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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80/ 90년대 한국의 시대 정치 상황과

철학계의 추이

때로는 과학 혁명이 때로는 종교 혁명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의 형성과 변천에 크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정치·경제 상황이 사

람들의 의식과 문화 양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전반에 걸

쳐 한국에서 사상 전개 일반이 그러하였듯이 마지막 20년간의 서양 철학

수용과 한국화 과정도 다분히 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한국의 1980년대는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부조화 속에서

시작되었다. 1961년 5·16 군사 구테타를 통해 정부를 장악한 박정희(朴

正熙)는 전제군주정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통치로 정권을 유지하였지만, 그

런 통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국민을 향한 민족 자존심의

고취와 비약적 경제 발전이라는 뚜렷한 공적에 힘입은 바 컸다. 2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가진 한반도의 민중은 이 시기에 비로소 굶주림으로

부터 벗어났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 는 서민들의 체념은 우

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 는 결의로 바뀌었고, 국가 존립의 첫째 조건이자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차적 의무가 세상을 가지런히 다스려 민중의 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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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초를 구제함 [經世濟民] 곧 경제 문제 해결에 있음이 폭넓게 재인식되

었다. 경제 제도는 상당한 정도의 기획과 통제를 행사하는 정부의 개입

이 있긴 했지만 근간은 자본주의 체제로서 그것은 이북의 사회주의 체제

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의 원리를 구성 요소로 갖고, 경쟁에서는 앞서는

자와 뒤쳐지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 경쟁의 규칙이나 여건이

엄정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매우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폭이 커지는 만큼 부의 분배 격차도 커졌고, 이를 흔

히들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 貧益貧)이라 표현, 이 시기의 경제상을 평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은 부의 상대적인 격차가 점점 커

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지 가난한 자가 문자 그대로 더욱 더 가난해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바꿔 말하자면 기왕의 부자는 빠른 속도로 더

부자가 됐고, 기왕의 가난한 자는 비교적 더딘 속도로 가난을 벗어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 커졌을 지

라도 절대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

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의 외형은 세계 10 몇 위에 올랐

고, 어떤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는 세계 1·2위에 이를 만큼 커졌다. 19

년에는 국민 개인 연 평균 소득이 10, 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지하 경

규모까지를 고려할 때나 외국인들로부터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한

국인 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의 소비지출 양상으로 볼 때나 실상의

개인 소득은 이 통계상의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였

다.
이런 경제 성장과 함께 그리고 해방 후 미국 문물을 중심으로 한 서양

문화의 영향도 커 국민의 정치 의식은 상당히 민주적으로 됐지만 국가의

통치 양태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

었다. 그것은 20세기의 마지막 20년도 그 전의 20년과 마찬가지로 군부

통치의 연장 내지는 그 잔재 처리 기간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해하기가 불

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의 1980∼1992년 사이는 제2기 군부 통치기간으로 당시에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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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통성과 통치의 정당성이 계속 문제거리가 되었다. 1961년 군사 구

테타로 등장해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헌법 변경을

통해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79년 10월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되고 그 혼란기에 전두환(全斗煥) , 노태우(盧泰愚) 등 이른바 신군

부가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들 신군부는 1979년 12월 군사반란

[이른바 12·12 사건]을 일으켜 군의 통수 체계를 무너뜨리고 저항하는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확대 비상

계엄 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계기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

주 지역에서 저항하는 시민과 계엄군 사이에 유혈사태[이른바 광주 민

주화 운동 ]가 발생 200여 명의 시민이 피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1980년 5월의 광주 유혈 사태는 이전 20년간의 정치적 갈등의 집약적

표출이자 적어도 이후 20년간의 정치 발전에 족쇄 역할을 했으며, 정치인

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이 사태 이후 전두한·노태우는 연이어 정권을 장악 군부

통치를 12년 이상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군인 정치인들은 권좌를 잃은

후 민간 정부에 의해 피소 1996년 12월 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

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패역으로 군

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 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

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 ] 피고인 노태우는 피고인 전두환의

참월(僭越)하는 뜻을 시종 추수(追隨)하여 영화를 나누고 그 업(業)을

이었다. 1)

이른바 민주국가에서 전직 두 대통령이 간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전두환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거쳐 그 직을 맡긴 노

1) 조선일보 , 1996. 12. 17, 12·12 · 5·18 항소심 판결문 요지. 본 사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전두환은 무기(無期), 노태우는 17
刑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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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까지도 집권 과정에서의 정당성 문제로 사형 직전까지 가는 형

사 처벌을 받은 예는 세계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러나 이 사실은 단지 드문 예라서 여기서 언급될 만한 것이 아니다. 그

것은 당대 한국 사회의 왜곡된 가치관의 모습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

인 것이다.

인류사를 돌이켜 볼 때 인간은 자신을 이성적이게 하고자 부단히 채찍

질했음에도 번번히 감성적 욕구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고급 문화 사회와

저급 문화 사회에는 여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구별하게 해 주는데,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감성적 욕구 충족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느냐, 뻔뻔스럽게 하느냐이다. 똑같이 옳지 못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겨 가면서 하는 경우와 드러내 놓고 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갖게 하는 데는 대개 종교의 사회 통제력이 큰

몫을 한다. 고급 종교는 사회 윤리의 원천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 종교나 그를 대신할 수 있

는 윤리 규범의 힘이 약해서인지, 염치없는 짓 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적이 달성되면 수단의 정당성을 가리는 일은 문제 밖에 놓이며, 그 결과

목적을 성취한 자는 성공한 자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그 만큼 성

취를 못이룬 자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수가 빈번하다. 전두환·노

태우가 연이어 12년 이상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근원적으로는 이런 세

태 탓이라 해야 할 것이다.

60년대이래 한 세대만에 이루어낸 사회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빈·부

계층간의 괴리감을 심화시켰고 계층 의식을 고착시켜 감으로써 차츰 계급

의식마저 싹트게 했으면서도, 여전히 사회는 불안정하여 기회 는 널려

어서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목적 달성에 집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게다가 30년 넘게 지속된 민주주의의 옷을 입

은 권위주의적 군부 통치는 정권 유지를 위해 갖가지 의사(疑似) 법률적

조치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간의 적대감과 계층간의

이질감을 부추김으로써,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이성, 균형 감

을 상실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도덕적 이상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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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리적 사고도 아니고 친구 사이에 기대되는 최소한의 의리도 아니

고, 그때그때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해 관계와 원시적 지배 욕구, 그리고

이익 분배에서 성공한 과도한 성취감과 거기서 밀려난 상실감 내지는 맹

목적인 적대감이었다.
경제적 번영의 안정기에 들어선 1980년대에도 정치는 불안정했으며, 사

회 문화 양상은 매우 거칠었다. 정치의 내적 불안정은 집권자가 바뀔 때

마다 이른바 정당이 재편·신설되고, 그 정당이라는 것이 일관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해 관계

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어서 일종의 파당 내지는 붕당(朋

黨) 혹은 패거리의 성격이 강했다. 집권당 계통이나 야당 계통의 주류는

변함이 없었음에도 1980년이래 집권당은 민주정의당[전두환]→민주자유당

[노태우/ 김영삼·김종필]→신한국당[김영삼]→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 / 자

유민주연합[김종필]으로, 야당은 민한당, 신민당[김영삼·김대중] , 통일

주당[김영삼] , 평화민주당[김대중] , 민주당[김대중·이기택] , 국민당[

영] ,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 , 자유민주연합[김종필] , 한나라당 등의 간

아래 이합집산이 잦았는데, 당수(黨首)는 곧 당주(黨主)로서 대체로 당

에는 민주 가 박혔음에도 그 당 운영조차도 전혀 이 낱말의 온전한

미를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해, 전혀 민주적이 아니었으니, 그 정당

펼치는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붕당에서 당주가 당주로서 행세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유권자들의 지역 이기심과 상호 적대감을 이용한 지역 할거 능력과 정경

유착과 권력 배분을 대가로 받아들인 정치자금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바

람직스럽지 못한 정치 행태가 3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정치인들과 민주정(民主政) 의 의의와 이용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밀려

서양문물과 함께 그것을 선물로 받은 이른바 민주시민 들의 수준이 비

했고, 욕구충족 방식이 서로 맞은 탓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권자들의 염치없는 물욕(物慾)과 갈등 심리, 허위적 애향심과 집단 심리를

활용하여 그들의 정치생명력을 유지하였고,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을 앞세

워 부분적으로는 현실적 이득을 취하고, 부분적으로는 대리 만족을 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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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상황은 1993년 김영삼에 의한 군부적 정권에서 민간 정권에로

의 이행과 1998년 김대중에 의한 여야당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이래 이미 그럴듯하게 형성된 산업사회 한국에서 노동조합 운

동도 제법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을 벌였고 성과도

괄목할 만하였다. 심지어 어떤 항목, 가령 파업 중에도 노임을 지불 받고

노동조합 전임 대표자들에게도 사용자가 노임을 지불해야 하는 대목에서

는 노동자 천국 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치열

노동 운동 속에도 보편적인 노동자 의식은 찾기 어려웠다. 전국적인 선거

에서나 지방 선거에서나 노동자 및 근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정당

의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된 일이 없을 뿐 더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최대 유권자를 구성하는 신흥 공업도시에서조차도 사용자나 그의 혈족이

선량(選良)으로 당선되는 일은 있었어도 노동조합 대표가 당선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 조합 운동이 상당히 과격해졌고 단

체 행동도 빈번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익을 위한 것이었지 노동자 계급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많이

있었어도 아직 노동자 계급은 없었던 것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거니와 1980년대 정치 흐름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1980년 5월 계엄군과 시민·학생들의 충돌에서 야기된

유혈 사태였다. 이 사건은 당시의 사회적 갈등을 집약적으로 노정 하였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의 폭압에 대한 민주시민의 저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19년 군부 통치 그것은 결국 영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영남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에 대한 못 가진 자의 몸부림이었다. 또 하나 여기

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국을

초래한 신군부 그 역시 전두환을 필두로 한 영남 출신 세력 를 미국

이 비호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1980년 5월 사건 이후 전국의 학생·시

민들 사이에 반미(反美) 감정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1979년 10월 18년여의 강권 통치자가 현직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된

후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민주정치의 질서를 기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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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사건 이후 이 기대의 좌절과 함께 확인된 것은 시민들의

무기력과 정치적 무능뿐이었다. 다수의 시민들은 1980년 5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대의 시민 유혈 사태를 야기한 두 장본인 장군 전두환과

노태우를 그들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들 주위를 맴도는 직업 정치

인들을 지원·지지했으며, 많은 지식인들은 그들의 통치를 돕고 대가

로 주는 힘이나마 나눠 갖기 위해 지혜를 뽐냈고, 많은 경제인들은 그

들과의 뒷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확대해 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이

옳은 일인가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리(有利)한가를 먼저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정치·경제 구조는 더욱 왜곡되어 갔다. 영남 대 호

남의 지역 대결 감정, 호남 대 비호남의 지역 대결 감정, 영남·호

남·충청 지역의 대결 의식, 심지어는 북부 영남 대 남부 영남의 지역

대결 의식이 전국의 정치 상황을 결정하는 제일의 요건이 되고 말았

다. 근면과 성실, 장기 투자에 의한 기술 개발보다는 정략적 정책 결

정, 뒷거래에 의한 갑작스런 부(富)의 향유가 늘었으므로, 밀어닥친

부를 주체치 못하는 사람·형편이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를 본뜨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향락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가난이 마음을 여유롭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부가 반드

시 사람의 영혼까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가 갑작스러운

것이거나 상응하는 노고 없이 획득되었을 때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정

통성에 자신이 없는 정부는 경제적 성공을 사실 이상으로 부풀려 선전했

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장 속도를 지속하려 꾀했으며, 경제적

부를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과시적 소비를 부추겼다. 그리고 일반 시민

들은 그에 맞춰 5, 000년 가난을 일시에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 신체적 욕

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그리고 그것을 남보란 듯이 쓰느냐에 온 관심을 기우렸고, 그

정에서 자연 사람들의 궁리 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

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 철학계 또한 큰 영향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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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징표는 사회철학도 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한국 철

학은 가히 사회철학의 시대 라 할 만했는데, 그 사회철학 이라는 것

은 마르크스주의 내지는 좌파적 사회철학을 뜻했다. 그러니까 사회철

학 이란 사회·국가의 유래, 그것의 구성원리 내지는 운영 원리를 탐

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라기보다는 이 분야 철학의 한 유파인 사회주

의 철학 과 거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다. 이 사회철학 은 일제시대

에 민족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젖어들었던 사회주의의

전통을 잇는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이 야기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람다울 권

리를 대변한다는 뜻도 담고 있었다. 또한 동시에 이 사회철학 은

1945년 이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영향력

행사는 제국주의적 행태이고, 당시 한국의 정치·경제의 지배 세력은

미국과 결탁해 자본 의 논리에 따라 서민을 수탈하고, 한민족의 통일

을 암암리에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반미·반정부적 운동의 성격을 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철학도들 상당수는 대단한 민주주의

자 임을 자처하면서도,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이북의 정부나, 소

비에트연방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민족 화해니 민족 통일

여건 조성이니 제국주의의 대안(代案)이니 등의 명목 아래 우호적이거

나 관대하였다.

