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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 쟁 25주 년 기 념
학술대회를 맞이하며
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지 어느덧 사반세기
가 지났습니다.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면, 87년 6월 민주항쟁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 어깨
걸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함성과 승리의 경험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
권,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마다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
2012년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87년 체제’라는 말 대신 ‘2013년 체제’
를 이야기 합니다. 새로운 문명사적 대변혁의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분명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87년 우리가 꿈꾸던 참다운 민주주의와 평화, 복
지국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
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는 작업을 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2013년 체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6월 8일에 개최하는 ‘6월 민주항쟁 25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멀게는 해방이후에서
부터, 가깝게는 87년 이후 우리가 걸어온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정치, 경제, 복지,
지역균형 등을 살펴보고 우리가 향후 목도하게 될 변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토론회가 6월 하늘에 눈물과 함성으로 외치며 그렸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길목에서 ‘성찰과 대화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
다. 이 학술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분들과 참여자 여러분들
에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성헌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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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와 한국의 민주화
조지 카치아피카스 (웬트워스 공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거의 역사 진행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완전하지 못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의견은 과거의 성과와 발전의 핵심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평가로 제한하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학은, 안정을 위한, 그리고 최고의 미래 보여주
는 기준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중심으로 했다.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의 토대인 미‐일 동
맹에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역내 2인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다. 대만과 마찬가지
로 대한민국도 막대한 양의 필수불가결한 미국의 원조로 만들어졌고,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는 미
국과의 특권적 관계의 혜택을 받았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역사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고려할 때,
미국 중심 헤게모니에 대한 충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길임이 확실해 보인다. 대만이 이미 그랬듯
이, 미‐중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은 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많은 승리를 거둔 덕분에, 오늘의 한국인들은 경제적 번영, 막대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1997년 IMF 위기에서 회복한 후, 한국은 계속해서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10년간 진보 대통령들의 통치는 경제 확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가능하게 했다.1) 동시에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정부에 편입됐다. 보수진영에서는 반격을 준비했다.
2008년, “뉴라이트”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MB)이 취임하자마자, 군사정권의 암흑시대 이후 거두었던
많은 성과들을 불도저로 쓸어내듯이 없애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대중 간에 차이를 포용하면서 공정한 집단 결정에 도달하려는 공공의 논
의과정이다. 다수에 대한 반대는 귀중한 교정의 도구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지금의 방글라데
시는 부정적인 예인데, 왜냐하면 경쟁 정당들이 반대세력 인사의 체포를 자신들의 의지를 강제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이다. 반면 네팔은 이보다 훨씬 긍정적인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법의 테두
리 안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MB 하에서의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에 가까워졌다. 노무현을
비극적인 자살로 몰아넣은 것은 현 정권의 복수 중 가장 혐오스러운 사례다. MB 하에서 일본 정치
인들은, 한국 야당 인사들보다도 자주 청와대의 결정과정에 개입했다.
1) 김대중, 노무현 재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로, 또 두 배로 늘어났다. 자율적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노사
관계를 관리할 노사정 3자 체제를 만들었으며, 많은 시위를 허용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주식 시장 가
치는 173%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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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의 갈등하는 세력에는 크게 과거와 현재의 친일파 계층의 권위주의와, 공장과 농촌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과 그 동지들의 진보적 성향까지 있다. 이 두 진영 간의 경쟁이
현재 민주화와 그 쇠퇴의 역학을 결정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 나름대로는 ‘근대
화론자’였던 ― 권력에 굶주린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과 협력하여 이 나라에 재앙적 결과를 만들어냈
다. 1956년 일본 패망 후, 똑같은 사람들이 충성의 대상을 미국으로 바꿔서 이후로 계속된 미국 주
도의 통치 하에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 세기도 넘는 오랜 투쟁 끝에2) 친일파는 편하게 권
력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특히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일반 한국 서민들의 삶은 그들보다도
훨씬 나아졌다. 남한의 대다수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고, 일본 식민지 시대나 미국의 지지를 받
은 군사 독재정권 시대에 비해 억압은 상당히 줄었다.
잠시 후 상술하겠지만, 최근의 상당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주화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
리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유산에는 공동체 의식과 관대한 유교적 공공의 장이 있다. 불평등이 증가
하고는 있지만, 낮은 지니계수와 역동적인 시민 사회는 20세기의 투쟁으로 점철된 20세기 역사의
산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권의 반대세력이 수만 명의 인파를 거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다. 동시에, 지난 반세기 동안 백낙청이 명명한 ‘분단 체제’가
고착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존속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후기 식민주의 정체성 때문에,
스칸디나비아도 미국식 경제적 불평등과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더 깊은 문제에서 파생되는데, 바로 미국이 다시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마지막 순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문에 주한 군 사령관의
추정으로 300만 명이 죽을 전쟁을 겨우 피할 수 있었다3). 2002년 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을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4). 2003
년, 에드워드 J 베이커, 도날드 그레그, 돈 오버도퍼와 스티븐 보즈워스 등 미국의 저명한 한국 전
문가들이 서명한 외교협회 보고서는 해상 봉쇄를 지지하면서,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 전면전시 북한이 처할 위험을 고려할 때 남한을 침략하기 보다는 제한적 반격으
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 더욱 대규모의 전투는 실제적 위험이다5)”라고 주장했다. 베이커와 오
베르도퍼는 해상 봉쇄로부터는 거리를 뒀지만, 북한에 대한 폭격 가능성은 지지했다6).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th

2) 필자의 신간 Asia’s Unknown Uprisings: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 Century (Oakland: PM
Press, 2012) 참조 바람. 한국어판은 도서출판 난장 출간 예정.
3) “Engaging North Korea,” by Jimmy Carter, New York Times, October 27, 2002, p. 13. 참조. 또 다른 미국 연
구는 첫 몇 주 동안 미군 10만, 남한군 49만, 한국 민간인 수백만이 죽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4) 2002년 3월, 미 국방부의 미국 핵정책 검토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7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New York, CFR: 2003) pp. 44‐
45.
6) Ibid, p. 50. 사적인 대화에서 베이커는 미국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했
다. 그는 “North Korea/It's Time to Start Talking” in Global Asia (Volume 4 No. 4, Winter, 2010)에서 “우선
군사적 행동을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1953년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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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비극7)은 북한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맥락에서 발생했다. 비록 남한과 미국이 곧바로
북한을 공격의 주체로 비난했지만, 이 사건은 남북한 사이의 바다에 위치한 ‘북방한계선(NLL)’ 를 둘
러싼 군사적 충돌의 한 부분이었다. 1999년, 최소한 17명의 북한 해병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
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2002년에 벌어진 또 다른 충돌로 6명의 남한군과 13명의 북한군이 사망했다.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은 2010년 5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선언하고 미군의 ‘경계’ 강화를 지시하면서 한층 더 강해졌다. 2010년 7월 21일에는 미국과 남한 해
군은 동해와 서해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경 해군력 강화에
참견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북한을 위협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일본, 미국과 공조하여 나라를 분열시키고 북한 반대 세력을 규합하
는 한,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의 발전은 상당했으나,
10년간 이어진 DJ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지속되는 전시상황을 종결시키는 데 실패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북관계는 다시 심각하게 경직됐다. 일본과 미국이, 20세기
에 이미 그랬듯이, 자국의 경제적 안위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불길한 가능성은, 여전
히 실재한다. 새로운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 기업들이 재건사업을 하고,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이익을 얻을 막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심지어 북한으로부터의 과장된 위험마저도 미국에게는 자국
무기산업과 그 기업들이 일본, 남한과 대만에 선진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하는 촉진제가 된다는 점에
서 지금까지 미국에게 도움이 됐다.
남한 국민들이 국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든, 국제 정치역학은 틀림없이 여기에 어두
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통일은 DMZ 양쪽의 남북한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남한은 내
수시장과 자원, 생산을 확대할 기회, 그리고 잘 훈련된 인력을 얻는 한편, 북한은 생산성 높은 농지,
새로운 투자, 선진 기술, 그리고 숨 막히는 미국 봉쇄의 종결이라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두 나라는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 준비 상황이 끝난다
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막강한 미국에 처음으로 맞서 버틴 조그만 나라 북
한은 그 동안 반세기 넘게 끊임없는 적대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독일 통일과는 다르게, 남북통일은 비교적 진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에 비극적이
고 부당한 일제와 미제의 포악이 횡행했기 때문이다8). 천 년 이상 한 나라였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파괴되고 분단됐다. 유럽의 거인인 독일과 달리, 통일한국은 동아시아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스칸디나비아식의 중립과 민주주의를 모델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식 불평등을
보편적 번영으로, 분열을 합리적 논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옛부터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6자 회담과 같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인들이 개입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 남북한인들이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
스로 진정으로 ‘독립’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통
일한국을 통해 남한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질 수 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일로부터의 또
7) 2010년 3월 26일, 남한 해군의 ‘천안’함은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하면서 46명의 해군이 사망했다.
8) 두 나라의 대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Paik Nak‐chung, “Habermas on National Unification in Germany and
Korea,” New Left Review, September/Octo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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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완충지대로서의 이점이 있다. 십 년 동안의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으로
서는,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지도 모르는 통일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남북이 통
일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대륙에 마지막으로 남은 군사적 발판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계속 진출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려던 정책 입안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미주
의는 사회 지형에서 하나의 항구적인 특징으로 남아 있다. 상반된 문화적, 정치적 지지 때문에 때로
는 외부인들이 혼돈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남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처럼 보
이지만, 수면 아래를 보면 막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미국의 쇠퇴와 함
께, 세계 경기 침체, 미국인들의 탐욕, 그리고 아시아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영토 쟁탈전 등의 요인
들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에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불행히도, 남한의 후기식민주의 정체성은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대중, 노태우 두 진
보적 대통령들마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며,
끊임없이 미국에 경의를 표했다. 2003년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말 한국적이게,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다.
왜 미국에 대한 생각을 바꿨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노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기분 나쁜 듯 대답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부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라크 파병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때문
에 더욱 첨단 기술의 군사력을 키우는 동시에, 연간 국방 예산을 6.3에서 9.9퍼센트로 늘려 20가지
가 넘는 신무기 체계를 갖추고 50만 명의 상비 무장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
현하겠다는 ‘국방개혁 2020’도 노무현 정권 당시 승인했다. 이 계획의 총 비용은 6,600억으로 추정됐
다.9)
대선 전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놀랍게도 국보법을 철폐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필요
한 의석수도 얻지 못했다. 국보법을 철폐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이는 근본적인 실패로, 이 때문에 이후 민주적 권리가 침해당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노무
현 정권하에서 국보법은 계속해서 급진 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데 이용됐다. 이른바 ‘민주적’ 정부에
대항한 한총련 운동의 결과, 경찰의 수배를 받는 180명의 학생들은 점점 소수파가 되어 가는 조직
의 지하 운동원으로 숨어 살아야 했다.10) 경찰의 자의적인 국보법 적용으로 구금된 학생수는 점점
늘어났다. 2003년, 민주노동당의 학생 당원이었던 김용찬과 김종곤은 국보법 7조 위반으로 체포됐
다. 이 건국대생들의 ‘이적행위’의 증거 중 일부로, 정부는 마르크스의 ‘자본’, 루이 알튀세르의 ‘마르
크스를 위하여’, 그리고 필자의 책 ‘신좌파의 상상력: 전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년’을 소지, 사용한
점을 들었다. 학생들은 철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나눠준 소책자에 이상의 책들의 일부를 인용
하여 쓴 것이었다. 국보법을 유지시키고 부시에게 굽실거린 것에 더해서, 노무현은 중국의 압력에
9) https://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5/205_27123.html, accessed May 26, 2009.
10)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of the Republic of Korea, A Hard Journey to Justice
(Seoul: Samin Books, 2004),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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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이겨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려던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06년
12월 대대적 FTA 반대시위 직후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이 넘게 FTA에 반대한다고 하였
으나, 노무현은 한국 경찰이 향후 모든 FTA 반대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방관했으며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
퇴임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다는 것이 과연 놀랄 만한 일일까?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진보적 정부와 사회운동의 힘의 역전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너무나 많은 진보 운동가들을 정부로
끌어들임으로써, 그의 정부는 거리집회를 약화시켰다. 전문적 NGO들이 길거리 시위를 대체하면서,
운동은 탈정치화됐다. 동시에, 퇴임 전에 FTA 승인을 받으려는 완강한 의지 때문에 거의 모든 진보
세력이 환멸을 느끼게 함으로써, 노무현은 지지 기반을 잃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열렬한 노
사모 회원에서 정치 거부자로 만들었다. 그의 열린우리당은 영향력을 잃고 다른 정당들에 흡수, 통
합됐다. 학생운동의 탈정치화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과로부터 나온 아이러니한 부산물이었다. 여
기에 역사의 일반적 ‘규칙’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찰스 틸리는 민주주의는 언제
나 사회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반대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들에 비하면 빛난다. 임기 중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 후에는 많은 사랑을 받아서, 2008년 중에 몇 달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고
향을 방문했다. 다른 전 대통령들 중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서의 역할과, 반납하라는 법원명령에 불
복하고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빼돌린 공개적 거짓말 때문에 불명예를 안았다. 노태우는 거의
50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되돌려줬지만, 조용하게 살고 있다. 노무현 바로 이전의 두 전 대통령 YS
와 DJ는 자식들의 부패 때문에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YS의 아들은 뇌물 때문에 감옥에 갔고, DJ의
아들들 세 명 모두 부정부패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비해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떠난 후 1년이
넘도록 지지자들의 애정을 누렸다.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무관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로, 그리고 또다시 두 배로 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경제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
이 이에 동의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세력들은 의미 있는 대안도, 카리스마 있는
후보도 내놓지 못했다. 전 국민의 절반이 FTA에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 대선후
보도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MB의 “747”선거공약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7%, 1
인당 국민소득은 또 한 번 두 배로 늘어나서 4만 달러가 되어,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박을 차치하고도 한국의 정당제도는, 50% 이상의 국민이 FTA를 반대함에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어떤 주요정당도 FTA를 반대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이명박의 공약은 많은 유권자들의 마
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득표율 48.7%로 2007대선에서 승리했다. 문자투표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사상 최저인 62.9%를 기록했다. 이는 2002대선의 70.1%보다 상당히 낮고,
1987년 89.2%, 1992년 81.9%, 1997년 80.7%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이다. 과거 선거들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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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수였던 지역색은 이번에도 뚜렷했다. 그러나 가장 큰 화제는 낮은 투표율이었다. 유효 유권자
의 31%만의 선택을 받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다.
몇 달 후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 299석 중 153석을 얻으면서 완전한
다수당이 됐다. 우파가 차지한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200석이 넘은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
당이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야권의 통합민주당은 81석, 민노당은 5석에 그쳤다. 대선에서와 마찬가지
로, 주요 화두는 유권자 무관심이었다. 2008년에 유권자의 절반 이상 기권하고 46%만이 투표권을
행사했다11). 아래의 표를 보면 투표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연도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참여율
76%
72%
64%
57%
61%
46%

비고
6월 항쟁 직후

노무현 탄핵 1개월 후
유권자37,795,035 중 17,389,206 명 투표

선거 참여율 하락세는 정부에 대해 무관심을 반영하는데, 한국이 미국화된 특징 중 하나이다.
1987년의 치열한 정치투쟁과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유권자 참여율에 상당한 상승을 야기
한 한편, 2008년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정치의 관례화에 대한 반응이었다(이 때 양대 정당들은 FTA
를 받아들였다). 보수세력이 투표를 독점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무현 임기 이후 주류 정치
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다. 46%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에 반영된 대중의 비정치화는 뉴라이
트가 민주주의의 성과를 역행시킬 문을 열어주었다.
제도권의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핵심적 한계 중 하나
다. 실제로,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는 단지 의례화된 민주주의일 뿐,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차이 정도밖에 없는 정치인들을 두고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선거는 막대한 군비 지출과 대기업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국
에서 투표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이 국고에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나 전쟁기계의 끝없는 탐욕을 키
우는 국방부 연간 예산 확충에 대한 대안을 주지 못했다. 몇 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부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기분이 들도록 할지는 몰라도, 실제 사회적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
적 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회운동의 경험 내에서 재형성된, 심사숙고를 거친 민주주의는, 현
재의 지배적인 시스템인 대의 정부가 제공하는 가능성들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대만에서는 국민투
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직접 접근하여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점에서
명백한 개선이지만, 군사화된 민족국가들이 통치하는 세계 체제에서는 이러한 보완마저도 완전하게
11) Doh C. Shin, p. 9; Balbina Hwang, “The Elections in South Korea: A Victory for the Electoral Process,”
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484.cfm, accessed March 24, 2009; Angus Reid Global
Monitor, “Election Tracker South Korea,” http://www.angus‐reid.com/tracker/view/1472, accessed March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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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거버넌스와는 거리가 멀다).
MB정권하에서 많은 일반 서민들의 경제 여건은 악화됐다. 경제 양극화가 심해졌고, 아래의 그래
프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부의 배분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2006년에 한겨레신문은 대한민국 인구의 1%가 토지
의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2)
그래프 1. 한국인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 비교(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

출처: 통계청 자료 발췌,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한국 정치학회보 43권 5호 p87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무효화
MB정권은 중산층을 공격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의 힘겨운 투쟁을 통해 쟁취한 진보
민주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 했다. 2008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새 정부는 노무현
임기 중에 부패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들을 풀어주고 특수 훈련을 받은 전투경찰의 증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조치들은 불명예스러운 전 대통령이자 이명박의 친구인 전두환을 연상시킨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2008년
4월 19일에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부시를 만났다. 부시 대통령의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다닌
후, 이 대통령은 그 날 저녁 한국 정부의 5년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
다. 세계 많은 곳에서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컨세서스로부터 남아 있던 모든 것을 폐기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주의를 거의 파괴하는 ‘제2의 레닌’ 역할을 했다고 추
앙 받는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국 뉴라이트 측에서는 부시에게 공감하면서, 미국과 세계경제에 재
앙이었다고 증명된 부시 시대의 정책들을 모방했다. 풀뿌리 대중들이 오히려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했음
12) 2006년 10월 3일자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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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게 할 빗장을 열었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
쳐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이에 결국 이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의 무제한 수출 요구에 항복했던 결정
을 수정하게 됐다. 남한 시민사회는 상의하달식 신자유주의에 매우 필요한 교정 역할을 했다.
노무현의 리더십 하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냉전 시대 국가가 허가한 수만 건의 살인의 조사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MB정부는 이 위원회를 무시했고 그 권한과 수명을 제한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기의 친일파를 조사하던 공식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11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고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였다. 이 둘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게 남길 생태적 악몽이다.
MB 정부가 실행한 모든 문제적 조치들 중에서도, 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장 우려된다. 2008년 7
월, MBC PD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사실을 과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
게 됐는데,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신부를 포함해서) 일상생활을 하
고 있던 이들을 하나씩 구속됐다. 대통령의 측근이 영어 방송국 아리랑 TV의 사장으로 임명됐다.
24시간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 방송 YTN에도 신임 사장이 임명됐다.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그
의 출근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개입했다. 노조 간부들은 수 차례 심리에 불려갔다. 그리고 네 차례
출석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됐다. 인터넷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7월 24일, 구글 코리
아는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호텔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동영상 두 개를 지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13). 미네르바라는 블로거는 세계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부가 경제 관
리에서 보인 무능을 폭로하였고, 이후 추적당하고 기소됐다(그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대통령과 측근들은 마음대로 언론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 그러면 명백
한 범죄로 취급된다. 한국의 보수 신문(조선, 중앙, 동아)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 운동은 불법이라고
선언되었고, 인터넷으로 이 운동을 조직한 사람들은 기소 당하고,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
권을 압수당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워낙 강해서 심지어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범죄로 본다.
‘뉴라이트’ 신봉자들은 기뻐했다.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을 따라 한 이들은, 한국의 발전에 있어 민
주화 운동의 역할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교과서들을 수정했다. 뉴라이트 세력은 전국 교사들
에게 널리 보급된, 정부의 ‘업데이트’된 한국사 동영상 제작을 도왔는데, 여기서는 한국 민주화 역사
의 일부로서 광주 5.18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공식 수사 이전에, M B의 뉴라이트 지지자들은 ‘레
드 콤플렉스’를 되살리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으로 1948년 제주 4.3전체를 “공산주의적”이었다고 꼬
리표를 달았다.
대통령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외에, MB 정부가 언론을 공격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과의 새롭게 친밀해진 관계를 덮으려는 것이다. 10년간 진보 정권은 중국과의 관
계를 강화했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다. MB는 ―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의
발자국을 따라 ― 과거 정권의 유산을 무효화하고 한국을 일본에 가깝게 하려고 한다. 일본에서 태
어나 쓰키야마 아키히로라는 이름을 쓰던 MB 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직접 일본 총리를 만나
왔다. 그는 자신의 일본 친구들에 대한 반대는 작은 것이라도 참지 못한다. UN 세계인권선언 60주
년이었던 2008년 12월 10일에 그의 정부는 ‘위안부’였던 여성들과 그 지지자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13)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00711.html, accessed on July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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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벌이고 있던 평화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여섯 대의 전경 버스를 보냈다. 이 한 시간짜리
집회는 1992년 이후 매주 열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이
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일본 대사관 반경 300미터 내에서 어떤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한다.
2009년 1월 12일 아소 일본 총리와의 월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수백 명의 한국 여성들의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 요구를 무시한 미쓰비시 중공업을 한국 위성 발사 사업자
로 선정했다. 미쓰비시가 제안의 일부로 기술 이전을 거부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기술 이전을 포함
하여 계약했던 러시아 회사로부터 계약을 변경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일간 경제 관계 강화14)”를 더 중시했다고 보도됐다. 중국이 역내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은 10년 동안 경제침체에 허우적거리는데,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앞
으로 끌고 나가는 데 클루소 Clouseau 형사급의 수사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일본을 과찬하는 사람
은 그만이 아니다. 다른 이들도 한국을 일본의 “팩시밀리”, 즉 “아시아에서 특별히 현대 세계의 과제
에 걸맞은, 우월한 국가”로 여긴다.15) 남한의 애국자라면 누구라도 북한에 대항하여 일본과 협력하
는 것을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그가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가 되는 데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
한 후, 이 대통령은 그의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 년 후, 그런 발
언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 특히 그가 대통령 선출 이전에 실용적 대
북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게 악화됐다. 공평한 정책 대신에
그는 끊임없이 일본 지도자들과 단합하여 북한을 주변화하고 고립시켰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의 눈
에는 국익에 대한 수치스러운 배신으로 보였다. MB는 북한을 고립시켰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개
성공단 계약은 무효화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됐다), 자신의 측근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려
는 고집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불도저’라는 별명에 걸맞게 MB는 자신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것마저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대신에 그와 뉴라이트 세력은 인기
도 없고 의문스러운 정책들이 반대를 짓밟고 강행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009년
5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도심 대규모 집회허가를 중단하고, 이제는 불법
이 된 공공집회를 벌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속할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발표했
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후진적 시위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16)

14) 요미우리 신문 2009년 1월 13일자 보도 인용, 한겨레신문 2009년 1월 15일자
15) Meredith Woo‐Cumings, “Market Dependency in US‐East Asian Relations”, in Arif Dirlik (editor), What Is In
a Rim?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8) pp. 166, 184.
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56066.html, accessed on May 25, 200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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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와 민주주의
저명한 카네기 외교 윤리 협의회는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화를 돌아보며 ― 영웅적인 시민들의
운동이 아니라 ― 노태우 개인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다는 결론
을 내렸다.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오랜 전통을 따라, LA 타임즈의
프랭크 깁니 기자는 노태우가 “상당히 진심으로 민주주의자였다. 그는 ‘한국에는 민중이 원하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썼다.17)미국의 많은
엘리트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엘리트가 주도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데, 이런 생각은 전두환의 독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에 비해 우월했다고 정당화하
면서, 노태우를 민주화 운동의 적이 아닌 참여자로 여긴다.18)
카네기 보고서는 한국은 “시민사회가 취약”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미한 영
향밖에 끼치지 못했다고 하면서,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노태우의 6.29
선언을 언급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을 이러한 변화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주장했다.19)
1987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한국 특사였던 개스톤 시거는 또 다른 글에서 “노태우는 한국을 완전
한 민주주의로 이끌”었고, “경찰의 권력을 약화”시켰으며, “노동조합에게 자유를 주는” 정책을 폈다고
썼다.20) 내가 이런 글들을 김근태 의원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는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들
의 결론은 “모욕”이라고 했다.21)
지금 때늦은 지혜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노태우가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
쟁”을 벌였고, 전두환보다도 더 많은 운동가들을 구속시킨 것을 알고 있다. 전, 노 두 독재자는 광
주 학살에서의 역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전두환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발뺌했고,
노태우는 횡령한 돈 수억 달러를 반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전문가들은 그가 나쁘지 않았고,
한국의 민주화가 “엘리트 주도”였다고 믿는다. 이런 이들은 현실을 완전히 뒤섞어버린다. 이들의 생
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희생하고 투쟁한 것이 아니라, “역사
적인 6.29 연설”에서 “시위와 최루탄을 멈추”라고 “제안”한 노태우가 한 것이다.22) 한국 민주 운동가
들이 항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개스톤 시거가 2월에 한 연설이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킨”
“미국 외교의 최고의 성공”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6.29는 정치 자유화를 재촉한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시위를 잠재우는” 데도 필요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23) 이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
17) Frank Gibney, Korea’s Quiet Revolution: From Garrison State to Democracy (New York: Walker and
Co.,1993 ) p. 99. 노태우의 정보요원들이 깁니에게 민중신학 팜플렛을 보여줬는데, 그는 여기서 “민중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바꾸어 썼다.
18) See Jung‐kwan Cho, “The Kwangju Uprising as a Vehicle of Democratization” in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editors),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Lanham,
Marylan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19) Ibid. 6.
20) Gaston Sigur, “A Historical Perspective on US‐Korea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1987‐1992,” in Carnegie Council,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pp. 9‐17.
21) 김근태와 2008년 8월 2일 서울에서 인터뷰
22) Han Seung‐soo in Carnegie, p. 119.
23) David I. Steinberg,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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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최고 지도층에 있으니, 미국이 그렇게 빨리 쇠퇴했다는 데 놀라울 것이
있겠는가?

시민사회의 역할
카네기 협의회는 한국 시민사회가 취약했다고 보지만,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에서 광주와 6월
항쟁에 이르는) 경험적 역사를 보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시민사회가 얼
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김선혁은 이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동맹을 조직하고, 야당과 연대하여, 종국에는 ‘민중 궐기’로 권위
주의 정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민주화의 전체 과정을 시작하고 주도했다 … 시민들의 집결은 절대
적으로 중요했으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동력은 언제나 국가가 아닌, 이에 대항한 시민사회로
부터 나왔다.”24)
챌머스 존슨도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1961년에서 1989년까지 남한은 냉전 기간 중 최악의 군사
독재자들이 다스렸다. 마침내 한국인들이 그들을 끌어내렸고, 지금은 상당히 건강한 민주주의를 갖
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공은 한국 국민들에게 돌려야 한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동아시아에
서 한 좋은 일들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존슨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본처럼) 외국의 정
복 세력이나, (타이완에서처럼) 엘리트 계층이 안겨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투쟁을 통해 민
주주의를 쟁취했기 때문에 앞의 두 나라보다 더 강할 것이다.25)
어렵게 얻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은 김근태에게도 큰 자부심이었다. 그가 설명하기를, “6월 항쟁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일본인들은 다시 눈을 뜨고 한국인에 대한 우월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 때부터 한
국인들은 경제, 심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는 국민들이 쟁취했기 때문에 맥아더의 독재를 통해 얻은 일본 민주주의보
다 깊다”고 생각한다.26) 2008년 박원순도 한국의 시민 사회에 대해 김근태가 느낀 것과 같은 취지
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시민운동가들이 한국 NGO들이 선거에 나온 부패 보수 정치인들의 기
록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이기는 데 성공했다는 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카네기 협의회의 자유주의자들과 사무엘 헌팅턴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공통
적으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카네기 보고서에는 한국적 가치는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으며”27)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불편”해하고28) “엘리트가 통치하기를”29) 바란다는 주장이 들
24) Sunhyuk Kim, “Civic Mobilization for Democratic Reform,” in Institutional Reform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edited by Larry Diamond and Doh Chull Shi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p. 281.
25) Chalmers Johnson, “South Korean Democratisation: The Role of Economic Development,”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sation, Norther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edited by James Cotton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p. 107.
26) 김근태와 2008년 8월 2일 서울에서 인터뷰
27) Donald S. Macdonald, in Carnegie Council, p. 24.
28) Stephen Kirby, in Carnegie Council, p.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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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렇게 한국 시민사회를 축소시키고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비난하는 태도는 한국에 대한
진보적 평가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한 세기 동안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된 결과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민중’이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다고 한다. 커밍스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1985
년 2월 총선과 함께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30) 그레고리 헨더슨와 마찬가지로, 커밍스는 전통적
한국사회에는 강한 시민사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강한 시민사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현대사의 극심한 혼란의 산물이자 선물로서 처음으로 나타났다.”31) 커밍스는 유럽적 시민
사회를 보편화하는 보는 오류를 범하는데, 특히 자율적 개인과 유럽적 형식의 시민사회에 대한 부분
이 그렇다. 커밍스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공동체 개념을 빌려 “지식인들은 자각된 시민 사
회의 주요 운반자”32)이지만 여기에 1980년 광주항쟁 당시의 한국 지식인들이나 과거 민간 교육기관
인 서원의 전통적 한국 지식인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양반들이 고위관료가 되기 위해 과거시험
공부를 하던 민간 교육기관 서원은 한 때 그 수가 너무 늘어나서 1700년에는 조선에 중국보다도 많
은 600개가 있었다. 지역에 추종자를 거느린 특정 학자들에 집중된 서원은 “이성적 대중”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서, 공공영역의 일부 또는 시민사회의 중간 기구였다.33) 지
방 학자들은 종종 국가와 국민 사이의 중개 역할을 했으며, 전통사회에 필수적인 구성원이었다.34)
하버마스가 그랬듯이, 유럽중심적 틀은 서구적 개인을 실체화하고, 유럽의 역사적 흐름이 모든 사회
에 적용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보편적 범주를 만들게 한다.
커밍스는 시민사회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갖는 실제 관계들 속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일반대
중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국가에 실제보다 많은 권력이 있다고 여긴다. 박정희
의 쿠데타는 “시민사회를 폐쇄한” 행위이고 “시민사회는 1985년 2월 총선과 함께 다시 깨어났다”는
것이다.35) 그는 많은 서구 민주화 이론가들처럼, 일본은 1945년 이후, 한국은 1993년 이후에 민주
주의국가가 됐다고 믿는다.36) 이 두 나라가 의회 민주주의를 향해 간 여정은 매우 달랐다. 한국에
서는 시민 사회로부터의 심한 투쟁을 통해 민주적 개혁을 쟁취했다. 이는 위로부터, 즉 맥아더가 정
해준 선거제도를 따른 일본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스는 “대한민국은 아직 일본이나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모델에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그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든다. 그
런데 국보법은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일본식 모델 하에 1948년에 만들어진 것이다.37)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에서 지속되는 분단은 정치적, 경제적 삶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킨다.

29) Kirby, p. 73.
30) Cumings, “Civil Society in West and East,” in Charles Armstrong, (editor),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2007) p. 24.
31) Cumings in Armstrong, p. 9
32) Cumings in Armstrong, p. 17.
33) JaHyun Kim Haboush, “Academies and Civil Society in Chosun Korea,” in La société civile face à l’État:
dans les traditions chinoise, japonaise, coréenne et vietnamienne (Paris: École‐française d’extrême‐orient,
1994).
34) Cho Hein, “The Historical Origin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37: 2 (Summer 1997).
35) Cumings in Armstrong, pp. 23‐4.
36) Cumings in Armstrong, p. 22.
37) Cumings in Armstrong,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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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심성의 지속
한국 민주주의와 이에 따른 한류에 대한 공의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돌려야 하는데, 그 전환점은 광주 항쟁이었다. 수십 년간의 사회운동은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자신
감을 형성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면 한국의 문화 한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독재정권이 진실을
억누르려 했기 때문에 광주 항쟁은 이후 10년 넘게 문화적 저항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공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과도기의 정의는 다시 한 번 광주 시민들이 주도했
고, 이는 항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기념 묘역 조성을 이끌어냈다. 풀뿌리 차원에서의 오랜
투쟁 끝에, 국회는 1995년에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장학금과 보상
을 지급하기 위한 5.18기념재단이 설립됐다. 제주에서는 지방정부가 광주의 선례를 따라 1948년 제
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사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결
국 성공했다.38)
광주의 운동가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물 건립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한국의 운동은 아시아 전역에 민주화의 기준이 됐다.39) 1993년부터 광주 시민들은 5월 항쟁에 관련
된 국제 학술 토론회를 5회 이상 개최했고, 5.18 기념재단은 계속해서 국제 연대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다. 매년, 현장에서 싸우는 운동가들을 위한 인권상과 국제평화포럼 같은 연례행사가 열리고
있고, 수백 명의 운동가들이 광주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민속학교에 모여든다. 또한, NGO 지원금은 스리랑카의 ‘사라진 사람들의 날’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
의 프로젝트 단체들을 돕고 있다. 1997년 광주시민연대는 항쟁 당시 광주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40)
광주 출신의 운동가들은 동티모르, 캄보디아, 태국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평화 캠프를
진행했다. 그들은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항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도 했다. 네팔, 미얀마, 필리핀, 부탄,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
탄 등에서 운동가와 학자들을 초청해 운동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하고 다른 양상에 대한 토
론회를 개최했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는, 홍콩, 인도, 네팔, 한국에서 4년간 회의
를 열고 200개의 NGO가 직접 참여한 결과물인 ‘아시아 인권 헌장’을 공표했다. 이 헌장이 발표되었
을 때 토론회에서는 “광주 학살과 이에 대한 광주 시민과 한국 국민들의 대응은 아시아 인권운동
발전에 있어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 그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라
고 동의했다.
38) See Ko Chang‐hoon, “The US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Jeju April Third Uprising and Massacre:
An Islander’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Jeju Sasam Uprising and East
st
Asian Peac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Human Rights in 21 Century Korea, Harvard University, April
25, 2003; also see Na Kahn‐chae, “The Revival Movement of the Two Uprisings in Korea: Jeju and
Gwangju,” 2006.
39) For analysis of the long struggle of the May Movement, see Na Kahn‐chae, “A New Perspective on the
Gwangju People’s Resistance Struggle, 1980‐1997,”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edited by George Katsiaficas and Na Kahn‐chae(London: Routledge, 2006).
40)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ited by Henry Scott‐Stokes and
Lee Jai‐eui(Armonk: M.E. Sharp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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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사라진 수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의 부모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광주 운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1999년 콜롬보 랏돌루가마(시두와)에 실종자 기념관을 지을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한
국 유가족들의 경험에서 힘을 얻었다. 5.18 민주묘역과 옛 망월동 묘지도 방문했다. 이 경험 때문에
사라진 이들을 위한 기념물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41) 광주의 영감은 아시아 전역에 전해졌다. 태국
의 1992년 5월 영웅(1992년 태국에서 있었던 항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친족회의 회원인 아냐‐
오른 키유보리분은 1996년 광주를 방문하여 “한국 국민들의 하나 된 운동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
기다”라고 말했다. 2000년 11월 3일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지도자 호세 알렉산드레 구스마오는 국제
인권상을 수상하면서 광주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하기를, “광주에 와서 영광이고, 여기서
는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은, 이
후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18일, 윈 켓 민족민주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은 아웅산 수 치에게 시상된 광주인권상을 대리 수상했다. 그는 광주가 자신들의 운동
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매우
감사하고, 광주가 미얀마에서 평등과 자결을 바탕으로 한 진정으로 민주적인 연방의 확립을 위해 싸
우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 모델이라고 굳게 믿는다.” 2009년에 만난 네팔의 총리 마드하브 네팔은
자기 나라에서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광주를 찾은 적이 있는데 “시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감명 받았
다”고 나에게 말했다.42)
광주 항쟁에서 반세계화 시위까지, 한국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1999년 시애틀
에서 일어난 반WTO 시위 당시, 용기 있는 한국 참가자들은 거리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 2003년 칸쿤에서 열린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인들의 통합된 모습과 이경해의 자살은 아메리
카 대륙 선주민들에게 전설이 됐다.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칸쿤 회의장에 접
근하는 것을 가로막자, 수십 명의 한국 농민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함께 밧줄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
골에서 어려서부터 매년 동네에서 열리는 고싸움놀이를 준비하며 손으로 밧줄을 만드는 법을 배웠
던 것이다. 농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새끼를 꼬고 엮어 만든 밧줄을 바리케이트에 걸어, 모두의 도움
과 응원을 받아 경찰의 장애물을 치울 수 있었다. 전통 시민사회가 집회에 도구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이다.
2005년 12월 13 WTO회의가 열린 홍콩에서는 수십 명의 한국 농민들이 경찰 방어선을 피해 컨
벤션 센터로 가기 위해 행렬에서 벗어나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러
한 행동을 통해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단합된 운동의 힘을, 즉 민중이 어떻게 거대한 승리를 거
둘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줬다. 한국 운동가들의 창의적이고 용감한 행동은 수천 명에게 경찰의 우
위를 거부하도록 했다. 한국은 제3세계 여러 국가들이 튼튼한 경제, 민주주의 개혁 성취, 그리고 전
통문화 때문에 존경하는 본보기이다.

41) Sanjeewa Liyanage “Memory, Missing People and Hope for Peace in Sri Lanka,”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Historical Memory and Cultural Representation,” 15‐
17 May 2003, p. 117.
42) 마드하브 쿠마르 네팔 2009.4.12. 카트만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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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해방의 변증법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한국의 역사적 자원 중 하나이다. 풍부한 시민사회는 일상생
활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중간 및 소규모의 모임들을 포함하며, 인간관계의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상호존중 어디에나 있다. 현대 한국의 음양에서,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쟁취한 사회성
이, 동시에 개인의 자유, 특히 여성의 해방을 방해하고 있다. 가부장적 유교주의 구조는 행동과 기
회의 양상을 강력히 규제한다. 젊은이들은 연장자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봉사할 의무를 지고, 빈자
는 부자에게 아첨하며 결정을 맡겨야 한다. 가까운 사이의 남자들은 흔히 서로를 동등한 호칭보다
는 ‘형님’, ‘아우님’이라고 부르고, 학교나 직장에서는 나이에 따라 “선배”나 “후배”라고 한다. 호칭이
나 동사 변화, 그리고 수많은 의례와 규칙에 나타나듯, 수직적 구조의 관계가 내부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공손함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상하관계가 내포된 형태가 가족의 편안함과 보살핌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금의 결합체에게 안전한 피난
처를 제공해 준다. 낯선 사람 사이에도 흔히 “아저씨”나 “언니”라고 부르면서 상하관계를 더 받아들
이기 쉽게 하면서, 동시에 이에 항의하기 어렵게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원천인 동시에, 혁명적 각성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한
편으로는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한 익숙한 양식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서구의 경쟁적
행동에서 보는 개인주의적 소외와 비교하면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적 형태이지만, 동시에 개
인을 사회체계의 고정된 자리에 묶어두는 도구이기도 하다. 가부장적 권력이 만연한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학대당한다. 2009년, 미디어를 지배하던 남자들에게 위협과 성적 학대를 당하
던 배우 장자연의 자살이 이러한 결과이다. 사회운동도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장자연이 스스
로 목숨을 끊은 같은 달에, 성폭력 의혹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2009년, 해고에 반
대하는 쌍용 노동자들이 투석기, 화염병과 여러 무기를 가지고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사례처럼, 한
국의 노동자들은 전세계 어느 곳보다 강력한 투쟁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내부의 성차별적 역학
때문에 큰 손상을 입었다.

자유의 비용
2008년 말,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축재의 체제가 거의 붕괴하면서, 전세계적 불황이 시
작됐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 헤게모니는 20세기에 누렸던 우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금
융위기와 함께, ― 호황과 침체의 주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병과 고통을 가져오는 ―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세계체제의 불합리성은 전세계적 빈곤이 심
해지던 때 은행가들이 받은 엄청난 보너스에서도 볼 수 있다. 2008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는 10억 명이 기아, 20억 명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고, 이번 위기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 때문에
1억 명은 “절대 빈곤”에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은 계속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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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줘서, 부국의 회사들이 빈국의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체
제의 변방에서는 기아가 증가하고, 이익은 중심으로 모인다. 이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즉 세계의 빈
자에서 부자로, 부의 체계적 이동을 보여주는 한 가지 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보고서에서
“어린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고, 기아와 빈곤 때문에 매일 25,000명이 목숨을 잃는다”라
고 한 것이 놀라울 것이 있겠는가? 이런 통계수치들은, 시위에 나온 한국 여학생들과 같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젊음의 힘이 없다면,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체계적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서
민의 단순한 요구가 과학, 정치, 그리고 특히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자
란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인) 신선한 음식이 필요하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또는 전쟁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정부가 필요하다. 광주 해방구와 2008년
촛불집회에서 보여졌던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체제는 기업이 만든 건강
하지 않은 음식과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체계적 기아를 만든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MB나 부시
같은 지도자들은, 멍청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초
기에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들을 주도했던 수백 명의 중고등학생 소녀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딜레
마를 보여준다. 이 소녀들은, 선출됐든 아니든, 한국의 엘리트들보다 뛰어난 “집단 지성”을 구현했
다. 선출된 공직자의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대신에, 이 소녀들은 핵심문제들을 토론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 의사결정을 민주주의의 중심이 놓으려는, 전세계적 풀뿌리 운동의 노력의 일부였다.
21세기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지만, 갑작스러운 촛불집회의
발생으로 수십 명의 일반 서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문 운동가가 됐다. 이들은 집회를 한 가지 틀
에 끼워 맞추려는 이전의 운동가들과 거리를 두었다. 이런 새로운 운동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일
시적이며, 계급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이익을 위해 시위
를 조직했다. 모든 자율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치정당과 무관했으며, 소중한 자율성을 지
키기 위해 어떠한 중앙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다.43) 유전자 조작, 대량생산 식품, 호르몬, 살
충제 등 우리를 오염시키는 현대기술의 “경이”들과는 달리, 촛불집회는 인간의 순수성을 받아들인다.
사이보그나 마키아벨리식 권력게임이 아닌, 에로스와 인간성이 그 핵심에 있다. 옛 운동권 세력에
편입되는 대신, 이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집단지성을 만들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탐
욕스러운 한 대통령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보다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국민들의 번영은 시민사회와 “시위문화”가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역량에
달려 있다. 최근에 새 책을 쓰던 중, 한국 20세기의 기나긴 항쟁의 역사를 돌아보다가 한 가지 반
복되는 주제가 명확해졌다. 바로 일반 서민들의 집단지성이 기존 엘리트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43) 수십 년에 걸친 한국 운동의 결정화가 왜 촛불집회가 그렇게 빨리 자랐는지 설명해준다. 1976년부터 DJ와 오중
일 등이 독재정권에 대항한 하나의 전술로 진행했는데, 1894년 농민들이 광주에서 횃불 행진을 했을 때부터 불
은 운동을 부채질하는 도구로 쓰여 왔다. 촛불집회는 1987년 6월 항쟁 때 서울(6월 15일)과 부산(6월 17일)에서
나타났고, 2002년 효선과 미선을 위한 몇 주간의 추모행사와, 183일간 계속되어 핵폐기장을 막아낸 부안 투쟁에
서도 에서도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촛불을 들었고,
평택에서는 새로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매일 2년 넘게 이어졌다. 축제처럼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최근의 집회들은 (시민운동의 개혁주의를 재생산하기보다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을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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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94년 조선왕조와 이를 보호하는 일본에 반기를 든 운동에서부터 십대 여학생들이 이명박 대
통령과 미국과의 관계에 항의하는 것까지, 수십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당한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왔다.
피로 얼룩졌던 기나긴 20세기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 중 하나는, 자신들의 힘과, 역사의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자신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 그리고 다시 불붙은 상상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지난 투쟁의 소중한 유산이다. 힘든 싸움 끝에 거대한 승
리를 쟁취했으며, 다음 세대들은 그 교훈을 배우고 자유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이미 큰 희생을 치
르지 않고 군부를 권력에서 몰아냈다. 노조를 만들고, 여고생을 리더로 만드는 문화적 변화를 이루
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유교적 시민사회의 관대함이 이러한 변화를 더 수월하게 했다.
1980년대 엘살바도르나 1990년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서 있었던 만행을 생각할 때, 한국인들은
훨씬 상황이 좋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이나, 2009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때 수천 명이 한겨
울 추위 속에 해안을 깨끗이 청소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 한국인들의 단결은 앞으로도 우리를 놀
라게 하고 가르침을 줄 것이다. 2009년, 수많은 노사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의 예의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한국경제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평했다.44)
19세기와는 달리, 이제는 역사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제의 진보가 내일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퇴보할 수 있다. 바이마르 민주주의 직후
히틀러의 집권이 그렇다. 더 최근의 사례를 보면, 필리핀 국민들이 1992년 미군을 몰아내는 데 성
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냉전 대신“테러와의 전쟁”으로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면서 다시 주둔하고 있
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와 번영이 미래 세대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평화보다 “국
가안보”를 더 중시하는 국가 관료들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탐하는 부자들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축소되고 번영은 사라질 것이다.
한국은 완전한 해방을 이루기 전에 운동이 쇠퇴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간단한
명제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1. 사회운동 덕분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다.
2. 기존 세계체제가 가진 가장 막강한 힘들 중 하나는 바로 자신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
격을 흡수하고 무디게 하는 능력이다.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러시아와 중국 혁
명, 프랑스의 1968년 5월 항쟁, 그리고 20세기 말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물결은 모두
체제 합리화, 즉 시장 확대와 더 많은 자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 됐다.
‘타당한’ 체제를 만드는 일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소수의 기업 지배층과 그들의 정치인 친구들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게 놔둘지 말지가 지금 우리 모두 선택의 기로에 있다. 최근의 쇠퇴가 현실이
기는 하지만, 20세기 전반에 걸쳐 얻어낸 많은 자유도 현실이다. 비록 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
고 있고, 세계 경제 권력이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권력은 대부분 한국인의 손에
44) Choe Sang‐hun, “South Koreans Band Together to Save, and Create, Jobs,” The New York Times, April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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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한국인들은 마침내 21세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우리 모두를 고귀하게 할 것이다. 미국 민권운동의 희생이 사회 전반의
격을 높였듯이, 한국인들은 피로 얼룩진 기나긴 20세기의 투쟁을 통해 세계를 더 관대하고 참여적
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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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의 엘리트⋅국가 중심적 순치
5. 말과 실제, 그리고 열려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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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역사화:
대한민국 수립 전후를 중심으로

임 종 명 (전남대 사학과)

