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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

저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호주 연구위

원회의 지원을 받은 ‘동아시아의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Informal Life 

Politics in East Asia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1) 일반적으로 정치

라고 하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정치를 떠올리고, 사회 변화

를 위한 정치적 행동에 있어 정부와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정작 현실에서는 제도권 정치가 보

1)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Informal Life Politics in the Remaking of Northeast Asia: 
From Cold War to Post-Cold War’이며 호주 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rvivalpoliti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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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정치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

사적 긴장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은 현재 국가라는 공

동체가 과연 구성원의 복지와 안전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국가정치를 통해 사람들

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꼭 국가

정치를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인포멀 라이

프 폴리틱스’ – 우리말로는 추상적이나마 ‘삶의 정치’라고 하겠습니

다-를 상정하고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전달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정치’의 활동은 저희 프로

젝트에서 붙인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라는 말처럼 새롭고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상관없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함께 협력해왔는데 이

제 그것들을 모두 정치적 활동이라 부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는 나날이 그 영향력

이 커지는 국가정치가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점점 멀어지거나 오히

려 그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치를 통해 해결해

야 할 일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성격

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비료가 도입되기 이전의 전통

농업으로서의 유기농업을 사회운동이었다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나 

국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과 녹색혁명 이후 화학농업의 폐해를 극

복하기 위한 유기농업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총 6명의 연구자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고 이렇게 동아시아 6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정치의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보통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때 



연구자의 시선ㅣ 동아시아 ‘삶의 정치’를 찾아서 ㅣ 169  

정부의 활동과 정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빠르

고 효율적으로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입니

다만,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 여러 나라에서 공동체 단위의 연구

를 동시에 하는 작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연구 프로젝트가 된 

경우는 퍽 예외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

로 같이 연구를 하게 된 까닭은, 냉전시대 이후 지속되는 군사적 대

립과 급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은 국가

정치와 시장경제의 영향력에 의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비례하

여 사람들이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국가들 간 공통점이 많을 뿐 아니

라 그 과정 자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분단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

역에서 국가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이 각 나라의 국가정치에서 공동체 

공간을 제약하고 삶의 문제를 경시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러한 와중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발생

과 처리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 자세는 국가정치

가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삶

의 정치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도록 하였

습니다.2)

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주 및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와 활동가를 초청하여 세 번의 국제회의
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물은 다음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Morris-Suzuki, 
Tessa and Eun Jeong Soh, Eds. 『 New Worlds from Below: Informal Life Politics 
and Grassroots Action in Twenty-first Century Northeast Asia』, ANU Press, 
2017. (위 책은 ANU Pres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ress.anu.
edu.au/publications/series/asian-studies-series/new-worlds-below"https://
press.anu.edu.au/publications/series/asian-studies-series/new-worlds-below)
두 번째는 Cliff, Tom, Morris-Suzuki, Tessa and Wei, Shuge. Eds.『The Living 
Politics of Self-Help Movements in East Asia』, Palgrave Macmillan, 20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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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와 공동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태와 공

동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저희 연

구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제시한 ‘어소

시에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3)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하나의 사회

(사회구성체)에는 그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지배적 ‘교환양식’이 존

재하는데, 예를 들어 원시적 씨족공동체는 증여-답례라는 호수적互

酬的 교환양식이 지배적이 되고, 국민국가라는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

한 강제적 재분배가, 그리고 시장경제에서는 화폐를 통한 상품거래

가 주된 교환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각각의 교환양식은 그

것을 정당화하는 가치체계에 의해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본

주의적 국민국가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원시적 공동체의 호수적 인

간관계를 제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의한 재분배와 시장

을 통한 상품 거래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그렇다

면, 이는 반대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으로 인한 (또는 국가와 시장

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공동체적 노력을 통

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종래의 호수성에 기반한 인간관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환양식 및 가치체계의 복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호수적 인간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원시적 공동체로의 회귀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습

니다만)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작동하는 교환양식과 가치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환양식과 가치체계를 갖춘 공동체

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라타니는 이것을 아직 출현하지 않은 미지의 

사회형태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

트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체 사례들이 대부분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3)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역, 도서출판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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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이 과정에

서 대안적 가치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가라타니의 ‘어소시에

이션’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라타니 자신

이 이후 ‘어소시에이션 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나라들이 국민국가의 

틀을 버리고 동시에 ‘세계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가라타니가 생각했던 어소시에이션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를 대체

할 새로운 거대 체제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 프

로젝트는 가라타니가 주장한 호수적 인간관계는 소규모 공동체를 

넘어서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국가 체

제 안에 존재하는 소규모 공동체 운동들과 그것들 사이의 네트워크

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과 ‘인포멀 라이프 폴리

틱스’의 개념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의되었던 것이 아

니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만큼 

연구자별로 진행한 개별 사례들이 위에 설명된 개념과 정확하게 맞

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별 사례를 통해 본 삶의 정치

일본

일본 사례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테사 모리스-스즈끼Tessa Morris-