당시의 이와 같은 사회철학도 의 행태는 그들의 이론적 성찰과 실천

모색의 결과이기도 했겠지만, 적(敵)의 적은 동지라는 원초적인 편가르기

심리에 지배받은 측면이 없지 않았다.
1980년대 사회철학의 융성은 대학의 학사 졸업논문, 석사·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나 소재 선택에서 그 몫이 철학의 여타 분야를 압도하는 것

에서부터 관련 교과목의 확대 편성, 수강자 폭증의 현상으로 나타났으

며, 1970년 하반기부터 영미철학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뚜렷한 퇴조 기

미를 보이던 독일 이상주의 철학의 재부상을 가져왔다. 이 후자의 현상

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독일 이상주의 철학은 당시의 사회주의 사회철

학의 최대의 비판 대상으로, 사회철학도들은 비판의 대상을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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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그리고 어떤 배경 아래서 마르크스의 철학이 형성되었던가를 이

해하기 위해서 독일 이상주의 특히 헤겔철학을 탐구하였고, 독일 이상주

의 연구가들은 이미 큰 세력으로 자란 영미철학도들로부터의 비판과 새

로이 부딪쳐 오는 사회주의적 신비판 세력을 의식해서 더욱 더 연구에

매진한 탓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음의 철학 논저 주제

별 추이 통계표2 )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2 ) ① 국회도서관이 매년 발간하는 收書目錄 과 대한민국 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
총목록 그리고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을 근간으로,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매년
발간하는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 및 학술원이 발간한 學術總覽 11집[철학
I ] (1976 ), 學術總覽 37집[철학 I I ] (1987)과 ③ 기타 여러 철학회의 각종 논
및 각 대학 철학과·철학 관련 연구소 발간 학술지[ 철학 1930년대 철학연구회
신흥 일제시대 경성대학 졸업생들의 학술지; 철학 1-45 한국철학회; 철학연

구 1-37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54 대한철학회(舊 한국칸트학회, 한국철학
연구회) ; 철학논총 1-9 영남철학회; 동서철학연구 1-8, 10- 11 한국동서철
연구회; 범한철학 1-6, 8-9 범한철학회; 서양고전학연구 1- 10 한국서양고전
학회; 시대와 철학 1- 1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과 현실 창간호-95년겨울
호 철학과 현실사; 과학과 철학 1-6 과학철학연구회; 철학논구 1-23 서울대
동국사상 1-26 동국대; 외대철학 1 한국외국어대; 철학논고 1-2 성균관대
철학논집 1-7 경남대; 철학논집 1-3 서강대; 철학논집 1-2 한양대; 철

연구 1- 14 고려대; 철학탐구 1- 10 중앙대; 철학회지 1- 18 영남대; 철학회
지 중앙대; 현대사상연구 1-5 효성여대 등] 자료를 참고하여 1915년부터
1995년까지 간행된 서양 철학 관련 문헌(단행본, 논문)을 분류 정리해 서양철
수용 1세기 논저 전체 통계표[표 I I ]로 만든 후, 이 가운데서 1981∼1995년간
발간된 독일철학 관련 논저만을 추려 다시 3년 단위로 논저의 주제 추이를 표[표
I - 1∼표 I -7]로 작성한 것임. 단, 서울대학교 철학과 관련 자료는 학과 사무실
계를 활용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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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 1> 전국 대학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주제별 추이표(1981-95)

연도
주제 81- 83 84-86 87-89 90-92 93-95 계

전체 자료수 16 16 46 68 91 237
칸트 3 4 7 12 7 33
피히테 0
셸링 0
헤겔 2 5 5 5 17
포이에르바하 1 1

독일이상주의 소계 5(31. 3 ) 4(25. 0 ) 13(28. 3 ) 17(25. 0 ) 12( 13. 2 ) 51(21. 5 )
마르크스 1 3 5 9
레닌 1 1
루카치 1 1 2
그람시 0
알뛰세 1 1
서구마르크스주의일반 0
동구마르크스주의일반 0
소련마르크스주의일반 0
기타마르크스주의일반 3 3
기타 사회주의 일반 0
프랑크푸르트학파일반 1 1
아도르노 0
마르쿠제 0
프롬 0
하버마스 3 3
아펠 1 1
마르크시즘/ 사회철학 소계 1(6. 3 ) 0(0. 0 ) 0(0. 0 ) 4(5. 9 ) 16( 17. 6 ) 21(8. 9 )

딜타이 0
가다머 1 3 4
해석학 일반 2 2
키에르케고르 1 1
쇼펜하우어 2 2
니체 1 1 2
하이데거 1 6 4 5 16
셸러 2 2
사르트르 0
실존주의 일반 2 2
후설 1 2 5 4 12
현상학 일반 2 2
카시러 0
하르트만 2 1 3

기타 소계 1 3 14 9 21 48
누 계 7 7 27 30 4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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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2> 전국 대학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주제별 추이표(1981-95)

연도
주제

81-83 84-86 87-89 90-92 93-95 계

전체 자료수 144 240 273 190 273 1120
칸트 21 30 29 9 25 114
피히테 1 1
셸링 1 3 1 5
헤겔 23 32 33 18 21 127
포이에르바하 2 1 3

독일이상주의 소계 45(31. 3 ) 66(27. 5 ) 64(23. 4 ) 29( 15. 3 ) 46( 16. 9 ) 250(22. 3 )
마르크스 3 20 16 14 53
레닌 3 1 4
루카치 4 1 4 2 11
그람시 1 1 2 4
알뛰세 2 6 8
서구마르크스주의일반 2 2
동구마르크스주의일반 0
소련마르크스주의일반 0
기타마르크스주의일반 2 1 3
기타 사회주의 일반 1 1 1 1 4
프랑크푸르트학파일반 1 1
아도르노 3 1 4
마르쿠제 5 1 1 7
프롬 1 1
하버마스 1 3 7 1 7 19
아펠 0
마르크시즘/ 사회철학 소계 3(2. 1 ) 19( 7. 9 ) 38( 13. 9 ) 27( 14. 2 ) 34( 12. 5 ) 121(10. 8 )

딜타이 5 2 1 1 9
가다머 2 1 1 2 3 9
해석학 일반 2 3 4 7 4 20
키에르케고르 3 1 2 3 3 12
쇼펜하우어 0
니체 3 2 5 4 10 24
하이데거 6 8 20 9 18 61
셸러 2 2 1 1 6
사르트르 2 1 2 1 6
실존주의 일반 1 1 2 4
후설 9 14 8 6 8 45
현상학 일반 2 2 3 7
카시러 1 3 1 5
하르트만 3 2 4 5 3 17

기타 소계 34 42 54 38 57 225
누 계 82 127 156 94 137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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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3>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주제별 추이표(1981-95)

연도
주제 81-83 84-86 87- 89 90-92 93-95 계

전체 자료수 2 1 5 6 20 34
칸트 0
피히테 0
셸링 0
헤겔 0
포이에르바하 1 1 2

독일이상주의 소계 0(0. 0 ) 0(0. 0 ) 1(20. 0 ) 1( 16 . 7 ) 0(0. 0 ) 2(5. 8 )
마르크스 2 1 3
레닌 0
루카치 1 1
그람시 0
알뛰세 1 1
서구마르크스주의일반 1 1
동구마르크스주의일반 0
소련마르크스주의일반 0
기타마르크스주의일반 1 1
기타 사회주의 일반 0
프랑크푸르트학파일반 0
아도르노 0
마르쿠제 0
프롬 0
하버마스 3 3
아펠 0 0
마르크시즘/ 사회철학 소계 0(0. 0 ) 0(0. 0 ) 0(0. 0 ) 2(33 . 3 ) 8(40. 0 ) 10(29. 4 )

딜타이 0
가다머 1 1
해석학 일반 1 1
키에르케고르 0
쇼펜하우어 0
니체 0
하이데거 1 2 3
셸러 0
사르트르 0
실존주의 일반 1 1
후설 0
현상학 일반 1 1 2
카시러 0
하르트만 0

기타 소계 0 1 0 2 5 8
누 계 0 1 1 5 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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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4>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주제별 추이표(1981-95)

연도
주제 81-83 84-86 87-89 90-92 93-95 계

전체 자료수 29 26 44 34 25 158
칸트 1 1 5 2 9
피히테 1 1
셸링 0
헤겔 8 7 7 3 25
포이에르바하 2 2

독일이상주의 소계 9(31. 0 ) 9(34. 6 ) 9 (20. 5 ) 8(23. 5 ) 2(8 . 0 ) 37(23. 4 )
마르크스 1 4 2 7
레닌 0
루카치 1 1
그람시 0
알뛰세 1 1
서구마르크스주의일반 0
동구마르크스주의일반 1 1
소련마르크스주의일반 1 1
기타마르크스주의일반 5 1 6
기타 사회주의 일반 0
프랑크푸르트학파일반 0
아도르노 0
마르쿠제 0
프롬 0
하버마스 1 1 3 1 6
아펠 0
마르크시즘/ 사회철학 소계 1(3. 4 ) 2(7. 7 ) 13(29. 5 ) 5( 14. 7 ) 2(8 . 0 ) 23( 14. 6 )

딜타이 1 1 2
가다머 1 1 2
해석학 일반 0
키에르케고르 0
쇼펜하우어 0
니체 1 1 2
하이데거 4 1 3 3 11
셸러 1 1
사르트르 0
실존주의 일반 0
후설 4 3 2 2 2 13
현상학 일반 1 1
카시러 0
하르트만 0

기타 소계 11 6 7 5 3 32
누 계 21 17 29 18 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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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5>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사학위논문 주제별 추이표(1981-95)

연도
주제 81-83 84-86 87-89 90-92 93-95 계

전체 자료수 57 50 83 76 71 337
칸트 3 6 12 2 7 30
피히테 0
셸링 0
헤겔 20 7 4 5 1 37
포이에르바하 1 1 2

독일이상주의 소계 23(40. 4 ) 13(26. 0 ) 17(20. 5 ) 8( 10. 5 ) 8( 11. 3 ) 69(20. 5 )
마르크스 11 15 6 32
레닌 2 2
루카치 1 1
그람시 0
알뛰세 1 1
서구마르크스주의일반 0
동구마르크스주의일반 1 1
소련마르크스주의일반 1 1
기타마르크스주의일반 0
기타 사회주의 일반 1 1 2
프랑크푸르트학파일반 1 1
아도르노 0
마르쿠제 2 1 1 4
프롬 0
하버마스 1 5 2 4 12
아펠 0
마르크시즘/ 사회철학 소계 3(5. 3 ) 6( 12. 0 ) 15( 18. 1) 21(27. 6 ) 12( 16. 9 ) 57( 16. 9 )

