역 구분으로 대체되었다.273 

 니에레레 대통령은 위와 같은 경제 구조를 이어받아 환금 

작물인 사이잘 산업의 확대를 장려하였다. 그는 1965년 2월 13일 

국내에서 열린 사이잘 재배인 연례 만찬에 참석하여 향후 5년에서 15년 

동안 사이잘 섬유 및 사이잘 제조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이잘 및 사이잘 물품들의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였다.274  그는 20년 이후 다른 경제 발전 역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동안에는 사이잘 산업으로부터 최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275  

니에레레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해외 원조나 해외 투자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1959년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립 초기 탕가니카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최단 기간 동안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76  또한, 그는 1963년 2월 11일 동아프리카 상업 

                                            
270 John Iliffe, 1979, p. 304 참조. 

일리프(John Iliffe)에 따르면, 양차 대전 사이 사이잘(sisal)의 수출량은 17,057톤(1912

년 기준)에서  103,428톤(1938년 기준)으로 크게 증량하였다. 

사이잘 경작은 독일이 탕가니카를 지배하던 당시 1890년대에 DOAG (Deutsch-

Ostafirkanische Gesellschaft)이 도입하고 개발한 것에서 유래한다. John Iliffe, 1979, p. 

147 참조. 
271 John Iliffe, 1979, p. 307 참조. 
272 John Iliffe, 1979, p. 311 참조. 
273 John Iliffe, 1979, p. 311 참조. 
274 Julius K. Nyerere, “Policy for the Sisal Industry, 1965,”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320~322 참조. 
275 Julius K. Nyerere, 1966, p. 321 참조. 
276  Julius K. Nyerere, “The Race Problem Demands Economic Action, 1959”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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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Associ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of Eastern Africa)에서 

한 연설에서도 민간 자본 투자 유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77  그러나 

니에레레 대통령은 탄자니아가 경제 원조를 받는다고 해서 공여국 혹은 

공여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가 

시작되는 것을 경계하였다.278  

니에레레 대통령은 위와 같이 탄자니아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도움 내지 투자를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1967년 2월 28일 민족 경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정부에 대한 통제를 가지게 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 관료들의 많은 수가 외국인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주의자라면, 경제가 위태로운 마당에 행정조직 부문에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279  

 

그는 탄자니아 경제의 효율성 및 경제 팽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영의 

아프리카화 혹은 행정조직의 아프리카화에 대해서 관대할 것임을 

역설하였다.280 이는 곧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성원들이 인종적으로 

탄자니아인들 이어야만 한다는 아프리카화를 택하기보다, 외국인들과 

그들의 투자, 자본 및 역할의 수용을 인정하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73~74 참조. 해당 글은 1959년 12월 미국 매거진

(United States Magazine)에서 출판한 아프리카 특별호에서 발췌한 것이다. 
277 Julius K. Nyerere, “Relations with Private Capital Investment, 1963,”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209~211 참조. 
278 Julius K. Nyerere, “Tanzania’s Long March is Economic, 1965,”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33~34 참조. 
279 Julius K. Nyerere, “Economic Nationalism, 1967,”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262~266 참조. 
280 Julius K. Nyerere, 1968, p. 2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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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하는 것이 우선 순위임을 나타낸 것이다.  

 위와 같이 니에레레 대통령은 영국이 남기고 간 경제 구조에 

대해 거부하기 보다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급진적인 성향의 반-영국 담론을 제시하기보다 

외국의 관여를 용인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애초에 경제 영역에 있어서 

니에레레 대통령의 반-식민주의 국가 구상이 다른 영역에서보다 더 

관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 발전이 고립 내지는 

자립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니에레레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식민지였던 탄자니아가 오히려 외세를 

자국 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대중에게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부터 시작된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를 확장시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이라는 정당화 논리는 니에레레 대통령 

정권의 초기 집권의 정당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 즉 ‘기회’로 

작용하였다. 

 

 

(3) 교육 및 언어정책: 국민 의식의 단초 

1925년 영국 정부가 출판한 영국의 열대 아프리카 교육정책은 

20세기 식민 정책의 원칙 중 하나로 손꼽힌다.281  

                                            
281 Clive Whitehead,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the 1925 White 

Paper in Retrospect,” History of Education, Vol. 10, No. 3 (1981), pp. 195~203 참조. 

1차 대전 이전 영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정책은 1910년 에든버러 선교회

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논의는 신교도가 아프리카에서의 전도에 더 조직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Clive Whitehead, 1981, p. 195 참조.  

1925년 영국의 열대 아프리카 교육정책은 이전까지 전교 기구(mission societies)에 대

부분 관리하도록 맡겨두었던 것을 넘어서, 영국 식민 행정부를 위해 더 큰 수익을 창출

하도록 하는 영국의 아프리카 속국들의 경제 발전 그리고 후원국의 신탁 통치령을 위한 

원주민의 도덕적 발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한 결과로서 해당 영토들을 관리하는 정부는 

원주민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표하였다. 

1925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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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모든 요소들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전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적성, 직업 및 전통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중략)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생활 실태 – 그것이 무엇이든 – 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농업의 발전, 토착 산업의 발달, 건강의 개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시민의 자질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진실된 이상의 주입을 통해 

전체로서의 공동체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해당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 중 능력이 있고, 믿음직한 

공공심이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282  

 

위와 같이 영국은 간접통치283의 일환으로써 교육정책을 탕가니카인들의 

영국에 대한 연계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간접 통치의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

27-001-jpeg.pdf 

(검색일: 2018년 10월 24일) 
282 1925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

27-001-jpeg.pdf 

(검색일: 2018년 10월 24일) 
283  간접 통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직접 통치를 대체하면서 유럽의 통제의 

두 번째 단계로 작용하였으며 국가의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침투 및 탕가니카 생활의 가

장 중요한 표준화를 가져왔다. John Iliffe, 1979, p. 325 참조.  

간접 통치는 20세기 초 나이지리아가 새롭게 정복한 무슬림 에미레이트를 통치했던 편

리한 방편이 독트린으로 발전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간접 통치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행정적 편의성이었다. 1924년까지 탕가니카

의 총독을 역임하였던 영국의 바이어트(Horace A. Byatt)는 직접 통치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던 독일 행정 구조의 특성을 보전하였다. John Iliffe, 1979, pp. 318~319 참조.  

그러나 이는 1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영국으로 식민 지배 세력이 변화하는 과도기 때 

일어난 탕가니카에서의 대내적인 변화를 간과한 것이었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영국으로 식민 지배 세력이 변화하는 과도기 때 규모가 작은 

몇몇 부족장 관할지역(chiefdoms)이 하나로 통합되기도 하고, 지역별로 자체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도 하면서 혼선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역 사무처의 업무 과다로 새로운 주

(province)를 생성하자는 분권화의 요구가 높아졌다. John Iliffe, 1979, p. 319 참조. 

따라서, 1925년부터 탕가니카의 총독을 맡게 된 카메론(Donald Cameron)은 탕가니카에 

간접 통치를 도입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John Iliffe, 1979, p. 330 참조.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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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는 내생적인 정치 구조를 식민 행정부에 완전히 통합함으로써 영국 

대 원주민의 구도를 없애는 데에 있었다. 284  실제로 이러한 교육정책은 

간접 통치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여겨졌다. 285  영국은 

토착민들(탕가니카인들)에게 공적 영역에 포함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영국 식민 정부의 통치 과정에 일부분 참여토록 하였고, 이들이 식민 

구조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다.  

 탕가니카의 언어정책 286  역시 교육정책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영국은 식민 제국의 이념과 가치를 더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토착어(vernaculars)의 활용에 적극적이었다. 1925년 

영국의 열대 아프리카 교육정책은 토착어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였고, 학자들 간의 협력 및 정부와 선교회에서의 원조를 통해 

토착어 교과서를 제작할 것을 촉구하였다. 287  영어 학교에서 쓸 교과서 

역시 토착민들의 더 나은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토착어 버전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아프리카 생활 및 환경에 토대를 둔 삽화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288  몇몇 대중 선교(Volksmission)의 신봉자들은 

영어로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국이 슬로건으로 내건 적응(adaptation)의 언어정책은 오히려 영어를 

배움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핵심이 되고자 하는 탕가니카인들의 열망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명목적 정책은 동화(assimilation)를 내세우지 

                                            
284 John Iliffe, 1979, p. 319 참조. 
285 John Iliffe, 1979, p. 338 참조. 
286  본고에서 언어정책을 굳이 교육정책과 구분한 것은, 언어라는 수단이 식민 지배 정

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교육과 

언어의 영역적 구분이라기 보다,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언어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되

었는지 본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287 1925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

27-001-jpeg.pdf 

(검색일: 2018년 10월 24일) 
288 1925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

27-001-jpeg.pdf 

(검색일: 2018년 10월 24일)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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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결국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탕가니카에 

대한 영국의 식민 교육 및 언어정책에는 영국에 대항하는 탕가니카 

민족주의 세력의 응집을 약화시키고 해당 세력이 ‘내부로부터 

해체’되도록 하였던 영국의 구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위와 같은 영국의 식민 교육 및 언어정책의 

잔재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 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날들은 지났다. (중략) 이는 단순히 인종의 

통합을 통해 인종적으로 분리되어있던 학교 체계의 종식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또한 엄격한 종교적 분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제 모든 시민들은 상호 존중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89 

 

니에레레 대통령은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견인했던 영국의 식민 

교육정책을 거부하였다. 영국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서구의 가치를 

내재한 커리큘럼을 선보였거나 혹은 기독교의 종교적 차원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학교들과 달리, 열악한 학교들은 그러한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290  

또한, 니에레레 대통령은 동일 연설에서 교육 차원에서의 선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291  

 

왜 다수의 탄자니아인들은 공직의 사무직이나 고위 공무원직의 

남자 혹은 여자가 교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289 Julius K. Nyerere, “The Power of Teachers, 1966,”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223~228 참조. 
290 열악한 학교(Bush schools)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학교들을 일컫는다.  
291  해당 연설은 1966년 8월 27일 모로고로 사범 대학(Morogoro Teachers’ college) 

설립 기념 연설이었다. Julius K. Nyerere, 1968, p. 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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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중략) 공무원이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중시된다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만연해 있다.292 

 

니에레레 대통령은 어떤 사회에서든 규칙과 법이 필요하지만, 자유로운 

개인의 실질적인 사회적 기반은 자유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293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다른 어떤 

집단의 사람들보다도 선생이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가의 

아이디어와 열망을 빚어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94  이와 

같이 니에레레 대통령은 국가형성에 있어서 영국이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심어놓은 적응 정책에 국민들이 동화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니에레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민족성 형성의 측면에서 

대내적인 교육 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창하였다. 

 

우리는 탕가니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외에서의 

교육이 우리에게 기여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확고한 국민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향적인(Africa-oriented) 자체적인 교육을 통한 시민 양성에 

집중하여야 한다.295 

 

이러한 맥락에서 니에레레는 대학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국내 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의 요소를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 

간의 협업을 강조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에게 있어 탄자니아의 

전통적인 가치란, 전통적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 갖는 

                                            
292 Julius K. Nyerere, 1968, p. 225 참조. 
293 Julius K. Nyerere, 1968, p. 227 참조. 
294 Julius K. Nyerere, 1968, p. 226 참조. 
295 Julius K. Nyerere, “Education and Law, 1961,”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130~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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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 그의 동료들이 그에 대해 갖는 책임감 뿐 아니라, 그가 

그들에게 갖는 책임감 – 이었다.296 니에레레는 현재 탄자니아의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니에레레 대통령은 외세의 것이 아닌 독립 국가로서 

탄자니아의 발전과 민족 의식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생적인 교육 및 

언어정책을 구상하였다. 그는 과거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및 기독교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교육적 소외계층에 속하였던 사람들을 

주목함으로써 프로파간다로 동원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니에레레 대통령의 초기 집권의 정당성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니에레레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영국이 

식민 지배 시기에 주입시켰던 교육 및 언어정책과 그에 내포되어있던 

서구적 가치를 거부하고자 하였던 아이디어에 기반하였다. 니에레레는 

이를 탄자니아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나아가 정부가 주축이 

되어 끌고 갈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4) 내부 통합: 잔지바르(Zanzibar)와의 통합 

역사적으로 잔지바르(Zanzibar)와 탕가니카(Tanganyika)의 본토 

대부분이 하나의 정부, 즉 잔지바르 술탄(Sultan) 297 의 정부 아래 

통치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 지배 

세력들의 임의적인 분할에 따라 구획되면서 잔지바르는 영국의 통치를 

                                            
296 Julius K. Nyerere, “The Role of Universities, 1966,”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179~186 참조. 
297  잔지바르는 17세기부터 남 아랍 국가인 무스카트(Muscat)와 오만(Oman)의 지배를 

받았다. 

Sultanate of Zanzibar 

https://www.britannica.com/place/Sultanate-of-Zanzibar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https://www.britannica.com/place/Sultanate-of-Zanzi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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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 탕가니카는 1차 대전 이전까지 독일의 지배 아래 놓여있었다.298 

1차 대전의 종식 후 모든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도 잔지바르와 탕가니카의 구획은 유지되었다. 두 국가는 

20세기 중반 탈식민지 과정을 거치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64년 

탄자니아 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로 통합하였다.  

   

 

[그림 IV-1] 영국의 동아프리카 보호령 (출처: 영국 외교 문서)299 

 

 잔지바르에 대한 영국의 구상 및 관심은 1880년대 소위 말하는 

                                            
298 잔지바르는 1890년, 탕가니카는 1919년부터 공식적으로 영국의 보호령에 속하게 되

었다. 
299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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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쟁탈전(Scramble for Africa) 시기와 맥을 같이하였다. 300 

영국은 인도로 향하는 항로 확보를 통한 상업적 이익 증대의 추구와 

노예 무역의 종결에 대한 책무를 엮으면서 다음과 같이 잔지바르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영국의 미래의 책무는, 감히 생각해보건대, 현재 아프리카 동쪽 

연안에 대한 그것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지역과 인도 

사이에 매우 큰 상업적인 연결망이 있으며; 현지 무역은 거의 

대부분 인도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우리는 또한 노예 무역의 완전한 철폐를 

약속하였다. 그렇다면,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동아프리카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잔지바르를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책무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인가? 이러한 힘이 

조각나 버린다면, 누가 이를 이어받을 것인가? 우리는 인도로 

향한 대안적인 경로로서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점령301과 

같은 또 다른 점령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후 

될지도 모르는, 물론 마지못해 될 수도 있으나, 자연스러운 

권력의 계승자 입장에서, 이렇게 매우 온건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토의 확장을 장려하면서 다른 이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302  

                                            
300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1~11 참조. 

1880년대에 들어서야 영국정부는 아프리카가 요충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 대한 외무성 기밀 자료(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들이 

1880년대와 이후 시기에 대부분 등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9 참조. 
301 영국은 당시 프랑스의 마다가스카르 점령으로 인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02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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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0년대 독일의 아프리카 점유에 위기 의식을 가졌던 영국은 

동아프리카 식민 지배에 박차를 가하였다. 따라서, 당시 영국의 

잔지바르에 대한 지배력에 따라 결정되는 항로의 확보는 당시 아프리카 

식민 정치로 발현된 독일과의 힘겨루기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잔지바르의 지배자, 즉 술탄은 영국과 독일의 두 강대국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영토의 확장을 이루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303  

 그러나 2차 대전의 종식 이후 잔지바르에도 독립의 바람이 

불었다. 잔지바르는 1963년 12월 10일 헌법이 발효되면서 73년 간의 

영국 식민 지배에 마침표를 찍었다. 304  하지만 독립하고 나서 겨우 한 

달이 지난 1964년 1월 12일 지도자 술탄과 그 지도 세력을 

제국주의자라 비판하며 해당 레짐에 대항하는 잔지바르 혁명(Zanzibar 

Revolution)이 일어났다. 305  이를 통해 승기를 잡은 카루메(Abeid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303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p. 144~150 참조. 

이외에도 다수의 문서들, 예를 들어, 독일의 동아프리카 점유에 관한 영국의 대처 방안, 

동아프리카에서의 영국 구역(British Zone)의 재정비 제안 등의 문서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시기 영국은 동아프리카에 대한 식민 지배의 확대를 통해 독일에 대한 제압을 

시도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당시 잔지바르에 대한 영국의 지배력 강화에 대해서 독일

은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다. 일례로, 독일은 1890년 6월 1일 영국-독일 협정(헬골란트-

잔지바르 협정)에서 독일이 철수한 잔지바르 보호령에 대한 영국의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제11항), 이후 특정 지역(Witu)의 보호령을 영국에 양도하는 것 (제2항)에 대한 협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영국을 견제하였다. 

Anglo-German Treaty (Heligoland-Zanzibar Treaty), 1st July, 1890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782 

(검색일: 2018년 10월 14일) 
304 1963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Zanzibar 

http://www.worldstatesmen.org/Zanzibar-constitution-1963.pdf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잔지바르도 탕가니카를 포함한 해당 시기 대부분의 아프리카 독립국들처럼 웨스트민스

터 정치 체제를 도입하였다. 
305 Anthony Clayton, The Zanzibar revolution and its aftermath (London: C. Hurst & 

Co., 1981), pp. 22~50; Robert Conley, “Regime Banishess Sultan,” The New York 
Times, January 14, 1964. https://www.nytimes.com/1964/01/14/archives/regime-

banishes-sultan.html (검색일: 2018년 10월 18일)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잔지바르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술탄은 영국과 결탁하여 잔지바르

를 지배하였다. 잔지바르 민족 정당(ZNP: Zanzibar National Party)는 1956년 아랍 협회

(Arab Association)에서 진화한 정당으로서 멤버십 대부분은 아프리카인들이었으나 리더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782
http://www.worldstatesmen.org/Zanzibar-constitution-1963.pdf
https://www.nytimes.com/1964/01/14/archives/regime-banishes-sultan.html
https://www.nytimes.com/1964/01/14/archives/regime-banishes-sult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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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ume)306는 첫 잔지바르 대통령이 되었으나, 국내정치적 권력 다툼의 

압박으로 인해 탕가니카 니에레레 정부와 국가의 통합을 이루었다. 307  

잔지바르가 탕가니카로 흡수되면서 탄자니아라는 새로운 국가의 막을 

열게 된 것이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카루메 대통령과의 협상 308 을 통해 1964년 

4월 25일 탕가니카 국회 임시 회의를 소집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민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09  또한, 그는 

지리학적으로 이웃한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역사적 언어적 유사성 및 

관습, 문화,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 인접성을 지닐 뿐 아니라, 

잔지바르의 아프로-샤리지 정당(Afro-Sharizi Party) 310 과 탄자니아의 

탕가니카 아프리카 민족 연합(TANU: Tanganyika African National 

                                            
십은 순수한 아랍 계통이었고 실질적으로 잔지바르에 있는 모든 아랍인들이 해당 정당

에 속하였다. William E. Smith, 1974. Nyerere of Tanzania (Nairobi: Transafrica 

Publishers, 1974). pp. 92~93 참조. 
306  아베이드 카루메(Abeid Karume)는 잔지바르의 아프리카 혁명(African 

revolutionaries)의 첫 공식적인 집단 행동을 이끌었다. Robert Conley, January 14, 

1964 참조. 

그는 라디오를 통해 술탄을 지도자로 둔 아랍 독립 정부를 제국주의자라 일컬으며 아프

리카인들의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Anthony Clayton, 1981, p. 24 참조. 

이를 공식적인 집단 행동이라 일컫는 것은, 1963년 잔지바르 헌법 2조 14항 (b)호의 집

회 및 단체 결사의 자유에 따라 카루메가 해당 집회를 사전에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오켈로(John Okello)를 포함한 무력 세력들이 이에 개입하면서 카루메의 집단 행동은 

곧바로 무력 투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한 수의 잔지바르 아프리카인들

을 동원하였고, 잔지바르 혁명의 무력 투쟁의 단초가 되었다.  
307 카루메는 잔지바르의 공식적인 대통령이었지만 무력 투쟁의 수장이었던 오켈로와 기

타 무력 세력과의 권력 다툼에서 많은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탕가니카에 흡

수되면서 권력을 이양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당 세력들을 견제 내지는 청산하고자 하였

다. 실제로 탕가니카와 통합 국가가 되는 것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카루메는 

1964년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면서 출범한 탄자니아 정부의 부통

령이 되었다. 
308  카루메 대통령은 1964년 4월 22일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의 통합에 서명하였다. 

Julius K. Nyerere, “The Union of Tanganyika and Zanzibar, 1964,”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 292 참조. 
309 Julius K. Nyerere, 1966, p. 292 참조. 
310 아프로-샤리지 정당(ASP: Afro-Sharizi Party)은 카루메 대통령이 속하였던 정당으

로서 1957년 창립하였으며, 아프리카인 민족 정당으로 기능하였다. William E. Smith, 

1974, p. 93 참조. 



 85 

Union)의 친목311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니에레레에 따르면, 잔지바르와 

탕가니카의 통합은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312  

 특히 니에레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잔지바르와 탕가니카의 

통합은 자주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역설하였다.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의 연합은 아프리카 통합체를 위하여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두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 대륙에서의 통합은 모스크바(Moscow)나 

워싱턴(Washington)을 통해서 올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 통합체를 

위한 모든 움직임을 냉전 정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아프리카를 

모욕하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그만의 원숙함과 의지가 있다. 313 

(중략) 우리는 아프리카 통합체와 아프리카의 자유를 위해 일할 

것이며,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 권력 다툼과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314 

 

 그러나 잔지바르 혁명의 여파 315 로 탕가니카 군대에서 반란이 

발생하자, 니에레레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영국에 도움을 

                                            
311 아프로-샤리지 정당은 탕가니카의 TANU와 동맹을 맺고 영국 식민 지배에 대항하기

도 하였다. William E. Smith, 1974, p. 93 참조. 
312  니에레레 대통령의 해당 연설에는 언급하는 관습, 문화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인접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니에레레 대통령이 탕가니카와 500여 년간 

아랍 왕조 수장의 지배 하에 있었던 잔지바르가 해당 영역들에서 지니고 있었다고 강조

하는 인접성은 인종적으로 아프리카인들에 속했던 사람들 간의 부족 문화로 대표되는 

관습 및 정치적 양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민 지배 시기 영국의 통치 하에 

있었던 경험 역시 니에레레가 언급하는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의 공통 속성을 구성할 수 

있다. 
313 Julius K. Nyerere, 1966, p. 293 참조. 

