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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 신자유주의 세계화: 1970년대 초 세계 자본
주의의 위기와 전 세계 경제의 자유화, 개방
화, 민영화 

• 1980년대~19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개방 
정책의 시행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곳곳의 저항 증가
와 대안적 방식의 발전 도모 

• 유럽 역시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계기
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사회 형성과 관련된 

 

 



경험적 사례들이 축적됨. 

• 다양한 형태의 대안 추구: 탈주, 유토피아, 
자치, 아나키즘, 공동체주의,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동체, 생태 공동체, 사회주의, 협동조
합, 쿄뮨 등 

• 마리날레다 사례: 1970년대 말 이후 스페인
의 민주화와 경제 개방화의 맥락에서 대안적 
자치 공동체의 형성과 지속의 경험을 구조와 
행위자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함. 



스페인 안달루시아 
: 대농장체제의 형성과 지속의 역사 

• 안달루시아 지역의 대농장 체제:  

① 로마 시대부터 대농장 체제의 토지 소유 구조 
형성 

② 13-15세기 사이의 국토회복운동 과정에서 까스
띠야 군인들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많
은 대농장이 형성됨 (Djurfeldt, 1993: 162). 

③ 17세기 말 경 이 지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교
회, 국왕 그리고 귀족의 소유 하에 있었음 
(Perez and Remmers, 1997: 93). 



④ 결과적으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우 농촌 인
구의 상당수가 생계형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Djurfeldt, 1993: 160). 

⑤ 19세기 부터 몇몇 법령에 의해 농장주들의 
농지 매매가 이어졌으며, 그 결과 농업 부르
주아 계층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 
(Djurfeldt, 1993: 163). 



⑥ 20세기에 접어 들면서 안달루시아 지역의 
대농장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이어졌는데, 
특히 이는 제 2공화국 시기(1930-1936)에 
시작되었으나, 뒤이은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체제에 의해 토지 개혁 시도는 좌절되
었음.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마리날레다 자치공동체의 형성 

• 토지 개혁 시도의 실패와 프랑코 체제 하에서
의 대규모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농업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안달루시아 지역 농업 
노동자들의 삶은 보다 힘들어졌음.  

• 1970년대 특히 전통적인 농업의 위기와 기계
화에 따른 농업 노동자들의 삶의 여건 악화라
는 구조적 여건은 농업 노동자들의 급진적인 
정치사회적 동원화의 계기를 마련함 (Roca, 
2015: 185). 



• 주요 정치사회적 행위자:  

① 급진적인 농촌 노동자 조합(Sindicato de 
Obreros del Campo, SOC): 1976년 형성 

② 진보적 지역 정당 (the Colectivo de Unidad 
de los Trabajadores – Bloque Andaluz de 
Izquierda, CUT-BAI)과 그 지도자인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 (1979년 시장으로 
당선) 



• 1980년 SOC와 CUT-BAI를 중심으로 시위와 
토지 점거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이후 
토지 분쟁이 이 지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김상욱, 2014: 98). 

• 결과, 1991년 약 1,200 헥타의 엘 우모소(El 
Humoso)농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됨. 



마리날레다 자치 공동체의 운영 

• 단순히 엘 우모소 농장에 대한 토지 권한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마리날레다 지역 주민들
은 대안적인 자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함. 

① 정치적 측면: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② 경제적 측면: 협동 조합의 운영 

③ 사회적 측면: 실업률 제로의 사회적 고용, 
사회적 주택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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