딜타이 2 1 1 4
가다머 0
해석학 일반 1 1
키에르케고르 1 1 1 3
쇼펜하우어 0
니체 2 1 3
하이데거 1 2 2 2 7
셸러 0
사르트르 1 1
실존주의 일반 0
후설 4 3 1 8
현상학 일반 2 2
카시러 0
하르트만 1 1

기타 소계 11 9 6 4 0 30
누 계 37 28 38 33 2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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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6> 철학 단행본 주제별 추이표(1981-95)

연도
주제

81-83 84-86 87-89 90-92 93-95 계

전체 자료수 209 209 204 100 189 911
칸트 7 6 6 5 1 25
피히테 1 1
셸링 1 1
헤겔 3 13 10 2 3 31
포이에르바하 1 1 3 1 6

독일이상주의 소계 11(5. 3 ) 21( 10. 0 ) 20(9. 8 ) 8(8. 0 ) 4(2 . 1) 64(7. 0 )
마르크스 8 2 12 3 25
레닌 1 2 3
루카치 1 1 1 3
그람시 0
알뛰세 0
서구마르크스주의일반 1 1
동구마르크스주의일반 1 1
소련마르크스주의일반 2 2 6 10
기타마르크스주의일반 3 2 5 8 18
기타 사회주의 일반 3 1 1 5
프랑크푸르트학파일반 2 2
아도르노 2 2
마르쿠제 2 1 1 4
프롬 3 3
하버마스 1 1 2 4
아펠 0
마르크시즘/ 사회철학 소계 24( 11. 5 ) 7(3 . 3 ) 23( 11. 3 ) 19( 19. 0 ) 8(4 . 2 ) 81(8. 9 )

딜타이 0
가다머 1 1
해석학 일반 1 1 2 2 3 9
키에르케고르 6 3 2 1 12
쇼펜하우어 2 1 1 4
니체 8 8 9 3 2 30
하이데거 2 3 4 3 12
셸러 0
사르트르 2 3 1 1 7
실존주의 일반 3 2 4 2 11
후설 1 1 4 2 3 11
현상학 일반 3 4 4 3 14
카시러 2 2 1 5
하르트만 1 2 3 6

기타 소계 28 29 33 13 19 122
누 계 63 57 76 40 3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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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7> 철학 일반(비학위) 논문 주제별 추이표(1981-95)

연도
주제

81- 83 84-86 87-89 90- 92 93-95 계

전체 자료수 360 491 524 627 340 2342
칸트 33 57 63 46 35 234
피히테 1 1 1 3
셸링 2 4 2 8
헤겔 25 33 28 32 13 131
포이에르바하 1 3 5 9

독일이상주의 소계 58( 16. 1) 92( 18. 7 ) 96( 18. 3 ) 88( 14. 0 ) 51( 15. 0 ) 385( 16.4 )
마르크스 13 17 19 38 11 98
레닌 3 1 4
루카치 3 4 1 8
그람시 1 1
알뛰세 3 6 2 11
서구마르크스주의일반 1 1 1 3
동구마르크스주의일반 0
소련마르크스주의일반 1 3 1 5
기타마르크스주의일반 4 2 5 13 7 31
기타 사회주의 일반 4 1 6 7 4 22
프랑크푸르트학파일반 2 3 3 2 4 14
아도르노 2 2
마르쿠제 1 2 3
프롬 1 1
하버마스 2 5 6 8 4 25
아펠 1 2 3

마르크시즘/ 사회철학 소계 32(8. 9 ) 33(6. 7 ) 46(8. 8 ) 84( 13. 4 ) 36( 10. 6 ) 231(9. 9 )
딜타이 1 3 4
가다머 3 3 2 3 11
해석학 일반 4 12 13 15 4 48
키에르케고르 3 3 9 3 18
쇼펜하우어 1 2 3
니체 5 12 7 13 5 42
하이데거 11 20 20 8 14 73
셸러 1 3 5 1 10
사르트르 3 8 2 3 16
실존주의 일반 4 4 1 2 11
후설 13 11 16 22 5 67
현상학 일반 9 8 6 6 8 37
카시러 1 1
하르트만 2 5 10 2 19

기타 소계 54 88 84 90 44 360
누 계 144 213 226 262 131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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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1980/ 90년대)

<표 I I> 서양철학 관련 전체 논저 대상 철학자·사조별 분류(1915- 1995)

연도
주제

1915- 45 1946- 59 1960- 79 1980-95 소계

밀레토스학파 0 0 0 4
헤라클레이토스 1 0 2 8

파르메니데스, 엘레아 0 0 1 10
제논 0 0 0 5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0 0 1 5
기타 고대 희랍 초기 0 1 2 6

소피스트 0 0 3 17
소크라테스 1 0 11 19

플라톤 1 5 68 178
아리스토텔레스 1 1 37 93

스토아 0 0 3 19
에피쿠로스 0 0 2 2
플로티누스 0 0 1 6

기타 고대희랍후기/ 로마 0 0 2 4
기타 고대 일반 0 2 7 26

소계 4 9 130 402 545
아우구스티누스 0 0 5 11
토마스 아퀴나스 1 0 6 32

중세 일반 0 3 6 19
소계 1 3 17 62 83

몽테뉴 0 0 5 2
데카르트 0 0 18 32
파스칼 0 0 19 15

스피노자 3 0 11 12
라이프니츠 0 0 3 10

홉스 0 0 4 13
로크 0 0 5 17

버클리 0 0 1 7
흄 0 0 5 22

루소 0 0 1 7
기타 계몽주의 4 3 2 6
기타 근대일반 1 0 6 43

소계 8 3 101 186 298
칸트 8 14 158 411
헤겔 8 15 100 323

피히테 0 0 1 4
셸링 1 0 1 13

기타 독일이상주의 일반 0 0 3 9
포이에르바하 2 0 1 19

소계 19 29 264 781 1,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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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제 1915- 45 1946- 59 1960- 79 1980-95 소계

벤담 0 0 2 4
밀 0 1 5 10

기타 공리주의 3 0 5 7
기타 19세기 일반 0 0 2 6

쇼펜하우어 1 0 13 19
키에르게고르 0 3 44 43

니체 3 6 47 102
딜타이 0 0 8 17

신칸트학파 1 2 1 2
소계 8 12 127 210 357

현상학 일반 0 0 13 52
후설 1 1 34 138

하이데거 2 7 100 168
야스퍼스 1 3 35 59
사르뜨르 0 6 11 31
마르셀 0 0 5 2

철학적 인간학 0 1 10 31
셸러 0 1 8 16
겔렌 0 0 1 3

카시러 0 0 5 10
하르트만 0 6 21 47
해석학 0 0 6 81
가다머 0 0 1 18
아펠 0 0 0 3

기타 현대 독일 2 5 1 8
소계 6 33 290 657 986

실용주의 일반 1 3 9 12
퍼스 0 0 4 4

제임스 0 1 9 6
듀이 0 5 30 51

하이트헤드 0 5 12 28
기타 미국철학 0 8 10 26

프레게 0 0 2 14
러셀 1 5 25 34
무어 0 2 8 9

비트겐슈타인 0 0 15 97
논리실증주의 일반 0 4 13 18

카르납 0 0 2 4
콰인 0 0 1 19

크립키 0 0 0 10
퍼트남 0 0 0 15

데이빗슨 0 0 0 18
로티 0 0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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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제

1915- 45 1946- 59 1960- 79 1980-95 소계

괴델 0 0 1 5
타르스키 0 0 0 2

포퍼 0 0 5 41
라카토스 0 0 0 4

쿤 0 0 1 12
파이어아벤트 0 0 2 6
메타윤리학 0 2 17 20

모리스 0 0 2 2
헴펠 0 0 0 7

일상언어학파 0 0 3 6
라일 0 0 0 3
헤어 0 0 2 13

사회윤리학 0 0 0 13
롤즈 0 0 2 39
노직 0 0 0 8

기타 분석철학 1 15 60 246
소계 3 40 229 800 1, 072

베르그손 2 2 8 46
샤르댕 0 0 9 0

레비나스 0 0 0 3
메를로-뽕띠 0 0 1 16

바슐라르 0 0 0 5
리꾀르 0 0 1 3

구조주의 0 0 2 13
푸코 0 0 0 14

후기 구조주의 0 0 1 22
데리다 0 0 0 8
들뢰즈 0 0 0 0

리오따르 0 0 0 3
기타 현대 프랑스 철학 0 0 4 21

소계 2 2 27 154 185
크로체 0 0 1 3

오나무노 0 0 3 0
오르테가 0 0 3 9

소계 0 0 7 12 19
마르크스 4 2 14 193
엥겔스 0 1 0 8

동구마르크스주의 일반 0 0 3 20
레닌 2 4 1 14

스탈린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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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제

1915- 45 1946- 59 1960- 79 1980-95 소계

로자 룩셈부르크 0 0 0 2
블로흐 0 0 0 8
루카치 0 0 0 20

아담 샤프 0 0 0 3
서구마르크스주의 일반 0 0 0 10

그람시 0 0 0 3
알뛰세 0 0 0 14

프랑크푸르트학파 일반 0 0 1 23
호르크하이머 0 0 0 0

아도르노 0 0 0 5
마르쿠제 0 0 7 17

프롬 0 0 11 7
하버마스 0 0 1 49

기타 마르크스주의 일반 19 0 1 51
기타 사회주의 일반 6 0 0 29

소계 31 20 54 479 584
기타 86 136 495 1, 307 2, 024

총 계 168 287 1, 741 5, 050 7, 246

이 시기 사회철학의 열풍 그것은 분명히 열풍(熱風)이었다 은 출

판·독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른바 이념서적 들이 거침없이 번역·

편역·저술 출간되었고, 그것이 다수 학생운동 단체의 학습 교재로서

용되기도 했는데, 그 질에 비해 보급된 물량이 너무 많았던 탓에 그것의

나쁜 영향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 이 시기 특히 대학가

에 사회철학이 풍미하는 데 기여했던 것은, 1981년 5공화국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교육열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의 수와 학생수를 대폭 늘렸

고, 대학의 철학과만 하더라도 20여 개이던 것이 몇 해 사이에 40여 개로

배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신설 학교나 학생이 증가된 모든 대학들은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철학 교수들을 충원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갓 박사과

정을 수료한 사람들로 사회철학적 정조(情操)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회철학 운동도 그것은 분명히 외세의 영향력에 대한 강

한 반발심을 보이고 민족 자존심 회복을 주창했건만 세계사의 흐름과

주변국의 변화에 그 함성이 차츰 묻히고 말았다. 이 사회철학 운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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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사회주의 기조 위의 독자 노선, 소련과 중국에서 가시적으로 나타

난 어느 정도의 현실 사회주의의 성과에서 힘을 얻고 있었는데, 1985년

부터는 그 기반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말았던 것이다.

1985년 초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벽

에 부딪힌 소련 사회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Per es t r oi ka ) 곧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방 정책을 폈다. 그러

그것은 지체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몰고 왔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은, 경색되어 있는 정치·경제 체제를 개편하여

소련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경제면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 요소와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침체되어 있는

생산과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치면에서는 집권 공산당을 개혁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과 집권 공산당이 상호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이

루자는 것이 그 기본 의도였다. 이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르바

초프는 동시에 글라스노스트 (Gl asnost ) 운동을 폈는데, 그것은 각 개

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하게 하여 자발성과 창의성을 고취시킴으로써 오

랫동안 경직된 통제체제 아래서 가라 앉은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로

부터 사회개혁의 원동력을 찾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련의 사

회 개혁 개편 정책은 이내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위기를 더 빨리 맞

게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시켜 왔던 기초는, 구성원들

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 충족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엇보다도 더 적

하다는 신념에 있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보편적인 물질적 필요 충족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유보되고 사회를 개인에 앞세

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사회주의

체제로써는 더 이상 사회 구성원의 필요 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없다

것을 고백한 것이고, 또 실상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적인 수

준은 서방 시장 경제체제 국가들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념은 급속히 약화되었

고, 소련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통솔력을 잃게 되었으며, 소비

트 연방 자체마저 와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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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91년 사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은 붕괴되었고,

그들의 대외정책도 모두 바뀌어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1992년 중국

까지 우리나라는 종전의 거의 모든 적성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기에 이

르렀다. 이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누적된 갈등 요소들을 사회주의적 사

회운영 원리에 의하여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철학 운동이 큰 반향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쯤해서 사회주의적 사회철학에 여전히 열의

를 가지고 있었던, 1980년대에 대학생 시절을 맞이했던 젊은 사회철학도

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회철학 연구 모임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한

국철학사상연구회 를 구성(1989. 4)하고, 회지 시대와 철학 을 창간

(1990. 6 ), 기존 철학자들의 모임과 성격에 맞섰다. 그들은 한국 사회

현실을 통찰하는 자생적 한국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펴는

한편, 기존의 한국철학회 나 그 기관지 철학 또는 철학연구회 나 그

기관지 철학연구 등의 학문적 작업과 운동 방향에 이의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더 많은 사람들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보

면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너무 크다는 점을 반

성하는 대신에,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겨 개개인의 부(富)를 증대케 하고

그 결과 전체 사회의 재화가 풍부해지는 방략(方略)에 귀를 기울였다.

