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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반도의 갈등적 남북 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분단 현실의 배경이다. 이러한 분단 현실은 변화하

는 시대와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과 세계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남북한 관계와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서 일종의 복합적 역학관계가 분단 현실에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예

컨대, 남북한 화해의 절정이었던 햇볕정책 시기에서조차 교전 사건이 발

생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갈등적 속성이 엿보인다. 남북한 관계에

서 볼 수 있는 지속적 갈등 상황과 그 배후의 역학관계는 상당히 흥미로

운 것이며, 한국 학계가 이론적으로 규명해야 할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 대표적인 비판이론 학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비판이론의 관점

으로 ‘기술’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의 

이론적 관점의 부적실성을 시사한다. 간단히 말해, 분단체제론에 피력되

어 있는 남북한 기득세력 대 국민·인민의 비판적 종속론에 입각한 분단 

극복론은 객관적 기준을 결여함에 따라 연구의 주체와 객체를 주관적으

로 지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사회과학적 연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이론적·해석적 결점을 보인다. 이처럼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

계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는 비판이론적 종속론과 통일지

상주의적 분단 극복론에 입각하여 ‘기술’하려는 백낙청은, 햇볕정책을 

분단 극복 의지라는 인풋(input)을 투입한 하나의 분단 극복 시도로 인식

함에 따라, 투입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통일이라는 아웃풋(output)을 이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분단체제론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서, 분단 현실을 둘

러싼 역학관계의 지속성을 독일 사회과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사

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정립한 ‘사회체계론(Theorie sozialer 

Systeme)’이라는 첨단 이론으로 재정의한다. 본 연구는 분단 현실의 역

학관계를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한 관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론의 급진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하는 상호주관적 관점을 통해 남북한의 역학관

계를 백낙청과 다르게 ‘재기술’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단 현

실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한국전쟁의 발발로 창발하여 정착한 ‘권력적·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상호구성하는, 억압적이라기보다 기능적인 

‘사회체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회체계’의 지속성은 기득세력의 

사리추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의 창발 이래 정착된 ‘권

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권력적·폭력적 커

뮤니케이션’에 응하려는 양쪽 행위자들(지도자, 군대, 국민·인민)의 길

들어진 습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상호주관적으

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자의 성찰적 관점에 입각되어 있기에, 본 연구

의 경험적 부분에는 루만 후계자 본사크(Ralf Bohnsack)의 자기 발견적 

틀을 통해 햇볕정책 시기에 재발한 권력·폭력 사건을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기술’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햇볕정책의 ‘재기술’을 통

해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양국 지도부의 의도에 의해 무조건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지도자, 군대, 그리고 국민들의 갈등

적 ‘커뮤니케이션’에 길들여진 습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다. 따라서 분단이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실천적 한계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분단 현실을 

‘사회체계’라는 단위체로 이해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동일하게 이용하

는 관점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관점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한편, 이렇게 

관찰하는 ‘현실’이 행위자들의 인식으로 결정되는 또 다른 ‘현실’과 

병존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복합성과 유연성을 가져온다. 셋째, 사회체계

론은 비록 정책적인 회의론을 제기하여 분단 극복론을 부인하려 하지만, 

사회체계론의 통찰력을 통해 그나마 주어진 정책적 여지의 가능성을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체계론, 분단 역학관계, 커뮤니케이션

학번: 201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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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문제제기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류사회는, 본격적인 사회질서 재구성 과정을 

거쳐, 마침내 복잡하게 뒤얽힌 ‘신세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잡한 

사회를 해석하는 데에 일정한 세계관을 제공해 온 종교가 점차 계몽사상

으로 교체되면서, 특정 배후 세력이 사회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철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중 문학에서조차 발견되기 시작

하였다. 마르크스(Karl Marx)가 별세한지 13년이 지날 즈음, 프러시아 작

가 폰타네(Theodor Fontane)는 『에피 브리스트(Effi Briest, 1896)』에서 

비판적 사회 해석에 관하여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긴 바 있다:

“사람은 개인일 뿐 아니라 전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전

체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 전체에 종속되어 있어요.”1)

본 문구에서 드러난, 특정 배후 세력의 억압을 암시하는 ‘종속

론’은 철학과 사회학에 의해 계승 및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戰後) 독일의 부실한 과거청산을 고발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적 담론 연구는, 종속론을 그려내는 비판이론 연구에서

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청사진을 제공

해 왔다.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담론적 종속론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비

판이론가들은, 한국전쟁 이래 지속되어 온 분단 상황을, 물질적 이득을 

꾀하는 남북한 집권세력 간의 합작관계로 해석해 왔다. 더 나아가 백낙

청은 분단 현실을 종속적인 ‘분단체제론’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분단에 

관한 한국 비판이론 지형에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분단의 연속성을 범(凡)한반도 ‘체제’의 억압적 역학관계로 환원

시키는 분단체제론을 통해, 백낙청은 분단을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

하였다. 문학평론가로서 백낙청이 당대 민주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적

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을 포용함

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백낙청의 분단 

‘극복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1) 테오도어 폰타네; 한미희 역, 『에피 브리스트』, (파주: 문학동네, 2010),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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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비록 몇 가지 협약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으

나, 장기적인 화해를 가져오지는 못했으며, 햇볕정책이 펼쳐지는 동안에

조차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종의 종

속론을 근거로 삼는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적실성, 나아가 햇볕정책의 정

책적 적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분단체제론이 한국의 대표적인 비판이론으로서, 한국 현대사에서 

큰 사회적인 공을 세운 민중운동 및 진보학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인 것을 감안할 때, 백낙청의 인식론적 관심이 규범론적·관념론적 편향

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특히 규범론적 편향과 관련하여, 분단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그의 인식론은, 시대착오적인 이

론 틀을 고수하려는 결과, 복잡한 현대사회를 해석하는 데에 각주구검

(刻舟求劍)의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사회과학적 잣대로 

평가했을 때, 분단체제론은 과학(성) 그 자체인 객관성을 결여한다고 봐

야 한다. 손호철은 분단이 한민족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관한 이론화 작업은 ‘저발전’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2). 

예컨대, 분단체제론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진보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해석적 측면에서는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사회에 놓여있

는 분단 현실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다른 해석의 잠재적 가능성을 차단

시켜 버린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것이다. 특정 배후 세력의 억압을 

암시하는 종속론을 도구로 삼아 분단의 지속성을 폭로 및 고발해야 한다

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주체와 객체 간 

종속관계 없이, 개인 간의 역학관계만으로도 분단이 지속될 수 있다는 

발상은 금물로 여겨져 왔다.

예컨대, 베버(Max Weber)는 일찍부터 사회적인 행위란 단순한 물

질적 거래가 아니라, 타인 행위에 대한 기대라고 규정하면서, 사회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인식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암시한 바 있다3). 사

2) 손호철,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창

작과비평』 제22집 제2호(1994), p. 316.

3) Weber, Max; Winckelmann, Johannes (ed.),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Tübingen: Mohr, 1972), p.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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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

였다. 이 발전에 기여한 학자 중 하나는, 인공두뇌학, 인지공학, 심리학, 

생명공학 등 타 분야의 연구 결과를 두루 수용함으로써 학제적인 첨단 

사회이론을 확립한 루만(Niklas Luhmann)이다. 그의 ‘사회체계론

(Theorie sozialer Systeme)’은 베버와 같이 사회적 역학관계를 행위자 

간의 상호적 기대로 풀어내면서, 베버의 ‘이해사회학(Verstehende 

Soziologie)’을 이른바 ‘급진적 구성주의’로 계승 및 발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사회영역(과학, 법, 경제 등)의 지속성,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된다. 루만은 생전(生前)4)에 그의 저서 

『사회의 학문』(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1990), 『사회의 

법』(Das Recht der Gesellschaft, 1993), 『사회의 경제』(Die Wirtschaft 

der Gesellschaft, 1994), 그리고 『사회의 예술』(Die Kunst der 

Gesellschaft, 1997)을 통해 ‘체계’를 주요 개념으로 하는 ‘사회체계

론’을 내놓았고, ‘사회체계론’은 풍부한 적용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이론적 보편성과 연구 대상의 특수성을 더불어 고려하는 이론으로 평가

된다. 이처럼 독창적인 체계론 패러다임을 확립한 사회체계론은, 복합도 

높은 인식론을 바탕으로, 종속론을 넘어 개인 간 상호적 역학관계로 

‘체계’의 유동적 지속성을 그리고 있다.