Suzuki 교수께서 맡고 있습니다. 모리스-스즈끼 교수는 일본 근대사 

전문가로 일본 경제사로부터 일본 북방 아이누족 문제, 재일교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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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다수의 저서가 한국어

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

째 사례는 방사능 사고로 삶

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막힌 

후쿠시마현 토와東和 지역의 

농부들 이야기입니다. 사고 

후 일본 정부는 정확한 피해 조사보다는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더 집중하였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어

떻게든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사

능 안전 기준치는 지나치게 높아서 오히려 주민과 소비자들의 불신

을 초래하였고, 한때 유기농업으로 유명했던 이 지역의 농산물은 판

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방사

능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지역 내 토양 방사능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생산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기준보다 더욱 엄격

한 자체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치 이하의 미량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에 대해

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공개된 정보를 바

탕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정부

가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피해 지역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통한 이런 노력은 어

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가노현의 모치즈키望月 지역의 사례로 1980년대 이

후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자급자족적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현재까

지 어떻게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러한 운

후쿠시마 토와 지역의 시민방사능측정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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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뿌리에 1910~20년대 일본 문단의 자유민권운동 모임인 ‘흰 자

작나무 파白樺派, 시라카바 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이 지역에서 평

화교육, 향토예술, 지역병원 운동 등을 펼쳐온 전통이 있음을 소개하

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 사례로는 인류학자인 톰 클리프Tom Cliff 박사가 중국 농촌지

역의 마을 기금을 연구하였습니다. 마을 기금은 노인들에게 연금으

로 지급되거나 젊은이들의 학자금, 응급 환자의 의료비 등으로 쓰이

는데, 부족한 국가복지를 대신하는 한편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물

질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 등록을 하고 정부 규제를 따르라는 지

안휘성 비샨 마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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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정부와 마을이 자율성을 유지한 채로 계속 기금을 운영해야 한

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안휘성에 있는 비샨碧山 마을이라는 곳인데, 오우 

닝歐寧이라는 작가이자 활동가가 주도하고 있는 자립자치 이상농촌 

운동입니다. 중국에서 날로 심해지는 도시화를 되돌리고 농촌을 재

건하기 위해 오우 닝은 2011년부터 비샨 공동체를 통해 도시민이 농

촌에 돌아와 정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비샨 공동체가 

추구하는 ‘자립자치’의 정치적 의미를 문제 삼은 중국 정부가 2017년 

2월에 오우 닝을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함과 동시에 수도와 전력을 

차단하면서 이 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대만

대만의 사례는 역사학자인 웨이 슈거魏 舒歌 박사가 공랴오貢寮 지

역 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기존의 대정부 시위와 다르게 지

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연구

로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역 내 유기농업 운동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내의 농촌에서 유기농업과 생태관광을 

연계하여 고령화되어가는 농촌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사례인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이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농민과 소비자 간의 협력 등 새로운 가치관으로 교체되는 것은 

‘모심과 살림’ 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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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

몽고 사례는 우짐친Ujimqin이라는 중국 내 내몽고 지역에서 공장 

폐수로 인한 초원의 하천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을 사회학을 전

공한 우치랄트 박사가 연구하였습니다. 초원의 하천과 지하수 오염

은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공장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주

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목축을 생업으로 해온 주

민들의 생계와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우치랄트 

박사는 일본의 시가滋賀 현립대학 연구팀과 함께 주민들에게 수질오

염 검사기구를 보급하여 주민들이 직접 하천과 지하수 오염의 실태

를 조사하고 안전한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중

국 내 환경오염은 지방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라 주민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치랄트 박사는 문화혁명 하방운동 시절 이 지역으로 

대만 공랴오 지역의 산비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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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되었던 당시 지식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NGO와 함께 주

민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외부 지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방정부가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주민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북한의 사례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 그 

이유는 본 프로젝트에서 찾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활동을 외국인

이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2년 동안 프로젝

트를 맡았던 소은정 박사의 경우,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탈북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

몽고 초원의 오염된 연못과 그 가운데 양의 사체를 보여주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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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소은정 박사는 북한

의 장마당, 뙈기밭 등과 같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합법도 불법도 

아닌 비법적 경제활동 속에서 주민들이 종래 배급경제 시절에 가지

고 있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러한 비법적 활동을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후반부 2년을 맡은 로버트 

윈스탠리-체스터Robert Winstanley-Chesters 박사의 경우 영국 국적의 

지리학자로, 압록강 하구 신도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어렵게 현장 조사를 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등을 발견하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유기농업 운동의 역사와 공동체 운동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한국 유기농업 운동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