래서 1980년대 끝무렵부터는 미국식 사회철학이 부상했으며, 아직도 사회

주의적 사회철학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서구식 혹은 이른바 개량된 사

회주의 철학을 들고 나왔다.

정열이 앞서면 사리분별력이 흐려진다던가. 한국에서 사회철학 연구의

일차적 대상은 서유럽도 동유럽도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건만, 그리고 저

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앞세우면서도, 마치 새로운 발명품인양 내세우는

이론은 외제(外製)였으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도 그러했듯이

20세기 마지막까지도 한국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서양철학의 중개상(仲介

商)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철학의 열풍 속에서도, 그리고 그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더욱

뚜렷이, 독일철학의 큰 봉우리들도 조금씩 더욱 전문적인 등반객들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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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는데, 그것은 198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독일 유학생들의 귀국

에 힘입은 바 컸다. — 그러니까 일제 점령기나 그 직후의 한국에서의

독일철학의 위세가 상당 부분 일제와 독일과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미국 문화의 영향권에 편입된 지 이미 오래인 1980년대 이

후에도 한국철학계에서 독일철학이 쇠퇴하지 않은 것은 독일의 대 한국

학생 장학금 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다. — 그들은 각각 학회를 구성할

만큼 수도 늘고 열의도 커져, 이미 1970년대에 결성된 한국현상학

회 (1976 ) 외에 차례로 한국헤겔학회 (1987), 한국칸트학회 (1990), 한

국하이데거학회 (1992), 한국니체학회 , 사회와 철학연구회 (1993),

한국해석학회 (1994) 등을 설립 나름대로 개인연구와 사회활동의 심화

를 꾀하였다.

Ⅱ. 1980/ 90년대 독일 철학의 수용과 전개

1. 사회철학 분야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북 정권이 제국주의=자본주의 타도를

명분으로 이남 정부를 노리듯이 역대 정권은 이북 정권의 부당성과 괴

뢰성을 천명하면서 반공(反共)을 국시(國是)의 제일 로 내세웠다. 그것

공산주의·사회주의적 정치운동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한 이론적 연구조차

도 금지하는 조치를 수반하였는데, 그 결과 공산주의·사회주의 연구는

매우 은밀하게 간헐적으로 진행됐을 뿐이고, 반면에 그에 대한 비판은 공

공연하게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실태로 나타났다. 그러던 것이 198
년대 초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미 현실적으로 이북 사

회주의 내지는 김일성주의에 대하여 이남의 사회·경제 체제의 우월성이

확인됐다는 자신감에 의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이론적 연구가 허용되

었다. 국내외적 정치 상황과 이 획기적인 조치가 사회주의 사회철학의 풍

미를 일으키는 데 일조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그런 영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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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학회의 논제에서도 나타났다.

6·25 전란 직후 1953년 10월 1일에 창립된 한국철학회 는 철학자들

모임 가운데 최초의 것은 아니나, 창립 이후 그 활동의 수준과 규모의

면에서 명실상부 한국의 철학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만하다. 1997년
말 기준 1, 000명을 헤아리는 회원 수, 그리고 전국적인 고른 분포의 면

에서도 최대의 철학자 모임인 한국철학회 는 산하에 20여 개의 분야별

소학회 조직을 또한 가지고 있는데, 회원의 연령층이 두텁고 회원 간의

유대감이 느슨하다보니 단체 행동은 다소 느리고 소학회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학회의 기관지 철학 은 1955년 창간되어

57년에 제2집이 발간된 후 10년 넘게 단절되었다가 1969년에 비로소 제

3집이 속간되었다. 그후 매년 발간되다 1995년 가을 호(제44집)부터는

계간으로 발간될 만큼 면모를 갖추었다. 제1집부터 제50집(1997년 봄

호)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철학 논문만 총 447편이 실려 있는데, 그 가

운데 1979년(제13집)까지가 70편, 1980년(제14집)이후가 377편으로,

1980/ 90년대에 와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독일철학 분

야는 1979년까지 19(/ 70 )편, 그 이후 86( / 377)편, 그러니까 총

105( / 447)편으로 칸트관련 4 + 27편, 헤겔 관련 7 + 10편, 현상학·실

존철학·해석학 관련 6 + 28편, 기타 2 + 2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창간호부터 1981년까지 마르크스나 좌파적 사회철학관련 논문은 한 편도

없다가 1982년 이후에 비로소 등장 그후 19편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다. 3 )

1963년에 창립되었고, 회원도 경인지역에 몰려 있는 편이나 역시 전

국 규모의 철학연구회 는 젊은 만큼 한국철학회 보다는 진보적인 철학

운동을 모색해 왔고, 시대 흐름에 맞춰 사회철학에 대한 관심도 깊이 있

게 표명했다. 1988년 가을에는 한국에서의 맑시즘 수용 이라는 주제

아래, 일제하, 해방직후의 맑시즘 수용 신남철을 중심으로 (김재

현), 쁘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로서의 비판이론의 한국적 수용 (문현

병), 현실변혁과 변증법 루카치 수용의 의미에 대한 검토 (설헌

3 ) 한국철학회 편, 철학 제50집(1997 봄), 부록: 철학 수록 논문 총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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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의 논고가 발표되고 토론에 부쳐졌으며, 곁들여 좌파 사회철학의

국내 연구 목록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4 ) 이어서 1989년 여름에는 같은

규모의 학술 대회를 다시 열고 대주제 주체 사상의 철학적 조명 아래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주체 사상의 이해( I ) (최종욱), 원리 체계에

서 본 주체 사상의 철학적·정치적 문제 (유초하), 80년대 사회변혁

운동과 주체 사상 (김재기) 등의 논고가 발표되고, 이북에서 발간된 위

대한 주체사상 총서 에서부터 팜프렛, 관련 2차 문헌까지를 상세히 소개

하였다. 5 )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사회철학도들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던 한국의 사회 변혁 운동 과정에서 이북의 지도 이념 김일성주

의인 주체 사상 이 상당 부분 수용되었음을 주저없이 언명하고 있다. 6 )

기성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일반 사회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이북

체제의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을 이남의 80년대 사회 변혁 운동의 성

장·발전과 연결시켜 바라 보아야만 한다 7 )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었

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놀랄 만큼 변했고, 철학계도 크게 그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논고는 우리의 사회철학의 빈곤을 지적

하면서 우리 사회 변혁 운동의 이론틀 형성에서 주체 사상에서 배울 것

이 많다고까지 주장한다.

수십년 동안이나 국제적 변혁 운동의 이론적·실천적 전통과 단절된
채 세계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념적 진공 상태하서 백치처럼 살아
온 우리에게 1980년 이후의 경험은 역사적 대전환이었다. 운동의 내재적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이론적·실천적 요구들이 제기되었고, [ ] 1980
년 이후 변혁 운동이 자신의 사상적 토대를 다져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주체 사상과 관련된 논쟁들
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리매겨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
제 변혁 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주체 사상의 합리적
핵심 을 건져내려는 노력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 사상의 전체가

4 )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 제24집(1988 겨울), 9- 105면 참조.
5 )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 제25집(1989 여름), 7- 132면 참조.
6 ) 같은 책, 김재기: 80년대의 사회변혁 운동과 주체 사상 , 85면.
7 ) 같은 책, 같은 글,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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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비합리적인 약점들(대표적으로 수령론)을 올바로 비판하면서
민족 문제의 중요성·혁명 전통·대중 노선과 관련된 문제 의식들을 적
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8)

이와 같은 젊은 사회철학도들의 열정이 1989년 4월 한국철학사상연

구회 를 결성시켰고, 1990년 6월 이후 년 2회 기관지 시대와 철학 의

발간으로 표현되었다. 시대와 철학 창간호(1990. 6)는 그들 모임의

성격과 철학 운동의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 발간사 철

학은 시대의 혼이다 는 이 모임 참여자의 역사관과 철학관을 다음과 같

이 천명한다.

거의 1세기 전 한국의 지성사와 사회사에서는 일대 사건이 있었다. 그
것은 전통 형이상학의 몰락과, 갑오농민전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역사무
대에서 서민 대중의 등장이었다. 열강의 침략과 이에 따른 사대부 계급의
쇠퇴는 기존의 거대한 세계관과 그 속의 세련된 이론적 범주들의 실추를
가져왔다. 그리고 대중의 자기 주장은 스스로 역사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세계를 새로이 파악할 수 있는 서민적 지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삶은 돈
과 국가 권력의 횡포에 의해 운명지워지고 있다. 가진 자는 못가진 자를
이들의 어린 자식과 함께 벼랑으로 끌고가 밀어버리고 있다. 노동자의 감
정과 의식은 짓밟히고, 교육과 생존 경쟁은 서로 상승 작용하며, 정치 영
역은 대중에게는 불투명한 흑막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경제발전을 낙관하면서 세계의 조화를 논하
거나, 개인주의적 전제에서 연역적으로 인생을 논하고 있다. 전통 사상 연
구는 성채가 이미 붕괴하여 흩어져 있는 퇴색한 돌조각을 다시 주워 재조
립하거나 다시 그대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 ]

또한 이러한 철학은 과거나 외국의 문제 의식, 문제 제기를 다시 현재
의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그것을 다루는 방법까지도 과거
나 외국에서 차용해 온다.

그러나 실재의 파악과 적용에 실패하면 자아와 이와 연관된 모든 가치
도 잃어버린다는 철학사의 교훈은 초월적 철학과 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에 물든 인생관을 지양(止揚)하게 한다. [ ]

8 ) 같은 책, 1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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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모순에 대한 감정과 의식은 철학의 영역에서도 특권 세력
의 의지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반영하는 저 비인간화하는 철학적 이데
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70년대는 개념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느낌으로만 현실에 대해 이해했으나, 80년대는 어
느 정도 명백히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상과 현
실을 결합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이 시대와 철학 은 이러한 맥락의 산물이다. 이 잡지는 시대에
따라 변전하는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해명하면서, 현 시대가 보여주는 미래의 가능성을 따라 가는 데에 철학
의 방향을 두고 있다. 철학은 시대의 혼이자 시대의 모순에 대한 반역이
다. 9)

이런 포부의 표명과 함께 시대와 철학 제1호는 좌담: 페레스트로이카

에 대한 철학적 반성 , 특집: 한국 현실과 철학 운동의 과제 1. 80

한국 사회와 철학 운동(이병창), 2. 마르크스주의와 인간론(이병수), 3.