1. 근대 한국의 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는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한국에서도 ‘역사적 존재’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인민 주권’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제도화되면서, 근
대 시기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주요 정치 원리로서 기능하면서 근대성의 핵심적 지표로 자리
매김 되었다. 서구에서의 민주주의의 위상은 서구적 근대화를 목표로 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했
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기본적으로 결정하였다. 근대 초기 한
국 지식인들이 근대국가 건설과 관련해 “여러 계통의 서양 근대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민주주의와 민주제’ 역시 한국의 근대 초기 담론 공간에 소개되었다.1) 근대 초 소개된 민주주의는
1920년대 초 식민지 한국의 담론 공간에서 보다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1920년대 초 한국의 ‘신지식층’들은 일본 유학의 경험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그것이 식민지 담론 공간에서 “중요한 이념적 지표”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그들은 1910
년대에서 1920년대 전반 ‘타이쇼(大正)테모크라시’ 시기의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민주주의 이념과 가
치, 대중적 정치운동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귀국 후 ‘고전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까지 ≪동아일보≫나 ≪개벽≫,
≪청년≫ 등을 통해 소개하였다.2) 이 속에서 ≪동아일보≫가 1920년에 민주주의를 “국내정치와 국
제정치를 아우르는 통일된 원리이며,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모든 면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의 원리”
로까지 제시할 정도로, 민주주의는 “일종의 수식어”로, 또 신지식층의 “분화와 정치세력화 과정에 밀
접히 결합”될 정도가 되었다.3)
1920년대 “세계의 원리” 즉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매겨졌던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동아시아와 한
국에서 서구 근대주의의 하나로 비판된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시작된 1930년대는 자본주의
근대 세계의 동요와 전세계적인 파시즘의 유행을 목도한다. 이와 같은 세계사의 전개 앞에서, 한국
1) 김도형 ≪대한제국기 정치사상≫ 지식산업사 1994 95-115쪽; 이동수 <개화와 공화주의> ≪정신문화연구≫ 30(1)
2007 7쪽
2)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역사연구≫ 98 2010 349-364쪽.
3) 김태호 <1920년대 초 신지식인층의 민주주의론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67 2008 31,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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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당대시기를 “[1920년대의] 반군국주의, 평화운동, 국제주의적, 민주주의
적 흐름이 끝나가는 가운데 비민주, 비공산, 비국제주의적인 국민군국사회주의 즉 파시즘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 상황”으로 인식했다.4) 이러한 속에서 이광수 등은 “파시즘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사상원리로 인정하고 이의 수용을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강력한 지도자와 그 지도자에 대한 충
성, 희생을 강조”였다.5) 지도자 등의 강조가 단순히 정세관과 조직⋅운동론 변화의 결과만은 아니
었다.
그것은 세계관과, 또 이것의 기초인 인간관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이광수 등의
앞 주장은 1920년대를 지배했던 ‘세계 보편성’과 ‘이성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결과이
었다.6) 1930년대 초반 민주주의 비판은 1930년대 중⋅후반 일본 제국의 팽창 노력과 함께 동아신
질서론이 제기되면서, 서구 중심의 근대 비판이라는 함의까지 더해졌다. 예컨대 신갑범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따라서 공리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근세 이래의 서구적 사상 관념은 마침내 앵글로 색슨 문
화를 한정적인 것으로 하여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비판을 “영⋅미의 제국주의와 세계 제
패를 합리화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발전’시킨다.7) 이와 같이 1930년대 전지구적 변화와
동아시아의 변동을 배경으로 하여, 민주주의는 근대 서구의 패권 담론으로까지 비판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종전 직전까지 패권 담론으로 비판되던 민주주의는 전후 남한에서 “유행어”가 되면서
그 누구도 부인⋅거부할 수 없는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로서 등장하고, 실제로 이후 대한민국의
국시로 자리 잡는다.8)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전후 극적인 변위(變位)는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했던
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변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민주주의 변위가 가져오는 효과와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현재적⋅잠재적 문제 상황 앞에서 남한의 엘리트들과 대한민국은 어떻
게 대응하였는가? 또 그러한 대응이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가? 바로 이것
들이 본 발표문의 논의 초점이다.
이러한 초점들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역사화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민족
주의가 한 때 그러하였듯이, 민주주의는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장기간 지속된 권위주의 지배에 대한
반대 투쟁의 ‘당위성’으로 말미암아 절대 이념으로 신화화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진보운동의
발달과 관련 이념의 심화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본격적으로 역사화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동학(動
學, dynamics)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현실화하면서 그것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
러한 속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특히 초기 제도화와 그것의 동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9) 그렇지만 기존 연구는 초기 제도화와 미군정의 “자유민
4) 이태훈 <1930년대 전반 민족주의세력의 국제정세인식과 파시즘논의> ≪역사문제연구≫ 19 2008 253쪽.
5) 이태훈 앞 논문 254-255쪽.
6) 예컨대, 이태훈 앞 논문 255, 259쪽. 이태훈에 따르면, 이광수는 인간이 ‘규범적 이성이 아닌 생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욕망충족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태훈 앞 논문 259쪽.
7) 신갑범 <세계사의 동양적 전회> ≪동양지광≫ 1940년 1월, 이나미 <일제의 조선지배 이데올로기> ≪정치사상연
구≫ 9 2003 79쪽 재인용; 박수연 <친일과 배타적 동양주의> ≪한국문학연구≫ 34 2008 205쪽. 당대 민주주의
비판이 ‘서구 근대’ 비판과 연결되면서, 민주주의 비판은, 박수연의 표현을 빌리면,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는 동양
적 신체제를 수립”하는, 또는 “동양적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박수연 앞 논문 197, 199쪽.
8) 오천석 ≪民主主義 敎育의 建設≫ 국제문화공회 1946 9쪽; 임종명 <일민주의(一民主義)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
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2004 300쪽
9)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기존 연구들은 당대 민주주의 관련 논의와 그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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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선전⋅홍보 작업”에 논의를 집중하면서, 해방 후 민주주의 이념의 내적 구성, 그리고 그것의
담론적 성격과 역사적 함의를 분명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이에 유념하여 본 발표문은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던 해방 이후 대한민국 설립 초기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수립 전후의 시기는, 특히 해방공간은 기
본적으로 ‘지배적 이념의 정형(stereotype)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욕망과 기획이 충돌’하
는 “무정형(無定型)의 시공간”이었다.10) 이러한 무정형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위치가 전변(轉變)되
면서, 남한에서 민주주의 담론은 이념화되고 역으로 민주주의 이념은 담론화되고, 이 과정에서 민주
주의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11) 이와 함께, 그 시기에, 박찬표가 이야기하듯이, “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현재의 남한 정치 질서의 원형이 형성”되었다.12) 이러한 탈(脫)식민 초기
역사에 유념할 때, 당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이념을 역사화하면서 그것의
동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화는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
와 그것의 역사를 ‘대상화’하여, 민주주의(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와, 민주주의의 가능성,
내지는 그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13) 이와 같은 희망에서, 본
발표문은 앞에서 소개한 초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당대 민주주의 경쟁에서 보이는 개인
⋅사회⋅국가⋅세계관의 충돌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당 시기 민주주의 관련 논의가 대체로 정치 노
선의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상황에서 ‘개인⋅사회⋅국가⋅세계’를 둘러싼 충
돌의 검토는 그것들이 민주주의 이념의 주요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확대⋅심
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먼저 민주주의의 위치가 전변되는 해방
직후 시기 민주주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략, 민주주의 제도와 그것들의 제도화 과정, 그리고 제도화 과정의 주체와 제도의 참여자들, 또 이를 둘러싼
역사⋅사회적 환경에 관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 임종명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역사학연구≫ 45 2012 151-153쪽.
11) 당대의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해서 1946년 1월에 창간된 잡지 ≪革進≫ 창간호의 목차는 시사적이다. ‘신국가건
설의 태동’을 특집으로 하는 동(同) 창간호의 목차는 ‘새 정치의 지향’이라는 제하의 특집란에 박헌영의 <進步的
民主主義旗幟밑에>, 여운형의 <人民을 土臺로 한 政治>, 안재홍의 <新民主主義와 新民族主義>, 송진우의 <全民族
의 均等한 發展>이라는 각각의 방송 원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집호 목차 구성은 신국가 건설과
민주주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치세력이 민주주의를 둘러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당
대 모습을 보여준다.
12) 박찬표 ≪한국의 48년 체제≫ 후머니타스 2010 9쪽.
13) 박찬표는 자신이 명명한 “48년 체제” 즉 “한국 현대 정치체제의 원형 형성기인 정부 수립 과정과 그 결과 구축
된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48년 체제’의 성찰을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박찬표 앞의 책 10쪽) 박찬표의 이야기는 본 발표문 준비에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또는 기원론(genealogy)적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추
적하고자 본 발표문이 과거의 민주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발표문은 과거 민주주의(이
념)를 역사화 하는 속에서 민주주의(이념⋅역사)를 하나의 역사적 대상으로 변화시켜, 그것을 심도 있게 성찰하
고, 이를 통해 향후 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 24 -

민주주의의 역사화ㅣ임종명

2. 해방 후 민주주의의 위치 변화
해방 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국제정치적 상황 전개와 긴밀히 연결되
어 있었다.14) 전후의 세계는 ‘전체주의’를 모토로 하는 주축국에 대한 연합국 미국과 소련 등 ‘민주
주의 제국(諸國)’의 전쟁 승리로 개막되었다.15) 이것이 전후 세계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시⋅공
간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의제로 등장하게 된다. 전후, 특히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였다. 경쟁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한 까닭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는 양자 모두에게서 ‘지상(至上)의 것’으로 전제되고, 또 그
러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국에는 반(反)제국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한 연합국의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직접’ 진주⋅점령
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또 그들이 표방한 이데올로기가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장착(裝着)하
고 한반도 거주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실제의 힘’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존재 앞에서 민주주의는 한국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실체’였다.16) 더군다나 미국과 소련은
‘일제의 한국인 전쟁 동원이라는 위기에서 한국인의 물리적 생명까지 보전해 준 존재’로, 나아가 한
국인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준, 달리 표현하면 근대 민족주의의 핵심 의제인 민족국가 건설을 가능
하게 해 준 존재로 인식⋅표상되고 있었다.17) 이와 같은 전쟁 결과와 당대인의 의식이 미국과 소련
의, 나아가 그들이 표방한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권위를 배경으로 미⋅소는, 특히 미국은 남한에서 자신의 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패권 수
립을 도모한다. 커밍스는 근대 동아시아 패권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1차 세계대전 이
전 시기에는 영-미의 전세계적 패권 하에 영-미의 동아시아 지역 하위동맹자인 일본이 지역의 패권
을 행사하였고,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세계적 패권 변화에 따라 전간기(戰間期)에는 미-영의 전세
계적 패권 하에 미-영의 동아시아 지역 하위동맹자인 일본이 지역 패권을 소유하다, 2차 대전 시기
일본이 미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지역 패권을 단독으로 영유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14) 본문에서 언급된 상관성은 오천석의 다음 진술에서 쉽게 확인된다. 즉 “第二次 世界大戰은 聯合國의 勝利로 끝
을 맺었다. (중략) 이것[연합국의 승리]은 사람의 價値를 無視하는 專制主義에 대한 사람의 價値를 至上價値로 하
는 民主主義의 개선이다. 이러한 民主主義의 勝利에 依하여 解放된 우리나라는 必然的으로 民主主義에 基礎를
둔 國家로서 건설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 오천석 앞의 책 1-2쪽.
15) 본문에서 진술된 2차 대전의 성격은 해방 직후 조선인들에 의해서도 공유되었다. 예컨대 김명수는 2차 대전을
‘민주 대(對) 파쇼’의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명수 <文化⋅神話⋅토템이즘-돌아오라 RÉALITÉ로> ≪新天地≫
3월호 1949 141-143쪽) 이와 같은 ‘반파시즘 민주주의 전쟁’관은 물론 전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시 역사적으
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16) 미⋅소 이념이 담론 공간에서 가지는 힘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革進≫ 창간호(1946년 1월)의 목차는 다시
한 번 시사적이다. ‘동(同) 창간호의 목차는 ‘창간사’에 이어 편집부의 <北美合衆國憲法瞥見>이, 그 다음에는 ‘새
정치의 지향’이라는 제하의 특집 하에 앞에서 보았던 박헌영 등의 민주주의 관련 방송 원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목차 구성은 미국의, 그리고/또는 소련의 민주주의가 참고점을 이루면서 당대 민주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대 논의 지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7) 당대 한국인들은 미국과 소련을 “해방을 약속”한 존재, “독립”을 가져다 준 존재로 인식⋅표상되고 있었다. 심지
어 “일본의 최후의 발악은 우리를 다 전쟁에 몰아넣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졌”고, 이에 따라 “당
시[8월 15일 이전]의 형세로는 조선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보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던 상황에서 연합국
은 “조선 사람의 목숨”까지, 즉 물리적 생명까지 구해 준 존재로 소설 속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예컨대 이동규,
<오빠와 애인>, ≪신건설≫ 1945.12.; 임형택 외 엮음, ≪한국현대대표소설선≫ 7, 19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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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패권을 확립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자신의 패권을 확립하였다.18) 이
러한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반란 시기를 제외하고 근대 시기 전체에 걸쳐 영
-미 또는 미-영, 또는 미국 단독의 패권 아래 있었으며, 동아시아 또한 같은 시기 아시아-태평양 전
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영-미, 미-영, 미국 단독 패권 아래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에 유의할 때, 우
리는 미⋅일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기본적으로 미⋅일의 동아시아 헤게모니(hegemony)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다.19)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승리자로 남한
땅에 나타난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지
배를 헤게모니 지배로 전환시켜야 했다.
근대 시기 미국 선교사들의 의료⋅교육
사업 집중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
여,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미국을 ‘식민주
의를 추구하지 않는 예외적 국가’로서 바
라보고 있었다. 또한 식민시기 미션 스쿨
(mission school)과 할리우드 영화 등을
통해 구축된 미국 문화가 일본 제국의 그
그림 1

그림 2

것과 문화적 헤게모니 경쟁을 벌일 정도
로, 미국 문화는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20) 하지만 1930년대 말 이후의 “서양에 대한 일본의 반란”(Japanese
Revolt against the West)은, 일본의 전쟁 선동 만화 ‘미국과 영국 비듬 추방’(그림1, 1942년작)과 ‘탄
식하는 자유의 여신’(그림 2, 1942년작)이 보여주듯이, 미국 문화와 가치, 사회 전반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21) 즉 그림 1은 미⋅영의 이념과 가치를 머리에서 털어 낼 “사치, 이기심, 향략적,
유물적, 자유주의, 배금주의” 등으로 표상하고, 또 그림 2는 미국사회를 ‘유태인의 이윤 축적, 파업,
향락⋅퇴폐, 반전의식 등으로 민주주의가 불태워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간기, 특히 전쟁 시기, 미국 문화와 가치, 심지어 그 사회가 제국 일본의 권역 내에서 전면적으로
비판되면서, 그것들은 ‘문화적 반란’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전후
18) Bruce Cumings, “the United States-Japan War”, Parallax Vision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p.
41.
19) 임종명 <脫식민 초기(1945.8~1950.5), 남한국가 엘리트의 아시아紀行記와 아시아表象> ≪민족문화연구≫ 52 2010
14쪽 각주 14. 커밍스의 표현을 빌려, 미⋅일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표현하면, 그것은 이전 시기에 “분명한 패자
(覇者)가 부재”했던 태평양과 “제국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미(未)결정 상태에 있던”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일 양국
의 패권쟁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Bruce Cumings, op. cit., p. 41.
20) 식민지 한국에서 보이는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영화감독 안철영이 미국 할리우드(Hollywood)를
방문하면서 기록한 다음의 회고담은 흥미롭다. 즉, “戰前에 서울 明洞 뒷골목 茶房거리를 돌고나면 世界一周를
하는 것 같은 茶房看板中에 ≪聖林≫도 끼어있는데, 門 안으로 한걸음 들어가서 四面을 둘러보면 壁上에는 美國
人氣 <스타아>의 <뿌로마이드>로 도배를 한 記憶이 새롭다.” (안철영 ≪聖林紀行≫ 수도문화사 1949 43쪽) ‘성림
다방’의 실내 풍경은 할리우드 영화가, 또 그것이 상징하는 미국 문화가 식민지 한국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것은 해방 이후 남한 사람들의 미국 문화 수용을 용이하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21) John Dower, War Without a Mercy: Race &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6,
pp. 19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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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 전쟁 승리자로 등장한 미국은 자신의 지배를 헤게모니적 지배로 전환시켜야 했고, 이를
위해 남한 내에서 미국 가치와 문화의 헤게모니를 확립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과 남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다
양한 방식으로 탈(脫)인종⋅지역적 담론인 문명주의와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수용토록 하고자 했다. 예컨대 미국은 미군정
과 공보원의 선전 작업을 통해 서구주의적 문명주의를
선전하는 동시에 미국을 ‘세계 최고의 문명국’으로 표상
하였다.22) 또한, 남한의 지배 엘리트들 역시 기행문 등
그림 3

을 통해 미국을 “최고 선진문명의 보편세계”로 표상하면
서, 근대 문명주의의 확산을 도모하였다.23) 이와 같은
서구 중심적 근대주의의 확산 노력은 초(超)인종⋅지역적, ‘보
편주의적’ 담론을 통해 전간기와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보
여졌던, ‘대동양공영론’(그림3 ‘ABCD’ (1942년작), 그림 4 ‘남방
의 사람’(1942년작))이나 ‘근대초극론’과 같은 인종⋅지역적 담
론을 무효화시키는 한편 전후 “남한과 미국이라는 ‘이질적’ 인
종⋅지역 국가들의 결합을 이념⋅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그림 4

통해 남한 내 미국 헤게모니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24)
이와 같은 노력에 문명주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역시 ‘동원’된

다. 민주주의 이념 역시 자신을 인간의 본질적 문제로 표현하여 자신의 보편성을 주장한다.25) 이와
같은 전제 작업에 기초해서, 민주주의는 민족⋅인종⋅지역을 상대화⋅특수화하면서 그것을 민주주
의라는 보편주의적 이념 안에 하위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26) 또한 문명주의가 그러하듯이, 민주주
의의 보편성 주장은 남한 사람들의 미국 헤게모니 수용을 촉진하고, 그것을 내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방 후 ‘민주주의 교육의 전도사’ 오천석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즉,27)
우리에게는 八割以上의 文盲을 가진 國民이 있다. 西洋先進國에서는 新聞을 읽어 解得할만한 敎育程度
를 가지고 文盲을 測定하는데, 만일 이러한 높은 標準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文盲을 따진다면, 九割以上이
文盲이라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歐美先進國의 二三分에 지나지 않는 文盲率에 비하여, 이 얼마나 두
려운 差異인가! 이와 같은 人的資源을 가지고, 우리는 敢히 이땅위에 民主國家를 세우지 아니치못하는 運
命에 있다. 이러한 國家에 眞正한 民主主義가 뿌리를 박을수 있고, 生命을 保存할수 있을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민의 높은 문맹률을 근거로 민주주의의 ‘한국 정착’ 가능성을 우울하게 바라
22)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15-138쪽.
23) 임종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大韓民族)의 구성> ≪사총≫ 67 2008.
24) John Dower, op. cit, pp. 192, 200; 나카무라 미츠오⋅니시타니 게이지 외, 이경훈⋅송태욱⋅김영심⋅김경원
≪태평양전쟁의 사상≫ 이매진 2007.
25) 오천석 앞의 책 9-10쪽. 덧붙이면,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표상 작업은 인류의 역사를 민주주의의 발달
사로 설명하는 것에 의해서도 수행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예컨대, 오천석 앞의 책 9-12쪽 참고.
26) 임종명 <脫식민 초기(1945.8~1950.5), 남한국가 엘리트의 아시아紀行記와 아시아表象> 187쪽, 같은 쪽 각주 91.
27) 오천석 앞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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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는 오천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에서 보다 주목할 것은 “西洋⋅歐美先進
國”이라는 어구이다. 그 어구는 오천석이 문맹률이라는 기준에 의해, “眞正한 民主主義”라는 척도를
가지고 세계를 ‘구미⋅서양선진국―비(非)구미⋅서양후진국’을 구분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자신을 단일한 척도로 하여 세계를 계서적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아니면 민주주
의가 세계의 계서적 배치에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민주주의를 척도로 오천석이
구미⋅서양 중심성을, 또 서구의 지도성을 수용하거나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보편
주의적 민주주의 이념이 갖는 ‘헤게모니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잠재력으로 말미암아, 미
국은 민주주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하고, 또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자 하였다.28))
헤게모니적 효과를 가진 민주주의 이념은 동시에 전후 한국에서 탈(脫) 식민(post-colonial)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의제를 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근대 시기 민주주의를 하나의 역사적 실
제로 만들었던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통해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
사할 수 없다.”(3조)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조항은 민주주의가 국민 또는 민족(the nation)의 주권성
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가 민족주의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주권의 과두적⋅계급적 소유를 부인하고 ‘주권의 민족성’(national
sovereignty)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역으로 민주주의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29) 이와
같이 근대시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내포(內包, embedment)와 절합(節合, articulation)의 관
계에 있다. 이러한 것은 민족주의가 고조된 해방 직후 한국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
족주의가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 수립과 운영의 열망을 의미한다고 할 때, 해방 후 민족주의의 고조
는 민족 주권성의 원리에 따라 민족 구성원을 국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 하는 민족 국가 건설의
열망과 국가 건설 운동을 고조시켰다. 이와 같이 해방 후 민족주의의 고조는 한국민의 민주주의 담
론 수용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민족주의의 고조와 함께 남한의 혁명주의적 엘리트 또한 자신의 의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민주
주의를 전용한다. 예컨대, 백남운은 ‘민주정치’를 ‘민족의 생활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근본
이 ‘인민 생활의 근본적 해결’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경제’를 ‘불합리한 소유관계’를 개혁하는
데 필요하며, 그것의 ‘기본공작’이 ‘반봉건적 토지문제의 재편’에 있다고 주장한다.30) 이와 같은 백남
운의 주장은 인민 생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토지소유 문제의 개혁이라는 당대 혁명적 요
구가 민주정치⋅경제, 또는 민주주의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의 주장은 당대 민

28) 미군정의 민주주의 제도화에 관해서는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271-381쪽 참고.
29) 민족주의는 ‘주권의 민족성’(national sovereignty)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
에 그것이 ‘민족적 동질성’(national homogeneity)에 기초하고 그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전체주의와 연결될 계
기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 또한 근대시기 민족주의의 전(全)지구적 확산이 ‘세계적인 민족-국가 체제’(nation-state
system)로 말미암았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끊임없이 민족국가, 또는 국가에 대한 상상을 핵심으로 한다. 바로
이것이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잠재성은 비(非)서구세계에서 더
욱 분명하게 현재화된다. 비서구세계는 ‘민족이라는 새로운 것’이 서구로부터 유입되면서 그것을 ‘위로부
터’(top-down)라도 급속히 구성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는 전후 비서구세계에서 국가주의를 강화
시키는 이념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상호 충돌⋅경쟁하면서, 대립⋅배제
하는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30)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 1946, 1-4, 4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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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가 대중주의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은 동시대
한 소설 작품에 의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된다. 안회남의 1947년 작 <폭풍의 역사>은 작중 인물 현
구의 입을 빌어 “대다수에 쫓아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통해 “농민 노동자”의
활동과 그들 중심의 국가 건설을 정당화한다.31) 이와 같이 해방 직후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혁명주
의적 의제의 정당화에 개발⋅동원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패권주의적 담론이 해방 후 남한에서
수용되는 계기이자, 또 그것이 전용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후 미국의 패권 담론인
민주주의가 수용⋅전용되면서, 민주주의 그 세부(細部)를 둘러싼 경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자체
는 그 누구도 부인⋅거부할 수 없는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민주주의의 잠재적⋅현재적 문제성
전후 그 위상이 변화된 민주주의는 당대 남한 엘리트에게는 문제적인 의제였다. 민족주의적 엘리
트의 경우, 예컨대 이범석은 “민족(투쟁)을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자신의 인종주의적 성향까
지 노출시키면서, 당대 이데올로기 중심의 제2차 세계대전 설명틀, 예컨대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전
쟁’ 등속(等屬)을 부인”한다.32) 나아가 그는 “파시즘이 있었고 共産主義가 있고 民主主義가 있지만
모다 臺盤을 民族勢力의 伸長에 두고 있다”라고 하여, 당대 주류 이념을 ‘민족화’하면서 그것들의 초
(超)민족적 보편성을 부인한다.33) 보편성 부인은 민족주의적 시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
다. 혈연⋅지연 중심적 민족주의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는 인종⋅지역 중심의 아시아주의에 의해서
도 민주주의의 보편성은 부인된다. 즉, 당대의 적지 않은 한국인 엘리트들은 “인종⋅지역중심주의에
기초”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인)과 아시아(인)의 “발전전망을 모색”한다.34) 나
아가 민주주의의 보편성은 반제(反帝)적 강대-약소국론이라는 국제정치학에 의해서도 부인된다. 대신
민주주의는 ‘서양의 것’으로, ‘앵글로 색슨의 것’으로 지역⋅민족⋅인종⋅문화적으로 특수화되고, 심
지어 ‘민족적 이해관계’를 분식(粉飾)하는 “形式” 또는 “名分”으로까지 ‘강격’(降格)된다.35) 이러한 것
들은 보편주의적 이념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혈연⋅지연 중심의 민족주의와 인종⋅지역 중심의
아시아주의, 또 반제적 성격의 ‘강대-약소국’론에 의해 민족⋅인종⋅지역⋅문화적으로 특수화되면서
그 보편성 주장이 부인되는 해방 직후 남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들
은 민주주의가 당대 민족⋅지역⋅반제주의자들에게 문제적 이슈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런데, 민주주의의 문제성은 당대 엘리트들에게 있어 정체성의 정치라는 관점에서만 의식된 것은 아
31) 안회남 <폭풍의 역사> ≪인문평론≫ 1947.4, 안회남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24: 심문/마권/잔등/폭풍의 역사 外≫
동아출판사 1995 514쪽.
32) 임종명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161쪽 각주 35번.
33) 이범석 <民族論> ≪民族과 靑年≫ 조선민족주의청년단 1948 38쪽, 임종명 앞 논문, 161쪽 각주 35번 재인용.
34) 임종명 <脫식민 초기(1945.8~1950.5), 남한국가 엘리트의 아시아紀行記와 아시아表象> 150-158쪽, 특히 154쪽.
35) 예컨대 이범석 <民族論> 38쪽. 이범석은 제2차 세계대전을 “民族과 民族과의 鬪爭이 主因이오 本質이오 偶然이
오 主義와 主義의 싸흠은 形式이고 名分임에 不過했던 것”이고 “戰爭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과의 聯合은 오직
民族的利害의 打算에 根據하였을 것”이어서 “美國이 過般大戰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聯合國을 勝利로 引導하게
된 直接動機도 母族 앵글로색손인 英國의 致命的威脅을 除去하는데 있었을 것”라고 주장한다. 이범석 앞의 글,
12, 38쪽, 임종명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160-161쪽, 각주 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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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해방 직후 엘리트들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문제성은 주체의 존재론과 연관해서도 의식되어졌다.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의 민주주의 인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천석의 1946년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은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 텍스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그
國家를 構成한 人民 全體가 아무런 外的 拘束도 받지 아니하는 自由로운 理性으로써 그 國家의 온
갖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活動을 運轉하는데 干與할수 있는 社會”라고 정의한다.36) 이와
같이 정의된 민주주의적 국가, 또는 민주주의는 “아무런 外的 拘束도 받지 아니하는 自由로운 理性”
으로서 ‘국가의 온갖 활동의 운영에 간여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는, 오천석에 따르면, “옳음과 긇음을 가릴만한 銳利한 批判的 理智”, “外來의 權威,
他律的 勢力을 굳게 물리치고, 自律的으로 自己意思를 決定하고 實行에 옮길만한 創造力”, “社會의
福利를 自身의 福利와 같이 愛好하고 尊重視하며, 團體的 生活에 積極的 協同을 애끼지 않는 社會人
的, 大我的 性格”의 주체를 전제로 한다.37) 이와 같은 사고는 당대 민주주의 이념이 ‘자율적으로 자
기 의사를 결정하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이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의 소유자를
주체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주체관은 적지 않은 당대 엘리트들의 주체관과는 충돌하는 것이었다. 예컨
대, 1948년 중반 안호상은 ≪法政≫에 연속적으로 게재된 ‘우리 원리(原理): 국가 철학’이라는 글을
통해 인간을 ‘개인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존립하기 위해서도 다른 이들과 공동 사회가 필요
한, 공동생활의 본능을 가진 집합적 존재’로 규정한다.38) 이와 같은 인간관은 ‘독립된 인격’이라는,
당대 민주주의적 주체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당대 담론 공간 도처에서 목
격된다. 즉 당대 공산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인간을 각각 ‘계급적 존재, 민족적 존재, 국가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주체관을 ‘개인주의적 인간관’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체의 측면에서도 민주주의가 당대 엘리트들의 관점에서는 문제적 이념
이었음을 암시한다.
민주주의 하 주권의 소유자인 대중 또한 당대 엘리트들에게는 개조의 대상으로 객체화될 정도로
엘리트들에 의해 대중의 잠재적⋅현재적 능력이 의심되고 비판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정의와 관
련해서 해방 직후 가장 많이 인용된 경구(警句, aphorism)는 링컨의 “國民의, 國民에 依한, 國民을
爲한”이라는 구절이었다.39) 이것은 당대인들이 민주주의를 ‘국민 또는 대중’이 주체이자 목적이 되는
국민의 정치로 이해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주체⋅목적인 ‘국민 대중’은 당대 엘리트
들에 의해 그 능력을 의심받고 있었다. 예컨대 오천석은 “民主主義的 國家”를 “構成할 人的要素”인
국민 대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즉,40)
첫재로 우리에게는 八割以上의 文盲을 가진 國民이 있다. (중략) 이러한 國民이 果然 外部로부터의 아
36) 오천석 앞의 책 2쪽.
37) 오천석 앞의 책 2쪽.
38) Chong-muong Im “The Definitions of Individuality and ROK Kungmin(國民) 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Incipient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6(1) 2011 pp. 124~125.
39) 예컨대 오천석 ≪앞의 책≫ 1쪽 참고.
40) 오천석 ≪앞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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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節制도 받지 않고, 自由로운 理性을 가지고 國家運營에 干與貢獻할수 있을가?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
람은 民主國家를 세우고, 거긔에 살 準備를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는 四千餘年間의 朝鮮的 全體主義下에
서 屈從의 生을 살고, 三十六年間의 日本的 全體主義밑에서 奴隸의 存在를 계속하다가, 突然히 民主國家
의 市民이 되어야 하게된 것이다. 오직 服從이 至上, 美德으로 讚揚되는 社會에서 자라난 우리는, 이제
별안간 批判的 理性을 가지고 複雜多端한 政治的, 社會的 問題를 스스로 解決하여 하는 것이다. 民主道에
의하야 살아본 社會的 經驗이 없고, 民主主義에 대한 知的 準備를 가지지 못한 國民으로써 組織된 이 社
會에 果然 참된 民主國家가 成立될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교육의 전도사조차 문자 해독 능력이나 과거 역사적 경험이라는 측면
에서 그의 동료 한국인들의 주체적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엘리트의 대중 불신이 단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만 목격되는 것은 아니었다.
엘리트의 대중 불신은 대중을, 아니 민족 자체를 개조의 대상으로 바라 볼 정도로 보다 전면적이고
심각한 것이자 역사적인 것이었다.41) 이와 같은 대중관을 가진 엘리트들에게 대중이 국가 운영의
주체이자 목적이라고 명시하는 민주주의는 문제적인 이념이었다.
민주주의의 문제성은 당대 엘리트의 사회 인식과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스카치폴(Sckocpol)에 따
르면 민주주의는 ‘사회 중심의(society-centered) 이론’이다.42) 이점에 유의해서 해방 직후 엘리트들
의 당대 사회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당대 남한사회를 비판적으로, 내지는 부정
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오천석은 민주국가 건설과 관련한 논의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43)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무엇이 한나라의 人民을 뭉치고 이끌어 가는 原動力이 되는가? 이것은 곧 社會道
義의 힘이다. (중략) 解放後 우리 社會는 어찌하여 왔는가? 一時的 混亂을 利用하여 일어났던 犯罪는 무
엇으로 說明하여야 할가? 解放의 大喜에 怨讐를 容恕하여야 할 同胞間의 軋轢과殺生은, 常規를 벗어난 政
爭은 어떻게 解釋하여야 할것인가? 이것은 오직 社會道義의 破産을 證明하는 것 밖에 다른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人的 資源을 가지고, 民主國家를 세우랴는 것이다. 실로 民主主義에의 길은 멀고 멀
다.

여기에서 우리는 “解放後 우리 社會”가 “社會道義의 破産”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는, 또 그것을 이
유로 “民主主義에의 길은 멀고 멀다”고 탄식하는 오천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당대 사회
에 대한 비판적 내지는 부정적 의식이 단순히 오천석만의 것이거나 ‘사회도의’의 측면에만 한정된
41) 해방 공간 당시 엘리트의 전면적 대중 불신은 당대의 신생활운동에서 분명히 목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임종
명 <해방 공간과 신생활운동> ≪역사문제연구≫ 27 2012 참고. 또 역사적인 대중 불신은, 예컨대, 김택호 <개화
기의 국가주의와 1920년대 민족개조론의 관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3 2003 참고. 심지어 불신은 ≪聖林
紀行≫에서처럼 심지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 또 그 위에 사는 한국인 인간 자체’에 대한 것으로까지 확장된다.
그 책은 한국 방문 경험을 가진 하와이 교포가 진술했던 “땅도 늙었고, 사람도 늙었읍니다.”라는 한국(인) 감상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필자의 반박 없음을 통해 필자가 그러한 진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안철영 앞의 책 38쪽).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그 책은 “우리의 生活改善問題는 絶對的인것”이라고까
지 주장하게 된다(안철영 앞의 책 42쪽).
42) Theda Skocpol,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 ed.,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43) 오천석 앞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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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차라리 당대 엘리트 일반의 것이라 할 정도로, 사회 비판적 인식은 사회 전
부면에 걸친 것으로, 해방 후 남한의 엘리트 사이에서 폭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헌법을 해설하는 중에 “封建的因習, 階級的差別 또는人間의尊嚴을 無視하
는것과같은從來의社會的因習”이라는 구절을 통해 당대 사회에는 ‘과거부터 전해진 좋지 못한 봉건적
풍습’이 있음을, 그래서 헌법 전문에서 표현된 “우리들大韓國民은 (중략) 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라는
구절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44)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당대 사회에 대한 엘리트의 비
판적 인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었다.45) 이것과는 별도로 앞의 진술은 당대 남한 지배 엘리트들이
동시대 남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이 당대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사회”(社會)라는 언어가 주조되고 관련 담론이 구성된 근대 시
기 전체에서 보여지는,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즉 근대 시기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사회’가 ‘문제’(問題)와 결합될 정도로, 사회는 ‘사적인 욕망과 이해관계가 용출하고 서로 충돌하는,
그래서 국가라는 공적인 기구에 의해 통제되고 지도되어야 하는 문제적인 공간’이었다.46) 이와 같이
비판적으로 당대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당대 엘리트에게 있어, 사
회 중심적 민주주의 이념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었다.47) 이와 같이 당대 엘리트들에게 있어 민주주
의 이념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적이었다.

4. 민주주의의 엘리트⋅국가 중심적 순치
그와 같은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당내 남한 엘리트들은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또 정면으로 부인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승리자의 세계인 전후 세계의 전지구적 헤게몬
(hegemon)인 미⋅소의 이념이자, 거스를 수 없는 세계 노선이었다. 또한 당시 민주주의성은 근대문
명성의 핵심적 지표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수립될 자신의 국가가 근대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승인받아야 했던 남한의 엘리트들에게 국가의 민주주의성 실현은 민족주의적 의제이기
도 했다. 또한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수립 이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대’, 내지는
전세계적 규모의 냉전에서 미국 블록에로의 대한민국 편입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성격의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는 남한 엘리트들에게는 ‘불편하더라도’ 정면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엘리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순치’시킨다. 먼저 남한 엘리트들은
민주주의를 ‘탈(脫)정치화’한다. 예컨대 오천석은 민주주의가 “國家의 어떤 政治的 形態를 가르치는데
44) 유진오 ≪憲法解義≫ 명세당 1949 15, 17쪽.
45) 예컨대, 유진오는 자신의 <憲法解義>에서 “現下우리나라에있어서는 信仰의 일홈밑에 迷信이相當히橫行”하는데
헌법의 ‘신앙의 자유’ 조항이 “결코 迷信의自由를 認定한것은아니”라고 해설한다. 유진오 앞의 책 41쪽.
46) 식민지 시기 국가는, 황병주에 따르면, ‘공적 영역의 최고 형태인 정치의 집중적 표현’이었다. 황병주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 역사≫ 73 2007 25쪽.
47) 덧붙이면 민주주의의 사회 중심주의가 국가의 대상화 또는 기구화를 결과하기 때문에 국가를 유기체로 이해하
던 당대 국가학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더욱더 문제적이었다. 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당대 민주주의 이념이 전
제하는 ‘국가의 공리성’(功利性)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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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씨우는 말이 아니”라 “훨신 廣範圍의 意義를 갖추고 있는 一種의 生活의 方式이요, 社會的 信仰”
이라고 주장한다.48)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democracy)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와 성격, 즉 인민
(demos; people)의 통치⋅지배(kratos; rule, power)의 정치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49)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비(非)정치화 노력은 다시 그것의 탈(脫)정치화로 이어진다. 오천석은 민주주의가 “한 法
令으로써 一朝一夕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설사 그 “形體는 하루 아침의 法令으로써 세워질수
있을지” 모른다 해도 “그를 담는 살은 오직 敎育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民主國家建設
의 絶對的 基本要素는 敎育”이라고 주장한다.50) 이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방
식의 문제로, 교육의 문제로 변환시켜 그것을 탈정치화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탈정치화는 대중을
엘리트 중심 교육의 대상으로 위치시켜 엘리트주의적 의제에 따라 대중을 순치시키고 나아가 그들
을 규율화하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엘리트들의 자기중심적 의제에 복무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었
다.
이것이 대중 순치를 통한 대중 규율화의 노력이라면, 엘리트의 민주주의 순치 노력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민 주권성’(popular sovereignty)의 ‘조작’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의제도에 관한
당대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박일경은 “英國에서 轉化⋅發達한 이러한 近代的 議會를 世界主要文明
國家는 美國의 獨立 및 佛蘭西大革命 以後 빠짐없이 採用하게 되고 이리하여 議會는 中世的⋅多元
的 封建國家를 打破하여 成立한 近代的⋅一元的 立憲國家의 主要한 國家機關으로서 機能하고 大多
數 文明國家의 近代化에 重要한 한役割을 하였”다고 하여 의회의 근대문명성과 근대문명화에의 의회
기여를 강조한 다음, “近代 議會制度는 여러 角度에서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正統的
民主主義를 死守하려는 한 議會制度도 어디까지든지 이를 死守”해야 한다고 하여 의회제도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51) 이와 같은 의회제도 중요성의 강조에 이어, 유진오는 “行政府의首班인大統領도 國會
가選擧할뿐아니라 國法의基本法인 憲法의制定이나 改正도國會가最終的으로 그를行할수있게되었음으
로 우리나라는 代表的民主政治 또는 間接民主政治의 典型的國家”라 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설명
⋅강조하고, 이어서 “國民의主要한參政權은 國會議員의選擧權에限”한다고 하면서 “[국민주권설이] 國
民이 그의主權을直接으로 自己自身이行한다는 것을 意味하는것은않인 것을 留意할必要가있다”고 하
여, 엘리트가 생각하는 ‘국민 주권성’ 내지는 ‘인민 주권성’, 내지는 당대 인민주권성의 ‘실제’를 보여
준다.52) 이와 같은 것은 당대 엘리트들이 헌법을 통해, 또 그것의 해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민주주
의의 핵심인 ‘인민 주권성’을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엘리트주의적으로 순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당대 엘리트들은 다양한 국가 기획(state project)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정치⋅사회적으
로 지도와 교정, 심지어 양육의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것은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가족국가
화 기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두 개의 한국 중 하나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자신에 대한 민족국가
성 의심과 이를 이유로 한 대한민국 반대세력들의 도전 앞에서 스스로를 민족국가로 표상하면서, 또
다른 한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민족 정통성(national legitimacy) 경쟁을 벌여야 했다. 이를
48) 오천석 앞의 책 9쪽.
49) 민주주의의 생활방식화는 1950년대 유진오에게도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황병주 <195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민주주의 인식> ≪사학연구≫ 89 2008 245-247쪽 참고.
50) 오천석 앞의 책 4쪽.
51) 박일경 ≪憲法≫ 1950 145-146, 149쪽.
52) 유진오 ≪憲法解義≫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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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한민국은 확대가족 모델에 따라 개천절 국경일 제정과 홍익인간 교육이념⋅국시화, 이승만의
국부화 등 입법 행위와 관련 행위(practice)의 국가적 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조 단군, 국부 이
승만, 자손(子孫) 국민 대중’으로 구성된 가족국가로 표상하였다. 이와 같은 가족국가화는 대한민국
을 민족국가로 재현하는 한편 국가 주권자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가진 국민과, 국가의 일 기관인 대
통령의 관계를 (재)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대통령 이승만의 국부화와 국민의 자식화는, 또 그
들을 가족으로서 결연(結緣)시키는 것은 국민을 ‘보호⋅양육⋅훈도’되어야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또
이승만을 가족구성원 보호⋅양육⋅훈도의 주체인 가부장으로 변형시켰다.53) 이와 같은 주체-대상의
관계 맺음은 대통령 이승만의 최고영도자화(化)에서도 다시 한 번 목격된다. 당대 대한민국의 엘리
트와 국가는 대통령을 최고영도자로, 또 국민을 그에 의해 지도되어야 대중으로 연결시켰다.54) 이러
한 국가 기획들은 헌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주권자인 국민이 실제에 있어서는 일(一) 헌법기관인 대
통령의 보호⋅양육⋅훈도⋅지도⋅교정의 대상으로 대상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국민 대상화는 주권의 소유자인 국민을 대통령이라는 국가 기관에 의해 양육⋅훈도⋅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변화시켜 대중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시 순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민주주의 순치 노력은 사회와 관련해서도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 중심적 이념
으로, 국가를 사회의 이익과 의사를 실현하는 ‘기관’ 또는 ‘통로’로 대상화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담론의 함의 앞에서 대한민국과 그 지배 엘리트들은 신생활운동을 통해 사회를 ‘사적인 공간’으로,
국가라는 ‘공적인 영역’에 의해 지도되어야 할 것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사회성 구축 사업에, 예
컨대, 수립 초기 대한민국의 신생활운동이 개발⋅동원된다. 설립 초기 대한민국은 생활의 과학화 내
지는 문명화와 함께 그것의 도의화(道義化)를 위해 국가⋅지방 조직과 준(準)국가⋅사회기구를 동원
하여 ‘미신 박멸 운동의 전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생활운동을 추진한다. 신생활운동 추진은 ‘생활
개선’과 함께 국가를 남한 대중과 사회의 개조 주체로 재현하는 한편 사회를 ‘정감록 등 미신과 허
례허식의 폐습과 폐풍으로, 비(非)위생적 생활 관습(practice)으로 가득 찬, 따라서 국가에 의해 개조
되어야 할 공간’으로 재현한다.55) 이와 같은 재현은 민주주의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심 영역으로
전제하는 사회의 잠재력(potentials)을 부인하여, 종국에는 민주주의 이념의 근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 남한의 지배 엘리트와 국가는 민주주의 이념의 사회적 근거를 해체
시켰다.
끝으로 국가와 지배 엘리트들은 사회의 대상화와는 역으로 국가를 주체화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적으로, 초기 대한민국의 일민주의(一民主義) 이데올로기 생산과 그것의 국시화(國是化) 및 사회화⋅
국가화에서 간취된다. 일민주의는 먼저 사람을 민족⋅국가적 존재로 규정하고, 민족을 이념의 공동
체로, 또 국가를 유기체적인 존재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위에서 일민주의는 현실 문제들을 의식하
53) 임종명 <제1공화국 초기 대한민국의 가족국가화와 內破> ≪한국사연구≫ 130 2005.
54) 임종명 <이승만 대통령의 두 개의 이미지-국부⋅최고영도자> ≪한국사시민강좌≫ 38 2006 212-223쪽. 본문에서
보이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이승만의 최고영도자화라는 기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당대 담론 공간
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지도자(론)’ 관련 기사가 시사하듯이,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차라리 일반적인 당대 정치
학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학은 민주주의 관련 논의로도 확대된다. ≪革進≫ 창간호는 자신의 목차에서 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내용으로 하는 ‘새 정치의 지향’에 이어 이철모의 <今日의 指導者>를 배치한다. (각주 16번 참고)
이와 같은 목차 배치와 잡지 편집은 편집진의 관련 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도(자)의 문제
와 연결시켜, 민주주의를 엘리트 중심으로 순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5) 임종명 <대한민국 수립 초기 신생활운동과 사회성의 주조> (work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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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사고(思考)를 조직하고 사지(四肢)의 동작을 지시하는 ‘뇌’(腦)와 같은 존재인 최고 영도자
로 이승만을 옹립하고, 자신이 최고 지도자에 의해 창도된 국가 이념이라고 자처(自處)한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을 개인이나 계급, 사회와 같은, 자기 이외의 여타 존재(entity)의 목적에 종속⋅조작
되는 대상물 또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 원인(self-cause)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행
동하는 하나의 주체적 존재로 제시하는 것이다.56) 이로써 일민주의는 민주주의 이념이 전제하는, 자
존(自存, aseity)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주권자로서의 인민, 그리고 국가-사회 양자의 관계에서 국가
를 주도하는 사회, 인민⋅사회의 의사⋅이익 실현의 조직으로서의 국가,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와해⋅
해체시키면서, 국가와 사회, 인민, 인간을 국가 중심적으로 관계시킨다. 이러한 속에서 민주주의는
수립 초기 대한민국에서 형해화되고, 단지 대한민국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대국가성을 언어적으로 시
위하는 장치로, 또 대한민국의 냉전 편입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표지어로 내걸리게 된다.

5. 말과 실제, 그리고 열려진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근대 초기, 특히 식민지 시기 한국에 소개되고 이념화된 민주주의가 1930⋅40년대
제국 일본의 ‘서구 근대에 대한 반란’ 속에서 의심과 비판의 대상으로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민주주의 이념이 미⋅소의 2차 대전 승리를 배경으로 전후 해방된 남한에
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 노선, 건국의 노선으로 되어지는 동학(動學, dyanamics)을 우리는
만났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이념은 당대 남한의 엘리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인간⋅사회⋅국가관 등
과 충돌하는 문제적인 이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지배엘리트들과 수립 직후의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적 기획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적 구성물을 무효화하면서 그것을 국가 중심적으
로 순치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가진 국가적 함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공
식적으로, 또 법적⋅제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는 분단과 냉전
의 세계적 전개 속에서 대한민국의 냉전 블록에의 편입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전략적 기표였다.
또한 민주주의성이 민주주의 시대라는 전후의 시대성과 민족의 시대라는 근대의 시대성을 ‘충족’시키
는 표지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근대국가성과 민족국가성을 시위
해야 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국내⋅국제정치적 효과⋅의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는’ 민주주의를 부인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국시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말’(言語)
과 ‘실제’의 괴리는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둘러싼 경쟁의 공간을 낳았고, 그 공간에
서 민주주의는 남한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욕구와 의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동원⋅개발되고 전
용된다. 즉 그것은 이후 역사에서, 특히 4.19에서 보이듯 “지배체제의 정당화는 물론 저항 담론의
중심 역할로 확장”된다.57)

56) 임종명 <일민주의(一民主義)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57) 황병주 <195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민주주의 인식>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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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과 민주주의:
한국 지역균형정책의 국가공간론적 해석

박 배 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서론
한국은 지역균형의 필요성을 헌법 조항에 명시할 정도로 지역균형의 가치를 중요하게 받아들인
다. 하지만, 한국 학계에서 지역균형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깊이 있게 천착하는 학문적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지역균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1) 지역균형을 도덕적이거나 정치적 당위의 문제로 바
라보면서 지역균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2)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관료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
가정책의 차원에서 지역균형을 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로 인해 지역균형이라는 담론이 한국 국
가의 중요한 정책적 기조로 자리잡게 되는 정치경제적 과정, 이 담론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복잡한 경합과 타협의 과정, 그리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과정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지역균형이 지니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국가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역균형정책의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역균형의 문제는 절대적인 당위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안되고, 경제적 효율
성과 기술/관료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지역균형의 담론을 둘
러싼 제 사회세력들 간의 세력관계, 전략관계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
히, 이러한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과 타협의 과정이 어떻게 지역균형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에 반영되고,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 매개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균
형과 관련된 한국 국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실천들을 자본주의 국가가 수행하는 축적전략과 헤
게모니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러한 국가 프로젝트가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
해서 작동하는 사회세력들 간의 전략관계적 상호작용의 의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의 정책과 담론이 한국 국가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리고 사회세력들에
게는 중요한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정책이 어떻게 특정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호도되었는
지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정책의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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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을 둘러싼 기존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난 10여 년간 지역균형을 둘러싼 핵심적 논쟁은 수도권 규제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 이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합리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지역균형정책의 무
용성과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을 도덕적 당위로 바라보면서, 지역균
형정책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주류 경제담론에 기반한 지역균형정책 무용론은 지역문제를 지역 간 자원배분과 특정 지역의 과
밀문제로 바라본다(정준호 2010). 정준호(2010)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지역 간
자원배분의 격차로 인한 문제는 자본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높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과밀문제는 조세부과와 같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이런 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균형정책은 시장의 왜곡과 국민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다. 즉, 생산요소
의 공간적 이동성을 높이는 비공간적인 부문정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World Bank
2009), 지역을 차별화하는 공간정책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반대편의 학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시장실패 가능성의
과소평가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한다. 여러 비판들 중에서 정준호(2009)의 비판이 특히 인상적이다.
정준호(2009)는 지역균형정책에서 추구하는 균형(balance)는 신고전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시장에서
의 균형(equilibrium)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시장에서의 균형(equilibrium)은 경제적 의미로 시장기제
내에서 하나의 점을 가정하는 것이지만, 지역균형에서의 균형(balance)는 국가라는 하나의 정치공동
체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도덕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사회적인 민주주의의 확대
와 권력관계의 조화를 함의한다. 즉, 지역균형은 중앙과 지방 간 역할과 기능분담을 통한 견제와 균
형, 경제활동 분포의 재배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균형은 단지 국민경제의 효율성이란 차원에서만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의 신장, 국가권력의 정치적 정당
성 확보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차원의 가치와 의미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균형론자들은 지역 간 수평적 형평성의 추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당위로 바라보면서, 헌법
적인 이념, 사회정의,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지방의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부정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바라본다(김용웅, 강현수, 변창흠, 강은택, 마강래, 정준호 2011, 5). 그런데, 지역
균형의 당위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지역 각 수평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가의 행위가 어떠
한 정치-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역균형의 필요성을 천
명한 헌법 조항들을 상기시키면서 지역균형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과정과 사
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균형의 가치가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되게 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주류 경제학의 이론과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
서 지역균형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제대로 논박하지 못하는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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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균형정책을 바라보는 전략관계적 접근
1. 국가에 대한 전략관계적 접근과 국가공간론
Brenner(2004)는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Jessop의 전략관계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국가
이론을 공간화하려 시도하였다. 특히, 그는 먼저 국가의 행위를 공간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국가 공
간 프로젝트 (state spatial project)”, “국가 공간 전략 (state spatial strategy)”이라는 개념들을 제시하
였다.
국가는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성 높은 행위자가 아니다. 국가조직 간에 혹은 구성
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국가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 간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는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해야만 하는데, 이들 활동을 제솝은 ‘국가프로젝
트’라고 불렀다(손정원 2006, 49).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간적이고 영역적인 통합성도 선험적으로 주
어지지 않고, 국가의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의 행동을 ‘국
가 공간 프로젝트’라고 한다.
‘국가 공간 전략’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개입 혹은 조절하기 위한 행
위로서 축적전략(accumulation strategy)이나 헤게모니 프로젝트(hegemony project)의 형태로 나타난
다. 자본의 축적과 정치적 경쟁의 지리적 패턴을 조절하기 위한 국가의 산업정책(수출주도산업화 혹
은 수입대체산업화), 주택정책, 노동정책, 지역개발정책 등과 같이 직간접적인 공간적 효과를 지닌
국가의 각종 정책들을 국가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가공간전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2. 공간적 케인즈주의와 지역균형정책
이러한 국가공간론의 관점에서 지역균형정책을 바라보면, 지역균형정책이란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구성방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설정, 지방정부들 간의 수평적 관계조정 등에 영향을 미
치는 “국가 공간 프로젝트”와 축적과정의 지리적 패턴과 산업과 인구의 지리적 배치에 영향을 미치
는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주택정책, 지역정책, 하부구조 투자정책 등과 같은 “국가 공간 전략”이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결합되어, 국가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지역 간 경제성장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간적 선택성’을 나타내도록 조절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Brenner(2004)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서구유럽국가에서 나타났던 국가 공
간 프로젝트와 국가 공간 전략을 공간적 케인즈주의(spatial Keynesianism)이라고 일반적으로 명명하
면서, 지역균형정책을 국가공간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공간적 케인즈주의(spatial Keynesianism)”
라는 용어는 Martin(1989), Martin and Sunley(1997) 등에 의해 사용된 개념인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고, 지역 간 부의 분배를 이루기 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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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련의 정책, 사고, 담론적 프레임을 지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케인즈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정책들이 모두 케인즈주의적 경제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들이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광범위한 제도-조절적 매트릭스
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Brenner 2004, 115).
공간적 케인즈주의는 전후 서유럽에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확립되고 포드주의적 도시화 과정
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조절적 딜레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이고 우발적으로
구성된 국가 공간 프로젝트와 국가 공간 전략의 다면적이고, 다중스케일적이며 모순적인 조합의 결
과물이다. 특히, 포드주의 도시화의 결과로 심화된 지역격차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 되고, 케인즈
주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
지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공간적 케인즈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적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전체 영토에 걸쳐서 사회경제적 역량과 하부구조 투
자를 고르게 하여 도시성장을 균등하게 확산함을 통해 불균등한 공간적 발전의 패턴을 약화시키려
는 정치적 목표와,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산출과 소득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목표 하에 등
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조절역량을 집중화하고, 전 국토에 걸쳐
국가의 행정체계를 획일화하는 공간 프로젝트를, 그리고 국가적 스케일을 사회경제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준이 되도록 만들고, 자본투자와 하부구조 건설의 전 국토에 걸쳐 균등화하는 공간 전략을
수행하였다(Brenner 2004, 134). 즉, 국가 공간 프로젝트는 국가의 영역적 조직을 집중화되고 획일
화된 틀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가 공간 전략은 사적 자본과 공적인 하부구조 투자를 성
장하는 도시 중심지에서 저발전된 주변부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간적 케인즈
주의는 자본투자, 하부구조 제공, 공공서비스의 지리적 분포를 조정하여 형평하고 균형잡히고 상대
적으로 획일적인 국민국가의 공간적 틀을 구성하려는 국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Brenner 2004,
116).
표 1. 공간적 케인즈주의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공간적 선택성
스케일적 차원

영역적 차원

국가 공간 프로젝트
국가의 행정, 조절적 역량이 국민국가적
스케일로 집중화됨
==> 지역과 지방은 국가적 스케일의 중심
에서 추동되는 거시경제적이고 거시분배
적인 필요에 종속됨.
상대적으로 획일화된 영역화된 행정의 구
조가 전체 국토공간에 걸쳐서 수립됨
==> 전체 지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사회복
지와 사회적 하부구조 제공의 일관된 기
준이 수립됨. 이를 통해 개별 지역과 지방
이
집합적이고(collective)
공공적인
(public) 공간-경제 속으로 점차 통합됨.