유동적 지속성과 비규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이론적 ‘보물창고’가 된 사회체계론은, 지속적인 분단 상황

을 새로운 빛으로 조명할 수 있는 유력한 보충안으로 주목된다. 본 논문

에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끌어들여, 이론적 단순성을 보인 분단체제

론의 종속론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초보적인 과업을 맡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화해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분단 현실을 평가하

지 않고서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 재고하고자 함을 미리 밝힌다. 다만, 

남북 화해 및 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사회의 정치』(Die Politik der Gesellschaft, 2000); 『사회의 종교』(Die Religion 

der Gesellschaft, 2000); 『사회의 교육』(Das Erziehungssystem der Gesellschaft, 

2002); 『사회의 도덕』(Die Moral der Gesellschaft, 2008) 등은 사후(死後)에 출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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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를 능히 제거하여 통일을 쉽게 이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가져올 수 있

는 실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회과학의 역할이 아닐

까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본 논문은 정책결정론자의 영

향력이 작음을 인정하되, 주어진 여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단체제론에서 사회체계론으로의 이론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

하는 선행연구는 없으나, 그 이론적 방향을 가리키는 선행연구를 출발점

으로 삼아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보충안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손호철은 분단체제론이 주창된 

초기에 백낙청과 논쟁을 벌인 가운데, 남북한에 집중된 체제 논리를 양

자의 동맹국으로까지 확대하며 역사적 추이를 맞춰본 바 있다5). 초기의 

보충안은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이후의 몇몇의 

학자들은 분단체제론의 수직적·억압적 종속론을 철학과 인지공학에서 

본뜬 행위자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론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권기

붕은 남북한 관계 이론화에서 수용된 억압적 물질론을 근시안적 결정론

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식론적 전체상을 주문한 바 있다6). 이와 같이 정영

철과 박영균은 심리학에 그 뿌리를 둔 ‘거울효과(mirror effect)’에 기

반하여 분단 폭력의 원인을 심리적인 상호 적대관계에서 찾았다7). 이미 

그전에 박영균은 지속되는 분단의 원인을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원용하면서 길들어진 적대성으로 설명하기

5) 손호철 1994a, pp. 335-337 참조. 

6) Kwon, Gibung, “Recognition of Estranged Other: A Theoretical Reflection on 

Politics of Identity and Systems Integ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국제 

정치논총』 제50집 제3호 (2010).
7) 정영철, “남북 관계와 바라봄의 정치: ‘시선의 정치’와 정당성 경쟁,” 서울대

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논형 외, 

2012); 박영균, “위험사회와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 『시대와 철학』 제26집 

제1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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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8). 이에 더하여 박영균은 최근 저서에서 남북한의 상호적 적대

성 및 폭력성을 갈퉁(Johann Galtung)의 평화론을 끌어들여, 민중 차원에

서의 재생산성을 주목한 바 있다9). 이처럼 철학 일반의 영역에서 이루어

진 보완 작업은, 동시에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졌다. 

2000년대 전후, 분단에 관한 사회과학적 이론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복합체계론(Complex System Theory)이 대두되었다. 해외 학자와 협력한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 모델』(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을 통해, 온갖 복합체계론적 관점으로 남북한 관계를 단편적으로 짚어보

고, 남북한 통합을 위한 이론적 의미를 도출하였다10). 그들의 기초적 수

준의 작업은, 남북한 관계를 복합체계론과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인식

론적인 길을 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통합을 주요 관심사로 정

함에 따라 분단 ‘극복’이라는 규범론적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편, 시종일관 남북한을 한 체계로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구(舊)세대 복합체계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한편,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의 역학관계를 비규범적인 복합체계론으로 

풀이하려는 노력 또한 이루어진 바 있다. 변종헌은 분단을 둘러싼 남북

한 관계의 맥락에서 복합체계론의 적실성을 논의했는가 하면11), 홍민과 

박순성은 본고 쟁점의 출발점인 분단체제론을 복합체계론에 속하는 네트

워크 이론(Network Theory)으로 보완하려고 하였다12). 

8) 박영균,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시대와 철학』 제21집 제3호 

(2010).

9) 박영균,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구축의 전략,” 『통일인문학』 제68집 (2016).

10) 이용필 편, 『南北韓 統合의 複合的 體系모델』, (서울: 신유, 1996); Yong Pil 

Rhee (ed.),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1996).  
11) 변종헌,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윤리연구』 제61

집 (2006); 변종헌, “복합체계론의 방법론적 적설성: 남북한 관계의 분석,” 『초

등도덕교육』 제35집 제35호 (2011). 
12)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

환’,” 『동향과 전망』 제83권 (2011); 박순성,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

의 접근: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 『경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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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현실을 비규범적 접근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두로 나선 초기

의 한국 사회과학계는 복합체계론을 동원함으로써 의미심장한 가닥을 잡

을 수 있었으나, 인식(론)에 방해가 되는 분단 ‘극복’이라는 규범(론)

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대체로 구(舊)세대 복합체계론의 수

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에 둘러싼 남북한 관계를 시종일관

으로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발전’되어 있

다고 볼 여지가 크다. 때문에 분단 현실에 관한 복합적 이론화 작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체계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앞

서 지적한 결점을 해결하는 데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분단 현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담긴 2장에서는, 한국 통일지상주의적 비판이론에 적지 않은 사상적·이

론적 영향을 미친,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이론적 틀이 서술된다. 나아가 

백낙청이 햇볕정책 시기를 그의 분단체제론의 규범론적·관념론적 관점

에서 어떻게 ‘기술’하는지가 세부적으로 진술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연

장선상에서, 분단체제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결함이 지적될 것이고, 

왜 분단체제론이 분단의 지속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끝으로 분단체제론에 대해 제기된 결함을 바탕으로, 분단체제론

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가 정리될 것이다.

3장에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도입되어,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갖는 이론적 결점이 보완되기에 앞서, 복합성 및 복합체계론에 대한 예

비고찰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분단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루만 사

회체계론의 작동 원리 및 핵심 개념이 서술될 때, 분단 현실이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가닥이 잡힐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가닥은, 사회체계론

이라는 이론적 틀과,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권력·폭력이라는 

개념에 의한 설명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

는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권력·폭력이라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제94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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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핵심 개념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는 한때 루만이 사회과학적 연

구 지침으로 내세운 ‘첫 질문’, 즉 ‘어떤 상황인가?(Was ist der 

Fall?)’13)라는 주체 중심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분단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체계의 권력적인 역학관계를 이론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본사크

(Ralf Bohnsack)의 자기 발견적 틀이 소개될 것이다. 이러한 본사크의 발

견적 틀은 고전적 방법론을 반대함과 동시에, 학자의 제한된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루만의 성찰적 접근과는 다르게, 분석적 상호주관성을 

보장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과 양립 가능한 것이다. 이

는 곧 루만이 내세운 두 번째 연구 지침이자 ‘질문’, 즉 ‘상황의 배

후에 어떤 역학관계가 숨어 있는가?(Was steckt dahinter?)’14)라는 역학

관계의 작용을 경험적으로 포착하려는 작업에 해당한다. 3장의 끝으로는 

분단 현실에 대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사회체계론의 차이 및 쟁점이 

비교되며 재고될 것이다.

4장에서는 본사크의 자기 발견적 틀이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스

냅숏(snapshot)이란 분석 단위와 정치 및 군사 조직 주요 결정자의 회고

록을 통해, 햇볕정책 시기에 남북한 간에 발생한 권력·폭력 사건으로부

터 분단 현실에서 추정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내포하는 역학관

계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전개된다. 끝으로, 경험적 연구의 틀 안에서 도

출될 결과는 자기 발견적 분석 틀에 관한 소결로 정리된다.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루

어진 논의가 간략하게 정리 및 요약될 것이다. 나아가 이론적 및 정책적 

관점으로 본 연구의 함의가 각별히 제시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회체계론은 분단 현실에 대하여 인식론적 차

원에서 의미심장한 함의가 도출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체계론

이 분단 현실에 대하여 갖는 정책 차원의 함의 역시 도출될 것이다.

13) Luhmann, Niklas, “’Was ist der Fall?‘ und ’Was steckt dahinter?‘ Die 

zwei Soziologien und die Gesellschaftstheorie,” Zeitschrift für Soziologie, Vol. 22 
No. 4 (August 1993) 참조. 

14) Luhmann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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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일지상주의, 분단 극복과 햇볕정책    

1. 하버마스에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으로

한국의 비판이론자들 사이에서 ‘소통론자’로 일컬어지는 하버마

스는, 비교적 체계적인 이론 틀을 갖추고 있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적지 않은 사상적·이론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하버마스 비판이론과 

국제정치이론적 관점에서 그 진영이 수반하는 규범적·논리적 결점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필요하다. 