니에레레 대통령은 잔지바르와 탕가니카의 통합은 전세계에 만연한 ‘-주의(-isms)’를 어

떤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냉전 논리에 기반하여 특정 국가에 연계하

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지점이다. 또한 그는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통합하여 탄자니

아 공화국을 형성하였다고 해서 탄자니아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314 Julius K. Nyerere, 1966, p. 293 참조. 
315 Anthony Clayton, 1981, p.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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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다. 316  반란 세력은 삼백 여 명의 탕가니카 경찰관들이 카루메 

정권이 질서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잔지바르에 주둔하는 동안 

정부의 군사력이 분산된 틈을 타 봉기를 일으켰다. 317  이들의 주된 

불만은 독립 후에도 탕가니카 군대의 영국 장교들이 재직한다는 

점이었다.318 이들은 아프리카 군대가 완전히 아프리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9  니에레레 대통령은 반란 발생으로부터 사흘 째 되는 날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영국군의 도움 없이도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고 확언하였으나, 반란 세력과의 지속적인 협상 실패로 

인해 다음 날 탄자니아 수도(Dar es Salaam)에 주재하고 있던 영국 대행 

고등판무관(British Acting High Commissioner) 320 에게 영국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321  그 결과 영국 본토에서 파병된 해군에 의해 

반란은 6일 만에 제압되었다.322 

 독립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자국 내의 반란을 외국, 그것도 식민 

모국의 힘을 빌어 진압한 것은 민족 주권을 위한 반식민주의 투쟁의 

열망을 앞세웠던 니에레레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인종 

기반의 불만과 그에 대한 대처방식이 니에레레가 자신했던 자국 주도의 

국가 통합체 형성과 정확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323  1964년 

                                            
316 Kjell J. Havnevik, 1993, p. 47 참조. 
317 William E. Smith, 1974, pp. 111~121 참조. 
318 초기 반란은 소규모(40 여 명)의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이들은 독립 이후 

탕가니카에서도 영국인들이 군대에 잔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 William 

E. Smith, 1974, p. 109 참조. 
319 William E. Smith, 1974, p. 112 참조. 
320 당시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 주재하고 있던(1963년~1964년) 영국 대행 고

등판무관은 마일즈(Frank Stephen Miles)였다.  

Michael Smith, “Stephen Miles: Highly regarded diplomat who helped save Tanzania 

from a military coup,” The Independent, June 13, 2013.  

https://www.independent.co.uk/news/obituaries/stephen-miles-highly-regarded-

diplomat-who-helped-save-tanzania-from-a-military-coup-8656189.html 

(검색일: 2018년 10월 30일) 
321 William E. Smith, 1974, p. 115 참조. 
322

 Cherry J. Gertzel, The politics of independent Kenya 1963-8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pp. 42~45 참조. 당시 영국에서 파병한 해군의 

수는 60여 명이었다. 
323  또한, 이는 니에레레 대통령이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군 통

수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였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obituaries/stephen-miles-highly-regarded-diplomat-who-helped-save-tanzania-from-a-military-coup-8656189.html
https://www.independent.co.uk/news/obituaries/stephen-miles-highly-regarded-diplomat-who-helped-save-tanzania-from-a-military-coup-8656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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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반란은 니에레레 대통령과 탕가니카에 크나큰 굴욕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영국과의 관계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 받는다.324 니에레레는 해당 사건을 평가함에 있어 군대 

역시 국가의 정치적 윤리를 수용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32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 통합 영역에 속하는 잔지바르와 

탕가니카의 통합은 니에레레 정권의 초기 집권에 긍정적인 요소 못지 

않게 부정적인 요소 또한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잔지바르와의 

통합은 탄자니아의 영토를 확장시킬 뿐 아니라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 

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잔지바르에 

대해 식민 모국 영국과 차별화된 통치 내지는 흡수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 흡수 과정을 무리하게 밀어 부칠 경우 

섬나라인 잔지바르에서 통제가 어려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잔지바르와의 통합은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였다. 

니에레레는 1964년 군대 반란의 악몽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 

아래 탄자니아의 내부 통합을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정권 초기에 집권의 기회이자 제약으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의 영역에서는 국민들을 동원함에 있어, 영국과의 분리를 

기치로 내세웠던 정치 행위 계획이 변경되었다. 즉, 니에레레 정권은 

정권 자체의 존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국의 도움 없이 

국내적으로 반란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326  이처럼 반-

영국을 표방하는 당초의 국가 구상에서 정권의 안정을 위해 영국의 개입 

                                            
324 William E. Smith, 1974, pp. 120~121 참조. 
325 니에레레가 국가 구상에 있어 자생적인 국가 윤리 정립을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하

는 지점이다. 본고 III 장 참조. 

1964년 군대 반란 사건으로 인해 니에레레는 군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게 되었다.  
326 니에레레 대통령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64년 군대 반란의 주동자들을 엄중

히 처벌하였다 (가장 높게 부과된 형량은 14년이었다). 그는 반란을 주도의 혐의에서 유

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이 시민들의 자유 및 평등을 뒷받침해주고 국가의 토대가 되는 

법을 어긴 죄를 좌시하지 않고 국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Julius K. 

Nyerere, “Comment on the Mutineers’ Sentences, 1964,”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298~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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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향력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생적인 국가 

윤리 정립을 통한 아프리카 주도의 국가형성의 표방을 통해 국민들을 

동원하려 하였던 정당화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 정책 확증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변화 

탄자니아 지도자인 니에레레 대통령이 구성한 정책의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분석하기 이전에 국가형성기 

탄자니아의 국내 정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탄자니아의 정치 구조는 

크게 4가지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탄자니아의 단일 정당인 

TANU정당과 정부로 구성되었고, 국가 전반의 정책 입안과 시행을 

담당하는 핵심 권력 기관이었다. 지방정부의 가장 상층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중앙정부가 지방과 마을의 하층부로 정책이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327  지방은 마을의 단위에서의 정책 시행을 담당하였고, 

마을은 지역 및 지방정부를 통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328 

 탄자니아의 국가형성 시기 329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이자 

건국의 아버지로서 구성한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상당부분 

발현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적인 독립 국가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상위 하달식(Top-Down) 구조가 법제적으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수용하였던 1961년 탕가니카 

독립 헌법 330 이 1962년 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니에레레 

                                            
327 Meta K. Townsend, 1998, p. 6참조. 
328 Meta K. Townsend, 1998, p. 6참조. 
329  니에레레 정권기는 1963년부터 1985년까지였으나,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니에레

레 대통령의 국가 구상 및 국가형성 정책을 뒷받침했던 국내 정치 구조의 바탕이 되는 

법제의 분석은 1961년 독립 헌법, 1962년 공화국 헌법, 그리고 1965년 임시 헌법의 분

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이후 개정된 1977년 헌법은 위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30 The Tanganyika Constitution, 1961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OUNCIL%2C%201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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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TANU정당이 최고 정책 입안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단일 정당 국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자의 역할과 국고채 세출의 승인을 맡게 되었다.331 

 위와 같은 TANU정당과 국회의 상대적인 기능의 차이는 

영향력의 차이로 이어졌다. 이는 니에레레 대통령이 탄자니아 공화국의 

지도자이자, 단일 정당 TANU의 리더 332 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맡음으로써 더 공고화 되었다. 대통령 선거 역시 국민회의(National 

Conference)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 정당 회의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한 명의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하고 선거구에 공개하는 상위 하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333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4년 잔지바르와의 연합을 거쳐 탄자니아 

공화국의 하나의 국호 아래 탄생한 1965 탄자니아 임시 헌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우선 그는 

탄자니아의 행정부에서 전권을 가지다시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네 가지 항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65 탄자니아 임시 

헌법 3장 1절 12조 (1)항은 탄자니아 공화국의 모든 문제에 관한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켰다.334 또한, 1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하고, 국회 의원들 중에서 하급 장관들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권을 뒷받침하였다. 나아가 내각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3장 1절 

                                            
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

OUNCIL%2C%201961.pdf 

(검색일: 2018년 9월 23일) 
331 Roger Carter, “Ruling Parties in Tanzania,” Tanzania Affairs, August 1, 1977. 

https://www.tzaffairs.org/1977/08/ruling-parties-in-tanzania/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332 니에레레 대통령은 TANU정당의 중차대한 내부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장

직의 역할을 맡았고 정당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였다. Meta K. Townsend, 

1998, pp. 84~85 참조. 
333 Meta K. Townsend, 1998, pp. 74~75 참조. 
334 Interim Constitution of Tanzania, 1965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icota1965366.pdf 

(검색일: 2016년 10월 26일)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OUNCIL%2C%201961.pdf
http://www.kituochakatiba.org/sites/default/files/legal-resources/THE%20Tanganyika%20%28CONSTITUTION%29%20ORDER%20IN%20COUNCIL%2C%201961.pdf
https://www.tzaffairs.org/1977/08/ruling-parties-in-tanzania/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icota19653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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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1)항은 앞서 1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과 회의를 하며,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내각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동조(同條)의 (2)항은 대통령의 

권한 하에, 내각은 핵심 행정기구가 되며, 대통령의 일반적인 혹은 

특별한 지시가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조는 내각을 책임지는 내각의 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도록 따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막대한 영향력은 내각의 

헌법상 지위를 상당히 약화시켰다.335 마지막으로 20조에 따라, 대통령이 

탕가니카의 모든 지역에 지역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하며, 해당 위원들을 

정직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단위의 지방정부에도 전권을 

가졌다. 

 1965 탄자니아 임시 헌법의 입법부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임시 헌법의 

24조는 공화국의 의회가 대통령과 국회로 구성되도록 하며, 국회 의원의 

구성에도 대통령이 일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4조 (1)항, 

32조 (1)항 그리고 33조 (1)항에 따라 170명의 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며, 그중 최대 32명은 대통령이 잔지바르 혁명당(Revolutionary 

Council of Zanzibar) 336 의 의원들 중에서 임명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 20명의 잔지바르를 대표하는 의원들과 그와 상관없는 

최대 10명의 의원들을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또한, 30조 

(1)항에서는 대통령의 판단 하에 국민성을 구성하는 제도를 대통령이 

국가 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니에레레 대통령이 행정 부문의 전권과 입법부에 

                                            
335 Jan Kees Van Donge and Athumani J. Liviga, “Tanzanian Political Culture and the 

Cabinet,”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24, No. 4 (December 1986), pp. 

619~639 참조. 
336  의회에 잔지바르 출신의 의원을 자리를 보장하여 국가 통합 후 잔지바르가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명목적 공간의 확보를 통해 그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임명권을 니에레레 대통령이 가짐으로써, 니에레레를 지지하지 않거나 급

진적인 성향의 잔지바르 의원들은 처음부터 의회에 참여할 기회가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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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상당한 영향력은 그가 정당의 리더로 있는 TANU가 

탄자니아의 단일 정당으로 기능하면서 더 강화되었다. 337  TANU는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국민을 정치화 및 동원화 하며,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 기관의 모든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들의 

성과를 검토하는 역할까지 부여 받았다.338 이에 비해 내각은 상대적으로 

작은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해 국무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축소되어 있었다. 심지어 내각은 정부에 준하는 

역할 339 을 맡고 있던 TANU의 국가 집행 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나 개발 계획 부서(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와 

같은 다른 정책 입안 기관들 보다 영향력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 

받는다. 340  또한, 여러 정부 부처는 내각 회의가 아닌 불규칙하고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승인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341  이와 같이 니에레레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구조에서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국가 구상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발현될 공간이 충분히 

컸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다음 부분에서는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가 토지, 경제, 교육 및 언어, 내부 통합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분석한다. 

 

                                            
337 이와 같이 탄자니아에서 권력(삼권)의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모

델의 식민 버전(colonial version)을 채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Issa G. Shivji, Debat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anzania (Dar es Salaam: 

HakiElimu, 2006), pp. 1~7 참조. 
338 Aggrey K. L. J. Mlimuka and John A. M. Kabudi, “The State and the Party,” in Issa 

G. Shivji (eds.), The State and the working people in Tanzania (New Jersey: Africa 

World Press, 1987), p. 71 Meta K. Townsend, Political-Economy Issues in Tanzania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1998), p. 90에서 재인용. 

니에레레 대통령은 수많은 연설들과 인쇄물 출판을 통해 TANU정당의 강령에 기초한 

탄자니아 국가형성을 강조하였다.  
339 Roger Carter, “Ruling Parties in Tanzania,” Tanzania Affairs, August 1, 1977. 

https://www.tzaffairs.org/1977/08/ruling-parties-in-tanzania/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340 Jan Kees Van Donge and Athumani J. Liviga, 1986, p. 633 참조. 
341 Jan Kees Van Donge and Athumani J. Liviga, 1986, p. 635 참조. 

https://www.tzaffairs.org/1977/08/ruling-parties-in-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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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정책: 지도자 아이디어의 재확인(강화)  

 케냐타 대통령이 과거로의 회귀를 부족주의로의 회귀로 동일시 

시키면서 부정적인 프레임화를 시행했다면, 니에레레 대통령은 반-

식민주의에 기초한 국가 구상을 통해 자립 및 주체성의 아프리카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는 ‘창조적 과거로의 회귀’를 주창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 영역에서 국가형성 과정 정책의 1단계인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토지의 국유화를 자립의 방편으로 

프레임화하고, 이를 통해 반-식민주의 가치를 확산시킬 것임을 

주창하였다. 이는 부족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줬던 케냐타 대통령과 

상이한 행보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확증시키기 

위해 1967년 우자마 정책(Ujamaa Policy) 342 을 통해 마을화 

프로그램(villagization program)을 실시하였다. 우자마(Ujamaa)는 

스와힐리어로 이웃 가족(familyhood)을 뜻하고, 상부상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프리카 전통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었다. 343 

우자마 마을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마을을 전국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농업 및 축산업의 집산화(集散化, collectivize)를 꾀하는 

정책이었다.344  

 

탄자니아의 경제는 농업과 축산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탄자니아인들은 그들의 

토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토지는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모든 

탄자니아인들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투자의 하나로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342 우자마 정책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는 1962년부터 이루어졌다. 
343  Goran Hyden, “Ujamaa, Villagis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Tanzania,” 

Development Policy Review, Vol. A8, No. 1 (April 1975), pp. 53~72 참조. 
344 Goran Hyden, 1975, p.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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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토지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도맡을 

것이다.345 

 

니에레레 대통령은 탄자니아가 자립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구상하였기 때문에 장차 외부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구조를 다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니에레레는 1968년 3월 

23일 토지 인수 법령 346 의 제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 혹은 주택 

공급 계획과의 연장선에서 토지를 강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1969년 아프리카 부족장 법령 347 의 제정을 

통해 부족장이 토지 및 수역 348 에 갖고 있었던 관습적인 권리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349  토지 국유화에 대한 법제적인 바탕을 

일찍이 마련하였다. 이는 아프리카의 부족주의와 그에 기초하여 종족적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부족주의에 기초한 아프리카 전통을 명목적으로 거부하고자 했던 

것이 니에레레 대통령과 케냐타 대통령의 공통점이었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7년 다음과 같은 단계별 변화를 통해 

우자마 마을의 형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345 Julius K. Nyerere, Ujamaa: Essays on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 33 참조. 
346 Land Acquisition Act, 1968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land-acquisition-act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47 African Chiefs Act, 1969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african-chiefs-act 

(검색일: 2018년 11월 18일) 
348 탄자니아 니에레레 정권은 토지의 국유화와 더불어 수역과 같은 자원도 국가 아래서 

통제되고 관리되며 활용되도록 하였다. 

Water Utilisation (Control and Regulation) Act, 1975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water-utilisation-control-and-

regulation-act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49 Elisa Greco, “Village land politics and the legacy of Ujamaa,”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43, No. S1 (2016), pp. 22~40 참조.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land-acquisition-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african-chiefs-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water-utilisation-control-and-regulation-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water-utilisation-control-and-regula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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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하여금 식료 작물(food crops)의 경작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사하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350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리의 집단 – 최소한 10 가구의 사람들 – 에게 소규모의 

공용 토지를 조성하여 활용하거나 여타의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351  이러한 두 단계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 

농장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장착 과정을 거쳐 협동 조합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자마 마을을 형성하도록 하는 토지정책은 현장에서 

실행력이 사뭇 떨어졌다. 초기의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친 마을들이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74년 상반기까지 

협동 조합으로 남아있었던 우자마 마을의 수는 399개에 불과했다. 352 

7년 간(초기 구상을 했던 기간까지 합치면 12년) 니에레레 정권이 공을 

들인 것에 비해서 좋은 성적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니에레레 대통령은 1970년대 초부터 우자마 마을의 

형성을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75년 마을 및 우자마 마을 법령 

제정을 통해 우자마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자마 마을의 형성을 

촉진시켰다.353  또한, 해당 법령은 우자마 마을 뿐 아니라, 아직 마을화 

단계에 머물러있는 마을들에도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였다. 즉, 마을 

단위에 소 지방정부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마을들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1975년 법은 지방정부 부서에서 

                                            
350 Julius K. Nyerere,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African Unity, 1967”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337~366 참조. 
351 Julius K. Nyerere, 1968a, p 357 참조. 
352 Goran Hyden, 1975, p. 55 참조. 
353 Villages and Ujamaa Villages Act, 1975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

1975_The%20Labour%20Laws%20(Miscellaneous%20Amendments)%20Act,%201975

_/21-

1975_The%20Villages%20and%20Ujamaa%20Villages%20(Registration,%20Desi_100

9_en.pdf 

(검색일: 2018년 11월 17일)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75_The%20Labour%20Laws%20(Miscellaneous%20Amendments)%20Act,%201975_/21-1975_The%20Villages%20and%20Ujamaa%20Villages%20(Registration,%20Desi_1009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75_The%20Labour%20Laws%20(Miscellaneous%20Amendments)%20Act,%201975_/21-1975_The%20Villages%20and%20Ujamaa%20Villages%20(Registration,%20Desi_1009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75_The%20Labour%20Laws%20(Miscellaneous%20Amendments)%20Act,%201975_/21-1975_The%20Villages%20and%20Ujamaa%20Villages%20(Registration,%20Desi_1009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75_The%20Labour%20Laws%20(Miscellaneous%20Amendments)%20Act,%201975_/21-1975_The%20Villages%20and%20Ujamaa%20Villages%20(Registration,%20Desi_1009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75_The%20Labour%20Laws%20(Miscellaneous%20Amendments)%20Act,%201975_/21-1975_The%20Villages%20and%20Ujamaa%20Villages%20(Registration,%20Desi_1009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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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는 행정관이 마을의 생산 현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마을 의회, 

마을 의장 및 하위 마을 의장들로 구성된 정치 구조로 효과적인 생산 및 

통치를 도모하였다.354  

앞서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 영역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보여주었던 토지 국유화를 통한 자립의 가치 확산을 

표방하여 반-식민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토지 

영역에서의 정책 확증 단계에서는 옳은 것, 다시 말해 아프리카 국가의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 개입의 공간을 더 

늘려갔다. 이는 초기에 구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입이었다. 

당초 구상은 우자마 마을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탄지니아 국민들이 

아래에서부터 자립 및 주체성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는 거의 자립(self-help)이 아니라 정부 

지원(government-help)의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결국 우자마 마을화를 

통한 자력 갱생의 가치 확산 및 민족의 통합은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니에레레 정권이 우자마 정책의 강제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 경제정책: 지도자 아이디어의 현상유지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형성 경제정책 역시 우자마의 정신 아래 

국가 주도로 시행되었다. 니에레레의 경제정책은 우자마 마을 및 협동 

조합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농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분석 토지정책과 깊은 연관성 아래 

형성되었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7년 2월 5일 아루샤 선언(Arusha 

Declaration)을 통해 농업 집산주의의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354 Elisa Greco, 2016, p. 24 참조. 

이와 같은 정부 개입은 부족장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있던 전통적인 리더십 개념과 이질

적인 것이었다. Goran Hyden, 1975, p.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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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탄자니아가 독립 시기에 정치적 통제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모든 

중요한 산업은 외국의 수중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중요한 

생산 수단은 국민의 통제 하에 놓여야 되고 국민의 대표가 관련 

정책들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355 경제 영역에서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식민 세력이 

아프리카를 착취하였듯이, 외세의 산물을 자국 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니에레레의 논리는 아루샤 선언에서도 비슷한 

논조356로,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방향으로 이어졌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잠재적인 착취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357  

 

니에레레 대통령은 착취에 대한 일례로 탄자니아의 대형 병원들은 

도시에 있으며, 이를 탄자니아 외부의 차관으로 설립한다면 농부들이 

생산하는 농작물들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외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결국 대형 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꼬집었다. 358  이러한 대목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내부자 대 외부자 그리고 선과 

악의 구도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359  즉, 식민 지배 시기 외국이 

                                            
355 Julius K. Nyerere, 1968a, “Economic Nationalism, 1967,”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262~266 참조. 
356 식민 지배의 이념적 거부를 뜻한다. 이는 식민 구조가 남기고 간 산물을 이용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따라서 식민 지배와 관계된 모든 것의 완전한 거부에 

해당하지는 못하더라도, 식민 지배의 본질을 구성하는 가치와 그것이 구성하는 식민 이

데올로기를 거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357 Julius K. Nyerere, 1968b, pp. 27~28 참조. 
358 Julius K. Nyerere, 1968a, p. 28 참조. 
359 니에레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도입하였던 내부자 대 외부자 그리고 선과 악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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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를 착취한 것과 같은 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자마 

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자국의 농업주도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루샤 선언 8개월 이후, 니에레레 대통령은 해당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탄자니아의 주체성 회복 뿐 아니라 “착취에 

대항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주요 경제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국유화 및 정부의 조치는 

탄자니아에서의 착취에 대항하는 조치로써 취해졌고, 향후에도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360  

 사실 탄자니아의 국가 주도 경제 견인은 예견된 것이었다. 

영국의 식민 경제 구조가 남기고 간 식량 작물 및 환금 작물 중심의 

생산과 수출은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탄자니아에서도 

유효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아루샤 선언에서 탄자니아 발전의 

농업적 기반을 강조하면서 옥수수, 쌀, 밀, 콩, 땅콩 등과 같은 식량 

작물과 사이잘, 면, 커피, 담배, 제충국분(pyrethrum), 차(tea) 등과 같은 

환금 작물의 생산을 통한 농작물 생산의 증가가 “우리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라고 강조하였다.361 

 위와 같은 국가 주도의 경제 견인 정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기업들을 

국영화하는 정책으로 확증되었다. 