자료: Brenner (200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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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간 전략
국가적 스케일이 정치-경제적 과정의 가장
핵심적 수준으로 구성됨
==> 국민경제가 경제적 조직, 축적, 조절의
핵심적인 지리적 단위가 됨.
전체 국민적 공간경제를 아울러 산업과 하
부구조 투자를 균형화하기 위한 재분배 정
책이 동원됨
==> 전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에서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이 일인당
소득의 지역 간 수렴을 이끌어내는 핵심적
요인이었음.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한국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함의
전후의 서구 유럽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압축적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행정조직의 중앙집중화와 다양한 지역균형정책들이 추진되어 일견 서구
와 비슷한 공간적 케인즈주의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5. 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개편되면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행정조직을 수립되어 국가 스케일 중심의 집
중화와 전 국토에 걸친 행정적 획일화가 달성되었다. 또한, 70년대 들어 국토 전체의 이용을 중앙정
부가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토종합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으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한
다양한 보정적 지역정책이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균형정책을 서구의 공간적 케인즈주의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는 힘들다.
가장 근본적 차이는 공간적 케인즈주의는 부의 분배와 국가적인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의
제도-조절적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60, 70년대에 한국에서 실시된 지역균형
정책은 국가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억압적 노동통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발
전주의 국가에 의해 도입되었고, 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화되고 정착되었다는 점이
다. 즉, 일부 정책적 메뉴가 비슷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지역균형정책과 서구의 공간적 케인즈
주의는 그들을 둘러싼 제도-조절적 상황, 사회세력들 간의 권력관계, 거시경제적 조건 등에서 판이
하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국가 행위의 구체적 성격, 방안, 내용, 그리고 그것의
효과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
회적 합의가 공간적 케인즈주의 등장의 중요 기반이었는데, 한국에는 지역균형정책을 도입할 때 그
러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압축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던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는
대도시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격차를 줄이려는 보정적 지역정책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국가 공간
전략의 더 큰 강조점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자본축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남동임해공
업단지의 건설과 같이 전략적으로 선택된 지역에 집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두어졌다. 따라서, 지
역균형을 추구하는 정책들의 실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역균형의 가치나 유용성은 단지 경제적 효율성이나 기술-관료적
합리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민
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서 지역균형의 가치가 지니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지역균형정책이 도입되어 제도화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균형정책의 도입, 제도화, 실
행을 둘러싼 국가의 행위를 전략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역균형이 한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니는 민주적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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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국가공간론적 해석
1. 발전주의 국가 공간성
1)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전략
가) 발전주의 축적전략의 공간성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는 60년대는 수출주도 산업화, 70년대는 중화학 공업화를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 동원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축적전략을 추진하였다. 산업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 동원을 통해
수출의 증진과 중화학 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간적으로는 제한된 가용자원을 소수의 장소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였다(손정원 2006, 48).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하부구조, 노동력 등
을 특정 공간에 집중하는 것은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후발산업국의 산업화에 있어서는 매우 효율적
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지역에 산업시설이 입지하여 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기존 도시공간에 기생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경공업과 달리,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거대한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과 자본의 공간적 집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
였다. 특히, 대규모 토지, 교통, 에너지, 용수가 필요한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반시설이 제공되어야 했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투자할 자본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선택
적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손정원 2006, 58). 이러한 공간전
략의 결과로 60년대와 70년대의 기간 동안 산업화는 흔히 “산업화의 섬”이라 불리는 몇몇 도시지역
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나) 발전주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공간성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제성장
과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존속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신의 능력이었다(Castells 1992).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 동원을 통한 수출산업화와 중화학 공업화는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축적전략
이면서, 동시에 헤게모니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 동원을 보다 원활하고 효과
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본과 노동계급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
치체제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의 정치적 정당화를 위해 민족주의
정서가 적극 동원되었다. 특히,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적 염원의 달성을 위해 전 국민이 협동단결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억압과 독재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정당화되었다
(Glassman, Park, Choi 2008). 즉, 경제적 민족주의가 발전주의 축적전략과 억압적 정치체제를 정당
화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써 적극 동원되었던 것이다.
경제적 민족주의 혹은 조국근대화의 담론을 동원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공간적인 특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조국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는 국가 영토 전체의 총량적 실적, 공업화의 성과를 강
조했고, 그에 관련하여 국토 전체는 하나의 동일하고 균등한 공간이라는 심상적 공간을 국가 스케일
에서 생산하는 것 이었다(Kim 2012). 공업화, 혹은 산업화의 성과는 모두 수량화되어 국가스케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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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계되었다. 국가 스케일의 총량적 집계는 지역이나 도시 스케일의 실제 경제 상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국가의 총량적 경제성장을 자신의 지역과 도시의 경제성장과 동일시하는
효과를 가졌다. 따라서 당시 조국근대화와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국가스케일로의 동일시라는 착
시를 가져왔고, 전국토의 동질적인 근대화에 대한 전망을 낳았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지
역의 경제성장이 지체됐다는 식의 상상, 즉 국가 보다 작은 스케일의 지역을 국가와 별도로 상상하
는 지역주의적 프로젝트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김동완 2009).
배제적 헤게모니 전략도 적극 사용되었다. 반공이나 반북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
민주화 운동 및 노동운동 세력을 친공 혹은 친북 세력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배
제적 헤게모니 전략은 공간적 차원에서도 나타나는데, 지역주의적 동원전략이 그것이다(손정원
2006). 조국근대화 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동일하고 균등한 국가영토라는 심상적 공간을 상상하게
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정반대로 지역주의 동원전략은 국토 내의 지역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고,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정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
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2)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프로젝트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는 자신의 공간적이고 영역적인 통합성을 확립, 유지하기 위해 고도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영토성을 확립하려는 공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국가 스케일
의 제도적 장치와 네트워크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산업단지의 건설과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
치가 중앙정부에 설치되었고, 구체적인 산업단지의 입지도 국가 스케일의 총량적 공업화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산업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폐기하여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세를 폐지하였다.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라는 제도적 장치는 지역, 혹은 도시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영역화된
이해집단들에게 활동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국가스케일로의 불균등한 권능 배치에 위협적
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와 경제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결합
되어 있는 국민경제라는 국가 스케일에서 구성된 “상상의 경제”(imagined economy)가 지방분권과
각 지역에 기반한 영역적 이해의 성장으로 인해 국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지방자치제 자
체를 폐지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폐지가 이러한 효과를 의도하고 이
루어진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축적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적 통일성과 영토적 응집력은 확보, 유지할 수 있었다
(Kim 2012).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가 이러한 국가스케일 중심적이고 중앙집권
적인 통치체제의 구성을 통해 국가의 내적 통일성을 높이려 시도했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차별적 엘
리트 충원이라는 일견 국가의 내적 통일성을 약화시킬 것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중앙정부
관료집단의 일사불란한 행정적 동원체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다(손정원 2006). 손정원(200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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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차별적 엘리트 충원은 지역 간 갈등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통합성
유지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시 한국의 국가형성이 완성되지 않았고 관료적 통합성이 약한 상
황에서 당장 필요한 행정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국가 프로젝트였다. 이승만 시기 한국
의 국가는 관료조직체의 통합성이 약하고, 개별 관료들의 지대추구행위가 심각했다. 지역차별적 엘
리트 충원의 방식을 통해 형성된 영남인맥은 공식적인 채널보다 훨씬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통로가
되었다. 이 사적인 의사소통체계는 아직 공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한국 국
가의 관료조직 내에서 정책의 조율과 국가조직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차별적 엘리트 충원의 방식은 당장 필요한 관료조직의 통일성과 행정적 동원
의 효율성은 보장해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내적 통합과 영토적 통일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
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역차별적 엘리트 충원의 방식은 60년대 후반 이후 지역격차의
심화와 함께 호남소외론과 지역주의 정치의 등장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 실제로 국가의 영토적 통일
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발전주의 공간성의 내적 모순과 지역균형정책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이러한 공간적 선택성은 심각한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표 2는 공간
적 케인즈주의의 공간성을 정리한 표 1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요약한 것
이다. 표 2에서 보여지듯이, 60, 70년대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프로젝트와 공간 전략은 스케일
적 차원과 영역적 차원에서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스케일적 차원에서 한국의 발전주
의 국가는 국가와 자본의 성장연합에 기반하여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 동원을 바탕으로 국가 스케일
에서의 총량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를 국가 스케일에서 정의된 하나의 단일하고 균등한 국가
영토라는 심상공간의 창출을 통해 정당화하고, 동시에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의 수립을 통해 국가의
내적 통일성을 유지하였지만, 영역적 차원에서는 지역격차의 심화와 지역차별적 엘리트 충원과 지역
주의적 동원으로 인해 정치-경제적 이해가 영역적으로 차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조국근대
화란 미명으로 국민들을 집약적으로 동원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였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지
역의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그와 더불어 국가 지배엘리트에 의한 지역주의적 동원과 지역
차별적 인재등용이 겹쳐지면서, 지역 간 갈등과 지역주의 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국가의 정당성과 헤게모니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표 2.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적 선택성

스케일적 차원

국가 공간 프로젝트

국가 공간 전략

지방자치제의 폐지, 행정체계의 중앙집권
를 통해, 국가의 행정, 조절적 역량이 국민
국가적 스케일로 집중화됨

국가주도 경제성장
- 국가적 스케일에서 구성된 국가-자본 성
장동맹
-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 동원을 통해 국가
적 차원의 경제성장 추구
국가 스케일에서 총량적 경제성장과 수출
증진 추구

==> 지역과 지방은 국가적 스케일의 중심
에서 조직되는 발전주의적 정치-경제적 필
요에 종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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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간 프로젝트

국가 공간 전략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경제민족주의, 조국
근대화 이데올로기 동원 è 국가적 스케일
에서 하나의 단일하고 균등한 영토라는 심
상 공간 창출
==> 국민경제가 경제적 조직, 축적, 조절의
핵심적인 지리적 단위가 됨.

영역적 차원

행정조직과 체계의 전국토적 표준화
국가주도 산업화에 필요한 단기적인 행정
관료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차별
적 엘리트 충원 방식 사용 ==> 엘리트 충
원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초래.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 저해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과 투자의 영
역적 집중 è 산업화의 전국토적 균등한 확
산이 아니라, “산업화의 섬” 생산
지역주의적 정치적 지지 동원
==> 국가 하부 스케일에서 영역적으로 차
별화된 정치-경제적 이해의 창출

1960년대 말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역주의 정치와 1971년 대선에서 나타난 영호남 분열
의 투표패턴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박정희 정권에게 꽤나 부
담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1971년의 대선에서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박정희는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된다. 유신체제의 수립을 통해
더욱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여 정치적 반대와 사회운동을 탄압하였고, 중화학 공업
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산업화를 심화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발전주의적 산업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도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지역균형정책의 도입이었다.
국가주도 산업화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강력한 반공주의와 계급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
로 계급투쟁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호남소외론 등에서 보여지듯이, 국가주도 산업화의
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지역 격차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
황에서, 국가는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대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정책을 7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시되
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프로젝트와 공간 전략이 지닌 내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헤
게모니 프로젝트로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집중을 억제하는 각종 지역정책과 지역균형 담론을
적극 활용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에 기인한다. 즉, 서유럽의 공
간적 케인즈주의를 둘러싼 제도-조절적 환경(예.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이나 부의 분배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 공간 프로젝트와 공간 전략의
내적 모순으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위기에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 정책들이 우리나라
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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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정치의 발달과 지역균형 담론의 확장 및 왜곡
1) 지역균형 담론의 확장
1960년대와 70년대에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이 지닌 내적 모순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지역균
형담론은 80년대의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보다 일관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제도화된다. 이는 8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주의 정치와 같은 영역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 지
역격차 등의 이슈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의 결과이다.
1971년 대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영남과 호남 사이의 정치의식의 차이는 이후 한국에
서 지역주의 정치가 등장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국가의 축적전략,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대
해 상이한 영역적 이해가 지역별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당들의 정치전략이 결
합되면서 지역균열의 구도가 정당정치에 깊이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발전주의 국가가 추진한
국가 주도 경제성장이 그 공간적 선택성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 격차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는 국
가 정책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경쟁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계급 정치가 활성화되
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지역의 영역적 이해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
성하도록 유도하였다(Park 2003).
이러한 상황은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호남에는 저항적 지역주의가, 영남에는 패권적 지역주의가
두드러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87년의 민주화 투쟁 이후, 형식적 민주화에서 큰 진전이 발
생하면서, 그 이전의 기간 동안 한국 정치를 특징지우던 핵심적 균열 구조였던 “독재 대 민주”의 전
선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 빈 공간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균열의 요소가 자리잡게 되었다. 지역
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분할되고, 여러 지역적 기반을 가진 정치 세력들의 등장하였다. 이
제 한국에서는 지역적 이해가 정당 정치에서 전면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개발
이슈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의존 정도도 더욱 높아졌다(박배균 2009).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지역격
차, 지역균형 등이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 스케일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스케일에서의 총량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자원과 투자를 집중하는 발전주의적 공간 프로젝트와 공간
전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였다. 사실 70년대부터 반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진영에 있던 정
치인들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권위주의 정권의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에 의해 초래된 지역격차의 문제
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지역격차와 지역갈등의 원인이 산업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의 지배엘리트들이 자의적으로 자원과 투자의 지역간 배분을
결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역격차를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의 권한을 임의적으로 사용
하여 나타난 사회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지역균형정책의 확대와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였다(Park 2008).
박정희 서거 이후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경제
구조조정,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등을 바탕으로 정권을 안정화하려 했지만, 동시에 국민들로
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고 그들의 권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유화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가정책의 목표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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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 위주에서 사회발전이 보다 중시된 것으로 전환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1982년부터 실
시된 제 5차부터는 명칭을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바꾸면서, 경제성장 보다는 안정, 능률, 형평 등
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2003). 이와 함께 지역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광주민주화 운동을 유혈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한 정
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지역균형과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야당과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지방의 시대”, “지방의 부활” 등과 같은
정치적 슬로건을 사용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지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Park 2008).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지역균형 담론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87년 민주화 투쟁
의 성과로 헌법이 개정될 때, 지역균형에 대한 조항이 다른 경제민주화에 대한 조항과 함께 헌법에
포함되게 까지 된 것이다. 그리고, 1987년부터 실시된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는 지역간 균형발
전이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1982), ‘농어촌소득
원개발촉진법’(1983), ‘도서개발촉진법’(1986), ‘농어촌지역발전기본법’(1986), ‘중소기업진흥법’(1987),
‘오지개발촉진법’(1988) 등과 같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서
해안 개발사업과 같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치중되었던 산업화의 축을 서해안 쪽으로 옮겨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지역개발계획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2) 개발정치의 영역화와 지역균형 담론의 왜곡
지역주의 정치와 같은 영역정치는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 담론이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 담론이 지역적 차원의 개발이익에 포섭되어 왜곡되는 계기
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정치의 발흥이 단순히 국가적 스
케일의 정치경제적 과정의 결과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적 차원의 개발정치와 깊이 연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주의 정치의 등장이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프로젝트
와 공간 전략이 지닌 내적 모순에 의해 촉발된 면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 내부의 개발적 이해
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영역화한 것에 영향을 받은 바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격차, 정권의
편향된 엘리트충원 등을 문제시하면서 등장한 지역주의 정치가 지역균형 담론의 확장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 차원에서 형성된 개발주의적 이해를 대변하여 중앙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민주화의 결과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국가 통치의 스케일적 재편을 야기하면서 토건 동맹과 개발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동시적으로 성장하고 확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지역민에 의해 선출되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지역 차원에
서 영역화된 이해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영역적
개발동맹의 결성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
성과 책임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에 민
간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 차원에서 개발 및 토건 동맹이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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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로 지역 개발 사업에서 수익성의 원칙은 강화되고, 공익성의 원칙은 급
격히 약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해, 중앙 예산을 향한 지방간 경쟁을
심화시켰는데, 이는 지역균열의 정치 구조 하에서 지역개발 이슈에 목메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
역개발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였다(박배균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균형 담론은 지역 차원의 개발주의 정치세력들에 의해 적극 활용되었다. 지
역의 개발동맹이 자신들이 추구하던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균형 논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균형 담론이 지역적 차
원의 개발정치와 토건사업을 정당화해주는 논리로 이용되고, 한국 국가의 토건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떤 정권 보다 지역균형의 가치를 중시하
면서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도모하면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
역균형을 위해 실시된 많은 지역사업들이 실제로는 물리적 인프라의 건설에 치중하는 토건사업이었
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혁신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이 압도함에 따라 ‘신개
발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정준호 2009).
이명박 정부에서도 토건적 개발주의 세력은 지역균형 담론을 적극 동원하는데, 이는 4대강 개발
사업을 지역균형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일련의 시도에서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언론의 기
고문에서 국토해양부의 한만희 차관은 4대강 개발이 지역균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이 가져오게 될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토에서 대부분 발전
된 도시나 지역은 해변에서 4대강 중류까지 분포한 반면 4대강 중류에서 상류까지는 낙후된 지역으로 방
치돼 왔다. 이 때문에 국토 한가운데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의 내륙은 물론 경기 동남부 지역은 살겠다
고 가는 사람 없고 갈 이유도 없는 불모지 상태였다. …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은 인적이 드물던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이 부족했던 도시민에게도 엄청난 규모의 도시공원을 제공
하고 있다(4대강의 숨어있는 진짜 효과, 2012).

지역균형의 담론이 영역화된 지역개발 세력에 의해 포섭되면서 지역균형의 가치가 손상되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발전주의적 축적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내적
모순에 대한 대응적 처방으로 도입되었고, 민주화 운동과 함께 권위주의 국가통치로 인한 사회적 분
열을 치유하기 위해 확장된 지역균형정책은 한국 사회의 성원들이 쉽게 거부하기 힘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토건적 이해를 가진 지역개발세력에 의해 지역균형 담론
이 이용되고,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지역균형에 대한 요구가 지역의 토건적 개발사업을 정당화하고
정부의 예산을 각 지역으로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
기 시작하면서, 지역균형 담론 그 자체의 가치와 정당성마저도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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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 필자는 지역균형을 도덕적-정치적 당위나 기술-경제-관료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바라보
지 않고, 한국 국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과정의 한 차원으로 접근하여 바라본다. 특히, 지역균형의
정책과 담론이 한국 국가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리고 사회세력들에게는 중요한 정치
적 동원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정책은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프로젝트와 공간 전략이 지닌 내적 모순으
로 인해 지역주의 정치가 등장하고 국가 지배엘리트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이러한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80년대의 광주항쟁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지역주의 정치와 지역균열적 정당정치가 더욱 활
성화되면서, 지역균형과 지역발전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특
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인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지역균형의 정책적-담론적 차원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 지역주의 정치와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 영역화된 정치적 동원은 지역균형의 담론을 확대, 심화
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지역균형의 담론이 토건적 개발주의 세력에 포획되어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동원된 지역개발 정치의 발흥은 지역균형
담론이 지역적 차원의 개발주의적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 정부에 개발사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을 요구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 지역균형 담론의 이러한 왜곡은 지역균형의 가치가 우리사회에서 지니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훼손시켜, 지역균형 무용론의 등장을 허용하는 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지역균형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
다.
① 지역균형의 가치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형성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결코 훼손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지역균형과 지역발전의 담론을 토건적 개발주의 이해와 분리시키려는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
다.
③ 이를 위해서 지역 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지역균형담론은 국가적
스케일의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제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평등, 민
주, 참여의 확대로 지역균형의 가치를 더욱 다듬고 지켜야 할 때이다.
④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생적 성장전략은 개발주의적이고 토건주의적 사고를
잉태하고 지역 간 경쟁을 강화하여 지역균형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생적 발전전
략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정준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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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균형은 공간적 형평만을 추구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계층적인 형
평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구현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공간적 케인즈주의
가 지역격차의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간적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부의 사회적 분배를 추구하는 각종 복지정책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⑥ 지역균형을 위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클러스터나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 간 또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균형정책은 부문정책인 경
쟁정책, 즉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우선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정준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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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복지국가:
김대중 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비교
김원섭, 남윤철 (고려대학교)

Ⅰ. 문제제기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의 핵심적 질서
원리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발전원리들 특히 복지의 발전원리의 발전
과 정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민주화 테제(logic of democracy) 이다.
민주화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시민권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집단이 국민 개개인의 필요, 특히 복지
필요를 무시할 수 없게 하고, 이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탁월하지만 경험적으로는 검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민주화가 늦게 이루어진 독일에서 영국과 같이 민주화가 일찍 성취된 나라들보다 먼저 사회보
험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화 테제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많
은 연구들이 민주화가 예외 없이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다원화를 지향하는 민주화
가 사회의 여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양화한다는 사
실에는 동의한다.
민주화의 열린 공간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서 이글은 정권교체가 복
지국가의 발전에 주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정권교체 효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정치적 요소인 정부, 정치 정당과 정치제도는 민주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
특히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만큼 민주화 이후에나 가능한 민주화된 사
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도 민주화이후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까지 6개 정권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탄생하고 사라졌다. 이에 대한 효
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경험한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정책에 정권교체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권교체가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연구들 또한 제기되고 있다(Hibbs. 1977; Schmidt, 1996).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로
정권교체가 복지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널리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나 일반적인 현
상으로 정치세력의 교체가 복지국가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최근 한국에서 복지이슈가 주로 정당과 선거의 제도정치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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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당이나 정권을 획득하려는 세력에게 복지정책은 핵심 정책영역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이글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한 요소로 정권교체가 복지국
가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글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사회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는
가?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연구대상은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는 것이다. 양 정권 모두 이전의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권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사례이다. 양정권의 복지국가의 발전은 국가의 목표와 복지
이념, 그리고 복지영역의 발전으로 나누어서 비교되었다. 복지영역의 발전을 보기위해 양적으로 복
지지출의 추이와 구조가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정당구분이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이
제한된 대표성, 신뢰성부족과 같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김대
중 정부와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검증해 보는 것이 이글의 주요
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국복지국가가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비
교는 한국에서 가능한 복지국가 발전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전망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과 제도적 조건
1. 이론적 배경과 기존 입장
정권교체가 국가 정책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속성과 전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지속성 입장은 정권교체가 국가정책의 변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한
다. 이 주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집권한 정권이 이전의 정권과 다른 정책을
실시할 ‘의도’가 없을 수 있다. Kirchheimer(1965)의 ‘포괄정당’ 이론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정당들
은 더 이상 특정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정당들은 모든 계층으로부터 표
를 얻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정당간의 정강과 정책 차이는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새로 집권한 세력은 이전 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급격한 정책변화를
결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새로운 정권이 집권 후 정책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제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의도한 정책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Offe(1972; 1975)에 따르면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와
증가하는 계급갈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정치
적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성 증가, 기간산업의 기술수준, 인구 고령화, 노동공급의 구성과 같
은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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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정권교체가 유의미한 정책전환을 유발한다는 입장을 대변하는 전통적인 입장은
Hibbs(1977; 1992)의 정당구별이론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거시 경제정책의 발전에 대한 그의 연구
에 따르면 사회집단들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뚜렷이 구분되는 선호를 가지고 있고, 정치정당은 자
신을 지지하는 사회집단의 선호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려 한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국가정책을
조종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 결과 정권교체로 새로운 정책이 실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정당구분이론은 제도주의적 확장을 격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권교체가 언제나 정책전환
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전환의 정도는 주로 정권이 어떤 제도적인 제약하에 있
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Schmidt(1989; 1991)에 따르면 전통적인 정당구분이론은 유권자의
선호와 정치세력의 관계가 밀접한 대중 민주주의 체계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하
지만 동시에 그는 전통적 입장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Schmidt(1991: 196)에 따르면 정부가 의도한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 특히 집권기간, 국가구조, 야당의 정치적 역량, 선거결
과, 이익단체의 영향력 등과 같은 정치제도적 요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에서는 민주화로 인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정책의
관계는 오랫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정당의 미성숙의 결과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복지 정치의 미성숙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정치정당은 불안
정하여 정책정당보다는 명망가 정당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Kirchheimer, 1965 참고), 이에 따라 정
권은 제한된 대표성, 신뢰성부족과 같은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최장집, 2010).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선거에서 복지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도 정권교체가 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이 별로 주목
을 받지 못한 요인이다. 즉 지금까지 복지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국민의 정당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세력도 그 만큼 복지정책의 차별적인 구상과 실행에 주력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정권교체와 사회정책의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찾
아보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정권교체와 사회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일치되지
않은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정권교체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들은 한국의 정당의 정책은 서로 차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권교체가 정책의 전환을 가지오지 않았
다고 주장한다. 최장집(2001)에 따르면 오랜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한국의 정당체계는 보수독
점적 양당체계로 형성되었다. 이념적으로 협애한 지형 속에서 정당의 성장은 지체되어 정당은 상당
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이고, 두 정당의 이념적 차이는 크지 않다. 두 정당을 구분하는 것은 이념
이나 정책보다는 지역주의와 같은 분열선이다. 이와 유사하게 Lee(2009)도 한국 정당의 불안정성 때
문에 국민들은 정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면 정책적 선호의 표현이 정당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즉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김대중 정부는 이전의 김영삼
정부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조영훈,
2002, Shin, 2009). 즉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는 복지확대 자체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
화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복지개혁은 복지의존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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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이고 근로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일반화하면 아래와 같은 주장이 된다.

주장1: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복지정책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의 지향
에서 이들 정권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하에서 복지정책의 발전은 정권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
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백승호⋅안상훈(2009)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복
지정책의 확대는 단지 일시적이었고,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이나 공무원의 퇴직급여일시금 같은 특정
복지제도가 외환위기 대응으로 확대된 결과이다. 이러한 확대는 외환위기 대응이라는 수동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즉 복지정책의 변화는 정권교체보다는 외환위기가 야기한 사회경제적 상
황의 악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손호철(2002) 역시 복지개혁을 타 부분 즉 노동개혁과 경제개
혁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복지개혁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이었으며, 복
지개혁도 오히려 후퇴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나타난 전향적인 복지개혁도 외환위기 이
후 나타난 심각한 빈부격차와 실업문제로 나타난 사회복지확대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
다. 정권효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복지지출의 발전으로만 본다면 보수주의정권인 박정희, 전두환, 김
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보다 복지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더 높았다고 주장한다(백승호⋅안상훈,
2009: 217; 손호철, 2005: 223).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장 2: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복지정책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소
에 따른 복지수요가 복지정책의 차이를 결정짓는다.
주장 2-1: 개혁적인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은 보수적인 정권에서 개혁적인 정부에서보다
복지지출이 높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은 하락하였다.
주장 2-2: 개혁적인 김대중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복지지출이 높았던 것은 특정 복지제도의 효
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복지확대를 가져왔다고 보는 주장하여 연구들이 있다
(Kim, Y. 2001; 2008; 안병영, 2000; 양재진, 2002). 이들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국가
의 복지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정책에서 압축적 성장을 가져왔다(이혜경, 2003: 30). 이러한 복지확대
는 무엇보다도 정권교체 효과, 즉 김대중 정부가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운동과 노동
운동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특히 성경륭(2002)은 외환위기 속에서 일
시적으로 확장된 국가자율성의 확대, 노동계급과 시민계급의 조직적 지원과 같은 유리한 조건이 김
대중 정부의 개혁적 성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한 것으로 지적함으로써 제도주의적으로 확장
된 정당구분이론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면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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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3: 주어진 조건이 유리하다면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복지정책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정권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복지정책 발전에서 정권교체가 가진 효과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
구도 부족한 형편이다. 기존 연구는 한편으로 복지정책 발전에서 정권교체 효과를 부정하거나 아니
면 김대중 정부의 경우로 한정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복지정책 발전
에 미치는 정권교체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확장될 때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입장이 발전될
수 있다. 사회정책에 미친 정권효과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권효과에 대
한 연구는 김대중 정부뿐 아니라 다른 정권교체들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정권으
로 정권교체 후 발생한 2007년의 경제위기는 사회과학적 실험을 위해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손호
철(2005)이 제기한 문제제기는 이 연구를 위해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김영삼 정부나 전두환 정
부였다면 과연 1997년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처럼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손호철, 2005: 226).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은 한국 복
지정책의 발전에서 정권교체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좋은 비교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다.

2. 정권교체 영향의 제도적 조건 분석
복지정책의 발전은 정치적인 요소인 정권교체라는 단일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
정권교체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다른 요소에 의해 약화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양 정권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조건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이 요소들은 정권효과 외에 두 정권의 복지정책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정권교체 효과를 제약하는 요소들은 크게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제도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정권교체
를 제외한 다른 정치적 요소, 기존 사회정책의 영향을 비롯한 복지정책 자체의 제도적 요소들이다
(Schmidt, 1996).
먼저 정권이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경제적 발전들이
다. 사회경제적 발전은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 연구대상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규정한 요소는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라 할 수 있다. 양 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한 금융
위기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 경제위기는 또한 초래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 위기가 복지정책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특히 복지수요를 중심으로 양 위
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위기가 복지수요의 증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는 무엇
보다도 경제위기가 초래한 실업율과 빈곤율의 증가정도라고 할 수 있다. 두 시기를 비교해보면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실업율은 2007년의 2.6%에서 2008년 7%로 급속히 증가
하였다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에서 3.8%를 회복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실업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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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에 달한다. 반면 이명박 정권하에서 연간 평균 실업률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증가
하지는 않고 2007년의 3%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기간의 평균 실업률도 3.5%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빈곤율의 추이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시기에 빈곤율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7년의 2.4%에서 1999년에 6.7%까지 상승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3.8%로 하락하였다.
이시기의 평균 절대빈곤율은 5.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절대빈곤율은
2007년 3.6%로 시작하여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경제위기 이외에 복지정책의 수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구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특히 의료비와 연금급여의 상승을 가져와 복지지출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연금제도의 미성숙 때문에 고령화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영역
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이시기 급속한 고령화를 겪었기
때문에 양 시기가 고령화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이 보여주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시기에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지수의 평균은 7.1%인 것에 반
해, 이명박 정부 시기는 10.8%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요인은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보인다. 경제위기의 파급효과인 실업율과 빈곤율에 있어서
는 이명박 정부보다 김대중 정부의 더 많은 복지수요에 직면하고 이는 더 많은 복지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추이는 역의 경향을 보인다. 고령화가 야기하는 복지수요가 김대중 시기보
다 이명박 정부시기에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 정권은 사회경제적 제약의
측면에서 다른 조건에 처해 있었고 이는 양정부의 복지정책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양 요소가 가진 상쇄효과 때문에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경제적 조건지표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98~01
평균

2007

2008

2009

2010

2011

08~11
평균

실업률

2.6

7

6.3

4.1

3.8

5.3

3

3

3.4

3.4

3

3.5

절대
빈곤율

2.4

5.9

6.7

4.7

3.8

5.3

3.6

3.5

3.9

3.9

3.9

3.8

고령화

6.4

6.6

6.9

7.2

7.6

7.1

9.9

10.3

10.7

11

11.3

10.8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 빈곤율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절대빈곤율.
3)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KOSIS. 2012. 05. 25 검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빈곤통계연보.

두 번째로 정치제도적 요인에서 강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행정부의 정책의 실행에
가장 중요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국회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제도 중 사용자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 노사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복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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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상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시위나 파업도 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먼저 <표 2>는 양 기간 동안 국회의 의석구조를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의 시기 정권교체 직후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8월 9월 정계개편으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 공동정부의 여당이 국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1년 여권공
조 붕괴 후에 여당의 다수당 지위는 깨지게 된다. 이명박 정부기간동안에는 연구대상 전 기간 동안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양 정부 모두 국회를 통제할 수 있
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 정권 모두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정책이 국회에 의해 봉
쇄당할 위험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의회구성 변화와 사유
1999
2000
1월
9월
5월
5월
여당
129
153
159
132
야당
170
146
140
141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
변화 한나라당 자민련 여당연합이 당, 자민련
이 다수
과반수
다수
구분

1998

2001
9월
117
156
여권
공조
붕괴

2008
4월
153
146

2009
1월
168
131

2010
7월
172
127

2011
11월
168
125

여당이 지속적으로 과반이상

출처: 언론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KINDS. http://www.kinds.or.kr/, 2012. 05. 18 검색.

마지막으로 기존 복지정책의 영향도 양 정권의 복지정책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제도를 단지 이행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제도도입에 의한
복지지출의 증가는 현 정권의 적극적 정치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효과라 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시기에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실행한 것 중 복지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시기에 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노령연금의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노인 6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치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시기의 복지지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정권
교체효과로 볼 수 없다.
둘째, 제도의 변화가 양 정권의 복지지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국
민연금제도의 반환일시금제도가 시행되어 약 1조 정도 지출효과를 유발하였다(백승호⋅안상훈,
2009: 215). 하지만 2000년도 이후부터는 반환일시금을 연금수급개시연령이후에만 수급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환일시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가장 큰 제도효과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성숙에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후 아
직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연금수급자의 수는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제도의 성숙에 의해 늘어나는 수급자수는 연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변경 없이 연금지출을 자
동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3>이 보여주는 것처럼, 1998년과 2001년 기간의 노령
연금 평균 수급자의 수는 34만 명이었으나, 2008-2011년 기간에는 22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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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액도 첫 번째 기간의 평균 524십억에서 두 번째 기간의 6조 337십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결정 없이도 국민연금의 제도성숙에 의해 양정권의 복지지출의 차
이는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표 3> 국민연금 노령급여 수급자수와 급여액 추이 (단위 : 천명, 십억원)
2008

2009

2010

2011

602

19982001 평균
343

1,950

2,149

2,330

2,490

20082011 평균
2,230

974

524

4,766

5,815

6,862

7,905

6,337

구분

1998

1999

2000

2001

수급자

113

176

482

급여액

171

300

651

자료: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연도. 국민연금 월별 통계자료(2011. 12).
결론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가 양 정권의 복지지출의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 정권의 복지제도 지출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정치제도적 요소는 양 정권의 복지지출에 크게 차이를 유발
할 요소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Ⅲ.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의 비교
1. 국가목표와 복지이념
양 정권의 복지이념의 차이는 주로 국정지표와 양 정권이 내세운 복지이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출범 시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내세우며 외환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1999년 세 번째 국정지표로 생산적 복지가 추가
되었다(김원섭, 2008). 이로써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표는 한국에서 민주-복지-자본주의라는 복지국가
의 세 가지 국가목표를 골고루 수용한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김원섭, 2009). 이러한 김대중 정부에
서 복지국가적 국가목표가 정착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민주
주의와 경제성장에 대해서, 나중에 경제성장과 복지에 관한 논쟁을 발전시켰다. 특히 민주주의와 경
제성장에 대한 논쟁은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와의 논쟁을 통해 국제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Kim, D. 1994; Zakaria, 1994). 서구 민주주의가 아시아에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리관유의 주장에
맞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발전할 때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안 되면 정경유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를 당한 한국의 좌절이 바로 이를 입증합니다”(김대중 대통령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서울선언,
1999.10.25.).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발전이 필수적

- 63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을 주장함으로써 복지를 경제성장 목표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의 핵심과제의 하나
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
략.......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위의 글).
독자적인 국가목표로써 생산적 복지는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잔여적 복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
니었다. 생산적 복지의 기본목표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
향으로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자활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능력배양이
제시되었다(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기획단, 1999: 46; 2002: 35). 또한 논란이 많은 일을 통한 복지에
서도 생산적 복지에서 강조점은 일할 의무가 아니라 일할 권리에 있었다. 일할 권리의 확보는 200
만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정책에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조치의 확대, 일자리
질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기획단, 2002: 32-33).
이런 점에서 생산적 복지는 복지목표의 독자성 확보,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보장과 사회보험
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할 권리의 보장으로 구성되었고,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나라, 강한 나라로 구
성되어 있었다. 잘사는 국민이 주로 경제성장의 촉진, 강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지향하는
것에 반해 따뜻한 나라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설정된 5대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국가로 구성되었는데, 이 역시도 능동적 복지는 이명박정부의 복지목표로 제시되어 있다(대통령직인
수위원회, 2008). 이명박 정부의 국가목표는 복지목표를 주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복지-자본주의라는 복지국가의 기본 강령에서 핵심적인 목표의 하나인 민주주의 목표가 결여된 형태
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목표의 또 다른 특징은 복지목표가 경제성장 목표에 비해 현저히 소홀히 취급
되고 있는 점이다. 5대 국정과제 중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성숙한 세계국가, 인재대국이
사실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표인 것에 반해, 복지목표는 능동적 복지하나로 축소되어 있
다. 또한 국정지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된 43개 핵심 국정과제 중 사회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
제는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
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의 네 가지 뿐이다(김원섭⋅남윤철, 2011:121-122). 복지제
공에서 국가의 잔여적 역할은 복지공급에서 시장과 준시장이나 타 사회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
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지공급방식을 국가주도에서 사회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
하였다(대통령인수위원회, 2008: 43). 또한 능동적 복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서민생활안정 목표는
많은 부분 재래시장 활성화와 부동산시장안정과 같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조치들에 의해 실현되어
야 했다(위의 글: 44). 이외에도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은 복지체계 내에서 시장원칙을 강조하는 것
이었다.
능동적 복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평생 복지기반 마련과 예방⋅맞춤⋅통합형 복지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내세운 두 개의 핵심과
제 중 하나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였고 이외에도 국민건강안정망의 효율화, 공적연금 연계방안 등

- 64 -

민주화 이후의 복지국가ㅣ김원섭, 남윤철

제도의 확대나 개선보다는 제도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지향하였다. 또한 능동적 복지가 예방적 미래
복지를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전반의 기반구축을 추구하는 구 체계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이
에 따라 보육부분의 확대가 계획되었는데, 이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와 양육수당,
농어촌지역의 노인시설확대와 생활여건 개선, 자활사업지원 등 주로 특정 범주의 국민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복지목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복지축소를 지향하지는
않았지만, 복지실행에서 시장의 활용,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 범주적 선별적 영역의 우
선성의 원칙으로 복지영역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한 복지모델은
전통적 복지모델보다는 잔여적⋅자유주의적 복지모델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정책의 발전비교
1) 복지지출의 비교
우선 양 정권 복지정책의 발전과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
만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체 복지지출을 산출하는 통계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제
비교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OECD의 복지지출지표도 2009년까지만 제공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비교 대상기간인 1998-2001년 기간과 2008-2011년 기간의 복지지출을 비교할 수 있는 복지
지출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시기의 사회지출 변화 추이의 비교를 위해서는 대안적인
지표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는 정권효과와 관련이 있다. 양 정권 복지지출의 차이는 정권요인과 같은 정치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제도 자체의 요인과 같은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양 정권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복지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상이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권이 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이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이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지출은 OECD에서 발표된 통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은 OECD 지표와 가장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산출된 김원섭⋅남윤철(2011:
124-127)의 복지지출 산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복지지출은 발표된 정부의 복지재정 자료를 바탕
으로 여기에 빠져있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그리고 지방복지재정의 일부가 추가되었다. 다음으
로 OECD 복지지출 통계에는 빠져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재정 통계에는 추가되어 있는 주택부분과 기
금운영비용을 제거하여 <복지지출 1>을 산출하였다.
다음 과정에서 정권효과를 보기위해서 <복지지출 1>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통제되어야
한다. 복지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여주는 변수는 고령화, 실업
률, 빈곤률이다. 이들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들의 합으로 복지지출을 나누어 <복지지출 2>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여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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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3>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전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해 복지지출의 변화율 평균의 산출에서 양 정권의 첫 번째 해인 1998년과 2008년은 제외되었다.

<표 4>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1998

복지지출1
25,918
(증가율)
GDP 비
5.35
(증가율)
복지지출2
1,329
(증가율)
GDP 비
27.44
(증가율)
복지지출3
870
(증가율)
GDP 비
17.95
(증가율)

1999

2000

2001

34,049
31.4
6.43
20.2
1,711
28.7
32.31
17.8
1,055
21.2
20.10
12.0

29,566
-13.2
4.9
-23.8
1,848
8.0
30.63
-5.2
1,369
29.8
22.50
11.9

34,991
18.3
5.37
9.6
2,302
24.6
35.33
15.4
1,860
35.9
27.63
22.8

연평균
증가율

2008

12.2

77,704

2.0

7.9

20.4

4,625

9.3

47.02

29.0

3,380

15.6

34.52

2009

2010

2011

91,508
17.8
9.3
17.7
5,084
9.9
51.67
9.9
3,789
12.1
38.33
11.0

94,368
3.1
9.0
-3.2
5,157
1.4
49.18
-4.8
3,766
-0.6
36.07
-5.9

99,396
5.3
9.2
2.2
5,461
5.9
50.55
2.8
3,913
3.9
36.26
0.5

연평균
증가율
8.7
5.6
5.8
2.6
5.1
1.9

주: 1) 1998년, 1999년, 2008년과 2009년은 추경.
2) 지출 1은 김대중 정부의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우 정부의 복지
재정자료 사용. 대안적인 지출 추계는 OECD기준 추계와 달리 지방비 지출이 부분적으로만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료비추계를 사용한 OECD기준 추계와 달리 국민의료비추계 산출
이 2010년에 대한 잠정치만 제공되기 때문에 건강보장 급여지출을 사용하였다.
3) 운영비 제외기금은 건강보험기금, 장기요양기금,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보훈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4) 지출 2는 두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수 통제를 위해 지출을 실업률, 빈곤율, 고령화지표(65세
이상 인구비중)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
5) 표준화 GDP 대비비중은 두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수 통제를 위해 GDP대비비중을 실업률,
빈곤율, 고령화지표(65세이상 인구비중)의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
6) 지출 3의 경우 제도변화와 성숙의 통제를 위해 연금지출을 제외후 표준화 한 수치.
자료: 고경환. 2009.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 pp.
97, 98, 104, 105.; 기획재정부,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
황. 각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행정안전부, 각 년도; 김원섭⋅남윤철. 2011. p. 127 필
자작성

산출된 복지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출1에서 지출의 절대적 수준의 추이와 GDP에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율인 상대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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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이가 난다. 절대적 지출에서는 증가율이 각각 12.2%와 8.7%로 김대중 정부에서 높지만, 상대
적인 비율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지출이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의 계산에서 흔히 범해지는 오류인 분모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의 상대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분모인 경제성
장이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지출 1>과 <복지지출 2>의 차이는 복지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인 실업률, 빈곤율,
고령화 변수를 통제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결과는 양 정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김대중 정
부는 통제 전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증가율은 다소 하락한다. 그 결과 증가율
의 차이는 20.4%와 5.8%로 나타나 김대중 정부가 더 높아진다. 상대적 지출수준인 GDP대비 복지
지출도 같은 추이를 보인다. 이는 만약 사회경제적인 복지수요가 같았다면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지
출의 증가는 더 높이 나타났을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김대중 정부는 사회
경제적 복지수요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복지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의 복지확대는 사회경제적 복지수요보다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지지출 2>와 <복지지출 3>은 제도변수 즉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연금제도의 변경과
성숙이 낳는 효과가 통제된 것이다. 계산 결과 김대중 정부의 복지지출은 연금지출을 제외하면 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그 증가율도 29%로 상당히 크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금지출의 증가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5.8%에서 5.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명박 정
부에서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이 연금제도의 제도적 성숙효과에 기대고 있는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
는 연금지출이 오히려 복지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만큼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제도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지출 3>이 양정부가 순수하게 정치적 결정으로 이룬 복지지출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이 복지지출의 추이에 따르면 양정부에서 복지지출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보다 김대중 정부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 복지지출의 추이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가 이명박 정부보다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집권 2년차와 3년차 모두
에서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2년차의 복지지출의 증가분
이 3년차에 발생한 감소에 의해 거의 전부 상쇄되고 있으며, 이 결과 평균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경제위기 기간에 일시적인 확장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복지지출의 감소가 이전의 증
가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복지지출 구조의 비교
복지지출의 증감은 복지제도 발전의 추이는 제시하지만 복지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선별적인 급여의 비중이 증가하면 복지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 복지지출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복지제도의 부문별 발전에 차이가 난다면 복지제도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정권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권이 이념
적으로 추구했던 사회보장 중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모형과 이명박 정부가 지향했던 자유주의적 복

- 67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모형이 실제로 실행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의 주요한 관심이 된다.
본 연구는 복지제도 변화의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구조의 변화를 비교한다. 복지지출
의 비교에서 유의할 점은, 양 정부의 복지영역에서 세부영역별 지출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
하지 않는 다른 것이다.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본 연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정
부발표 복지재정 통계도 큰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양 정권은 복지재정 다르게 세부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양정부의 복지지출을 비교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김대중 정부 복지지출의 경
우 OECD 기준으로 구분된 사회정책지출 구조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구조는 남윤철⋅김원섭(2011)에서 산출된 <복지지출 3>을 OECD 기준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였다.
단 연금지출이 가지는 제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금지출을 제외하였다.

<표 5>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추이(연금지출제외) (단위: 십억, %)
구분

1998

사회부조
2,512
증가율
사회복지서비스 1,739
증가율
적극적
3,278
노동시장정책
증가율
실업시
799
소득보조
증가율
보건
8,516
증가율
기타
129
(증가율)
계
16,973
(증가율)

1999

2000

2001

3,352
33.4
1,884
8.3

3,810
13.7
2,334
23.9

5,265
38.2
2,976
27.5

4,791

4,056

3,527

46.2

-15.3

-13.0

936

471

845

17.1
9,861
15.8
173
34.1
20,997
23.7

-49.7
10,966
11.2
273
57.3
21,910
4.3

79.4
15,319
39.7
347
27.1
28,279
29.1

평균
증가율
28.4
19.9
5.9
15.6
22.2
39.7
19.0

2008

2009

2010

2011

8,193
2,664
-

10,386
26.8
3,408
27.9

8,815
-15.1
3,818
12.0

8,867
0.6
4,475
17.2

7,348

10,247

8,544

8,669

-

39.5

-16.6

1.8

3,046

4,438

3,750

3,919

28,274
5,159
54,684
-

45.7
33,502
18.5
3,233
-37.8
65,214
19.3

-15.5
37,983
13.4
2,793
-13.6
65,703
0.7

4.5
40,095
5.6
2,336
-16.4
68,391
4.1

평균
증가율
4.1
19.1
8.2
11.6
12.5
-22.4
8.0

주: 1) 사회부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제도적 공공부조, 이명박 정부의 사회부조는 정부 예산중 기
초생활보장지원, 취약계층지원
2) 사회복지서비스는 김대중 정부 시기는 시설복지, 제가복지, 교육복지로 분류됨.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영역지출, 노인청소년 영역으로 세분화됨.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연금지출로 옮겨짐.
3) 김대중 정부시기 복지지출추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복지 지출, 이명박 정부시기는
정부발표 노동지출, 고용보험 상 소득보조 성 급여, 채당금지원 등 포함, 총계에서 실업에 대
한 소득보조 만을 분리하여 적시하였고 나머지를 ALMP로 적시.
4) 연금은 김대중 정부시기 제도적 연금지출,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정부지출발표 중 공적연금항
목과 기초노령연금을 사용하였으며 제도적 변수통제를 위해 구조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보건은 김대중시기 제도별 지출에서 보건의료와 의료보험, 이명박 시기는 건강보험 및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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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급여, 보건의료, 식의약품관리.
6) 기타영역은 보훈 등.
자료: 고경환. 2009. 2007년도 한국의 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 p 97,
98, 100, 101, 104, 105; 재정경제원, 각 연도; 기획예산처, 각 연도; 기획재정부, 각 연도; 국민건
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각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행정안
전부, 각 년도; 김원섭⋅남윤철. 2011. p. 129. 필자수정.