1) 하버마스 비판이론과 국제정치 이론의 비판적 고찰

하버마스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독일 학계를 넘어, 아시아

와 남미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버마스가 세계적으로 학문

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론적 차원에서의 진보적 발전을 저

지해 온 구(舊)비판이론과 갈라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찍부터 이론적

이거나 실천적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시종일관한 비판을 보류해 온 1세

대 프랑프루크트학파(Frankfurter Schule)와 달리, 하버마스는 분명한 규

범적 기반에서 계몽적이고, 실천적인 주장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하

버마스는 체제적 역학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가 행위자들이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했다며, 이를 지나치게 결정론적인 것으로 

비판하였다.15)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Karl Marx)는 그의 사회적 진단을 

이미 파급되어 있는 자본주의 질서로 환원시켰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음

을 지적한 바 있다.16)  

이처럼 하버마스의 비판적 프로젝트는 (1) 이상적 사회의 실천을 

방지하는 체제를 고발할 뿐더러, (2) 체제적 역학의 메카니즘을 해명하

고, (3) 이를 타파하여 극복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제시하려는 의도에

15) Horster, Detlef, Jürgen Habermas: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Verlag, 

1990), p. 32; Iser, Mattias and Strecker, David. Jürgen Habermas: zur Einführung 

(Hamburg: Junius Verlag, 2010), p. 190.
16) 이에 관해서는 특히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Vol 2):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b), p. 5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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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획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시사했듯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이용하는 ‘체제’ 개념

은 행위자를 권력관계로 종속시키는 거시적인 분석 수준(하향식 

top-down)으로부터 체제적 압력을 거역할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 수준(하향식 top-down 대 상향식bottom-up 맞서는 논리)으로의 특

이한 이론적 결합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하버마스가 그의 옛 저서에서

는 주로 근대화가 수반하는 합리화 및 사물화의 체제적 제한을 고발한17) 

반면, 그의 대작 『의사소통행위 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에서는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18)이라는 접근으로 체

제가 행위자를 종속시키는 메카니즘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하버마스

에 따르면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

터 현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주장(설득 노력)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9). 이렇게 정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사회를 조정하는 매체20)

로서 능동적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그의 대작 제목

이 암시하듯 ‘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파악한다21).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조정 매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 교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상호주관

적·보편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22).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

(kommunikatives Handeln)’이라고 명명한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한 행위자의 이득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그 자체를 지향하는 

17) 이에 관해서는 Habermas, Jürgen,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7), p. 110 참조.

18) Treibel, Annette. Einführung in soziologische Theorien der

Gegenwar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6), p. 167.
19)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Vol 1):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a),

p. 109.

20) Habermas 1995(a), p. 41.

21) Treibel 2006, p. 167.

22) 이에 관해서는 특히 Habermas 1995(a), p. 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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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고 하버마스가 설명한다23). 이처럼 개인의 전략적 사리추구를 

배제한 자연스러운 영역을 ‘생활세계(Lebenswelt)’라고 비유한다. 생활

세계 속에서 행동(‘커뮤니케이션’)하는 개인들은 생활세계를 지극히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

도 못한다24). 추상적인 생활세계의 현실적 예로서, 억압적 담론이 부재

하는 여론의 공론장(公論場 Öffentlichkeit) 또는 시민사회

(Zivilgesellschaft)를 들 수 있다25). 이처럼 사회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무

의식적인 규범·담론은 이에 적합한 인식론을 요구한다. 이에 관하여 하

버마스는 객관성을 내세우는 인식론을 배제하고, 자타(自他)를 아울러 반

성하는 성찰적 인식(론)을 내세운다26). 즉, 사회(생활세계) 속에서 내재되

어 있는 규범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험적(a priori)으로 지니고 있는 직감만으로 충분

하다는 것이다27). 따라서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따르는 이론들은 근본적

으로 ‘자기기술(Selbstbeschreibung)’28)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류사와 불가분하여 선험적으로 주어진 생활세계는 하버마스의 

이론적 틀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개

념이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안티테제(Antithese)로서, 근대화가 수반

23) Habermas 1995(a), pp. 384-385. 
24) Habermas 1995(a), pp. 187; 191-192; p. 449. 

25) Becker, Michael, “Die Eigensinnigkeit des Politischen: Hannah Arendt und 

Jürgen Habermas über Macht und Herrschaft,” in Imbusch (ed.), Macht und 

Herrschaft: Sozialwissenschaftliche Theorien und Konzeptione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p. 232-233.
26) Habermas, Jürgen. Kultur und Kritik. Verstreute Aufsätz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3), p. 18; Horster 1990, p. 18 참조. 

27) Horster 1990, p. 78; Habermas 1995(a), pp. 163-164 참조. 
28) 즉, 하버마스는 자신과 연구 대상 간에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성을 획득하는 ‘타

자기술(Fremdbeschreibung)’을 시도하려고 하나, 자신과 연구 대상을 완전히 구

분하지 못하다 보니 끝내 ‘자기기술’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관해서

는 König, Tim, In guter Gesellschaft? Einführung in die politische Soziologie von 
Jürgen Habermas und Niklas Luhman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2); Kieserling, André, “Zwischen Soziologie und 

Philosophie: Über Jürgen,” in Müller-Doohm, Stefan (ed.), Das Interesse der 

Vernunft: Rückblicke auf das Werk von Jürgen Habermas seit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pp. 28-29.



- 11 -

한 기계적 합리화 과정에 의해 조성된 ‘체제(System)’ 개념을 설정한

다. 사회의 기계적 합리화 과정은 점차 더해가는 사회의 복합성을 일정

한 수준으로 줄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하버마

스는 기계적 합리화 과정을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체제적 자동

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묘사된 체제는 생활세계에 침투하여, 개

인 차원의 물질적 이득을 꾀하는 ‘전략적 행위(strategisches Handeln)’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퍼뜨림으로써, 기존의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29). 하버마스는 이 과정을 

‘생활세계의 식민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에 비유함30)으로

써, 직간접적으로 근대화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나아가 근대화야말로 체제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맥락에서, 하버마

스의 이론적 틀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전(前)근대적 생활 방식에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는 하버마

스의 언급3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버마스가 

‘체제’라는 개념을 시종일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생활세계에 대한 단순 반의어 역할로 이를 한정시켰기 때문에32), 

결과적으로 ‘체제’의 서술적 세련도와 개념적 정교함을 떨어뜨리고 말

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인식론적 관심이 계몽과 생활세계의 

보존에 모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활세계와 체제 개념 간의 이분법

적 편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관심은 일차적으로 체제가 의사소통 차원에서 

제기하는 제한성을 분명히 해명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Ist)과 이상(Soll)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제시하는 고전적 이상주의와 일맥상통하다33). 한 

29) Habermas 1995(a), pp. 384-385; Habermas 1995(b), p. 252; 420 참조. 

30) Habermas 1995(b), p. 522

31) Habermas 1995(a), p. 101. 
32) 레스-쉐퍼(Reese-Schäfer)에 따르면 루만(Niklas Luhmann)과 논쟁이 없었더라면 

‘체제’ 개념이 ‘생활세계’의 반대 개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체제 

개념은 하버마스의 이론적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세계를 종속되는 것이라

고 짐작할 수 있다. Reese-Schäfer, Walter. Jürgen Habermas (Frankfurt am 

Main: Campus, 2001). p. 73. 
33) 이에 관해서는 Horster 1990, p. 19 참조. Kieserling 2000, pp. 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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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하버마스 

비판이론

인식론적 

범위

인식론적 관심
사회적 계몽 및 

해방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관계
‘자기기술’

사회적 

범위

사회의 구성원/요소 개인

커뮤니케이션 개념
‘행위’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기반
상호주관성

사회의 단위
수직적 체제 對 
수평적 생활세계

사회의 성질 선험적 동질성

진단 및 

처방

사회의 발전 경로 목적론

이론적∙실천적 

관심

체제적 제한을 

해명/ 사회적 

통합 추진

〈표 1-1〉 –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접근 

발 더 나아가, 현실과 이상 간에 이미 벌여져 있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하버마스는 사회적 통합 및 응집, 혹은 억압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을 주장한다. 이는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

으로부터 파생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접근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규범

적 요소를 고수하면서도 언어학, 심리학 등의 과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과학성을 더불어 갖추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몽주의

를 넘어서는 것이 틀림없다. 후술하겠듯이, 하버마스의 시도는 맹렬한 

비판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국제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으

며, 후학의 이론적 청사진이 되기도 하였다. 두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규범론과 과학성을 결합하려는 이론적으로는 ‘위험’하면서도 ‘매력

적’인 시도야말로 하버마스가 얻는 인기의 원천이다34).

끝으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버마스

의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인식론적 관심은 사회적 계몽 및 개방이

다. 따라서 사회적 문

제의식은 그의 이론적 

틀을 종속시키는 경향

을 보인다. 

그리고 하버마스

가 주장하는 상호주관

적·보편적 합리성 또

는 이를 제한하는 체

제적 장치들이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은 객관

성을 도모하려는 제3

자적 관점을 불허한다

고 볼 수 있다. 하버

마스가 말하는 사회는 

34) König 2012, p 63; Kieserling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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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는 강제 없는 

사회로서, 생활세계가 일으키는 구심력으로 그 통합을 유지한다. 타인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체제가 제기하는 하향식

(top-down) ‘커뮤니케이션’이자, 개인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

는 점에서 비로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각자의 이득을 전략적

으로 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응집은 저해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봤

을 때, 사회적 구심력으로 작용해 온 생활세계의 붕괴 추세는 자본주의

의 부상과 근대화의 합리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목적론을 낳게 된

다. 이와 같은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적 진단과, 사회에 내재되어 있

는 상호주관적·보편적 합리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처방을 통해, 결과

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표 1-1 참조). 