 

이러한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탄자니아 대 외부(Tanzania versus outside)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니에레레

는 탄자니아 국내에서의 도시 대 시골의 프레임을 통해 전자보다 후자가 더 희생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TANU의 평등주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농촌 개발을 우선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도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Julius K. Nyerere, 1974, p. 96 참조. 
360 Julius K. Nyerere, 1968a, pp. 385~409 참조. 
361 Julius K. Nyerere, 1968b, p. 29 참조. 

또한, 니에레레 대통령은 농업 생산의 확대를 통한 탄자니아의 경제 발전으로 해외 원조

의 의존성을 덜 수 있다고 보았다. Julius K. Nyerere, 1968b, pp. 2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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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의 소유권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중략) 모든 

국가는 –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파시스트 여부와 

상관없이 – 자국의 경제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경제적 삶에서의 

해외의 참여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 분배, 그리고 

환전과 관련된 주요 수단이 자국민의 손에 달려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362 

 

니에레레는 국영화 되지 않은 기업들, 그러나 향후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국유화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통해 

내국 상업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이를 통해 준-국가기관 기업의 관리 

및 해당 기업들과 정부의 협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363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5년 농업 생산품 (이동 통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생산과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였다. 364  또한, 1973년 캐슈넛 산업 법령 365 의 제정을 

통해 고가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연속 수확 작물 산업을 국가 주도로 

이어나갔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특히 영국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주요 

수출 작물이었던 사이잘을 핵심 환금 작물 산업으로 이어나갔다. 1973년 

사이잘 산업 법령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사이잘 산업을 관리하는 

탄자니아 사이잘 위원회(Tanzania Sisal Board)를 설립하였고, 해당 

산업의 순차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366  1976년 1월 1일 종자 (규격 

                                            
362 Julius K. Nyerere, 1968a, pp. 262~266 참조. 
363 Board of Internal Trade Act, 1973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board-of-internal-trade-act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64 Law Reform Commission of Tanzania, “Review of Agriculture Laws by the Law 

Reform Commission of Tanzania,” (2007). 

www.lrct.go.tz/?wpfb_dl=106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65 Cashewnut Industry Act, 1973 

http://extwprlegs1.fao.org/docs/pdf/tan62289.pdf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66 Sisal Industry Act, 1973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sisal-industry-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board-of-internal-trade-act
http://www.lrct.go.tz/?wpfb_dl=106
http://extwprlegs1.fao.org/docs/pdf/tan62289.pdf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sisal-industr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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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는 생산 농작물의 종자에 대한 규격을 

제시하고, 농작물 종자의 통제와 규제를 위한 법을 마련하였다.367 또한, 

1973년 12월 7일 소규모 산업 개발 조직 법령368을 통해 소규모의 산업 

발달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기도 하였다.369 

따라서, 니에레레 대통령은 국가형성 과정의 경제정책에서 식민 

지배 산물의 이용 및 식민 권력으로부터의 착취의 극복을 표방함에 따라, 

높은 동원화 수준의 정책 확증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은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도 프로파간다로서 대중에게 정당화되었고, 

니에레레 대통령이 경제 영역에서 구상하였던 정책 구성 단계에서의 

아이디어는 ‘현상유지’되었다.  

 

 

 (3) 교육 및 언어정책: 지도자 아이디어의 현상유지  

 민족 통합을 주창한 니에레레 대통령에게 민족 정체성 함양과 

직결되는 국가형성의 교육정책은 중요한 영역이었다. 370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7년 2월 5일 아루샤 선언을 통해 독립 국가로서 

                                            
(검색일: 2018년 11월 18일) 
367 Seeds (Regulation of Standards) Act, 1976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seeds-regulation-of-standards-act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68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Organisation Act, 1973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small-industries-development-

organisation-act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69 부가적으로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1973년 3월 1일 수산업 법령(Fisheries Act)을 

제정함으로써 어류, 어류 가공품, 수생 식물 및 수산물의 보호, 보전, 발전, 규제 및 통

제를 규제하였다. 

Fisheries Act, 1973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fisheries-act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70 니에레레 대통령이 교육정책에 특히 각별했던 이유는 그의 개인적 배경에서도 그 이

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니에레레는 1943년 우간다의 마케레레 대학(Makerere Colllege)

에 입학하여 1945년 교육학 전공 졸업하였다. 그는 1949년까지 타보라(Tabora)에 있는 

성 마리 학교(St. Mary School)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다. Havnevik, Kjell J. 

and Aida C. Isinika. Tanzania in Transition: From Nyerere to Mkapa (Oxford: African 

Books Collective, 2010), pp. 119~124 참조.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seeds-regulation-of-standards-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small-industries-development-organisation-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small-industries-development-organisation-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fisherie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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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에 요구되는 국민상(國民像)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해당 

선언문에서 영국 식민 정부의 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맹비난하였다. 

 

식민 정부에 의해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에 제공되었던 교육은 

현재의 탄자니아에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 다른 목적을 지닌다. 

종전의 교육은 젊은 사람들이 자국에 봉사하도록 대비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식민 사회의 가치들을 주입시키고, 식민 국가에 

봉사하는 개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갈망에서 출발하였다. (중략) 

이는 식민 교육이 현장에서 인간 불평등의 태도를 유발하였고,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뜻하였다.371 

 

니에레레 대통령은 탄자니아 독립 국가가 식민 정부로부터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교육 체계를 물려받은 점을 지적하며, 본 정부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372을 가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에서의 교육 체계의 목적, 

즉 교육의 목적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73  그는 이에 

대한 답을 평등주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 가치의 확산에서 찾았다. 374 

또한, 니에레레는 교육을 농업과 연계375시키면서 지식의 직업과 관련된 

측면들을 부각시켰다. 특히 니에레레는 교육을 통해 탄자니아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태도를 학생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농업 중심 경제에서의 

                                            
371 Julius K. Nyerere, 1968b, pp. 46~47 참조. 
372  니에레레는 식민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체계에 대한 수정이 교육 내의 인종적 

구분, 교육 기관 - 특히 중등 과정 학교 및 중등 과정 이후의 학교 수준에서 – 의 확대, 

그리고 탄자니아와 관련도가 높은 교육 내용 제공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고 강조하였다.  Julius K. Nyerere, 1968b, pp. 48~49 참조. 
373 Julius K. Nyerere, 1968b, pp. 47~49 참조. 
374 니에레레 대통령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평등 및 존중, 자국민의 노력으로 생산된 자

원의 공유, 그리고 모두에 의한 일과 착취자의 부재와 같은 세 가지 원칙, 즉 사회 가치

를 확산시키는 것이 케냐의 국민 윤리와 교육의 목표라고 보았다. Julius K. Nyerere, 

1968b, p. 50 참조. 
375 니에레레는 근대 농업 지식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교

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Julius K. Nyerere, 1968b, p.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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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이고 열정적인 경제 발전을 낳을 것이라고 보았다.376 

 나아가 니에레레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5-6세에 일찍 입학해서 

마치거나 중퇴하고 노동 시장으로 나오려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로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377  또한, 니에레레는 

탄자니아 정부 및 공인 시험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여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378  그는 공식적인 

교육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동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보았다.379  

이러한 니에레레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높은 동원화 요소를 

지니게 되었고, 동일 연장선 상에서 정책으로 확증되었다. 니에레레는 

독립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1956년 탕가니카 고등교육 신탁 기금 

법령 380 을 1963년과 1968년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제공에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또한, 1969년 교육법 381 의 

제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법제적으로 마련하였다. 

해당 법은 국가 차원에서 지방 교육 당국을 구성하여 지역별 초등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보완하도록 하였고, 자문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교직원의 조직, 교육의 촉진과 학교의 설립,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거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 제출 법안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를 

                                            
376 Julius K. Nyerere, 1968a, “Progress in Schools, 1967,” in Freedom and Socialism: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5-1967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410~414 참조. 
377 Julius K. Nyerere, 1968b, pp. 60~61 참조. 
378 Julius K. Nyerere, 1968b, p. 62 참조. 
379 Julius K. Nyerere, 1968b, p. 59 참조. 
380 Tanganyika Higher Education Trust Fund Act, 1956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tanganyika-higher-education-trust-

fund-act 

(검색일: 2018년 11월 21일) 
381 Education Act, 1969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ea1969104.pdf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tanganyika-higher-education-trust-fund-act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tanganyika-higher-education-trust-fund-act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ea1969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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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하도록 하였다. 382  나아가 1970년 다르에스살람 대학교 법령 383 을 

제정함으로써 성인 교육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였다. 

 탄자니아의 언어정책 역시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 

시기의 언어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독립 이후 

탄자니아의 반-영국 언어정책은 스와힐리어(Swahili)를 국어로 

채택하였다. 384  이를 통해 영국 식민 통치자들의 언어를 스와힐리어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초등교육 과정에서 스와힐리어를 

공통어로 지정하였다. 385  중등교육에서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스와힐리어가 시험 과목으로 계속 채택되었다.386  

따라서,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언어정책은 

반-영국 그리고 반-식민주의의 국가 구상 아래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높은 동원화 수준의 정책 

확증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은 정책 확증 단계에서도 

정책 구성 단계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이 구상하였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방향으로 ‘현상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니에레레 대통령이 교육 

영역에서도 탄자니아 주체성 대 식민주의, 내부자 대 외부자, 그리고 

선과 악의 구도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382 Education Act, 1969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ea1969104.pdf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383 University of Dar es Salaam Act, 1970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university-of-dar-es-salaam-act 

(검색일: 2018년 11월 21일) 
384  Lyndon Harries, “Language Policy in Tanzani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Vol. 39, No. 3 (July 1969), pp. 275~280 참조. 
385 David D. Laitin, Language Repertoires and State Construction in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139, Helena Jerman, Between Five Lines: The 
Development of Ethnicity in Tanzan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estern 
Bagamoyo District (Uppsala: Nordiska Afrikainstituet), p. 251 Anke Weber, Welsley 

Hiers and Anaïd Flesken. Politicized Ethnicity: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 58 에서 재인용. 
386 Ilana Kessler, “What went right in Tanzania: How Nation Building and Political 

Culture Have Produced Forty-Four Years of Peace,”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1674/Kessler_Il

ana_Thesis.pdf;sequence=4 (검색일: 2018년 11월 21일) Anke Weber et al., 2016, p. 

58에서 재인용.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ea1969104.pdf
http://tanzanialaws.com/principal-legislation/university-of-dar-es-salaam-act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1674/Kessler_Ilana_Thesis.pdf;sequence=4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1674/Kessler_Ilana_Thesis.pdf;sequenc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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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부 통합: 지도자 아이디어의 재구성 

탕가니카는 1964년 4월 26일 잔지바르와 통합하면서 국가와 

국가의 내부 통합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잔지바르의 

대통령이었던 카루메(Abeid Karume)는 니에레레 대통령과의 협의 아래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연합 국가에서 부통령의 직함을 달게 되었다. 

카루메(Abeid Karume)는 탕가니카와의 통합으로 인해 잔지바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두 국가 

간의 강력한 연합을 원했지만, 387  니에레레는 통합 초기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1964년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연합에 관한 법388의 5조 

1항 (a)절에 따르면, 연합 국가의 헌법 및 통합 정부; 외교; 국방; 경찰; 

비상 지휘권; 시민권; 출입국 관리; 해외 무역 및 국채, 연합 국가의 

행정조직; 소득세, 법인세, 관세 및 소비세; 항구, 민간 항공, 우편 및 

전보; 기타 연합 국가 및 탕가니카를 위한 의회와 행정부의 전속적 

권한을 탕가니카 정부가 가지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잔지바르의 

자치를 일정 수준 인정해 줄 것을 천명하였다. 니에레레는 잔지바르에 

흡수 통일 내지는 통합을 강제하면 제2의 군대 반란’389의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의 연합 국가가 연방제인지 연맹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합의된 바가 없었으나, 390  1964년 12월 

10일 공화국 (국호 선언) 법령을 제정함에 따라,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387 Godfrey Mwakikagil, The Union of Tanganyika and Zanzibar: Product of the Cold 
War? (Washington D.C.: New Africa Press, 2008), p. 6 참조. 
388 Acts of Union of Tanganyika and Zanzibar, 1964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tz/tz027en.pdf 

(검색일: 2018년 11월 15일) 
389 같은 해 1964년 1월 탕가니카에서 일어났던 군대 반란의 자세한 내용은 본고 IV장 

p. 82 를 참고. 
390 Romuald R. Haule, “Torturing the Union? An Examination of the Union of Tanzania 

and Its Constitutionality,” ZaöRV, Vol. 66 (2006), pp. 215~233 참조. 

또한, 1964년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연합에 관한 법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Issa G. Shivji, I. Shivji,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Union (Dar 

es Salaam, Dar es Salaam University Press, 1990), p. 39 Romuald R. Haule, 2006, p. 

228~230 에서 재인용.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tz/tz02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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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국가는 탄자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다. 391  이에 

따라, 니에레레 대통령은 초기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사이의 국가 대 

국가의 연합 392 으로서 느슨했던 두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탄자니아라는 하나의 ‘민족 국가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첫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탄자니아로 통합되는 과정이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잔지바르 내부에서는 잔지바르와 탕가니카의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펨바 섬(Pemba 

Island)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민간 통합 전선(CUF: Civil United 

Front)’이었다. 393  이들은 잔지바르가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두 국가의 연합이 와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잔지바르 내부의 반대 세력은 주로 아랍인들로 구성된 옛 아랍 

정권의 지지자들로 구성되었다. 394  이들을 가벼이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잔지바르가 2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술탄으로 대표되는 아랍의 

헤게모니적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잔지바르는 동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무슬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아프리카 동쪽 연안을 

중심으로 특유의 문명 및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395  잔지바르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니에레레 대통령의 민족 국가 구상에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위와 같은 잔지바르의 반대 세력이 가져올 

수 있는 정권의 안정성 문제 같은 ‘제약’의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391 United Republic (Declaration of Name) Act, 1964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urona1964305.pdf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392 탄자니아 공화국이 탄생함에 따라, 1964년 4월 26일 제정되었던 탕가니카와 잔지바

르 연합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다. 
393 Godfrey Mwakikagil, 2008, p. 2 참조. 
394 Godfrey Mwakikagil, 2008, p. 3 참조. 
395  Laura Fair, Pastimes and Politics: Culture, Community, and Identity in Post-
Abolition Urban Zanzibar, 1890–1945 (Ohio: Ohio University Press, 2001), pp. 41~56 

참조. 

이와 반대로 탕가니카는 기독교와 무슬림이 비등하게 영향을 미쳤다.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urona19643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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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지바르와의 통합이 아프리카가 자력으로 주도하는 아프리카 통합의 

적실한 예를 보여주고,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물론 탕가니카가 잔지바르와 통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역시 존재하였다. 당시 미국, 영국 및 

서독으로 대표되는 서구 세력,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탕가니카가 

잔지바르 혁명 396 을 억지하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적 위협 혹은 

탕가니카의 “쿠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397 

국제적 맥락과의 연계성 여하를 불문하고 니에레레 정권이 잔지바르와의 

통합을 정권의 이념 확산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였다. 

 니에레레는 1965년 3월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의 통합 1주년을 

기념하며 아프리카 통합체 형성에 앞장서는 리더가 왜 없었는지 

자문자답하였다. 398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저마다 독립적인 주권 

국가인 이유도 있지만, 니에레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국제적 

압력이 아프리카 통합체의 형성을 늦추고 있다고 보았다. 

 

아프리카 개별 국가들은 바깥 세계와의 관계에서 각각 너무 

약하며 의존적이다. 거대 권력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고려 없이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한다. 어떠한 아프리카 국가라도 거대 

권력의 적개심을 자극할지도 모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자기희생을 필요로 한다.399 

 

니에레레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결국 아프리카의 안전, 보전, 

                                            
396 잔지바르 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V장 1절을 참고. 
397 Haroub Othman, “Tanzania: Beyond sectarian interests,” Pambazuka News, April 

30, 2009. 

https://www.pambazuka.org/governance/tanzania-beyond-sectarian-interests 

(검색일: 2018년 11월 18일) 
398 Julius K. Nyerere,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African Unity, 1965” in 

Freedom and Unity: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52-65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35~39 참조. 
399 Julius K. Nyerere, 1966, p. 337 참조. 

https://www.pambazuka.org/governance/tanzania-beyond-sectarian-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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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통합체 형성이라고 주장하였다. 400  케냐타 

대통령이 국가형성 과정에서 친-케냐타 정권 세력 대 반-케냐타 정권 

세력의 구도를 활용하였다면, 니에레레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 대 거대 

권력 세력이라는 외부자 대 내부자 구도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아프리카 통합체의 필요조건은 – 그것의 설립 목적은 – 현존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소규모 국제 독립체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독립체의 형성이다. (중략) 기본적인 특정 영역401에서 우선시되는 

절대적인 하나의 정부를 설립하여야 한다.402 

 

이러한 대목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이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의 성공적인 

통합 403 의 기저에 깔려있는 본인의 자력 갱생의 국가 구상이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국가들에도 확산되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신생 아프리카 독립국가들이 이제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서 자력으로 세상에 자리매김을 하자는 니에레레의 개인적인 

열망을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니에레레 대통령의 정치 계획은 탄자니아 

국내적인 내부 통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의 

연합 초기부터 잔지바르 내부에서 누적되어있던 불만은 1960년대 후반 

심화되었고, 급기야 1972년 4월 7일 카루메 부통령의 암살로 

                                            
400 Julius K. Nyerere, 1966, p. 338 참조. 
401 니에레레 대통령은 새로운 아프리카 통합체는 중심부과 구성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통합체의 중앙정부는 최소한 외교, 방위, 

시민권, 통화, 세관, 해외 무역 및 광물 자원 관련 기본 영역들에서 전권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Julius K. Nyerere, 1966, p. 343 참조. 
402 Julius K. Nyerere, 1966, p. 343 참조. 

또한, 니에레레는 이듬해 아루샤 선언에서 “정부가 생산의 주요 수단을 효과적으로 통제

함으로써 이 국가의 자원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Julius K. Nyerere, 1968b, pp. 13~37 참조. 
403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3년 케냐와 우간다의 지도자들과 동아프리카 연방의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그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대신 잔지바르와 국가의 연합을 이루면서 

소규모의 국가 연합을 이룸으로써 다시 범아프리카적 야망을 불지피기 시작하였다. 

Godfrey Mwakikagil, 2008, p.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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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404  니에레레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고 있던 

카루메 부통령을 향한 잔지바르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1971년부터 1972년에 걸쳐 지방분권 계획을 설파하였고, 1972년 정부 

행정부의 지방 분권(임시 조치) 법령을 제정하였다. 405  해당 법령은 

정부의 행정조직을 재편성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역 및 지방정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지방 분권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지역 및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을 암시하였으나, 406  사실상 

이는 잔지바르에서 파생하는 내부 통합의 어려움들을 불식시키고자 

강력한 감시 및 효율적인 통치를 이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또한, 니에레레 대통령은 카루메 부통령의 죽음 이후, 1977년 2월 5일 

기존의 탕가니카 여당이었던 아프리카 민족 연합(TANU: Tanganyika 

Africa National Union)과 잔지바르의 여당이었던 아프로-샤리지 

정당(Afro-Sharizi Party)을 통합시키면서 차마 차 마핀두지(CCM: 

Chama Cha Mapinduzi) 정당을 신설하였다.407 이는 탄자니아의 여당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잔지바르 내부 세력과 공조 하에 잔지바르에서의 

자치의 공간을 줄이려는 니에레레 대통령의 의지의 발로였다.408 

                                            
404 Rob Ahearne, “Why hostilities between Tanganyika and Zanzibar still challenge 

Tanzanian unity,” The Conversation, May 3, 2017. 

http://theconversation.com/why-hostilities-between-tanganyika-and-zanzibar-still-

challenge-tanzanian-unity-76713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카루메 부통령의 죽음은 반정부와 친정부 세력 간의 무력 투쟁의 결과였다. 
405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Interim Provisions) Act, 1972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

1982_Jumuiya%20ya%20Wafanyakazi%20wa%20Tanzania%20(Amendment)%20Act,

%201/12-

1982_The%20Decentralization%20of%20Government%20Administration%20(I_1167_

en.pdf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406  Julius K. Nyerere, “Decentralization, 1972” in Freedom and Development: A 
Selection from Writings and Speeches 1968-1973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p. 344~350 참조. 
407 Jörgen Ekma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gime Stability: A Framework for 

Analyzing Hybrid Regim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0, No. 1 

(January 2009), pp. 7~31 참조. 
408  실제로 1970년대 니에레레 정권은 사실상 중앙집권의 확대에 여느 때보다 몰두해 

있었다. 

http://theconversation.com/why-hostilities-between-tanganyika-and-zanzibar-still-challenge-tanzanian-unity-76713
http://theconversation.com/why-hostilities-between-tanganyika-and-zanzibar-still-challenge-tanzanian-unity-76713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82_Jumuiya%20ya%20Wafanyakazi%20wa%20Tanzania%20(Amendment)%20Act,%201/12-1982_The%20Decentralization%20of%20Government%20Administration%20(I_1167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82_Jumuiya%20ya%20Wafanyakazi%20wa%20Tanzania%20(Amendment)%20Act,%201/12-1982_The%20Decentralization%20of%20Government%20Administration%20(I_1167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82_Jumuiya%20ya%20Wafanyakazi%20wa%20Tanzania%20(Amendment)%20Act,%201/12-1982_The%20Decentralization%20of%20Government%20Administration%20(I_1167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82_Jumuiya%20ya%20Wafanyakazi%20wa%20Tanzania%20(Amendment)%20Act,%201/12-1982_The%20Decentralization%20of%20Government%20Administration%20(I_1167_en.pdf
http://katiba.humanrights.or.tz/assets/documents/katiba/tanzania/laws/doc/1-1982_Jumuiya%20ya%20Wafanyakazi%20wa%20Tanzania%20(Amendment)%20Act,%201/12-1982_The%20Decentralization%20of%20Government%20Administration%20(I_1167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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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니에레레 대통령은 내부 통합 영역에서의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정권의 안정성 내지는 안정적인 내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당초 세웠던 정치 계획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본래 니에레레 대통령은 

자력 갱생을 위한 중앙집권의 국가 구상 아이디어를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이 탕가니카를 통치했던 것처럼 내부를 향한 억압을 피하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책 확증 과정에서 잔지바르 내부에서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적 조정을 근거로 반체제 세력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재구성이 일어난 것이다. 잔지바르와의 통합은 

국가형성 과정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 구상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의 측면이 있었으나, 

동시에 국가의 무리한 흡수는 잔지바르 국내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제약이 작동하는 불확실성의 영역(area of 

uncertainty)에 해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니에레레 대통령은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당초의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를 내부 억압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탄자니아의 내부 통합 영역 문제는 종족 정치가 

만연했던 케냐와 대비되는 지점이었으나 또한 유사점이 존재하였다. 