<표 5>에 나타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지출 구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복지지출의 세부영역 중에서 양 정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부조 부
분이다. 사회부조지출은 양 정권에서 똑같이 1999년과 2009년에 급성장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하지만 감소 폭은 김대중 정부에서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라진 2000년 이후에 사회부조에 대한 지출은 일시적으로 다소 하락하나 2001
년에 다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2010년에 사회부조 지출은 급격히
하락하고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또 다른 부분인 실업 시 소득보조 부문에
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다소 하락하던 지출의 증가율이 2001년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지출추이의 다른 양상은 주로 양 정권의 집권초기에 공통
적으로 진행된 복지확대가 질적으로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김대중 정부
의 초기에 복지확대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확대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이
명박 정부 초기의 복지확대는 주로 임시적인 조치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김원섭⋅남윤철,
2011).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가복지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 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국가복
지에 잔여적인 임시적인 역할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추진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확대된 것은 이 세부영역에 포함된
범주적 사회부조인 보육가족여성과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지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는 범주적 복지부문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의 증가를 실
질적으로 견인한 것은 보건영역이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회부조 영역 뿐 아니라
대표적인 전통적 사회보험영역인 보건영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지출의 증가가 일어났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확대가 범주적 복지영역에서 강한 것에 반해,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통적 소득보
장 영역인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에서 골고루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증가율이 김대중 정부에서보다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복지가 일을 통한 복지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실업 시 소득보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분야에
서 김대중 정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영역의 지출
증가는 1999년 이후 낮게 유지되는 반면, 소득보조는 상당히 감소하다가 2001년에 다시 급격히 상
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복지지출의 이러한 양상은 김대중 정부가 전통적인 소극적 소득보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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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복지이념 영역에서 발견된 범주적 잔여적 복지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자
유주의적 복지모델이 실지로 실행되었고, 반면 전통적 사회보장국가를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
모델도 복지정책의 지출에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토론: 기존 주장들의 검증
본 연구의 결과로 위에서 정리된 주장들을 검증할 수 있다.
주장1: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복지정책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의 지향에서
이들 정권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한국의 정권이 같은 복지이념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복지정책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 1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목표와 복지이념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따르는 데 반
해, 이명박 정부는 잔여적⋅자유주의적 복지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 2: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복지정책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따른 복지수요가 복지정책의 차이를 결정짓는다.
주장 2-1: 개혁적인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은 보수적인 정권에서 개혁적인 정부에서보다 복지
지출이 높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은 하락하였다.
주장 2-2: 개혁적인 김대중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복지지출이 높았던 것은 특정 복지제도의 효과
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장 2-1와 같이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이 하락하였다는 주장은 복지지출 추이의 지표
로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을 사용하면 생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지출
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복지지출이 줄어든 것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에 관한 절대적 지출의 증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복지와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로 경제성장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의 증
가율이 복지지출의 증가율보다 빠르면 분모효과 때문에 복지지출이 삭감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
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복지노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주장 2-2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의 복지지출의 증가가 주로 특정 복지제도의 효과
때문이라 보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연금지출이 제외된 <복지지출3>의 추이에서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15.6%로 높이 나타났다. 이제도들이 활발히 활용된 1999년에도 복지지
출의 증가율은 연금지출을 제외하고도 1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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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장 2처럼 한국의 복지증가가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발된 복지수요들 즉 빈곤율, 실업률, 고령화 지수, 세
요소가 통제된 <지출 2>에서도 양정부의 차이는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지출2>는 오히려 통제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주어진 복지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복지노
력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지출2>의 증가율은 <지출1>의 증가율보다
낮아진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주어진 복지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주장3: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복지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서 <주장 3>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 정권은 서로 다른 복지정책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전통적인 복지국
가의 기반확대에 주력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잔여적이고 자유주의적 복지모델을 지향하였다. 이결과
양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노력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구조적으로 양정권의 이러한 특징은 반영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확대는 사회부조와 사회
보험에 걸쳐 골고루 실시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확대는 주로 범주적 복지영역이나 노동
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IV. 결론과 전망
본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사회정책에 변화를 가져왔
는가?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이에 대해 질문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을 비교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특히 복지지출에서 정권효과를 보기위해 정치적 요인과 함께, 양 정권의 복지지출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변수로 알려진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복지제도적 변수를 통제하여 표준화된
지출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표준화된 지출의 추이에 의하면, 양 정권 모두에서 복지지출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였다. 하지만 증가율에서 양 정권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적인 김대중 정부에서 실용
적인 이명박 정부에 비해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양 정권의 복지지출의 차이는 양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부
는 정부가 표방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기반조성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지출구조를 보여주었다. 반
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범주적 복지영역과 노동분야가 선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실용정부가
지향하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태가 실제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복
지국가의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열악한 사회안전망 수준과 증가하는 고령화와 양극
화의 도전 속에서 진보적인 정권뿐 아니라 보수적인 정권도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고 실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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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권과 진보적인 정권은 복지제도 확대에 구별되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진보적 정권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기반확대, 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확대와 공고
화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인 정권은 복지확대를 추진하지만,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급여의 확
대를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가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는 어떤 정당이 안정적인 집권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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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민주주의의 역사화”에 대한 토론
이 호 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종명 선생님의 글을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임종명 선생님은 이 글에서 해방공간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던 민주주의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일부 세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
되어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 이후 민주공화제를 철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민족국가의 정체를 제정으로 하지 않고 민주공화정으로 하는 데에
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양
한 내용을 담게 되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해방공간에서는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민주주의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들은 민주주의를 왜곡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1930년대에는 파시즘을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임종명 선생님은 이 글에서 한국 지식인들의 민주주의관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있지만, 그것은 친
일파 내지 정부수립 주도세력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걸
쳐 정부수립 주도세력이 견지하였던 특정한 민주주의관을 한국 지식인 전체의 민주주의관으로 보편
화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친일파(오천석, 이범석, 유진오 등)에 한정된 사항을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 전체 혹은 한국 지식인 전체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정부수
립 주도세력의 민주주의관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을 계선으로 해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해방공간에서는
민주주의가 대세였고, 다양한 세력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있었습니다. 따
라서 정부수립 주도세력의 민주주의관을 다른 세력들의 민주주의관과 비교분석하고, 정부 수립을 계
기로 정부수립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민주주의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해방공간의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가 왜곡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1930년대 일부의 한국인 지식인들이 파
시즘을 제창하는 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상당수의 한국 지식인들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이탈하여 친일파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들이 전환하게
되는 사상적 배경에 파시즘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친일파로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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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파시즘론을 이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종명 선생님은 해방공간에서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요인에 대해 미군정이 문명주의와 민주주의
를 장려했다는 외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장려한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고, 해방공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
다양한 조류의 민주주의를 포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외적 요인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범석이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
범석이 2차 세계대전을 “민족과 민족과의 투쟁이 주인이오 본질이오 우연이오 주의와 주의의 싸움
은 향식이고 명분임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민주주
의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표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혈연⋅지연 중심적
민족주의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는 인종⋅지역 중심의 아시아주의에 의해서도 민주주의의 보편성은
부인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아시아주의의 어떠한 점이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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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과 민주주의: 한국 지역 균형정책의 국가
공간론적 해석”에 대한 토론
정 준 호 (강원대)

박배균 교수의 지역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이 분야의 논의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균형 찬성/비찬성 간의 이분법을 넘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발전국가의 공간성을 제솝의 국가론적 관점에서 해
석하고 공간규모의 조정(rescaling)의 동학을 제시하고 있다.
두서없이 몇 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지역균형은 ‘지역 간’의 프레임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전개되는 지역의 의미와
그 공간적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불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과연 지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역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
오는가?
서구에게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는 근래의 역사이고, 이러한 국민국가의 조정, 소위 ‘hollowing
out’이야기가 나오면서 ‘rescaling’이 유의미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러한 과정에는 분열
의 계기가 존재한다. 인종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격차가 될 수도 있다. 예로 든 서구의 공간적 케
인스주의는 정치적 타협과 독점 대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국민국가 수준에서 확보가 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균열 자체는 국민국가의 공간적 규모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
다.
과연 한국에서 이런 분열이 그토록 심각했던가? 70년대 헤게모니 전략의 내적 모순에서 균형전략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좀 더 역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그 당시는 중화학공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고 서울을 갖고는 이러한 산업을 품기에는 너무나 만원이었다. 사실
상 60년대 서울은 각종 중화학공업의 집적지였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서울이 비좁았
으며 한 곳에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은 북한의 타깃을 용이하게 해줄 뿐이었다. 그리고 반공의 프레
임으로 행정수도의 이전이 고려되는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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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영호남의 지역 간 대립이 새로운 분열지점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 이는 박
상훈의 “만들어진 현실”에서 잘 논증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레고
리 헨더슨이 잘 지적했듯이, 한국사회는 서울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잘 그려내
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은 서울로 향하는, 학연, 지연, 혈연을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
다. 지역의 이미지는 형해화되고 국가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권력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연
네트워크는 위험을 내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인 것이다.
성장지향적 사고, 소위 토건주의적 사고는 바로 지역들로 쪼개지는 분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반어적이기도 한 것인데, 지역 간 경쟁이 난무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 자체의 균열구조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에서 지역은 장식에 불과하
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건주의적 사고는 콘크리트를 연상시키는 하드웨어적 표준
화, 동질화, 획일화를 담고 있다. 모든 지역이 서울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온 지역이 성장주의
적 담론에 빠져든다는 것은 지역 간 차이를 용이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이 아니
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중심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려면 다른 세계를
창출하거나 혁신을 동반해야 한다. 이는 수렴이 아니라 비수렴을 향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70년대 헤게모니 전략의 분열지점으로 지역균형 전략이 등장했다는 것은 좀 더 많은 논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관심사는 중앙정부 입장에서의 효율적 산업 배치의 문제이고,
이는 권력유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역과 매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 그 자체는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기 중의 하나는 우리의 산업화가 지역이 가진 자산이나 숙련을
이용할 유인이 없는 숙련절약적인 중화학공업화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
제와 국가의 산업정책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공간적 집적은 이에 수반되는
공간적 전략이었다.
산업배치 과정에서 권력자원의 파이프라인이 작동하는 지역 정치가 일부 작동하지만 산업 배치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산업화의 입지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기술적인
합리성을 갖는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면 한국의 지역문제는 권력자원의 동원으로 인한 지
역감정의 문제로 비화되기는 했지만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분열의 지점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배계급의 담지자인가? 아니면 베버적인 의미의 관료제
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국가능력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 이 공간의 scaling을 둘러싼 쟁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누가 그러한 쟁투에 참여하고 이
들은 어떻게 타협을 하고 정치적으로 연합하는가?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지역문제가 중요한 이
슈라면 이를 지지하는 정치적 연합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고 이를 둘러싼 쟁투가 전면에 부상되어
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분열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국 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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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존재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영호남의 갈등 균열은 과거와 같은 의
미를 갖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 동원이라는 점에서는 경로의존성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현재가 지역 간 균형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 화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흘러간 넋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책은 영국에서 대공황 시기 북부지역의 고실
업지역의 정주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준 것에서 기인한다. 영국에서는 바로 경제적
균열, 소위 남북분단이 그 계기가 바로 이러한 정책을 탄생했던 계기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균형발
전의 정책이 70년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적인 맥락과 상이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이한 맥락에 대한 착근된 사고의 혁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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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토론

김 보 영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이미 총선을 치른 바 있고, 이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87
년 민주화 이후 역동적인 정치적 변화들을 체험한 우리나라에서 더욱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가 정치적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가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어
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고찰의 중요성은 새삼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차나 혹은 정권의 정치적
성격 또는 입장이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주장이나 입장을 정리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와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주장을 떠나서 구체적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 우리나라 정치와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연구가 그러한 의미만큼 기존 논의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이나 반증을 제
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게 한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복지정
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근거로 제시된 데이터들이 연구자
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다소 과대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부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경향이 있어 결론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복지이념에 대한
분석의 근거와 분석틀이 단순하여 새로운 근거로서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정권에 따른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6개의 정권이 민주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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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탄생하고 사라졌”(p. 1)지만 그 가운데 왜 유독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의 대
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사회정책에 정권교체가 미친 효과에 대해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른 정권교체들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비교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
는 근거가 필요하다.
기실 정치적 변화와 사회복지 제도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역사적 맥락
에 대한 고려일 것이다. 특히나 연구의 접근 자체가 다양한 국가 간의 비교연구가 아닌 우리나라라
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맥
락에 대한 고찰과 규정은 연구의 가장 기본전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정부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보다 명료한 역사적 맥락의 고려 상에서 선택이 되고 정당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근거로 두 정부 간의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음을 언급을 하고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두 정부 간의 비교를 정당하기에는 충분하
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두 위기의 성격은 당연히 다르거니와 이 분석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 사
회적 파급효과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바로 본 연구 안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실업률과 빈곤율은 큰 폭의 변화를 보였지만 2008
년 금융위기에서는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상쇄효과를 가진다는 고령화의 경우에는
어느 위기와도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이같이 벌써 이 데이터에서 이 ‘위기’라는 조건이 두 정
부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권과 복지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함께 복
지국가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각 정부가 차지하는 위상이다. 가령 본 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정부와 복지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김대중 정부에 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복지정책
발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본틀을 공적부조제도와 4대 사회보험으로 인식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구조가 제도적으로 기본 틀이 완성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기본틀은 1960년대 공무원부터 시작된 직능별 연금제도(공무원
1960년, 군인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1961년), 의료보험제도(1963)로 구축되기 시작되어 국민연
금(1986년), 고용보험(1993년)로 기본틀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공적부조와 4대 사회보험이라는 틀 안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복지
국가의 이념을 기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복지제도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완성이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인구학적 조건과 노령 및 폐질자 조건을 수급조건에서 폐지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7년)으로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최저생활의 권리적 보장이 실현되었고 국민연금(1999
년), 고용보험(1999년), 산재보험(2000년) 등 주요 사회보험의 보편화가 실현되었으며,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또한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보험 통합(2000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기존의
복지제도의 틀에서 제기되었던 거의 모든 사회복지의 제도적 숙원들이 실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영환,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를 본다면 김대중 정부까지와 김대중 정부
이후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196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던 기본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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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제도적 틀은 김대중 정부의 제도적 확대를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었다고 한다
면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연구자의 말을 빌면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전통적” 복지모델 보다는
1997년 이후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양극화, 고령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
전통적인’ 도전에 직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 맥락상에서 보면, 본 연구의 “복지지출 구조의 비교”에서 김대중 정부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인 실업, 빈곤, 노령,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완성해야 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확대가 우선시 될 수 있었으며 일단 이러한 제도적 확대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나 사회복지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모든 것을 정부
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만 치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제도적 확대의 연장선에 있던
김대중 정부와 그 이후에 위치한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복지의 제도
적 확대와 그에 따른 지출의 확대가 있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다소 임시적이고 비“전통적”인 정책
의 비중이 크고 기존 확대된 제도에 의한 지출이 컸다는 차이는 단지 두 정부 간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까지의 정권과 그 이후의 정권과의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오히려 역사적 맥락에서 더 적합할 수 있고, 시기상으
로도 더 가까운 노무현 정부가 빠지고 김대중 정부만이 고려되었다는 점은 안타까우면서도 의문스
러운 부분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고려
그 다음 이 연구에서 또 다른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복지지출 비교분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사회경제적 조건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이
유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발전은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p. 5)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요소를 통제하는 이유
는 한편으로는 복지 지출의 이유가 되는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지
출의 여력을 보여주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연구에
서는 어찌된 일인지 연구자의 결론에 부합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과대해석을 하고, 그 결론에 부합하
지 않는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편향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요소에서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그 요소로서 실업율, 빈곤율, 고령화 비율을 고
려하였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을 이 세가지 요소의 합으로 나누어 비교
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전에는 김대중 정부 연평균 증가율 12.2%, 이명박 정부 8.7%로 그렇게 현
격하지 않았던 차이가 20.4%, 5.8%로 3배을 훨씬 넘는 큰 폭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당한 비교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실업율, 빈곤율이 높았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또 하나의
주요한 복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건인 고령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될 수 있다고 단순
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단 아무래도 노동능력 인구에 대한 문제로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더욱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실업율의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빈곤율의 문제와 다소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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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등가취급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은 어차피 논
란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자.
하지만 그 문제의 양상을 연구에서 나타난 데이터로만 유추해 봐도 각각의 문제가 당대에 창출했
을 정치적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
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극적인 상승을 보이
고 있다. 그 정부 하에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문제의 악화는 그만큼 극적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압
력을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림 1>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 추이
12
10
8
6
4
2
0
1997 1998 1999 2000 2001
실업률

…

2007 2008 2009 2010 2011

절대빈곤율

고령화

반면 이와 “상쇄”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고령화 비율 추이를 보면 그런 극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먼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은 양상으
로 시기상으로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새롭게 나타는 문제나 수요라기보다는 이전 정
부부터 꾸준히 증가되면서 문제가 되어온 성격의 사안임을 볼 수 있다. 즉, 고령화 비율이 이명박
정부에서 더 높은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빈곤이나 실업처럼 그 때 갑자기 악화되거나 심화된 문제
라기보다는 기존부터 증가하던 문제이며 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합산하여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의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김대중 정
부의 주요 수요조건이면서 매우 극적인 변화양상을 보이는 실업율과 빈곤율를 합했을 때 김대중 정
부와 이명박 정부와의 평균차는 3.3이지만 고령화는 그 수치 자체가 커서 그 하나의 평균차만 3.7
이다. 결국 극적인 사회복지 수요를 창출했을 실업율과 빈곤율의 영향은 수치상 과소평가되고 오히
려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새로운 복지수요의 폭증과는 관계가 적은 고령화의 영향은 과대평가
되는 셈이다. 그 결과 그냥 복지지출 증가율에서는 크지 않았던 격차가 이 “사회경제적 변수”를 연
구자의 방식으로 통제했을 때는 몇 배의 극적인 격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데이터의 해석은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수요’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의 여건에 해당하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도 이어진다. ‘수요’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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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이를 GDP 대비 증가
율로 보면 오히려 김대중 정부는 평균 2.0%, 이명박 정부는 평균 5.6%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복지지
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온다. 이는 앞서 인용한 연구자의 언급에 따르면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
한 경제적 자원”이 고려된 수치인 셈이다. 다시 말해 GDP라는 경제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으로 주어진 여력에 비해 김대중 정부의 지출 증가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소극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연구자는 이점을 오히려 ‘오류’라면서 극단적으로 평가 절하해 버린다. 그
러면서 이것이 “분모효과”라며 단순히 고려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지출
비교에 있어 GDP 대비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바로 처음
부터 그 “분모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혹여나 예외적인 경제성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율 역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력이 결국 복지지출 증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것이 정부 집권기간 전체 평균 수치까지 평가절하하고 무시해야할 근거는 된다고 보기 어
렵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복지지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영향력
을 배제한다며 국민연금 지출을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출을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9.0%로 크게 높아지고, 이명박 정부의 증가율은 5.1%로 떨
어져 결국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란 결국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성
숙에 기댄 것이며 결국 이 같이 사회경제적 수요와 국민연금 제도의 변수를 통제하고 고려한 순수
한 정치적 결정에 의한 지출 증가는 결국 김대중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6배에 가까운 엄청난 차이
를 보인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김대중 정부에서 과소평가된 빈곤율, 실업율의 효과와 이명
박 정부에서 과대평가된 고령화의 효과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고령화에 대한 주요 정
책적 대응수단인 국민연금 지출을 제외해 버림으로써 또 한 번 이명박 정부는 평가 절하되고, 김대
중 정부에 대한 평가는 또 한 번 평가 절상되고 있다. 물론 연구자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은 이명
박 정부에서 이루진 것이 아니므로 순수한 정치적 결정을 보기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지출을 제외한
다는 것이 일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그 대신 200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완전연금 수급자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만큼 이명박 정부의 복지수요에 있
어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순수한 정치적 결정”을 이끌 수 있는 정치
적 압력이 더 작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구자는 국민연금 지출을 복지지출 비교에서 통제해 버림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직면한 고령화에 대한 지출은 결국 배제시켜버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빈곤과 실
업에 대한 지출 증대 효과는 (제도 미성숙으로 어차피 증가되기 어려웠던 연금지출을 제외함으로써)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수요 측면을 고려한다면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빈곤과 이명박
정부의 고령화를 등가 시켜 고려해 놓고, 제도적 요인을 배제한다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고령화에 대
한 정책수단만 제거해서 결국 공정한 비교를 한다며 설정한 연구자의 조건이 그 공정한 비교를 더
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그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 상쇄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김대중 정
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증폭되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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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연구자가 그 방향에 위배되는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 채
고려를 배제하고 있어 혹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도한 결론을 위해서 해석과 조건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복지이념에 대한 고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목표와 복지 이념에 대한 연구자의 단순한 접근이다. 연
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국정지표를 비교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민주-복지-자본주의
라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국가목표를 골고루 수용한 최초의 정부”라고 평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복지목표가 경제성장 목표에 비해 현저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지
표상의 이러한 차이는 이미 잘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명목상
차이가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차이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복지정책의 지향에서 이들 정권이 구분되지 않”는다
는 주장1은 이렇게 잘 알려진 명목상 지향의 차이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나타나는 지향
의 차이일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국정지표상 차이를 보여주면 이 주장을 기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이념을 분석하는 분석틀의 단순함이다. 연구자는 이
분석틀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글 속에서 드러나는 틀이란 김대중 정부의
“전통적”인 지향과, 이명박 정부의 “잔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지향으로의 양분법이다. 연구자의 “복
지지출 구조” 분석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도 “잔
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지향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복지정책의 지향을
복지의 제도적 확대에 초점을 둔 “전통적” 접근과 그렇지 않은 비전통적 접근을 구분하고 있으며,
전통적이지 않은 접근은 대부분 “잔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접근으로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틀은 결국 현 정부에서 또 다른 정권교체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
통적” 지향으로의 회귀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도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공공복지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삼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와 같은 복지의
제도적 확대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단순한 접근이 줄 수 있는 함의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돌봄의
문제, 삶의 질이나 복리(well-being) 등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나 새로운 차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전통-비전통의 구도보다는 훨씬 더 다각적인 분석과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얼마나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 있는 대답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선거의 해인 올해 연구
자의 주장처럼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복지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냐는 주장에는 더욱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연구자의 지적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복지 공무원 7,000명 확대(국무총리실, 2011)를 비롯하여 최근 만 0~2
세와 5세 아동에 대한 전격적인 무상보육 등 전격적인 복지의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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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대표적인 후보인 박근혜 위원장이 지난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공적부조제도 개혁안
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완화 등 대표적인 진보적 사회복지 시민단체들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었다(김보영, 2011). 하지만 현재 진보적인 정당이 이보다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다
는 소식은 아직 들어본 바가 아직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이전 민주화 정부에 대한 위인설관(爲人設官)과 같은 위론설
증(爲論設證)식의 평가절상보다는 보다 비판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위한
견고한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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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정당정치
- 민주개혁파의 정당개혁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박 찬 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1. 문제제기
87년 민주화 이후 25년을 경과한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은 그
극복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개혁정부’ 10년이 남긴 초라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성과에 실망한 나머지 그 원인과 대안을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
의 발견과 그 극복에서 찾고자 하는 다양한 ‘87년체제’ 한계론이 제기된 바 있고, 2012년 대선을 앞
두고는 정권교체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 변화를 염원하는 논의들이 분출되고 있다. 이 글 역시 이
러한 ‘87년체제’ 극복론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존의 ‘87년체제’ 극복
론과는 그 대안을 달리한다.
기존의 ‘87년체제’ 극복론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수단--급진적 담론 속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헌법 개정
을 통해서, 시민직접 참여를 통해--에서 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분리하는 사고에서 연유한다. 하지만 양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에서 한 사회
공동체가 합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단계의 것이 아니다(최장집 2007). 그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천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일 따름이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87년 이후 우리는 왜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에 실패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민주주의에는 단일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
떤 민주주의 모델인가에 따라 민주주의 실천의 사회경제적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민주개혁파가 추구한 민주주의 모델이다. 민주개혁파가 정치개혁⋅정당개혁의 이름으
로 추구한 민주주의 모델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정당정부 또는 책임정당정치의
제도적/시민사회적 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었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지지자로부터 이탈하여 당초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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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 시기 민주개혁파의 정치/정당개혁의 내용과 결과
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천함에 있어 그 중심 행위자로 자리매김 되었
지만, 기존의 정당은 이를 수행하기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당은 정치개
혁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 계속 지체되어오던 정당개혁의 과제는 2001년
이후 불과 2-3년 사이에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의 변화를 겪게 된다. 국민의 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초기에 해당하던 이 시기에 급격한 정당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였다.
민주개혁 세력은 민주정부의 실정과 부패에 따른 민심이반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정당정치의 후진
성에 있다고 보고, 정당개혁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 출발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2002년 말 대선패배가 예견되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민주
당 소장개혁파의 쇄신운동이었고, 그 결과물인 당 쇄신안이 2002년 1월 7일 최종 확정되게 된다.
민주당 쇄신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출이었다.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
의 대통령 당선과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은 정당개혁 작업이 본격적인 추동력을 얻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혁파와 당내 구주류 세력 간의 당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분당으로 귀결
되어,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기에 이른다. 열린우리당은 집단지도체제, 투톱체제, 원내정
당화,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운영위원장 도입), 국민참여경선 또는 완전개방경선 도입, 당정분리 등
민주당 쇄신파의 개혁방안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였다. 나아가 정당개혁은 참여정부 초기에 터져 나
온 대선 불법자금 문제를 계기로 하여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구당 폐지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2001년 말 민주당 쇄신작업에서 시작된 정당개혁 작업은, 2004년 3월 정당이 자신들의 기
초조직인 지구당을 스스로 불법화시키는, 가히 혁명적인 결과를 내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렇다면 민
주개혁파가 주도한 정당개혁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정당개혁을 주도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
리당은 당초 목표했던 정치적 성과를 달성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정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측면― 시민 속의 정당, 정부 속의 정당, 조직으로서의 정당 ―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민 속의 정당’을 살펴보자. 이와 관련된 핵심 질문은 정당개혁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의 시민사회적 기반을 강화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개혁안은
세 가지였다.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도입한 국민참여 경선제, 당의 조직적 기반
확대를 위한 기간당원제 도입, 지구당 조직의 폐지가 그것이다. 이들 조치는 모두 ‘동원조직에서 자
발적 참여조직’으로의 변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목표들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먼저 당원/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목표를 보면,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낸 듯이 보였지만,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저조한 당원 투표참여율, 일반 시민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 큰 문제
점을 드러내게 된다. 동원 극복이라는 목표 역시, 2002년 국민경선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거
인단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동원 가능성을 배
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판명되었다. 특히 국민참여 방식으로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도입
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개혁파들이 추구한 또 다른 목표는 공천과정을 민주화한다는 것, 즉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킴으로
써 공직후보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장훈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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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 참여의 확대와 함께 대표성도 제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장훈 2010,
152-7). 하지만 국민참여 경선은 다른 측면에서 대표성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당개혁의 모델이 된 미국의 예비선거 사례를 보면, 고소득, 고학력층이 예비선거를 주도하고 있음
이 나타난다.1) 한국 사례에 대한 구체적 조사 자료는 아직 없지만, 2002년 국민참여경선 당시 적극
적으로 참여한 노사모 회원의 구성(30⋅40대,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계층이 다수)을 보면(강원택
2004),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도 자발적인 정
치참여층은 고학력, 고소득층이 일반 유권자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학력이
선거참여의 주요 변수임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정당참여활동의 경우 학력에 따른 격차는 더 클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동원구조에서 벗어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정당’으로의 변화는 저학력,
저소득 서민층으로부터의 괴리라는 보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 경선, 기간당원제, 지구당 폐지라는 세 가지 조치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서, 당
원 중심 정당과 지지자 중심 정당이라는 상반된 정당모델의 요소를 무원칙하게 결합시킨 것이었다.
결국 진성당원제의 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추진된 것은 지지자 중심 정당의 실험이었다. 하
지만 국민참여경선 등에 참여하게 된 시민들이 민주당의 안정적인 지지자로 포섭⋅유지된 것도 아
니었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참여방식은 참여의 비용
이 낮은 만큼 책임감의 결여를 가져오게 되고, 그에 기초한 정당지지는 그 만큼 유동적이고 불안정
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2월 30.6%에서 2007년 5월 8.3%까지 추락한 당지지율의 변동
은 열린우리당의 실험이 안정적인 지지자 확보에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문화일보 2004/2/16;
2007/5/17).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당개혁 시도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조직으로서의 정당’과 ‘정부 속의
정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파들이 추진한 조치는 당권-대권 분리, 당
정분리, 당청분리, 집단지도체제, 원내정당화(투톱체제) 등이었다. 먼저 당정분리의 문제부터 살펴보
자. 참여정부에서 노대통령은 ‘내가 당을 지배⋅통솔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당정분리 독트린’으
로 표현할 정도로 당정분리를 추구해갔다. 대통령과 집권당을 연계하는 제도적 매개는 청와대 정무
장관과 정무수석, 고위 당정협의, 집권당 의원의 입각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세 부문 모두
에 대해 노대통령은 부정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정무장관을 두지 않았고, 2004년 5월과 6월에는
각각 정무수석실과 정치특보마저 폐지하였다. 당정협의 역시 당정분리 원칙 하에 고위당정회의는 거
의 열리지 않았다. 당에서 청와대 정례회의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여당과 정부부처 실무선의
당정협의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가상준 2012, 259-261). 참여정부 출범 당시 의원 입각은 두 명
에 불과했고, 2004년 총선 이후 의원 입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정
세균, 유시민 등 당의 지도부와 대선후보군을 입각시킴으로써 정당 리더십의 부재와 집권당의 약화
를 초래하였고, 여당과 대통령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초 당정분리는 민주당 개혁파와 열린우리당이 추구한 정치개혁 의제의 핵심이었는데, 그 목표
는 집권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 이를 통한 여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의 확립에 있었다. 하
1) 1976년 뉴욕주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본선거에서는 19%였는데 예비선거에서는
32%였고, 연간2만 달러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본선거에서는 16%였는데, 예비선거에서는 32%였다. 1996년 미
국 전체 유권자 중에서 대졸과 대학원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 11%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선거인단 중
에서는 각각 27%와 45%를 점하고 있다(장훈 2010,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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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당정분리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정책혼선과 그
책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 등을 야기함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당정
분리는 집권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당정분리로 인해 대통령과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당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결국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하고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당정분리의 의도
와는 정반대의 결과 즉,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나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집단지도체제와 투톱체제라는 당내 권력구조였다. 투톱체제 하에서
당의장과 원내대표의 이견과 갈등은 정책 혼선을 넘어서 당의 정책적 정체성의 부재로까지 연결되
었다. 집단지도체제는 당의장의 위상 약화와 책임감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열린우리당 3년 9개월 동
안 당의장은 정동영-신기남-이부영-임채정-문희상-정세균-유재건-정동영-김근태-정세균으로 무려 9차례
나 교체되었다. 열린우리당은 리더십 부재의 조직이었다.
당정분리나 원내정당화 조치는, 집권세력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보
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당정분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인식은 ‘나는 여당의 영수가 아니라, 행
정부 수장이다’라는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경향신문 2003/07/22, 4). 노대통령이 집권초기 추구
한 ‘초당적 국정운영’ 방안이나, 후반의 대연정 제안 등도 모두 당정분리론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이었다. 그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여당의 역할 즉, 여당이 갖는 ‘정부 속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부정
하거나 극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분리 차원이
아니라, 정당을 통해 연계되는 지지세력으로부터 괴리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잇
따른 재보선⋅지방선거의 패배를 대통령은 지지자 이탈이나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
다. 그 근거가 된 것은 당정분리였다.2) 당의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노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기반인
집권당으로터 멀어지면서 대신 택한 것은 공무원, 위원회,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이었다. 노대통령은
관료조직을 혁신과 개혁의 주체로 포섭하려 했다(동아일보 2003/8/12, 5). 위원회는 노대통령이 대
통령 의제를 정책화하고 집행하는 중심축의 하나였다. 시민단체나 전문가 참여 역시 역대 어느 정
부에서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민과의 접촉에서 중심이 된 것도 정당을 대신하는 온라인 공간의
지지집단이었다(강원택 2011, 32).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당정분리나 집단지도체제, 원내정당화 등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집권당의 민주화나 대통령-의회 관계의 정상화 등 권력구조의 민주화(즉
수평적 책임성 강화)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 목적은 될 수 없다. 권력구조의 민주화는,
정당이나 의회가 권위적 지도자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즉 정치권력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 궁극 목적
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분리와 원내정당화로 인해 대통령은 집권당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 정당을 통해
올라오는 지지집단과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멀어졌다. 결국 집권 말기에는 노대통령의 탈당과 열린우
리당의 해체로까지 이어졌다. 그 행위는 국민이 집권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
2) 2004년 6.5 재보선 패배 이후 노대통령은 ‘공천에 의견조차 내지 않았는데 심판은 내가 받고 억울하다’, ‘나는 선
거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경향신문 2004/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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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려는 것으로서, 권력의 책임성의 결여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대통령과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집권여당과 분리된다는 것은 정당정치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에서 보듯이(김
영태 2005, 165), 국민들은 분명히 양자를 일체로 보고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개혁파의 정치개혁론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권위적 리더십
에 대한 반발로서 당내민주화라는 목표에 매몰된 결과,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해
체시켜 버린 데 있었다. 정당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메이
어 2011, 60). 정당정치 하에서 집권당은 ‘정부 속의 정당’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을 집
행하고 다음 선거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작동되기 위
해서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집단적⋅정책적 정체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합행동의 딜레
마를 완화할 수 있는 이념이 필요하고, 리더십의 발전과 조직적 권위와 규율의 체계화가 있어야 한
다(박상훈 2008, 29). 민주개혁파는 정당민주화라는 논리 하에 당내 권력의 분산에 매몰된 결과, 조
직으로서의 당의 정체성과 응집력 자체를 해체시키기에 이르렀고, 그럼으로써 국민과 집권세력과의
관계에서 정치의 책임성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3)
이처럼 민주개혁파에 의한 정당개혁이 책임정당정치나 정당정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게 된 배경으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파들의 전략, 보수언론이나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정치개혁담론의 영향, 미국에서 공부한 미국학파의 영향,
기존 정당의 문제에서 촉발된 반(反)정당의 국민여론, 이를 극대화한 시민단체들의 반(反)정당적 정
치개혁 요구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주개혁파들이 그것을 새로운 정치의 바
람직한 방안으로 의식적으로 추구했으며, 참여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인식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개혁파의 정당개혁 조치는, 참여정부 실패라는 단기적 결과를 뛰어넘어, 보다 장기
적이고 구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정당정부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에 반하는 정
당개혁이 초래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왜 정당이며 정당정부인가: 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현재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현대의 대규모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핵심 장치로 수용
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무관한 중세의 유산이었고, 선거 역시 근대 이전까지는 귀
족제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마넹 2011). 실제로 대의 민주주의 초기의 의회는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의회과두정’의 무대였다. 이와 같은 엘리트주의적 대의제가 대의‘민주주의’로 질적 전환을 이루
는 데에는 두 가지 변화가 필요했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걸쳐 이루어진 보통평등선거권의 도입과
3) 마넹에 의하면, 시민들이 공적 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선거의 전망적 측면이 아니라 회고적
평가를 통해서이며, 회고적 평가가 가능하려면 투표자가 권력자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마
넹 2011, 222). 이러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응집력 있는 팀 즉, 조직적 지속성을 갖는
집단으로서의 정당이다(Ranney 1962; Katz 1987; Frogni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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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정당의 등장이 그것이다. 특히 보통선거권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대의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민과 대표간의 괴리 문제 즉, 주인-대리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데, 이를 해소함으로써 대의민
주주의의 성립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대중정당의 등장이었다. 대중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조직화할 뿐 아니라 집권 후에 이를 실현하는 집단적 책임성을 담보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게 된 것이다.
대중정당의 등장에 따른 이런 변화는 20세기초 ‘의회주의’의 위기로 비판되기도 했지만, 점차 대
의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정당정부의 등장이 공적
업무 수행에서 인민의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대표와 대표되는 자의 동일성과 인민지배를 향한 진
보로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다(마넹 2011, 239-242).
다른 한편, 정당정부는 이처럼 대의제 형태의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 모델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자
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은 분할되고 제한되어야만 한
다. ‘다수에 의한 지배’ 역시 ‘소수에 의한 지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다
수의 전제’)이 될 수 있는데 대의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과도함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된
다. 물론 이 때의 대의제란 자유위임에 기초한 ‘의회주의’ 형태의 대의제를 의미한다.
정당정부는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모델과 충돌하게 된다. 정당정부는 집권
당이 입법부와 집행부를 함께 통할하는 권력의 융합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의제를
보다 인민지배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정부 모델은 정치권력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정당화 개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정당정부의 등장을 주도한 대중정당은 당초 노동운동
또는 사회주의 세력의 의회진출을 위한 시도에서 출발했는데, 그 이념적 토대가 된 진보적 자유주의
또는 사민주의 이념에 의하면, 정치권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으로 인
식된다. 민주주의의 과제는 사회경제적 억압(불평등)을 국가권력을 통해 해소한다는 보다 적극적⋅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인민주권을 지향하는 정당정부는 그 구체적 수단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당정부 모델은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 그 지향점을 둘러싼 경쟁적 모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상이한 이념이나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전개
될 뿐만 아니라, 상이한 민주주의 모델을 둘러싼 경쟁 역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의제 모델을 추구할 것인
가. 그 대답은 정당정부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나 복
지국가의 구축에 있다면, 그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긍정적 관점에 기초한 정당정부와
친화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민주개혁세력이 추구한 사회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수
단 간의 심각한 괴리를 발견하게 된다. 사회경제적 민주주로의 심화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의 양식은
미국을 모델로 한 정당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개혁파가 추진했던 정당개혁이 미국을 모델로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정당을 해체시
킴으로써 정당정부로의 길을 봉쇄한 결정적 계기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 그리고 1960년대에 각각
전개된 혁신주의 개혁가들의 정당개혁 조치였다. 그들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머신’을 부
패의 온상으로, 그리고 인민과 대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으로 간주하고서 보다 직접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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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예비선거제를 개혁의 수단으로 도입하였다(Crenson and Ginsberg 2002, 45-46, 80; King
1997, 63-4).4) 미국 정당정치에서 예비선거제의 도입은 정당 약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정당이
공천권을 상실하게 되자 선거는 점점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전개되게 되었으며, 주와 지방 단위의
당조직은 더욱 위축되었고, 정당은 대중 동원의 엔진으로서의 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King 1997,
68).
그렇다면 정당의 약화가 왜 문제인가. 정당개혁조치는 유권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 아닌가.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보다 직접 반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것은 긍정적 변화가 아닌가.5)
먼저 정당 동원조직의 해체는, 혁신주의자들이 목표했던 것처럼,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 증가를 가
져왔다. 시민들은 예비선거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보다 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정치적 평등’(달 2010)이라는 점에서 규정할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이다. 혁신주의자들의 정당개혁
조치는, 특정 계층의 정치참여의 깊이는 심화시켰지만, 계층간 정치참여의 불평등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의 동원 구조가 해체되면서 정치참여가 집단적 참여로부터 개인의 자발성과 능
력에 따른 참여로 변화된 결과였다. 탈동원된 ‘개인민주주의’는 정치적 참여가 시민의 개인적 자원의
유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당에 의한 동원이 사라진 뒤에 그 공간
을 매운 ‘새로운 정치’ 활동―이익집단, 시민단체, 공익집단, 시민소송―은 시민사회에서 개인적 자원
을 많이 가진 계층에 의해 장악되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대표의 왜곡’이었다(Crenson and Ginsberg
2002, 76-79).
개인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은 상실되었고, 이는 개인적
자원이 빈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과정에서 점점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인 공장노동자, 빈곤층, 저학력계층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고, 흑인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던 민주당은 중산층 정당으로 변화되었다. 70년대 이래 미국정치의 우경화는 미국의 진보
파들이 더 이상 정당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동원하지 않게 된 결과였다(Crenson and Ginsberg
2002, 236-239).
미국의 사례는 정당이 정치적 평등의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대중행동은 때때로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지속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집단 정치에서 지속적인 역할
을 하려면 참여가 구조화되거나, 참여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동기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외부 조직이
필요하다. 정당의 기능은 여기에 있다. 정당은 조직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
성시키고 대중을 참여로 동원하는 엔진인 것이다(Crenson and Ginsberg 2002, 106 & 235-6). 특히
그것은 저소득 저교육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 정당의 해체가 미
친 부정적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른 투표참여율의 차이가 유럽에서보다 미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남
을 보여주는 국제 비교 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6)
4) 이런 방식은 유럽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도 진보 정파들은 미국에서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들은 기존의 정당 머신을 해체하는 대신 그것을 장악하여 대중동원에 이용하는 길을 택했었다
(King 1997, 65).
5) 원내정당화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박찬표 2007 참조.
6) 유럽의 경우 노동당⋅사민당이 덜 교육받은 노동계층의 유권자를 겨냥하기 때문에 교육변수의 효과가 미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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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목표의 하나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면, 그 관건은 ‘정치적 민주
주의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가능성’을 실현하게 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
이다. 이 점에서 민주개혁파가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행한 정당개혁 조치들은 모순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개혁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수단을 스스
로 해체했기 때문이다. ‘민주개혁 정부’ 10년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진전시켰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에는 이르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천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
던 것이다.
정당은 시민과 정치적 결정을 연결하는 연계고리이다. 이러한 연계고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시민과 정당이 연계되어야 하고, 정당과 정부가 연계되어야 하며, 그 매개체
가 되는 정당의 응집력과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험은 이 세 측면
모두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대리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즉 민주개혁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민주
개혁정부를 지지하는 사회 부문 간에 위임과 책임의 연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선
거 결과 등장한 정부가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과 조직적/집단적 연계를 갖지 못하고 단지 논리적으
로만 연계되어 있을 경우 즉, 책임성과 위임의 원리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체제는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모델 사례가 된(최
장집 2006, 138-141)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민주개혁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민주개혁정부’가 시민사회적 지지기반으로부터 괴리되어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된 근본 원
인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기존의 정당개혁론에 대한 반성과 극복을 의
미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그 반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개별적인 직접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당원 및 지지자 집단과의 조직적 연계를 통한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 이를 위한 정
당 동원조직의 재구축, 지구당의 부활, 시민사회를 직능별⋅집단별로 동원하기 위한 중앙당 조직의
강화, 집단지도체제의 폐기와 정당 리더십의 강화, 당정분리론의 폐기, 집행부와 집권당의 정책적
연계의 강화를 통한 정치적 책임성의 강화 등은 그 구체적 방향이 될 것이다.
‘대중정당’과 ‘정당정부’를 지향하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또는 ‘탈물질
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정당정부를 유지
하고 있으며 유럽의 정당을 빈 배와도 같은 미국의 정당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메이어의
지적을 경청한다면(메이어 2011, 179), 탈물질주의를 근거로 한 정당쇠퇴론이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당정부나 대중정당 모델은 하나의 이념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중정당과
정당정부 모델을 교과서대로 또는 그 모델이 되는 20세기 중반의 유럽에서처럼 실천하자는 것이 아
니라, 가능한 한 그에 근접하려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제도적 실
천인 동시에 현실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하나의 이상이기도 하다.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안
약하게 나타난다(달톤 2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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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우리에게 대중정당이나 정당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내재된 그 가능성을 실현하게 해주
는 민주주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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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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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참여민주주의 일환으로서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탈권위주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1987년 2월에는 21개의 진보적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여성운동의 실질
적인 결집체가 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게 되는 바, 그로부터 여성운동의 흐름은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전경옥⋅유숙란⋅신희선⋅김은실(이하 전경옥 외)은 여성운동의 중
심이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소위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차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한다(전경옥 외,
2010: 67).
이러한 전환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기선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6월 항쟁으로)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진보적 여성들은 소수 전위적 여성운동가만
이 아닌 여성대중과 함께 하는 합법적 운동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1980년
대 후반에 만들어진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1980년대 초반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통일적으로 인식한
여성운동의 방향은 옳았지만, 여성대중의 광범위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적
과격성으로 인해 다수의 대중과 유리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진보적 여성운동은 주부, 청
년여성 등 좀 더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들을 포괄하기 위한 운동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정진성⋅
안진 외, 2004: 353 ).” 궁극적으로 여연의 출범은 광범위한 ‘여성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운동공간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여성계는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을 “정치부문에서 여성의 균형적인 참여(전경옥
외, 2010: 67)”로 정의하고, 실천적 대안으로 ‘여성할당제’ - 중앙정치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차원에서도 - 를 제시한다. “민주화과정에서 이념, 법제, 정책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고려되고 여
성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실질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 정치적 제도 차원에서 완
전한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는 의회 내에서의 남녀의원이 균형적으로 대표되는 것이다(Ibid.: 70).”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당법이 개정되고 여성할당이 부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5.9%(2000년 16대 총선, 16명)에서 13%(2004년 17대 총선, 39명)으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1)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정치에의 여성참여 증가현상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민주적 주체성이
1) 2000년의 정당법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게 하였고, 2004년의 정당법은
지역구 30% 할당 권고규정과 비례대표 50% 의무규정을 명시하였다(전경옥 외, 2010: 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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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Ⅱ. 참여민주주의론의 이론적 균열: ‘탈정치화’된 대중?
먼저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토대가 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론의 이론적 한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여’의 관점에서 정치적 행위자들의 ‘민주적 주체성’ 문제를 살핀다는 것은 흔히 질적으로 서
로 다른 두 가지 분석수준을 서로 상관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행위자들이 참
여의 개념을 중심으로 행동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분석
이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혹은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
적 혹은 절차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체제적 수준’에서의 분석이 그것이다.
1960-70년대 서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참여민주주의론은 이러한 두 가지 분석수준이 어떻게 연
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이론체계였다. 초기 이론가들 가운데 한 명인 페이트먼(C.
Pateman)은 자신의 저서 뺷참여와 민주주의(1970)뺸에서 루소(J.J. Rousseau)나 밀(J.S. Mill) 등과 같
은 이른바 ‘고전적 민주주의이론가들’을 비판하고 나선 당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이론들이 정작 시민들
의 참여―개인적 수준―의 문제를 외면한 채, 주로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대의정부이
론’―체제적 수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페이트먼, 1986: 35).2)
그녀에 의하면, 당시 출현한 민주주의이론의 두드러진 특징은 광범한 대중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에 내재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페이트먼, 1986: 6). 그들은 ‘탈정치화된 주체’로 간주되기 때
문이다. 정치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곧 ‘포퓰리즘(Populism)’을 초래할 수 있다
는 두려움이 이들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국민통치로서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으로 설정되고(페이트먼, 1986: 7; 달, 1999: 507), 따라서 대다수 시민들의 참여는 단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사 결정자를 선택하는 것(페이트먼, 1986: 25)”으로 최소화되며, 반
면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그들 간의
경쟁(Ibid.: 34)”은 활성화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체제’의 효율적인 작동방식에 맞춰졌다.
이러한 체제이론이 정치학계에 미친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생 민주
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 군부독재를 경험한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그리고 실
질적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까지도, 한국 민주주의 저발
전의 요인으로 주로 대의민주주의체제의 저발전, 특히 ‘민주적 정당체제’의 저발전이 지적될 수 있었
던 것은 사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이론은 페이트먼과
같은 참여민주주의론자들이 보기에는 개인적 변수, 즉 구성원들의 참여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2) 페이트먼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당대의 민주주의 이론들은 슘페터(R. Schumpeter), 베렐슨(B.R. Berelson), 달
(R.A. Dahl), 사르토리(G. Sartori), 엑스타인(H. Eckstein 등의 이론이다. 이들에 대한 페이트먼의 비판에 대해서
는 캐롤 페이트먼, 1986, 뺷참여와 민주주의(1970)뺸, 권오진⋅홍민식 역, 서울: 도서출판 서당, pp. 6-37 참고.
3)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장집⋅박찬표⋅박상훈(2007)과 최장집(2009: 38-41, 241-26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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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론체계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이들의 비판이 대
의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를 겨냥한 것―그것은 사실 불가능할지 모른다―이 아니라, 그러한 민주
주의를 주창하는 이론가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소위 ‘엘리트주의’적 편향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다.4) 페이트먼의 주장에 따른다면, 대의민주주의이론은 ‘개인적 수준’에서 대중들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그 작동방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5) 더 나아가 그러한 참여능력을 진작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새로운 민주주의이론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참여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제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그를 위
한 ‘사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재정치화’의 가능성을 역설한다.6) 1980년
대 후반 한국사회에 제시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전경옥은
김은경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세력화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구체적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운동이 조직되고 자율적인 집단으로서
조직을 통해 여성의 의식화를 선도하고 여성주의적 정책을 요구, 주장하는 것이며, 정치활동의 주체
로서 국회, 행정부 또는 정당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
다(전경옥 외, 2010: 71).”7)
그러나 이들의 논의가 진정으로 엘리트주의를 극복했는가는 좀 더 살펴볼 문제이다. 페이트먼을
예로 든다면, 그녀에게 있어서 대중은 여전히 정치에 무관심한 탈정치화된 주체이며, 따라서 엘리트
와는 달리 참여의 방식에 대한 교육과 사회화가 필요한 주체이다.8) 헬드(D. Held)는 이 사실을 간
파했고, 그런 점에서 페이트먼과 당대의 엘리트주의이론가들이 실상은 유사한 이론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헬드, 2010: 403). 여기서 본고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의식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참여민주주의론의 저변에 건재해 있는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편견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은 ‘대중의 탈정치성’이라는 신화를 문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4) 이와 관련해서는 슘페터(J. Schumpeter)의 민주주의이론에 대한 그녀의 비판(페이트먼, 1986: 30-31)을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은 비판적 태도는 바크라크와 보트위닉(P. Bachrach & A. Botwinick, 1992: 19-49)과
같은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이른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론을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현
대 민주주의이론에 내재된 엘리트주의의 양상에 대해서는 헬드(D. Held, 2010: 243-304)를 참고할 것.
5)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주창자들 역시 정치참여를 오로지 보호적 장치로만 여기고 있다. [...] [그러나] 예를 들어
존 스튜어트 밀과 루소의 이론에 있어 참여는 훨씬 더 폭넓은 기능을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있
어 중요한데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일단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의제도들로써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참
여적 사회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페이트먼, 1986: 34-35, 강조는 필자).”
6) ‘참여민주주의론’은 참여의 영역이 ‘사회적 수준’인가, ‘정치적 수준’인가 혹은 ‘국제정치적 수준’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이론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정인, ｢대안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참여사회연
구소 편, 1997: 62-70 참고.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페이트먼의 ‘참여민주주의론’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
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참여와 그에 대한 사회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수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론―혹은 ‘산업민주주의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Ibid.: 63-64).
7) 이들이 인용한 글은 김은경, 2004, ｢여성의 정치세력화, 그 가능성과 딜레마｣, 뺷여성과 사회뺸제15권, pp.
275-301.
8) 그녀는 루소와 같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인용하면서 대중들의 지적, 정서적 그리고 도덕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지만(페이트먼, 1986: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 대한 참여의 교육과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Ibid.: 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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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참여민주주의론은 대중의 탈정치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혹은 그러한 토
대 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원래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기위해 제시되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양자는 이론의 맥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유수 정치학자들에 의해 간행된 뺷왜 대의민주주의인가(서병훈 외, 2011)뺸는, 실질적으
로는 참여(와 심의)민주주의이론의 연구성과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실
질적 구현과 관련된 궁극적인 비전을 대의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그 사상적 궤는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중간지점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다.9) 이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다
시 말하자면, 참여민주주의론은 앞서 언급한 두 차원의 분석수준 사이에서, 즉 대중의 참여 가능성
을 강조하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이른바 ‘참여론’을 한 극단으로 하고, 그리고 그들의 참여가 보다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제도적 수준에서의 소위 ‘체제론’을 다른 한 극단으로 하면서, 해당 사회
가 처해있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에 의해 선택된 지점은, 그들
이 탈정치화되었다고 가정한 대중들을 상대로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재정치화할 수 있는가’라는 ‘엘
리트의 능력’―흔히 ‘사회화’로 표현되는―과, 그러한 재정치화를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할 수 있는가’
라는 또 다른 차원의 ‘엘리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이론들―그것이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건 혹은 ‘체제적 수준’의 분석이건 간에―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다루는 ‘엘리트의 능력’이 된다. 1987년 당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을
주장했던 활동가들이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제도정치 영역의 ‘성할당제’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것은
그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 역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숭고한 초석이었음
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겨진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중의 탈정치성’이 본질화되고, 따라서 대
중은 ‘엘리트의 능력에 따라’ 재정치화의 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수동적 주체’로 정형화되어버린다
는 점에 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황을 ‘대중’의 시각―엘리트의 입장이 아닌―에서 조망해볼 필요
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 혹은 ‘탈정치화된 관심’은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한 내⋅외부적 환경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형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여민
주주의론에 의하면, 엘리트들에 의해 참여가 학습된 대중은 엘리트들에 의해 유효한 체제가 갖추어
지기만 하면 ‘참여의 결집’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 파악된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
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가 갖추어지면 참여민주주의는 적어도 상당기간동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경험은 어떠한
가? 어떤 이유로 한국사회를 뒤덮은 민주적 참여의 대(大)결집은 지속적인 정치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였나?10)
9) 서병훈의 ｢총론｣은 공저자들의 문제의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결국 국민과 대표의
심의성 부족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민들이 좀 더 사려 깊은 정치적 요구[참여]를 해야 하고, 대표들
은 선호 집합적인 또는 당파 이해에 따른 이데올로기적인 정치를 탈피하여 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그
러나 ‘대표의 실패’와 ‘심의의 실패’로 압축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자화상은 이런 꿈과 너무 거리가 멀다. 어쩌면 대
의민주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환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길[대의민주주의] 말고는 민주주의를 살릴
방도가 없다는 데 있다(서병훈 외, 2011: 27,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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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설적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한 질문은 대중의 ‘수동성’ 혹은 ‘탈정치성’에 대한 것이 아니
라11)

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어떤 ‘제약성’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전 지구적

경제위기로 인해 거론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담론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담론체계이다.12)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회적⋅경제적 조건―그에 따른 심리적 조건을 포함
하는―은 대중을 정치로부터 심각하게 이격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 정치로부터 멀어진 대중을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등을 돌린 ‘탈정치화된 주체’로 정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어떤 의미에
서 이들은 정치적인 영역으로의 진입이 차단되거나 혹은 그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
은 아닐까? 만일 이러한 질문이 유효하다면, 정치적인 영역에 대중이 부재한 현상과 관련하여, 대중
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탈정치성’과는 별도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중을 배제시키는 혹은 접근을 차
단시키는 제 3의 요인―개인적 요인이나 체제적 요인을 넘어선―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
여의 조건들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혹은 참여 할 수 없는 어떤 ‘구
조적’인 제약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Ⅲ. ‘비정치적’ 대중: ‘자기결정원리’의 모순과 사회적 배제
‘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정치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전제가 뒤따른
다. 그것은 판단의 최종적인 결정자가 타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라는 이른바 ‘자기결정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이나 이익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로 가정(달, 1999: 202)”된다는 것
이다. 달(R. Dahl)은 이러한 자기결정의 원리가 최대한 넓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린이’와 ‘이
성적 능력을 결여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인’이 그러한 원리의 적용을 받
는다고 서술한다(Ibid.: 203, 211, 강조 추가).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평등성’ 원칙의 실질
적인 구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결정의 원리는 ‘일반명제’가 아니라 사실 ‘조건명제’이다. 이하에서는 참여민
10)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장집(2009)을 참고할 것. 그는 이 저서를 통해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민주화 이후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은 그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현
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유권자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
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
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
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
다. [...] 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이다
(Ibid.: 19-20, 강조는 필자).”
11)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의 탈정치성’과는 별도로 ‘절차적⋅제도적 결함’을 지적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최장집(2009: 242-262)을 보라. 그의 주장은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절차적⋅
제도적 결함’에서 찾는 대표적인 목소리이다.
12) 그동안 주로 ‘빈곤’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극빈자들의 사회적 조건은 19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사회
적 배제’의 문제로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빈곤자들의 사회적 조건은 단순한 물적 부족상태가 아닌 정
치, 경제, 사회, 문화를 관통하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적인 결핍 상태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심창학,
2001: 181).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동안 빈곤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설정해왔던 시각이 지양되고 이른바
‘구조적 차원’의 시각이 대두됨을 의미한다.