파성과 철학(문성원) , 4. 변증법적 결정론과 역사법칙(우기동) , 철학

1. 월북철학자들(김재현), 2. 북한의 주체철학에 대하여(이영철), 3
연사적 과정으로서의 역사와 인간의 주체성(이주향), 4. 관념론과 유물

의 종합(소흥렬) , 5. 유기(劉基)의 세계관과 대중성(이규성) , 이어서

글 동구 개혁과 철학 1. 현세계의 변증법(페도시예프) , 2. 페레스트

이카와 모순의 세계(코즐노프스키) 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다. 그러나

런 내용을 접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 사조에 휩쓸리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실천력을 갖춘 철학을 모색하고 제시하겠다는 선언

아래, 탐구 발표된 내용이 다름 아닌 러시아·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의

위기와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는 유럽 사회주의의 잔재적 담론과 50년 전

체주의·일인독재주의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북식 사회주의 이론틀을

기웃거리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역량보다 정열이 앞선 탓인가 정열없

는 지식은 공허하겠지만 지식없는 정열은 맹목일 터이다. 그러나 세월은

무궁한 것이니, 언젠가 젊은 사회철학도들의 뜨거운 실천적·학문적 열정

이 결실을 맺을 날도 있으리라.

9 )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편, 시대와 철학 제1호(1990. 6 ),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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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현실 사회주의의 퇴락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시대와 철학 의 기세가 조금씩 우향(右向)하지만, 사

회주의 이상의 구현 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저멀리에나마 남아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시대와 철학 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특집, 사회주의권 변

혁의 철학적 문제들 (제2호, 1991. 2) → 전환기의 역사 유물론 (제3

호, 1991. 10) → 중국 전통철학과 사회주의 (제4호, 1992. 5) →

생태학적 위기와 철학 (제5호, 1992. 11) → 변증법의 올바른 이해

(제6호, 1993. 4) → 전통의 위기, 유학의 모색 (제7호, 1993. 10)

→ 마르크스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가? (제8호, 1994. 4 ) →

북한의 철학 (제9호, 1994. 10) → 근대 공간에서의 한국철학-구국과

계몽의 이중주 (제10호, 1995. 5) → 기술과 인간 (제11호, 1995.

10 ) → 역사의 진보, 진보의 철학 (제12호, 1996. 6 ) → 변혁 시대

의 지성 (제13호, 1996. 12)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열정의 실천적 힘은 크다. 그리고 열정도 여럿이 모이고 오래 지속되면

세련되기 마련이다. 젊은 사회철학도들의 철학 운동은 분명히 1980/ 90년

대 한국 철학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몫을 했고, 그런 만큼 성장기의 거칠

음을 지나면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들의 활약은 그

들 자신뿐만 아니라 기성의 사회철학자들의 분발을 크게 촉구하였는데

이 분야에서의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이는 차인석(車仁錫, 1933- )이다.

차인석은 미국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독일 프라이부르그(Fr ei bur g/ Br .

대학에서 후설 현상학의 대상 개념에 관한 연구 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8년 귀국, 한양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1977- 1998
하면서 많은 사회철학도를 양성했고 자신의 학문 활동을 활발히 했다. 그

는 대학 전공과정에 사회철학 을 개설했고, 서울대학에서만 25명 이상

사회철학 전공 석사를 배출했으며, 1989년부터는 사회철학을 전문으로 하

는 박사 10명 이상을 배출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의 주축을 이루는

도 사실 그의 제자들이라 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차인

석은 그의 이론에서나 실천에서나 결코 사회주의적 사회철학자는 아니었

다. 다만 그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 나가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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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이되, 그것이 사회주의의 이상과 화

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젊은 사회주의적 사회철

학자들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있지 않다.

차인석은 70년대부터 마르쿠제(H. Mar cuse )의 일차원적 인간 (1974,
1979 ), 현대 산업사회의 비판이론 (1979) 등의 번역과 함께 프랑크푸

트학파의 비판이론을 소개하고 현상학과 해석학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수

용 주창하는 한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를 이끌면서 현대사회과학방법

론 (1977), 현대 이데올로기의 제문제 (1978), 사회발전연구

(1978), 현대의 사회사상가 (1979 ), 사회과학의 철학 (1980), 복지

국가의 형성 (1981), 사회와 인식 (1981) 등 사회과학 총서 11권(민
음사 刊)을 펴내, 사회철학의 과학적 토대를 닦았다. 차인석의 이런

활발한 활동에 부응해서 그의 주변의 학자들은 그를 대표 필자로 해서

사회철학의 집대성을 꾀했고, 그 결실이 19세기 독일사회철학 (1986,

민음사)과 사회철학 대계 (전3권, 1993, 민음사, 1권: 고전적 사회철

학사상 , 2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 3권: 사회원리에 관한 새로운

모색들 )로 나타났다. 이 공동 작업에는 박정하·이상훈·문성원·김성

환·서유석·박정호·강순애·김영숙·심광현·강희석·이성백 등 그의

문하생들이, 후에는 강영안·강학순·권용혁·김진·김남두·김성동·김

성옥·김재진·김재현·김종술·김진석·김창호·김태규·김형철·김혜숙

·김희준·남경희·민경국·박정순·박종대·백금서·백종현·설헌영·손

봉호·안현수·엄정식·오창희·이구슬·이인탁·이진우·이한구·이현복

·임재진·장욱·장은주·장춘익·조정옥·최신한·최인숙·한자경·한정

선·허란주·허승일·황경식 등 사회철학에 관심있는 거의 모든 동학들

이 참여하였다.

상당히 폭넓은 기초작업 후에 차인석은 자신의 사회철학 을 본격적으로

개진한 두 권의 책을 냈다. 그것이 사회 인식론 - 인식과 실천 (198

민음사)과 사회의 철학 혁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1992, 민음사)로

이 저작들은 1980년대 동·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정면 대결의 막

이 걷히는 세계사의 격변기를, 동시에 신생 대한민국이 30여년의 긴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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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를 벗어나 비로소 민국(民國) 으로의 전환과 아울러 현대 산업사회

로 전환하는 한국사의 변혁기를 체험하면서 철학자의 철학적인 사회 기

여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말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론이 자연 사물에 대한 인식의 원리를 논구한다면, 차

인석의 사회인식론 은 인간의 삶의 형태이자 터전인 사회 를 인식 대

상으로 삼아, 인간의 사유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사회 현실 의 의미를

밝히고, 올바른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실천적 노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 을 그 과제로 삼는다. 10 ) 그리고 그 작업의 핵심은 인식과

실천의 관계 를 밝히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차인석이 역설하는 점은

사회현실을 순수한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

한 일이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이른바 객관적 인식이라는 것 아래에 숨겨

져 있는 주관의 실천적 동기를 파헤칠 때 참다운 사회인식에 이를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인석은 사회과학 방법론을 둘러싼 소위 실증

주의 논쟁 과 관련해, 인간의 생활세계는 자연과학적 방법만으로는 제대

로 인식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변증법과 같

은 비실증적 방법도 원용함으로써 올바른 현실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기조 위에서 사회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현상학

적 사회과학 방법, 사회인식의 先理解 구조, 사회존재론에서 본 상호주

관성, 노동과 생활세계의 인식 등을 논하며,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인식

과 실천 을 상론함으로써, 사회현실을 기술한다는 것은 사회 현실에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사회 현실을 만들어 가는 일임을 강조한다. 이

런 그의 사회인식론을 바탕으로 차인석은 그의 사회의 철학 에서 그의

사회 현실관과 미래의 인류 사회와 한국의 사회에 합당한 사회 운영 원

리를 제시한다.

차인석의 사회철학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는 노동이 그 기본 형태가

되는 인간의 활동과 사유가 이를 매개하고, 또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

념은 이 매개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한다 11 )는 사회인식에서 출발한다.

10 ) 차인석, 사회인식론 , 1987, 민음사, 5면 참조.
11) 차인석, 사회의 철학 , 민음사, 199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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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연과 사회로 이루어진 그의 주위 세계에 대해서 의식과 신체

를 통해서 관계한다. 신체는 노동으로 그리고 의식은 사유로 외부세계에

대응한다. 12 ) 사유와 노동은 인간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활동의

두 측면으로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의식 없는 노동은 없으며, 노

동 없는 의식이 기도(企圖)하는 바가 성취되는 일은 없다.

인간의 삶의 과정은 자연과의 교섭으로서 그것은 결국 노동이라는 실

천 행위 속에서 진행한다. 이 실천은 신체를 가진 인간이 주어진 생활

조건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생존 수단을 생산하는 물질적 활동을

그 기본 형태로 한다. 13 )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가 신체적 존재

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은 그가 노동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노동을 통해 신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노동의 실천을 통해 인간은 자연을 인

간화 하고, 자연을 터전으로 역사를 일궈나간다. 이 노동에 기초한 역사

과정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연에의 신체의 예속을 벗

어나는 일이며, 그 일은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화만이 해낼 수 있는 일

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루 자연으로부터 해방되고, 고르게 문화의 향

유를 기획할 때,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적 부(富)의 획득 수

단과 조건, 그리고 적절한 분배 원칙이다. 주지하듯이, 사회 운영 원리

를 둘러싼 대립된 견해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이에 대한 상반된 원칙

을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 운영 원칙의 문제에 사회 환경에 대

한 인식의 차이,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등이 얽혀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 생긴 것이며,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 특히 1980년대에는 그 양상이

자못 격렬하였다. 어떤 면에서 80년대가 한국 정치에서는 유일한 이데

올로기 시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0년대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고전적 대결이 가장 첨예화된 시기였다. 14 ) 차인석은 이

현실 상황을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그 대립을 완화시킬 방도와 원칙을 모

12 ) 같은 책, 65면.
13 ) 같은 책, 104면.
14 ) 같은 책, 283-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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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제시했다.

60, 70년대 한국 정치에서의 개혁론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 가치

의 활성화를 주창했었다. 그것은 박정희 군부 정권이 한국적 민주주

의 를 내세우면서 계획 경제에 전념, 경제적 부의 창출 못지 않게 그 부

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의 개혁론자들은 이 상황에서 자연권과 시

민적 자유의 보장이 정치체제의 발전과 안정에 본질적이며, 또 다원적

정치과정의 확립으로부터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그들을 정치과정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르는

변화의 가능성에 극히 회의적이었으며, 80년대에 와서 그들은 체제비판

에서 체제부정으로 나섰다. 70년대 말부터 평등주의적 요구가 서서히 대

두하기 시작하면서 자유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인식이 퍼지

게 되고, 현존의 정치 질서 아래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은 가망 없는 걸로

믿게 된 젊은 운동가들은 사회주의적 혁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개혁

론적 운동은 그 온건성 때문에, 급진적 변화에 대한 사회 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이 뒷전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15 ) 그러나 이 급진적

사회변혁 이론과 운동 역시 젊은 층과 노동자 층에서 꽤나 넓은 공감대

를 형성할 수는 있었지만, 전체 시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는 없었

고,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때 사회주의적 혁명이 성공할 가망은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16 ) 차인석은 묻는

다.

차인석이 염두에 두는 대안은, 영국의 관리 경제라든가, 프랑스의

감독 경제, 스웨덴의 중도 경제 그리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사회주의 이념과 연결된 자본주의의 모델이다. 17 )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결정적인 구별은 생산 수단의 사유냐

공유냐에 있다. 사회주의는 공유만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종식시

15) 같은 책, 282-283면.
16 ) 같은 책, 287면.
1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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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해왔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회의 오랜 경험은

공유와 전제정치의 결합이 인간 해방이 아니라 억압의 수단이 된다는 것

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한편으로 한국 정치에서의 자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정치의 결합은 경제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이 사회를 생존

경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몰아 넣었다.

민주주의의 부재에서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논리와 제도밖에 되지 못

하며, 개인적 자유의 부재에서 사회주의는 관의 전면 관리밖에 되지 못

한다는 것은 현대사가 역력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18 ) 그래서 한국 사회

의 발전과 화해를 도모하는 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주주의의 확립이

우선돼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사회주의 원리를 적용

시키는 19 ) 일이다.

구 소련이나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초 없이 각각 사

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을 강행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쳤다.