탄자니아의 TANU정당은 평등주의에 기초하여 멤버십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TANU 정당 자체가 곧 국가나 마찬가지였다. 409  케냐의 

KANU와 달랐던 지점은 TANU에는 종족적 베이스가 거의 

부재하였다는 점이었다. 410  니에레레 대통령 역시 1964년 “탄자니아가 

다당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며, 

양당제만이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자유의 철학적 개념은 

                                            
409 Emma Hunter, Political Thought and the Public Sphere in Tanzan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186 참조. 
410 1967년 기준 가장 수가 많았던 수카마(Sukama) 종족 집단은 전체 종족 집단의 13

퍼센트에 해당하였다. 종족 집단의 수는 탄자니아가 케냐보다 더 많았으나, 탄자니아의 

정치에서는 다수 종족 집단이 우세하지 않았으며 종족적 레토릭이 정치적 영역에서 거

의 활용되지 않았다. Anke Weber et al., 2016, pp. 32~33 참조. 

니에레레 대통령은 탄자니아의 소수 종족 집단인 자나키(Zanaki)족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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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機構, mechanics)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411는 점에서 

단일 정당의 논리를 펼쳤다. 독립 이전의 탕가니카에서 TANU의 반대 

정당이었던 툼보(Christopher S. K. Tumbo)를 필두로 한 

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과 음테므부(Zuberi Mtemvu)를 

리더로 세운 아프리카 민족 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정당은 와해되거나 TANU에 흡수되었다.412 결국 단일 정당을 통한 중앙 

집권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정권과 케냐의 케냐타 

정권은 유사성을 보였다. 

 

 

2.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 

1)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1) 토지정책: 부족별 토지 소유 

 1880년대 영국의 동아프리카 식민 구상은 케냐 지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1885년 경부터 영국의 동아프리카의 

지배에 대한 독일과의 힘겨루기를 강화시킨 점에서 알 수 있다. 독일은 

위투(Witu, 케냐의 지역)의 대행 술탄(Acting Sultan of Witu)413과 해당 

영토에 대한 지배와 관련하여 협상414을 통해 1887년 위투 지역을 독일 

                                            
411 William E. Smith, Nyerere of Tanzania (Nairobi: Transafrica Publishers, 1974), p. 

86 참조. 위와 같은 니에레레 대통령의 단일 정당 논리는 1965년 탄자니아 과도기 헌법

(Interim Constitution of Tanzania) 아래 단일 정당 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증되었다. 

Interim Constitution of Tanzania, 1965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icota1965366.pdf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412 William E. Smith, Nyerere of Tanzania (Nairobi: Transafrica Publishers, 1974), pp. 

87~88 참조. 
413 위투의 대행 술탄은 잔지바르의 술탄과는 다르게 현지 원주민이 비공식적인 지배자

로서 군림하고 있었다.  
414 Sir Edward Malet, “German Protectorate over Witu,” 3 Doc. 27, June 1885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39 참조. 

http://www.saflii.org/tz/legis/num_act/icota19653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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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령 아래 두었다. 415  그러나 영국은 위투의 술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독일이 만든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1890년 6월 1일 

영-독 협정을 통해 위투 지역을 공식적으로 영국의 통치 하에 

두었다. 416  영국은 케냐의 위투 지역에 좀 더 정교하게 침투하기 위해 

영-독 협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부족장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펼쳤다.417 

 또한, 영국은 1880년대 노예 무역의 폐지로 인한 농장 토지의 

가격 하락 418 을 신호탄 삼아 동아프리카 토지 매입을 통해 보호령의 

                                            
415 Marquess of Salsibury, “German claims on Witu,” Doc. 101, 24 October 1887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132 참조. 

독일이 위투 지역을 보호령으로 삼은 것은 공식적인 잔지바르의 술탄의 양도를 받지 않

은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위투의 술탄이 잔지바르의 술탄과 독립적인 속성을 지녔다”

고 주장하며, “후자는 전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39 참조. 
416  Col. C.B. Euan-Smith, “Claims to Witu,” Doc. 187, 25 June 1890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282; London Gazette, “Notification in the “London Gazette”,” Doc. 

29, 19 November 1890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
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39 참조. 
417 E.J.L Berkeley, “Vice-Counsel Berkeley to Action Consul-General Smith,” Doc. 32, 

25 March 1891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41~41 참조. 

부족장들을 포섭하는 것은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 사회에 깊이 침투하는 방편으로 자

주 활용되었다. 
418 노예 조약의 폐지로 인해 농장(plantation)의 노예 인구 노동력 수급이 원만하지 않

았기 때문에 농장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Sir Arthur Hardinge, “Sir A. Hardinge to 

Marquess of Salisbury,” Doc. 97, 9 July 1897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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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개발을 장려할 것을 강조하였다.419 이에 따라, 물과 광물과 같은 

자원의 보호나 도로 등 기타 민간 공사에 대한 권리는 동아프리카 

보호령으로부터 사거나 임차할 수 있었다. 420  나아가 동아프리카로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차인, 선교사, 농장주들에게 최대 

99년간 임대차를 허용하였다. 421  특히 케냐의 몸바사(Mombassa) 섬, 

인근의 해안 마을, 혹은 철로 지역, 그리고 천연 고무(india-rubber) 및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는 모든 토지는 절대 

매매되지 않고 임차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422 

 그러나 1940년 중반 동아프리카 독립의 전초전으로 식민 

세력에게 귀속 되어있는 토지의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국에서는 케냐 지도부 내지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중앙아프리카 협의회를 모델로 하여 1946년 4월 15일 독립적인 의장 

그리고 12명의 일반인들과 12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동아프리카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172~174 참조. 
419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p. 172~174 참조. 
420 East African Authorities, “Inclosure in “Sir C. Eliot to the Marquess of Lansdowne. 

– (Received May 1)”,” Doc. 133, Undated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252~253 참조. 해당 문서는 1901년 동

아프리카 토지 긴급 명령(The East Africa (Lands) Order in Council, 1901)의 전신(前身)

으로 추정된다.  

1901년 동아프리카 토지 긴급 명령(The East Africa (Lands) Order in Council, 1901)은 

1897년 토지 규정(Land Regulations of 1897)을 폐지하도록 만들었다. R. P. B. Cator, 

“Memorandum by Mr. Cator on the subject of Land Regulations for East Africa,” Doc. 

134, 8 April 1902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253~254 참조. 
421 J. Ainsworth, “Memorandum by Sub-Commissioner Ainsworth,” Doc. 132, 29 Mar. 

1902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253 참조.  

나아가 정착민들에겐 부동산 자유보유권을 인정하였다.  
422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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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423 케냐의 지도부 세력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케냐에서도 이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424 그러나 정작 영국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반대 제안을 제기하자, 케냐 아프리카 연합(KAU: 

Kenya African Union)이 앞장서 다음과 같이 케냐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케냐 아프리카 연합 상임위원회에서는 (중략) 백인 소수에 의한 

지배를 반박하는 공정한 목적을 지닌 대영 제국 정부의 제안을 

인정할 것을 결심하였다. 동아프리카에서의 인종적 조화 및 

이해는 인종 간 평등 원리를 수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중략) 

우리는 여섯 명의 아프리카 비공직석에 모두 아프리카인들이 

배정될 것을 요구하며, 명시되지 않은 자리에도 4분의 1은 

고등판무관에서 지명한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425 

 

 또한, 케냐는 케냐의 유럽인 공동체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그들과 토착민들의 공존을 강조하는 급진적이지 않은 방향을 

제시하였다.426 아프리카 농부들의 정착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소유지가 없는 아프리카인을 위한 고용이 부재함으로써 

사회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문제시 삼으면서도, 백인 정착민들의 

                                            
423 R. E. K. Ward, “The European Point of View in The East African Political Scene,” 

African Affairs, Vol. 45, No. 180 (July 1946), pp. 136~139 참조. 저자는 케냐 유럽인 

유권자 조합의 장관(Secretary of the Kenya European Electors Union)에 해당한다. 
424 R. E. K. Ward, p. 136 참조. 
425 F. J. Khamisi, “The African Viewpoint in The East African Political Scene,” African 
Affairs, Vol. 45, No. 180 (July 1946), pp. 139~141 참조. 저자(F. J. Khamisi)는 당시 

KAU의 장에 해당한다. 
426 Archdeacon L. J. Beecher, “The East African Perspective in The East African 

Political Scene,” African Affairs, Vol. 45, No. 180 (July 1946), pp. 141~152 참조. 저

자(Archdeacon L. J. Beecher)는 케냐의 입법 심의회에 속하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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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는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다. 427  오히려 케냐는 동아프리카, 특히 

케냐에 공동의 문명을 세우는 것을 갈망하는 영국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428 

 

우리는 아프리카인, 유럽인, 그리고 토착민들의 이익 및 노력이 

공동의 문명(common civilization)이라는 목적처럼, 동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큰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 

통합될 것임을 확언하는 바이다.429 

 

위와 같이 케냐는 이미 독립 이전 시기부터 백인 정착민들을 일제히 

청산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그들이 창출해주는 수익을 거부하지 않음은 

물론 영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표명으로 인해 토착민들이 장차 독립 국가 케냐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다. 

 케냐타 대통령은 식민 지배기 그리고 독립 전기 동안 영국과 

홍역을 치렀던 토지 문제와 그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식한 듯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나는 우리 국가의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토지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 (중략) 나는 이 자리에서 헌법의 수호 하에 모든 부족 

토지는 부족의 권한 아래 자리잡게 될 것이며, 다른 부족에 

속하는 토지를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정짓는 바이다.430 

 

케냐타 대통령은 1964년 토지로의 회귀 연설에서도 토지를 

                                            
427 Archdeacon L. J. Beecher, 1946, p. 142 참조. 

케냐는 이주민 공동체의 청산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Archdeacon L. J. Beecher, 1946, p. 144 참조. 
428 Archdeacon L. J. Beecher, 1946, p. 143 참조. 
429 Archdeacon L. J. Beecher, 1946, p. 143 참조. 
430 Jomo Kenyatta, 1968, p.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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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그의 토지에 가지는 

토지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의 국유화를 주창한 

니에레레 대통령과는 다르게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연설에서도 본인의 정당인 KANU의 성명서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결정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케냐의 농업 혁명을 

가속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해당 성명서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하였다.431  

 케냐타 대통령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토지 역시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지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케냐는 근대 화폐 경제의 정상적인 압박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충분한 수입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토지 혹은 소떼는 골치거리이자 

우리의 자원을 유출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432 

 

나아가 케냐타는 해당 연설이 케냐의 경제가 토지, 토지의 사용 및 

토지의 자원에 기초하였다는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에 덧붙여 전세계의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토지가 많아서 운이 

좋다는 것을 언급하며 농업 뿐 아니라 관광업에도 신경 쓸 것임을 

강조하였다. 433  이 대목에서 케냐타 대통령은 토지가 부족 집단에게 

귀속되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하며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토지는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 니에레레 대통령과 

상이한 행보를 보인다. 국유화된 토지에 국가 주도의 농업 및 상업을 

펼치고자 했던 니에레레와 다르게, 케냐타는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도 

                                            
431 Jomo Kenyatta, “Back to the Land,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32~234 참조. 

케냐타 대통령은 KANU 성명서가 토지 통합 및 토지 명의 등록을 장려하고 있으며, 케

냐의 농부들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32 Jomo Kenyatta, 1968, p. 233 참조. 
433 Jomo Kenyatta, 1968, p. 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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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결국 케냐타 대통령은 부족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하면서도 

토지에 대한 부족별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국가형성기 토지 영역에 

대하여 관대한 행보를 보여주었다. 독립 시기의 난제였던 토지 문제에 

있어서 타 부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초기 정권의 안정성과 정당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개인 소유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대중에게 정당화하였다. 결국 케냐타 대통령은 부족 

간 토지 소유권 다툼을 방지함으로써 – 비록 본인이 속한 정당의 

성명서를 토지 영역의 지배 원리로 사용할지언정 – 토지 문제를 국가의 

초기 구상에 긍정적인 요소를 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2) 경제정책: 식민 경제 구조의 다각적 활용 

영국은 식민지에 대한 목적 중에서도 고용을 제공하고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의 불필요한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산업 공동체 성립에 

대한 목표를 동아프리카 식민지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세웠다.434  

 

동아프리카의 유럽 및 다른 문명화된 국가들과의 무역은 확장을 

위한 새로운 강력한 요소가 될 것이며, 수입 및 수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늘리게 될 것이다. (중략) 이러한 산업 식민지의 

성립을 통해 국제적 경쟁의 증가와 점진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예전의 영국 제조업 시장 대신, 해외에서의 산업 공간의 개발로 

인해 영국의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숙련된 노동자 혹은 비 숙련 

                                            
434 J. Wilhelm and C.G. Gumpel(International Freeland Association), “International 

Freeland Association to Foreign Office – (Received May 31),” Doc. 54, 31 May 1893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
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77~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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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영국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435 

 

이를 위해 영국은 영국 제국 동아프리카 기업(IBEA: Imperial British 

East Africa Company)을 통해 동아프리카 무역업자들이 상아 및 여타의 

무역을 위해 케냐 몸바사 지역의 항구로 무역로를 전환하도록 하면서, 

몸바사를 다른 모든 식민지 내륙과의 무역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436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해 영국은 유럽의 식민지를 수립함으로써 문명화 

감화(civilizing influence)를 전방위적으로 퍼뜨리며 노예 무역의 폐지로 

감소한 이득을 만회할 것임을 강조하였다.437 

 또한, 영국은 동아프리카 보호령에서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이에 

더하여 광산업의 개발에도 주력하는 데 힘썼다. 438  이를 위한 방편으로 

첫째, 영국인들이 동아프리카의 광활한 영토를 탐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금, 기타 광물 및 보석을 조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허가증을 발급해주었다. 439  둘째, 위의 목적으로 탐사를 통해 광물이나 

보석이 발견될 경우, 매장량의 속성과 범위에 따라 심사를 통해 허가를 

양도로 전환해 주도록 함으로써 광산업 투자의 유인을 고취시켰다.440  

                                            
435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78 참조. 
436 Sir William Mackinnon, “Imperial British East Africa Company to Foreign Offices 

(Received August 9),” Doc. 152, 8 August 1889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208~209 참조. 
437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78 참조. 
438 E. Gedge, “Mr. E. Gedge to Foreign Office – (Received October 22),” Doc. 125, 19 

October 1901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212~214 참조. 
439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212 참조. 
440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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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영국은 환금 작물(cash crops)의 생산 및 수출 프론트로 

케냐를 적극 활용하였다. 영국은 기존에 케냐에서 생산되던 농산물에 

더하여 수입 콩이나 옥수수를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대표 환금 작물로 

면 생산에 집중하였다.441 이처럼 동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케냐 지역에 

대한 구상이 여러 번 언급될 만큼 케냐는 영국의 핵심적인 경제 견인 

식민지로서 기능하였다. 442  특히 영국은 나이로비(Nairobi)부터 

키쿠유(Kikuyu, 케냐의 지역) 급경사지를 지나는 우간다 철로 건설443을 

통해 케냐 영토에서의 환금 작물의 원활한 운반을 도모하였다.  

 케냐타 대통령은 독립 국가로서의 케냐는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이미 외부인에 의해 하나의 구조로 자리잡은 경제 구조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장려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다.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보호)법에 보호조치조항을 포함한다. (중략) 

케냐 국민 여러분 역시 해외의 동료들에게 해당 조항을 널리 

                                            
441 Andrew Linton, “Agricultural Report by Mr. Linton on the Kenya District,” Doc. 

186, 12 June 1904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348~349 참조. 
442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39; A. Linton and Mr. Brand, 

“Mr. Brand to Sir Eliot,” Doc. 170, 22 Jan. 1904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323~327; Lt. R. Meinertzhagen, 

“Information as regards Roads, Riversm and other natural features mentioned in Map 

of Kikuyu Country,” 20 March 1903, Doc. 142,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278~279 참조. 
443 R. N. Lyne, “Memorandum by Mr. R. N. Lyne respecting the Agricultural Prospects 

of the Plateaux of the Uganda Railway,” Doc. 130, 29 Mar. 1902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245~2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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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으로써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과 공조할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배양할 것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선구적 기업 

그리고 신생 기업들을 위하여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을 

포함하는 관세 보호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444 

 

또한, 케냐타는 1965년 2월 9일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연계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헌장과 목표에 대한 케냐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원조의 수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해당 연설에서 우리는 원조 공여국이 원조를 받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만 하다면 해당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445  

 나아가 케냐타 대통령은 국내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식민 경제 

구조가 남기고 간 환금 작물 경제를 촉진시키고 다각화 시킬 것 446 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외생의 근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447 

 

의회 의원들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의 충고를 따르도록 촉구하여야 

                                            
444 Jomo Kenyatta, 1968, p. 238 참조. 
445 Jomo Kenyatta, “Economic Horizons,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65~267 참조. 
446  Jomo Kenyatta, “The Republican Parliament,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85~293 참조. 
447  케냐타 대통령은 야생 생물 관리를 포함한 자원 관리의 근대 기술이 최적의 수익, 

고용 및 무역을 창출해내는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오늘날 케냐

가 전통적 기술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Jomo 

Kenyatta, “Development Planning,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81~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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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48  근대 농사의 방법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재료의 주의 

깊은 선정은 하룻밤 사이에 작은 농장의 생산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케냐에서 농업이 이제 근대 산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특히 중요하다.449 

 

이 대목은 케냐타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 전방위적으로 외생의 근대 

기술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케냐타는 

아프리카에 내재한 전통의 상호 도움을 협동 조합의 이상과 

연결시키면서 협동 조합이 전체적인 경제 확장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아프리카인들을 국가의 상업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삶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450  나아가 케냐타 대통령은 

토지 통합이 근대 농업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토지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시너지를 도모하였다.  

위와 같이 케냐타 대통령이 국가형성기 경제 영역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는 국내 경제의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질서로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외생의 경제 구조와 근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정당화를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케냐타의 경제정책 구상의 

아이디어는 단일화된 경제 발전이란 목표 아래 부족 간의 갈등과 같은 

국가의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 구상과 연장선 상에 있었으며, 

정권의 초기 구상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였다. 

 

 

                                            
448 기술자들이란 근대 기술을 체득한 자들을 뜻한다. 
449 Jomo Kenyatta, 1968, pp. 291~292 참조. 
450 Jomo Kenyatta, 1968, p. 238 참조. 해당 연설은 당시 케냐가 국가형성 다수의 영역

에서 정부가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루고 목표를 정립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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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및 언어정책: 교육 기회의 확대 

동아프리카에 대한 영국의 교육정책은 식민지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 메커니즘의 하나로 식민지 개척자의 문화만이 모방할 가치가 

있다고 피정복자들이 믿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제국주의451를 표방하도록 

구상되었다. 이를 위해 영국은 동화의 요소가 강한 교육정책을 내세웠던 

프랑스와 같은 식민 지배국과 다르게, 동아프리카 사회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키고 공동체 중심의 학교 체계를 통해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동아프리카 공동체 삶에 맞추어진 교육(adapted education)을 기치로 

삼았다. 452  이는 구체적으로 1909년 교육 보고서에서 선교회 453  주도로 

아프리카 선생들을 훈련시키는 일반 교육, 공직, 의료 혹은 기타의 정부 

부처의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산업 교육, 

그리고 영토의 행정에 참여하도록 젊은 청년들을 육성하는 부족 및 촌장 

아들의 교육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구현되었다.454 

영국의 교육정책의 기저에는 현지 공동체와의 전면적인 마찰을 

피하는 방향으로 동아프리카 식민지 국가의 내부적인 반발을 

불식시키면서, 영국이 내세우는 우월한 서구의 가치가 내포된 삶에 

편승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토착민들 스스로 내부로부터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는 전략이 깔려있었다. 이러한 구상은 1925년 영국의 

열대 아프리카 교육정책에도 다음과 같이 담겨있다. 

                                            
451 Kilemi Mwiria, “Education for subordination: African education in colonial Kenya,” 

History of Education, Vol. 20, No. 3 (July 1991), pp. 261~273 참조. 
452 Udo Bude, “The adaptation concept in British colonial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Vol. 19, No. 3 (August 1983), pp. 341~355 참조. 
453  선교회 주도의 교육은 케냐 토착민들 사이에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몇몇 

부족장들은 선교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간단한 의술을 행하는 것은 허용하였지만 젊은이

들이 선교회 설립 학교에서 세뇌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영국의 적응 

교육 전략에 따라 백인들의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를 통해 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늘

어갔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해

결책을 거의 제시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George E. Urch, “Education and 

Colonialism in Kenya,”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Vol. 11, No. 3 (Autumn, 1971), 

pp. 249~264 참조. 
454 East African Standard, The East African Red Book, 1925-26 (Nairobi: East African 

Standard, 1925), p. 227 George E. Urch, 1971, p. 25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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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비슷한 수준의 특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기르는 것이지만, 교육 조항에는 특별한 믿음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지위를 차지할 부족장들 뿐 아니라 행정직 

혹은 기술직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자원이 허락하는 만큼 고등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발전을 위한 기회는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데 특화 되어있는 특질, 능력, 및 기질을 보이는 자들에게 더 

주어져야 한다.455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은 교육을 통해 백인 정착민들을 위한 

숙련된 원주민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산업 

훈련에 맞게 재평가하고 구성하기도 하였다. 456  또한, 시험 457 을 통해 

영국의 식민 이념 전파를 도울 수 있는 케냐 토착민들을 선별하고, 

그들에게 서구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선택적으로 부여하였다. 

나아가 학교 시스템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성인 교육 458 도 

포함시킴으로써 유소년부터 청소년층의 사람들을 토착민 스스로 영국의 

교육 체계에 편입시키고, 최대한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역시 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였으며, 동화 

전략보다 더 강력한 침투를 도모하였다. 식민 지배 시기 케냐 사회에서 

                                            
455 1925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참조.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

27-001-jpeg.pdf 

(검색일: 2018년 10월 24일) 
456 George E. Urch, 1971, p. 254 참조. 
457 케냐 아프리카 예비 고사(Kenya African Preliminary Examination)와 같은 이러한 

시험은 학업 교육에서의 케냐 토착민들의 기회를 제한하였다. Kilemi Mwiria, 1991, pp. 