- 106 -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ㅣ최일성

주주의이론가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이른바 ‘구조적 제약성’에 대한 해명을 목표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기결정의 원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의 ‘모든 성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의 조건이 제시된다. 민주주의가 ‘도시국가’적 정치원리에서 ‘국민국가’적 정치원
리로 확장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주권’의 개념이 고안되면서부터이다. 비록 현대에 들어 전 지구적
관계들이 중첩되면서 근대적 주권의 개념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헬드가 잘 지적하듯이
참여민주주의론을 포함한 현대의 다양한 민주주의이론들의 대부분은 국민국가의 ‘바깥’으로 추정되는
세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려 하지 않았고, 그 영역이 민주주의이론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D. Held, 2010: 542-544). 이것은 기존의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자기결정권
을 가진 주체로서의 ‘모든 성인’의 범위를 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국가적 ‘국민’―비록 국민의
개념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정의처럼 ‘상상된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할지라
도―의 범위 내에서 ‘주권’의 개념을 통해 해결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여기서 소위 ‘전 지구
적 시민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국민국가 내부의 영
역에서 ‘외부’로 취급되는 구조적 한계들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과 이동의 자유로 인해
국민국가 내부에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문화와 신념을 달리하는 비국민적 구성원들, 정치⋅경제 혹
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늘어나는 비합법적 이주민들, 혹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혹은 잠정
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자들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결정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외부’로 취급되는 주체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참
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상기한 ‘비국민적’ 주체들을 비교적 단순하게 ‘예외’로 정의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하게 취급하면서 참여의 가치를 역설해 온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13)
둘째, 자기결정의 원리는 ‘모든 성인’이 궁극적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당신 자신의 선이나 이익을 더
잘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더 잘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의 정책이 당
신의 이익에 최선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달, 1999: 200).” 그런 맥락에서 달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다 성숙한 책임감을 갖는 것(Ibid.: 210)”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수적
인 조건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책임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제약성, 예를 들어 사회적 차별로 인해 강요된 심리적인 열등감, 해당 주체가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인 궁핍성, 한계 상황에 처해있는 주체들이 당면해 있는 사회⋅문화적인 제약성 혹은 개인적⋅지역
적⋅인종적인 편견 등에 의해 스스로의 갈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책임―능동적 기권의 논리 속에
서―으로 귀속시키는 한계를 노출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록 ‘국민’의 범주에 포함될지
라도 실업⋅사고⋅재난⋅질병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거나
1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정치학자들에 의해 간행된 뺷인권의 정치사상(김비환 외, 서울: 이학사, 2010)뺸은 국민
국가적 민주주의를 ‘국민’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홍태영,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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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방위에 걸쳐 자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주체들 등
(J.-M. Belorgey, 1988: 33-62)은 ‘자기결정’의 능력이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빈곤이나 사회⋅
구조적인 제약성 등으로 인해 그러한 능력을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 영역 혹은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행위자라는 것이다.14)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영역에
대중이 부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해당 주체들의 사회적⋅구조적 조건
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의 참여만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추궁해 온 것은 아닌지,
따라서 개인들의 의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폭력성이나 노동시장의 침체성, 혹은 사회적인
유대의 파괴나 사회적인 고립의 증가 등등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 혹은 ‘미적응’의 문제(S. Paugam,
1993: 65-70)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상기한 두 가지 구조적 제약들은, 비록 서구사회와 같이 절차적⋅제도적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민주주의를 답보상태에 머물게 만들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인정된다. 해당 주체들에게 부과되는 이와 같은 제약성들은 특
히 1970년대 전 지구적 경제위기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이른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통해 그 실
체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만일 기존의 참여민주주의이론들이 국민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국가
나 사회에 대해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과정을 요구하는 차원의 문제였다면, 사회적 배제의 문
제는 그러한 참여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방해하고 제한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양자의 입장은 갈등적
이다. 그러므로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과제는, 기존의 이론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자기결정의 원리’를 전제로 민주적 주체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들에게 참여의 책임을
부여하며, 그들이 표출하는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체제적 장치들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체들의 범위설정이 이미 비민주적인 것
은 아닌지, 더 나아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적⋅구조적 제약성으로 인해 민주적인
사회통합의 지형에서 이미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그들을 정치적⋅사회적 공생의 장으
로 초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고
민하는 수준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의 입장이 아닌 대중의 입장에서 바라본 참여민주주
의의 실질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주체들의 정치적 위상은 기존의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에 의해 공유
되어진 ‘탈정치화된 대중’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치철학자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현대사회가 ‘사회적인 것’ 혹은 ‘경제적인 것’을 바
탕으로 이른바 ‘정치적인 것(le politique)’15)을 억누르고 박탈하려는 거대한 흐름 앞에 노출되어 있
14)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 주체의 자기결정권한은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조건 등에 따라 그 실현이 보장될 수도
있고 혹은 위임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달(R. Dahl)은 이러한 가능성을 ‘어린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달,
1999: 198, 203). 그러나 상기한 주체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과 동등한 참여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는
좀 더 고민해볼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신체장애자들은 비록 그들이 체제적인 수준에서 일
반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는다 할지라도 투표장의 물리적 조건, 투표장까지의 거리, 이동수단 등등에 따라
일반인들보다 투표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15) 로장발롱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la politique)’를 넘어 “정치적 삶을 이
루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보다 확대된 정치철학적 개념이다(Cf. 김용우, 2009: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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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며(Rosanvallon, 2006: 260), 따라서 현대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치적인 것’을 복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 상징되는 시장자본주의는 ‘정치
적인 것’을 배척하려는 구조적 메커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는 바, 시장메커니
즘의 무규율적 작동으로 인한 경제적 배제의 문제는 ‘이론적 시민’과 ‘현실적 시민’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토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이때 ‘현실적 시
민’은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등을 돌린 ‘탈정치적 행위자(Acteurs dépolitiques)’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혹은 배제된 ‘비정치적 행위자(Acteurs impolitiques)’로 정의된다
(Rosanvallon, 2006: 27-29). 이때 비정치적 행위자들은 ‘정치적인 것’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주체―
책임귀속이 ‘본인’을 지향하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참여가 전반적으로 차단되거나 강탈된 사회
적 피해자―책임귀속이 본인 ‘외부’를 지향하는―로 파악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관련된 정치과정의 핵심은, 일부 선각자들에 의해 민주적인 사회통합의 대원칙이 마
련되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독려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성원들이 구조적
인 수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환
경을 ‘국가 혹은 사회’17)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차원의 문제로 승격되는 것이다.18)
그러나 아쉽게도 여성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논지에서 정치영역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이와 같은 ‘비정치적 대중’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
의 속에서 비정치적 대중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참여의 문제는 곧 정치영역으로의 진
입이 배제되지 않은 일부 계층의 활동의 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지 않은 참여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정치귀족’ 혹은 ‘정치엘리트’들만의 참여의 논의이며, 그러
한 참여민주주의는 곧 ‘귀족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
쟁 이후 제시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Ⅳ. 결론
근대 국가들의 경우 여성들은 점점 더 괄목할만한 방법으로 각종 집행부문과 산업부문 그리고 문
화부문에 있어서 지휘자의 위치에 접근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이나 한국
16) ‘이론적 시민’과 ‘현실적 시민’의 불일치 문제를 로장발롱(Rosanvallon, 1998: 35-55)은 ‘공화주의적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딜레마’로 정리한다.
17) 물론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전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문제로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
것은 ‘개인들’―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가 정
치⋅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주체들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민주주의의 과업―사회적 배제
방지―을 공론의 장에서 배제된 주체들이 요청할 수 있다거나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약
한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사회적 배제의 방지를 국가나 사회의 책무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최일성, 2011, pp. 188-192.
18) 이러한 관점에서 로장발롱(Rosanvallon, 2006: 312-318)은 정치의 영역에서 개인들의 ‘의지’의 문제를 재고해야만
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공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개개인들이 직면해 있는 ‘제약성’을 제거하여 그들의 ‘자
율성’을 회복시켜주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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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후발자본주의국가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여성에 의한 권
력의 수임의 증가를 토대로 여성들의 민주적 주체성의 확장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크리스테바
(J. Kristeva, 1993: 276)는 이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이들에 의한 권력의 수임이 기대와는 달리 권
력의 여성 억압적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상기한 국가들에서 지휘
자에 오른 여성들, 권력을 갖게 된 여성들, 또한 수천 년 동안 거부되어 왔던 이점들을 차지하게 된
여성들 역시 억압적 체제, 즉 그들이 가부장제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사회질서의 가장 열정적인 수호
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중심적인 권력구조에
대항함으로써 이제 여성들도 그러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여성
주의자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현 체제의 억압구조와 기존 가부장 질서에 대한 순응주의만을 강화시
켜 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참여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제시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해 유사한 비판이 가
능할 것이다. 이 당시 여성정치세력화를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
의 정치적 성향이 ‘친여성적’일 것이라는 본질주의적 가정―비록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하
더라도―을 전제로,19) 정작 그들의 엘리트주의적 편향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성, 그리고 사
회적으로 배제된 대중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성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침묵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깊지 않은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은 여성대
중의 참여화보다는 여성운동의 귀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19)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남녀동수운동’에 대한 스콧(Joan W. Scott, 2009)의 연구결과는 시사적이다. 그녀에
하면 ‘성할당제’의 발전적 형태로 프랑스에서 제시된 ‘남녀동수운동’은 그 주장의 혁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체를 가진 개인들은 항상 ‘여성’이고 늘 여성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여성으로 존재할 것(Ibid.: 273)”이라는
질주의적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남녀동수’의 본래개념과 그 이름으로 통과된 법 사이에는
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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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회적 책임의 개념: 특정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임무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인가?
1)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의 규정
2) 표준의 실행과정과 활용
3)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원리의 규정
3.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이 삭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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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

사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1)

손 영 우 (목포대학교)

1. 서론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관한 국제표준을
최종 결정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를 발행하였
다.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인증제를 따르고 있는 기술규격과 품질에 관한 일반 표준과 달리 권고의
성격을 갖는 비인증 방식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가 해
외투자에 점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표준에 따른 검증 결과는 기업
등 해당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학자들은 SR 표준이 현재는 자발적
참여라는 표준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사정에 따라 강제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예견하기도 한다.(정병기 2010, 4)
이 표준의 제정과정 상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표준제정이 처음 제기되었던 2001년엔 ‘기업의 사
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1)으로 인증표준(certificable standard) 형식으로 제
정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조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
고 표준의 성격이 비인증표준(non-certificable standard)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2) 그리
고 둘째, “ISO 26000이 이정표인 이유는 표준의 제정과정에 90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다중 이해관계
자(multi-stakeholder) 교섭을 통한 세계적 합의에 의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Ashley 2010, 26)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선진국 중심의 참여가 아닌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대표들이 고루 참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들 뿐만 아니라, 노동계, NGO, 소비자단체, 기타(학계, 검증서비스, 지
원기관) 등 6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여 작업반(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WGSR)을 구성하는 등 이중합의에 의한 제정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 본 발표문은 학술지 투고를 위해 작성된 원문을 발표를 위해 대폭 축약한 것으로써 원본을 짧은 설명으로 대체함
에 따라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CSR은 서구에선 상당히 오래된 개념으로 그 기원이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Moratis and Cochius 2011, 12-14; Gond et Igalens 2008, chapitre 1을 참조. 많은 CSR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ISO 26000의 개념규정처럼 CSR 개념이 이미 그 사회적 의미를 취득하였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논란을 다루지는 않는다.
2) 인증용 표준에서 요구사항은 의무의 의미로 ‘shall’이 사용되며, 인증기관은 이 요구사항을 기초로 조직의 운영시
스템을 감사하고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면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인증용 표준에
서는 권고의 의미로 ‘should’이 사용되며 인증이 없다.(노한균 20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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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논의가 2001년부터 진행되어 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회적 책임 표준에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송원근 2007; 한철 2009; Joe and Lim 2011), 노동분야에 미칠 영향(이장원 외 2009; 정병기
2010), 특별히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정승국 외 2011), 구체적인 사례로 LG
전자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실행사례가 발표되기도 하였다.(LG전자노동조합 2010; 정승국 외 2011)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과정을 통해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었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을 모든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희석화하려
는 기업의 회피전략이라는 비판(ICFTU 2004; 정승국 외 2011, 7)과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지니는
가’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에서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거나, 혹은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기 위해선 노조도 대상으로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책임
표준이 제기한 ‘사회적 책임’의 정신을 우회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원리로 취급하기 보다는
일부 기업이 경쟁력과 이미지개선 을 위해 채택해 볼만한 ‘형식적인 허식’에 그치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표준의 대상이 기업에서 다른 사회적 주체, 특히 노동조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적 책임이 다른 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와 ‘경제적 주체에 한정되어 규정되던 표준의 대상이 사회적 주체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와 연관된다. 이 두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전자는 ‘노동조합과
같이 흔히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조직에게 묻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사회적 권리가 박탈된
노동조합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더불어 구체화될 수 있으며, 후자에는 ‘표
준 대상의 확대는 모든 사회적 대상을 경제적 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이 뒤따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확대를 둘러싼 논의에서
나타난 사회적 책임의 속성 관한 논의 중심으로 앞의 문제제기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
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가 노동조합에게 가지고 오는 위험과 더불어 이것이 가지고 기회를 적극적으
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개념: 특정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임무인가? 결과에 대한 책
임인가?
1)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의 규정
사회적 책임의 규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모든 단체 추구해야 하는 특
정 내용의 사회적 임무를 실행할 책임인가? 아니면 단체의 결정이나 행동이 낳은 결과에 대한 책임
인가 하는 점이다.3) 이러한 상황은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분명해지는데, ‘환경오염의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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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가능발
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반
적으로 책임이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향력이 많으면 더욱 많은 사회적 책임이 따른
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든 단체는 시대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 주장
도 맞서고 있다.
ISO 26000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ISO 26000 2.18절에서
는 사회적 책임이란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직이 지는 책임”4)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매개
로 ‘조직이 지는 책임’을 창출한다라는 논리로 인과책임(causal responsibility)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앞의 문제제기 중 후자와 연결되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의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의
결정이나 감독에 대한 책임 역시 그 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Moratis and Cochius 2011, 73)
하지만 같은 절에서 다시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고려
하며, 관련 법을 준수하고 국제행동규범을 따르며,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되고 그 관계에서 실행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지속가능발전의 기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고려, 관련 법과
국제행동규범의 준수하는 것으로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은 법적책임(legal reponsibility)
을 포함하여 특정발전방향과 원리를 채택하고 준수할 것을 그 핵심 실행방도로 규정하고 있다. 결
국 ISO 26000의 규정은 위의 ‘사회적 가치추구’와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표준의 실행과정과 활용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 표준으로 규정된다고 함은 특정 단체가 표준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됨에 따라 단체의 결정이나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즉 표준은 특정 권고내용을 제기하고 준수여부
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표준에서 정해놓은 특정 권고를 추진해야 하
는 책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표준은 아래 그림-1에서처럼 7개 영역에서의 주제와 구체적
인 내용을 정해놓고 이렇게 특정 방향에 대한 존중과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3) 이러한 구분은 협의의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 개념규정과도 연관된다. 모라티스와 코치우스는
‘responsibility’는 ‘-에 따른 책임’으로 가령 ‘사회에 존재하는 책임규범에 따라 사업할 것’으로 정의하고,
‘accountability’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
앞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기도 한다.(Moratis and Cochius 2011, 17-18)
4) 원어는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for the impacts of its decisions and activities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rough transparent and ethical behaviour”이며, 이에 대한 사회책임의 정의 변화와 그것이 갖는
논의는 기술표준원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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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회적 책임의 7개 주제(ISO 2600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 표준의 제정은 인과책임의 측면에서 표준이 규정하고 있는 핵
심주제와 범주에 대해 특정 단체의 활동과 행동이 어떤 위반이나 문제점을 발생시킬 때 이에 대한
개선책임을 완수하라는 압력으로 또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행과정에서도 특정 지침
에 대한 준수임무와 동시에 단체의 결정이나 활동이 유발한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앞서 제기한 두
측면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원리의 규정
그렇다면 위에서 ‘특정 사회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하여 실행한다는 조직운영원리와 관련법과 국제행동규범 준수라는 법적책임을 논
외로 하면, 지속가능발전의 기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고려라는 두 가지 요소로 압축된다. 하지만
두 가지 개념 역시 또 다른 모호함을 내재하고 있다.
(1) 지속가능성, 지구적⋅사회적 개념인가? 개별단체나 개인에게도 적용가능한가?
지속가능발전이 가져오는 모호함은 지속가능발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이 사회
적 혹은 지구적 차원에 의미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개별단체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모호함에 대해 사회적 책임 표준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경영
을 ‘지속가능경영’이라 부르며 이를 특정 단체의 생존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데, ISO 26000 국제표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비록 조직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조직의 경쟁우
위 등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생존능력을 높인다 하더라도(26000 3.3.5절), 지속가능발전의 목적은
사회 전체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지, 특정 조직의 지속가능성이나 생존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26000 3.3.5절)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경영주체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그 경영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나 지구의 지속가능성

- 117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모라티스와 코치우스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발전 간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지속가능발전은 세계 혹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Moratis and Cochius 2011, 22)
(2) 이해관계자 원리는 경제운영(기업)원리인가? 조직운영원리인가?
이해관계자(stakeholder)5) 이론은 1984년 에드워드 프리먼이 뺷전략적 경영: 이해관계자 접근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뺸라는 저서에서, 경제학에서 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기업운영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기업경영에서 도덕과 가치를
중시하는 윤리적 기업운영원리로 제기하였다.(Freeman 1984) 즉, 전통적인 주주 중심의 관점에서
기업운영은 투입-산출 모델로 투입에선 투자자, 고용주, 공급자와 산출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과 연관된 다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그것
은 기업과 연관된 정치집단, 무역단체, 노조, 지역공동체, 더 나아가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이를 고려하는 경영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업운용원리로 주목받아왔던 이해관계자의 원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게도
적용가능한가라는 혹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해관계자 개념이 모든 조직운영에서의 이해관계자로
확대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해 ISO 26000에서는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어떤 결
정 또는 활동에 이해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 individual or group that has an interest in any
decision or activity of an organization”(ISO 26000 2.20)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단체들은 자신의
어떤 결정 혹은 활동에 이해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단체에는 각자 독특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또한 저마다 사정과 조건에 따라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
다.(ISO 26000 5.3.1)
① 이해관계자의 선차성
하지만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동일한 수위에서 이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달링(A. Darling)은
고객이 슈퍼마켓에 가서 꽁치통조림을 산다고 해서 그 고객이 슈퍼마켓이나 통조림 회사의 이해관
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이 런던에 산다고 해서 그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이낸셜 타
임스사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며,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이해관계자
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와 그보다는
더 방관적이고 간접적이고 임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자를 구분하여 1차 이해관계자(투자자, 노동
자, 경영자 등)와 2차 이해관계자(공급자, 고객, 이웃 등)를 구분한다.(Darling 2003, 51) 그는 이것
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임시적, 방관적, 간접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요구조건
을 적용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2차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
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Ibid.)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조직운영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5) ‘stakeholder’는 ‘이해당사자’로 번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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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기업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무마시키
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② 선차성의 혼돈―노사관계에 소비자의 입장 개입
가령, 노사관계에 소비자의 입장을 개입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노사갈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주식은 “실제 기업환경에서 과도한 노
사갈등이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주식 2010, 19)며, 노사갈
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체는 비단 내부 종업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존재
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사관계에 관한 소비자 관점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주식 2010, 20) “즉 원활하지 못한 노사관계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
해 소비자는 해당 기업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해당기업의 이미지 하락, 구매의도 내지 실질구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
다.”(박주식 2010, 25) 현대차 불매운동에 대해 “제품불량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과도한 노조활
동에 대한 불만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노사관계에 있어
소비자가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주식 2010, 25)라며 노
사관계에서 소비자라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와 관련없이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소비자도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해관계자주의
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들의 연루로부터 제기
된 것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회적 책임은 선전 구호나 기업이미지 마케팅
의 일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하지만 먼저, 위에서 지적하듯이 1차/2차 이해관계자로 구분한다면 2차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존
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2차 이해관계자(소비자)의 지위를 1차 이해관계자(노사)의 그것과 동일시하
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섭이라는 노사양자 간의 계약과 관련한 노사관
계제도가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이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점이 바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소비가 발생시키는 사회적⋅환경적 결과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권, 환경, 노동관행, 규범준수,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를 행하는 기
업을 존중하는 것일 것이다.

3.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이 삭제되었는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논의는 2001년 4월 ISO 이사회(Council)에서 소비자정책위
원회(ISO-COPOLCO)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요청하
면서 시작된다. 2002년 5월 COPOLCO의 보고서에서는 ‘CSR 표준은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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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CR)이라는 이름과 경영시스템표준(management system standard,
MSS)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desirable) 실현가능하다(feasible)’(ISO COPOLCO 2002, 3)
고 결론내리며, ISO중심으로 소비자 입장뿐만 아니라, 기업, 피고용인, 시민, 지역사회, 정부 입장을
포함하는 표준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2003년 세계 각국의 기업, 정부, NGO, 노조, 소비자, 국제기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표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05년 한국 기술표준원을 포함한 32개 회원국의
참여로 ISO 사회책임 작업반(WG SR)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작업반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5
월까지 6년간 8번의 총회를 거쳐 ISO 26000을 개발하는데 이 작업반에는 소비자, 정부, 산업, 노동,
NGO, 서비스⋅지원⋅연구⋅기타 등의 6개 이해관계자 범주가 만들어져 ISO회원기관은 범주별로 1
명씩 최대 6명의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3-2005년간의 전략적 자문그룹의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논의흐름의 변화가 있
었다. 그것은 바로 표준명칭이 ‘기업의 책임(CR)’에서 기업이 제외된 ‘사회적 책임(SR)’으로 변하면서
표준의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체, 노조, NGO 등 모든 단체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표준의 성격이 ‘경영시스템표준’이라는 인증표준에서 비인증표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사회적 책임이 표준제정과정에서 다른 단체에게 확대된 배경
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적 책임의 제정과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된 것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는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면서 저마다의 이해와 요구들이 충돌하였
다. 먼저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입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먼저 표준인증제도에 대해 일반적
으로 기업은 사회적 표준 인증이 경제성장의 장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지만, 그 속에서
선진국 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해관계는 엇갈렸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제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고, 중소기업은 사
회적 책임의 정도 차이 무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연결된다고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논란에서 결국 표준 대상의 확대와 표준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SR의 제정과정에서 CSR의
‘C’가 삭제되기 위해 동원된 논리에 대해 살펴본 콜린 뤼에(Coline Ruwet)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Ruwet 2009)
먼저, ‘C’가 삭제되면서 사회적 책임표준 제정에 반대하였던 기업대표 측과 논의가 가능해졌고,
기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가 더욱 현실화 되었다는 점이다.(Ruwet 2009, 112) 더욱이 일반적으
로 ‘C’ 삭제 반대자들이었던 NGO, 소비자단체, 노조, 정부가 자신의 조직에게도 사회적 책임 개념을
적용함에 따른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들의 입장은 점차 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이 표준의 진정한 대상은 바로 ‘비즈니스’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 표준이
다른 종류의 단체에게도 유용하다. 더구나 그것이 당신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산업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북미 행정부 공무원, 2006년 5월)(Ruwet 2009, 113)
“모든 형태의 단체에 적용가능한 선진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논리성을 유지하고 너
무 규범적 혹은 형식적으로(prescriptive) 보이지 말아야 한다.”(사용자단체의 언급)

둘째, CSR이라는 개념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삭제되었다.(Ru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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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3) 즉 CSR이라는 개념의 존재는 기업(C)이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사회 혹은 환경적 영향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이미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C’의 제거는 더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 기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가정을 없애는 것이다. 더불어 ISO
26000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현실적인 지향을 나타내며 더욱 적극적으로 고취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CSR에서 ‘C’의 삭제는 이 표준을 제공하는데 반대하기도 하였던 사용자 단체,
기업대표의 참여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Ruwet 2009, 113)
물론 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표준 제정과정에 기업이 참가하지 않거나 제정된 표
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표준의 제정의 의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 반대자들은 CSR이 갖는 집중은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이 다른 단체보다 중요하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영향력이 크면 책임도 크다’라는 것이다. 또한 표준 제정 역시
기존의 CSR을 통해 발전된 인식, 경험, 장치들의 결과이다. 특히 SR의 모든 단체로 확대가 낳을 수
있는 위험 중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모든 단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모든 단체가 모든 주제에
대해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을 지닌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직
접적 연결고리가 상실되면서 공급망(supply chain), 소비자 권리 등 기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사회적
책임의 개념들이 희석하거나 부수적으로 다루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셋째, ‘CSR’의 개념에는 중소기업을 선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Ruwet 2009,
115) 이러한 고려에 대한 무시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의 장벽을 형성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영어에서 ‘corporation’은 대규모 기업을 의미한다. 뺷캠브리지 국제영어사전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뺸에 의하면, ‘corporation’의 개념은 “a large
company or group of companies that is controlled together as a single organis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307)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C’의 제거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
게 된다는 이점을 갖게 된다고 한다.(Ruwet 2009, 115)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크기 논쟁은 모든 크기를 포괄하는 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일
반화된 기재로서 SR표준 제정을 반대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ISO 26000의 강제수준을 낮
추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Ruwet 2009, 115)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설립되고 하청망을 가지고 운영되는 대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신들은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ISO 26000 도입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반면에 대기업의
일부 대표자들은 자신들은 수년전부터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표준은 이 분야에 아직 미숙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Ruwet 2009, 115) 결국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표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 대한 강제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식
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의 인식을 통해서만이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신들도 영리추구
기업에 속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도, 왜 ‘C’의 삭
제에 대해 반대하였는가라는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Ruwet 2009, 117)
넷째, 지속가능발전의 삼각기본축(triple-bottom line, TBL)과 CSR의 개념 간에 거리를 두도록 하
기 위해서 ‘C’의 삭제가 불가피 하였다는 지적이다.(Ruwet 2009, 116) 일반적으로 CSR은 지속가능발
전의 경제⋅환경⋅사회라는 삼각기본축과 연관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관성은 ISO가 정한 다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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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상이 겹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미 ISO는 기업에 대한 환경인증표준인 ‘ISO
14000’을 제정한 바 있다. ISO의 표준들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ISO는 ‘지
속가능발전의 삼각기본축을 포함함으로써 ISO 표준들 간의 경쟁을 유발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은 ‘사회적’차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SR’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
로써 영어의 ‘social’이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CSR과 거리를 둠으로써, 기존의
CSR과 지속가능발전의 삼각기본축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Ruwet 2009,
116) 결국 ‘C’의 삭제 논의는 단지 ‘기업이 주요 대상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가지고 오
는 ‘강제수준’에 대한 논의까지 동시 포괄할 수밖에 없다.(Ruwet 2009, 118)

2) 노조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
(1) 확장에 따른 찬반 논리: 표준제정주체의 대표성과 표준대상의 적합성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기업에서 다른 단체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온다. 그
것은 먼저 민간경영표준단체인 ISO가 국가, 노조, NGO 등 모든 단체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을 제
정할 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대표성의 문제이다. 물론 표준의 제정과정에 6개의 이해관계
자 그룹이 참여하였지만, 이들 그룹 내부는 동일한 이해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
다.(Ruwet 2010)
둘째는 표준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이다. 즉 비영리단체에게도 표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라는 대상의 적합성 문제이다. 사회적 책임이란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는 영리단체의 윤리적 경
영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경제적 이해 때문에 사회적 이해가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이해와 논리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에게 다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가령 동물보호단체에게 소비자권리보호, 환경존중도 하라는 권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문제이다.
같은 측면에서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제기한 사회적 책임이 특정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노조 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존중, 법과 규정 준수의 책임은 존재한다. 둘째, 노조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으로 인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노조의 책임은 존재한다. 더불어 셋째, 앞
서 제기한 대표성의 문제에서도 이번 논의 과정에 회원국의 노조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
기구(ILO)도 참여하였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한 대표성의 문제는 상당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6) 넷째,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노조는 일정정도의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
가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2) 노조의 입장과 대립
2003-2004년 초까지 CSR에 대한 유럽 18개국 노조들의 견해를 조사한 보조랭은 노조들이 우려하
6) 한국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해선 강충호 2008과 강철웅 2008 참조,

- 122 -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ㅣ손영우

는 CSR 표준의 위험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것은 첫째, ‘법의 민영화(privatisation of the law)’ 효과
의 위험이다. 둘째,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 감소 위험, 즉 ‘교섭의 대체’ 효과의 위험이
다.(Beaujolin 2004, 22-23)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시민단체(NGO)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노조들이 찬성하였지만, 단 노사 간의 교섭이 담당하지 않은 의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Beaujolin 2004, 35) 결국, 이것이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 전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인
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Beaujolin 2004, 25).
반면에 ‘사회적 책임이 왜 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표준으로 제정되는 것
이 협정(convetion)이나 조약(treat), 지침(directive)으로 제정되는 것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왜냐하면 만약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역으로 구성된 사회적 책임을 강제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의 것으로 추진한다면 그 강제성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탈리아 CISL 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이 자발적인 것일 수 있지만, 취사선택적인(optional)
것이어서는 안된다”(Beaujolin 2004, 33)는 주장과 연관성을 갖는데, 사회적 책임을 비인증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
도록 만드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 노조에게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1) 노조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ISO 26000은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조직의 기여 관
련 이슈 인식, (2)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영향으로 야기된 이슈인식, (3) 이해관계자 식별 등의 세
요소를 포함하였다.(26000 5.1절) 그에 더하여 ISO 26000이 제시한 사회책임 7개 핵심주제가 조직
의 사회책임 범위를 정의하고, 관련 이슈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26000 6.1절)
원래 프리만에 의하면, “조직에서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임무실행에 영향을 제공할 수 있거나 그
로부터 영향을 받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Freeman 1984, 46)

그림-2 프리만(E.R.Freeman)의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Freeman 198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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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기업과 동일한 관계와 동등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규정한대로 누구나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와 그보다는 더 방관적이고 간접적이고 임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자를 구분하여 1차 이해
관계자와 2차 이해관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림-3 LG 전자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자의 규정(배상호 2010, 250)

이와 유사하게 노동조합 역시 이해관계자를 규정할 수 있다. 국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
는 사례를 살펴보면, LG전자노동조합(정승국 외 2011, 73), KB국민은행지부(77), 한국수자원공사(90)
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하는 노동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LG전자노조의 경우, 이해관계자를
4차에 걸쳐 구분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자로 1차 이해관계자는 조합원, 비조합원, 2차
이해관계자는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3차 이해관계자로 지역사회, 4차 이해관계자로 세계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이해관계자로 노조원과 비노조원, 비정규직 피고용인, 하청업체 혹은
협력업체의 피고용인을 포괄하고, 동시에 소비자와 지역주민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노동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 있다.

2) 조직 거버넌스와 노동조합
조직 거버넌스란 “조직이 목표 추구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체계”(26000 2.13;
6.2.1.1)이며, “조직의 크기와 형태, 조직이 작동하고 있는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26000 6.2.1.1)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 모든 조
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표준제정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노조가 더 이상 기업거버넌스에서 방관자
로 남아있을 수 없도록 한다. 노조가 기업거버넌스에서 방관자로 남아있는 원인은 크게 자의적 원
인과 타의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의적인 경우는 경영진과 주주가 노조를 배제하는 경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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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이유는 노조가 의도적으로 기업거버넌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기업거버넌스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것도, 노조가 기업거버넌스의 방관자로 남아 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거버넌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한
다. 특히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을 기업이나 전체 사회에서 이해관계자 혹은
사회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조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확대는 앞서 제
기하였던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대립할 때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경영자, 주주, 노
조가 하청기업이나 소비자 혹은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함께 사회적 기대와 대립되는 결정이나 행동
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얼마 전 대기업마트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특정기업이 기업의
홍보를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다른 경쟁
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였을 때, 이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렵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기업 내
‘건강한 감시자’로서 노조의 역할을 이야기한다(김주일 2004). 하지만 문제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감
시자일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조력자일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환경오염발생 생산, 비정규
직 확대와 하청기업에 대한 횡포에 대한 묵인하는 노조의 사례를 간혹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
조의 묵인 행태가 단기적으로 일반 근로자 혹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해와 대립된다고 하기도 어렵
다.
이렇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등 사건과 관련된 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
적 책임으로 확대될 때만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조응이 용이
해 진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조직으로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기대와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노조의 관료주의
또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은 기업거버넌스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인데, 이러한 노조의 사회
적 책임은 다시 노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
아 노조관계자가 “CSR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의 상황에 대해 노조는 항상 ‘다국적 기업’ 혹
은 ‘대기업’을 언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Beaujolin 2004, 55) 대기
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 준수는 노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노동귀족주의의 출현을 막을 수 원리이기
도 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노동조합은 감시자에서 감시대상으로 전환되었
는가’라는 질문은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일부를 놓치고 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견제가 된
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주의가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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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사회적 책임 표준은 노조의 관심여부를 떠나서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조가 무관심하게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는가 또는 노조의 무관심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던져준다. 이러한 무관심은 사회적 책임표준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업
마케팅전략의 일부로 각 주제와 요소들이 경영자의 이해와 맞추어 취사선택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이러한 사업에 배제되거나 무관심하게 존재하도록 방치되는 것
이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빌미로 이러한 기업전략에 노조가 동원될 것을 요청받게 될 가능
성이 높다. 사회적 책임의 표준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기업과 노조 등 특히 경제적 이해가 첨예한
곳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하게 있거나, 상황에 따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주체에 의해 사회적 책임 논의가 이끌려 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ISO 26000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만의 특수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하청기업이나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희석화된 것은 분명하
다. 하지만 반면에 이 과정은 동시에 대기업노조가 함께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면서 나무심기나 불우이웃돕기에 몰두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결국 사회적 책임 논의의 확대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열적 구분과 이들 간의 대립갈등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확대는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국면을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희석화될 위험을 지적하며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제기하
는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역시 사회적 책임을 지니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
함에 있어 사회적 기대와 조응할 것을 강제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노조에게 사회적 책임은 소
극적으로 대처할수록 기업의 이미지 개선 전략에 동원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요구를 위한
압박으로 자신의 활동을 제한받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을 지니는 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자신
의 이해관계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 등 사회적 기대와 조응함으로써 사
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126 -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ㅣ손영우

<참고문헌>
강철웅. 2008. “ISO 26000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뺷노동리뷰뺸 제5호. 64-68.
강충호. 2008. “ISO 26000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뺷노동리뷰뺸 제5호. 59-63.
기술표준원. 2007. 뺷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화 국내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뺸. 산업자원부 기술표
준원.
김인제. 2005. “노동분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동법적 과제―기업의 국제적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뺷노동법연구뺸 제18호. 267-303.
김주일. 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 뺷노동사회뺸 10월호. 29-35.
노한균. 2011. 뺷ISO 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뺸. 박영사.
송원근. 2007. “재벌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뺷동향과 전망뺸 제70호. 111-138.
이장원⋅노한균⋅고동수⋅황상규 2009 뺷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ISO 26000 대응을 중심
으로뺸. 한국노동연구원
이형준⋅서영진. 2004. 뺷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무엇인가뺸.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병기. 201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과 시민적 기업문화.” 뺷기술표준뺸 제106호(12월호). 220-339
정승국⋅강충호⋅한동균. 2011. 뺷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과 발전전망뺸. 한국노동연구
원.
정원규. 200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철학적 고찰.” 뺷기업윤리연구뺸 제5호. 91-107.
한철.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뺷상사판례연구뺸 22(3). 313-338.
Aras. Güler and David Crowther.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Beaujolin. François. 2004. “European trade union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ETUC)
Darling. Alistair 1997. in Kelly. Gavin, Dominic Kelly and Andrew Gamble. 1997. Stakeholder
capitalism. Macmillan. 장현준 역. 2003. 뺷참여자본주의뺸. 미래M&B.
Dawkins, Cedric. 2010. “Beyond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 Conceptualization of Labo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95(1). 129-143.
Evans. Karen. 2009. Learning, Work and Social Responsibility: Challenges for Lifelong Learning
in a Global Age. Springer.
Freeman, R. Edward.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Pitman.
Gond. Jean-Pascal et Jacques Igalens. 2008.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 l'entreprise. PUF.
ISO COPOLCO. 2002.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IS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ndards.” Report to ISO COPOLCO.
ISO. 20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Joe. Phillips and Suk-Jun Lim. 2011. Expanding CSR’s Philosophical Foundation: Korea’s Shared
Growth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9(2). 257-278.
Jones. Roy and Pierre Habbard. 2005. “Workers’ Voice in Corporate Governance―A Trade

- 127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Union Perspective.” Global Unions Discussion Paper.
Kelly. Gavin, Dominic Kelly and Andrew Gamble. 1997. Stakeholder capitalism. Macmillan. 장현
준 역. 2003. 뺷참여자본주의뺸. 미래M&B
LG전자노동조합. 2010. “LG 전자노동조합의 미래, 노조의 사회적 책임”.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Maria. Ana, Dávila Gómez, David Crowther. 2007. Ethics, psyche and social responsibility.
Ashgate Publishing.
Marques. Jose Carlos, Peter Utting. 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gulatory
Governance: Towards Inclusive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Moratis. Lars and Timo Cochios. 2011. ISO 26000: The Business Guide to the new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Greenleaf Publishing.
Paolo D'Anselmi. Values and Stakeholders in an Era of Social Responsibility: Cut-Throat
Competition?
Phillips. Robert. 2003. Stakeholder Theory and Organizational Ethic. BK Publishers.
Preuss. Lutz, Axel Haunschild and Dirk Matten. 2006. Trade unions and CSR: a European
research agenda. Journal of Public Affairs 6. 256-268.
Ruwet, Coline 2009. “Faut-il supprimer le "E" de RSE? Enjeux politiques d'un débat
terminologique”. Reflet et perspectives de la vie économique, 2009/4 Tome XLVIII.
109-118.
Sacconi. Lorenzo. 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Theory and Related Disciplines. Palgrave Macmillan.
Turnbull. Shann. 1994. “Stakeholder democracy: Redesigning the governance of firms and
bureaucracies.” Journal of Socio-Economics. 23(3). 321-360.

- 128 -

혁명은 트윗된다
― 김진숙과 트위터, 그리고 99%의 연대
장 덕 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혁명은 트윗되지 않는다?
희망버스를 이끌고 간 트윗들
트위터 영향력자와 전파자들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트위터 담론 프레임의 변화
혁명은 트윗된다
309일, 김진숙은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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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트윗된다
― 김진숙과 트위터, 그리고 99%의 연대
장 덕 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혁명은 트윗 되지 않는다?
“혁명이 트윗 되지 않는 이유.”1) 뺷티핑 포인트뺸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
(Malcom Gladwell)이 2010년 뺷뉴요커(The New Yorker)뺸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다. 1960년 2월 1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시내의 잡화점 울워쓰(Woolworth’s)에서 있었던 네 명의 흑인
대학생들에 대한 차별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
스 등 여러 주에서 7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나갔고, 이것은 60년대 미국
남부를 강타한 시민권 운동의 시작이었다. 글래드웰에 따르면 이 기념비적 사건은 “이메일도, 문자
메시지도,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없이 일어난 일들” 이었다. 몰도바, 이란, 이집트, 시리아의 격변에서

SNS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운동을
훨씬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액티비즘(cyber activism)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모두들
열광하는 이때에2), 미국 시민권 운동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가 SNS 따위는 없이도 만들어
졌음을 글래드웰은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곧 혁명은 SNS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일까? 이것이 같은 뜻
이라면 혁명의 발생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에 발생한 모든 혁명은 최초의 혁명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변수들
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변수들은 최초의 혁명에는 없었기 때문에 설명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래드웰의 설명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다. 그는 “혁명이 트윗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첫째로, 사회운동이나 혁명은 ‘강한 연계’를 필요로 하지만, 트위터에서
는 ‘약한 연계’ 밖에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혁명은 트윗되지 않는다. 둘째로, 혁명이나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위계적 조직이 필요한데, SNS는 위계적 조직과는 정반대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뿐이다.
이제 지난 2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연대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자. 무려 309일간 고
공 크레인에서 외롭게 농성하던 김진숙, 그리고 그를 살리겠다고 1만 명의 사람들이 500대의 희망
1) Malcom Gladwell. “Small Change: 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 The New Yorker. October 4,
2010.
2) 사이버 액티비즘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Martha McCaughey and Michael D. Ayers. (eds.) 2003.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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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나눠 타고 영도조선소로 모였던 기억. 대기업의 횡포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가게에
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게 된 홍대 앞 칼국수집 두리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끈질긴 연대 끝
에 얻어낸 작은 승리. 용역 업체의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연대했던 명동 카페 마리. 지금도 진행
중인 제주 강정 마을. 글래드웰의 주장에 따르면 트위터가 없었더라도 이 모든 것은 어차피 일어났
을 일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정말 그럴까? 이 논문은 그 연대의 기억들 중 하나인 김진숙과 희망버
스의 연대를 엄밀한 데이터를 통해 되살려냄으로써 글래드웰의 주장을 검증하려고 시도한다.

희망버스를 이끌고 간 트윗들
한진중공업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964,042개의 트윗이 쓰여졌다. 이
글들은 773,741회 리트윗 되었으며, 40,712개의 리플라이가 오고 갔다. 글을 쓴 사람들은 73,420명
이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영
향력을 가졌던 상위 20개의 트윗을 뽑아보면 소설가 이외수 씨, 정동영 의원 등 유명인 8명, 일반인
5명, 언론사 계정 1개, 희망버스 기획단 관련자 1명에 의해 작성되었다.
영향력이 큰 트윗들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하나는 보편적 인권을 포함한
‘원칙’과 ‘상식’에 대한 것들이다. “기업도 경찰도 법률도 국민을 위해 존재”(1위)하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취재와 보도는 이뤄져야”(2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
짓을 해도 괜찮다는”(3위) 것인지,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4위), “연예인 기사는 트윗에서 잘도 베
끼”는 언론이 “왜 한진 사태는 조용”한지(5위) 등의 글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정
보공유’와 관련된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추적 60분”(8위, 19위)이나 “시사매거진 2580”(11
위)에서 보도한다거나, “공권력 투입 임박”(13위), “노사협상 타결”(16위), “강제집행은 위법이고 노사
합의도 무효”(17위) 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트위터 영향력자와 전파자들
트윗을 쓰는 사람 혹은 계정을 중심으로 희망버스 관련 가장 영향력이 큰 콘텐츠를 생산해낸 계
정 상위 20개를 뽑아보면 8개의 언론 관련 계정(허재현 기자, 위키트리, 용가리통뼈뉴스, 민중의 소
리, 부산일보, 미디어몽구, 오마이뉴스, 고재열 기자)와 9명의 트위터 유명인들이 나타난다. 먼저 언
론관련 계정들의 특징은 오프라인에서 엄청난 프레임 설정 능력을 가지는 지상파나 보수언론들이
어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1인미디어 등 대안적 성격을 가진 미디어의 활약이 두드러
진다. 한 예로 YTN은 영향력 상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YTN 해직기자 노종면 씨가 운용하는
용가리통뼈뉴스는 이름을 올렸음을 볼 수 있다. 일반인 9명 중에서 8명은 자신의 프로필과 트윗 내
용을 통해서 한진중공업 사측에 대한 비판과 김진숙 씨에 대한 연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 명은
그 정반대의 입장에서 희망버스를 저지하기 위한 온갖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언론 관련 계정과 일반인들을 빼고 나면 두 개의 계정이 남는데, 하나는 김진숙 본인의 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버스를 통한 연대와 국회청문회를 통한 사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동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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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계정이다. 영향력 범위를 80위까지로 넓히면 언론 관련 계정으로는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
진보뉴스, 박대용 기자 등이 포함되고, 그밖에 유명인 혹은 정치인으로는 김진숙 씨와 가장 적극적
으로 연대했던 연기자 김여진 씨, 노회찬 의원, 이정희 대표, 최재천 의원, 소설가 공지영 씨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트위터에서 본인의 글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본인이든 타인이든 누군가의 글을 전
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앞의 것을 영향력자라고 부른다면 뒤의 것은 전파자라고 부를 수 있
다. 본인이 영향력자이자 전파자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희망버스
관련 전파자 상위 20명을 뽑아서 영향력자 상위 20명과 비교하면 양쪽에 모두 포함되는 계정은 5개
뿐이다(김진숙, 허재현, 정동영, 일반인 계정 2개). 영향력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10위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전파력에 있어서 그는 발군의 1위이다. 순위에서 1위일 뿐 아니라 계량화된 전파력을
보면 그의 점수가 72점인데 2위는 불과 17점이다. 즉 압도적인 전파력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정말
로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진중공업 사태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정리해고, 재벌의 문제,
공권력의 편파성과 남용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함께 녹아있지만, 개인으로 좁혀본
다면 그 모든 구조적 문제의 교차점에는 김진숙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 고공으로 솟은 85호 크레
인 위에 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김진숙이야말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
의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이 더 컸다는 것이 분석결과가 알려주는 바이
다. 그는 자신의 사건에서 영향력자보다는 전파자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트위터 담론 프레임의 변화
트윗의 양이나 영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담론의 구조가 만들어지느냐에 있다. 하나의
사건은 그것을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개의 하위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어떤 하위
사건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어떤 하위 사건은 금방 잊혀진다. 어떤 사건이 부각되고 어떤 사건이 잊
혀 질 것인가. 하위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담론 속에서 함께 묶이면서 의미를 창출해낸다. 반
면 묶일 수도 있었던 하위 사건들이 묶이지 않으면 창출될 수도 있었던 의미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건들이 함께 묶이고 어떤 사건들은 묶이지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담론의 구조, 혹은 담론 프레임이다. 그렇다면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담론의 구조는 어떻게 변
해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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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진중공업 관련 키워드 맵, 2011년 1월‐5월>
<그림 1>은 85호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 문제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2011
년 1월‐5월 기간 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관련 트윗들을 분석한 키워드 맵이다. 점으로 표현된 것이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이고, 선으로 표시된 것은 한 쌍의 키워드들이 자주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점의 크기는 그 단어가 언급된 횟수에 비례하고, 선의 굵기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언급된 횟수에 비례한다. 키워드 맵을 보면 한편으로는 사측인 “한진중공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맞서는 “김진숙”이라는 두 단어의 대립구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과 함께 연결
된 키워드들은 85호 크레인이 위치한 “부산” “영도조선소”와 묶이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외침과
묶이며, 사측의 “직장폐쇄”와 이에 맞서는 “조합원”의 “투쟁”과 묶이고, 한진중공업 못지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 이슈와도 연결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요구와 묶인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무엇보다 그가 “고공농성” 중인 “85호” “크레인”과 서로 밀접하게 묶인다.
그리고 그는 “김여진”이나 “날라리 외부세력(#NALYJ)”, 그리고 “동지”들로부터 “트위터”를 통한 “응
원”을 받고 있다. 또한 “김진숙”은 그가 올라가 있는 “85호” “크레인”에서 생을 마감한 “김주익” “열
사”의 고통스런 기억을 되살리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함께 고공에 올라 “김진숙”과 투쟁
을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총” “문철상” 지부장과 “대우조선” 강병재 의장도 함께 언급된다. 한 마디
로 1월‐5월 기간의 담론 프레임은 정리해고 및 직장폐쇄를 강행하는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및 트
위터를 통한 응원, 그리고 지나간 노동운동의 기억에 기대어 이에 맞서는 김진숙 간의 대결이다.