이러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틀은 철학과 사회학에서 큰 공을 세

운 만큼이나 비판도 많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틀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에 의해 그의 이론 틀은 철학과 사회학을 

넘어, 국제정치 이론에도 수용되었다. 이 맥락에서 백낙청이 남북한 관

계와 한반도의 정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분단체제론을 정립하는 데에 

하버마스로부터 받은 사상적·이론적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하

버마스 비판이론 틀이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수용되게 되었으나, 이에 따

라 하버마스 비판이론 틀을 국제정치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

적 이의들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하버마스 비판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론 틀로 해

석하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하

에서 하버마스 비판이론 틀을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고

찰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틀은 링클레이터(Andrew Linklater)와 같은 비

판이론가를 통해 국제정치 이론으로서 학계에 소개되었는가 하면, 그의 

이론적 틀은 한국의 ‘소통론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암시했듯, 그의 이

론적 접근은 특히 국제정치 이론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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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규범론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보편

적인 합리성이 사회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다는 하버마스의 핵심적 주

장에 대하여, 철학 또는 비판이론 진영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에 관하여 맥카시(Thomas McCarthy)는 하버마스의 주장을 근거

가 빈약한 과대평가로 봤으며35), 회페(Otfried Höffe)는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주장을 ‘도발적’인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36). 

이는 국제정치 이론의 차원에서도 타당한 비판으로 보인다.

예컨대, 인권이 유린될 때 해당국가의 주권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해당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지에 관한 논쟁37)은, 영국 

학파(English School) 내에서 연대주의자(solidarist)와 다원주의자(pluralist)

가 모두 인권을 근본적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와 같

이, 같은 문화권이라면 보편적·상호주관적 합리성에 의하여 사회적 통

합이 보장된다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문

화적·종교적·인종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보

편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문화권 내에서의 상대적 속성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소통론자’들이 가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제조건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버마스 

이론과 같이, 웬트(Alexander Wendt)는 개인 중심적인 수신자-발신자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가상(假想)의 주체(ego)와 타자(alter) 

간 최초의 만남이라는 사고 실험38)을 통해 ‘이중적 우발성(double 

contingency)’39)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35) McCarthy, Thomas, “Kantianischer Konstruktivismus und Rekonstruktivismus: 

Rawls und Habermas im Dialog,”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Vol. 44 
No. 6 (1996), pp. 937-938. 

36) Höffe, Otfried, Kategorische Rechtsprinzipien: Ein Kontrapunkt der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p. 379. 
37) 이에 관해서는 Wheeler, Nicholas J. Saving Strang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38)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C a m b r i d g 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328-334 참조.  

39) ‘이중적 우발성’은 파슨스(Talcot Parsons)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소통의 

시발(始發)에 관한 이론적 난제를 의미한다. 즉, 마주치는 행위자들은 서로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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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문제를 풀어내려 한다. 가상 인물들이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웬

트는,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경솔하게 전제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에 입각한 선험적 상호주관론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40). 다시 말해, 행위자들 간의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가능하

냐는 물음에 대해 선험적으로 주어진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그 대답(‘they can communicate, because they can communicate’)으로 

제시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존재론·인식론보다 규범론에 중점을 둔 하버마스 비판이론은 지나치게 

단순한 존재론·인식론을 가진 탓에 상호주관성의 정체와 발전 과정을 

구명하지 않은 채 선험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보편적 합리성은 기독교적 

윤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서양 문화권의 산물이라는 사실41) 또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합리성이란 과연 보편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적 문제 외에도, 보편적 합리성은 결국 특수한 문화권의 산물로서 차별

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42). 특히 국제정치학 여성주의 진영

은 소위 ‘공정적 보편주의(impartial universalism)’라고 일컫는 규범적 

잣대들이 결국 정치 그리고 윤리와 맞물려 있으며,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43). 한발 나아가, 보편적 합리성에 관한 주장은 국제적·

여다볼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가정할 때,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

떻게 성립되는지를 제기하는 문제이다. 파슨스의 관점에 따라, 하버마스 역시 양

자 간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존재해 온 가치통합으로 풀어내려 했

다. Parsons, Talcott; Shils, A. Edward and Tolman, Edward C.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p. 3-29 

참조. 

40) Albert, Mathias; Kessler, Oliver and Stetter, Stephan, “On order and conflic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ommunicative tur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4 No. S1 (2008), pp. 54-55. 

41) Horster 1990, pp. 103-109.

42) Diez, Thomas and Steans, Jill, “A useful dialogue? Haberm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 31 No.1 (2005), p. 135. 
43) Hutchings, Kimberly, “Towards a feminist international eth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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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맥락에서 다양성과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

기되었다. 예컨대, 보편성에 대한 신념은 흔히 도덕적 우위(moral high 

ground)와 더불어 인식론적 우수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배제

하려는 근본주의(foundamentalism)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44).

(2) 다음으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제시하는 사회의 조정 메카니즘

에 관한 문제들을 보기로 한다. 앞서 확인했듯 하버마스는 인식론을 규

범론에 종속시킨 결과 존재론적·인식론적 복합성을 저해시키고 만다. 

말하자면, 그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언어적 차원(좁은 의미로 ‘대화’, 

넓은 의미로 ‘담론’)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단순하면서 주관적

인 이분법(억압적 커뮤니케이션 유무)으로 평가를 내린다. 문제는 국제정

치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경제, 군대, 과학 등의 여러 영

역으로 구성되어 지극히 복합적인 국내적·국제적 사회가 어떻게 유지 

및 조정되는지 대화 혹은 담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버마

스 비판이론이 규범론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체제적 메카니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통해 복합성을 반영하는 분석 틀에 입각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세련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하버마스 비판이론처럼 규

범적인 이론들은 앞서 설명했던 체제와 생활세계와 같은 안티테제의 단

순한 이분법 외에도 선악(善惡) 또는 시비(是非)와 같은 단순한 이분법으

로서의 기본자세에 의거한다45)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마지막으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수반하는 실천적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판이론으로서의 하버마스 비판이론은 

44) Brown, Chris, “'Turtles All the Way Down': Anti-Foundationalism,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2 (1994), pp. 221-231; Connolly, William E, “Cross-State Citizen 

Networks: A Response to Dallmay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2 (2000) 참조. 
45) Bonß, Wolfgang, “Warum ist die Kritische Theorie kritisch? Anmerkung zu 

alten und neuen Entwürfen,” in Demirovic, Alex (ed.), Modelle kritischer 

Gesellschaftstheorie: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kritischen Theorie. 

(Stuttgart: J.B. Metzler, 2003),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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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이상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이상과 최대한 

근접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권유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법이다. 그러나 규범론에 입각하여 좁아진 분석적 시야는 

낮은 분석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규범론에 근거한 실천론은 높은 위험성

을 수반하게 된다46). 다시 말해, 복합성이 높고 사람들의 안녕을 좌우하

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정책을 세우는 데에 냉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범론에 의

해 속단을 내린다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접

근을 바탕으로 한 정책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하버마스 비판이론은 국제정치 영역에서 지니고 있는 

규범론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다소 단순하고 편협하

다고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국제정치적 메카니즘을 그려내는 약점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제시하는 처방 

혹은 정책결정은 반드시 현실과 상응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실행 과정

에서 예견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2) 백낙청 분단체제론을 통한 햇볕정책의 ‘기술’

하버마스 비판이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한국 분단 현

실을 비판이론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한국 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판이론 진영 

내 가장 유력하고 다소 체계적으로 서술된 분단이론으로서 관심의 대상

이 된다. 이하에서는 백낙청이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조

명하며, 그가 그의 이론 틀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화해 시기의 절정이었

던 햇볕정책을 통일지상주의의 관점으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기술’했

46) Giegel, Hans-Joachim, “Normative Orientierung und sozialwissenschaftliche 

Erkenntnis: Rückblick auf Erkenntnis und Interesse,” in Müller-Doohm, Stefan 

(ed.) Das Interesse der Vernunft: Rückblicke auf das Werk von Jürgen 
Habermas seit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pp.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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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분단체제론은 적어도 1980년대까지 제기되었던 자기보존적·상호

배제적 국가우선주의적 통일론을 반대하여 민중 중심적 통일론을 내세우

는 진보 진영의 일환으로 성립되었으나47), 분단체제론의 성립에 결정적 

작용을 했던 것은 진보 진영 내에서 대안적 통일론에 둘러싼 논란이었

다. 한편으로 민족해방파(NL)는 국내적 계급 모순보다 남한과 외세 간의 

긴장관계라는 국제적 요인을 통일의 걸림돌로 여겼기 때문에, 민족 차원

의 통일보다 법적 통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선통일·후민주변혁을 주장하

였다. 다른 한편으로, 민중민주주의파(PD)는 국제적 요인보다 계급 및 민

족모순이라는 국내적 요인을 우선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 통일을 

앞서 민족 차원의 통일을 우선시하는 선민주변혁·후통일 논리를 주장하

였다48). 백낙청은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그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논

리를 너무 단순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 논리를 하나로 결합하려고 시도하

였다49).