265~268 참조. 
458 1925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참조.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

27-001-jpeg.pdf 

(검색일: 2018년 10월 24일)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http://www.historicalpapers.wits.ac.za/inventories/inv_pdfo/AD1715/AD1715-19-27-001-jpe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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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층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식민 교육 구조를 거쳐야만 

하였고, 결국 이러한 구조를 따르는 것은 영국의 식민 지배력을 

공고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케냐타 대통령은 식민 지배 시기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을 국가형성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는 1964년 초 케냐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무 교육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약 1년 뒤인 1965년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등록하였으며 연말까지 100,000명이 추가적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케냐타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교육이 독립 

국가의 이상을 구성하는 주요 바탕이 된다고 강조하였다.459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새로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상의 핵심을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손과 정신 460 의 건설적인 

활용(constructive application)을 통해 실행할 수 있으며 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직업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우리는 중등교육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461 

 

케냐타 대통령은 특히 캐냐의 미래를 위하여 과학 및 기술의 영역에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단으로써 중등교육을 개발 계획에서 

                                            
459 케냐타 대통령은 언어정책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460  케냐타 대통령이 ‘마음과 정신(hearts and minds)’라는 상용구 대신 ‘손과 정신

(hands and minds)’라는 표현을 특별히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본다. 전자는 보통 

적을 무력으로 패배시키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

령은 이 대신 후자의 표현을 쓰면서 노동 및 기량을 갈고 닦음으로써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은 교육 

영역에 있어서 내부의 분열이라는 전제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61 Jomo Kenyatta, “University Ceremony, 1965,”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68~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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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강조하였다.462 

나아가 케냐타는 교육이 효과적인 국가형성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토대일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외생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성인 교육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지원을 받아 성인 문맹률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463  케냐타는 국제연합, 영연방 및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생적이고 자력 

갱생의 독립 국가를 구상했던 니에레레 대통령과는 상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형성기 교육 영역의 구상에 있어서 대중의 

반응을 크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의 식민 지배 시기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그리고 부족장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주어졌던 학업 교육의 기회에 누적되어 온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냐타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교육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케냐타의 교육 영역에 대한 정치 계획의 핵심은 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해 내부 분열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케냐의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케냐타 대통령의 교육 

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초기 국가 구상에 있어 정당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이 교육의 문제도 토지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 영역이었다. 본고에서 지도자의 정치 계획과 

그를 대중에게 정당화하는 과정 사이의 선행성을 엄밀히 구분한 적은 

없지만, 국가 구상의 측면에서 지도자가 본인의 인지 아래 구성한 

전체적인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슈 영역 별 정책을 

                                            
462 Jomo Kenyatta, 1968, p. 243 참조. 
463 Jomo Kenyatta, 1968, p. 2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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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이를 대중에게 정당화시킨다는 것은 지도자의 정치 계획의 

층위와 대중에게 정당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의 두 층위 간에 일정도의 

선행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지도자의 정치 

계획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 지와 같은 고려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두 층위는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영역과 같이 이슈 영역에 따라 대중의 반응을 상당 부분 고려하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즉, 아이디어의 정수 내지는 본질적인 

부분의 구성에 있어 후자가 전자를 많이 의식함으로써 두 층위에 대한 

고려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거나, 초기 정권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영역일 

경우에 동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내부 통합: 종족 간의 연립과 반목의 활용 

 

[그림 IV-2] 몸바사-빅토리아 (우간다) 철로 및 부소가 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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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basa-Victoria (Uganda) Railway and Busoga Railway)464 

 

 영국은 18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동아프리카 식민지 내륙으로 

지배를 확장해 나갔다. 영국은 동아프리카 본토의 명목적인 통치자였던 

잔지바르 술탄의 지배력이 그의 부족과 씨족 및 충직한 대리인들이 가장 

많았던 몸바사(Mombassa), 말린디(Malindi), 그리고 라무(Lamu) 

지역에서만 온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65  다른 

지역, 특히 방가(Vanga)부터 키시니(Kissini) 사이의 지역은 그의 

주권이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었으나, 현지 세습 부족장들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조건 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었다.466 영국이 

위투(Witu, 이후 케냐 지역에 해당) 지역을 보호령으로 공식화하기 이전, 

독일이 위투 지역을 선점하고 잔지바르의 술탄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게 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프리카 본토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지배는 영국과 독일에게 내어준 것이나 다름 

없었다.467 

 특히 영국은 위 지역의 부족장들 중 본인을 술탄이라고 일컫는 

위투 지역의 술탄 아흐메드(Sultan Ahmed ibn Fumo Bakari)를 가장 

영향력 있는 현지 지도자로 보았다. 그러나 이미 독일이 술탄 

                                            
464 Mombasa-Victoria (Uganda) Railway and Busoga Railway 

http://explore.bl.uk/primo_library/libweb/action/dlSearch.do?vid=BLVU1&institution

=BL&search_scope=LSCOP-WEBSITE&query=any,contains,kenya&tab=website_tab 

(검색일: 2018년 11월 3일) 

몸바사-빅토리아 (우간다) 철로와 부소가 철로(Mombasa-Victoria (Uganda) Railway 

and Busoga Railway)는 1890년대 영국이 개설한 철로였다. 영국은 동아프리카 지역을 

횡단하는 철로를 개설하여 환금 작물의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465 A.H. Hardinge, “Mr. A.H. Hardinge to the Marquess of Salsibury - (Received May 

15),” Doc. 87, 12 April 1896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87-1905, Vol. 17. British East Africa, 1885-1914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128~140 참조. 
466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p. 128 참조. 
467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28 참조. 

http://explore.bl.uk/primo_library/libweb/action/dlSearch.do?vid=BLVU1&institution=BL&search_scope=LSCOP-WEBSITE&query=any,contains,kenya&tab=website_tab
http://explore.bl.uk/primo_library/libweb/action/dlSearch.do?vid=BLVU1&institution=BL&search_scope=LSCOP-WEBSITE&query=any,contains,kenya&tab=website_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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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메드와의 협상을 통해 위투 지역을 자국의 보호령 아래 두고 

있었다. 468  영국은 이후 1890년 영-독 협정을 통해 위투 지역을 

양도받고 잔지바르의 술탄과의 협상과 함께 해당 지역을 영국의 

공식적인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술탄 아흐메드 및 그의 추종자들과 4년 간의 교전을 벌인 끝에 위투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시작할 수 있었다.469 

 위와 같이 영국은 보호령 하에 두게 된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배를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확장시켰다. 우선, 해당 지역의 

부족장들의 포섭을 위해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 – 그것이 영국의 

지배에 대한 도전 내지는 도발이 아닌 경우 – 을 상당수 묵인하였다. 

부족장들이 노예를 거래하거나 영국인과 토착인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에 속하였다. 470  노예 거래의 경우 

회교도 사회의 관습으로, 준-독립적인 부족장들이 노예제에 상당 부분 

의지하였고 이를 통해 이득을 창출하였다. 471  영국은 자국의 공식적인 

대내외적 슬로건이나 다름없었던 노예제 철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면서 수입원을 일정 부분 보존해줌으로써 이들을 포섭하였다. 

또한, 부족장을 총 부족장(principal Chiefs)으로 임명하고 그들을 지배 

체계로 포함시켰다. 그들이 매년 혹은 이년에 한번 영국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대가로, 매해 소량의 옷감이나 루피(rupee)를 주면서 

그들이 각자의 부족에서 정부 추장 및 요원으로 일하도록 하고, 지구 

관리 및 부담당관들(District and Assistant Officers)의 사법 및 행정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472 

                                            
468 그러나 위투 지역에 대한 명목적인 지배는 – 실질적인 지배력의 강약 정도를 떠나 - 

잔지바르의 술탄에게 주어져 있었으므로, 영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독일의 보호령 조치

를 비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IV장 1. 탄자니아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 1)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1)토지 정책: 토지의 국유화 부분을 참고. 
469 Randall L. Pouwels, “The Pate Chronicles Revisited: Nineteenth-Centu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History in Africa, Vol. 23 (January 1996), pp. 301~318 참조. 
470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30 참조. 
471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36 참조. 
472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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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은 토착 공무원 조직에도 일정 수준의 

관대함을 보이면서 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토착 

공무원들의 보수를 소량 올려 사적 이익 추구의 원동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이 영국 정부에 더 충성하도록 한 것이다.473 영국은 

이들을 적절히 훈련시켜서 영국의 감시 없이도 해당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474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 즉 권력을 과도하게 나눠줄 경우 이들이 

세를 규합하여 영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475  따라서, 영국은 동아프리카 토착 지도 세력 

내지는 관리인들에게 권력 조각의 일부를 나눠주거나 이익을 일정 부분 

챙겨줌으로써 이들을 포섭하면서도, 이들이 토착민들과 합세하여 

대항하지 않도록 ‘내부로부터의 분열(dissolution from within)’을 

도모하였다.  

 물론 영국이 동아프리카 토착민들에게 회유책만 펼쳤던 것은 

아니다. 무장 세력의 반란이나 폭동은 영국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억압하였다. 영국은 1880년대 후반 몸바사(Momassa, 

케냐 지역에 해당)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폭동이 확산되는 것을 

염려하고 잔지바르의 술탄에게 동쪽 연안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의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하였다. 476  또한, 

                                            
473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38 참조. 
474 “우리는 동아프리카의 열대 지역(tropical belt)을 진정으로 식민지화 할 수 없다. 내

륙의 야만인들(barbarous races)을 활용하지 않는 대신 아랍과 회교도들을 그들의 법과 

질서 및 교육에 대한 구상(conceptions) 및 우리의 것이 아닌 윤리 – 비록 그것들이 진

보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 를 함께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가 그 빈 자리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39 

참조. 
475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39 참조. 

또한, 영국은 동아프리카 보호령에 대한 지배를 확장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기독교 선

교회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회교도 사회(Mahommedan Society)의 약화를 도모하였다. 
476 Col. C.B. Euan-Smith, “Colonel Euan-Smith to Marquis of Salisbury – (Received 

November 19),” Doc. 15, 22 October 1888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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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마주리(Mazuri, 케냐 지역에 해당) 지역에서의 반란 477 에 

대해서도 잔지바르 술탄의 주권에 대항하는 극악무도한 세력이라는 

프레임화를 통해 개입하였다.  

 케냐타 대통령이 속한 종족 집단인 키쿠유(Kikuyu)족은 케냐 

전체 종족의 20퍼센트에 해당(1960년대 기준) 478 하였고, 

루오(Luo)족479과 같은 다른 종족 집단들과 연립하여 다수 연립인 케냐 

아프리카 연합(KANU: Kenya African National Union) 정당을 

형성하였다. 480  이에 반목한 종족 집단들은 소수 연립의 케냐 아프리카 

민주 연합(KADU: Kenya African Democratic Union) 정당을 구성하였다. 

1961년 총선에서 KANU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으나,481  케냐타는 장차 

정권의 안정성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였다. 

                                            
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13 참조. 
477A.H. Hardinge, “Mr. A.H. Hardinge to the Marquess of Salsibury - (Received March 

23),” Doc. 84, 17 February 1896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

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p. 120~125 참조.  

이외 동아프리카 내륙에서 발생한 반란에 대한 영국의 억압에 대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Col. C.B. A.H. Hardinge, “Mr. A.H. Hardinge to the Marquess of Salsibury - (Received 

April 2),” Doc. 85, 12 March 1896 in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G Africa, 1848-1914, Vol. 14. East Africa: Diplomacy of Imperialism, 1884-

1911, (Bethesda,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p. 136 참조. 

그러나 영국은 반란의 진압에 있어서도 반란군 하위 직급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면책

(pardon)을 해줌으로써 적절한 회유책을 썼다. British Government (David Throup eds.), 

1995, p. 136 참조. 
478  Anke Weber, Welsley Hiers and Anaïd Flesken, Politicized Ethnicity: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p. 31~32 참조. 
479  루오(Luo)족은 전체 케냐 인구의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1960년대 기준). 

Anke Weber et al., 2016, pp. 31~32 참조.  
480  종족 연립을 위해 케냐타 대통령은 이후 루오족 출신의 오딩가(Jaramogi Oginga 

Odinga)를 독립 정부의 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해당 종족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다졌

다. 
481 Joel D. Barkan, Beyond Capitalism vs. Socialism in Kenya & Tanzania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4), p. 11 참조. 

KANU의 승리에 따라, 키쿠유족과 루오족이 대다수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Charles Hornsby, Kenya: A History Since Independence (London; New York: I.B. 

Tauris, 2013), p 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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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KADU와 다수의 협상을 통해 1964년 내각 및 차관급 인사 자리를 

약속하면서 KADU를 KANU로 흡수하면서 연립을 이루었다.482  

 KADU와의 연립을 성사시키기 이전, 케냐타 대통령은 1964년 

8월 13일 단일정당 국가 연설에서 야당이었던 KADU를 독립을 늦추게 

만들고 있는 방해물이라고 공식적으로 규탄하였다. 

 

우후루(Uhuru) 483 를 위한 민족주의 투쟁의 선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KANU(Kenya African National Union) 정당이 설립된 

후에야 몇몇의 반체제 인사들이 분파를 형성하여 이후 

KADU(Kenya African Democratic Union)라 불리는 야당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게으른 

정치인들(grasshopper politicians)이 과반수 규칙, 민주주의 

그리고 법에 대한 그들의 신념 때문에 새로운 분파를 세웠다고 

보는 것은 엉터리이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KADU가 

설립되었다면, KADU라 불리는 해당 도당의 현 리더는 식민 

총독과 공모 하에 불경스러운 동맹을 맺고 대다수를 강압하고 

독립을 지연시키지 않았을 것이다.484 

 

또한, 케냐타는 다음과 같이 단일 정당의 정당화 논리를 펼쳤다. “양당 

                                            
482 Joel D. Barkan, 1994, p. 11 참조. 

케냐타는 KADU의 부의장이었던 모이(Daniel arap Moi)를 KANU의 부회장으로 삼았다. 
483  우후루(Uhuru) 운동은 1973년 플로리다주(Florida) 세인트 피치버그(Saint 

Petersburg)에서 설립한 다수 조직으로 백인 지배 하의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흑인들을 해방시키고자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인 사회주의 정당

(APSP: African People’s Socialist Party)이 해당 움직임을 주도하였던 기구였으며, 사회

주의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무력 방어의 사용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우후루 

운동의 이니셔티브 다수는 실패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흑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자 한 APSP의 노력은 1960년대 흑인 권력 운동(Black Power Movement)의 부활을 일

으켰으며, 다른 혁명 조직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Ernest A. Amador, “Uhuru 

Movement,”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Revolution and Protest (New Jersey: 

John Wiley & Sons, Ltd., 2009), pp. 1~2 참조. 
484 Jomo Kenyatta, “A One-Party System,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26~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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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 전제 군주정이거나 독재적인 국가들이 존재하고, 단일 정당 

국가들 중 민주적이고 자유민주적인 국가들 역시 존재하므로, 양당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고, 단일 정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권위주의적인 것은 아니다.”485  

결국 협상을 통해 1964년 11월 10일, 야당이었던 KADU가 

KANU에 흡수되면서 자발적으로 해산하자, 케냐타는 전 야당(KADU)이 

정부와 합쳐진 것은 유일무이하고 역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라 

식민주의의 모든 징후는 뒤로 남기게 되었다고 치하하였다. 486  또한, 

1964년 12월 12일 케냐 공화국의 건국 연설에서 공화국 헌법은 국민 

단결의 원칙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분열을 인정하거나 

국가에 분열이라는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87  그는 

과거에 케냐가 겪었던 두려움은 부족, 인종, 혹은 경제적 특권에 기초한 

것488이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이 주창한 통합은 실제로 부족주의에서 

자유로운 통합과 화합이었을까? 케냐타는 식민주의에 존재했던 영국 대 

토착민의 분열(divisiveness)의489 요소를 친정부 및 친-케냐타 세력 대 

반체제 인사 및 세력이라는 구도에 적용하였다. 그는 본인의 정부가 

냉전 정치 논리를 거부하는 ‘독창적인 비-연계’490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본인의 아이디어는 식민 모국인 영국이 내세웠던 

식민주의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었다. 즉, 독창적인 비-연계가 아니라 

                                            
485 Jomo Kenyatta, 1968, p. 231 참조. 
486 Jomo Kenyatta, 1968, p. 251 참조. 
487 Jomo Kenyatta, “Republican Celebrations, 1964,”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249~264 참조. 
488 Jomo Kenyatta, 1968, p. 253 참조. 
489  분열(cleavage) 대신 분열(divisiveness)의 표현을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자는 

선행적인 구분에 의한 결과로서의 분열에 가깝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선행적인 구분의 

의미를 강조하는 후자의 표현을 채택하였다. 
490 Jomo Kenyatta, “Dissident Activity,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02~307 참조. 



 131 

본인 혹은 본인의 정부에 연계하지 않는 세력을 적폐로 몰아 제거해야 

하는 무리로 규정하였다. 이는 그가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부족주의로의 

회귀와는 달리, 오히려 부족주의적 인지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케냐타는 다음과 같이 식민주의 분열 정복 정책(divide 

and rule)의 논리와 양당 정치의 분열을 엮음으로써, 다당제를 반대하는 

본인의 단일 정당 논리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당 간의 

불화 그리고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생성되었던 분열이라는 식민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청산하였으므로, 케냐를 복지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491  나아가 그는 본인의 

정당(KANU)이나 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은 “우리가 통합되어있는 

것을 보기 싫어하며, 그들은 마음 속으로 부족주의를 추종하고, 통합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492  케냐타는 

식민주의의 문명인 대 야만인 구도를 케냐 국내정치에서 내부자 대 

외부자의 논리로 전환하여 외부자를 위협 혹은 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세력은 청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케냐타는 내부자 즉, 국가 통합에 진실로 기여하는 세력 중 

하나인 케냐 군대의 노고를 다음과 같이 치하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였다. 

 

본 정부는 더 이상 계엄 상태에 있는 케냐 토지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지역에서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좌절을 허용할 수 없다. 본 

정부는 남동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해당 지역이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잔재하는 범죄적 요소를 진압하거나 

                                            
491 Jomo Kenyatta, 1968, p. 262 참조. 
492 Jomo Kenyatta, 1968, p. 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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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수단을 착수하고 강제할 것이다.493 

 

그는 남동부 케냐에서 국가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세력을 가차없이 

무력으로 제압할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형성 과정의 내부 통합 영역에서 타 

종족들과의 연립을 통해 권력의 일정 부분을 나누더라도 이들을 

포섭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도록 하는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타 종족 인사들, 심지어 정권의 성립 자체에 반목하였던 종족 집단까지 

포섭하면서 정치 요직을 약속하면서 초기 집권 단계에서 케냐타 정권이 

부족주의로 회귀하는 당착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494  따라서, 내부 통합 

영역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정치 계획은 정권의 집권 초기 

단계에서 타 종족들과의 연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함으로써 독립 

국가 케냐 아래 두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케냐타 정권이 

특정 종족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고 종족들의 이해관계를 포괄한다는 

점을 대중에게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탄자니아 니에레레 정권이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사이의 국가와 

국가의 통합 문제였다면, 495  케냐는 종족과 종족의 연립 문제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반-식민주의와 반-영국의 구상 아래, 통합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준 반면, 케냐타 대통령은 영국 

식민지배의 분열 정복 정책을 답습하며 국내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전자는 통합이 고려되었던 시점이 탕가니카가 독립 이후였고, 

후자는 독립 이전부터 종족 간의 연립을 꾀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시점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493 Jomo Kenyatta, 1968, p. 290 참조. 
494 물론 케냐타 정권이 실제로 얼마나 ‘부족주의로의 회귀’의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지지 

않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495 탄자니아의 종족 집단들은 케냐보다 수가 더 많았으며 각 종족 집단의 규모는 비슷

하였다. Anke Weber et al., 2016, pp. 3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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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확증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변화 

케냐의 지도자인 케냐타 대통령의 국가형성 관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확증될 수 있었던 것은 케냐 국내 정치의 구조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막대하였기 때문이다. 케냐의 국가형성기496 정치 

구조 역시 탄자니아 497 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1966 년까지 케냐 아프리카 민족 연합(KANU: Kenya 

African National Union)에 의한 사실상 단일 정당 498 과 정부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주도하였다. 지방정부의 가장 

넓은 층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1963 년 케냐의 독립 헌법 499 의 개정에 

따라 지방 의회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1969 년 케냐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으로 편입되었다.500 케냐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는 

자치 주(County)이며, 위임 정부에 속하는 주 의회에 의해 

관리되었다.501 

                                            
496 케냐타 정권기는 1964년부터 1978년까지였으나, 케냐타 대통령의 국가 구상 및 국

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을 뒷받침했던 국내 정치 구조의 바탕이 되는 법제의 분석은 

1963년 독립 헌법 그리고 1969년 케냐 공화국 헌법의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이후 개정된 헌법은 위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97 탄자니아의 국내 정치 구조는 중앙  

정부, 지역, 지방, 그리고 마을의 네 가지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498 1966년 케냐 정치 조합(KPU: Kenya Political Union)이 창당되었으나, 1969년 10월 

30일 KPU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KANU 정당만이 헌법 아래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

당으로 남게 되었다. 케냐는 이후 1982년 헌법의 개정과 함께 법률적인 단일 정당 국가

가 되었다. Goran Hyden and Colin Leys, “Elections and Politics in Single-Party 

Systems: The Case of Kenya and Tanzani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 No. 4 (October 1972), pp. 389~420 참조. 
499 Kenya Independence Constitution, 1963 

http://kenyalaw.org/kl/fileadmin/pdfdownloads/1963_Constitution.pdf 

(검색일: 2018년 8월 26일) 
500  1969년 케냐 헌법 106조에 따라,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조직 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에 의해 관리되었다.  

Constitution of Kenya, 1969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mendment%2

0Acts/No.%205%20of%201969.pdf 

(검색일: 2018년 8월 26일) 
501 1969년 케냐 헌법 114조~129조에 따라 케냐의 토지 신탁은 주 의회에 귀속되었다. 