- 133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림 2: 한진중공업 관련 키워드 맵,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가 출발한 6월이 되면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담론의 프레임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진중공업과 김진숙의 대결 구도였던 5월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전체 담론의 구조에서 김진숙은 한
쪽으로 완전히 비켜나고, 한진중공업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우려와 사측이 동원한 “용역”의 행패 및 그것을 방관 내지 방조하는 “경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하는 “언론”의 “보도”도 문제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6월 11일 1차 희망버스 때
참여했다가 “긴급체포” 된 “배우” “김여진” 씨 사건이 여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6월 27일 한진
중 “노조”의 “업무” “복귀” “선언”,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노조가 요청했던 “정리해고” “철회”는 회사
측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커다란 파문이 일어났다. 사태가 커지자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2일 “조남호”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같은 달 29일에 개최할 것을 의결한다. 이에 앞서 국회
환노위는 6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남호 회장
은 도피성 해외 출국으로 일관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여론은 심하게 악화되어 영도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7월 3차 희망버스 때는 불법적으로 공권력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
부 참희망버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던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조차도 “고의적인 도피성
출국이며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질타할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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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진중공업 관련 키워드 맵, 2011년 7월>
2차(7월 9일)와 3차(7월 30일) 희망버스가 출발했던 7월이 되면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트위
터 상의 담론구조는 완연히 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의 대립구도로 다시 한번 재편된다. 3차 희망버
스 때 경찰과 우익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가로막았던 것처럼 트위터 상의 담론
구조에서도 “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 사이를 “부산” “영도”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먼저 “한진중공
업”과 관련해서는 “부당해고”와 “정리해고”를 “당장”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영도조선소”뿐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인간적 노동조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진다. “필리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데에는 수익성 때문에 “필리핀”으로 수주할 수밖에 없다
는 사측의 주장도 한 몫을 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 데도 도피성 외유만을 이어가고 있는 “조남
호” “회장”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85호”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
자” “소금꽃” “김진숙”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다. 그가 2007년에 냈던 책 뺷소금꽃 나무뺸(후마
니타스)의 제목처럼 노동자의 작업복 등짝에서 피어나는 소금꽃은 그가 지금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아픈 애칭이 되어 2차 희망버스 때부터 그의 이름 앞에 함께 불려지기 시작했다.
“2차”와 “3차” “희망버스”를 둘러싼 담론은 “시민”과 “주민”의 구도로 갈라진다. 시민권의 주인인
깨어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은 “희망버스”에 탑승해 “경찰”과 대치하지만, “경찰”은 “희망버스”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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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액”과 “물대포”를 난사한다. 다른 한편 “영도” “주민”만 영도대교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거나
혹은 “영도”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희망버스 “반대” 측의 주장도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대” 주장에 “어버이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8월이 되면(그림 4) 한진중공업 사태는 또 한 번의 국면 전환을 맞이한다. 8월 9일 “정동영” 의원
은 “조남호” “회장”이 해외출장 53일만인 8월 8일 일본으로부터 조용히 “귀국”했다는 정보를 트위터
를 통해 공개했다. 조 회장은 그 다음 날인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눈물
까지 보였지만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했다. 더구나 한 척의 배라도 더 수주하기 위해 해외출장 중
이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던 그 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그는 사태가 가장 심각한 국면에 도
달했던 7월 중에도 몰래 귀국하여 국내에 2주 동안이나 머물렀으면서 한진 노동자들은 물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서 더 큰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국회”는 “한
진중공업” “청문회”를 8월 “1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가 실제로는 “18일”에 개최하였고, “조남호” “회
장”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이 날 고(故) 김
주익 열사 장례식 동영상을 보여주며 절규하던 “정동영” 의원의 모습은 그 동안 이 문제에 꾸준히
연대하면서 쌓아온 트위터에서의 그의 정당성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동안 늘 그래왔듯
이 “유성”기업 “해고자”들이 한진중공업 문제에 함께 연대하고 있다.

<그림 4: 한진중공업 관련 키워드 맵, 2011년 8월>

8월에 이르러서 “85호” “크레인” 위에서 “농성”해온 “김진숙” “지도위원”은 “조남호” “회장”과 처음
으로 직접 마주하게 된다. 물리적으로 마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림 4>를 보면 “김진숙” “조남호”
“청문회”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서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트위터 담론구조에서

- 136 -

혁명은 트윗된다ㅣ장덕진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청문회 당일 정동영 의원은 조남호 회장이 출석해 있는 상태에서 휴대
전화를 통해 김진숙 지도위원을 연결하려고 시도하다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하였
다. 한국 재벌의 핵심에는 제왕적 총수가 있다. 제왕적 총수와 그 가족은 기업 전체에 걸쳐 개인적
지배와 전횡을 휘두르는 황제 경영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기업이라는
법인 뒤로 숨어버린다. 5월까지 “김진숙”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남호”를 먼
발치에서도 볼 수 없었다. “조남호” “회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힘없는 개인 “김진숙”과, 비교할 수
없는 자본과 권력을 가진 법인 “한진중공업”이 대립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것은 가망 없는 싸움이
었다. 6월 이후 김진숙은 오히려 담론의 중앙에서 벗어난다. “희망버스”의 등장과 더불어 그와 연결
되는 단어들은 그가 1년 가까이 몸을 기대고 있었던 좁은 공간 “85호” “크레인”으로 한정되고, 그
이외의 모든 문제들은 “김진숙”과 “조남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한진중공업”과 연결된다.

7월이

되어 마침내 “희망버스”가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가로막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김진숙”을 대
신해서 “한진중공업”과 대결하게 되고, 8월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이 “출석”하게
되자, 이제 “김진숙”은 “조남호”와 처음으로 마주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희망버스”를 중심으로 한 담론의 구조를 보자. 3차 희망버스는 7월 30‐31일 기간에 진행되
었지만 그 여파는 당연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8월 트윗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다. 희망버스
의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지자 3차 때부터는 제도권 안쪽과 바깥쪽을 막론하고 보수세력으로부터의
포화가 이어졌다. 7월 담론구조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버이연합”의 희망버스 “제지” 시도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휴가철인데 희망버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쓰레기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희망버스
가 아니라 훼방버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3)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희망버스”를 둘러싼
“찬성” “반대” “논란”이 있고 “설문”과 “투표”가 벌어지기도 했다.
“희망버스”의 왼쪽 아래에는 “노인”, “폭행”, “의식불명”이라는 세 개의 단어도 함께 묶여 있다. 이
것은 7월 30일 3차 희망버스 때 있었던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82세의 어버이연합 회원
조구영 씨와 관련한 논란이다. 그는 부상 후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 보훈병원 중환자실
에 입원하였으나 열흘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어버이연합은 이것이 희망버스 참가자
인 30대 남성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트위터 이용자 “하늘걷기”는 병원에 확인해보
니 기력쇠약과 지병이 주원인이고 무엇보다도 외상이 없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고, 배우 김여진
씨는 이 내용을 리트윗 했다고 한다. 어버이연합은 “하늘걷기”와 김여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어버이연합의 이러한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 한나라당 김대은 수석
부대변인은 8월 11일 희망버스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보
면 조구영 씨 사건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한나라당 대변인실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
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4)
3) <희망버스 논쟁, 청와대도 가세 ― “휴가철 훼방버스” 정치권 개입 비판… 논란 전방위로> 경향신문 2011년 7월
21일.
4)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전개 추이를 알기 위해 수백 개 매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네이버 기사검색에서
검색해본 결과 36개의 기사만 검색되었다. 그런데 이 36개의 기사들은 7개의 군소 매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생산
되었으며, 한겨레나 경향은 물론 조선, 중앙, 동아에서도 이 사건을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또한 방송에서도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없다. 36개의 기사들 중 33개는 제목에 “사죄하라!” “저지해야!”와 같은 강한 가
치판단을 담고 있는 기사들이었고, 8월 16일 하루 동안 무려 11개의 기사를 생산해낸 뉴시스는 그 다음날부터
두 번 다시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 특이한 보도패턴을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은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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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진중공업 관련 키워드 맵, 2011년 9월>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9월의 트위터 담론구조를 보면 이제 한진중공업이 동시에 상대해야 할
대상 혹은 현안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지나치게 친자본적인 우
리 사회의 일반적 분위기와 아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나선 정권의 비호 아래 힘없는 노
동자 몇 명만 상대하면 되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이제 “한진중공업”은 100여 명의 야
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향방에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워
야 할 뿐 아니라 9월 27일로 예정된 부산지방 노동청 국정감사에 “조남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
될지에 대해서도 민감한 상황이 되었다. “85호” “크레인”에서 “추석”을 홀로 지내게 된 “김진숙” “지
도위원”뿐 아니라 35미터에 이르는 크레인 중간층에서 석 달째 함께 농성하고 있는 “박영제”, “박성
호”, “신동순”, “정홍형” 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신동순” 씨는 이미 한 달 넘게 “단식투쟁” 중
아니라고 일찌감치 판단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언론을 상대하는 한나라당 대변인실도 이 사건
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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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들은 “정리해고” “철회” 없이는 농성도 단식도 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9월에는 다른 정치적 격변도 많았다. 시장직을 걸었던 8.24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세훈 서울시
장이 8월 26일 사퇴함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고, 9월 1일 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와 동시에 터져 나온 “안철수” 현상은 단연 최고의 화제였다. 그런가 하면 8월 26일 “곽
노현” “교육감”이 수사대상이라는 검찰의 발표 이후 28일에는 곽 교육감 본인이 2억원 전달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의 사퇴여부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9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구
기도 했다. 그림의 왼쪽 아래로 옮겨가 보면 “노래”하는 사람 “임정득” 씨가 “소금꽃나무”라는 신곡
을 발표하고 물레책방에서 “김진숙”을 후원하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 하면 그림의 왼쪽 위로 옮겨가면 “한진중공업” “해고자” “문제”의 연장선에서 민주노총이 9월 1일
확정한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언급되었듯이 “야간노동” 철폐와 노사합의 이행을 위해 투쟁하는 “유성”
기업 노동자들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무한” “알튀”되기 시작했다. 그림의 가장 위쪽
으로 올라가면 “연대”를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된다. “정투위”(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
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총무 “김상욱” 명의의 “계좌”로 “투쟁기금”을 “입금”하면 되는 것이고, 이 기금
중 일부는 “재능농성장”에도 지원되었다.
이제 워낙 “한진중공업”이 감당해야 할 이슈와 전선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희망버스”는 그 다양한
전선 중에 하나가 되었다. 7월에 보듯이 전면적으로 한진중과의 싸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그림에서 “10월” “8일”로 예정된 “5차” “희망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9월 내내 지속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해쉬태그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띄는데, 희망버스와 관련한 이
야기들은 #HOPEBUS,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HANJIN이라는 해쉬태그가 사
용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9월이 되면 더 이상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측이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마침내 10월 7일(그림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권고안”이 도출되고, “조남호” “회장”은 이를 “수용”한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해고
자” 94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1년 이내에 “철회”하여 복직시킬 것과, 그 기간 동안 1인당 2천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한진중공업” 문제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재보궐선거와 같은 날인 10월 26일에 있었던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판
결”을 앞두고 누리꾼들은 “중노위” 홈페이지에 수백 개의 댓글을 남기며 “정리해고” “철회” “판결”을
기대했으나 막상 결과는 노사 양측이 자율교섭을 재개하라는 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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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진중공업 관련 키워드 맵, 2011년 10월>
10월 6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배우 김꽃비 씨 등 영화인들이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을 지지
하고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립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들고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배우들의
“레드카펫” 드레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화제 현장에 “김꽃비”는 드레스 위에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겹쳐 입고 나타나서 영화사 대표인 김조광수 씨, 여균동 감독과 함께 “I ♥ CT85”
“GANG JUNG”이라고 쓴 검은 천을 펼쳐 들었던 것이다. “김꽃비”는 순식간에 “개념” “배우”로 불리
면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중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보낸 “오늘 꽃비님이 하신 일
은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특히 5차 희망버스를 반대
하는 측에서 가장 많이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같은 시기에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에 방해가 된
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화제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보낸 연대의 메시지는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5차” “희망버스”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경찰”의 저지에 막혀 영도대교를 넘지 못
했고, “참가자”들은 “물대포”를 맞고 “연행”되었다.
2011년 11월 9일, “한진중공업” “노사”는 마침내 국회 환노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5개 항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그림 7).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 된 94명을 “노사”가 “합의”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취업시키며,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 및 구제신
청을 취하할 경우 1인당 2천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분할 지급하고, 노사 간 상호 고소ㆍ고발 및 진
정 건을 취하하는 것 등이었다. 같은 날 오후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를 거치면 최종 “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으나, 이날 오후 경찰병력의 갑작스런 “영도조선소” 진입으로 노사협상 “타결”은 하
마터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경찰병력 진입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거쳐 다음날 열린 총회
에서 한진중공업 노조는 찬반투표 자체를 생략한 채 만장일치로 “노사” “합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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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진중공업 관련 키워드 맵, 2011년 11월>
이로써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간 “농성”해오던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그가 내려오기 하루 전인 11월 9일 “경찰”은 그를 연행하겠다며 한 때 “85호” “크레인” 앞으
로 진입하기도 했으나 그 시도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진숙”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의 혐의로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ㆍ박영제 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
직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11월 13일 부산지방“법원”은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 온 점, 한진중공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농성
으로 악화된 피의자의 건강을 회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하였다.

혁명은 트윗된다
다시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혁명은 트윗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는
“혁명은 트윗 된다”고 주장한다. 혁명이 트윗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은 두 개의 근거를 가지고 있
었다. 하나는 혁명이나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강한 연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트위터에서는 ‘약한
연계’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혁명이나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위계적 조직’
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트위터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 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트위터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전환을 몰고 온 지난 2년간 우
리가 경험했던 연대의 기억들로 돌아가 보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희망버스를 통한 연대
를 실제의 엄밀한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해 보았다. 김진숙을 돕기 위해 트위터에서는 7만 명이 넘
는 사람들이 96만 개 이상의 글을 썼고, 이 글들은 77만 번 이상 리트윗 되었다. 그것을 매개로 전
국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5백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영도조선소로 모여들었다. 김진숙을 응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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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 된 글은 무려 2천 번 이상 리트윗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연을 알렸다. 유명인이건 보통 사람이건 상관없었다. 2천 번 이상 리트윗된 글을 쓴 사람은 유명
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오프라인에서 맹위를 떨치는 거대 언론사들
은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영향력이 큰 계정들은 거대 언론사가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
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취재하는 1인 미디어, 해직 기자, 인터넷 매체들이었다. 트위터 바깥에서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도 본인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언론사 못지않은, 혹은 그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언론사 계정이나 유명인이었
던 반면 전파력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었다. 또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비교적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전파력이 큰 사람들은 상식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 영
향력이 큰 사람과 전파력이 큰 사람은 거의 겹치지 않았다. 이것은 트위터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유명인의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그가 쓰는 트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명인이 쓴 트윗이 전파되려면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원칙이
라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상식과 원칙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
면 자신의 의견을 널리 퍼뜨릴 수 없었다. 김진숙 지도위원 본인이 쓴 트윗은 영향력에서 10위였던
반면 전파력에서는 발군의 1위였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보다 의견을
전파하는 역할을 더 크게 수행한 셈이다. 트위터를 통한 연대가 김진숙이라는 당사자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309일, 김진숙은 무엇을 했나
2011년 1월 6일에 85호 크레인으로 올라간 김진숙은 11월 10일이 되어서야 내려올 수 있었다.
309일. 35미터 높이의 크레인. 하루 한 번 올라오는 식사와 하루 한 번 내려가는 배변통, 그리고
하루 한 개 올라가는 스마트폰 배터리. 이것이 그의 공간의 전부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그
렇게 그는 장장 309일을 보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겼다”고 표현해도 좋을 성과를 만들어낸 후에야
그 곳에서 내려왔다. 김진숙은 “무엇”을 “했을까?” 그가 처해 있는 객관적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목숨을 걸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절실한 사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시성을 확
보하는 것이 고공 농성의 사실상 유일한 목적이고,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가시성은 그리 넓지도
않을뿐더러 야속하게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보다 앞서 세상에서 가장 높
은 곳으로 올라간 노동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곳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다
면 그것은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김진숙은 승리하고 내려왔다. 김진숙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보다 앞서 그 곳에 올라갔지만 살아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않았고 김진숙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트위터이다.
그는 농성 기간 동안 총 2,544개의 트윗을 썼다. 이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1,883개의 트윗은
누군가에 의해 리트윗 되었다. 그가 네 개의 글을 쓰면 그 중에서 세 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퍼져나갔다는 뜻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277회 리트윗 했다. 다른 누군가에게 10번의 리플
라이를 보냈고, 2,323개의 리플라이를 받았다. 리플라이의 수는 그가 쓴 트윗 수와 비슷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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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 이것은 아마도 35미터 위의 그를 지탱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309일 동안
쓴 2,544개의 트윗, 그 중에서 한 번 이상 리트윗 된 1,883개의 트윗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그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을 85호 크레인 앞으로 오게 했다. 2011년
6월30일에 김진숙이 쓰고 367명의 누군가가 리트윗 해준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크레인 위에서 전기는 그냥 불을 밝히는 수단만은 아니었다. 깜깜절벽,
절해고도. 세상이 깊은 바닷속이다. 한두 모금 숨쉴 용량만 남은 산소통
같은 트윗은 불안하다 오늘밤도 길 건너편 보도블럭 위에 앉아 긴긴밤을
밝히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 저들. 불꽃같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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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박찬표,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정당정치
– 민주개혁파의 정당개혁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에 대한 토론
박 주 원 (영남대 교수, 정치학)

1.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원인을 ‘정당정치’의 약화로, 다시 말해 정당정부 혹은 책임
정당정치의 기반의 파괴로 보는 관점에 대하여
제목이 <87년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정당정치>라는 데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듯이, 이 글은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보다 폭넓은 민주주의
를 통해 제안하는 방향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약화와 쇠퇴라는 문제점을 정당정부, 대중정당,
책임정당정치라는 모델의 정당정치를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어떤 방향을 택하든
그것은 자유이며 그 글의 정치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이 글이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방
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2001년 이후 국민의 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정당개혁의 결과 오히려 정당정치의 제도적/시민사회적 기반 자
체가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데에서 찾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글의 결론은 정당정부 혹은 책임정당
정치 모델의 실현을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화의 무례를 무릅쓰
고 이 글의 문제원인 진단과 결론을 단순화시켜 본다면, 특정 정부/정당에 의해 주도된 특정 정당개
혁의 결과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화되었으니 그와는 다른 모델의 특정 정당정치 모델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와 방향도 모두 정당정치일 때, 스스로
정당정치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동력과 주체형성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봉착한 정당정치의 문제를 정당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이 글의 의미는
이제까지의 정당모델과는 다른 정당모델을 선택하는 또 다른 정당의 정책결정을 통해서인가? 혹은
또 다른 정부에 의한 정당개혁인가? 이 글은 결론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실천의 조건과 내용으로 ‘시
민과 정당이 연계되어야 하고, 정당과 정부가 연계되어야 하며, 그 매개체가 되는 정당의 응집력과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한다(p. 8)’고 제시하고 있지만―아마도 시민 속의 정당, 정부 속의 정당, 조직
으로서의 정당이라는 대중정당론의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겠지만―, 만일 대중의 갈등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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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통로로서 정당정치의 기반이 허물어졌다면, 어떻게 이러한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스스로 대중과
관련될 수 있는 통로와 기제를 마련할 것인가? 그 또한 정당의 개혁이나 기제를 통해서라면 그것은
대중/시민과 어떤 의미로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2.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의 원인을 ‘민주개혁정부’ 10년의 실패, 특히 참여정부 시기 민주
개혁파의 정당개혁의 결과로 파악하는 관점과 그 논리의 함축에 대하여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비관적인 심정과 평가를 공유하고 있
지만, 그 비관의 원인과 진단은 동일하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 문제를 2002년 이후 전개
된 민주개혁파의 정당개혁론이 귀결시킨 구조에서 찾고 있는 이 글의 논지는, 민주개혁정부의 정치
가 정당정치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쇠퇴시킨 원인이라는 (나아가 정치적 협의의 조직적 공간으로
서 정당을 약화시키고 대중을 개개의 원자로 해체시켰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귀결
시켰다는) 최장집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 글 또한 민주개혁파의 정당개혁이 대중정당체제의
약화, 정당정부의 약화를 구조화한 원인이었으며, 참여정부가 정당에 기반하지 않고 사회적 영역,
대중, 사회운동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자 했던 데에서도 정당정치 약화의 원인을 찾고 있
다.(p. 4-5) 이글의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 문제를 떠나 이러한 논지의 방향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
던 간에-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가 민주주의를 쇠퇴시켰다는 함축으로, 혹은 직접적인 사회운동
이나 정치행위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함축으로 귀결된다.
물론 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에서 선거, 정당의 문제가 주요한 이론
적, 실천적 화두로 대두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선거
와 정당은 냉전 반공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선거와
정당이라는 주제는 87년 이후에야 비로소 ‘정치적’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비로소 정당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고민과 논쟁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과 더
불어 다른 많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론과 민주주의 운동(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시민운
동, 공동체운동, 소수자운동, 문화운동. 탈식민주의운동/ 다양한 국가론, 민주주의론, 시민사회론, 급
진민주주의론, 문화사회/문화정치론의 전개와 논쟁 등)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비록 이 글의 서두에
서 언급하듯이 이 글이 여타의 다른 87년체제 극복론과 다른 대안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모든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들이 오히려 (정당정치의 쇠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거나 쇠퇴시켰다는 논지는 매우 보수적인 함축과 논거로 작동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정당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모든 정치적 행위를 배제하고 나아가 반(反)
민주적 행위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글의 논지에서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지자중심, 당정의 수평적 분리
를 기초로 하는 정당론/실천과 수직적 책임정당체제를 기초로 하는 정당론/실천 간의 갈등이나 혹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핵심구조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이 글은 2002년 이후 시도된 국민참여경선, 지구당조직의 폐지 투톱체제, 원내정당화, 당정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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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민주당 쇄신파의 개혁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에 성공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대표성의
왜곡과 책임성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p. 2-4)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의 필자는
앞선 글 ‘전문가정당 정치론과 대중정당 정치론(어떤 민주주의인가)’에서 전문가정당 모델이 조직으
로서의 정당을 약화시키고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당의 민주화’가 아니라 ‘정
치의 탈정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었다. 그리고 수직적 대중정당 모델이 그 반
대의 역할을 하리라 제안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개혁의 모델들은 단순히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의 분석과는 정 반대의 정당개혁 모델 혹은 정당정치론 또한 나름대로의 역사적 현실의 비판
속에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정당론이 기초하고 있는 수직적 체계가 오히려 이제까지의 한
국 정당에서 흔히 볼 수 있었듯이, 위로부터의 공천, 위계, 부패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중
동원의 조직체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비롯된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중정당론이 그 자체로 옳거나 혹은 민주개혁정부의 정당개혁이 그 자체로 그르다고 평가할 수 있
는 기준은 없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정당 정치는 그것이 어떤 모델을 지향했던 책임성을 실현하
는 장점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직적인 한계를 드러냈으며,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장
점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분산, 고립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던 데에서 알 수 있듯
이, 어떠한 정당정치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이다.

3. 대중정당은 전문가정당과 달리, (혹은 미국정당과 달리) 과두적, 다원적 엘리트주의적이 아닌가?
이 글은 20세기 이후 대중정당의 발전으로 이 전의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었다고 평가
하며, 대중정당은 다원적 엘리트주의적 전문가정당, 선거정당과 달리 인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중 정당의 가정이 전제하고 실현하고 있는 것은 인민주권인가, 아니면 그
인민의 의사가 정부로, 국가로 위임되어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주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문제는 대의제를 넘어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정치적 행위의 공적
공간, 공적 권위가 선거로 수렴되고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고 전환하는데 수렴되기 때문이다. 대중정
당정치론의 입론은 대중의 자발적인 조직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비현실성을 차치하고라도 정당
이 선거를 통한 정부와 국가권력의 구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행위는 권력의
중심성, 집중, 축적의 성질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1987년 이후 25년 동안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온 시민사회론, 민주주의론, 마을공동체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노력을
무화시키고 선거, 정당, 정부의 구성에, 그리하여 국가권력의 장악에 수렴시켜야 하는가? 정부 밖의
대중/시민/다중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으로 조직하라고 제안하는 대신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
어 온 정치적 교류의 망들을 공적인 협의체로 인정하는 방향, 기존의 정치적 형식, 정치적 공간, 정
치적 형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갈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 공간을 확대하
려는 정당정치론의 방향이라 생각된다.

- 147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그리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란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행위만을 지칭할 수 있는가?
이 글이 피력하고 있듯이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의 기제이자 공간으로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의 장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의미가 오직 정
당만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공식적인 협의의 공간이자 제도로 주장되는 것은 전적으
로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는 무페의 언급이나 ‘합의가
아니라 불화가 정치의 핵심이며, 정치란 기존의 관념, 제도, 형식에 틈(경계)을 넓히고 새로운 정치
적 형태, 정치적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정의하는 랑시에르의 논의는 이 발표문이 전제하는 민
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도, 정치적 행위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관계는 변화하며 권위를 갖는 공적 공간으로서 정치적 제도 또한 변화한
다. 정당을 매개하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전제는 정당만이 공적 권위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정당만이 유일한 공적 절차이며 정치기제, 제도라는 것은 정당의 권력중심성, 독
점성, 과두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난 25년 동안 성장한 ‘정당 외적 정
치행위, 관념, 운동, 관계, 형식’들을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실패의 원인이라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
라 지난 25년 동안 제기되고 전개되고 형성된 여러 정치 사회적 교류, 형식, 공간에 대해 일정한
공적 권위를 부여해주는 작업, 그것을 공적인 정치적 제도로 인정해주는 작업이야말로 진정 ‘정당’의
외연과 내포를 넓히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예컨대 여러 단체들의 협의체들,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한 협동조합 운동, 자발적으로 형성된 여러 소통과 교류의 공간들을 – 어떤 기준과
판단에서 공적 공간과 기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판단되어야 하지만 – 공적인 것
으로, 즉 정치 제도로, 합법적인 공간이자 형식으로 판단해가는 행위

5.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에 대하여

6. 87년 체제를 넘어서? 시대의 이행기에 서서. 보다 큰 안목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제도화를 이
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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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일성,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토론
황 정 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다루는 최일성 교수의 논문은 현재의 시점에서 매우 흥미
로운 논점들을 잘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자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이 과정을 해석하고 비평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평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논문의 논지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읽혀진다.
첫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문제설정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의 심화를 진단하는 논쟁적 구
도(참여민주주의의 지속적 확대 vs. 대의제 및 정당정치의 제도적 발전)를 ‘사회적 배제’라는 키워드
를 통해 새롭게 진전시키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특히 필자께서는 참여민주주의론의 한계를 비판하면
서도 참여민주주의론의 문제의식을 좀 더 근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대중의 정치적 배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대중의 사회적 배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둘째, 이 논문은 1987년 이후 진행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대중의 사회적 배제’라는 입장에
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실 1987년은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여성운동이 한국사회의 공론장
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초부터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여성운동 단체들은 87년에 이르러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고 전국적이고 대중
적인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이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운
동 단체들 또한 의회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직에 진출하였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단체는
여성 정당인이나 엘리트 직업군(변호사 등)과 더불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후보), 장관 등을 고위
의사결정직을 배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깊지 않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은 여성대중의 참여화보다는 여성운동의 귀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논문에서 지적한 바대로,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여성의 대의정치 참여가
엘리트주의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여성운동의 정치참여가 대다수
여성들의 불평등과 배제를 정치 쟁점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 엘리트 여성들의 제도권 진출
로 귀결되었다는 비판은 여성학자 내부에서도 일찍이 제기되었고 일부 논자들 사이의 논쟁(이른바
‘여성운동의 제도화’ 논쟁)도 있었다. 국내의 기존 연구를 좀 더 폭넓게 검토하셨다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틀과 한국의 현실과 보다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더 역동적인 분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토론자는 (민주주의론이나 정치학 전문가가 아닌)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을 연구해
온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이 논문을 읽고, 한국 여성의 정치세력화 현실에 대한 보다 심화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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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안의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과 논평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이 논문이 제시하는 대중의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틀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비판하는데 중요
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다양한 대중집단들(예를 들면 노동자, 청년, 장애인, 빈
곤집단 등)이 처해있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단일하지 않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비판처럼 노
동자들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청년 대표의 몫으로 일부 의석을 배정하였다. 이처럼 정치에서 지금
까지 배제되어왔던 사회적 목소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있었다. “참
여민주주의 이론들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다루는
‘엘리트의 능력’이 된다”는 최 교수의 비판은 여성의 정치세력화 뿐 아니라 여타의 시도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중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중
을 수동적 주체로 정형화시키는 참여민주주의의 역설적인 결과를 한계로 지적하는 이 논문의 논리
는, 87년 이후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으로 제시된 것인지, 혹은 노동
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논의인지 궁금하다.
2) 이 논문은 서두에서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결성 그 자체를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논문에 인용된 김기선미의 글은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의 목표가 단지 ‘정치 세력화’가 아닌 ‘사회적 세력화’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경희와 윤정
숙은 80년대 여성연합의 운동의 의미를 ‘여성운동의 공공성’으로 표현하였다.1) 이러한 시각에서 본
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여성부 신설과 관료제의 여성대표성 확대(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여성정책 담당관’ 제도)에 대한 주장은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즉 사회적
세력화)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운동의 ‘사회적 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운동 단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한
의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신호탄으로 하여 1990년대를 통해 진행
된 여성관련 법제의 신설(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2005년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 폐지 등등)은 여성운동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운동’의 흐름은 여성을 포
함한 대중들의 관심과 현실적 성과를 동시에 담보해 주었고,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여성운동의 제
도권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87년부터 여연 중심의 여성운동이 전략적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다고 보는 것
은 과도한 해석이며, 여성운동의 사회적 세력화, 여성운동의 공공성 확대라는 큰 흐름 안에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성의 공직진출과
의원직 진출이라는 제도적인 성과는 보다 상위의 여성운동의 목표, 즉 사회전반적인 여성(대중)의
1) “전국적인 연합체 성격의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그 가시성이 더욱 크며, 그 효과성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페미
니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의 공공성 문제는 더욱 중요해 진다. 여성운
동의 공공성은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협상과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것이 탈정치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일반 여성 다수에게 공공재화로서 페미니즘을 소비하게 만들과 집합적인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경희 윤정숙, 2006, “여성운동 의제의 한계와 도전”, 한국 여성학회 ― 중앙대 사회학과
콜로키엄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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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평등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이 ‘엘리트 지향적’이
고 대중의 참여 보다는 대중의 참여를 다루는 엘리트의 능력을 더 중시하였기 때문인가? 이에 대해
서는 상이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3) 1987년 이후 여성운동이 확대된 민주화 공간에서 여성평등의 의제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
해 활용해온 장치(또는 전략)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보다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통한 제도의
개선과 여성정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고, 여성부의 신설과 공직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연대의 정치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진보적 성향의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
로 운영되어 왔고, 풀뿌리에 기반한 대중조직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자신
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 자원은 다른 사회운동조직, 또는 여성친화적인 정당과의 연대를 통
해 확보되었다. 여연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이나 정당과의 연
대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연대의 경험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운동
가들이 정부조직이나 국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1987년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된
이 두 가지 장치, 곧 국가페미니즘과 연대의 정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양극화의 확대, 여성 내부의
다양성과 가족제도의 급격한 변화 등 새로운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볼 때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
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틀은 한국 여성운동이 처해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의 제시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제도 개정운동의 성공과 국가페미니즘
이 초래한 한계, ‘연대의 정치’ 전략이 제도권 정치 논리 안으로 여성운동가들의 활동범위를 가두어
버리는 문제 등을 새롭게 성찰해야 하고, 그 화두로서 ‘사회적 배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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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손영우, “노동조합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토론
정 승 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1. 이 논문은 최근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론’의 몇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로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슈들을 정리하여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몇 가지 토론을 한다면,

2. 논문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표준의 대상이 기업에서 다른 사회적 주체, 특히 노동조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연구자는 이 논문의 연구 초점을 밝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논문
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고 있는지 애매함.

3.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이 삭제되었는가?
- Ruwet의 설명은 흥미로움.
- 그러나, 유럽의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SR(사회적 책임)에 관한 현저한 입장 차이가 어디에서 생
겨났는지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님. 대표적으로 DGB를 들 수 있음.
- 또한 ‘노조 간의 대립과 입장’(p. 10)에서의 설명은 불충분.

4. CSR에서 SR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노동조합 기구의 역할과 입장이 어느 정도 소개되어
야 하지 않았을까?

- 152 -

<토론문> “노동조합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토론ㅣ정승국

5. 조직 거버넌스와 노동조합
- 이 연구에서는 기업거버넌스에서의 노조 책임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지만(“노조의 사회적 책임
의 핵심은 기업거버넌스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인데”, p. 13), SR에서는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즉 투명
성, 윤리적 행동,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법적 준수의 원칙과 실행에 근거하여야 하는 원칙이 일
차적임.

6. 왜 서구의 노동조합들이 SR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7. “사회적 책임 논의의 확대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과연 그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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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장덕진, “혁명은 트윗된다”에 대한 토론
이 원 태 (KISDI)

이 논문은 “김진숙”과 “희망버스”라는 집합적 연대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진 트위터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혁명은 트윗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스민 혁명’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더불어
SNS 비관론을 펼쳤던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을 검증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글래드웰의
주장에 대한 반론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 및 정치
참여의 과정에서 촉발되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한 집합적 연대의 경험이 과연 어떠한 정치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
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논문의 사회적‧학문적 의미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
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약 1여년동안 트위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된 집
합적 연대의 기억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재구성하여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숙”과 “희망버
스”를 언급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은 물론, 정치사회적 맥락이 담긴 담론분석까지
긴밀히 결합시킴으로써 ‘기술결정론’과 ‘미디어 결정론’의 함정에서도 의연하게 벗어나고자 했다는 점
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이 논문은 “김진숙”과 “희망버스”의 사례 연구를 통해 트위터와 같은 SNS가 공감과 연대를
이끄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했다고 본다.
전통적인 사회운동 자원이 이데올로기 기반의 강한 연계, 위계적 조직 등이었으나 인터넷과 소셜미
디어 같은 약한 유대의 네트워크에서도 사회운동과 정치참여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희망버스” 사례는 2008년 촛불 네트워크 사례와 더불어 모바일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2008년 촛불 네트워크도
자발적⋅자생적으로 형성된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정한 사회단체
및 제도정치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촛불소녀’와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해 가능
했으며, 특히 인터넷과 블로그, 아프리카TV 와 휴대폰 등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촛불이슈를 촉발
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본 토론자는 이 논문의 분석적 진술과 결론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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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김진숙, 희망버스 그리고 트위터”의 사례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논점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1. 발제자는 김진숙과 희망버스의 사례를 통해 “혁명은 트윗된다”는 메타포로 글래드웰의 주장을
명쾌하게 되받아친다. 그러나 “혁명은 트윗된다”는 비유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너무도 일상적인 현상을 반복한 표현은 아닐까? 더구나 트위터에서는 정
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담은 메시지의 경우 척도 없는(scale free) 정보확산(information
diffusion) 네트워크 구조를 지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파악된다. “혁명이 진정으로 트윗되기 위해
서는” 언제까지 트윗되는 것인지, 트윗된 이후의 변화는 과연 무엇인지 등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
며, 만약 그러한 설명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특정한 메시지의 사회적 감염효과를 지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혁명의 멘탈리티가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효과는 존
재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여와 동원을 통해 제도변화까지는 이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오히려
정파성과 진영논리의 틀에 쉽게 갇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럴 경우 합리적 문제해결의 논리가 끼어들
기가 여간 쉽지 않다. 트위터를 통한 집합적 연대 네트워크의 발현이 제도정치의 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으로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이 논문의 가장 큰 강점은 트윗 메시지 생산‧유통주체를 ‘영향력자’와 ‘전파자’로 구별하면서 전
파자로서의 일반 사람들(ordinary people)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있다. 즉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반면, 전파력이 큰 사람들(일반인)은 상식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
람들이었다”면서 이러한 특성이 트위터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2-1.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높은 수준의 전파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정치성향이나 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자칫 자의적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그들 중에는
찬성과 반대가 섞여 있겠지만,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부당해고, 희망버스 등과 같은 이슈의 특성에
관해 메시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은 정치성향이 오히려 뚜렷할 것으로 추정되
기 때문이다. 즉 그들도 정치적 선호구조가 분명한 정파성을 띠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2-2.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논문은 영향력자 못지않게 전파자로서의 일반 사람들의 의제 파급력
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영향력자의 트윗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의 상
식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파급력은 약하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트윗글에
대한 소셜평판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상 미디어 이용자들의 수용 및 해독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그것은 쉽지가 않다. ‘자동 리트윗’으로 클릭 한 번이면 쉽게 끝나는 기능 때문에, 많은 이용자
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취사선택하기가 쉬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취사선택의 과정은 “끼리
끼리” 또는 “유유상종”을 낳는 기제가 된다. 만약 그런 편향적 정보소비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
적인 판단에 입각한 정보소비라고 한다면, 정치적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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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논문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트위터 영향력에서 1인 매체, 인터넷 매체 등 대안매
체들로 구성된 영향력자들보다도 상식과 원칙을 강조하는 일반 사람들의 전파자(spread)로서의 역할
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본 토론자는 소셜테이너, 일부 정치인의 역할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논문에 의하면 “희망버스”와 “김진숙”을 담은 트윗 메시지가 트위터 전체 네트워크
로 확산된 효과는 96만개 이상의 트윗을 쓰고 77만회 이상 리트윗한 약 7만여 명의 이용자들로 나
타났고 (중복참여를 포함해서)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탄 것으로 알 수 있다. 약 7만여
명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인 트위터 전체 이용자 약 640만 명(트위터 한국인 인덱스
http://tki.oiko.cc, 2012. 6. 5일자) 중에는 약 1.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참여율에 대해 보수언론은 비슷한 성향을 지닌 극소수 사람들 간의 폐쇄적인 공동체로 평가하기 십
상인데, “김진숙”과 “희망버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보인 7만여 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자기끼리
만 서로 떠들고 주고받는 이른바 echo chamber(반향실) 효과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트위터 밖으
로까지 의제형성 및 여론 확산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셜테이너, 정치인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즉 “김진숙”의 크레인 고공투쟁을 중요한 사회정치적
사안으로 공론화시키는데 있어서 스타 또는 유명인(celebrity)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유명
스타들의 정치적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더욱
확산될 수 있었고 희망버스는 더 큰 날개를 달고 부산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서 소셜미디어는 빠른 속도와 파급력으로 정서적 연대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정치적 팬덤
(political fnadom)의 기반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김진숙을 둘러싼 트위터 네트워크는 영향력자로서
의 유명 스타들이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거대한 정치팬덤이었던 셈이다. 즉 김진숙(팔로워 4만 1천
여 명)을 비롯해서 김여진(20만 명), 박혜경(2만 6천 명), 김미화(31만 5천 명), 김제동(85만 명), 공
지영(43만 명) 등 소셜테이너들과 정동영(11만 8천 명) 등 정치엘리트의지지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7
만 명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공감의 연대를 형성하는 커다란 ‘정치공동체’
와도 같았다고 볼 수 있다.
3. 논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트위터를 포함한 SNS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발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과연 SNS와 대의 민주주의의 관계
는 무엇인지, SNS 확산으로 인한 정치변화(정당정치의 약화, 정치의 개인주의화, 정당과 시민사회
간의 탈경계화 등)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희망버스”의 사례와 같이 수평적 연대의 경험에 기반한
트위터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놓여있는지, 그
리고 끝으로 올해 12월 대선에서 SNS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전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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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그 한계:
cooptation 딜레마
서 재 정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박 선 원 (Brookings Institute)
김 한 엽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Ⅰ. 서론
민주주의는 오도넬이 “민주주의의 영구 위기”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
다. 민주주의에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 있듯이 민주주의는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한 수단
을 제공하지만 그 수단이 사용될 수 없다는 모순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는 한 정당이, 특히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전술로 pact‐making을 내세운다. 그러나 pact‐making의 결과로 선거에서 이겼을 경우,
파트너의 정치적 선호에 의해 정책 집행이 제약을 받는다. 이 글에서는 선거 민주주의의 수단과 목
적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딜레마를 강조한다. 즉, cooptation/포섭전략은 정당의 통치 능력을 대
가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우리는 이 글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 발전은 신생민주주의에서의 cooptation 딜레마로 가
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과 “두 번의 정권교체 실험” 통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를 취하는 등 cooptation을 통해 “제 3의 민주화 물
결”을 타고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동시에 각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
구하는데 있어 cooptation으로 인한 제약에 직면하게 됐다. (Cooptation) 딜레마는 cooptation을 통
해 당선된 자유진영의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보수 정책을 실시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정책들은 일련의 cooptation에 의해 촉
진됐던 한국 민주주의 과정의 정점이었지 일탈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cooptation 딜레마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설명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Cooptation을 두 단계 ― pact‐making/협약체결 단계
와 policy‐making/정책결정 단계 ― 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상이한 목적 하에 작동하고 있는 민주
주의 과정에서 cooptation이 어떻게 딜레마를 양산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민
주화의 모순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cooptation 딜레마의) 개념을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한국의
1) O'Donnell Guillermo, “The Perpetual Crises of Democracy,” in Journal of Democracy 18:1 (2007), pp.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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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cooptation 딜레마가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이론적, 정치적 함
의에 대한 논의로 글을 마친다.

Ⅱ.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의 Cooptation
현 한국정치에 관한 문헌들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한국이 달성한 업적과 한계에 대해 주목하
고 있지만,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설명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
자들은 한국이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공사례들 중 하나로 선거민주주의를 공고화했다는 것에 동의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오도넬2)이 이야기하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부조화를 넘어서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한국이 선거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실질적민주주의로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부딪고 있는 문제들이며,3)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
점 들 중 하나에 대해 다룬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선거민주주의를 공고화시켰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저발전과 사회경제적 격차의 증대를 동반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4) 과연 민주화의 상이한 두 단계 혹은 두 얼굴은 서로 별개의 것인가? 혹은 이 둘을 인과적으
로 연결시켜주는 기제가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다각적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가?5)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선거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순차적이고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여겨왔으며, 따라서 이 둘을 구별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의적인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분석적 구분이 탐구적 목적에는 유용할지라도, 선거민주주의와
자유/실질적민주주의 사이에 가능한 인과적 경로를 규정해버리거나, 이에 대한 지적 탐구를 방해해
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 민주주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cooptation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
2) Ibid., pp. 5‐6.
3) We adopt Crow’s distinction of different democracies. He defines electoral democracy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in which individuals acquire the power to decide by means of a competitive struggle for the
people’s vote.” Liberal democracy refers to a system that “values pluralism;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transaction, and tolerance of dissent,” as well as “a set of rights that protect citizens against
abuse of state power.” Substantive democracy includes “the rights of all citizens to share in the benefits of
society” and “a corresponding general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vide these goods to citizens who are
unable to do so for themselves.” David Crow, “Party’s Over: Citizen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Political
Dissatisfaction in Mexico,” in Comparative Politics 43:1 (October 2010), pp. 47‐48.
4) For the former, see Hyug Baeg Im, “Development and Change in Korean Democracy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in East Asia’s New Democracies: Deepening, Reversal, Non‐Liberal Alternatives, edited by
Yin‐wah Chu and Siu‐lun Wong (New York: Routledge, 2010), pp. 102‐21; and Muthiah Alagappa,
“Democracy’s Future: The Asian Spectrum,” in Journal of Democracy 6:1 (January 1995), pp. 29‐36. For the
latter, see Diamond and Kim,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Boulder Colorado: Lynne Rienier,
2000), p 2; Jang‐jip Choi,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The Korean Experience (Seoul: Humanitas,
2005); Kwang‐Yeong Shin, “The Dilemmas of Korea’s New Democracy in an Age of Neoliberal
Globalisation”, Third World Quarterly 33:2 (2012), pp. 293‐309.
5) Doh C. Shin, Mass Politics and Culture in Democratizing Korea (Austr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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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뿐만 아니라 한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Cooptation은 정치세력이 정치적 혹은 이념적 분파 간 복잡한 타협에 관여함으로써 선거에서 승
리할 확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채택하는 전술을 의미한다.6) 예를 들어 중도보수와 중도좌파 정당
이 독자적으로는 물리치기 힘든 보수정당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모으기 위해
연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승자독식 방식의 소선거구제 총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몇몇 자유 및
진보 정당들은 다수의 지역구에 유력한 후보를 내는 강력한 보수정당에 맞서기 위해 각 지역구에
단일 후보를 내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 또한 몇몇 정당이나 집단들은 유권자들을 기반으로 연합하
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 Cooptation은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어떠한 정당
도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policy‐making 수준에서 cooptation이 더 자주 일어나는 확립된 민주
주의 보다, 정당들이 아직 확고히 자리잡지 않고 정치적 지지가 여전히 유동적인 신생민주주의에서
선거 전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7) Cooptation의 기제는 셀즈닉이 언급하고 있
듯이 주도 집단과 새로운 요소 간 갈등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갈등을 cooptation 의
두 단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Pact‐making 단계에서는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의 승산을 극대화시키
기 위해 여타 세력의 개인 또는 집단과 협약을 체결한다. 대선에서는 종종 대선 “전리품”―부통령
(한국에서는 총리), 각료, 여당 총재 등―을 공유하는 대가로 모든 대선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교환기제를 포함한다. 협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에게는 대선 후보에 대한 최종 결정권
이 주어지며, 따라서 협약이 선거에서 이겼을 경우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Policy‐making 단계에서
는 승리한 협약 당사자들 간에 전리품을 배분한다. 이 때, 협약 내 가장 강력한 주체는 상대 세력
과 동등한 혜택을 향유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료직 또는 정책 선택권을 협약 파
트너에게 양도한다는 협약 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그 결과로 인한 내각 구성과 또는 정책 선택은
협약이 아니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파트너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두 단계의 cooptation은 딜레마를 양산한다. 정당이 cooptation 전략 덕분에 선거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을지라도, 승리 후 이 정당의 정책 선택은 cooptation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중도좌파 정당의 경우 중도우파 정당과 연합하여 대선에서 승리할지라도, 대선 승리 후 이들의
정책 선택은 우파 성향이 좀 더 강한 연합정당 파트너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그 결과 정책은 중도
좌파 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보다 좀 더 우파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크다. 이러
한 역설적인 상황은 선거는 오로지 하나의 승리자만을 인정하지만 정책결정시에는 많은 과제를 다
뤄야 한다는 선거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cooptation
전략을 채택할 수 있지만, 파트너 정당에게 승리를 양보해야 하는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
책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된다.
Cooptation의 부재 또한 다른 종류의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Pact‐making 없이 대선에서 승리한
6) We loosely borrow the concept from Selznick and adapt it to electoral democracy. It is used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coalition‐building and party‐merger. P. Selznick, TVA and the Grassroots: A Study of
Politics and Organization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9), pp. 13, 259.
7) Youngmi Kim analyzes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argue that a weak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ty system was responsible for political instability. See Youngmi Kim, The Politics
of Coalition in Korea: Between Institutions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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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협약의 강제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한
편으로, 예를 들어 입법부 내에서의 충분한 지지세력이 없이 승리를 거두었을 경우, 연합 정당의 부
재는 선호하는 정책 시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선출된 대통령은 선호하는 정책을 의제로 설정
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자신의 정책 수행능력의 한계를 인식 할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자가
인기가 많거나 유명하여 파트너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을 경우, 야권이나 민주주의의 대한 견제
와 균형마저 제압하는 위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애초
에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매우 민주적인 제도를 전복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제도와 민주적
규범 및 관행이 잘 정착되지 나라에서 두드러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글 서두에서 Cooptation의 역설적인 상황이 1987년 민주화로의 이행 이후의 한
국의 정치발전을 잘 설명한다고 언급했듯이,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논의를 한국의 정치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화 한다.8)

Ⅲ. 민주화 이후의 정치와 cooptation의 정책 결과
1987년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불규칙적으로 발전했다. 선거민주주
의는 2008년 “두 번째 정권교체”에서 보여지듯이 분명히 공고화됐지만, 자유 및 실질적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진전과 좌절을 경험했다.9) 이 절에서는 pact‐making과 decision‐making 사이에 존재하
는 cooptation의 모순의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다각적인 움직임”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다각
적인 움직임”의 시초는 1987년 6.29선언이다. 전 사회적 시위의 압력 하에, 당시 여권 대선 후보였
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라는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김대중과 여타 정치범들의 사면을 허락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화 선언 이후, 1987년 10월 22일, 선거민주주의의 헌법적 구조를 포함한 새 헌법이
제정됐다.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는 자유.공정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는 이후 모든 정치인들의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선거
에서 이겨야 한다는 민주적 절차의 도입은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cooptation이 생겨날 가능성의
전제조건이다.