이렇게 성립된 분단체제론을 통해 백낙청은 거시적 상위체제와 미

시적 하위체제 간 권력관계라는 틀로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분석하려 

한다. 즉, 백낙청은 한편으로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

론(World System Theory)을 원용하여, 자본주의라는 세계체제를 체제적 

압력을 통하여 세계를 종속시키는 거시적 상위체제로 설정한다50). 이와 

더불어 백낙청은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서 분단체제와, 세계체제와 분단

체제 간 매개체로서 동아시아 지역체제(중간체제)를 고안한다51). 상위체

제 내지 중간체제는 보편적 자본주의와 직결되어 법칙정립적(法則定立的 
nomothetic) 성격이 강한 반면, 세계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하위체계로서 

분단체제는 개별기술적(個別記述的 ideosyncratic)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47) 박영균, “통일의 인문적 비전: 소통으로서 통일론,” 『시대와 철학』 제24권 3

호 (2013) 참조.
48) 손호철 1994a. pp. 316-320. 

49) 이순애 외,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오늘의 문예비평』 제42권 (2001). pp. 

174-176.
50)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p. 17-18; p.  

139;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p. 39. 
51) 백낙청 1994, p. 34. 



- 19 -

서, 하버마스의 하향식(top-down) 체제 대 상향식(bottom-up) 생활세계 

구도와 일맥상통한다. 

분단체제란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세력들이 상호배제적 갈

등의 현상 유지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합의한 공생관계라는 독특한 구조

로 이해될 수 있다52). 이러한 맥락에서 분단체제의 밑거름이 된 자본주

의적 세계체제가 기득세력들에게 분단 상황 아래서 물질적 이득을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전략적 행위’와 

일맥상통한 계산적 합리성을 조장한다. 기득세력의 피치자인 남한의 국

민과 북한의 인민들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

션’과 유사한 논리 아래서, 어떤 형태의 이득이라기보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은 비국가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인민들이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

는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단체제의 자생력 때문이라고 한

다. 백낙청에 따르면 특히 남한의 ‘맹목적 지역주의’53), 세계체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제 성장지상주의’54),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관계의 

배경으로 제기되는 ‘국가안보지상주의’55) 등의 ‘분단이데올로기’는 

한민족의 통일하고자 하는 본심(보편적 합리성)을 왜곡하는 반민주적·

비자유적인 담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제기된 ‘분단모순’이란, 국제 차원에서 작용하는 외세의 자본주의적 

압력을 바탕으로, 남북 내 치자와 피치자 간 계급모순이 지속적 분단 현

실과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분단체제 메카니즘으로 진단될 수 있다. 따

라서 분단체제는 단순히 냉전체제의 유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된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을 짚어보기 앞서 체

제 개념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분단체제에 함축되어 있는 

체제 개념을, “복합성을 더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란을 제거하는 

데 이바지한다”56)는 발견적 도구로 소개한다. 나아가 백낙청은 체제 개

52) 백낙청 1994, pp. 4-5, p. 157; 1998, pp. 24-25. 
53) 백낙청 1994, pp. 85-86; 1998, p. 163. 

54) 백낙청 1994, pp. 163-164; 1998, pp. 160-161. 
55) 백낙청 1994, pp. 163-164; 199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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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초래하는 혼란을 자인하면서도 이는 분단 현실이 ‘복잡한 탓’57)

이라고 설명을 덧붙인 바 있다. 또한 그의 체제 개념은 일반적이지 않

아, 오직 한반도의 분단체제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것임을 역설한다58). 

이렇게 묘사된 백낙청의 체제 개념은 자기생산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기

계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으므로 ‘완결적(폐쇄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한다59). 즉, 분단체제의 밑거름이 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빼놓고

는 분단체제 자체가 행위자(agent) 및 행위(agency)에 의하여 전환될 가

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세계체제는 이와 달리 폐쇄적일 수 

없다60)는 주장이 또한 제기된다. 이와 같이 ‘자기기술’에 의해 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묘사하는 백낙청의 입장은 분단체제 극복의 맥락에서 조

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낙청은 이로써 하버마스 

비판이론에서 확인했던 현실과 이상 간 간극을 고발하며, 한발 더 나아

가 그 간극을 메움으로써 체제전환을 도모하는 실천적인 성격을 보인다. 

백낙청은 분단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변혁’과 ‘개

량’을 그 핵심개념으로 거론한다. 저자에 따르면, 변혁과 개량을 전제

하는 것이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61). 국제정치학 내지 사회과

학의 문외한으로서 백낙청은 문학비평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이는 과학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연구는 ‘인간해방의 숨은 일꾼’이기도 하지

만 ‘인간의 창조성을 부정할 위험’ 또한 갖기 때문이라고 경계62)하며, 

사회과학이 분단체제론에 대한 연구에 가세하기를 당부하기도 한다63).

백낙청이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혁 구호는 하

버마스 비판이론에서의 ‘연대’이자 ‘단결’이다. 즉, 분단체제 하에

56) 백낙청 1998, p. 20. 

57) 백낙청 1994, p. 48; 1998, p. 20. 

58) 백낙청 1994, p. 129; 1998, p. 18. 
59) 백낙청 1994, p. 17; 1998, pp. 20-21.

60) 이에 관해서 백낙청은 “가령 어떠한 사회체제보다 훨씬 구조적 고정성이 강한 

‘solar system’(태양계)조차도 불변의 폐쇄적 체계가 아닌 판에 ‘system’의 

정의를 놓고 부질없는 말씨름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분단체제의 체제적 폐쇄성

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백낙청 1998, pp. 206-207; 1994, p. 43 참조.  
61) 백낙청 1994, pp. 142-163, p. 243. 

62) 백낙청 1994, pp. 294-296. 
63) 백낙청 1994, p. 16, 45, 90, 115, 128, 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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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백낙청 분단체제론의 

역학관계 

서 핍박 받는 시민들이 각기 추

진해 왔던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등과 해외

동포를 통합함으로써, 사회 속

에서 잠긴 잠재력과 동력을 깨

워 누적시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물결’을 형성하자는 

것이다64). 이에 백낙청은 작은 

힘을 모아 변혁을 실현할 수 있

다는 논리로 일상생활 속에서 

분단체제를 거역할 수 있는 개

인의 역할을 강조한다65). 앞서 

언급했다시피 백낙청은 분단체

제의 밑바탕이 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극복될 리가 거의 만무한 것으

로 인정66)하지만, 분단체제를 아래로부터 허문다면 상위체제인 “세계체

제에 좀더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67)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분단체제론에 따르면, 세계체제와 동아시아 체제로서의 

상위체제가 분단체제를 매개로 하여 한반도에 아웃사이드-인(outside-in) 

식의 수직적인 체제 논리로 체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의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연대와 단결

을 통해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사이드-아웃

(inside-out) 식의 변혁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그림 1-1 참조). 

백낙청은 분단체제의 변혁을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만 고안한 것

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역사적 묘사를 통해 뒷받침해준다. 예컨대, 1980

년대의 민중운동은 분단체제를 흔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68). 이 맥락에

64) 백낙청 1998, pp. 40-79 참조. 

65) 백낙청 1998, pp. 16-18. 
66) 백낙청 1994, pp. 105-106 참조. 

67) 백낙청 1994, p. 33. 
68) 백낙청 1998, p. 17; 백낙청,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실천문학』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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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낙청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분단체제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

술’69)하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백낙청이 분단

체제론이 내포하고 있는 통일지상주의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눈여겨 볼 것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사후(事後)에 ‘기술’한 백낙청은 정책이 전

개된 배경으로서 정권교체와 “통일문제에 전형적인 자세와 오랜 경륜을 

갖춘”70) 김대중의 당선을 지적하며, 이 두 점이 ‘분단체제 변혁 작

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변혁 세력이 단결

하는 데 있어 IMF 외환위기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며71), 햇

볕정책의 양면적 전제조건을 회고한다. 

백낙청에 따르면 햇볕정책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의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국가·정부 차원에서의 시도였

다72). 그러나 그는 햇볕정책에 있어서 국가·정부 차원보다는 통일을 지

향하는 ‘제3자’로서의 시민참여 운동의 역할에 주목한다. 흔히 포용정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햇볕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일방성(즉, 일방적으로 

‘안아준다’는 뜻)을 보이겠지만, 백낙청은 이에 반대하여 햇볕정책을 

‘교섭’과 ‘교류’라는 상호성을 강조하는 핵심 용어로 재정의한다73). 

그는 남한의 시민참여 운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참여 운동이 북한에서

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앞서, 남한 시민참여 운동이 전개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도 뿌리를 내리리라는 전망을 내놓는

다74). 백낙청은 햇볕정책 내지 포용정책의 틀 안에서 남한(정부 및 시민

사회)을 앞서 설명한 변혁 과업의 인사이드-아웃(inside-out) 식의 추진 

권 (2011), pp. 364-366. 