토지 신탁 법(Trust Land Act)은 국가 차원의 토지 인수 정책 중 하나로서, 광물과 같은 

자원이 존재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거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규정을 포함한다. 해당 법령

은 1968년 개정을 통해 지역 의회 및 지역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을 

매개하는 지역 단위를 제거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http://kenyalaw.org/kl/fileadmin/pdfdownloads/1963_Constitution.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mendment%20Acts/No.%205%20of%201969.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mendment%20Acts/No.%205%20of%2019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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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타 대통령의 국가형성 구상의 아이디어가 상당부분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를 뒷받침하는 법제적 

바탕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1963 년 독립 헌법은 1 장 시민권 

관련 조항에서 시민권의 박탈 조항을 통해 “케냐에 대하여 불충하거나 

반감을 품은 행위나 연설을 일삼은 자의 시민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였다. 502  이는 정부에 대한 불충이 곧 국가에 대한 불충이라는 

국가 구상을 드러냈던 케냐타 대통령이 반-케냐타 세력들을 법으로 

억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케냐의 독립 헌법은 식민 

정부가 식민 법령을 통해 케냐를 통제했던 것과 비슷한 강제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해당 법령은 식민 모국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3 장 31 조 ~ 

33 조를 통해 영국 여왕이 임명한 총독의 주재를 허용하였다. 총독은 

1964 년 케냐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면직되었다.  

 1965 년과 1969 년에 걸쳐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케냐타 

대통령은 케냐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통솔의 두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었다. 503  이는 케냐타 대통령이 행정권과 입법 

부문에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1969 년 케냐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 부문의 전권을 

부여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2 장 3 절의 행정권 관련 조항들 

중 23 조는 케냐 정부의 행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24 조는 케냐 

공화국을 위한 공직을 구성하고 폐지하는 권한 역시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장관 및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16 조 (2)항과 19 조 (1)항은 대통령이 

                                            
구상이 담겨있었다. 

Trust Land Act, 1968 

http://kenyalaw.org/kl/fileadmin/pdfdownloads/RepealedStatutes/TrustLandAct28of1

938.pdf 

(검색일: 2018년 11월 21일) 
502 1963년 케냐 독립 헌법 8조 (1)항 참고. 
503 Mordechai Tamarkin, “The Roots of Political Stability in Kenya,” African Affairs, 

Vol. 77, No. 308 (July 1978), pp. 297~320 참조. 

http://kenyalaw.org/kl/fileadmin/pdfdownloads/RepealedStatutes/TrustLandAct28of1938.pdf
http://kenyalaw.org/kl/fileadmin/pdfdownloads/RepealedStatutes/TrustLandAct28of19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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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 및 차관보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18 조는 

케냐 정부에 관한 업무 및 정부 부처에 관한 행정 업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할당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106 조는 행정조직 위원회 위원의 해임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켰다. 

17 조는 내각 관련 조항으로, 내각의 기능을 케냐 정부의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 아래 시행된 모든 일에 

관하여 연대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일찍이 1962 년 

제정된 내각의 장을 재무부로 통합하는 법령 504 에 따라 내각의 

장(Cabinet Secretary)을 재무부와 통합시키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내각의 권한 축소를 시도하였다. 

 대통령은 입법 부문에 대해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69년 케냐 헌법 3장 1절 의회의 구성 관련 조항들 중 30조는 

공화국의 입법권을 케냐의 대통령과 국회로 구성된 의회에 귀속시켰다. 

42조와 33조에 따라 케냐의 의회는 최소 188명 최대 2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특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그 중 12명을 대통령이 국회 

의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41조 (1)항에 따라 선거 위원회 역시 최소 

4명 최대 21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하였고, (7)항은 

대통령에게 선거 위원의 해임권 역시 보장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도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3장 2절 국회의 입법 과정에 

관련된 조항들 중 46조 (2)항은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거부 시 법안을 수정하도록 

하였다.505 또한, 48조는 세금 부과와 같은 특정 재정 영역에서의 국회의 

법안 발의를 제한하였고, 이는 국회의 권한 제약으로 이어졌다. 59조는 

                                            
504 Cabinet Secretary to the Treasury (Incorporation) Act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101 

(검색일: 2018년 11월 21일) 
505 1969년 케냐 헌법 46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안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법을 

재발의 하거나, 국회 의원의 65퍼센트 이상의 동의 하에 수정사항을 거부하고 원래 법

안을 재발의할 경우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승인할 것을 규정하

였다.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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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의회를 정회할 수 있는 권한과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52조에 대통령이 의회에서 갖는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원할 때 

상시 국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의 수장 그리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의 모든 회의 및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회에 주어진 어떤 안건에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케냐타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구조에서 갖는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로서의 역할은 법제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본고의 다음 

부분에서는 케냐타 대통령의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가 토지, 경제, 교육 

및 언어, 내부 통합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분석한다. 

 

 

(1) 토지정책: 지도자 아이디어의 현상유지  

 

[그림 IV-3] 독립 시기 케냐 토지의 재분배 (출처: Catherine B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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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06 

 

토지정책은 이미 독립 이전 시기부터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부족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관대한 인지적 설정(cognitive setting)을 

보여준 바 있다. 명목상의 이유는 타 종족들의 불만을 불식시킴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지만, 기저에는 독립 국가의 토지 

재분배 정책에서 부족의 토지 소유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설정해두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가 토지의 

재분배 과정에서 특정 종족에게 편향성을 보일 경우 반기를 드는 세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특정 종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그들에게 다시 분배할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케냐타 대통령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유독 단호한 모습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1950년대 초 마우 마우 운동 507 의 발발에 기여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영국이 리프트 밸리 지역(Rift Valley District) 근처의 농장의 

토착민 노동자 수를 줄이고, 토착민 농부들의 토지 사용권을 제약했던 

데에 있었다. 508  해당 지역의 대다수 토착민들은 케냐타 대통령의 소속 

종족 집단인 키쿠유족이었고, 이들이 영국 식민 세력으로부터 받은 

억압 509 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부정적인 집단 기억은 토지 소유권 

                                            
506  Catherine Boone, “Land Conflict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Kenya,” African 
Studies Review, Vol. 55, No. 1 (April 2012), pp. 77 상단의 그림 참조. 

[그림 IV-3]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몸바사-빅토리

아 (우간다) 철로(Mombasa-Victoria (Uganda) Railway) 개설을 통해 주변의 광활한 리

프트 밸리(Rift Valley) 지역은 영국의 수출 프론트로 활용되었다. 
507  마우 마우 운동은 한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1938년을 기점으로 1960년까지 지속적

으로 발발했던 영국에 대항한 독립운동 모두를 포괄한다. 
508 Frank Furedi, “The social composition of the Mau Mau movement in the white 

highlands,”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1, No. 4 (1974) pp. 486~505 참조. 
509 엘리셔(Sebastian Elischer)에 따르면, 영국의 식민 지배 시기 키쿠유족은 종족 집단 

중에서도 토지의 양도에서 소외(land alienation)되는 등의 고초를 심하게 겪었다. 

Sebastian Elischer, Political Parties in Africa: Ethnicity and Party Form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4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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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였다. 게다가 케냐타 대통령은 과거 영국 

정부로부터 마우 마우 운동의 주모자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옥중 생활을 

했던 개인적인 경험까지 있었다.510  

1962년부터 1966년 사이에 케냐 정부는 국가에서 지원받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백인 

정착지를 대대적으로 매입하였다. 511  영국 식민 정부는 떠났으나, 백인 

정착민들이 소유하였던 토지에 대한 권리마저 말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영국 식민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케냐 정부에게 

매매하였고, 이를 케냐 정부가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족 세력에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종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케냐 연구의 상당수도 토지 재분배 및 사용에 대한 쟁점이 가장 

국내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했던 사안이었다고 본다.512 

케냐타 정권은 여당인 KANU와 키쿠유족에게 명백히 편향된 

토지 재분배 정책을 펼쳤다. 513  리프트 밸리 지역에 조상 전래의 

생득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요구한 타 종족 

집단들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514  또한, 해당 요구를 주장했던 리프트 

밸리 연립 의 리더였던 KADU의 모이(Daniel arap Moi)를 친-케냐타 

                                            
510 케냐타 대통령은 런던 대학(University of London)의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인류학 전공 대학원에서 ‘케냐 산을 마주보다: 기쿠유(키쿠유)족의 

부족 생활(Facing Mount Kenya: The Tribal Life of the Gikuyu)’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케냐타는 키쿠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중심으로 저술하였는데, 그중 키쿠유족의 토

지 관리의 관습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다. 케냐타는 키쿠유의 토지 보유권 체계는 가족 

세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정 부족장이나 부족장 집단이 토지 보유권을 가질 수 있

는 관습법같은 것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Jomo Kenyatta, Facing Mount Kenya: The 
Tribal Life of the Gikuyu (London: Martin Secker & Warburg Ltd., 1938), pp. 1~339 

참조. 
511 Catherine Boone, 2012, p. 79 참조. 

리프트 밸리 주변 지역은 영국이 환금 작물 수출 주요 생산지로 삼았던 곳 중 하나였으

며, 백인 정착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12 Stephen K. Keverenge, Political Party Formation and Alliances: A Case Study of 
Kenya, Ph.D. Dissertation, Atlantic International University, 2013, p. 32; Sebastian 

Elischer, 2013, pp. 43~46 참조. 
513 Catherine Boone, 2012, p. 82 참조. 

케냐의 부동산 상당 부분을 여당 엘리트에게 넘겨주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도 있었다. 
514 Catherine Boone, 2012, p.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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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으로 포섭 515 하면서 케냐타 대통령의 토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대항의 움직임은 나쿠루(Nakuru)와 나로크(Narok) 

등지의 리프트 밸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516  그럼에도 케냐타 

대통령은 본인의 토지정책을 고수하였다. 

케냐타 대통령은 토지 영역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부터 부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니에레레 대통령이 

도입하였던 토지의 국유화 정책과 다른 방향의 구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타 종족들이 토지 문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타 종족의 토지를 몰수하지는 않더라도, 

정권을 잡은 후 토지의 재분배 과정에서 본인의 정권 혹은 키쿠유족과 

연립하지 않는 종족 집단에게는 식민 지배 세력이 남기고 간 토지를 

거의 할당해주지 않았다. 케냐타 대통령은 토지의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선 시점부터 이미 위와 같은 정치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이를 초기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 구성 단계에서 굳이 드러내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 

결국 부족의 토지 소유권 보장은 대중들을 동원해내는 

프로파간다로 기능하고자 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이중잣대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케냐타 대통령의 정치 계획 기저에 깔려있던 

강한 종족 편향성이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더 부각됨으로 인해 대통령 

본인의 정치 계획과 대통령의 종족 편향성에 부정적인 대중에게 이를 

정당화 하는 것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은 

본래의 입장, 즉 본래 가지고 있던 토지 영역에 대한 정책을 ‘현상유지’ 

하였다. 따라서 토지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는 지도자의 정치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 케냐타 대통령은 토지 영역에서 종족 편향적인 정책을 

                                            
515 Catherine Boone, 2012, p. 84 참조. 
516  Republic of Kenya, The Commissions of nquiry Act, Report of the udicial 
Commission Appointed to Inquire into Tribal Clashes in Kenya (chaired by Hon. Mr. 
Justice A. M. Akiwumi) (Akiwumi Report) (Nairobi: ROK, 2002(1999)), p. 116, p. 

163~164, Catherine Boone, 2012, p. 8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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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는 것이 내부분열이라는 자칫 정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도, 이것까지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토지 영역에서 만큼은 케냐타 정권의 집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정권의 집권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본 것이다. 

 

 

 (2) 경제정책: 지도자 아이디어의 현상유지 

 아프리카 신흥 독립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가 발전 및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만큼 프로파간다로서 대중들을 동원하는 데에 매력적인 

정책이었다. 경제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은 수십 년간 식민 지배를 경험하며 외생의 착취에서 벗어나는 큰 

발걸음이기도 하였다. 케냐타 대통령은 본고가 분석한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농업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기치로 삼았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확증되었을까? 

 케냐타 대통령과 케냐타 정부는 식민 지배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구조 및 제도를 대체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부분 지속시키고, 

수정하고 확장시키는 517  방향으로 나아갔다. 케냐타 정권은 독립 정부 

출범 이전부터 발효되었던 1952년 금광 개발 차관 법령518, 1955년 산업 

                                            
517 Joel D. Barkan, 1994, p. 16 참조. 
518 Gold Mines Development Loans Act of 1952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311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1952년 금광 개발 차관 법령은 광산 및 지질 부서의 수석 광산 기술자를 사무 차관 부

서의 의장으로 삼고 케냐 상업 및 산업 국립회(Keny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의 협의를 통해 2명의 위원을 선발하여 금광 개발 차관 이사회를 설립하

도록 하였다. 해당 법령의 경우, 케냐타 정권의 집권 당시(1963년~1978년) 1963년과

1964년 총 2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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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업 개발 법인 법령,519 및 1960년 산업 훈련 법령520들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면서 식민 지배 권력이 남기고 간 산업 구조를 

확장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1964년 농업 (토지 사용) (농장 고용인) 

법령의 개정 521 을 통해 식민 지배 시기 생산되었던 농작물 및 환금 

작물의 생산 및 마케팅을 감독하는 국영 기업의 설립에 앞장섰다. 522 

1965년 연설에서 천명했던 산업 발전 계획을 정책으로 확증시킨 것이다. 

 

우리 미래 경제의 원동력과 고용의 잠재력을 위해 이제 농업 

영역에서의 노력으로 가능한 한 모든 종류의 상업적 그리고 

산업적 기업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정부는 

모든 지역에 대한 산업 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523  

                                            
519 Industr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Corporation Act of 1955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45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1955년 산업 및 상업 개발 법인 법령은 케냐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케냐 국내 및 타지의 상업, 산업 및 기타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의 착수, 지원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의 구성, 관리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다. 해당 법령은 케냐타 정권이 집권하였던 시기(1963년~1978년)에 1964년과 1967년 

총 2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520 Industrial Training Act of 1960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237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1960년 산업 훈련 법령은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국

립 산업 훈련 당국 및 국립 산업 훈련 이사회의 설립을 통해 산업 훈련 커리큘럼을 개

발하고, 해당 과정 이수자들을 평가하여 증서를 발부하고 산업 관련 기술 훈련에 종사하

는 기관들을 설립을 인가하였다. 해당 법령은 케냐타 정권의 집권 당시(1963년~1978년) 

1963년, 1964년, 1966년, 1971년, 1974년, 1975년, 그리고 1976년 총 7번에 걸쳐 개정

되었다. 
521 1964년 농업 (토지 사용) (농장 고용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63년의 농업 (토지 

사용) (농장 고용인) 법령은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Agriculture (Land Utilisation) (Farm Employees) Rules, 1964 

http://kenyalaw.org/kl/fileadmin/pdfdownloads/Acts/AgricultureActCap318.pdf 

(검색일: 2018년 11월 5일) 
522  Cosmas M. O. Ochieng, “Development through Positive Devi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Policy Mak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Africa: The Case 

of Kenyan Agricultural Development, 1930–2005,” World Development, Vol. 35, No. 3 

(March 2007), pp. 454~479 참조. 
523 Jomo Kenyatta, 1968, p. 289 참조.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45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237
http://kenyalaw.org/kl/fileadmin/pdfdownloads/Acts/AgricultureActCap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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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1940년대부터 니예리(Nyeri)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소규모 자작농의 발전을 성공적인 본보기 삼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소규모 자작 농업의 발전을 상업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524 니예리 지역은 식민 지배 시기였던 1945년부터 

카굼바(Muhoya Kagumba) 부족장의 주도 하에 해당 지역에 흩어져있던 

통합 보유 자산의 측정 및 재할당 과정을 통해 인근 유럽 농장을 정확히 

복제한 선진 농가(先進農家, progressive farm)의 설립을 이루어냈다.525 

식민 지배 당시 이러한 농업 부문에서 토착민 주도로 토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용인되었던 이유, 그리고 때에 따라 이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1940년대 

영국의 토착민 노동자 수 축소 정책 및 토착민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 

제한에 대한 케냐 토착민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식민지 국내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영국 국내정치적으로 식민 행정부와 식민 농업 부서의 

식민 개발에 대한 상이한 구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식민 행정부는 

동아프리카 식민지의 안정적인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종전처럼 식민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하게 두고 싶어했다. 반면 

식민 농업 부서의 경우, 아프리카 농업 발전의 촉진을 통해 대농장 

지역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고가의 연속 수확 작물(permanent crops) 혹은 준-연속 수확 

작물(semi-permanent crops)의 경작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6  이는 1950년대 초부터 심화된 마우 마우 운동에 대한 

방책 마련의 필요성과 더해져, 토지의 개인 소유권 인정, 

아프리카인들의 환금 작물 생산 및 상품화 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을 

                                            
524 Jomo Kenyatta, 1968, p. 288 참조. 
525 Cosmas M. O. Ochieng, 2007, p. 461 참조. 
526 Cosmas M. O. Ochieng, 2007, p. 460 참조. 

연속 수확 작물은 매년 심고 수확이 필요한 작물이 아니라, 커피, 차(tea), 땅콩, 바나나 

등과 같이 한번 심으면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고가의 상업 환금 작물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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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하는 1953년 아프리카 농업 발전 강화 계획 527 이 도입되도록 

하였다.528 

 케냐타 대통령은 위와 같이 식민 세력이 남기고 간 경제 제도, 

구조 및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니예리(Nyeri) 지역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롤모델로 활용하여 타 농업 지역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케냐타는 본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용에 크게 달려있다529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케냐타 정권은 1965년 농업 개발 

법인 법령 530  및 1969년 농업 금융 공사 법령 531 을 통해 이를 뒷받침 

                                            
527 Cosmas M. O. Ochieng, 2007, p. 459 참조. 

터스톤(Thurston)에 따르면, 스위너튼 플랜(Swynnerton Plan)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농

업 발전 강화 계획(Plan to Intensify the Development of African Agriculture in Africa)

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치적·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소지주 아프리카 농부(yeoman 

African farmers) 계층을 생성함으로써 그들의 번영을 보장하면서 식민 정부에 충성하도

록 하고, 현상유지에의 지지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급진

적일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아프리카인들을 임금 노동자층으로 흡수하려는 것

이었다. Anne Thurston, Smallholder agriculture in Kenya: The official mind and the 

Swynnerton Plan. Cambridge African Monographs, No. 8 (1987) Cosmas M. O. Ochieng, 

2007, p. 459 에서 재인용. 
528 Cosmas M. O. Ochieng, 2007, p. 461 참조. 
529 Jomo Kenyatta, 1968, p. 288 참조.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중앙 협동 대학(Central Co-operative College)에 더하여 농업 

훈련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협동 훈련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530 Agricultural Development Corporation Act of 1965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44 

(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1965년 발효된 농업 개발 법인 법령은 케냐의 필수 농업 작물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법

인에 의해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정 지역의 농업 생산 혹은 생산의 특정 영역을 

발전시키며,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농업 생산 활동의 참여를 높일 것을 목표로 마련되

었다. 
531 Agricultural Finance Corporation Act of 1969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323#part_VI 

(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1969년 농업 금융 공사 법령은 농업 산업을 위해 경영, 기술, 행정 관련 조언을 해주고,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금을 투자하고 기탁하도록 하는 농업 금융 공사의 설립을 통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44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323#part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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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아가 케냐타 대통령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잊지 않았다. 그는 1963년 국제 개발 협회 법령532, 1963년 국제 

금융 공사법 533  그리고 1964년 해외 투자 보호법 534 의 제정을 통해 

케냐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 질서에 아프리카 국가로서 괄목할만한 편입을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케냐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현장에서 높은 동원화 수준의 

정책의 확증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지도자 레벨에서도 종족적 레토릭을 심화시키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치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535  대중들 역시 경제 문제는 

생계의 유지와 관련된 일이었으므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목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은 확증 단계에서도 

프로파간다로 기능하였으며, 케냐타 대통령이 경제 영역에서 구상하였던 

아이디어는 ‘현상유지’ 되었다. 결국 케냐타는 반-영국 담론을 중심으로 

                                            
해 농업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정되었다. 
532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ct of 1963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65 

(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1963년 국제 개발 협회 법령은 케냐가 재건 및 개발을 위한 국제 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 자금을 공탁함으로써 협회 지사 위원회 

결의안(Resolution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ssociation)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여 케냐가 해당 협회의 멤버십을 부여 받도록 제정되었다. 
533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ct of 1963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66 

(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1963년 국제 금융 공사법 역시 케냐가 해당 공사의 멤버십을 부여 받도록 하는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 
534 Foreign Investments Protection Act of 1964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18 

(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1964년 해외 투자 보호법은 케냐에 해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게 투자를 장려하며, 허가를 받은 기업은 케냐의 헌법 아래 개인 소유권이 보장될 것을 

명시하였다. 
535 물론 특정 종족 집단에게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토지 재분배와 그렇게 할당 받은 토

지를 바탕으로 경작을 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종족적 요소가 경제 영

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증하나, 이는 토지 영역의 문제의 성향이 더 강하므로 경

제 영역의 분석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65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466
http://www.kenyalaw.org/lex/actview.xql?actid=CAP.%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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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역시 자력 갱생을 기반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우자마(Ujamma) 정책으로 확증시켰던 

니에레레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경제 영역에서도 두 

지도자의 정책적 차이를 통해 두 지도자의 상이한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교육 및 언어정책: 지도자 아이디어의 재확인(강화) 

신흥 아프리카 독립 국가에서의 언어정책은 어떠한 국민을 

양성해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 

식민 지배 시기의 모습과 명목적으로 차별화를 두어야 했고, 그렇다고 

과거 전통으로 회귀하고 근대성의 요소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신흥 아프리카 

독립국에서는 국민들의 성향에 대한 과감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였다.536  

그렇다면 케냐에서는 언어정책을 통해 어떠한 국민을 

양성하고자 하였을까? 케냐의 현장에서 확증된 양상은 케냐타 대통령의 

구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다. 본고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케냐타 대통령은 교육 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대중에게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케냐타의 교육정책 아이디어는 이후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케냐타 

대통령 본인이 속한 종족 집단(키쿠유족)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537  물론 케냐타 대통령은 전체 국가 구상의 

                                            
536  David Koff and George von der Muhll, “Political Socialisation in Kenya and 

Tanzania: A Comparative Analysi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5, 

No. 1 (May, 1967), pp. 13~51 참조. 코프와 본 더 무흘(Koff and von der Muhll)은 이

를 정치적 사회화(political socialisation)라고 명명하며, 근대 시기 신생 국가들의 시민

들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citizens are made, not born)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537 지도자의 아이디어는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와 정