보수적 Cooptation: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정책
노태우 대통령과 그의 라이벌 김영삼(YS)은 1990년 양측 모두 혼자 힘으로는 승산이 없었던 선거
에서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pac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pact‐making은 노
태우의 회귀적 필요와 YS의 장래의 욕구가 수렴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노태우는 1987년 대선 승
리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의 출범과 관련한 이유로 인해 그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고,10) 따라
8) The following section, as
confirmed, can lead to a
9) The following section, as
confirmed, can lead to a

such,
more
such,
more

may be
rigorous
may be
rigorous

seen as a plausibility test of the hypotheses on cooptation, which, if
test in subsequent studies.
seen as a plausibility test of the hypotheses on cooptation, which, if
test in subsequ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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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민주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YS같은 인물이 필요했다. YS 역시 강
력한 지역적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력을 얻고 있던 일생의 동지이자 경쟁상대인 김대
중(DJ)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태우와 같은 탄탄한 세력기반
을 가진 인물이 필요했다. 그 결과, 1990년 1월 22일, 노태우와 YS는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JP)
과 함께 세 정당을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통합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그들의 이해관계의 수렴을 현
실화했다. 민자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2/3(299석 중 212석)를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됐다.
Cooptation은 노태우에게 국회에서 더 이상의 민주화 압력을 피하고, 특히 5공비리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막고, 보수 진영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완충장치를 제공했다. YS는 cooptation을
통해 그의 정치적 기반을 보수 진영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그 결과 199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노태
우와 YS 모두 pact making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 양측 모두 파트너십에서 얻고자 했
던 것을 얻었다.
Cooptation 딜레마는 YS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 5공화국의 군사정권과 완
전히 단절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한 반면, 민주주의 개혁에 있어서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
고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자, 예를 들어 이제 YS의 정당이 된 민자당 내 잠재적 경쟁상대
를 몰아내는데 그쳤다. 임기 동안 YS는 5공비리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즉각 중단시킨 민자당 내 다
수의 보수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 받았다.
더욱이, 보수 자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YS가 정치
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제거한 것처럼, 정부는 개발국가의 강력한 개입에서 규제국가의 보조적 개
입으로 전환했다.11) YS는 금융과 사기업을 강압적인 정부 통제로부터 자유화시켰고, 차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벌이 자신들의 사업확대에 재원을 대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 있게 됐
다.12) YS는 이러한 경제 조치들을 세계화(민족 생존을 위한 세계화)라 명명한 국가 전략에 포함시켰
으며, 이를 개발독재의 대안으로 추진했다.13) YS 정권 시기에 국가는 국가의 시장 개입 능력을 제
한했고 자본은 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됐다. 보수세력의 친시장 경제개혁은 1996년 12월, YS정부
와 새한국당(과거 민자당)이 함께 노동계의 희생을 대가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동법
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정점에 달했다.14)
10) First, he was a former general who had, together with another general, Chun Doo‐hwan, staged the
phased military coups in 1979 and 1980 and seized power after a bloody suppression of pro‐democracy
protesters in Kwangju. Second, he won the election with only 36% of the popular votes. Third, the general
election gave the opposition parties a majority in the parliament. Finally, he promised a mid‐term
referendum in 1989, only to renege on the promise.
11) Eun Mee Kim,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pp. 223‐228
12)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Untangling the Asian Crisis,” World Development 28:4
(2000): pp. 781‐783; and Yeon‐ho Lee, “The Failure of the Weak State in Economic Liberalization:
Liber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Pacific Review 13:1 (2000): pp. 120‐24
13) The YS government chose a “fast track embracement” of globalization, according to Chung‐in Moon. Chung‐
in Moon, “In the shadow of broken cheers: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in South Korea,” Responding to
Globalization, ed. Aseem Prakash and Jeffrey A. Hart, (London and NY: Routledge, 2000), p. 69.
14) The legislation allowed measures – such as “redundancy dismissals,” workplace lockouts, wage freeze and
cut‐offs, liquidation lay‐offs, and the reduction of full time union officers – that rolled back the quick
growth of power that the labor had achieved since, and thanks to, the 1987 democrat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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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90년대에 이루어진 Pact‐making은 1996년 말까지 decision‐making 딜레마를 초래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의 세계화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화뿐만 아니라 차관 장려로 인해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사업 확장 붐이 일었다.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과 강력한 노동규제로 1996년 말까지 붐은 불안정한 거품으로 발전했다. 1996년 말, 경상
수지 적자는 230억 달러에 이르렀고 많은 기업들이 매출 및 이윤감소에 직면하여 도산을 면하기 위
해 돈을 빌려야만 했던 시기였다.15) 1997년 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 지역적 차원의 금융
위기가 촉발됐고, 시장자유화 개혁을 단행한 후의 YS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국고는 비어있었음을 깨닫게 됐다.16) 거품은 지속적으로 빠졌으며17) 국내 정치위
기가 시작됐다. 이 위기는 두 번째 cooptation의 밑거름이 됐다.

진보적 cooptation: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보수 집권정당의 인기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경제위기는 김대중(DJ)에게 기회를 선사했다. 그러
나 그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동시에 보수 집권정당으로부터 버림받은 보수정
치인 김종필(JP) 또한 정치권에 남아있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다. DJ와 JP가 극단적으로 아
주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통의 이익으
로 함께 협력했다. 선거 이해관계의 수렴은 다시 한 번 cooptation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cooptation
의 결과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가능성과 한계를 초래했다.
(표 1) 15대 총선 결과 (1996년 4월)
Parties
Seats
Votes

NKP
(Kim YS)
139 seats
34.5%

NCNP
(Kim DJ)
79 seats
25.3%

ULD
(Kim JP)
50 seats
16.2%

UDP
15 seats
11.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선거사 제6집 1993.2.25‐1998.2.24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p. 277.

1996년 4월 15대 총선의 결과(표 1)는 cooptation의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이념적 성향의 측면
에서는 보수 세력(신한국당, 자유민주연합)이 189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집권여당인 신한국
당 독자적으로는 과반석에 미달했으며, 따라서 야당간 연합에 매우 취약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
유민주연합은 이념적으로는 반대 진영에 있었지만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념적 일치와 선거 이해관계 사이에 경쟁을 초래했으며, 선거에서 승리하고
자 하는 유혹이 신생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헌신보다 더 커질수록, 선거 이해관계가 이념적 일
치 문제를 앞지르게 됐다. DJ는 그의 당선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각각 다른 이념적, 지역적
유권자들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JP에게 접근했다.18) DJ‐JP 연합은 DJ에게 집
15) Kyu‐sung Le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Onset, Turnaround, and Thereafter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and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0), p. 1.
16) Ibid., pp. 3 & 8‐10.
17) Ibid., pp. 12‐35.
18) JP had a strong base in the central region – Choongcheong provinces – and his partner Park Tae‐ju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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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여당보다 더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JP에게는 국무총리 직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능
력을 부여했다. 1997년 중반, YS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 지역에 맞서 호남과 충청도의 지역적 연합
으로 DJP 연합이 결성됐으며,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이념적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표 2).
(표2) 15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유권자수 (1997년 12월 19일)
Size of Electorates: 32,290,416 (69.3% of population)
Seoul Metropolitan City

7,358,547

Youngnam Region
Pusan Metropolitan City
South Kyungsang Province
Taegu Metropolitan City
North Kyungsang Province

8,482,064
2,692,311
2,094,036
1,707,338
1,988,379

Kangwon Province
Jeju Province

1,077,853
361,680

Kyunggi Province 5,707,087
Incheon Metropolitan City 1,639,655
Honam Region 3,781,383
Kwangju Metropolitan City 870,554
South Cholla Province 1,519,292
North Cholla Province 1,391,537
Choongcheong Region 3,227,02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선거사 제6집 1993.2.25‐1998.2.24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p. 434.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은 DJP연합의 후보로 나섰으며 승리했다(표 3). 보수진영 한나라당
(과거 신한국당)19) 대선 후보인 이회창을 2% 득표 차로 이긴 것을 고려할 때, DJ는 보수세력과의
연합 없이는 분명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대선에서 패했을지라도 보수진영 전체로서는 여전
히 다수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자유진영의 대선 승리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decision‐
making 단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표3) 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1997년)
Candidates
Votes attained proportion

Kim Dae‐jung
NCNP
10,326,275
40.3%

Lee Hoi‐chang
GNP
9,935,718
38.7%

Lee In‐jae
NNP
4,925,591
19.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선거사 제6집 1993.2.25‐1998.2.24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p. 432.

이러한 한계는 DJ 정당이 2000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한 후 더욱 두
드러졌다(표 4). 진보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에서 115석으로 의석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과반수에
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보수 한나라당은 6의석을 놓쳤지만 여전히 133석으로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유지했다. 분열된 정부에 직면하여 DJ는 효과적인 정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파트너가
필요했고, JP의 자유민주연합 또한 제 3당으로서 정치권에 남아있기 위해 연대가 필요했다. 이들 이
the southeast – North Kyongsang province – whereas DJ’s stronghold was the southwest region – Cholla
provinces.
19) Lee changed the name of the ruling party to the GNP because he needed to distance himself from YS,
who had become a political liability, as many blamed him for the financial crisis that hit Korea in lat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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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의 재수렴은 DJP연합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복잡한 합의를 통해 실현됐다. DJ
는 자유민주연합의 이한동을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자유민주연합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4명의 당적을 자유민주연합으로 옮겼다. 결국, 자유민주연합은 DJ 정부
에 합류했다.20)
(표4) 16대 총선결과 (2000년 4월)

Seats
Votes attained

GNP
Opposition
133
39.0 %

NCNP
Ruling
115
35.9%

ULD
Partner of cohabitation
17
12%

출처: 16대 총선개표결과, 서울신문, 2000년 4월 15일.

DJ는 국회에서 가까스로 다수의 연립여당을 구성했지만, decision‐making 능력은 협정에 의해 제
한됐다. 가장 심각한 제약은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아시아 금융 위기였다. 취임 이
전부터 DJ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IMF 긴급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 1997년 말까지 긴 목
록의 경제관련 법률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만 했다.21) 친 재벌, 친 기업집단 성향의 협약 파트너와
국회 및 미디어의 보수적 목소리에 의한 압력으로, 214억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를 받는 대신 IMF가
권고하는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DJ 경제회복계획의 근간으로
채택되자마자, 재벌의 재정적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재벌 개혁 방안을 축소했다.22) 재벌을 경제회복
계획의 동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DJ 정부는 재벌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01년 1월에는 64조원(약 $45,667,313,620) 중 25조원(약 $17,838,794,382)을 투입하여 위험채권을
사들이고, 만기채권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의 재융자를 지원하며,23) 부동산 시장과 개인신용 규제를
완화할 것을 결정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의 한국기업 주식보유 상한을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했다.24)
위의 조치들이 재벌과 보수진영에 의해 환영을 받은 시장친화적 정책인 반면, DJ는 공정한 경쟁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하에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기도 했다. 그 계획의 한 부분으로
재벌의 독점을 막고 이들의 경영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내부 돈세탁을 금지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채
택했다. 또한 대우를 포함한 몇몇 부실기업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대기업 사이의 “대마불사”
20) On the process of running the DJP coalition government from the birth, see Sunkyuk Kim,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Korea in Transition, ed. Moon and Steinberg,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2), pp.
45‐58.
21) See Kyu‐sung op. cit., pp. 104‐106.
22) This does not mean the Kim Dae‐jung government did not strive to reform chaebol. Even before the
inauguration, in January 1998, the DJ government declared the “Five Principl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mainly aiming at chaebol. In July 1999, DJ declared “the chaebol system, emphasizing outward expansion
that burdens our citizens, has come to an end.” In the following month, he added three more principles to
chaebol reform. See more in details, Ku‐hyun Jung and Kap‐young Jeong,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Future of Korea’s Chaebol” in Moon and Steinberg op. cit., pp. 131‐143.
23) Yoon‐shik Park, op cit., p. 156.
24)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30098); Yong Cheol Kim, “The Politics of Labor
Reform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Moon and Steinberg op. cit., pp. 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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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드롬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동시에 DJ는 사회복지정책에 소홀했던 개발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
게, “생산적 복지”에 근간한 기초생활보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
하기도 했다.
DJ의해 주도된 cooptation은 처음으로 진정한 정권교체 속에서 자유주의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다. DJ의 대선 승리는 보수세력 JP와의 cooptation에 의해
가능했으며, 따라서 DJ의 decision‐making은 보수적 파트너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DJ의 갈등조정절
차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가장 가시적이었고 불안정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노동자, 기업 및 정부 대표
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경제회복을 위해 재
벌의 생존 및 회복에 의존하는 정책과 함께 기업에 특권을 주는 것으로 끝났다.25) DJP 연합은
2000년 1월 1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진보적인 행동을
취한 후 와해됐다. 이듬 해 JP와 자유민주연합 당원들은 DJ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던 임동원을
통일부장관직에서 해임시킬 것을 요구하기 위해 보수 한나라당 편에 섰다. 이를 계기로DJP 연합은
와해됐고, 남은 임기 동안 DJ정부는 그들이 선호하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실패한 cooptation: 실질적 민주주의와 “좌파적 신자유주의” 정책
DJP 연합의 와해는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16대 대선에 있어서 진보 정당의 암울한 전망만을 남
겨주었다. YS, DJ이후 진보 정당 내 유력후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보수진영 정당들이 지난 총선
에서 보여줬던 협력(한나라당 39%, 자유민주연합 12%)을 고려하면, 진보 진영의 새천년민주당이 대
선에서 패할 것은 분명했다. 새천년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노무현은 그의 구조적 약점을 인식하고
보수세력과 일련의 연합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2000년 총선에
서 36%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고, 보수정당은 노무현과 연합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 이
유는 만약 보수진영이 연합할 경우 진보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설사 보수진영이 분
열되더라도 둘 중 우세한 세력이 진보정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간
다양한 이익들은 노무현이 연합을 구성하는데 실패한 구조적 환경이었다.
노무현은 연합 구성을 위해 세 가지 시도를 했다. 첫째, 그는 진보진영 내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지지기반을 확대시키고 대선에서의 승산을 높이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지지했던 전 대통
령 YS의 분파세력과 연합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YS가 이미 보수진영 내 입지가 좋았으며, 그 분
파세력 또한 보수정당 내에 잘 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YS간 연합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두
번째로, 200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대선 한 달 전, 서로 접전을 벌이던 중도우파 후보인 정몽준
과 함께 연합에 공통의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노무현과 정몽준은 보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에게 확실히 뒤쳐져있었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만 이회창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연
합을 구축했다. 연합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이 승리한 후, 그의 지지율은 이회창의 지지율을 웃돌았
으며, 노무현의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표 5).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무능력을 메우
기 위해 보수세력과 영남지역에 접근했으며 한나라당에게 “대연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25) Byung‐hee Lee, Hye‐weon Kim, Jin‐ho Jeong, and Seong Jae Cho, “Working Life and Labor Market
Policies,” Labor in Korea 1987‐2006: Looking through the Statistical Lens (Seoul: Korea Labor Institute, 2008),
pp.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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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레임덕이었고 다음 선거에서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감지한 한나라당이 노무현의 제안
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으며 연합도 성사되지 않았다.26)
(표 5)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지지도 추이(2002)
2002. 2
Lee
Roh
Chung

51.3%
26.6%

2002. 3*
39.0%
32.5%
17.2%

2002. 7**

2002. 8***

2002. 11

34.1%
27.8%
28.1%

35.2%
21.0%
28.8%

40.7%
46.4%

출처: “여론 조사 추이로 본 맞대결,” 한겨레신문, 2002년 11월 26일, p. 3;
* “여야 양자대결 땐 백중세,” 문화일보 2002년 3월 14일, p. 1;
** “정몽준 이인제 곧 회동,” 서울신문, 2002년 7월 11일;
*** “재보선후 대선후보 여론조사,” 서울신문, 2002년 8월 12일.

(표 6) 16대 대통령 선거 결과 (2002년 12월 19일)
Candidates
Votes attained
& proportion

Roh, Moo‐hyun
NCNP
12,014,277
48.9%

Lee Hoi‐chang
GNP
11,443,297
46.6%

Kwon, Young‐kil
Democratic Labor Party
957,148
3.9%

출처: 16대 대통령 선거, 네이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9165>, accessed April 11th, 2012.

노무현이 보수세력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것,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정몽준과의 연합에 실패한
것은27) 양날의 칼이었다. 원하는 대로 정책 의제를 설정할 자유를 얻은 반면, 이 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수세력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진영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보수진영과의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책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순수성”은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및 4대 사회개혁과 같은, 상
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자유를 누렸다.28) 또한 노무현은 재벌이나 미디어 기업과
의 개인적 유착관계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며, 이는 이전 진보진영 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재벌에 특혜를 부여한 경기 부양책에 보다 쉽게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진영과의 연합이 전무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야심 찬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
요한 지지기반이 취약했으며, 보수진영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지지기반의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보수세력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행
정부의 정책 목표를 방해했고, 밖으로는 보수 미디어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의제를 비판하는데 앞장
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의 정책들이 국회와 미디어 내 보수진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판과 반대를 받아오면서, 탄핵의 위협에 직면하기 시작했다.29)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 미국
26) “Ch’amyǒ chǒngbu chǒngch’i gaehyǒk ǔi sǒnggwa wa kwaje: kkae kkǔthan chǒngch’i, taehwawa t’ahyǒbǔi
chǒngch’i kuhyǒn [Achievements and Tasks of Political Reform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mplementation of Clean Politics, Dialogue and Compromise] Taet’ongnyǒng chamun chǒngch’aek kihoek
wiwonhoe [Presidential Committee on National Policy Planning] (Seoul: February 2008), pp. 115‐122.
27) After, and because, he lost the candidacy to Roh, Chung broke the pact, but his decision was announced
the night before the election, apparently too late to stop his supporters from voting for Roh.
28) They are the dissolution of pro‐Japanese social groups,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restructuring
of private school boards and media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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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보수주의 정책을 의제에 상정하여 보수진영에 접근했을 때에는, 진보진영
의 지지를 잃게 됐다. 노무현 정부가 누렸던 정책 의제 설정의 자유는 노무현 정부를 보수와 진보
진영 둘 다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진보적 의제 중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시절에 자행됐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이전 대통령의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일 DJ의 노력이 보수정당과의 연합에 의해 제한됐
다면, 노무현은 1980년대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50년이 넘는 권위주의 통치시기 동안 자행됐던 대량
학살과 학대 등을 의제로 포함함에 있어 더욱 자유로웠다. 이러한 노력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었고, 권위주의적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거쳤다는 새로운 역사
의식을 고취시켰다. 노무현은 또한 DJ의 기본적 자유권 존중에서 더 나아가 “4개 권력기관”이 정치
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권리”를 존중했다.30) “사회의 이익을 공유할 시민의 권리” 보호와 “스스로 자립이 불가능한 국민들
에게 이를 제공하는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들은 정
책 실행을 통해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의제 설정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전 정부의 자
유민주주의에서 실질적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31) 그러나 실질적민주
주의로 발전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의 염원은 국회와 미디어, 기업 내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높은 수준의 실행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현재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진영은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집단을 비정규직 고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고령자 보장을 포함하는 국민연금기금법 등, 증가하는 사회 내 양극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고안된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에 거세게 항의했다.32) 보다 공평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더 큰 목표의 하나로써 수도를 서울 밖으로 이전하려던 계획 역시 서울 내
중산층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보수 정당에 의해 좌절됐다. 또 다른 예에서는, 국가보안
법 철폐 계획이 보수진영과 분열된 진보 진영 모두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디어 개혁 법안은 미디어
기업의 저항에 부딪쳤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약화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시장 영향력 제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가정 연금, 종합부동산세 등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Cooptation의 실패가 가
져다 준 의제 설정권을 기회로 활용하여 실질적민주주의를 의제 문제의 중심에 놓았지만, 제한적인
지지기반 때문에 이를 이행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반면에, 정부의 보수적 정책들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보수 한나라당이 한국군 아프
가니스탄, 이라크 파병, 미국, 유럽 및 여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법인세 축소, 국방비 증
가, 비정규직 법안 등의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발견했다. 진보적 정책 의제를 설정했
던 진보 정부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적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보수적 정책을 집행하게 됐
다.33) 진보적 의제 설정과 보수적 정책 집행 모두 양날을 가진 cooptation 실패의 특징으로 설명될
29) The Presidential Committee, op cit., pp. 99‐114.
30)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Headquarters – four powerful state organs – had been used by previous rulers to monitor and control
activities of political opponents.
31) Crow, op. cit., pp.47‐48.
32) Ibid., pp.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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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Cooptation의 부재: “second turn‐over”와 conservative ascendance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의 통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으로, 진보적 의제들이 담론
으로 넘쳐나면서 민주주의가 이제는 혼란스럽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정부는 의제 설정에 있어서
우위를 유지하고, 진보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심의민주주의를 활발
하게 촉진시킨 결과 한국정치가 이전에 비해 더욱 더 민주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성공했
다. 다른 한편으로, 진보적 정부 하에 시행된 몇몇 보수주의적 정책들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증대시
켰고, 이는 부유한 계층을 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그 결과는 대중의 이중적 환영으로 나
타났다. 즉 한국 민주주의가 너무 잘 공고화됐고, 진보적 정부는 경제를 운영하기에 너무 진보적이
었다는 것이다.34)
대중의 이중적 환영과 그에 따라 변화된 대통령의 기준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보수진영 이명
박(MB)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즉 민주주의가 너무 앞으로 나아갔으니 보수
회귀가 필요하고, 경제를 잘 운영할 보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
라당은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정치적 지지
를 받고 있었다. 진보 진영에서 단일후보를 내는데 실패했을 때, 이명박 후보는 이미 앞도적인 우위
를 누리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진보진영과의 cooptation 없이 이명박 후보의 대선 승리를 확신
했다. 이명박 후보는 coopt가 필요 없었고, 하지 않았다.
반면, 진보진영의 정동영 후보는Coopt가 필요했지만, 할 수 없었다. 진보 진영은 보수와의 연합
이 있어도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정동영과, 진보주의의 대안으로서 창조한국당을 창당한 문국
현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보수진영의 이회창은 자유진영과의 협력에
관심이 없었으며, 특히 가능성조차 적은 정동영과의 pact‐making은 이명박보다 더 적은 투표수를 얻
을 것이 확실했다. 정동영은 이명박에게 뒤쳐졌지만, 진보 또는 보수진영의 후보와 연합을 형성할
수 없었다.
선거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재편성을 확실시 했다. 전 CEO 출신 후보인 이명박 후보는 다른 모든
후보들을 큰 득표 차로 이겼다(표 7). 한나라당의 이명박과 민주당의 정동영의 득표율 차이는 약
20%가 넘었으며, 이는 1945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큰 차이이다. 이명박 후보는
cooptation 없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진보 파트너의 견제 없이 정책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득표 차로 승리함으로써 전임자와는 달리 선호하는 정책을 실
행할 수 있는 능력마저 확보했다. 이명박의 압도적인 승리는 MB가 이전의 진보주의적 정권으로부
터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주의적 시대를 열도록 힘을 부여했다.
33) Ki‐won Kim, “Kim Dae‐jung, Roh Moo‐hyun jeongkwon eun jinbo jeongkwon yi ut na?”
[Were the Governments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Progressive Governments?] in Jung‐woo Lee et
al., Roh Moo‐hyun yi ggoom ggoon Nara, Daehan minguk jisigin deul Roh Moo‐hyun eui jilmun eh dap
hada [The Nation that Roh Moo‐hyun dreamed: Korean Intellectuals Answer to the Questions Raised by Roh
Moo‐hyun] (Seoul: Dongnyuk, 2010), pp. 45‐48.
34) “Paradigm Shift” (September 2006), the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by Poll & Poll on behalf of the
Secretary to President Roh Moo‐hyun, shows such a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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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7대 대통령 선거 4대 후보 (2007년 12월)

Votes attained

Lee
Myung‐bak
(GNP)

Chung
Dong‐
young (DP)

Lee Hoi‐chang
(independent)

11,492,389
(48.7%)

6,174,681
(26.1%)

3,559,963
(15.1%)

Moon Kuk‐hyun
(Creative
Korea
Party)
1,375,498
(5.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대 대통령 선거 분석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따라서 보수주의적 통치가 시작됐으며, 이듬해의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기반은 더욱 공고화됐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중의 성향 변화에 따
른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다라당은 자유선진당을 흡수한 후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2/3에서 29석만이 모자란 171석을 차지하게 됐다(표 8). 한나라당 혼자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를 큰 차이로 장악했기 때문에, 대중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는 정책일지라도 한나라당이 선호하는 정
책은 무엇이든 채택 및 집행할 수 있게 됐다. cooptation 없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택할 수 있다는 모
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표 8) 18대 총선 결과 (2008년 4월)
Parties
Seats

(Ruling)
GNP
153

Democr at i c
Party
81

L i b e r a l
Advance Party
18

Pro‐Park
Solidarity
14

Kunhae

I ndependent
and others
3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대 총선 분석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의 측근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임명했고, 정책 의제
설정 및 집행 능력을 행사했다. 4대 권력기관의 장관 및 고위직 핵심인사들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당 내 MB 파벌 중에서 선출됐고,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그리고 KBS, MBC등 미디어 기관처럼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여타 기관의 요직들도 친 MB 인사들로 구성됐다.35) 절차상으로 모두 합
법적인 이러한 임명은 민주적 절차로 확보된 권력독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권력독점은 이명박 대통
령이 권력분배가 필요 없도록 느끼게 하거나 권력분배에 관심이 없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의제 설정과 정책 집행 시 독점 권력을 행사했다. 정부는 곧 선거
유세 시 주요 공약이었던 대운하 프로젝트 등을 채택 및 실행하기 시작했으나, 영남지역 공항건설과
같은 다른 사안들은 회피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포함하여,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을 종결시키기 위해 독점 권력을 행사했고, 정당한 법률적 절차나 더 큰 결과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정책들은 이어받았다. 심지어 정부는 정
당한 법 절차를 간략히 하기 위해 지배 권력을 사용했다. 비준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고
기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측 교섭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했고, 일방적으로 개정된 조약문 의회 위원회
를 통해 밀어붙였다. 보수적인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 노동, 미디
35) MB had filled 9 of the top 14 positions of the “Four Power Organs” with his close associates from
Yongnam or Korea University by ear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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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제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36).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민주주의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의 권력 독점은 보수주의 정책의 채택과 실행을 보장했다.

Ⅳ. 결론
민주화로의 이행 이후 한국 정치는 cooptation 의 이상적인 유형에 적합한 4가지의 대조적 거버
넌스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ooptation 비교 연구를 위해 적합하다. 이 사례들은 보수 주도
cooptation(노태우&김YS), 진보 주도 cooptation(김DJ), 세력기반 없는 cooptation의 부재(노무현),
세력기반 있는 cooptation의 부재(이명박) 등이다. 지금까지의 비교연구는 cooptation 딜레마에 대한
우리의 가설을 지지한다. Cooptation은 pact‐making과 decision‐making 사이의 균형을 가진다. 만일
보수진영과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decision‐making에 있어서 보수
진영의 의견을 인정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 이다. Cooptation의 부재는 또 다른 딜레마를 만
들어낸다. pact‐making 없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의제설정 권한을 얻게 되는데, 만일 당선자가
지지기반이 없을 때에는, 무기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선거
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민주주의 제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 과거 네
차례의 정부는 우리가 이상적 유형의 cooptation에서 기대할 수 있는 딜레마를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Cooptation의 유형
보수 주도
YS

Cooptation

No Cooptation
집권기반 취약
집권기반 강력
Roh
MB

자유 주도
DJ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부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흥미로운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진보주
의자들은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에게 거듭 양보를 했다. 그
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 정권이 보수주의적 정책을 집행하도
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을 쯤에는 보수주의자들이 노무현 정부
를 무력화시키고 다음 선거에서 재기할 정도의 충분한 세력을 회복했다. 이는 1980년대말 민주주의
전환 시기에는 보수주의자들이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결과다. 따라서,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는 선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확인한 “두 번째 정권교체”일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보수주의자들의 복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은 잇따른 정부가 기업, 특히 금융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대규모 공공부문을 사유화 하듯이 한국 경제의 자유화(와 신자유주의화)에서 볼 수 있다. YS는 보
36) See, for example, Jesook Song, ed. New Millennium South Korea : Neoliberal Capitalism and Transnational
Movements (New York: Routledge, 2011). Also, see Frank La Ru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uman Rights Counci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1); and “Freedom on the Net 2011,” Freedom House (Washington, D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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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의적 연합에 의한 도움을 받은 열렬한 자유화 정책 수행자였다. 그러나 DJ는 보수주의적
cooptation 파트너와 전 대통령이 남긴 경제 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해야
했던 개혁을 꺼려하는 개혁가였다. 노무현은 강력한 보수주의의 공격 하에 “좌파적 신자유주의” 정
책을 채택했으며 이는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에 가까워지게 했다. 압도적인 승리로 대담해지고, 다
수의 보수 정당에 의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과정을 가속화했다.
그 과정은 사회 내 양극화를 수반했다.37)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실업률은 3.1%에서 3.5%로 증
가했고,38) 실업자 수는 2010년, 1,216,000명으로 급증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만 실업률은
3.2% 에서 4.5%로 치솟았으며, 청년 실업률은 7.2%에서 8.5%로 더욱 악화됐다. 또한 한국의 노동
시장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 노동자는 줄어들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정도의 임금
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2009년, 임금 노동자의 43%를 차지하게
됐다.39) 이러한 변화들의 누적 효과는 상대적 빈곤률이 1990년 7.8에서 2010년 14.9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4,100,000명 즉,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한 것에서 볼 수 있다.40)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는 일련의 역사적 우연들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 이는 이 글이
설명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잠정적인 가설
을 제안한다.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선거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애초에 존재하고 있었
다면 이러한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만일 사회적 지배 집단이 존재한다
면 이들의 이익 또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일하게 보호한다. 만일 지배 집단이 수적으로
소수라면,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자본에서 이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선거에서는 그들의 힘의 사용은 cooptation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외부 인사를 그들 진영으로 끌
어들이거나, 다른 집단에 합류하여 그들의 이익 추구를 내용으로 하는 보수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
을 행사할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이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cooptation에 의지할 수도 있지
만, 진보주의자들의 약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세력 기반 때문에 보수주의자와 일정한 제휴를 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만일 pact‐making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policy‐making에 있어서 진보주의적 의
제를 양보하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41)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cooptation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 및 확대시키기 위해 선거 정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사
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42)
37) Hyun‐Chin Lim and Jinho Jang, “Neo‐Liberalism in Post‐Crisis South Korea: Social Conditions and
Outcom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6, no. 4 (2006): pp. 442‐63.
38) South Korea Unemployment Rate,” Trading Economics,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
korea/unemployment‐rate‐imf‐data.html>.
39) Youngsun Koh, Seung Kwon Kim, Chang Whan Kim, Young Lee, Joo Seop Kim, Sang Young Lee, and
Young‐Ock Kim, “Social Policy.” In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edited
by Il SaKong and Youngsun Koh,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0), p. 258.
40) For the same period, the Gini’s coefficient in household income jumped from 0.266 to 0.315 and the ratio
of income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quantities grew over 50 percent from 3.93 to 6.02.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41) Liberals are, after a democratic transition, likely to lose the common goal of democratization that held them
together and become fragmented into groups that mobilize in pursuit of their particularistic interests. Their
fragmentation further diminishes their electoral ch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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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cooptation이 모든 선거민주주의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반면, 한국과 같이 정치 제도와 정당이 잘 제도화되지 않은 신생민주주의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43) 만약 정당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거나, 잘 정의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초당적
cooptation은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정책에 있어서 양극화된 정당일수록 서로를 coopt
할 확률은 적어진다.
둘째,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cooptation 딜레마는 정치적 중도가 강력한 평등한 민주주의
및 보수와 자유세력 간 권력의 격차가 두드러진 불평등한 민주주의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한
다. 불평등한 민주주의에서 딜레마는 선거 결과나 선거 후 정책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의 선호
에 따라 결정되도록 작용하지만, 평등한 민주주의의 경우 정치적 중도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선거민주주의에서 cooptation 정치의 네 가지 이상적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
임에도 불구하고 ― Cooptation 딜레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한 국가
의 사례에서 이 네 가지 유형을 확인했다 ― 한 국가의 사례만 살펴봄으로써 가지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배제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 보다 cooptation 정치가 더 잘
일어나는가의 여부이다. 더 보편적으로 cooptation에 대한 성향이 국가별로 다른지의 여부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cooptation에 대한 성향 정도가 다양했다. 폴란드, 헝가
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Cooptation보다 소외된 정당을 배제하는 것에 일상적으로 참
여한다. 만면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좀 더 통합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
으로, 전 공산주의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서로 성공적으로 coopt 한다.44) Cooptation‐
exclusion범위에 따른 다양성은 이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어낸다. 선거민주주의의
제도적 형태가 종교의 침투 정도, 이전 제국의 역사적 유산, 권위주의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정당
에 대한 합법성, 또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다 덜 유용한 지점이다.45) 민주화가 각 시민의 태도
와 선호를 포함하는 다층적 현상일 때, 이 글에서는 정치적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우리
연구의 한계이다.46) 이러한 문제들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후속 연구의 주제로 남겨
둔다.

42) The resulting exacerba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y may in turn slow down, if not hurt,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Christian Houle, “Inequality and Democracy: Why Inequality Harms Consolidation
but Does Not Affect Democratization,” World Politics 61 no. 4 (October 2009): pp. 589‐622. In this context,
we note that some of Korea’s democratic achievements have been compromised in recent years as liberal
political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are curtailed, as noted in La Rue, op. cit.
and “Freedom on the Net 2011,” Freedom House (Washington, DC: 2011).
43) Jang Jip Choi, for example, argues that political parties are not yet well institutionalized in Korea. Jang Jip
Choi,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Seoul: Humanitas, 2005).
44) Sten Berglund et al., The Handbook of Political Change in Eastern Europe (Williston: Edward Elgar
Publishing Inc., 2004), p. 45.
45) Frank Aarebrot and Sten Berglund, “Statehood, Secularization, Cooptation: Explaining Democratic Survival in
Inter‐War Europe‐Stein Rokkan’s Conceptual Map Revisited.” Historical Social Research, 20 no.2 (1995): p. 223.
46) See, for example, Doh Chull Shin. “Democratization: Perspectives from Global Citizenries.”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2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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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신자유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1)

이 남 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일반적으로 “아랍의 봄” (Arab Spring) 혹은 “아랍의 파도” (Arab Wave)로 불리우며, 2010년을 기
점으로 북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일련의 민중 항쟁은,
각 나라마다 그 궁극적인 목적과 진행과정이 각기 다르게 펼쳐졌다. 예를 들어 정권의 완전한 전복
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제한된 정치 개혁을 목표로 한 경우가 있었고, 그 진행 과정 역시
평화스럽게 진행된 곳이 있는가 하면, 폭력을 동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항쟁이 일어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국내·외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짚어본 후, 그 중
에서도 특히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남한에서 민주화가 공고화 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것을 염두에 두고, 간략하게나
마 그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아랍 세계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20-30년 동안 아랍권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민중의 분노를 일으켰던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짚
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이나, 혹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의 영향 또는 압력을 받
아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1980년대 이전, 아랍 지역에서는 국가가 경제발전의 주동자였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고용보장, 건강보험, 교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보장받았다. 이
들 국가는 또한 국민들에게 생활재 비용 지원을 해 왔는데 이는 식품과 연료 등의 혜택을 포함하였
다. 물론 이들 국가는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대가로 국민들의 복종을 기대했다. 이들 국가들이 자
국의 국민들과 맺은 “지배 계약”(ruling bargain)은 전적으로 “복종에 대한 혜택”이라고 요약될 수 있
겠다.
그러나 1970년도 후반부터 도입되어 그 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동안 국
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오던 보조정책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공기업은 민영화되
고, 외국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낮아지며, 통화관리는 종결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
들은 국가가 국민과 맺은 지배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
은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아랍지역 국민들의 반발심을 일으켰다. 먼저, 식품과 연료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삭감정책을 지적할 수 있겠다. 정부의 보조 정책이 사회 최하위층에게만 집중되자 이는 전
* 초안입니다. 저자의 승낙 없이 배포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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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사회 안정망이 붕괴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이 와중에 국가는 특히 중산층의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다음으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적할 수 있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동안 국가에서
보장해온 고용보장의 종말을 의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이들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아
닌 소위 “정실자본주의” (crony capitalism)의 번창으로 이어져 사회의 양극화, 즉 부익부, 빈익빈 현
상을 심화시켰다. 이집트의 Ahmad Ezz (아흐마드 에즈), 시리아의 Rami Makhlouf (라미 마흐루프),
튀니지의 Trabelsi(트라벨시) 일가(一家)는 각각 이러한 정실자본주의의 가장 해악스러운 본보기, 또
는 해당 국가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은 크게 분노하였다.
둘째, 아랍의 봄을 맞으며 정권이 취약해진 국가들의 두 번째 공통 요소는 인구분포이다. 아랍지
역 내 전체 인구의 약 60%가 30세 미만이다. 이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비율이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15-29세 나이층의 높은 인구비율인데, 이 시기는 젊
은이들이 인력시장에 진입하고 결혼시장에서 경쟁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아랍 전체의 15-29세 나
이의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인
이집트의 경우 이 나이대의 실업률은 거의 50%에 해당한다. 물론 인구분포가 해당 국가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암담함 그 자체가 대중적 봉기를 일으키는 직적접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2010년에 이르게 되면, 이들 아랍국가에는 적당한 환경이 조성
되면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청년인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랍의 봄을 맞은 국가들의 세 번째 공통 요소는 식량 문제다. 이는 세계 식량 공급 시스
템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정부와 IMF의 압박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시장에 개입
하여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기해야 했고, 또한 그 일환으로 자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식량
비 보조정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아랍은 전세계적으로 전체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이다. 이집트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2010년 중반 이후
이집트에서 밀 가격은 두 배로 증가하였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투기를 지적하고 있다. 즉 유럽이나 미국은 생물연료 (biofuel) 생산에 필요한 옥수수 지배에
계속 더욱 많은 농토를 할애하고 있다. 계속 올라가는 식품가격은 특히 아랍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
담으로 작용하는데, 모로코의 경우 1가구당 식품비용이 전체 가계 수입의 63%에 육박하고 있다. 계
속 증가하는 국민의 연료비용부담 역시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정부가 보조를 끊은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 각 국가의 통치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전세계적인 경
제난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8년부터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 항쟁의 도호선에 불이 붙을 때까지, 이
들 통치자들은 아마도 “진퇴양난”의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마주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IMF에서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따라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에 의지
해온 국민들이 그 혜택이 끊김에 따라 고통을 받고, 그 분노가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상황
을 마주하고 있었다. 물론 생활고에서 오는 국민들의 분노는 아랍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영
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아이스랜드, 최근에는 프랑스, 그리스 등에서 집권정권들이 교체되
었고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집권정권이 도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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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간단하게 살펴 본 공통요소들이 아랍의 해당 정권들을 불안하게 만든 요소이긴 하지만,
물론 이들이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는 없다. 봉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직접적인 요소는
개개인들의 참여 의지와 각오이다. 하지만 이 발표문에서는 주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만
을 다루기로 하겠다.

1.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투쟁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은 이미 1973년, 즉 칠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자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가 쿠데타로 제거된 시점을 계기로 가속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그 이후 IMF와 세계은행은 지구 남반구(global South)에 동일한 모델을 정착시키기 시작했다.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등의 “성공한” 모범적인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중
산층이 형성되기는 했으나, 이들을 포함한 일반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 지도층과 상류
층의 사치스러운 소비생활은 그야말로 그들의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알제리나 이집트 등 석유생산
국을 포함해서 석유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많은 국가가 국제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긴축정책으로부
터 압박을 받는 동안, 각국의 정부는 자국민에게 안정된 삶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조차 보장
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공공기업은 민영화 되었다.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상태에서 이어진 공
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빈곤, 인플레이션 등은 아랍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시리아 등에서는 1991년 제조업 실제임금이 1970년 수
준이었고, 이집트의 경우 2006년 실제임금은 1988년보다 낮았다. 이집트에서는 2010년 9월, 채소 값
만 그 전 달에 비해 51% 뛰었고, 같은 기간 닭고기 및 고기값이 29%나 인상되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동에서와 북아프리카에서는 고용불안, 임금저하 등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이집트가 반발의 선봉대를 자처했다. 1977년 이집트 정부가 기본소비재에 대한 정부보조
금을 삭감하려 하자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보조금을 원래대로 유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30년 동안 이들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은근히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노동자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파업 등의 투쟁을 감행했다. 1998년
이후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튀니지의 경우 1978년도 노동자 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Labor)은 총파업을 일으켰고, 1984년 IMF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였다. 모로코
의 경우, 1981년에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파업이, 1990년에는 카사블랑카 도시빈민들의 항거가,
2008년에는 빵값의 증가에 반대하는 시위로 인해 정부가 빵값을 다시 내려야만 했다. 1989년 요르
단에서는 식품폭동이 있었고, 1988년 알제리 국민은 정부의 IMF 처방에 따른 경제정책에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요르단의 경우 2011년 상반기 총 481건의 파업과 기타 단체행동이 있었다. 알제
리, 수단, 심지어는 내전중인 레바논에서도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아랍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시위에 참여한 각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빵, 자유, 사회정의”로 요약된 2011년 1월의 아랍
의 봄 시위 슬로건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튀니지 역시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임 태통령 벤 알리가 물러나기까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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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튀니지의 공식 실업률은 13-16%이지만 남서부 지역에서 이 수치
는 40%에 육박한다. 또한 실업자의 70% 이상이 30세 미만이다. 튀니지 노동총연맹(Tunisian
General Federation of Labor(UGTT)은 1946년 창설되어 프랑스로부터의 독립투쟁에 참여했고 이러
한 역사는 독립(1956년) 후 노동세력이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uiba) 정부에 의해 완전히 거
세되는 결과를 막아내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1989년, 벤 알리(Ben Ali)가 하비브 부르기바로부
터 정권을 탈취한 2년후, 튀니지 노동총연맹은 친정부 인사들을 지도부에 선출했다. 연맹은 그 후로
도 계속하여 일터에서의 단체교섭권을 수호해 왔지만, 그 전부터 몇 년째 진행해오던 신자유주의 정
책에 대한 저항을 중단하고 친정부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일부 교사, 우체국 노동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저항은 계속되었다
아랍의 봄은 익히 알려진 대로 튀니지의 26세 청년 청과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단속반의 몰
수, 괴롭힘, 굴욕적인 대우에 항거하여 분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부아지지는 2010년 12월 17일 분
신하고, 2011년 1월 4일 숨졌다. 그러나 이보다 3년 앞선 2008년 1월, 튀니지의 가프사(Gafsa) 및
인근지역 레데예프(Redeyef)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자들은 공기업 광산회사인 가프사
인산회사(Gafsa Phosphate Company)가 이 지역 튀니지노동총연맹 지도자들과 공모하여 “연고자 채
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시위는 단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사, 여성, 노상
청소년들도 함께 동참하여 회사가 부정한 채용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종합적인 취업 해결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튀니지의 좀 더 부유한 해안지역의 반정부 여론기관, 대학생, 프랑스와 캐
나다에 거주하는 해외거주 튀니지인들이 이 시위에 연대를 표명했다. 이 시위는 정부에 의해 무자
비하게 진압되었지만 이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타지역 주민들의 연대는 확대되었다. 경찰과의 충돌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두 명의 시위자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인터넷 활동가들이 이
소식을 퍼뜨리자 그해 8월 정부는 페이스북의 접촉연결을 중단시켜 버렸다. 2008년 가프사 대규모
시위는 1984년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 “빵 항쟁(Bread Revolt)”에 이어 튀니지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
한 사회운동이었다. 다만 1984년에 튀니지노동총연맹이 항쟁을 지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항쟁이 총
연맹의 일반노조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분노의 대상은 노동총연맹 지도부와 정권이었다.
튀니지에서 그 다음으로 발생한 거대한 시위 물결은 2010년 12월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 이
후 일어난 인민봉기이다. 부아지지의 분신 이후 튀니지 노동총연맹 지도부는 정부가 시위자들에 대
한 탄압을 자제하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시위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문은
벤알리가 망명하기 바로 며칠 전에야 발표하였다. 2011년 1월 10일 벤알리는 자신의 반대파들에 대
해 “외국에서 노자를 받고 자신들의 영혼을 과격주의와 테러리즘에 팔아버린 자들”이라고 비난하였
다. 벤알리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발언은 튀니지 노동총연맹 지도부로 하여금 스팍스(Sfax), 카이루안
( Kairouan), 토져르(Tozeur) 등지에서 1월 11일을 기하여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던 총파업을 허용하
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고, 벤알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피하던 날인 1월 14일 수도 튀니스에서
파업이 시작되었다.
바레인과 모로코의 경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튀니지나 이집트에서보다는 덜 성공적이지만 두
국가의 경우 모두 노동자 투쟁은 각국의 민주화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4
년에 결성된 바레인 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Bahrain Trade Unions, GFBTU, 이하
바레인노총)은 하마드국왕에게 가시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국왕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친기업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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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다수인 시아파위에 대한 수니파 지배
계층의 독재지배를 지속해왔다. 바레인노총은 60여 개의 기업노조를 대변하는 노조연합으로서 바레
인의 건설업, 섬유산업, 보험업, 석유업, 알루미늄업, 공항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14만 명
중 2만2천 명을 대변하고 있다. 바레인노총은 종파 정치를 반대하고, 바레인 노동자들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데 힘써왔다. 이 단체는 또한 아랍국가에 널리
퍼져 있지만 노동법의 혜택범주 밖에 놓여 있는, 주로 남아시아 및 남동아시아인들로 구성된, 가정
부들의 노조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1년 2월 14일,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채택(referendum on the National Action Charter of
Bahrain) 10주년 기념일에 민주화의 약속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음을 규탄하며 바레인의 젊은 활
동가들이 수도 마나마 진주광장을 점령하였다. 보안군들이 이들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자 2월 20일
바레인노총은 전국총파업을 선언함으로써 이들 시위자들을 지지하였다. 이후 보안군들이 광장에서
물러나자 노총은 2월 21일 총파업 선언을 철회했다. 그러나 그 후 하마드국왕이 곧바로 다른 이웃
국가들에게 군부대 파견을 요청하자 바레인노총은 다시 전국파업을 결정한다. 바레인 정부의 요청으
로 걸프협력회의(GCC)는 사우디아라비아 군을 주력으로 하는 반도방위군(Peninsula Shield Force)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 약 1천 명, 아랍에미리트 연방 경찰 5백여 명을 미국에서 지원하는 무기
로 무장하여 바레인으로 파견하고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후 2천 5백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에 참가하거나 또는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바레인정부는 특히 바레인노총 지도
부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15명의 노총 집행부 임원, 교사노조와 간호사노조의 간부들, 바레인 석유회
사노조 간부 등 총 40명이 넘는 노조지도자들이 일터에서 해고당했다.
이집트의 경우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의 과잉 관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랍국가중 가장 큰 나라이며
이집트에서의 정치 변화는 이제까지 아랍 전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최
근 노동운동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1998년부터 2010년동안 거의 2백만에서 4백만에 달하는 노동
자들이 3천4백-4천 건에 달하는 파업, 연좌농성 내지는 기타 여러 형태의 단체행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이집트 노동자들의 줄기찬 투쟁은 아랍 전역에서 진행된 사회운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
랫동안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것으로서 이집트 노동운동의 또 다른 특색은 어용노조인 이집트 노동
조합총연맹(ETUF,The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이하 ‘이집트 노총’)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집트노총은 공식적으로는 전국 2천 620만 노동자 가운데 3백 80만의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
를 대변하고 있으나, 노총은 이제껏 정권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집트노총 산하의 극히 일부
지역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했지만 노총의 중앙지도부는 자신들의 안위를 우려해서, 혹
은 무바라크 정권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껏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대해 왔다. 후에 언급할 1991년
도 이집트정부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에도 노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2004
년 아흐메드 나지프(Ahmed Nazif) 박사가 총리로 임명된 후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선언했을
때도 공개적으로 아무런 반대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집트노총의 이러한 태도와는 별개로, 이집트에서는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여
러 행태의 노동자 투쟁과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이집트에서는 총 124
건 내지 149건의 파업이나 기타 단체행동이 있었는데, 이 수치는 일 년 평균 16건 내지 19건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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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의미한다.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이 수치는 연평균 118건으로 늘어난다. 2004년도에는
265건의 단체행동이 있었는데 이 숫자는 바로 직전의 통계인 1998-2003년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2004년도 투쟁 중 70% 이상은 그해 7월 아흐메드 나지프가 총리로 임명된 후 일어
났다. 2004년 이후, 노동쟁의 건수는 매 해 약 600건을 기록하며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2007년에는 614건, 2008년에는 609건을 기록했다.
가장 치열한 노동자 투쟁은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민영화된 섬유사업 분야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섬유산업 분야의 노동자 투쟁은 곧 공공, 민영부문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업계와 부문으로 확대되
어, 공무원은 물론 심지어 약사, 의사, 대학교수들도 파업을 감행하였다.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자”
로 지칭되지 않는 공무원들, 즉 세금수금원들, 교육행정관, 또는 교사들이 최근에 보여준 전투성은
새롭고 의미있는 현상인데, 이는 그들이 정부기관의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 모든
단체행동의 37%는 민간기업에서 일어났고 2010년 이 수치는 46%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양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기타 아랍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부가 신자유주의 의제를 밀고나가는 데서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들 국가에
서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해고의 두려움, 공기업이 민영화됨으로써 취약해
지거나 아예 없어져버리는 사회안전보장망, 저임금 등이다. 이 외에도, 노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수준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보너스, 장려금, 기타 다른 수당 지급이 밀리거나 혹은
아예 이를 못 받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이집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1974년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및 교역에 대해 이집트 경제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부
터 시작되었다. 1991년 이집트는 IMF 및 세계은행과 소위 “경제 개혁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Economic Reform and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agreements)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집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이 주도한 것으로서, 이는 대부분 80년대 이전에 이미, 아랍 사회주의 기치 아래 가말 압델 나세르
(Gamal Abdel Nasser)전 대통령(재임기간 1956-1970)이 초석을 깔아놓았던 노동자 권리보호와 이익
을 위한 장치들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21세기 첫10년 동안 이집트에서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더욱 탄력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호스
니 무바라크(Hosni Mubarak)정부가 더욱 더 친 기업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경제특
구(Special Economic Zones)를 설치하였고, 그 이전 2000년에는 통합노동법(Unified Labor Law)을
제정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통합노동법에 따라 모든 분야의 노동자는 이제 고용주들의 독단적인 처
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에 의해 무기한 단기고용계약은 합법화되었다. 또한 이
노동법은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였다.
2004년 7월, 무바라크 정부는 아흐메드 나지프를 총리로 내세운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는데, 새로
운 내각에는 이집트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나지프
총리는 부임 첫해에 무려 17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기록을 세웠다. 나지프내각은 주로 서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자들과 무바라크 대통령의 아들이자 당시 공공연히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던
가말 무바라크(Gamal Mubarak)와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2004년 12월 나지