69) ‘기술’이라고 한 것은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본뜬 ‘자기기술’ 방식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즉,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관점으로 자신을 포함함으로

써 분단체제라 일컫는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70) 백낙청 1998, p. 67; 백낙청,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창작과비평』 제38권 

1호 (2010), pp. 85-86.

71) 백낙청 1998, pp. 63-79. 
72) 백낙청 2010, p. 81 참조. 

73) 백낙청 2010, pp. 72-77 참조.
74) 백낙청 2010,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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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기반으로 상정하고 있다75).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의 관점으로 ‘기술’하는 햇볕정책의 추이와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분단체제의 체제적 역학관계

를 범(凡)한반도적 통합 및 단결을 도모하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통하

여 일정한 수준까지 거역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 맥락에서 2000년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은 큰 의의가 있다76). 예컨대, 2000년에 남북한 간

에 발생한 충돌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중단 없이 가동되었는가 

하면,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되기까지 

했77)으므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거역하는 ‘의사소통을 지향하

는 커뮤니케이션’의 단결과 응집력이 그만큼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끝내 희망했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

하여 응집력을 상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백낙청도 햇볕정책

이 분단체제를 ‘흔든’ 계기라고 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성을 결

여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그는 햇볕정책에 대한 오류 분석에 임한다. 

우선, 김대중을 포함하여 햇볕정책 지지층에게 분단체제라는 체제

적 역학에 대한 인식이 애초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78). 즉, 햇볕정

책을 추진하는 데 실천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분단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등한시되었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햇볕정책을 전개하

는 데 요구되는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가 교류협력과 상호신뢰구축의 채널을 타개했을 당시에 뒤따르는 조치가 

부재했으며, 이러한 무책(無策)함은 특히 지역주의와 같은 ‘분단이데올

로기’와 함께 변혁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햇

볕정책에 대한 국민지지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한다79). 마지막으로는, 미

국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부시(George W. Bush) 미 대통령이 펼친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해 상실된 국민의 지지이다80). 백낙청은 그의 분단체제 

75) 백낙청 2010, p. 93 참조. 

76) 백낙청 2010, p. 72. 
77) 백낙청 2010, p. 77. 

78) 백낙청 2010, pp. 85-87. 
79) 백낙청 2010, pp. 84-87.



- 24 -

주요 저서에서 외세들의 영향력을 분단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

헐적으로 거론한 바 있으나, 이들은 특정한 한 국가로서 작용하기 보다

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 속하는 일환으로서 작용한다는 논리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백낙청은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강대국을 중요한 변수로 대입해야 한

다”82)고 지적하는데, 이는 분단체제와 직결된 세계체제적·동아시아체

제적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

나 결론적으로 특정 국가는 체제의 일부분으로 환원되는 성향을 보인다.

끝으로 백낙청 분단체제론의 관점에서 ‘기술’된 햇볕정책을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분단체제를 시민적 통합과 

단결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유의미한 정책이었지만,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보다 실천적 차원을 우선시하는 과오를 범한 정책이기

도 하였다. 때문에 햇볕정책은 분단체제 이데올로기와 분단체제의 교묘

한 역학관계에 휘말려, 그릇된 방침과 역부족 탓으로 분단체제의 극복과 

변혁 작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화해정책

에서는 이전의 인식적·실천적 과오를 거듭하지 않고서, 국가보다 시민

사회의 인사이드-아웃(inside-out) 논리를 바탕으로 변혁 작업을 완수하자

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남북한과 타국 간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하

고 대립 속에서도 일종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서 분

단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점83), 국내 변수와 국제 

변수를 결합함으로써 복합성을 첨가하려고 시도한 점84), 그리고 그의 지

극히 규범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세계체제론을 수용함으로써 주어진 

80) 백낙청 2010, p. 87. 
81) 백낙청 1994, p. 14 참조. 

82) 백낙청 1998, p. 25. 

83)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132; 구갑우, 

“비판적 국제관계이론,” 우철구, 박건영 외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13), p. 506; 손호철 1994a, p. 321. 
84) 박순성 2012,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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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세에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한 점85)에서 

그의 학문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만큼 그의 불분명한 이론적 접

근은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기에 여러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초래

하였다.

무엇보다 하머마스 비판이론을 계승한, 사회적 동질성과 사회적 통

합을 지향하는 규범론 및 관념론이다. 예컨대, 구갑우와 정경환이 적절

히 지적했듯, 분단체제론이 강조하는 ‘분단’이란 사전적 의미로 ‘하

나였던 것의 나뉨’을 의미하므로,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지향해야 한

다는 당위성을 내장하고 있다86). 같은 맥락에서 손호철은 분단체제론의 

관점으로 분단 현실을 보는 학자 중, 분단체제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통

일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분단체제 역학관계 자체를 냉철하게 서술하

는 이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 지적하였다87). 따라서 규범을 내세우는 이

론들이 우수한 설명력·해석력을 무조건적으로 획득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규범론적 전제가 편향 없이 넓은 시야로 복합

적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死藏)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따른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체제 개

념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결함을 수반한다. ‘체제’는 

‘체계’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의 시스템(system)에 해당한다. 민병원

은, 기본적으로 시스템(system)을 본뜬 것으로서 체계 또는 체제 개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공에 따라 다르게 변역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88), 의미상 존재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편, 

‘체계(體系)’는 “낱낱이 다른 부분을 계통적으로 통일한 전체”로 풀

이되는 반면에, ‘체제(體制)’는 사회적 의미에서 “사회적인 제도나 조

직의 양식”89)으로서 사회 전체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일부로 

85) 구갑우 2007, p. 132; 2013, p. 506; 손호철 1994a, p. 322. 

86) 구갑우 2007, p. 16; 정경환, “제3장 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과 통일전략의 방

향,” 『통일전략』 제14권 1호 (2014), p. 103.   

87) 손호철, “‘분단체제론’ 재고: 백낙청교수의 반비판에 대한 답변,” 『창작과비

평』 제22집 제4호 (1994b), p. 298.
88) 민병원, “국제정치와 시스템이론,” 전재성 외 편,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

치』(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 p. 51, 각주 1 참조.
89) 필자 강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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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된 분단체제의 체제 개념은 체제적 조정력

을 수직적 방식으로 행사하는 일종의 정권(regime)으로서, 지속적 분단 

현실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채택한 체제 개념은 비록 

수직적 역학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 여지를 열어두지만, 체제

를 관찰하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서 객관성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주체와 객체를 둘러싼 인식

론적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인식론을 따르는 실천론에 관한 문제를 짚

어보기로 한다.

단순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변혁 및 극복을 주창하는 분단체제론, 

그리고 그 틀 안에서의 실천론은, 180만의 남북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 하에서는 다소 위험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백

낙청은 분단체제론의 실천론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실제로 인정한 바 있

다90). 분단체제론은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규범적 이론을 따르는 탓에 인

식론적·발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실천론을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수반한다.

다음으로 분단체제론을 이론적·논리적으로 검토한다. 분단체제론

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론적·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분단체제론과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의 양립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있

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목적론적 발전 과정으로 탄생한 국가를 세

계체제의 단위체로 이용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트로츠키(Leon Trotsky)적 

사고로 부정하는 태도를 내비친다91). 이처럼 백낙청은 변혁의 대상으로

서 국가라는 단위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단체제론과 세계

체제론 간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월러

전 (ㅈ~ㅎ)』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pp. 1382-1383.
90) “(...) 남북 각기의 내부가 변하고 양자의 상호관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민중의 입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백낙청 1994, 6쪽; 1998, 5쪽 참조.
91)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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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틴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체제적 부분으로 간주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공론장(公論場 Öffentlichkeit) 외에도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해답을 (법치)

국가에서 찾고 있다92). 이처럼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에서 국가라는 단위

체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중잣대(double standard)를 갖는 듯하다. 분석 단위를 한층 낮추

면, 국가와 개인 간 관계마저 개연성을 결여한다. 예컨대, 한 학자가 적

절히 지적했듯, 백낙청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향하는 일방적 종속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과잉분단론’ 혹은 ‘분단환원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

는 인위적 구성물과 같은 것을 고안했다는 것이다93). 같은 맥락에서 박

순성은 분단체제론이 인과관계를 내세우는 ‘구조결정론’이나 ‘구조기

능주의’의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94). 이처럼 분

단체제론은 분단을 마치 고정된 것처럼 묘사하지만95), 오히려 분단 현실

은 상호적인 유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해야 옳을 것이다96).

좀 더 세부적으로 분단체제론의 논리적 차원을 검토한다. 구갑우가 

지적했듯 백낙청은 남북한 양 체제 간 차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97). 무

엇보다 북한이 남한처럼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있느냐라는 지

적은 주목할 만하다98).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제시된 분단

체제의 지속성은 단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지역주

의·안보논리·경제논리)’, 분단체제 내 ‘모순(민족모순·계급모순·진

영모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발현되는 분단력(分斷力)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수들을 나열하는 것은 복합성을 최대한 살리

려는 시도라 볼 수 있으나, 주요 변수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것은 결

국 ‘병렬주의’에 불과하다99). 즉, 백낙청은 그의 이론에 지나치게 많

92) König 2012, pp. 12-14 참조.
93) 모춘흥, “‘분단체제론’ 비판적 다시 읽기,” 『평화가제트』 G9권 (2017), pp. 