소련이 서구의 선진 공업 국가의 높은 생활 수준을 뒤따르기 위해서 정

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밀고 가다가 결국에 가서 인간이 없는 사회주의

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한국은 경제의 근대화로 서구를 따르는 데 큰 성

과를 보았지만, 정치와 사회과정은 근대성에 부응할 만큼 그 수준에 미

치지 못했으며,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정의 꺼지

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다. 소비에트 사회가 그동안 인간과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주의를 밀고 왔다면, 우리 사회는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는 소

수의 자유주의가 전횡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유는

결코 모든 국민 대중의 자유가 되지 못했으며, 또 민주주의도 그들의 정

치가 되지 못했다. 20 )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가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는 집권층과 결탁하는 기득권 집단의 자유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권위주의적 사회 여건이 크게 뿌리내리고 있는 여건에

서 자유 민주주의는 특권층을 새로운 형태의 귀족들로 만들어 놓고 만

18 ) 같은 책, 288면.
19 ) 같은 책, 287면.
20 ) 같은 책,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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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1)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1980년대에 기층민이 사회의 중추여

야 한다는 민중 민주주의 의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한국 사회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지향이었던 민중 민주

주의 는 그러나 전면적인 체제 부정과 함께 그 민중의 개념 아래 단지

기층민을 포섭할 뿐 중산층마저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지배 이념이 되지

못했다. 여기서 차인석이 제안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중산층과 기층민이 함께 주도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이다. 22 ) 그 내

용은 혁신 자유주의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 23 ) 아니면 민주적 사회

주의 24 )라고 불려도 무방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

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에 사회주의의 평등의 이념

을 수용한 일종의 절충 내지는 변증법적 25 ) 지양 이론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체성의 원리에 입각해, 개개인은 사회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런 원칙이 사회에 적용될 경우 국

가는 명목상의 기회 균등을 제공할 뿐이고, 그 결과는 무차별적인 자유

경쟁에 따른 약육 강식의 불평등한 현실이다. 그 때문에 이런 현실은 적

절한 균제(均齊)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그

들이 각자 능력과 의욕에 따라 자기를 실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뜻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사회적 과실을 배분해서 힘을 보

태주어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고, 이것이 인간 해방의 이념 에 더 부합하는 일이다. 기회가 모두

에게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실현의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아니 므로, 과실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 참다운 자유주의의

21) 같은 책, 305면.
22 ) 같은 책, 310면 참조.
23 ) 같은 책, 306면 참조.
24 ) 같은 책, 308면 참조.
25) 같은 책, 284면 참조.

34



독일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1980/ 90년대)

정신일 것이다. 26 ) 그래서 차인석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27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차인석의 이런 주장은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수용되

지 못했으며, 계층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철

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달리 어떤 것이 있을까?

1980/ 90년대 사회철학 운동은 이남 사회 안에서의 지역간·계층간의

화해와 평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 문제를 겨냥했다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갖는다.

1948년 두 개의 독립국으로 나뉘어 1950년 민족 간의 전쟁까지 치르면

서 남·북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대립과 반목의 길을 걸었다. 그 경쟁 상

태는 다른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치열하여,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북

체제와 정권을 존치시킨 상황에서의 남·북 간의 평화 운운은 다름 아닌

용공(容共) 이었고, 그것은 바로 범법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1980/ 9

대에 들어서 세계적인 동·서 냉전 체제의 와해와,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에 대한 이남의 완전한 경제적 우월성, 그리고 제2기 군부 정권의 정통

성 확보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유연한 정책을 배경으로 한국 사회철

학계에서도 남·북 평화 문제에 관한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런 계기는 십수년간 해외에서 특히 서독 지역에서

反군부독재·反정부운동을 주도하던 인사들이 1980년대 초 귀국함으로써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평화 운동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대표

적인 사람이 이삼열(李三悅, 1941- )이다. 이삼열은 기독교의 보편적

랑의 정신을 앞세워 비교적 무탈(無 )하게 여러 면에서의 제약을 벗어나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다.

이삼열은 독일 괴팅엔(Göt t i ngen) 대학에서 Ludwi g Büchner 의 시

민적 사회주의 (1976)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1년 귀국한 후 독일

의 평화운동의 이론가들인 에플러(E. Eppl er ), 피히트(G. Pi cht ) , 바

26 ) 같은 책, 305-6면 참조.
27) 같은 책,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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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체커(C. F. v. Weizsäcker ), 셍가스(D. Senghaas ) 등의 논지를 원

용 반핵·반전 평화운동을 펴면서 남·북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통일에

로 나아가는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KNCC)가 주최한 한반도 통일문제 협의회(1987. 11. 23∼25)에서 통일

지향의 원칙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① 민족 우선의 원칙(자주의 원칙),

② 평화 우선의 원칙(평화의 원칙) , ③ 신뢰와 교류 우선의 원칙(민족

대단결의 원칙) , ④ 민중 우선의 원칙(민주적 참여의 원칙), ⑤ 인도

(人道) 우선의 원칙(인도주의의 원칙)으로, 이것이 그의 평화 통일 운동

의 기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8 )

이처럼 사회철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열렬히 그들의 문제로 삼음으로써 한동안 한국 현실과는 거의 무관

하게 서양의 사상 조류를 타던 한국의 철학계가 차츰 철학함의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1980/ 90년대이다. 일부의 학자들이 현실 문제에 몰두

하여 철학을 이념화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철학함의 본래 방식 곧

사변(思辨)의 깊이에 대한 반성도 크게 일어나고, 특수한 문제가 전면에

나서면, 이면에서는 보편적인 문제를 천착하는 사람도 크게 각성하기 마

련이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철학계에서는 사회철학적 논의

주제의 폭도 넓어지고, 사변적인 독일 철학의 정신도 높은 수준으로 확산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철학에 관심이 있던 이

들은, 그러니까 한국 현실 사회의 합리적 운용에 철학적으로 기여하고자

했던 이들은 대개 호르크하이머(M. Hor khei mer ), 아도르노(T. W.
Ador no ), 마르쿠제, 하버마스(J . Haber mas ) 등의 비판이론을 거론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 실천에 대한 요구가 급박하고 민중 해방

의 기치가 펄럭이면서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공공연해지자 마르크

스(K. Mar x), 엥겔스(F. Enge l s )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가 하면, 포이에

르바하(L. Feuer bach ), 루카치(G. v. Lucacs )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19

년대 말 1990년대 초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내지는 자본주의 체

28 )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 햇빛출판사 1991, 310-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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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의 변신 이후, 관심의 방향은 서구 사회주의로 또는 다시 한번 하버

마스에로 옮겨졌다. 이런 추이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가 김창호·김우

철·우기동·박영욱·박정하·김성민·이병수·이상훈·문현병·조광제·

문성원·백금서·최종욱·박성수·안규남 등의 공동 저술로 펴낸 현대

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철학 (동녘, 1992 )에서 잘 읽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사회주의 이론과 실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 현

실 개혁에 열의를 가졌던 젊은 사회철학도들은 구미 지역에로의 유학 자

체를 탐탁치 않게 여겼었는데, 그런 중에도 독일 유학생들은 있었고, 그

이 1990년대 초부터 귀국함으로써 하버마스는 마치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인 양 사회철학의 중심주제가 되었다.
장춘익이 대표 필자로 김재현·김창호·박영도·선우현·양운덕·이삼

열·이상돈·이상호·이상화·정호근·홍윤기 등이 함께 써서 출간한 하

버마스의 사상 -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1996 )은 한국에서 하버

마스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사회철학계의 저간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사상이 우리에게 수용된 과정은 대략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하버마스의 사상은 처음에
는 맑스사상에 대한 우회로로 수용되었다. 합법적으로 맑스의 사상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맑스에게 영향을 준 사상이나, 영향을 받은 사상이라
도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한편으로 헤겔을,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맑
스주의를 공부하였다.

그후 1980년대 중반 경부터 맑스주의 계열의 서적에 대한 접근이 비교
적 자유로워지면서 그런 우회로들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마치 맑스주의
전통[에 관한 연구 부족]을 단숨에 만회하려는 듯이, 맑스뿐만 아니라 레
닌과 모택동의 글, 그리고 동구권에서 출판된 책들이 다투어 번역되었다.
이에 병행하여 맑스주의적인 소장학자들은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투여
하면서 이론 논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미처 스스로의 성
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론을 수용할 필요를 자각하기 전에, 1980년대 말
부터 동구권의 체제 변동이 닥쳤다. 사회주의권의 변동을 더 나은 사회주
의를 위한 자체 개혁으로 이해하려 했던 시각마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자 비판적 지식인들의 이론적 지향점은 극도로 불투명해졌다. 뒤이어 수
용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맑스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적 사고를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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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수정의 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이론적 조류들과의

접점을 잃지 않으려는 비판적 지식인들이 하버마스의 사상에 다시 주목
하게 된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처럼 학문성과 실천적 함의를 동시에
갖는 비판적 사회이론을 새롭게 세우려는 하버마스의 작업이 이제 비로
소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우리의 하버마스 사상의 수용
의 단계는 단순히 소개를 지나, 우리의 필요로부터 하버마스 자신의 과
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에 진입하였
다고 할 수 있다. 29 )

1996년 봄 하바마스의 한국 방문 강연회를 전후해 위에 거명한 사람

들 외에도 한상진, 송호근, 이홍균, 이기현, 권용혁, 황태연, 이진우,

허영식, 윤평중 등이 어울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신사회운

동을 다룬 책, 하버마스: 이성적 사회의 기획, 그 논리와 윤리 ( 사회

비평 제15호, 특집호, 나남출판)을 발간했는데, 이것도 사회철학계의

주제 이동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80년대의 이데올로기 선전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사

회철학적 논의도 점차 차분해지고 그것도 유행이라고 포스트모더니즘

의 화두로 잠깐의 소란이 없지 않았으나 문명비판적 성찰도 깊어졌다

이진우의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문예출판사, 1993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임홍빈의 기술문명과 철학

(문예출판사, 1995) 등이 그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2. 독일 이상주의[관념론] 분야

1980년대 초부터의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젊은 학도와 정치

운동가들의 증대하는 관심은 독일 이상주의 연구 밀도에도 큰 영향을 미

쳤다. 일제 시대부터 칸트·헤겔의 철학은 학계의 주화제였고, 1960/ 70

대에는 가히 국가철학의 배경이라고 할 정도였으나, 70년대 말부터는 밀

려오는 영미철학의 위세에 퇴조 기미가 뚜렷했었다. 한국 학계에서는, 분

29 ) 장춘익 外, 하버마스의 사상 , 나남출판 1996, 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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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일제 시대의 연구 성향 탓이었겠지만, 칸트·헤겔 철학의 계몽주의

적 성격, 시대 비판적인 성격은 가려진 채 체제 순응적인 성격 내지는

보수 체제 지도 이념의 성격이 전면에 부각되었는데, 이것은 미래지향적

인 젊은 세대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 또는 타파해 버려야 한다 는 느

낌을 주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구호로는 민족 자

존 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사대성(事大性) , 특히 외국의 평가 시선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분명 더 이상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

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마르크스 원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그 준비 과정으로 포이에르

바하→헤겔→칸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진데다가, 1985년을 기점으

로 독일 등지에서 칸트·헤겔을 전문으로 연구한 유학생들이 다수 귀국

함으로써 독일 이상주의 철학에 대한 연구 분위기가 일신되었다.