책의 확증 단계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다르다. 전자에서는 국가라는 단위에 대한 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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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이미 케냐타 정권과 KANU 에 대한 충성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loyalty)이라는 것을 내비친 바가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 관련 

아이디어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을 기반으로, 종전의 식민 지배 시기 차등적인 교육 기회의 부여로 

인해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고 내부 분열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정권을 지지하도록 동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육정책은 케냐타 대통령의 소속 종족 집단인 

키쿠유족에게 편향되게 이루어졌다. 케냐타 대통령이 천명하였던 학교의 

확대는 키쿠유족의 본거지나 다름 없는 케냐 중부(Central Province)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538 또한, 케냐의 중앙정부는 케냐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학교 커리큘럼을 채택하는 경향이 낮았다.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지리학, 역사, 및 시민 윤리 커리큘럼은 5학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는 고유의 지방에 대한 지리학 및 역사 

커리큘럼이 주를 이루었다. 539  이를 통해 교육은 지역적 인종적 분할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언어정책에 관해서도 케냐는 종족 중심의 토착 언어를 

국가 공용어보다 중시하였다. 케냐는 1964년 스와힐리어(Swahili)를 

공용어(national language)로 채택하였지만,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공식 언어(official language)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4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다. 540  초등학교에서 스와힐리어를 가르치는 것이 

                                            
계획이 구체적인 정책의 영역 별 갈래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후

자에서는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정당화 되는 과정에서 만약 변경된다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38 Anke Weber et. al, 2016, p. 39 참조. 
539 Edward Miguel, “Tribe or Nation? Nation Building and Public Goods in Kenya 

Versus Tanzania,” World Politics, Vol. 56, No. 3 (April 2004), pp. 327~362 참조. 많은 

학생들은 이미 5학년이 되기 전에 자퇴하는 비율이 높다.  
540 David D. Laitin, Language Repertoires and State Construction in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140 Anke Weber, Welsley Hiers and Anaïd 

Flesken, Politicized Ethnicity: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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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교육정책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졸업 

시험에 스와힐리어 과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541 부족의 토착 언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족주의로의 회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위와 같이 케냐타 대통령은 독립 이후 그의 국가 원리를 따르는 

학교들을 장려하였다. 그가 교육의 영역에 부여한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케냐 곳곳에서 나는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인받는다.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에 속하는 하람비 학교(Harambee schools)542, 간호 

학교, 및 병원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개인적인 혹은 집단의 

이니셔티브 그리고 사회적 책무의 정신은 국가형성의 과업에 

전념하도록 한다.543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학교와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형성의 과업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 수단이라는 것이다. 케냐타의 

논리는 결국 1925년 영국의 열대 아프리카 교육정책과 같은 식민 지배 

시기 영국이 도입했던 적응의 교육정책의 기저에 깔린 논리를 일정 부분 

답습하였다. 다시 말해, 문명화된 사람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세한 종족의 가르침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케냐타의 교육 및 

언어정책에 담겨있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케냐타 대통령은 교육 및 언어 영역의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타 종족들의 불만에 의한 내부 분열을 막고자 하였으나, 

                                            
541 Anke Weber et. al, 2016, p. 39 참조. 
542 하람비(Harambee)는 스와힐리어로 모두 함께(all put together)를 뜻하며, 케냐의 전

통적인 공동체 수준에서의 모금 운동과 같은 자립의 움직임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람비 학교(Harambee schools)는 지역 공동체의 학교들을 의미한다. 
543 Jomo Kenyatta, “Uhuru/Jamhuri Day,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26~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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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는 본인의 종족을 우대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애초에 케냐타 대통령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분열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케냐타 정권의 집권에 부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케냐타 대통령은 해당 

정책의 결과가 내부 분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종족 집단에 편향적인 

정책을 강화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족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토착 언어를 가르치고 그에 기초한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케냐타는 애초에 키쿠유족 중심 지역을 위주로 

교육 기관들을 많이 세움으로써 본인의 교육 및 언어정책 아이디어를 

‘재확인(강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및 언어정책은 케냐타 

대통령이 양성하는 국민에 포함되고자 한다면, 다른 종족들 역시 

종족성을 변경하거나 다수 종족과 연립을 이루지 않는 이상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4) 내부 통합: 지도자 아이디어의 현상유지 

 케냐의 범종족적 내부 통합은 처음부터 부족주의로 얼룩져 있던 

케냐에서는 희망사항에 불과하였다. 케냐는 특정 종족 집단에게 직위 

혹은 직업, 토지, 및 차관과 같은 자원의 조직적 특혜를 부여 받을 

기회를 주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권력자들의 행위 패턴을 뜻하는 

부족주의544의 교과서적 예시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케냐타 대통령은 

본고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정책의 1단계인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타 종족 집단들에게 권력을 일정 부분 나누어주고 그들과 

연립을 맺으면서 최대한의 동맹을 확보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확보가 가능해지자, 케냐타는 내부 통합 영역의 

                                            
544 Charles Hornsby, Kenya: A History Since Independence (London; New York: I.B. 

Tauris, 2013), p. 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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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증단계에서 본인이 속한 키쿠유 종족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를 통해 해당 세력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당초 연립을 맺었던 타 종족 집단인 루오족은 케냐타 대통령이 

독립 국가의 부통령으로 임명하였던 오딩가(Jaramogi Oginga Odinga)를 

중심으로 응집하였으며, 545  케냐타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546  또한, 케냐의 노동부 각료였던 음보야(Tom Mboya)의 

의문의 죽음이 정치적 암살이었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루오족의 반-

케냐타 감정이 고조되었다.547 게다가 1964년 케냐타 대통령의 전략적인 

포섭으로 인해 야당이었던 KADU가 와해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오딩가를 중심으로 한 반-케냐타 종족 연립 세력이 케냐 정치 

조합(KPU: Kenya Political Union)을 창당하였다. 548  이는 케냐타 

대통령의 단일 정당 정부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었다.  

 케냐타 대통령은 1966년 정당의 역학 연설에서 위와 같은 

전조를 예상한 듯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케냐의 단일 정당 국가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새로운 정당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만약 새로운 정당이 

형성된다면, 공무원들의 정당 중립성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히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당과 정부의 관료 수준에서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549 

                                            
545 당초 오딩가(Jaramogi Oginga Odinga)와 음보야(Tom Mboya)는 초기 KANU정당에 

속하였던 핵심 일원들이었다. 
546 Mordechai Tamarkin, “The Roots of Political Stability in Kenya,” African Affairs, 

Vol. 77, No. 308 (July 1978), p. 298 참조. 
547 Mordechai Tamarkin, 1978, p. 298 참조. 

음보야가 죽음을 맞이했던 1969년 당시 그는 케냐 정부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영

향력 있는 루오족이었다. 

David Goldsworthy, “Ethnicity and Leadership in Africa: the ‘Untypical’ Case of Tom 

Mboy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20, No. 1 (March 1982), pp. 107~126 

참조. 
548 Charles Hornsby, 2013, p. 158 참조. 
549 Jomo Kenyatta, “The Party Dynamic,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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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타 대통령은 새로운 정당의 생성은 법으로 금지한 바가 없으나, 

정부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66년 4월 14일, 오딩가 부통령이 사임하고 그를 따랐던 

KANU의 의원들이 KPU로 유입되자,550 케냐타는 4월 26일 특별 방송을 

통해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반체제 인사들이 케냐 민족주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은 이전에 정부 혹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을 지지하였거나 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었다며 그들을 비꼬았다. 551  이에 

덧붙여 케냐타는 국회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정당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552  케냐타에 의하면 KPU 세력은 

사익과 야망 553 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보다 우선하였으며, 이들은 

정부와 국민이 통합을 통하여 국가형성을 가속화하여야 하는 시기에 

역행하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54 그는 

마지막으로 더 높은 정치 원칙에 따른 “명예로운 분열(honourable 

division)”에 해당하는 분열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 유효한 

과정을 통해 질서 있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298~301 참조. 

케냐타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의회 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의 체계를 확장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으나, 의회의 힘은 사실상 케냐타 대통령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힘이 크지 않았다. 
550 Charles Hornsby, 2013, p. 159 참조. 

오딩가는 4월 26일 공식적으로 KPU에 합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551 Jomo Kenyatta, “Dissident Activity,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02~307 참조. 
552 Jomo Kenyatta, 1968, p. 306 참조. 
553 케냐타 대통령은 1967년 의회 개회사에서 국가 번영을 위해 케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Jomo Kenyatta, “State Opening of Parliament, 1967,”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32~339 참조. 

이를 통해 케냐타 대통령이 정당 정치를 꾀하는 개인의 야망은 금하지만, 국가의 성장, 

다시 말해 국가의 통합에 긍정적인 개인의 야망은 용인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554 Jomo Kenyatta, 1968, p. 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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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타는 1966년 6월 1일 연설에서 KPU 세력이 불온하고 부정적인 

부족주의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555  

 케냐타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일련의 법안들을 개정하면서 비-

키쿠유족(Non-Kikuyu) 종족 집단으로 대표되는 반대 세력을 

견제하였다. 우선, 1966년 공안 유지법 556 을 개정하면서 비상 사태의 

선언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 아래 공공 안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예방 

구금 조치를 신설하였다. 557  다시 말해, 국가는 재판 없이도 구금을 할 

수 있으며, 558  통행금지령과 같은 조치를 통해 케냐에서 형성되는 집단 

및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할 권리를 갖고, 허위 보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신의 수단과 내용을 검열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559 나아가 케냐타는 

1968년 집회 법560을 개정하면서 KPU에 대한 법제적인 견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법은 영국이 식민지 통제를 위해 도입하였던 1952 년 

                                            
555  Jomo Kenyatta, “Madaraka Day,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08~315 참조. 

해당 연설에서 케냐타 대통령은 식민 정권에 의해 케냐의 독립에 큰 방해물로 기능하였

던 이전의 KADU와 아프리카 민족 정당(APP: African People’s Party)을 언급하면서, 적

어도 해당 정당들은 국익을 위해 KANU와 통합하였다고 강조하며, KPU를 이와 비교하

였다. 
556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Act of 1966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

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

-%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557 Charles Hornsby, 2013, p. 170 참조. 
558 Charles Hornsby, 2013, p. 170 참조. 
559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Act of 1966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

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

-%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560 Societies Act of 1968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

0Regulations/S/Societies%20Act%20Cap.%20108%20-%20No.%204%20of%201968/

docs/SocietiesAct4of1968.pdf 

(검색일: 2018년 11월 14일) 

1968년 집회법은 미등록 집회 혹은 면책된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해당 집회

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돕거나 집회의 구성원 모두를 처벌(벌금형 및 금고형 혹은 둘 다)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집회 법의 실 적용 용례는 [부록]을 참고.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ions/P/Preservation%20of%20Public%20Security%20Act%20Cap.%2057%20-%20No.%202%20of%201960/docs/PreservationofPublicSecurityAct2of1960.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ons/S/Societies%20Act%20Cap.%20108%20-%20No.%204%20of%201968/docs/SocietiesAct4of1968.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ons/S/Societies%20Act%20Cap.%20108%20-%20No.%204%20of%201968/docs/SocietiesAct4of1968.pdf
http://kenyalaw.org/lex/rest/db/kenyalex/Kenya/Legislation/English/Acts%20and%20Regulatons/S/Societies%20Act%20Cap.%20108%20-%20No.%204%20of%201968/docs/SocietiesAct4of19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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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법령561의 확장판이었다.562 

 케냐타는 1966년 6월 1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집회 법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족주의가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본 정부는 부족 사회 조직을 허용해왔으나, 

이들 중 몇몇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차후 어떠한 

조직이나 관료가 부족 정치를 조장하는 정치 행위에 참여한다면 

해당 조직의 등록이 취소될 것이다.563 

 

이에 따라, 케냐타 정부는 공안유지법과 집회법을 근거로 KPU를 

1969년 폐지시키고 당의 리더들을 구속 564 하였다. 케냐타 대통령은 

1967년 케냐타의 날 연설을 통해 KPU를 우후루(Uhuru) 정신을 해치고 

있는 뱀의 무리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비난을 

계속하였다.565 

 나아가 케냐타 정권 군대의 장악을 통해 위와 같은 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집권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케냐타 정권은 영국으로부터 

                                            
561 1952 Societies Ordinance 

https://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70893/71037/F90682817/WSM70

893.pdf 

(검색일: 2018년 11월 14일) 

1952년 집회 법령(Societies Ordinance)은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사모아(Samoa)를 시작

으로 동아프리카 보호령에도 적용되었다. 해당 법령은 집회의 사전 등록, 규제 및 집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법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항하는 집회의 형성

을 규제하였다. 
562 케냐타 정권은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 영국이 식민지 통제를 위해 썼던 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563 Jomo Kenyatta, 1968, p. 313~314 참조. 
564  Collin Leys, Underdevelopment in Kenya: The Political Economy of Neo-
Colonialism (Heinemann: London, 1975), pp. 220~238 Mordechai Tamarkin, “The 

Roots of Political Stability in Kenya,” African Affairs, Vol. 77, No. 308 (July 1978), p. 

308 에서 재인용. 
565  Jomo Kenyatta, “Kenyatta Day, 1967,”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40~348 참조. 

https://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70893/71037/F90682817/WSM70893.pdf
https://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70893/71037/F90682817/WSM708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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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왕의 아프리카 군대(King’s Africans Rifles)566를 점진적으로 

서서히 아프리카화 시키면서도, 영국인 장교들을 고위직이나 자문으로 

남겨둠으로써 영국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유지하였다. 567  이는 반-

케냐타 정권 세력이 정권을 쉽사리 전복시킬 수 없도록 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케냐타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군대를 

키쿠유화(Kikuyuzation) 568  시키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무력 세력을 

육성함으로써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였다.569 

케냐타는 1966년 10월 16일 케냐 청년 축제에서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바치는 노고를 치하570하면서 케냐의 젊은 청년층을 정권과 연계시키고 

그들을 동원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펼쳤다. 또한, 이는 같은 해 

이루어졌던 KPU의 창당에 대한 케냐타의 견제로 해석할 수 있다.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내부 통합 영역의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타 종족 집단과 연립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초기 확보가 

가능해지자, 본인이 속한 종족 집단을 우대하고 그에 편향된 내부 통합 

정책을 펼쳤다. 토지 영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케냐타 대통령이 갖고 

있던 강한 종족 편향성이 확증 단계에서 더 드러남에 따라 내부 통합 

정책을 대중에게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케냐타는 내부 

통합 영역에서도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상유지’ 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566 Mordechai Tamarkin, 1978, p. 300 참조. 

왕의 아프리카 군대는 영국의 전통에 따라 정부에 복종하도록 육성된 소규모의 그러나 

잘 갖춰진 군대였다.  
567 군대 자문으로 마지막까지 주둔하였던 영국인은 1975년이 되어서야 케냐를 떠났다. 

Mordechai Tamarkin, 1978, p. 300 참조. 
568 Mordechai Tamarkin, 1978, p. 299 참조. 

키쿠유 종족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구성하였다. 
569 Mordechai Tamarkin, 1978, p. 301 참조. 

케냐타 정권을 최측근에서 보위하는 근위대에 해당하였던 종합 군대(GSU: General 

Service Unit)도 1960년대에 마련되었고, 대부분 키쿠유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경찰 

총장 자리에도 키쿠유족을 앉혔다. 
570 Jomo Kenyatta, “Kenya Youth Festival, 1966,” in Suffering Without Bitterness: The 
Founding of the Kenya Nation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1968), pp. 

322~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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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요직, 행정조직 및 군대를 키쿠유화 시키는 정책을 통해 

확증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케냐타 정권과 정체성을 동일시 하는 

사람들만이 케냐의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따라서 케냐타 

대통령은 키쿠유족에게 편향적인 내부 통합 정책들을 통해, 반-케냐타 

세력들이 반발하며 내부분열을 일으키더라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처럼 케냐타는 키쿠유족이 케냐의 다방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종족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571  그것이 다시 본인의 정권 안정성을 

강화시키도록 하였다. 

 

 

 

 

 

 

 

 

 

 

 

 

 

 

 

 

                                            
571 Mordechai Tamarkin, 1978, p. 3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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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탈식민화 시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탄자니아와 케냐

가 역사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형성 과정에 있어 상이한 성격의 정

책을 취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

내정치적 맥락과 영국의 식민지배 양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두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살펴보

았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분석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

회학적 제도주의의 논의에서 다루는 아이디어의 정책형성과정에 착안하

여 아이디어의 개념화를 시도한 캠프벨(John L. Campbell)의 아이디어 

유형화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도자의 국가 구상이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

였는지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종족성과 민족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며, 

독립 시기 탄자니아와 케냐에서의 민족주의 어젠다 형성에서 두 개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아프리카 연구에서 중요한 

화두인 종족성을 분석함에 있어, 종족 이질성이 반드시 종족 간 분열로 

이어진다거나 아프리카의 저성장을 유발한다고 보는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종족성이 중요한 변수인 것은 맞으나, 

국가에 따라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 지배 시기와 독립을 통해 종족별로 부족 

사회를 이루던 때와는 다르게 하나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토착민 통치 

정부 아래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는 혹은 그 정권은 어느 정도로 종족 편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독립 시기 종족성의 정치화가 중요한 의제로 작용하였던 

국가와 그렇지 않았던 국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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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고는 해당 시기 반-식민주의를 기치로 내세웠던 아프리카 

국가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민족성’이 

기존에 존재하던 ‘종족성’ 개념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종족성과 민족성은 단위의 

경합을 통하여 공존하는 개념인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단위의 경합이 국가형성 과정에서 지도자가 구상

한 독립 국가의 모습에 대한 아이디어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고, 해당 시

기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독립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지도자 아

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포섭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정책결정자로서 

그의 정치 계획을 대중에게 정당화시키고, 대중들을 동원화시키는 프로

파간다로 활용한다. 나아가 본고는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식민 지배 시기

의 외생적인 영국의 영향과 내생적인 지도자의 세계관의 상호작용에 따

라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고는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어떠한 조

건 하에서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으로 투영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기

회’와 ‘제약’ 개념을 활용한다. 지도자가 형성한 초기 국가 구상의 정당

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기회로, 반감시키는 요소는 제약

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후 독립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은 앞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초기 제도적 배경을 설정하고 정책에 반영되면서 확증된다.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는 정권의 ‘집권 공고화’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국가형성 과정에서 정책의 확증 단계는 정권의 

집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기회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제약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정책의 확증 과정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앞서 정책을 형성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현상유지 

되는지, 강화(재확인)되는지 혹은 변경(재구성)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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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와 같이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도자 아이디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과 아이디어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위와 같은 분석틀을 기반으로 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초대 

지도자인 니에레레 대통령과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이 구성한 국가와 

민족의 단위에 대한 구상을 분석하였다. 니에레레와 케냐타 모두 독립 

시기 영국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민족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국의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로서 두 사람이 

구상한 국가의 방향성은 사뭇 달랐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반-식민주의와 

그 중에서도 반-영국의 구상 아래 탄자니아가 자력 갱생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이 탄자니아의 범아프리카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케냐타 대통령은 케냐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냐타 대통령 역시 서구의 식민주의를 

비판하였으나, 식민주의를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과는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케냐타 대통령은 영국의 부정적인 프레임화를 가히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꺼렸다. 이는 니에레레 대통령이 반-영국 정서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나아가 니에레레 대통령이 반-식민주의에 기초한 국가 구상을 

통해 아프리카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는 창조적 과거로의 회귀를 

주창했다면, 케냐타 대통령은 과거로의 회귀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케냐타는 부족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케냐타와 그가 

속한 정당(KANU)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도를 

통해 전자의 사람들만을 케냐의 국민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반면 

니에레레 대통령은 하나의 민족으로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명목적으로는 

아프리카 전통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개입의 

공간을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아프리카 전통적인 

부족 사회의 가치와 배치되는 민족의 구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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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지도자 모두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조직을 

아프리카 토착민들로 구성하는 아프리카화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가의 모습은 상이하였다. 니에레레 대통령이 영국의 

식민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아프리카화를 도입한 것이었다면, 

케냐타 대통령의 아프리카화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니에레레 대통령은 반-영국의 인종적 레토릭을 

활용하여 탄자니아의 국민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 시기 탄자니아에서는 종족성을 정치 영역에서 활용하지 

않았다. 반면, 케냐타 대통령이 구상한 민족의 모습은 종족성을 

뛰어넘거나 모든 종족을 포괄하기보다, 케냐의 국민들이 본인의 정권을 

지지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종족성의 정치화를 적극 

활용하였다. 

4장의 1절에서는 위와 같은 두 지도자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구상이 토지, 경제, 교육 및 언어의 네 가지 이슈 영역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발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식민 지배 당시 

영국이 어떠한 구상으로 탄자니아와 케냐를 관리하였는지, 다시 말해 

외생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 지도자의 독립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세부 정책으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에레레 대통령의 반-식민주의 및 반-영국의 국가 구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 영역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첫 번째, 니에레레는 토지 영역에서 토지의 

물품화를 식민주의와 연계시키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프레임화하고, 

토지에 대한 국유화 정책을 통해 자국민에 의한 토지 소유 및 이용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경제 영역에 있어 영국의 식민 정부가 남기고 간 

경제 구조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자국 발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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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세 번째, 교육 및 언어 영역에 있어서는 외세의 것이 아닌 

자생적인 국가 윤리 정립을 통해 독립 국가로서 탄자니아의 발전과 민족 

의식을 함양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세 영역에서는 니에레레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국민들을 동원해내는 프로파간다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역들이 정권의 초기 집권에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였던 것과 달리, 내부 통합 영역에 속하는 

잔지바르(Zanzibar)와 탕가니카(Tanganyika, 잔지바르와 통합하기 

이전의 탄자니아)의 국가 대 국가의 통합은 정권의 초기 집권에 

긍정적인 요소 못지 않게 부정적인 요소 또한 지니고 있었다. 