- 181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프내각은 10년 동안 미루어졌던 이스라엘,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이 협정에 의해 QIZ, 즉 관세
및 쿼터 면제 특별구역(Qualifying Industrial Zones)을 이집트에 조성하였다. QIZ에서 생산된 제품
은 일정량의 이스라엘산 자재가 생산과정에 투입될 경우 무관세 무쿼타로 미국시장에 수출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이집트 섬유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한 가족에서 두 명이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여 그 월급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해도 보통 한 달에 250-600 이집트파운드(미화 45-107 달
러) 정도이다.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평균 가정 3.7명을 기준으로 빈곤선 기준 소득을 일당 미화 2
달러로 정한 바 있다. 섬유노동자의 임금은 세계은행이 정한 이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섬
유노동자들은 연말의 보너스나 다른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야 겨우 이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조건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이집트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속화는 노동자 단체행동의 급
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튀니지, 모로코, 수단, 요르단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지속해왔던 반-IMF운동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집트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노동
운동은 좀 더 일관적이고 도시노동자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각 공
업도시 및 공업지역에 흩어져있는 느슨한 비공식망(informal network)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지도부
나 조직, 또는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는 민주화 또는 정권
변화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 따라서 가장 최근까지 대부분의 노동자 단체활동은 전국적으로 결합하
여 하나의 공통된 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역에서 또는 각 공장에서 일어난 구
체적인 문제점이나 불의에 대한 시정요구이거나 아니면 대중매체의 조명을 받은 타지역의 성공적인
투쟁을 모방하는 경우였다.
이중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는 2006년 12월과 2007년 9월에 마할라 알 쿠브
라(Mahalla al-Kubra)시에 소재한 미스르 방직 공장(Misr Spinning and Weaving Company)에서 일
어났던 파업이다.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해 있는 이 도시의
인구는 40만 명이다. 미스르 방직공장은 약 2만5천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전체
섬유산업 및 의류업에 종사하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1/4에 해당한다. 이 공장은 1927년 이집트인에
의해 세워진 가장 최초의 기계화된 방직공장이며, 1960년대 사다트 정부 하에서 가장 최초로 공기
업이 되고 규모가 가장 큰 공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노
동자들이 투쟁하여 쟁취하는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은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의 파업이 끝난 후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파업위원회는 자신들이 속한 이집트노총
지부 조합간부들을 탄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지역 노총 간부들은 바로 한 달 전에 부정선거로 지
도부에 당선되었고 또한 파업결정을 반대하였던 인사들이었다. 1만4천여 명의 미스르 방직공장 노
동자들이 이집트노총 지부 간부들의 탄핵과 새로운 지도부 선거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이집트노총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자노동자 수천 명이 노총에서 탈퇴하였다. 미스르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성공적인 사례는 전체 섬유산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
3개월 동안 나일강 삼각주지역 및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최소한 10여 개의 섬유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개시했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은 미스르 공장 경우처럼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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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보너스를 지불할 것과 또는 미스르 노동자들이 내세운 다른 요구사항이나 단체행동을 승인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요구에 대해 이집트정부는 굴복하였다. 미스르 공장의 경우에서처럼 정부
는 보안대를 파견하여 공장주변을 에워싸는 등 노동자들을 위협하였으나 1980년대나 1990년대처럼
파업을 강제해산할 것이라는 협박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지역의 노총간부
들은 이 모든 파업을 반대하였다. 알렉산드리아 남쪽에 위치한 카프르 알 다와르 Kafr al-Dawwar
의 공장에서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이집트노총 산하 지역간부들을 “감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업
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섬유산업이 가장 중심적이긴 하였지만 노동자 저항운동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행동은 2007년
12월 지방자치국이 고용하는 부동산세금수금원들의 파업이었다. 이 파업에는 약 5만5천여 명이 참
가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시위를 하다가 10일 동안 파업을 감행했는데 그 결과로 정부의 금융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 동급 직원들과 동등한 월급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즉 325% 월급
인상을 관철시킨 것이다.
미스르 방직공장 노동자들은 어용노조에 대항하여 독립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
지만 지방자치국의 세금수금원들은 그 작업을 해냈다. 이들은 2007년 12월 파업을 감행하기 이전부
터 세금수금 거부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는데, 이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조직한 파
업위원회의 임원들은 후에 독립 노조의 핵심지도부가 되었다. 수금원들의 노조결성에 관한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 서비스 센타(CTUWS) 및 비합법정당인 위엄당(Karama (Dignity) Party) 등의 지
지를 받았다. 이리하여 결성된 노조는 Independent General Union of Real Estate Tax Authority
Workers로서 2009년 4월 이집트정부로부터 노조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 노조는 1957년 이후
최초로 이집트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노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계속 생활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여성들, 특히 25세 미만의 미혼여성
들이 공식 공업임금 노동력에 투입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집트의 여성 취업률은 전체 취업
가능한 여성들의 22%로서 그 숫자는 약 450만 명에 달한다. 이집트 가구 중 2/3가 한 사람 소득으
로는 생활이 안 되며, 1995년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는 가구는 총 가
구 대비 25%였다. 최근의 통계는 없지만 이 비율은 그동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자들은 섬유 및 의류산업에 밀집해 있는데 기성복 의류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
자들이 가장 저렴한 임금을 받고 있다. 전체 섬유, 의류산업의 35% 노동자들이 여성인데 이 비율은
의료기구산업(8.5%) 및 식품가공산업(6.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여성노동자들은 공기업, 민영기업 상관없이 단체활동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2006년 12월의 미스르 방직공장 파업에서는 작업중단 및 파업 중의 투쟁성을 지탱하는데 여성 노동
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민영기업인 Mansura-Espana Garment Factory 에서는 여성노동자
들이 2개월에 걸친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 민주화인가 사회정의인가
아랍의 봄으로 통칭되고,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아직도 진행되고 있는—항쟁의 원인이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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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구성을 두고, 현재까지 여러 관찰자나 이행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
다. 그동안 노동운동에 몸 담아온 그룹이나 개인들은 노동자들의 봉기참여에 비중을 두고 있고, 비
노동그룹들은 노동자들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은퇴한 강철공장 노동자이자
베테랑 노동운동가이며 2010년에 결성된 “이집트 경제 사회 권리를 위한 센타”(Egyptian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에서 활동하는 사브 바라카트(Sabr Barakat)는 노동자들의 봉기 참여는
시위자들의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노동자들은 봉기에 참여하면서 “존엄, 민주화,
사회정의” “빵, 자유, 사회정의” 또는 좀더 직접적으로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먹고 싶다!”를 외
쳤다. 1991년부터 이집트정부가 실행하기 시작한 공공기업의 민영화에 대응하면서 1998년부터 수백
만 명의 노동자들이 4천여 건의 파업, 연좌농성 및 기타 단체행동에 참여하면서 자주 외쳤던 구호
도 바로 “빵”과 “사회정의”였다. 민영화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삭감했고 민간기업가들에게 더욱 구미
가 당기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동자들의 조기은퇴를 종용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은 불법적으로
대규모 해고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베스트셀러 소설 “Taxi”의 저자인 칼레드 알 카미시(Khaled
al-Khamissi)는 “이전의 파업과 2011년 혁명사이에 지속성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자 서비스 센타”(Center for Trade Union and Workers Services, CTUWS) 의
사무총장인 카말 아바스(Kamal Abbas) 또한 이러한 판단에 동의한다. 그에 의하면 이집트봉기는
“빈곤과 학정에 반대하고 자유와 사회정의를 위한 혁명이다”는 것이다. 아바스는 이집트 철강회사
(Egyptian Iron and Steel Company)에서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고된 후 1990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CTUWS를 창립하였다. 이 센타는 민주적인 노조결성을 지원하고, 파업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
고, 노동자들을 위한 워크샵을 조직하고 월간지를 발행한다. 변호사이자 “이집트 경제 사회권리센
타”(Egyptian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의 소장인 칼레드 알리(Khaled Ali) 역시 비슷
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물론 1월 25일 노동자들이 봉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적인
구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의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은 노동자들이 항의시위를 시
작하면서부터인데, 노동자들은 이 혁명에서 다른 시위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덧붙여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2월 11일 무바라크가 퇴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약
60여 건의 파업이다. 이 파업들은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노동자들은 그 이후에도 파
업과 기타 항의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4·6 청년운동”(April 6 Youth Movement)의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자 봉
기가 시작된 후 타히르 광장에서 활동한 30세 엔지니어인 아흐메드 마헤르(Ahmad Maher)는 “노동
자들은 이 혁명에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혁명으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평
가한다. 마헤르가 이렇듯 노동자들의 역할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계급적인 편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면 그동안의 이집트 사회운동에서의 커다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이집트 안에서는 두 개의 커다란 사회운동의 흐름이 형성되어 왔는데,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운동과 도시 중산층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바로 그 흐름이다. 이 둘 사이를 연
결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소수의 저널리스트와 좌파인사들뿐이었다. 1970년대 아랍신좌파의 좌절과
이슬람주의 종파운동의 재활로 아랍의 많은 중산층 지식인 중심의 사회운동은 정당정치로부터 후퇴
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 좌파운동의 일부와 자유주의적 성향의 운동가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지속
하고자 NGO들을 만들었고 이들은 주로 인권운동, 즉 여성, 노동자, 교도소 수감자, 어린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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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운동을 펼쳐왔다. 이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CTUW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rade
Union and Workers Rights and Liberties(CCTUWRL) 등이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 그룹
들이다.
이들 그룹만이 노동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었고, 소수에 불과했지만 풀타임 임원들을 두
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NGO들이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다른 NGO들은 시민사회의 점진적인 확장이 민주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산층 시민운동 세력은 팔레스타인에서 인티파다가 시작될 때, 2003
년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을 때 대대적인 지지/반대운동을 펼쳐왔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무바라크 정부의 무자비한 치안부대의 폭력 앞에서는 독재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반대투쟁을 벌이거나 시민들을 조직하여 지속적인 민주화운동을 벌일 만한 역량이 없었다.
즉 Joel Beinin교수의 평가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 민중들과 접촉하지 않고 사무실 안에 앉아 조심스
럽게 진행하는 활동으로는 민주화를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집트의 노동운동은 2011년 이전에 이미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내용도 훨씬 더 일관되게 진행되
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국적으로 연결된 리더십이나 통일된 프로그램이 부재하였고, 또
한 민주화나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고 나오지 않았다. 이점은 중산층의 사회운동과
비교되는 것이다. 그나마 노동자들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계기는 민주화를 위한
캠페인, “이제 그만”(Kifaya, "Enough"—The Egyptian Movement for Change)과 맞물리면서부터이다.
2004년에 등장한 이 사회운동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Kifaya는 거의 도시 중산층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
도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Kifaya는 2006년부터 정부로부터 탄
압, 내부 분열, 도시 중산층 및 고학력층이 아닌 사회 계층/그룹 연계를 맺지 못하는 한계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4·6 청년운동과 같은 중산층 사회운동단체들은 아랍봉기가 시작되고 나서 2011년 6월쯤에야 노
동자들이 제기한 주요한 경제적 요구를 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카미스와 아바, 마헤르 사이의
서로 다른 시각은 이집트 봉기의 진원과 그 정치적 중요성을 두고 봉기가 시작되자마자 전개된 또
다른 한편의 싸움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아랍봉기는 단순히 민주화를 그리고 시민들의 존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정의도 포함한 운동인가?
2011년 이집트의 민중봉기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2011년 1월 30일 결
성된 이집트 독립노동조합연맹(The Egypt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EFITU)이
다. 이집트 내에서 봉기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았던 당시 이미 이집트 노동자들은 무바라크정권의
끄나풀에 불과했던 이집트노총의 독점체제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이다. 이집트 독립노조연맹은 노
조/노동자 서비스 센타(CTUWS)의 거의 20년에 걸친 노력과, 2008년부터 진행된 RETA(Real Estate
Tax Authority Workers) 노동자들의 감동적이고 줄기찬 투쟁으로부터 출범하였다. RETA는 2008년,
1957년 이후 지속되어 오던 노동계와 정부와의 밀착관계를 깨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이
다.
2011년 2월 9일 이집트 독립노조연맹은 총파업을 선언했고 많은 이집트국민들이 이 총파업에 참
여했다. 조엘 베이닌(Joel Beinin)교수는 이 사실이 아마도 이집트의 군부 고위 장성들에게 무바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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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기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독립노조연맹은 단순히 정권의 얼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용 있는 민주화”를 주창한다. 2월 19일, 무바라크의 퇴진 며칠 후, 연맹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만약 이 혁명이 부의 균등한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혁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
다. 사회적 자유가 없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란 당연히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달려있다.”
여기서 빵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수사적인 것이 아니다. 이집트인의 90%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빵을 구입한다. 또한 빵은 이집트인 식단의 주요항목의 60%를 차지한다. UN기구의 한 조사에 의하
면 2010년 8월 이집트인들의 식품비는 18.5%가 올랐고 연말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
하였다. 식품비야말로 가난한 나라에서 불안정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상 캐스터인 것이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 계속된 시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2011년 7월 8일 열렸다. 한여
름의 용광로와도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했다. 이날 타히르광장 시
위에서 참가자들은 “빈곤한 자에게 먼저”(The Poor Firs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독립노조연맹이 주장
하는 주요한 이슈들을 내걸었다. 독립노조연맹은 파업을 불법화하는 법령 제34호 폐지, 어용노조 이
집트노총 해체, 그리고 신규노동조합법 채택 등을 요구하였다. Cairo의 대광장, Alexandria, Suez시
는 7월 내내 시위자들이 점령하였고, 수백만 명의 이집트시민들이 군 최고위원회(SCAF) 과도정부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민주화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막강한 SCAF의 치안대들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하였다.

3. 남한에서의 민주화담론과 신자유주의 정책도입
남한에서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핵심은 시민 개인의 자유, 공식적
인 평등, 정치적인 권리—말하자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수행하고 요구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여
성학자 메어리 디에츠(Mary Dietze)가 주장하는 대로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시민권이란 “경제 사회
분야에서 동등한 멤버쉽을 의미하고 다소간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인간은 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라는 가설에 전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불법이었던 민중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합법화”되는 것은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그 바탕으로 하기 때
문인데 즉, 그 주권행사는 디에츠의 주장대로라면 “시장체제 안에서 아무 장애물 없이 개인의 이익
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이론가인 커스티 맥클루어(Kirstie McClure) 역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치”
라는 개념과 실천의 장이 극히 협소하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의 주권행사라
는 것은 “현대 입법 국가의 제도—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제도를 막론하고—만이 정치공동체의 특권
적인 표현 및 정치적 행위의 주요한 그리고 필요적으로 특권적인 장이라는 설정”을 가정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자유민주국가가 등장할 때 동시에 “규율 메카니즘의 네트워크”의 평행적인
발전을 동행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주체형성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개인들이 자신에 대한
검열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멕클루어에 의하면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는
따라서 이 문제점, 즉 “주체와 복종 사이에 아주 긴밀한 상호관계와 상호긴장”을 근대국가의 핵심적
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민주화과정에 있어 이러한 주체와 복종 사이의 긴장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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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신자유주의 담론과 이행이 전지구를 휩쓸면서 그리고 남한정부가 시장과 노동의 유연화를 제도
화하면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발표문에서는 지면관계상 신자유주의나 남한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수가 없으나 아주 간략하게나마 1987년 이후 민주노동운동이 정치적 주체로 승인받는 과정이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가에 복종을 강요당하는 과정임을 살펴 볼 것이다. 남한의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야 남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식 시민권을 받게 되는
데 1996년, 1997년도의 구조조정(정리해고) 공세, 제반 반노조 공세 등으로 이루어진 노동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그 이후 1999년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법적인 정치행위자로서의
신분상승은 또한 동시에 그 사회의 일반적인 파트너로서 순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었다.
여러 학자들이 이미 지적하였다시피 1987년 남한의 수동혁명에서 이루어낸 민주화 과정의 바탕은
민주화, 합리성 및 자유화의 담론이다. 널리 유포된 이 담론들은 민주화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함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인 제도를 설립하는 데 바탕이 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계약적 관계
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말하자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이런 식으
로 제도화하는 것이었는데 민주노총은 국가가 예전처럼 무력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 커버린 것이었
다.
그러나 합법화된 민주노조운동은 “합법화”된 그 순간부터 자본과 국가의 요구에 응해야 했다.
1990년도에 광범위하게 남한사회에 유포되던 소위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담론은 사실 몇 명의 학자
들이 지적했다시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국가의 훈육과 자기훈련 과정을 의미한다. 1990년 민주노
총의 전신인 전노협이 창설될 때부터 국가와 자본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폭력적이고 좌파적”이라
고 비난하였고 일부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급진적”이며 한편으로는 “집단 이기주
의”라며 비난하였다. 이렇듯 안팎에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것, 즉 노동이 “참여와
성찰의 노동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노동운동의 성숙”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노동
을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담론적인 투쟁이며 이러한 위기론이 득세를 펴는 것도 또한 일정하게
국가와 자본이 노동정치를 통제하고 노동유연화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기인한다. 즉
노동운동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노동이 “자유시장 경쟁”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인정하라는 것
이다. 지난 삼대의 “민주”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는 노동이 자본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원
칙으로 경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시장 경쟁 요구는 남한사회가 1990년대말 소위 IMF
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더 요란스러워졌다. 이러한 시장경쟁을 부추기는 가장 주요한, 으뜸가는 예가
바로 노사정위원회이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원래 “사회적 파트너들끼리 부담을 공
정하게 나눔으로써 국가의 경쟁력과 결속을 고양하자”라는 목표아래 창설된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가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의 시장유연성을 진척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1998
년의 제 1차 합의에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승인하면서까지 정부가 약속한 “공공 사회
보장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공공기금 확대 및 기본노동권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참가를 결정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은 물론 다른 핵심 사안들—정리해고 과정에서의 노조 참가, 전교
조 합법화, 실업자 노조가입—에 대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자 노사정은 민주노총 측 멤버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민주노총은 결국 노사정위를 탈퇴하였다. 노중기교수의 지적대로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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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합의과정은 바로 국가가 노동을 조종하는 국가기구로서 기능하였고 민주노총은 국가가 약속
한 개혁을 실행에 옮기도록 강력히 촉구할 힘이 없었다. 즉 “국가와 자본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사
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합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민주화의 지배적 담론은 자유화의 담론으로 이항
되었으며 민주화, 자유화담론은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뒷받침하는 양 기둥이 되었다. 민주노
총이 1990년대 초에 내세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주의적 슬로건들—예를 들자면 “국민과 함께 하
는 노동운동”, “사회적 노동조합주의”—은 한편으로는 노동이 국가와 국가의 제도에 종속되는 과정,
말하자면 국가의 권위와 요구가 노동운동 내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남한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문
제들—경제적위기의 심화, 높은 실업률,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등—은 “전례 없이 강력한 방법의 통
제와 단속, 규제”를 행사하고, “능률”과 “시장경쟁”으로 개인들을 무자비하게 몰아 내세우는 자본주의
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과 아랍에서의 민중항쟁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화의 과정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횡포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동반하는 사회적 비전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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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
장 진 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사회학)

1. 들어가는 말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서 촉발되어 월가 전체의 위기를
낳고 마침내는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최근까지 심화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된 세계
금융위기는, 최근까지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받던 중국에 이르기까지 현재 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 개방도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중심
부 자본주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쉽게 큰 폭으로 요동치는 등의
불안정한 상황을 겪으며, 2008년말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당국자들을 패
닉상태에 빠뜨리곤 했다. 국내 시장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본국의 필요로 해외에 투자된 자금을 회
수하기 위해 특히 국내의 자본시장을 손쉽게 빠져나가는 와중에서 국내 시장은 큰 충격과 높은 변
동성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이전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긴밀
하게 통합되어 있고, 이와 같은 양상으로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의 통합을 가져오게 된 가까운 계
기가 1997년의 국내 외환위기라면,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배경은 금융 지구화(financial
globalization)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
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금융 지구화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전망에 대
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전개가 국내의 경제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
과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구상함에 있
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 지구화의 역사적 배
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
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금융 지구화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국내 정치경제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1990년대 초중반 국내의 금융자유화 추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1997년 국내 금융외
환위기 이후 이러한 금융 지구화의 영향이 국내 정치에서 증대하게 된 배경과 그 전개 과정, 그리
고 구체적인 결과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 지구화의 전망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며
모색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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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지구화의 역사와 동학, 그리고 민주주의
금융 지구화는 우선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각국의 통화제도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금융
시장이 전지구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과 이렇게 변화한 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중들의 눈에 자명한 사실처럼 인식되는 이러한 금융 지구화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
성된 현실적 귀결이다. 종종 지구화 혹은 세계화를 진화적이고 불가피한 자연적인 과정처럼 묘사하
는 지구화 예찬론자들의 논의가 주류 언론을 장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 지구화는 국제체제
의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금융자본에 의해 주의 깊게 고안되고 실행된 역사적 산물
로 파악된다(Helleiner, 1994). 1930년대 대공황과 이후 2차 대전을 경험하며 등장한 국제금융통화질
서라고 할 수 있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주요 헤게모니 국가들이었던 미국과 영국에
의해 합의된 ‘배태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폴라니적 의미의 자유조정시장으로 복귀하
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대로 이행함에 있어서 금융 지구화는 핵심적인 매개고리이자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Ruggie, 1998; Polanyi, 1944).
주지하다시피 브레턴우즈 체제로 상징되는 배태적 자유주의는 금-달러 본위제와 각국 통화의 미
국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대한 재량권의
상대적인 용인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국제통화체제 및 개발이슈와 무역에 있어서 국가 간에 개입하
는 국제통화기구(IMF)나 세계은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의 국제기구들과 틀 역
시 이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어쨌든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국경 간 자
유이동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하게 된 그 이전 시기의 경제사회적 혼란과 재앙을 낳은 근본 원
인으로 본 케인즈와 동시대인들의 관념을 반영한 전후의 국제적인 제도 및 체제 설계의 산물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체제 설계의 현실화에는 대공황 및 전쟁과 같은 격변기 사태와 뉴딜체제의 등장
에서 볼 수 있는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내 정치세력관계의 재편 등이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에 등장한 뉴딜 체제는 역사적인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해 미국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등 강력한 금융규제를 실행함으로써 월가의 금융자본에 대해 타격
을 입혔고, 이후 한동안 소위 루스벨트와 정부의 경제개입을 보다 용인하는 산업자본가를 주요 축으
로 한 ‘뉴딜 연합’ 세력은 월가 금융자본보다 사회적 세력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서서 전후 미국 산
업 생산의 성장 및 1945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전세계적으로 구가하
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일컬어진다(Helleiner, 1994).
하지만 미국 내 월가 금융자본은 자신들에게 족쇄를 채운 뉴딜의 규제법안들을 우회하거나 지속
적으로 이것들의 해체를 시도하였고, 또한 미국 내에 ‘뉴딜연합’에 기울었던 힘의 추 역시 서서히 월
가 금융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금융 지구화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월
가 금융자본에 의한 미국 내에서와 지구적인 차원에서 헤게모니의 확립이 현실화된 우선적인 계기
가 된 것은 먼저 미국 밖에서 국내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통화 및 금융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였던 유
로달러시장의 성장이었다. 그리고 전후부터 1960-7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일본경제의 성장과 도
전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타격,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의 거대한 전환을 상징하
며 1970년대초 ‘닉슨쇼크’로 알려진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식, 1970년대 석유위기로 인해 축적된 중
동 석유달러의 미국계 금융회사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도상국 차관 투자(소위 ‘석유달러 리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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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1979년 볼커쇼크 즉 미국 국내 금리의 급등과 이로 인해 대미차관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이
커지게 된 남미 각국의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남미의 대미 부채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증권화
프로그램 가동(‘브래디 플랜’) 및 남미의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오게 되는 IMF 등 국제기구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 적용, 이 시기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미국 내 금융규제의 대폭 완화와 거대한 초국
적 금융자본이 된 연기금의 급성장, 연기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성장과 주주행동
주의 확산 및 기업 인수합병 붐과 구조조정의 만성화(Henwood, 1998), 1986년 영국 대처 정부의
‘금융빅뱅’에 의한 대대적 금융규제 완화, 1990년대에 들어와 채무위기국에 대해 IMF와 세계은행 등
의 국제기구가 실행하게 될 보다 본격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확대 적용으로 인한 개발도상국내 빈곤의 세계화와 금융시장 개방 및 지구적 통합 확
대, 1995년 멕시코 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의 빈발 및 이후 위기국
들의 금융시장 개방 전면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글래스-스티걸 법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1999년
소위 ‘금융 현대화법’의 제정으로 상징되는 미국 월가의 국내 정치경제적 주도권 확립과 중심부 자
본주의 내부에서 금융주도적인 성장방식의 확산 및 ‘글로벌 스탠더드’로 표현되는 영미형 금융 자본
주의에 대한 선망의 확산, 같은 시기 전세계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급성장에서 보여지는 금융 지구
화의 질적 심화와 불안정 요소의 증대, 그리고 2001년 이후 미국 내 자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거
품 확대 및 2006-8년 이것의 내파,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및 유럽 재정위
기로의 전염 등이 현재까지 금융 지구화를 태동하고 현실적으로 확대시켜온 과정을 구성하는 결정
적인 계기들이자 역사적인 주요 사건들이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에 들어와 세계경제에서 자국이 갖는 위상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미
국은, 국제체제에서 헤게모니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즉 국제체제
자체를 자국의 이해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을 활용하여,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달러 본위제를 폐기하고 지폐달러 본위제 및 변동환율제를 확대시킴으로써, 미국이 강세였던 금융자
본의 활동반경을 지구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확대하고자 하였다.1) 한편에서, 바로 이것이 금융 지구
화의 주요한 동력이자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Strange, 1997). 다른 한편, 구조적인 차원에서
20세기 중후반에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국가 체제가 성숙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 사회의
노령화 과정과 병행하는 연금 재정 부담 증대는 연금의 민간자본화, 즉 공공복지 설비로서의 연금을
자본시장과 연결시킴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에 대응하려는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적 전환이
금융 지구화의 또 다른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Aglietta, 2000). 즉
금융 지구화는 중심부 복지국가가 맞이하게 된 재정위기를 지구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의 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정책적 전환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 지구화의 전개와 확산은, 중심부 자본주의 경제의 금융화라고 할 수 있는
금융팽창, 그리고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의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의 잦은 구조조정, 공동화와 위축을
결과하게 되었고, 이는 또한 이들 국가의 복지설비 미비 혹은 민영화와도 맞물려 고용불안 및 빈부
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른 한편, 중심부 자본주의 바깥의 지역에서 행사된 금융자유화
1) 이러한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를 피터 고완은 ‘달러-월가 체제’(Dollar-Wall Street Regime: DWSR)로 표현하기도
한다(Gowan, 1999). 이는 세계 경제질서의 규율에 있어서 금의 가치에 속박되지 않은 달러와 이렇게 된 국제기
축통화를 동원하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 된 사실을 지적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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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융시장 개방의 압력은, 이들 지역에서 주요한 ‘위기들’을 경과하며 현실화되었고, 이후 이들 지
역의 경제는 중심부의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일종의 ‘금융식민지’로 전락한 모습마저 보여지게 되
었다.2) 이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으로 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 금융자본이 특히 금융적으로
얼마간의 자산이 축적된 준주변부(소위 ‘이머징 마켓’)의 자본시장을 매개로 초국적 투자수익의 형태
로 이 지역에서 축적된 부를 안정적으로 이전해가는 현상이 고착되고, 이들 지역에서는 중심부 자본
주의에서보다 노동불안정, 빈부 격차의 심화나 빈곤 증대 현상이 더욱 극단화되거나 심지어 폭동과
같은 사회혼란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장진호, 2011).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가 불러오는 민주주
의의 위기이다. 남미에서 주요한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은 칠레 피노체트 정권의 경우와 같은 군사독
재 시절에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메넴 정권이 보여주듯이 군부독재 이후의 민주화
이행 시기에 심지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Dezalay and Garth, 2002). 특히 후자의 나라들에서 군부
독재 이후 새롭게 획득한 민주주의는 경제위기와 금융 지구화 과정에 더욱 긴밀히 통합되는 신자유
주의적 구조전환을 겪으면서 실질적 내용이 증발하고 선거 및 정당경쟁과 같은 형식만 강화되는 과
정,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형해화되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군주제

화’(monarchization of democracy), 즉 역사상 절대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전환되면서 군주의 힘이
상징적인 것으로 형식화되듯이, 민주주의 역시 실질적인 내용이 새로운 금융 지구화의 상황이라는
압력 하에서 형식만 남게 되는 현상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작동하는 금융 지구화의 신
자유주의적 정치는 ‘초국적 경제주의의 (반)정치’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
을 경과하면서 경제주의가 공고화되고, 정치를 명령하는 위계의 정점에는 지구화된 초국적 경제 주
체(주로 금융 자본)의 경제적 명령과 요구가 자리하게 되는 현상이다(Teivainen, 2002).
요컨대, 금융 지구화는 첫째, 20세기 후반을 지나며 국제체제에서 도전받게 된 미국의 경제적 헤
게모니를 재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소산이고 둘째,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국내에서 ‘뉴딜 연
합’에 대해 월가의 금융자본이 다시 영향력의 우위를 회복하기 세력관계 재편의 산물이며, 셋째로
다른 한편 남반구에 대해서는 중심부 금융자본이 금융적 지대(financial rent)의 수취를 확대하기 위
한 방편이자, 마지막으로 계급관계 면에서 상층 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과 대중에 대해 지배를 공고
화하고 사회적 부를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기 위한 선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재편의 핵심적 결과로 경제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빈부격차 확대, 경제적 불안정성과 위기의 증대,
그리고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 중 특히 금융 지구화에 선도적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국가들 내부의 빈부격차 확대, 노동의 불안정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Chossudovsky, 1996;
Martin and Schumann, 1997). 다른 한편 정치면에서 특히 경제전문가들이 삶의 제반 영역과 관련
된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며, 대중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
이 제약을 당하거나 형해화되는 일들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강력한 공세 및 노동의 박탈경험의 증
대와 더불어 빈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금융 지구화는 20세기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부 자본
주의 국가 중 특히 현재의 국제체제에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전략적 기획이자, 자본이 대중들에
2) 따라서 비판적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지구적 신자유주의화 혹은 금융 지구화에 있어
서 (주로 미국 바깥에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금융적 공물’(financial tribute)의 초국경적 이전을 주요한 원동력으
로 중시한다(Harv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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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헤게모니를 다시 공고화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부
상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1990년대 초중반 국내 금융자유화와 1997년 외환위기
그렇다면 과연 국내에서 금융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과정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검
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에
국내 경제가 빠져들게 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6.25 이후 최대의 국
난”이라고까지 당시 언론에서 표현된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해 십 수 년이 지난 현재 벌써 망각이
일반화된 느낌마저 있지만, 당시의 위기와 그 이후 사태의 진전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크고 깊은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여러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근본 경
험들이 되었다.
먼저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여기에서 제시된 ‘세계화’ 정책의 추진이 1997년 위기
의 전사(前史)로서 중요하다. 즉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여겨지던 경제개발협력기구
(OECO)의 한국 가입을 서둘러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미국 측이 1990-92년에 한국 정부와 양
자 협약의 형태로 추진하기 시작한 한미금융정책회의(Korea-US Financial Policy Talks)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에 적극 부응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일정 가속화 등을 포함하는 급격한
국내 금융 자유화를 향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향후 OECD 가입과정에서 미국 측의 도
움을 받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계산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과의 양자회의 결과, 한국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 자유화와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진전된 일정을 명시한 청사진을
미국 정부 측에 제공하기에 이를 정도로 국내의 금융 부문의 정책적 전환, 그리고 경제구조의 전환
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개입은 매우 양자적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형식을 갖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국내 수입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
서는 또 다른 형태, 즉 금융시장 개방의 형태로 경제적 개방 공세가 거세게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그런데 국내 금융 자유화의 요구는 미국 측의 주도에 의해서만 견인된 것은 아니었다. 국내의 경
제 관료 역시 금융 자유화에 대한 신념으로 이미 충분하게 무장되어 있었고, 이는 국내 경제 관료
및 경제학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즉 규제완화와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자유화 조치에 대한
신념의 확산과도 맞물린 결과이기도 했다(Amsden, 1994). 마치 구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사회주의
3) 이 당시 신문 지상 등 언론에서는 OECD가입과 관련하여 찬반론의 논쟁이 함께 실리곤 했는데, 당시 다소 비관
론으로 보이곤 했던 가입 반대론 진영은 주로 시민단체 소속의 전문가나 활동가였다. 이들은 OECD가입과 맞바
꾼 금융 자유화 조치 등이 향후 국내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지나
친 비관론이거나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보이기조차 했던 이들의 주장은, 이후의 위기와 사태 전개들을 현재에 와
서 상기할 때 섬뜩한 구석마저 있다. 현재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동시다발적인 양자관계의 자유무역협정이 진
행되고 이와 관련된 현재 국내의 논쟁 구도 역시 과거 OECD 가입 국면의 논쟁과 크게 차별적이지 않다는 인상
을 주어서 더 그러하다. 주로 반대 측에 선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던 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뭔가 미래를
대비하며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는 듯한’ 신자유주의적 정부 관료들의 시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대중의 눈에
통상 더 현실적으로 비춰진다.

- 194 -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ㅣ장진호

체제가 붕괴한 후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경제기구와 미국 측의
경제전문가들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 내의 경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충격 요법’ 등을 주문하기도
했던 사실과도 유사하게, 국내의 금융시장을 포함하는 경제 전반의 자유화 조치에서 국내 경제전문
가 및 관료들이 앞장서서 이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정책적인 전환 조치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일반
적인 사실이기도 했다(Bockman and Eyal. 2002; Shin and Chang, 2003).
이러한 ‘관료들의 전향’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 이에는 국내 재벌의 성장이 특히 중요하다.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수혜자이자 특히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수혜자로서 정책금융에
의해 분배된 자금을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재벌들은 1980년대를 경과하며 이제는 정
치권력에 대해서도 도전의 준비를 갖춘 경제권력으로 대두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던 초기인 1960-70년대를 ‘포괄적 발전국가 시기’로 파악하는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
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제한적 발전국가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분석도 존재한다(Kim,
1997). 즉 국가가 경제부문과 기업경영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거나 민간 경제부문을
선도하며 총지휘를 하는 일이 1960-70년대와는 달리 1980년대부터 점차 줄어들거나 어렵게 되었다
는 것이다.
특히 재벌들은 1992년 대선 국면에서 현대재벌의 총수인 정주영이 새로운 정당인 국민당을 창당
하고 제3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 영역의 권력을 넘어서 정치권력을 지향할 정
도가 되었고 그 직전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한국 사회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기
도 했다. 1993년 등장한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특정 재벌 즉 삼성이 다른 재벌보다도 정부와 더 가
까운 관계임을 시위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여주는 일들도 있었고 이 시기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신
조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벌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
는 와중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금융 자유화는 또한 중요한 의
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 재벌이 신흥 다국적 기업으로서 시장확장을 적극 전개해가는
상황과 이러한 국내 금융 자유화 조치의 주문은 맞물려 있기도 했다.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
하고 사회주의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재벌
들이 이 지역들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활발한 진출을 시도하거나 세계시장의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었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기까지 고부채 상태에 있었던 국
내 재벌의 입장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증가했던 것이다(Kim, 2000). 금융 자유화는 이렇게 국내 재벌들의 자금 조
달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
순위에 놓이기도 했다.
물론 재벌들이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만 해외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중공업 부문의 과잉중복투자가 주요 이슈가 된 것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들은 경쟁을 위해서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고 또는 이전에서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종자돈의 필요에 의해서도 외화 차입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금융 자유화 덕분으로 재벌계 제2금융권 계열사로서 김영삼 정부
시기에 들어와 우후죽순 생겨난 종합금융회사(종금사)들은, 재벌들이 외화차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마침내 1997년 국내 외환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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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금사들은 일거에 정리되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다.
또 금융 자유화 조치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 초국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차원에서 들어온 외국
자본의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1996-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일종의 전염 효과
(contagion effect)를 국내 금융시장에 가져온 것에는, 이처럼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순식간의
철수가 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하였다. 199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서 한국 정
부는 급속히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의 물결에 요동치며 급추락하는 주식시장과 급등한 환율, 이를 방
어하기 위한 외환보유고의 고갈, 해외의 대출 금융기관들에 의한 외화차입의 만기상환 연장의 거부
등의 사태에 직면하여, 마침내 IMF와 구제금융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미국 정부, 특히 미 재무
부는 IMF와 ‘공조하여’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율하였고, 애초 남미
에 처방되기 위해 구상된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및 시장개방 프로그램의 한국
내 실행을 요구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과 같이 나중에 “IMF 플러스 알파”로 알려지는 추가적인 조치를 앞장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플러스 알파”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의 성격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것인데,
이들은 IMF와 같은 외부세력에 업혀서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을 초과해서라도
노동을 공격함으로써 국내외 자본가 계급을 대리하여 이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에 앞장서기에
결코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다.
IMF 신탁 관리 체제 하에서 요구된 ‘4대 개혁’은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의 개혁 등 경제 전
반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위기가 가중되거나 전환 및 확대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조치들이 2008년 이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미국 정부 당
국들이 취한 조치들에서 보여지는 것들과는 반대로, 경제위기 시기에 오히려 경제의 돈줄을 조이는
방식 즉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IMF는 우선 금리인상과 금융기관의 정리
및 통폐합, 그리고 금융기관 건전성의 강화 조치 등을 요구했는데, 이 와중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금융기관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IMF 등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앞다퉈가며 회수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역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심지어 자금줄이 말라 흑자경영을 유지해오던 기업들마저 도
산하고 대량실직을 낳는 일이 속출하게 되었다. 알짜배기 자산들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이러한 자
금기근의 상황에서 헐값으로 판매 가능한 자산들을 주로 구입 여력이 있던 외국 자본에 대대적으로
매각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국내의 많은 부동산과 기업 등 국내 자산의 대대적인 초국적 소유
이전이 1997년 금융위기 직후의 처리과정 중에서 일어나, 현재까지 그 여파를 심각하게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다. 가령 주요 시중은행이던 제일은행의 해외매각 직후 제일은행은 기존 국내은행
들의 경영관행과 달리 국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붐을 선도하였고, 이는 이후 국내 가계부채 증대의
장기적 과정의 발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국난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와중에서 1997년말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등장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 국민 대중들은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과 이에 따른
희생을 개인의 배경이자 상징적 자산으로 한 김대중 후보에 대해 표를 던짐으로써, 대중들은 위기를
초래한 보수여당을 심판하는 동시에 이후의 위기 처리 과정에서 참여 민주주의적 절차나 자신들을
위한 정책적 조치상의 내용이 보다 더 담보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대중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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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는 반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정치적 민주
화가 IMF의 국내 경제관리 상황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의 과정에서 ‘초국적 경제주의의 정치’를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규정력에 압도됨으로써 그 민주화의 내용이 형해화되는 국제적 선례들을
국내에서도 역시 답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국내 금융위기 과정에서 초국적인 신자유
주의 지배블록과 국내 신자유주의적 관료, 재벌, 경제 및 법전문가, 신자유주의적 언론 및 지식담론
등 국내의 신자유주의 블록이 연합하여 경제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행사하며
경제자유화 조치들을 옹호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게 되는 사실과, 이처럼 어렵게 얻은 국내 민주
주의의 형해화는 무관하지 않다(장진호, 2008b; 지주형, 2011).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즉 민주화를 표방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집권한 상황에서 국내외 신
자유주의 세력들의 연합에 의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구조전환은, 국내 민중세력 특히 노동운동에 의
한 저항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집권한 정치세력이 과거 오랜 기간의 야당시절에 상대적으
로 보수정당에 비해 노동운동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위기 후 집권세력의
자유주의적 정당성은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대응과
저항을 순치하거나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추가로, 1997년 경제위기 직후 노동자들에 대한 대
량해고가 현실화되고 구조조정의 압력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민중들의 삶에 있어서 신자
유주의적 구조개혁이 가져올 직접적인 참화에 대한 일말의 의심과 저항은 ‘외국자본의 철수 가능성’
을 거론하는 여론의 압박에 의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으로 손쉽게 낙인을 찍는 일이 가능해
졌고,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체제 불온세력’이라는 낙인을 통한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반공
주의적 억압 및 배제’와 거의 맞먹는 신종의 억압적인 헤게모니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일종의 ‘경제
주의적 억압 및 배제’였던 것이다. 이 기간에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국내 언론의 담론 형성에
의해 ‘외국자본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따라서 ‘위기로부터의 경제회생이라는 공공선을 훼손하는’ 또
다른 불순세력이 되어버렸다. 초국적 경제주의의 정치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치는 이러한 방식의 억압
적이고 헤게모니적인 기제를 통해, 위기 직후 한국 사회 내에서 작동하였다.

4. 탈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자산적 개인주의와 시민사회의 금융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국내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은 매우 급속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금융자유화가 불러온 금융위기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더욱 철저한 금융 자유화가 처방책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이후의 금융
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장을 더욱 지구적 금융시장에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내 다수의 주요 시중은행 주주들은 절반 이상을 외
국인 주주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럴수록 국내 은행의 경영행태는 금융의 공공적 성격보다 수익성
을 극대화하는 시장주의적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게 되어, 최근까지 국내 거대 시중은
행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들의 그것에 비견되거나 능가하는 기록적인 수익을 보여주게 되었
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에 희생된 이들이 바로 금융노동자들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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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계급적 주체로서 이에 맞서기보다 일종의
‘자산적 개인주의’(asset individualism)라고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자산축적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신자
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맷돌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에는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부자되세요!’ 담론
의 대중화, 재테크 및 금융적 교양과 관련된 서적 및 담론의 폭증, 국내 경제 상황 진단의 주요 지
표로서 주가 지수의 중요성 부상, 초국적 자본의 소유지배 증대에 결박된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지상주의 경영전략이 가져온 과다경쟁과 금융상품 형태의 확장 등이 대중들의 일상생활을 급속히
금융화함으로써, 이러한 일상생활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적 가치가 우선시되던 시민사회를 금융
화된 사회로 급속도로 전환시켜온 점도 크게 기여하였다(Martin, 2002; 장진호, 2008a).4)
이처럼 국내에서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긍정적인 정치사회적 변화의 역동성의 기반으로 작용
해온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노동의 힘과 시민사회의 역량은, 1997년 이후 한국 경제의 지구적 금융
시장과의 통합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에서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 및 사회경제적 금융화
를 통해 개인주의적 자산투자의 에너지로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고, 다른 한편 이는 정치민주화의 참
여라는 경력을 가진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집권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및 경제개방
가속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함에 있어서 저항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대항력, 즉 대중들을 탈정치화
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자산적 개인주의, 금융화의 정치는 보수적 정
치세력의 복귀로 이어지는 길을 닦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공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적 신념에 따른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동일시보다, 주가를 올려주거나 부동산 및 주택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개인의 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어느 정치세력과도 스
스로를 동일시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대중을 재편하는 새로운 정치학이 현재 한국 정치인과 대
중의 상식이 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구조전환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금융화된 주체로 개인들을 변
형시켜온 과정은 대중들에게 내재하는 사회적 저항의 역량을 전환하여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테크놀로지의 향상에 몰두하도록 하는 한편,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화된 대중의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파편화, 분산화, 상쇄하는 정교한 정치적 과정이 되기도 한 것이다. 금융 지구
화와 국내 경제가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어 갈수록, 이제 개인은 민주주의의 확대나 혁명/개혁의 가
능성보다 주가의 급등이나 자산가격의 폭등에 더욱 흥분하게 되고, 마침내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주
의적 포위와 포섭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5. 맺음말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은 대중들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 특히 경제적 시스템의 이상적 표준에 대한 상을 재전환하도록 하는 세계사
적 압력과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 직전까지 십 여 년 간 국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4) 이와 관련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이중성이 심화되어 ‘공공적 시민사회’와 ‘욕망의 시민사회’가 서로 대립하고 공존
하는 모순이 현실로서 존재함을 지적하는 논의도 있다. 여기서 ‘욕망의 시민사회’는 개인적 성공과 자산증식을 추
구하는 삶의 공간이며,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가치의 추구보다는 기회주의 및 현실 순응주의와 연결된다(신진욱,
2010). 본문에서 언급하는 시민사회의 금융화는 바로 후자인 ‘욕망의 시민사회’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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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결부되며 강하게 이상적 경제모델의 표준으로 작용해온 영미식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호소력과 매력은 이제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리고 장기불황기의 세계 속에서, 이제 개인들
이 자산적 개인주의에 의존하여 자신의 살 길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과연 이러한 조건들은 금융화된 ‘욕망의 시민사회’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다
시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를 전면화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립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담론의 힘은 중요하지
만, 이러한 일상생활의 공공화와 공적 시민사회의 확고한 영역 재구축은 대중들이 갖는 주관적 가치
의 공적 전환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대중들이 처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을 전환해 나가는 주요 과제는, 금융 지구화의 구조적 규정력이 경제구조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의 금융화와 사사화(私事化)를 강하게 이끌어 가는 힘으로 여전히 건재하게 작동하는 한 어려운 과
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 제도와 구조들 속에서 금융 지구화의 규정력을 축소하고 금융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새롭게 민주주주의의 진지로
재구축하는 과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가령 국내 금융시장에서 초국적 자본이동에 대해 거래세를 부
과하거나, 초국적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에 크게 노출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그리고 기업 및 고용 구조조정을 만성화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주주가치론과 기업지배구조론에
대한 대안의 확산, 은행들의 민영화 추세를 막고 공공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
상주의와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자산거품의 급속 형성과 폭락의 주기로부터 대중들의 삶을 보호하
는 일 등은 대중들의 삶 속에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면서 공공적 가치를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시민
사회의 민주주의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와 문화사회 건
설이라는 심화된 민주적 과제역시 이처럼 금융화된 경제, 그리고 금융화된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에
포획된 삶으로부터 대중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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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장진호, “금융지구화와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전 창 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금융지구화(세계화)와 금융화는 20세기말 이래 향후 20-30년에 걸쳐 미국경제를 포함한 전세계경
제 뿐만 아니라 금융 중심지 선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중국, 일
본, 한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지구화와 금융화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과 영국이 현재 어떤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보면, 금융지구화가 향후 한국 경제 및 한국의 사회경제 민주주의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접적으로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무적이게도 사회학 방면에서는 장진호교수가 이 문제를 가장 심도있고 예리하게 분석⋅접근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금융지구화가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 금융지구화의 역사적 동학에서부터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등을 다루고
있다. 시의적절한 분석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하는 유익한 연구작업임에 틀림없어 보
인다.
경제학 방면에서 몇 가지 보완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논평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첫째, 금융세계화의 추진세력과 추진국가; 자유시장형 경제모델인 영미국가에서 금융세계화를 주
도적으로 추진. 이에 비해 과거 고도성장기에 금융억압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삼았던 동아시아경제나
자본시장중심의 직접적인 시장금융형보다는 예대업무를 주로 하는 상업은행 기반 간접금융시스템을
보유했던 조정형시장경제나 일본의 경우 금융세계화나 금융화에 동참하게 되는 과정을 분리해 분석
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둘째, 한국의 경우 1997년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외환⋅금융위기라는 점이 중요한데
본 분석에서는 이 측면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선별적 산업정책과 금융억압이라는 두 축으로 고도성장 압축성장을 달성해 온 우리의 발전
국가모델에서 금융자유화와 발전국가모델의 해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국내수용
과정, 정부관료의 역할, 재벌의 역할, 상업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차별적으로 살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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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듯. 미국에서의 금융화나 금융세계화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월가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
가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던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유화에 대한 국내 은행 및 비은
행 금융기관의 대응방식 등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지구화가 한국민주주의에 미치는 일련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심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듯.
주주가치⋅ 금융수익성 극대화의 맹목적인 추구,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정당화, 기업연금이든,
아니면 개인연금이나 펀드이든 개별적인 자산 수익률만을 최우선시하는 자산적 개인주의의 만연, 금
융정보 해독능력의 중요성 상승 등 경제 사회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야기된다. 이와 함께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금융관련의제가 소수의 금융엘리트와 금융자본, 그리고 금융
관료 등 금융 권력의 전유물로 왜소화될 위험성이 커진다. 그 결과 금융 관련 의제가 공론의 장에
서 자꾸 배제되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민주적 담론구조와 토론정치의
토대를 밑바닥부터 허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어둡거나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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