3-6.

94) 박순성 2012, pp. 16-17. 
95) 정경환 2014, pp. 104-105 참조.

96) 박순성 2012, p. 7. 
97) 구갑우 2007, p. 132; 구갑우 2013, p. 506.

98) 손호철 1994a, p. 327; 1994b, p. 298.  
99) 손호철 1994a, pp. 331-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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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각 변수의 설명력을 떨어뜨리고 만다. 게다가 

그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핵심 개념인 권력(power)을 이해관계를 공유하

는 남북 기득권층이 행사하는 ‘분단폭력’으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그

는 한편으로는 권력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적대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

지 않으며100),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기득층 간에 공유되는 것으로 추정

되는 이해관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101)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분단체제론이 앓고 있는 ‘탈역사성’이다. 여

러 학자들이 지적하듯,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나

아가 시간적 추이에 따라 분단체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

을 결여한다102). 예컨대, 손호철은 한국전쟁과 북한의 ‘모험주의’를 분

단체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격변기로 들고 있다103). 따라서 분단체제론을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으로 정립하려면 한국전쟁, 전후 거듭되는 폭력 사

건, 그리고 미래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건을 설명할 수 있

는 시간적 유연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체제론이 내세우는 체제적 특수성(일상적이지 않

은 것)에 관한 문제를 짚기로 한다. 즉, 한국처럼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국가들은 몇 개 있는데, 왜 하필 한국만이 분단체제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단체제론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

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계체제는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으므로 보편성(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백낙청이 

그리는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는 손호철의 말을 빌리자면 ‘특권

화’104)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정치적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분단체제론을 고안하는 데 비교정치적 추론법이 아니

라, 분단 현실에 관한 정치적 편향에서 우러나오는 ‘기술’이라면 분단

체제론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타당성마저 상실할 것이다. 분단체제론이 

100) 박순성, “분단체제와 변혁운동: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동향

과 전망』 제24권 (1994), p. 179. 

101) 손호철 1994b, p. 297. 
102) 구갑우 2007, p. 136; 2013, p. 506; 홍민 2011, pp. 64-65; 손호철 1994a, p. 326. 

103) 손호철 1994a, p. 326. 
104) 손호철 1994a,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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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보니, 아예 특수성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에 보편성(일상적인 

것)을 근거로 한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다.

앞서 정리했듯 분단체제론은 분단 현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규범적·이론적·논리적 편향 및 오류를 내재하고 있어 보충이 긴요하

다. 보충하는 데 특히나 유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분단 현실의 지속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인식론보다 규범론

을 우선시하는 통일지상주의적 ‘분단 극복사고’(사회 구성원의 동일성

을 전제하여 사회적 통합을 주장하는 사고)로 인식론적 시야를 좁혀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정치적 관념론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기기술적’ 패러다임을, 보다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인식론적 패러

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사전(事前)적

으로 결론짓는 규범론적 인식보다, 사회를 낯설게 그리는(verfremden)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 현실의 복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통해, 실천론이 갖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을 채택

해야 할 것이다. 

(2) 분단 현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체제 또는 체계 개념은 명

확해야 하며, 상위체제-하위체제(국가) 관계와 하위체제(국가)-개인 관계

를 큰 모순 없이 상호적으로 양립 가능한 구조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상상을 초

월할 정도로 복잡한 현실을 고정된 무생물을 다루듯 기계적·선형적 논

리로 풀이하기보다, 마치 변화하는 생물을 다루듯 유동적·비선형적 논

리로 풀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계적 인과성에 관한 주

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즉, 현상에 대한 고립된 인위적 인관관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에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가 돌아가는 ‘운영 

방식(modus operandi)’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3) 행위 개념과 구분이 모호했던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커뮤니케이

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기존 이론에서 막연하게 제기한 공유된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립관계를 분명히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단순성 원칙(principle of parsimon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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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현실을 설명할 이론 틀은 제한된 숫자의 변수로 만족해야 할 것이

다. 이에 관하여 특히 국제정치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국가 차원의 권

력·폭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 현실에서 행사되는 권

력·폭력은 남북한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4) 분단 현실을 설명할 체계 개념은 시간적 차원에서 ‘개념적 탄

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남북한 관계는 한국전쟁 이

전, 한국전쟁 발발,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 ‘모험주의’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갈등이라는 하나의 큰 축은 지속성을 보여 온 

반면에, 갈등의 폭에 있어서 상대한 차이를 보여 온 남북한 관계를 체계

적인 논리로 설명하려면, 근본은 유지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유연한 체계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정리한 이론적 보충 사항은, 사회를 개인의 합으로 파악하여 

사회의 동질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틀 안에서 이루

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행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분단체제론에 대한 복합적 보

충으로서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논의하고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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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적 성찰, 사회체계론과 분단 현실

1. 사회체계론 내 ‘권력적 사회체계’로서 분단

본 연구에서는 비관념적·비규범적인 사회적 성찰을 통해 분단 현

실에서 작용하는 역학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곧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복합성을 다루는 복합체계론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 현실에 적용하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근본적으

로 복합체계론의 계열에 속하기에, 사회체계론이 복합체계론 계열에서 

어떤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체

계론이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국가와 권력 등의 핵심적인 국제정치 개

념을 통해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단 

현실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 ‘권력적 사회체계’가 어떠한 자기 발견적 

틀을 통해 경험적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끝으

로 2장에서는 서술된 분단 현실에 대한 백낙청의 비판이론적 관점을, 이 

장에서의 분단 현실을 사회체계론으로 관찰하는 관점과 비교하여 정리하

고자 한다. 

1) 복합체계론 계열에서의 사회체계론

상술한 바와 같이 하버마스 비판이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론적·

사상적 영향을 받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라는 ‘관점론’은, 규범적 

편향 외에도 분단 현실의 지속성을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한다. 

이는 곧 발견적 복합도의 결여를 의미한다. 앞서의 비판을 보충하여 분

단 현실의 지속성에 관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발견적 복합

도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핵심 개념으로서 복합성(complexity)과 복합체계

론의 일종으로서 이를 체계적 논리로 해석하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살

펴본다.

복합성 개념은 학계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은 만큼 수많은 정의로 

포착되어 왔다. 존슨(Neil F. Johnson)은 복합성을 “수많은 물체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105)으로 정의함으로써 복합성 정의들이 일반적

105) “(the study of) the phenomena which emerge from a number of inte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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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한 물체 간의 복잡한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과 사회적 

현상의 예측 불가능한 창발성(創發性 emergence)이라는 복합성의 두 가

지 주된 속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복합성을 부합할 체계론은 1세대 체계

론처럼 연구 대상을 전체의 부분으로 환원시키는 논리를 허용하지 않는

다. 즉, 복합체계론은 전체적(holistical) 접근이어야 한다106).

따라서 복합체계론의 전체적 접근은 인간중심주의

(human-centrism)를 반대하는 한편107), 앞서 논의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론과 같은 고정적 ‘체계결정론’을 반대한다108). 즉, 2세대 복합체계론

은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여 일방적 인과관계를 상정하는 주체-객체 이분

법을, 전체적 관점을 허용하는 ‘맥락 의존적인(context-dependent)’ 체

계-환경 이분법으로 전환하였다109). 복합체계론이 이처럼 거쳐 온 패러

다임의 첫 번째 전환은 인과성 차원에서 큰 희생을 수반하기도 했다.

이는 이와 연관된 비선형적(non-linear) 인과논리 때문이다. 1세대 

체계론이 제기해왔던 선형적 인과논리는, 상정된 체계-환경 간의 복합적 

관계 아래서 유지될 수 없었다. 이는 체계와 체계 또는 체계와 환경 간

에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이며, 그들 간의 상호 작용 원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선형적 인과성은 경우에 따라 사소한 

자극으로 큰 체계적 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극히 비선형적 현상까지 

포함한다110). 이 맥락에서 선형적 인과논리를 고수해 온 신현실주의가 

objects” (저자 강조), Johnson, Neil F. Simply Complexity: A Clear Guide to 

Complexity Theory (Oxford: Oneworld, 2009), pp. 3-4. in Cudworth, Erika and 

Hobden, Stephen, Posthuman International Relations: Complexity, Ecologism and 

Global Politics (London/New York: Zed Books, 2011), p. 5에서 재인용. 
106) Cudworth and Hobden 2011, pp. 5-6.

107) Cudworth and Hobden 2011, p. 14, pp. 17-20, 
108) Cudworth and Hobden 2011, pp. 58-60. 

109) Kessler, Oliver and Kratochwil, Friedrich, “System Theory beyond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 Albert, Mathias; Cederman. Lars-Erik and Wendt, 

Alexander (eds.), New systems theories of world politics (Basingstoke/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p. 29; Cudworth and Hobden 2011, pp. 172-173; 2012, 

pp. 165-169; Albert, Mathias, A Theory of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 74. 