잔지바르와의 통합은 탄자니아의 영토를 확장시킬 뿐 아니라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 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흡수 과정을 무리하게 밀어 부칠 경우, 섬나라인 잔지바르에서 통제가 

어려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잔지바르와의 통합은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였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발생한 

1964년 탕가니카 군대 반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니에레레 대통령은 

영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영국군의 힘으로 반란을 제압하였다. 이는 

기존의 반-영국주의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행보였다. 이와 같은 

‘기회이자 제약’의 불확실성의 영역(area of uncertainty)에서 니에레레 

대통령은 반-영국주의를 표방했던 국가 구상을 정권의 안정을 위해 

영국의 개입 및 영향력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당초의 

계획대로 자생적인 국가 윤리 정립을 통한 아프리카 주도의 국가형성을 

표방함으로써 국민들을 동원하려 하였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케냐의 경우, 케냐타 대통령은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를 

통한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종족 집단을 

우대하는 종족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친-케냐타 정권의 

사람들만 국민으로 인정하려는 국가의 구상을 보여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슈 영역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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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케냐타는 이슈 영역들 중 가장 민감했던 

토지 영역에서 부족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하면서도 토지에 대한 부족별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타 부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초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경제 영역에서는 자국의 경제의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 질서로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외생의 경제 

구조와 근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교육 

및 언어 영역에서는 식민 지배 시기 차등적으로 주어졌던 학업 교육 

기회의 불균등에 누적되어 온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교육정책을 정당화하였다. 네 번째, 내부 통합 영역에서도 케냐타 

대통령은 초기 정권의 확보를 위해 타 종족들과의 연립을 통해 권력의 

일정 부분을 나누더라도 이들을 ‘포섭’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결국 케냐타 대통령은 모든 이슈 영역에서 국민들을 최대한 

동원해내려는 프로파간다를 확산시켰다. 

4장의 2절에서는 토지, 경제, 교육 및 언어의 네 가지 이슈 

영역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확증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유지, 재확인(강화) 혹은 재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정책의 확증 단계에 해당한다. 우선, 

탄자니아에서는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확증되었고, 

니에레레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재확인(강화), 현상유지 및 재구성되었다. 

첫 번째, 니에레레 대통령은 토지정책을 통해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하시 위해서 정부 개입의 공간을 종전보다 더 늘려가는 

것으로 정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토지 영역에서의 아이디어를 

‘재확인(강화)’하였다. 두 번째, 경제정책을 통해 니에레레 대통령은 식민 

지배 산물의 이용 및 착취의 극복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영역에서 지도자의 아이디어는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도 ‘현상유지’ 

되었다. 세 번째, 니에레레 대통령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교육 및 

언어정책은 반-영국 그리고 반-식민주의의 국가 구상 아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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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높은 동원화 수준의 

정책의 확증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언어 영역에서의 

지도자의 아이디어는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도 니에레레 대통령이 

구상하였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방향으로 ‘현상유지’되었다. 네 번째, 

니에레레 대통령은 내부 통합 정책에서는 잔지바르에서 파생하는 내부 

통합의 어려움들을 불식시키고자 강력한 감시 및 효율적인 통치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잔지바르 내부에서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적 조정을 근거로 반체제 세력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인지적 아이디어의 재조정을 통해 정책의 확증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재구성’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앞선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이 탕가니카를 통치했던 

것처럼 내부를 향한 억압을 피하고자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였다. 

한편, 케냐에서는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확증되었고, 케냐타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현상유지 및 

재확인(강화)되었다. 첫 번째, 케냐타 대통령은 토지 영역에서 

아이디어의 기저에 깔려있던 강한 종족 편향성을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 

더 부각시켰다. 이는 타 종족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정당화 계획과 부조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은 이러한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상유지’ 하였다. 두 번째, 케냐타 대통령은 경제정책에서는 높은 

동원화 수준의 정책의 확증을 도모하였다. 종족적 레토릭을 심화시키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치로 내세운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도 케냐타 대통령이 경제 영역에서 구상하였던 

아이디어는 ‘현상유지’ 되었다. 세 번째, 교육 및 언어정책에서 케냐타 

대통령은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타 종족들의 불만에 의한 내부 분열을 막고자 한 것과 

달리, 실질적인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는 본인의 종족을 우대하는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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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예를 들어, 키쿠유족 중심 지역을 위주로 교육 기관들을 다수 

설립함으로써 본인의 변경된 아이디어를 ‘재확인’ 하였다. 네 번째, 

케냐타 대통령은 내부 통합 정책에서 토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의 기저에 깔려있던 강한 종족 편향성을 확증 

단계에서 더 드러냈다. 이는 현장에서 정권의 요직, 행정조직 및 군대를 

대통령 본인의 종족 집단(Kikuyu)으로 구성하려는 정책을 통해 

확증되었다.  

 

 

2. 함의 

 

본 연구는 탈식민화를 맞이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국가형

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자

니아와 케냐의 초대 지도자들이 형성한 국가 구상의 아이디어가 강론적 

수준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조가 담긴 이슈 영역 별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현장에서의 

확증을 거쳐 지도자 아이디어가 유지되는지, 강화되는지 혹은 재구성되

는지 분석한다. 본고는 지도자의 아이디어 및 정책의 재구성 과정을 분

석하는 것이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 제도주의적 접근의 연구들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적 접근의 한 갈래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독립 시기 아프리카 국가의 분석에 있어서 식민결정론이

나 국가형성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희망사항과 같은 단선적인 접근

이 아니라, 식민 지배라는 외생적 맥락과 국가의 내생적 맥락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립 시기 탄자니

아와 케냐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하였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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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국가 차원에서도 식민 지배 시기 탄자니아에 비해 더 많은 탄압572

을 당했고, 개인 수준에서도 차기 국가의 지도자였던 케냐타 역시 심한 

억압573을 당하였다. 그러나 더 억압 당했던 국가의 리더(케냐타 대통령)

는 식민 모국인 영국에 대한 친-영국적 성향을 보였고, 큰 억압을 당하

지 않았던 국가의 리더(니에레레 대통령)가 오히려 반-영국적 기조를 보

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케냐타 대통령은 영국 식민지배의 분열 정복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국내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케냐타는 니에

레레 대통령처럼 하나의 민족 통합체의 형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와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포용하며 나머지는 설득하

거나 억압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억압당했던 사람(the oppressed)이 

억압자(oppressor)가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두 지도자가 구상했던 민족의 단위에는 왜 이러한 차

이가 발생하였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 본고는 국내정치적 동학의 차이

에 해당하는 내생적 맥락과 영국이 각국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상이한 구

상으로서 외생적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탄자

니아에서는 다수 종족이 부재하였을 뿐 아니라, 종족성을 강조하였던 민

족 공동체(KCCU)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케냐에서는 다수 종

족 집단이 구성한 민족 공동체(KCA)와 해당 세력의 리더(케냐타)가 독

립 과정을 주도하였다.574  즉, 전자에서는 종족성의 정치화가 낮은 수준

으로 이루어졌고, 후자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종족 편향성이 강하게 일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은 국가의 구상을 반

-영국적인 ‘인종적 레토릭’과 엮으면서 국가 층위의 문제로 발전시켰다. 

반면, 케냐타 대통령은 ‘종족적 레토릭’에 기반하여 본인이 속한 종족 집

                                            
572 마우 마우 운동(Mau Mau Movement)에 대한 영국의 무력 제압, 토착민 농부들의 토

지 사용권 및 노동의 기회 제약 등이 이에 속한다. 
573  케냐타는 마우 마우 독립운동의 주동자 중 하나로 영국군에 의해 체포되어 7년 간

(1952년~1959년) 옥중 생활을 하였다. 
574 또한, 영국의 식민 지배 당시 다수 종족으로서 키쿠유족(Kikuyu)이 토지 사용권을 

제한당하고 직업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 독립 이후 해당 

종족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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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프레임화하고 그들을 억압하였다.575  

그러나 탄자니아와 케냐의 지도자 모두 내부자 대 외부자의 구

도를 동원화의 논리로 활용한 점은 유사하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정

권의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고,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단일 정당 정부

를 내세운 점도 비슷하다. 탄자니아의 단일 정당이었던 TANU정당은 평

등주의에 기초하여 멤버십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TANU 정당 자체가 

곧 국가나 마찬가지였다. 케냐의 단일 정당인 KANU는 키쿠유족

(Kikuyu)으로 구성된 정당이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친-케냐타 

정권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친-키쿠유 편에 서거나 내생적인 종족성을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나아가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가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초기 

정권의 확보와 이후 집권의 공고화 단계에서 지도자가 중시하는 우선순

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형성 과정에서 지도자 아이디어의 

정책 구성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포섭하여 정권의 ‘정당성’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정책의 확증 단계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정권의 집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전자에서 지도자 아이디어의 명목과 실재

(실태)의 괴리가 컸던 국가는 케냐에 해당하고, 괴리가 크지 않았던 국

가는 탄자니아에 해당한다. 즉, 케냐타 정권은 초기 정권을 구성할 때 

타 종족들과 연립을 이루면서 지지 기반을 넓히고자 하였으나, 정권의 

확보를 이루자 종족 편향성의 본색을 드러내었다. 종족성의 정치화가 높

았던 국가(케냐)가 초기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정치화의 정도가 낮은 척

을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초기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도자 본인의 정치 

                                            
575 케냐타 대통령은 독립 이후 케냐의 내부 통합을 위해 반-케냐타 세력에 대해서 식민 

모국인 영국이 케냐에 대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집회법(Societies Act)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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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이를 대중들에게 설득시키는 정당화 과정 사이에는 선행성이 

존재하는가? 지도자의 정치 계획은 대중들에게 정당화시키는 것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두 층위는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슈 

영역에 따라 대중의 반응을 상당 부분 고려하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즉, 아이디어의 정수 내지는 본질적인 부분의 구성에 있어 후자가 

전자를 많이 의식함으로써 두 층위에 대한 고려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거나, 초기 정권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영역일 경우에 동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이와 같이 지도자 아이디어를 관념적 구조와 

인지적 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신생 독립국의 국가형성 

과정뿐 아니라 여타의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어느 시점부터 국가의 

지도자 혹은 정권이 정책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는지, 입장 

번복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슈 영역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권 공고화에 관한 레짐 연구로 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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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nevik, Kjell J. 1993. Tanzania: the limits to development from 

above, Uppsala: Nordic Africa Institute. 

 

Havnevik, Kjell J. and Aida C. Isinika. 2010. Tanzania in Transition: 

From Nyerere to Mkapa, Oxford: African Books Collective. 

 

Hobsbawm, Eric J.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4 

 

Hornsby, Charles. 2013. Kenya: A History Since Independence, 

London; New York: I.B. Tauris. 

 

Horowitz, Donald L. 1971. “Three dimensions of ethnic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3, No. 2 (January). 

 

Horowitz, Donald L. 1985. Ethnic Groups in Conflict,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unter, Emma. 2015. Political Thought and the Public Sphere in 

Tanzan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 P. 1965.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Decay,” World Politics, Vol. 17, No. 3 (April). 

 

————.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Hyden, Goran and Colin Leys. 1972. “Elections and Politics in Single-

party Systems: The Case of Kenya and Tanzani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 No. 4 (October). 

 

Hyden, Goran. 1975. “Ujamaa, Villagis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Tanzania,” Development Policy Review, Vol. A8, No. 1 (April). 

 

Ihonvbere, Julius O. 1994. “The ‘irrelevant’ state, ethnicity, and the 

quest for nationhood in Afric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7, No. 



 185 

1 (January). 

 

Jacobsen, John K. 1995. “Much Ado About Ideas: The Cognitive Factor 

in Economic Policy,” World Politics, Vol. 47, No. 2 (January). 

 

Kandeh, Jimmy D. 1992. “Politicization of Ethnic Identities in Sierra 

Leone,” African Studies Review, Vol. 35, No. 1 (April). 

 

Kaufert, Joseph. 1980. “Situational ethnic identity in Ghana: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in John N. Paden (eds.), Values, Ident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Empirical Research in Africa,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Keverenge, Stephen K. 2013. Political Party Formation and Alliances: 

A Case Study of Kenya, Ph.D. Dissertation, Atlantic International 

University. 

 

Kidder, Louise H. and Charles M. Judd. 1986.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King, Anthony. 1973. “Ideas,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of 

Governments: A Comparative Analysis: Part III,”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4 (October). 

 

Koff, David and George von der Muhll. 1967. “Political Socialisation in 

Kenya and Tanzania: A Comparative Analysi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5, No. 1 (May). 

 



 186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15, No. 1 (September). 

 

Leossi, Athena S. and Steven Grosby (eds.). 2007. Nationalism and 

Ethnosymbolism: History, Culture and Ethnicity in the Formation of 

Na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Lewis, David E. 2008.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ppointments: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Performan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Leys, Colin. 1975. Underdevelopment in Kenya: The Political Economy 

of Neo-Colonialism, 1964~1971, London: Heinemann. 

 

Lieberman, Robert C. 2002.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6, No. 4 (December). 

 

Lijphart, Arend. 1977.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Iliffe, John. 1979. Modern History of Tanganyik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pez, Aner E. 2012. “Ernest Gellner's Functionalist Approach to 

Nationalism,” Revista Diacrítica, Vol. 26, No.2. 

 



 187 

Mamdani, Mahmood. 1996. Citizen and Subject: Contemporary Africa 

and the Legacy of Late Coloni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August). 

 

Meredith, David. 1975. “The British Government and Colonial 

Economic Policy, 1919–39,”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28, 

No. 3 (August). 

 

Miguel, Edward. 2004. “Tribe or Nation? Nation Building and Public 

Goods in Kenya versus Tanzania,” World Politics, Vol. 56, No. 3 (April). 

 

Mill, John Stuart. 1859. On Liberty, Kitchener: Batoche Books Limited. 

 

Miller, Byron. 2013. “Social Movements in Urban Society: The City as 

A Space of Politicization,” Urban Geography, Vol. 34, No. 4 (May 2013), 

 

Morrison, Donald G. and Hugh M. Stevenson. 1972. “Integration and 

Instability: Patterns of African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6, No. 3 (September). 

 

Mwakikagil, Godfrey. 2008. The Union of Tanganyika and Zanzibar: 

Product of the Cold War?, Washington D.C.: New Africa Press. 

 

Mwiria, Kilemi. 1991. “Education for subordination: African education 

in colonial Kenya,” History of Education, Vol. 20, No. 3 (July). 



 188 

 

Ochieng, Cosmas M. O. 2007. “Development through Positive Devi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Policy Mak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Africa: The Case of Kenyan Agricultural 

Development, 1930–2005,” World Development, Vol. 35, No. 3 (March). 

 

Law Reform Commission of Tanzania. 2007. “Review of Agriculture 

Laws by the Law Reform Commission of Tanzania,” Review of 

Agriculture Laws. 

www.lrct.go.tz/?wpfb_dl=106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Olorunsola, Victor A. 1972. The Politics of Cultural Sub-Nationalism 

in Africa, New York: Anchor Books. 

 

Pearson, Paul.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2 

(June). 

 

Petersen, William, Michael Novak, and Philip Gleason. 1982. Concepts 

of Ethnicit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osner, Daniel N. 2004. “Measuring Ethnic Fractionalization in Af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4 (October). 

 

Pouwels, Randall L. 1996. “The Pate Chronicles Revisited: 

Nineteenth-Centu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History in Africa, 

Vol. 23 (January). 

http://www.lrct.go.tz/?wpfb_dl=106


 189 

 

Pratt, Cranford. 1976. The Critical Phase in Tanzania, 1945-67: 

Nyerere and the Emergence of a Socialist Strateg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ad, James S. 1973. “Bills of Rights in “The Third World”: Some 

Commonwealth Experiences,”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Vol. 6, No. 1. 

 

Rothchild, Donald S. 1969. “Ethnic Inequalities in Keny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7, No. 4 (December). 

 

————. 1976. Racial Bargaining in Independent Keny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1997. Managing Ethnic Conflict in Africa: Pressures and 

Incentives for Cooper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Rousseau, Jean-Jacques. 2012. Of the social contract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Quintin Hoare, Trans.), London: Penguin Books. 

 

Saul, John S. 1974.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Tanzania,” 

Socialist Register, Vol. 11, No. 11 (February). 

 

Schneider, Leander. 2006. “Colonial Legacies and Postcolonial 

Authoritarianism in Tanzania: Connects and Disconnects,” African 

Studies Review, Vol. 49, No. 1 (April). 



 190 

 

Shapiro, Martin and Alec Stone. 1994. “The New Constitutional Politics 

of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6, No. 4 (January). 

 

Shivji, Issa G. 1975. Class Struggles in Tanzania, Dar es Salaam: 

Tanzania Publishing House. 

 

Shivji, Issa G. 2006. Debat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anzania, 

Dar es Salaam: HakiElimu. 

 

————. 2013. “Paradoxes of Constitution-Making in Tanzania,” 

Paper presented to the East African Law Society (EALS) conference 

in Mombasa, Kenya, on 15-16th November. 

 

Smith, Anthony D. 1983. Theories of Nationalism (2nd eds.), New York: 

Holmes & Meier. 

 

Smith, Anthony D. 1998.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mith, William E. 1974. Nyerere of Tanzania, Nairobi: Transafrica 

Publishers. 

 

Smock, David R. and Audrey C. Smock. 1975. The Politics of Pluralism: 

a comparative study of Lebanon and Ghana, New York: Elsevier. 

 

Soja, Edward W. 1968. The Geography of Modernization in Kenya: A 



 191 

Spatial Analysis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Sollors, Werner. 1986. Beyond Ethnicity: Consent and Descent in 

American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oto, Michael. 2004. The Modernist Nation: Generation, Renaissance, 

and Twentie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Stöger-Eising, Viktoria. 2000. “Ujamaa Revisited: Indigenous and 

European Influences in Nyerere'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Africa, 

Vol. 70, No. 1 (February). 

 

Sylivester, Suzana. 2013. Land Tenure and Investment in Tanzania, 

M.A. (Economics) Dissertation, University of Dar es Salaam. 

 

Tamarkin, Mordechai. 1978. “The Roots of Political Stability in Kenya,” 

African Affairs, Vol. 77, No. 308 (July). 

 

Throup, David W. 1985. “The Origins of Mau Mau,” African Affairs, 

Vol. 84, No. 336 (July). 

 

————. 1987. “The Construction and Destruction of the Kenyatta 

State,” in Michael G. Schatzber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Keny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Tilly, Charles.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



 192 

1992, Cambridge, Mass., USA: B. Blackwell. 

 

Tordoff, William. 1965. “Politics in Tanzania,” The World Today, Vol. 

21, No. 8 (August). 

Tordoff, William. 1967. Government and Politics in Tanzania: A 

Collection of Essays Cove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960 to July 

1966, Nairobi: East African Publishing House. 

 

Townsend, Meta K. 1998. Political-Economy Issues in Tanzania,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Urch, George E. 1971. “Education and Colonialism in Kenya,”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Vol. 11, No. 3 (Autumn). 

 

Van den Berghe, Pierre L. 1991. The Ethnic Phenomenon. (New York: 

Elsevier). 

 

 

Van Donge, Jan Kees and Athumani J. Liviga. 1986. “Tanzanian 

Political Culture and the Cabinet,”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24, No. 4 (December). 

 

Van Evera, Stephan. 1997.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Von Freyhold, Michaela. 1977. “The post‐colonial state and its’ 

Tanzanian version,”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4, No. 

8. 

 

Wacquant, Loïc, 1997. “For an Analytic of Racial Domination,” Political 



 193 

Power and Social Theory, Vol. 11, No. 1 (January). 

 

Weber, Anke, Welsley Hiers and Anaïd Flesken. 2016. Politicized 

Ethnicity: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Whitehead, Clive. 1981. “Education Policy in British Tropical Africa: 

the 1925 White Paper in Retrospect,” History of Education, Vol. 10, 

No. 3. 

 

Wimmer, Andreas. 2013. Ethnic Boundary Making: Institutions, Power, 

Network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신용하. 2006.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

사회학, 40권, 1호 (1월). 

 

에브너 코헨. 1982. 이차원적 인간: 복합 사회의 권력과 상징의 인류학, 

윤승용 역. 서울: 한벗. 

 

윤덕희. 1998. “사회주의권 변화와 민족주의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2

권, 2호 (9월). 

 

 

 

 

 



 194 

부록 

1.  Kenya Gazette, 23 February, 1968. 

 



 195 

 

 

 

 

 

 

 

 

 

 

 

 

 



 196 

2. Kenya Gazette, 22 February, 196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Abstract 

 

Leader’s Political Ideas in Policy Formation: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building Process of 

Tanzania and Kenya afte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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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World War II, African countries that were under Western 

domination started to assert their sovereignty as independent 

countries. During this period, the ‘Second Wave of Nationalism’ has 

spurred throughout Africa continent mobilizing people as one people 

under one nation. To analyze the process of how nation building 

movement had occurred in these countries provides interesting insight 

for following reasons. It answers the question why in some African 

countries nationalism prevailed in a way of effectively mobilizing 

people under the name of one nation whereas in other African 

countries nationality was mixed with traditional tribal units. 

 The main quest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Despite the 

numerous similarities between Tanzania and Kenya, how did those two 

countries form different nations after independence?” Sharing borders 

and the Indian Ocean in the East African continent, Tanzania and Kenya 

share similar geological background and climate. They are also 

equipped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Not only were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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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under the British colony, but they started off as a one-party 

government during the 1960s and transformed into multi-party system 

during the 1990s and adopted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espite these similarities, Tanzania and Kenya formed 

nations by adopting policies bear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during 

the national-building process.  

 This thesis identifies the reason why different national-

building process took place in Tanzania and Kenya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omestic political context and the colonial 

domination of British where the founding fathers of the two countries 

envisioned their nations in a different manner.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formed divergent ideas 

regarding ‘nation’ and ‘people’ in accordance with how British colonial 

power managed the two during the colonial period. On that note, this 

thesis identifies the link between endogenous context and exogenous 

context and how that affected the leaders’ ideas. This thesis furthers 

its discussion by evaluating whether the leaders’ ideas were reflected 

in the policies unchanged in terms of regime legitimacy and stability 

during the nation-building process. 

 This paper provides useful insights as follows. First, it 

attempted to overcome the uniform analysis of connecting the African 

nationalism to modernization process by describing the process of how 

divergent nationalism was formed under different context. In other 

words, this thesis moves beyond the deterministic explanation of how 

colonization is the sole factor for understanding African countries or a 

wishful thinking that nation-building was an independent product of 

African people. Second,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ideational 

approach’ of institutionalist viewpoint of explaining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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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a by analyz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leaders’ 

ideas and policies. Finally, this thesis distinguishes the leaders’ ideas 

following normative structure and cognitive structure thereby creating 

an applicable theoretical framework beyond the fields of nation-

building process of newly independent countries. 

 

Key words: Africa, African nationalism, Africa independence, nation-

building process, Kenya,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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