겠습니다. 저의 유기농업 운동 연구는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

한 대안운동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

을 발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안교육이나 대안에너지 등 공

동체 중심의 운동들에서 유기농업을 통해 지역 환경과의 공존을 모

색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유기농업 자체에 공동

체 운동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침 호주 캔버라에 연구

원으로 와 계시던 정만철 박사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께 소개받아 정농회, 가톨릭농민회, 그리고 

한살림에서 초창기 유기농업 운동을 하신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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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에현에 있는 일본 애농회/애농학교와 북해도 낙농학원대학, 고

베에 있는 청년학생센터 등을 방문하여 한일간 유기농업교류에 대

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970년대 

녹색혁명이 절정에 달하던 시절에 유기농업 운동을 시작한 정농회

의 초창기 역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1980년대 과도한 화학비

료와 농약으로 고통받던 농민과 소위 식탁공해에 위협받던 도시민

들 사이에 도-농공동체를 조직해서 생명운동을 시작한 한살림운

동에 대한 것인데, 특히 유기농업 운동에 흐르고 있는 공동체 정신

의 뿌리와 그것의 계승, 실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의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농회와 한살림운동에는 각각 그 뿌리가 되는 농촌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농회의 경우 일제시대인 1920~30년대 개신교와 천도

교 등 덴마크 농촌운동을 모델로 농민 교육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해 

농촌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이상촌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

다. 이상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중 한 곳이 민족주의 교

육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인데, 정농

회와 초창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해오고 있는 풀무학교는 바로 그러

한 오산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입니다. 풀무학교 설립자인 이찬

갑 선생께서는 오산학교 설립자이자 종증조부인 이승훈 선생을 도

와 오산학교에서 협동조합 및 청년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이

후 오산학교의 정신을 잇기 위해 주옥로 선생 및 지역 분들과 함께 

1958년 홍동에 세운 농업학교가 풀무학교입니다. 풀무학교에서도 

평민교육과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이 수

십 년 동안 지역에서 묵묵히 노력한 끝에 오늘날 홍동은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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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농회 창립을 주도하고 양주의 풀무원 공동체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한 원경선 선생도 풀무학교 분들과 함께 협력하며 이러한 이상

을 공유하였고, 한국 내의 이런 운동은 다시 애농회를 통해 일본의 

유기농업 운동과 연결되어 양 단체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

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995년부터 정농회와 애농

회가 지속해오고 있는 교류회가 단순히 유기농업을 넘어 평화를 주

제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교류회 장소가 양국 간 평화의 의미를 되

새길 수 있는 히로시마, 제주도, 오키나와, 후쿠시마 같은 곳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경쟁적이고 대립

적인 국가 간 관계를 자율적인 농촌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극복해나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살림운동의 뿌리에 1960년대 이후 가톨릭 원주교구에서 지학

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께서 여러 활동가분들과 함께 힘을 쏟았던 

농촌개발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충남 홍성 홍동마을의 오리농업 (사진 출처: 주형로 정농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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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입니다.4) 지금도 한살림에 남아 있는 공동체 운동의 모습은 특

히 사단법인이 되기 이전의 초창기 한살림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는데, 1970년대 가톨릭농민회 활동과 정농회의 유기농업 운동이 국

가가 주도하는 증산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공동체를 만

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 한살림의 도농공동체 운

동은 농산물이 오로지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소

비자와 농민이 가격을 통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공동체 안에

서 시장질서를 극복하고 공생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

니다.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먹거리가 아닌 생명으로서의 먹거리를 

나눔으로써 한살림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파는 생협운동

을 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4)　 한살림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1970년대 원주교구의 신협, 협동조합, 농민회 활동에 대해서
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신 김소남 박사께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찾
아 뵙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4년 유기농실천 전국협의회 모임에 모인 유기농업 실천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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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공동체를 통한 사람 사이 관계의 변화야말로 한살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

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업화와 도시화 위주의 급속한 경

제성장을 이루었고, 남북분단 상황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앙집중

화되고 상대적으로 지역과 공동체의 자율성은 제한 받는 사회를 만

들었습니다. 유기농업 운동과 그 배경을 이루는 농촌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통해 제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농촌 근대화

와 그에 이어지는 상업화에 대응하여 공동체를 통해 농업과 농민이 

주체가 되는 자율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삶의 정치의 흐름입니다. 이

런 운동의 중요성은 국가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변화를 가져오

는 조직운동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치에 대한 관

심과 참여는 물론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공동체 수준에서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 국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자

칫 국가정치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제

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국가정치의 

공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정치의 공간이고 그 안에서 사

람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말

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