1980년대 전반까지는 학계의 독일철학 분야는, 일제시대 교육받은 제

1세대 스승들 밑에서 주로 국내에서 수학한 제2세대들에 의해 주도되

었다. 1981년 가을 칸트 순수이성비판 발간 200 주년 기념으로 Kant

와 현대철학 이라는 주제 하에 학술대회(철학연구회 주최, 柳俊秀 발제,
손봉호·이명현 발표)30 )가 있었고, 1983년 가을에는 독일 관념론 이라

는 주제를 건 학술대회(철학연구회 주최, 차인석 발제, 최재희·권기

철·김균진·임석진 발표)31)가 열려, 독일 이상주의 철학의 현대적 의

미와 한국에서의 의의가 새겨졌다. 또 칸트철학 연구의 오랜 전통을 가

지고 있는 대구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칸트철학과 현대사상 (형설출판

사, 1984)이라는 공동 저술이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대표 필자 하영

석(河永晳) 외에 강대석·김용정·김위성·김종문·박선목·박정옥·백

승균·서배식·서해길·소흥렬·손봉호·신귀현·신옥희·엄정식·이강조

·이명현·이문호·임석진·정대현·정동호·최재희·한단석·한명수·황

경식 등 당시 칸트에 관심이 있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먼저 학문적 성과를 크게 거둔 분야는

30 )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제16집, 139- 176면 참조.
31)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제18집, 3-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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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연구이다. 그리고 그 기초를 닦은 이는 임석진(林錫珍, 1933- )이

다. 임석진은 헤겔의 정신현상학 (분도출판사, 1980/ 82 )의 역서를 출

간하고, 이어서 논리의 학 을 大논리학 I , I I , I I I 이라는 표제로 번

역해 냈으며(지학사, 1982/ 83), 법철학 (지식산업사, 1989 )을 옮겨

내 많은 학도들이 정진해 오던 한국에서의 헤겔 연구에 이정표를 세웠

다. 당시에 헤겔 원전에 대한 번역은 김계숙이 철학백과 의 제1부를

논리학 (민중서관, 1955)으로 옮겨 낸 것 하고, 윤용탁(尹鎔坼)의 법

의 철학 (휘문출판사, 1972) 그리고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 (문명사,

1970 )을 번역해 내기도 했던 김종호(金淙鎬)의 역사철학강의 (삼성출판

사, 1982) 정도가 있었다. 일반 학도들이 난삽하기 짝이 없는 헤겔의

主著들을 원서로 읽어낸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임

석진의 헤겔 主著에 대한 번역 작업은 한국에서 이제야 헤겔을 본격적으

로 연구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임석진은 이

일에 그치지 않고 헤겔 공동 연구 논문집 헤겔연구 를 창간, 한단석·

유준수·이상철·최재근·황문수·정문길·강영계·김홍명·한동원·홍윤

기·강대석·황태연·김창호·양운덕·유현식·심광현·김진·우기동 등

과 함께 제1호(범문사, 1984), 제2호(중원문화, 1986 ), 제3호(중원문

화, 1986)를 펴내, 헤겔 철학의 거의 모든 주제를 논하였다. 임석진의

이 작업은 그의 주도하의 한국헤겔학회 창설(1987)로 이어지고, 이후

헤겔연구 제4호(지식산업사, 1988), 제5호(청하출판사, 1994 ), 제6

호(청하출판사, 1995), 제7호(청하출판사, 1997)가 헤겔학회 편으로 나

왔다.
헤겔철학 분야는 임석진의 이런 노고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이창환[Bie l e fe ld 대학, 논문: 자기에로 돌아옴 , 1990] , 임

[Fr ankfur t / M. 대학, 논문: 헤겔철학에서 절대적 차이와 개념 , 199

최신한[Tübingen 대학, 논문: 매개된 자기의식과 무매개적 자기의식

1991] , 윤병태[Göt t i ngen 대학, 논문: 예나시대에 있어서 헤겔의 자기

식의 이론에 관한 연구 ] , 유헌식[Fr ankfur t / M. 대학, 논문: 헤겔 역

이론에서의 새로움의 문제 ] 등 독일 유학생들이 다수 귀국하고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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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로운 헤겔철학 전문 박사들이 배출됨으로써 그 폭이 더욱 넓어지고

그 깊이가 더해 가고 있다. 임홍빈의 새로운 저서 근대적 이성과 헤겔

철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은 하나의 그런 좋은 결과물이다.

칸트철학 분야는 1985년 여름 독일에서 순전히 칸트만을 주제로 연구

하여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철학박사를 취득한 백종현[Fr ei bur g/ Br . 대

학, 논문: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대상 개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32 )]이 귀국하고, 뒤이어 화란에서 강영안[논문: 도식과 상징- 칸트

도식이론에 관한 한 연구 , 33 ) 미국에서 김혜숙[Chi cago 대학, 논문:

초월 논증, 객관성 그리고 철학적 탐구의 본질 , 1987] 등이 귀국한

후, 잇따라 독일 유학생들 김진[ 칸트의 요청이론 , 1988] , 한자경[ 존

재론으로서 초월철학 , 1988 , 김국태[ 라이프니츠와 칸트에서 질료의

역학적 개념 , 1989] , 이엽[ 독단적 - 회의적 , 1989] , 최인숙[ <순수

이성비판> 제1판과 제2판에서 영혼론의 오류추리 , 1991] , 김상봉[ 칸

트 <말년 저작>에서 사물 자체의 문제 , 1992] , 김미영[ 이론철학비판:

슐체 철학과 그의 초월철학 비판 , 1993] , 김수배[ 칸트 인간학의 생

성과 볼프학파의 경험심리학과의 관계 , 1995] , 공병혜[ 칸트 철학에서

미적 이념 , 1995] , 김봉규[ 칸트 윤리학에서의 행복론 연구 , 1995] ,

이충진[ 칸트에서 정의 , 1997] 등이 그야말로 물밀 듯이 귀국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 이들과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한 문성학[ 순수이성의 이율배반과 선험적 관념론 , 경북대

1987] , 이남원[ 칸트의 선험적 논증 , 경북대 1987] , 김영태[ 칸트의

도덕신학에 관한 연구 , 전북대 1989] , 박채옥[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에서의 인과성과 자유 , 전북대 1990] , 송경호[ 칸트철학에서의 자유와

국가 이념 , 전북대 1990] , 하춘애[ 칸트의 선험적 도식에 관한 연구 ,

32 ) 이 논문은 1985년 Pe t er Lang Ver l ag/ Fr ankfur t / M. ·Ber n·New Yor k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고, 그 서평이 Kant -St udi en, 81. Jahr gang, He
1(1990 ), 105- 107면에 실려 있다.

33 ) 이 논문은 1985년 Fr ee Uni ver s i t y Pr ess / Amst er dam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
었고, 그 서평이 Kant -St udi en, 79. Jahr gang, Hef t 2(1988 ), 239-241면에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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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1990] , 강성율[ 칸트철학에서의 인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전

북대 1990] , 최종천[ 칸트철학에서의 자유 개념의 전개 , 전북대

1991] , 김영례[ 칸트에 있어서 선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 전북대

1991] , 손승길[ 칸트의 도덕적 법칙에 관한 연구 , 동아대 1991] , 등이

어울려 몇 해 사이에 칸트 전문 박사들이 40명을 넘어섰다. 34 )

이들은 1990년 말 손봉호를 중심으로 모여 한국칸트학회 를 창설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펴고 있으며, 학회지 칸트 연구 를 창간, 제1호:

트와 형이상학 (민음사, 1995), 제2호: 칸트와 윤리학 (민음사,

1996 ), 제3호: 칸트와 미학 (민음사, 1997)을 펴냈다.

이무렵 필자는 일제시대부터의 칸트철학 번역어의 재검토를 제안35 )하

는 한편, 칸트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한 뿌리로 파악 이를 현상의 존재

론 36 )이라 이름 붙이고, 나아가 칸트에서 형이상학은 이념론 내지는 이

상론임을 밝히면서, 이로부터 독일 이상주의의 맥락으로 넘어 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37 ). 또 필자는 칸트 <실천이성비판> 논고 (성천문화재

단, 1995)에서, 도덕 현상론에 기대어 상대주의적 윤리관 이 확산되어

가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도덕은 있거나 없거나이며, 만약 있다면 절

대적인 것 38 )이라고 강조하고, 절대적 윤리의 정초이론으로서 전통적인

유교 윤리이론[자연주의] , 기독교 윤리이론[초자연주의]과 더불어 칸트

의 도덕철학[이상주의]을 검토하여 우리 윤리 확립의 토대를 찾아야 한

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독일 이상주의 철학 연구의 폭이 점차 확장

34 ) 더 상세한 자료는 백종현(역),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 서광사 19
[부록2: 한국에서 활동하는 칸트 연구가들의 학위 논저] 참조.

35) 제1회 한국철학자연합학술대회(광주, 1988. 10 )에서 시작, 철학용어 해설:
적 과 초월적 의 의미 ( 철학과 현실 , 1990 여름), 역서: 칸트비판철학의
과정과 체계 등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36 ) 백종현, 칸트: 현상의 존재론 , 칸트연구 1: 칸트와 형이상학 (민음사, 19
99- 137면 참조.

37) 백종현, 보편적 이성과 인간의 이상 독일 이상주의의 지향과 결실 ,
學 제49집 (1996 겨울) , 85- 121면 참조.

38 ) 백종현, 칸트 <실천이성비판> 논고 , 성천문화재단, 199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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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고 있는데, 김광명의 칸트 판단력 비판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강영안의 셸링 연구39 ), 하영석 外 21인의 공동저작 칸트와 현

대철학 (형설출판사, 1995), 김용정이 고쳐서 다시 쓴 책 칸트 철학

(서광사, 1996), 한자경의 피히테 원저의 공들인 번역서 전체 지식론

의 기초 (서광사, 1996 ), 인간의 사명 (서광사, 1996 ) 등은 그 좋은

예이다.

3. 현상학·실존철학·해석학 분야

한국 철학계에서 후설·하이데거의 연구 역사는 칸트·헤겔 철학 분야

와 함께 가장 깊으며, 그 연구의 맥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야 역시 1980/ 90년대에 와서 그 연구의 폭과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현상학 분야 연구 성과를 한 믿을 만한 자료40 )에 의해 일별하

면, 단행본 저술 총44권 가운데 1980년 이전의 것이 7권이고 그 이후의

것이 37권이다. 논문은 총 280편 가운데 1980년 이전의 것은 단지 54편

뿐이고, 현상학 관련 번역서는 총 56권 가운데 1980년 이전의 것이 고

작 5권에 불과하다. 현상학의 주제나 방법을 택하여 박사논문을 쓴 사람

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 박사로 1979년까지 하기락(경북대 1964),

이영춘(충남대 1966 ), 고형곤(서울대 1970 ), 윤명로(동국대 1971), 김

규영(동국대 1974 ), 한전숙(서울대 1975), 김기태(경북대 1975), 서해

길(충남대 1977), 소광희(서울대 1977), 안상진(서울대 1979) 등 10명
이 있으며, 그 이후 이상백(고려대 1988), 조주환(영남대 1988), 김영

필(계명대 1989 ), 최정실(이화여대 1990 ), 원승룡(서울대 1990), 김준

연(충남대 1991), 배의용(동국대 1991), 최영희(부산대 1992), 배학수

(서울대 1992 ), 여종현(서울대 1993 ), 이종훈(성균관대 1993), 조광제

39 ) 강영안, 정신과 물질: 셸링의 초월적 관념론 체계 연구 , 철학 제41집(1
봄) 참조.

40 ) 한전숙, 현상학 , 민음사, 1996, 부록 I I (317-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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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993), 한상철(서울대 1994) 등 13명이 있다. 외국에서 학위

를 취득한 사람으로는 1979년까지 14명으로 조가경(Hei de lber g 1957),

김여수(Bonn 1966), 차인석(Fr e ibur g/ Br . 1968 ), 김형효(Louva in

1968 ), 이정복(München 1971), 손봉호(Ams t er dam 1972), 진교훈

(Wien 1972 ), 강성위(Ma inz 1973 ), 김영한(He idel ber g 1974), 김홍

우(Geor gi a 1975), 백승균(Tübi ngen 1975), 박순영(Bochum 1976 ),

신오현(Michi gan 1977), 신귀현(Basel 1977) 등이며, 그 이후 1997년

까지가 그 두배인 28명으로 이길우(Bonn 1984 ), 이기상(München

1984 ), 김의수(Bochum 1985), 백종현(Fr e ibur g/ Br . 1985), 손동현

(Mai nz 1985), 한정선(Hambur g 1989), 조관성(Fe ibur g/ Br . 1989),
이진우(Augusbur g 1989 ), 김진석(Hei de lber g 1989), 조정옥(München

1990 ), 박찬영(Wür zbur g 1990), 안세권(Sout her n I l l i noi s 1990),

이남인(Wupper t al 1991), 이선관(Mai nz 1991), 홍성하(Fr e ibur g/ Br .

