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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 The Revolutionaries: Anti-Colonial Politics and Transformations
반식민지 혁명운동의 형성과 제3세계국가의 탄생은 냉전과 긴밀히 연결되어있음.

Colonialism and Its Effects
19세기말-20세기초 제국주의에 의해 최초로 ‘세계’가 만들어짐. 
식민주의 에토스는 개혁과 진보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었음.
점차 로컬 엘리트들이 원형국가(proto-states)에 참여.
동시에 식민주의와 그 프로젝트의 정치적 부정의에 대한 항거도 나타남.

The Anticolonial Revolutions
1차대전 이후 식민지배와 압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나타남. 즉 1차대전으로 서구의 한계가 노
출되면서 서구와 진보와 humanity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게 됨. 
토착 엘리트들은 서구적 근대의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 
그러면서 소련은 비수탈적 근대를 향한 하나의 길로서 제3세계 엘리트들의 관심의 초점이 됨. 
반식민저항운동의 이념적 두 갈래
1. 공산주의: 마오쩌둥, 호치민
2. 토착주의(nativism):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경우, 반사회주의적 토착주의 저항운동

Creating New States
2차대전 이후 식민지 체제의 약화와 붕괴
탈식민화의 과정 
탈식민지 엘리트들은 국가건설과 개발을 위한 투쟁에 돌입. 그러나 그 모델은 식민지 경험에 
의해 주조된 “수입된 국가 imported state” (Bertrand Badie).
1960년대 이후 제3세계 정권의 급진화 경향이 나타남. 미국식 발전모델보다 소련식 모델이 
자신들의 국가중심적, 정의지향적 선호에 부합한다고 생각.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 제3세계국가 대부분의 경우 발전전략 실패, 정치불안정 가중.

Bandung and the Nonaligned Movement 
제3세계 국제주의 연대의식의 성장
냉전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발전 
반둥회의(1955. 4):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버마, 스리랑카가 초기에 리드. 토착주의 이
념의 강세. 비동맹원칙.
비동맹 운동의 탄생: 벨그레이드회의(1961) 25개국 참가, 카이로회의(1964) 참가국 2배 증가.
그러나 인도-중국 국경전쟁, 인도-파키스탄 카시미르분쟁, 중동위기 등으로 비동맹 내부 결속 
및 운동자체의 약화.  
 
Ch4. Creating the Thrid World: The United States Confronts Revolution
제3세계의 형성은 미국의 압도적 지위와 리드 하에서 이루어졌음. 
냉전기 미국의 제3세계 개입: (예외주의적) 이념, 인종적 선입견, 냉전의 정치적 전략적 목표 



등이 결합된 결과 

The United States and the First Post-Colonial Crises
2차대전 말기 아시아에서의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 점증. 
트루먼행정부의 미국은 한편으로는 유럽의 식민주의(지속)에 반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
공주의의 차원에서 제3세계의 민족주의세력을 위험시함으로써 제3세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축소시킴.  

Iran, Suez, and the New American Role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제3세계 개입정책
이란에서 미국의 모사덱 정권 제거를 위한 비밀공작(1953)
이집트혁명(1952)과 나세르의 수에즈운하 국유화. 그러나 미국은 영국/프랑스의 이집트 공격
에 반대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정권을 약화/와해시키기 위한 비밀공작(1957)

The United States and African Decolonization

Latin America: Sandino to Castro
과테말라 개입(1954)으로 Arbenz 축출
미국의 개입에 대한 반대여론 비등: 체 게바라
도미니카공화국 개입(1965)
1960년대 중반 제3세계 정세에 대한 미국의 비관적 인식

The Third World and the Cold War Economic System
전후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경제적으로 제3세계의 자원수출국에 불리하게 작동. 
미국의 원조정책은 냉전의 전략적 목표에 연동됨. 
1970년까지 제3세계의 형성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
미국의 제3세계 혁명세력에 대한 적대시정책으로 제3세계 연대의식 성장. 
사회주의 정권의 ‘성공’도 제3세계권의 급진화에 큰 동력을 제공: 쿠바, 베트남 사례의 중요성 

Ch5. The Cuban and Vietnamese Challenges
쿠바와 베트남은 제3세계 좌파운동에 영감을 주는 사례로 기능. (비록 그것은 두 사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이지만).
쿠바와 베트남의 도전은 중소분쟁 덕분에 가능했음. 1960년대초 중소분열은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에서 기회이자 도전 요인이었음.
소련의 제3세계정책은 낙관적 기대(1958-1962)와 실망(1960년대말까지), 그리고 새로운 적극
정책(1970년 이후) 사이를 오감.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이후 제3세계의 급진화 및 친소련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완화
되었음. 예컨대 인도네시아, 콩고, 알제리 등 몇몇 국가에서의 반공쿠데타로 친미적 정권 수
립. 그러나 제3세계의 베트남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3세계의 빈곤문제 대응 등을 위한 정책
을 구상만하고 실천에는 옮기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