1992 ), 최상욱(Fr ei bur g/ Br . 1992), 신상희(Fr ei bur g/ Br . 1992), 전

동진(Wür zbur g 1993 ), 박찬국(Wür zbur g 1993), 정기철(Bochum

1993 ), 최재식(Bochum 1994), 이미숙(Bochum 1994), 김희봉

(Wupper t al 1995), 반성택(Wupper t a l 1996 ), 정은해(Fr e ibur g/ Br .

1997) 등이 그들이다.

이런 연구 인력은 이미 결성된(1976 ) 한국현상학회 를 중심으로 공동

업을 펴는 한편 각자의 관심 주제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갔다.

한국현상학회 는 윤명로·한전숙·차인석·이영호·박순영의 주도 하에

전문 분과학회로서는 최고의 연륜을 가진 학회답게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학회지 현상학 연구 (제3집까지)/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4집부터)를 꾸

준히 발간하여 그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그것이 제1집: 현상학이란 무엇

인가? (심설당, 1983), 제2집: 현상학과 개별과학 (대학출판사, 1986 )

3집: 현상학의 전개 (양서원, 1988), 제4집: 후설과 현대철학 (서광

1990 ), 제5집: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광사, 1992 ), 제6집:

와 인간 그리고 의식 지향성 (서광사, 1992 ), 제7집: 현상학과 실천철

(철학과 현실사, 1993), 제8집: 현상학의 근원과 유역 (철학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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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제9집: 현상학과 한국사상 (철학과 현실사, 1996 )이다. 이런 한

현상학계의 초석을 놓은 이는 윤명로와 한전숙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 철학계에 후설 현상학의 의의를 설파하던 윤명로

(尹明老, 1922- )는 그의 긴 동안의 연구 결실을 한 권의 책: 현상학

현대철학 (문학과 지성사, 1987)으로 묶어냈다. 이 책은 일종의 논문집

로, 각각의 논문은 이미 80년대 이전에 씌여진 것이지만, 그 내용이 갖

의미는 자못 새롭다. 이 책을 통해 윤명로는 현상학 탄생의 배경인 독

(獨墺)학파의 철학 에서부터 후설 현상학의 현대적 의의 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그 싹이 돋아 1920/ 30년대 독일철학계에서

만개한 현상학이 1980/ 90년대 한국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현

상학이 지닌 엄밀학의 추구 정신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과학이 수반하는

정신적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은 현상학의 현재성 때문이다. 현

대 문명의 위기는 철학과 과학이 분열하고, 과학이 삶의 세계와 유리돼

있는 데서 기인한다. 현대 과학은 진리의 이념에 걸맞게 時空을 초월

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는 객관적 지식 41)을 추구하며, 이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수학적 방법을 채택한다. 이리하여 과학은 대상 세계를 수

학화함으로써 객관주의적 인식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기도하여 왔다. 즉

과학의 대상이 되는 자체 존재로서의 세계는 결코 감성적인 경험을 통해

서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정밀한 수식화에 의하여 규정해 감으

로써만 그 참 모습이 파악되고 제시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다. [ ]

그러나 객관주의적 과학에 의하여 도달된 수학화되어진 세계는 결코 우

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세계는 아니다. 42 ) 그것은 오히려 이념화

된 세계요 추상화된 세계일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떠한 과학

보다도 앞서, 따라서 이념화된 세계에 앞서 직접적인 삶의 세계가 주어

져 있다. 과학이 지향하는 자체 존재로서의 세계란 이 先科學的·先所與

的 세계에다 이념의 衣裳 을 입혀 놓은 간접적인 세계 이외의 다른 것

41) 윤명로, 현상학과 현대철학 , 문학과 지성사, 1987, 249면.
42 ) 같은 책,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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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이러한 전도는 인간의 본래적 삶의 세계와 인간 현존재의

의의를 은폐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문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

에다 과학의 합리성은 그 실증적 성격에 있다는 믿음이 굳어지면서, 비

실증적 방법으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따라서

학문 밖에 있는 것으로 치부됨으로써, 철학은 보편학으로서의 권위를 상

실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절연되고 말았다. 그것은 모든 존재와 진리

의 보편적 원리의 추구를 포기함을 의미하고, 이것 또한 현대 문명의 위

기의 원인이다. 현상학은 후설이 스스로 진단을 내린 바로 이 현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서 주창하게 된 철학이라 할 수 있다. 43 )

한전숙(韓 淑, 1927- )은 이 현상학 정신을 한국 철학계에 끈질기고

일관되게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 1950년대 말부터 현상학 연구에 몰두

해 온 한전숙은 30년 간의 연구 결실을 그의 책, 현상학의 이해 (민음

사, 1984)로 묶어 냈다. 또 그는 90년대 중반에 노작 현상학 (민음사,

1996 )을 출간했는데, 이로써 한국 현상학계는 현상학의 한 전범(典

範) 을 갖게 되었다. 이 책에서 한전숙은 현상학 운동의 의의 현상학

의 이념 기술(記述)적 현상학 선험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

학 등을 차례로 서술하고 있다.

한전숙에 따르면, 현상학의 출발은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찾을

수 있다. 수학이나 논리학의 대상이 아무리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인식 주

관에 들어와야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인식된 대상은 인식

주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인식에 주어져 있으면서 인식 주

관에 매이지 않고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것이 후설에

게 현상학 연구를 일으키게 한 근본 물음이라고 한전숙은 파악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후설 현상학은 다름 아닌 지향성 개념을 통해 구한다

지향성이란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 간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즉 인식 작

용없는 대상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상이란 언제나 인식 작

용에 의해 구성된 의미 형성체임을 의미한다. 이 의미 연관을 밝힌 현상

학을 후설은 초월적[선험적] 관념론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후설을 통상

43 ) 같은 책, 2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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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의 관념론자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한전숙은 강조한다. 후설에

게는 또 하나의 질료학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주관이 아무리 절

대적이라 할지라도 질료까지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질료는 주어지지 않

으면 안된다. 질료란 우리의 감성이 외부 세계와 만나는 그대로의 세계,
그러니까 주관의 이성작용이 미치기 이전의 선술어적-선논리적 영역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가 가지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요, 이것을 후설은 생활세계라고 한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

활에서 접하는 역사적-문화적 세계도 선술어적 경험을 토대로 한 상층구

조로서 생활세계에 속한다. 한전숙은 후설의 후기 사상을 이렇게 신체적

감성적인 직접 경험에 치중한 생활세계론으로 전개한다.
내가 이해한 후설은 여기에 담긴 이것이 전부이다. 44 )고 말하면서

내놓은 현상학 에서 한전숙은 후설 현상학을 한 눈에 놓고 그의 모든

저술을 종횡무진 해석하고 있으며, 현상학적 사고를 바탕에 놓고서야 현

대 사상의 주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현상학의 의의를 강조한다. 한전숙

의 현상학에 대한 이런 애정과 한국현상학회 를 주도해 온 그의 열정은

현상학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1980/ 90년대 한국 현상학계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말이지 크게 성장

하였다. 이영호는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후학들을 길러내면서, 역서 현

상학의 이념 (서광사, 1988 )과 후설전집 편찬자 서문을 뽑아 모아 역서

현상학으로 가는 길 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을 냈다. 이길우는

거의 독보적으로 후설의 윤리사상을 파고 들어 수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45 ) 또 이종관과 이남인은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에서 현상학 운

동의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한편, 후설 현상학뿐만 아니라 하이데거 철학 연구도 1980/ 90년대에

44 ) 한전숙, 현상학 , 민음사, 1996, 2면.
45) 이길우, 현상학적 윤리학 , 현상학 연구 제3집, 양서원, 1988 ; 정서적 동

계와 상호주관적 습득성 ,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7집, 철학과 현실사,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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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비로소 그 규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박종홍의 논문

Heidegger에 있어서 Sor ge에 관하여 (1932 )를 기점으로 삼더라도 한국

에서 하이데거 연구 역사는 6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 연구 성과는

1980/ 90년대에 들어서야 제 모습을 드러내었다. 1940/ 50년대에는 전시

(戰時)·전환기의 분위기에서 실존철학적 정조에 젖은 사람들이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개설적 단편 이외에 하이데거에 관한 이렇다 할 만한 논

저가 없었다. 1961년 조가경의 실존철학 (박영사)이 출간된 이래 차츰

논저가 늘긴 했지만, 1961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표된 석사논문 이상

의 논저를 모아 놓은 한 자료46 )를 보면, 총 143편 가운데 1960/ 70년대

것은 45편에 불과하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에 연구자의 수도 연구 성

과도 격증했음을 말해 준다.

1970년대에 하이데거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는 안상진(安相鎭

1926- )이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 M. Heidegger의 실존적 사유와 존

재의 사유 (서울대, 1979)를 비롯하여 70년대에만 7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 1980년대에도 4편을 더 발표했으며, 1996년에는 이수정·최상욱·

전동진·박휘근·강학순·이선일·신승환·이기상·심광섭 등과 더불어

공동 저술 하이데거 철학의 근본문제 (철학과 현실사)를 펴냈다.

비슷한 시기에 소광희(蘇光熙, 1934- )도 후설 현상학과 함께 하이데거

철학 연구에 정진하였는데, 그는 특히 시간과 세계, 진리의 문제에 관심

기울였다. 소광희는 한국 하이데거 연구계의 60년 이래 숙제였던 하이데

거의 주저 존재와 시간 을 1995년 말에 번역해 냄(경문사)으로써 학계의

면목을 일신하였다. 그는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국내외 하이데

거 전문 박사들과 함께 한국 하이데거 학회 를 창립(1992)하고, 학회

하이데거 연구 제1집: 하이데거의 존재사유 (철학과 현실사, 1995)

제2집 하이데거의 철학세계 (철학과 현실사, 1997)를 펴냄으로써 하이데

거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0/ 90년대에 한국 철학계에서 그러나 하이데거 연구에 새바람을 일

46 )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상 , 문예출판사, 1992, <한글 참고
헌>(353-3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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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 이는 이기상(李基相)이다. 이기상은 독일에서 논문 엄밀학으로서

<존재와 시간> — M.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의거한 학문적 철학의 새로운

정립 (München 1984)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이래 처음에는

실존철학과 하이데거 철학을 위한 입문서 등을 번역해 내다가 하이데거

의 실존과 언어 (문예출판사, 1991)와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상 (문예

출판사, 1992)을 연작 저술로 펴냈다. 그후 그는 하이데거의 주요 원저

들을 번역해 내기 시작했다. 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이라는 표제

로 하이데거의 논문 기술에 대한 물음 과 전향 을 번역 출간했고, 하

이데거 전집 제24권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문예출판사, 1994 )도 번역

출간하였다. 1997년에는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F. -W. v. Her r mann
원저, 문예출판사)도 번역 출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을 기연으로 니체에 대한 새

로운 연구들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김진석·강학순·박찬국 등의 작업

이 돋보인다.

또한 현상학 내지 하이데거 철학에 관심이 깊던 일부의 연구가들은 해

석학 또는 해석학적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병행시키고자 했는데,
1990년대에 와서 이정복·김영한·박순영 등 이들 기성 학자들과 정기철

[ 리꾀르의 이야기 이론을 위한 해석학적 발단 , Bochum 대학, 1993]·

이미숙[ 존재와 이해 - H. G.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서 존재의 문제 ,

Bochum 대학, 1994] 등 신진 학자들이 어울려 한국해석학회 를 설립

(1994)했다. 이정복·김영한·한상철·전동진·김원율·이미숙·정기

철·최윤식·오병남·문헌일 등은 공동 저술 현대철학과 해석 1 (지평

문화사, 1994 )을 내놓고, 국내외 해석학 관계 문헌 총목록 (앞의 책

부록, 281-400면)을 만들어 본격적인 해석학 연구 활동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해석학회는 학회지 해석학 연구 를 창간하고, 제1집: 해석학은

무엇인가 (지평문화사, 1995)을 발간했는데, 특히 이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철학적 해석학의 새로운 방향은 앞으로 한국철학의 자리매김을 위

하여 절대적인 역할과 공헌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47 )하니, 앞으로의

47) 한국해석학회 편, 해석학은 무엇인가 , 지평문화사 199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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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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