110) Sandschneider. Eberhard, “Systemtheoretische Perspektiven 

politikwissenschaftlicher Transformationsforschung,” in Wolfgang, Merkel.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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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를 예견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111).

나아가,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흔히 ‘시간의 화살

(time’s arrow)’이라고 불리는 시간의 비가역성(irreversilbility)은 체계

의 발전 경로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체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과거에서 발생한 일은 미래에 발생할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2). 이에 따라서 복합적 체계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체계는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부

터 자극을 받아, 체계적 생존을 위해 조금이나마 환경에 적응할 수 있

다. 따라서 체계적 질서는 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체계는 비

록 견고해 보일지라도, 사소한 자극으로 불현듯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다113).

이처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거친 복합체계론은 ‘열려 있

는’ 체계와 유동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를 그림으로써 체계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론적 길을 타개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체계적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특히 한반도 분단 현실과 같

이 지속성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문제가 된다. 즉, 분단 정세는 부

인할 수 없는 지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분단 현실을 체제적 관점으로 설

명하려는 백낙청의 시도는 타당하긴 하나, 관념론을 끌어들여가며 ‘분

단결정론’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열려 있는’ 체계론

을 주창하는 학자 중 일부는 선형적 인풋-아웃풋(in-output) 논리에 대한 

환상에 빠져, 각종 정책으로 체계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에

서114), 앞서 언급한 관념론자들과 실천적인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

Systemwechsel 1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996), p. 28; 
Cudworth and Hobden 2011, p. 16, pp 64-66. 

111) 이에 관해서는 Lebow, Richard Ned, “The Long Pea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Failure of Realism,” Lebow, Richard Ned and Risse-Kappen, 

Thoma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112) Cudworth and Hobden 2011, p. 5, 

113) Cudworth, Erika and Hobden, Stephen, “The Foundations of Complexity, the 

Complexity of Foundations,”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Vol. 42 No. 2 

(2012), pp. 178-179.
114) Horster, Detlef, “Paradigmenwechsel in der Systemtheorie (Einführu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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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하버마스와 백낙청

에 대한 실천적 연장선상에서, 지속적 분단 현실의 온갖 악조건에도 불

구하고 ‘열려 있는’ 가능성과 체계 전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 정책이라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주목한다. 루만의 사회체계론

은 체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체계적 폐쇄성을 강조하면서도 체계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체계적 개방성을 포함하여, 체계적 개폐

성(開閉性)을 교묘히 병존시킴으로써 복합체계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였다115). 이에 관하여 루만은 복합체계론 계열 내에서 사회체계론

의 특별한 위치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예컨대, 그는 사회체계론의 이론적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체계들 - 일반이론의 개요(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1984)』의 서론에서 패러다임의 체계론적 전환을 주장하면서, 

각 체계의 다른 관점을 말하는 ‘주요 분별(Leitdifferenz)’이라는 점에

서 그의 이론을 일반성을 지닌 ‘슈터이론’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116). 

그러나 이렇게 주장한 체계-환경 간의 구분법은 전에도 이미 전개된 바 

있으므로, 루만만이 가진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고정적 구조에서 체계적 안정성을 찾던 기존 체계론을 

배척하고, 체계적 안정성을 체계의 기능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자율성을 

지닌 역동적 역학관계로 설명한다117). 

루만의 체계론적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해주는 핵심 개념을 한 

마디로 ‘자기준거(Selbstreferenz)’와 ‘자기생산(Autopoiesis)’로 정리

할 수 있다. 언급했듯 전자는 한 체계가 그의 환경과 구별되어 오직 체

계의 관점만을 고려하는 전체적 입장이다. 즉, 체계는 체계로서 자신과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p. 23-24 참조.

115) Reese-Schäfer, Walter, Niklas Luhmann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Verlag, 1999), p. 44, 74; Sandschneider 1996, p. 33.
116) Luhmann, Niklas,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pp. 19-24.
117) Luhmann 1984, p. 27; Horster 2013, p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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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체계는 자신

과의 끊임없는 동어반복적 ‘독백’의 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자기준거 개념은 체계와 환경 간의 교류 가능성을 지극히 제한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맥락에서 루만은 자기

준거 개념을 기존 체계론과 구분되는 이론적 ‘파격력’을 가졌다는 점

에서 자기준거 개념을 이론적 ‘폭약’118)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후자

인 자동생산119) 개념은 루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문자 그대로 ‘완결’

시키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자동생산 개념은 한번 창발한 체계라면 환경

이 낳는 방해로부터 그것의 고유한 자기준거 메카니즘을 지켜냄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보면 자기생산은 어떤 ‘산

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스스로 자신을 ‘재생산’하거나 

‘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지·생명공학 등의 과학이 

사회체계론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성립된 복합체계론의 ‘자기생산적 전환’120)은 관념론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철학과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체계의 지속성을 높은 

복합도로 설명해낼 수 있는 독창적인 모델121)을 제공한다. 이처럼 루만

은 사회체계론이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론의 요구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론이 거의 없다122)”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두 번째 복합체계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루만의 

118) Luhmann 1984, p. 656.

119) ‘Autopoiesis’이라는 개념은 인지생물학자인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바렐라(Francisco J. Varela)에서 내려오는 그리스어의 조립어이다. “autos”(자기)

와 “poiesis”(창작)을 합성해서 “자기생산”으로 번역된다. Reese-Schäfer 1999, 
pp. 42-43; Luhmann 1984, pp. 57-60 참조. 

120) “autopoietische Wende”. Kiss, Gabor, Grundzüge und Entwicklung der 

Luhmannschen Systemtheorie (Stuttgart: Enke, 1990), p. 2 참조. 

121) Boos, Frank, “Zum Machen des Unmachbaren: Unternehmensberatung aus 

systemischer Sicht,” in Balck, Henning and Kreibich, Rolf (eds.), Evolutionäre 
Wege in die Zukunft. Wie lassen sich komplexe Systeme managen? (Nomons: 

Baden-Baden, 1991), pp. 122-125.
122) Luhmann, Niklas, “Autopoiesis als soziologischer Begriff,” in Haferkamp, Hans 

and Schmid, Michael (eds), Sinn, Kommunikation und soziale Differenzierung: 

Beiträge zu Luhmanns Theorie sozialer Syst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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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계론은 분단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보완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체계론의 순환적 논리를 주요 개념을 통해서 검

토하면서, 사회체계론이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이론적·내용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분단 현실의 지속성이 비규범·비관념적인 관점으

로 관찰될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관찰된 분단 현실의 안정성이 구조적

인 것이라기보다 유동적인 안정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분단 현실

의 역사적 추이가 시간적으로 유연한 지속성으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분

단 현실이 어디까지나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관

심사가 될 것이다. 이어서 분단체제론에서 등한시되었던 국제정치의 핵

심 개념인 권력(power)을 사회체계론 내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전개

되는 루만의 권력론을 바탕으로 비규범적 분단 현실 연구의 대상으로 삼

고자 한다.

2) 분석적 틀: 사회체계론의 작동 원리와 분단 현실

앞서 밝혔듯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자기준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순환적 논리를 제시한다. 루만은 『사회체계들 - 일반이론의 개요』의 

서문에서 지적하듯이 사회체계론의 순환적 논리를 한꺼번에 전개하지 못

하는 이유로서 이론의 논리를 일정한 순서로 전개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

한다. 이에 관해서 루만은 사회체계론에서 채택된 순서가 얼마든지 다르

게 전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123). 

필자는 루만의 지적에 응하여, 사회체계론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계론의 시간에 따른 진화 양상을 재정리하는 동시에, 사회체계

론의 미시적 관점으로부터 거시적 관점으로의 오름차순으로 연구를 전개

함을 밝힌다. 사회체계론이 어떤 점에서 분단체제론을 보완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분단 현실에 대한 사회체계론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해당 부분에 밑줄로 표시할 것이다.

123) Luhmann 198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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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발적 콤플렉스: ‘이중적 우발성’과 사회체계적 창발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124)을 꼽자면 그것은 

‘우발성(Kontingenz)’이라 할 수 있다. 우발성은 어떤 결정이나 정의를 

내리기 전에 ‘결정하기 나름인 열려 있는 가능성’과, 결정한 후에도 

‘얼마든지 다르게 결정되었을 수도 있었던 가능성’의 교묘한 병존125)

을 가리킨다. ‘결정의 준칙이 따로 없는 열려 있는 가능성’으로 풀어 

말할 수 있는 우발성은 사회적 소통에 큰 지장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

으로 정해진 소통적 공통분모(가령 언어, 규범 등)가 없다면 의사를 전달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소통이란 애당초 어떻게 가

능한 것인가?

루만은 사회적 소통의 탄생을 검토하기 위해 ‘이중적 우발성

(doppelte Kontingenz)’ 문제를 재고한다. 파슨과 하버마스를 비롯한 학

자들은 서로가 들여다 볼 수 없는 ‘블랙박스’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교

착 상태를 상호연관성이라는 ‘이론적 우회길’로 해소한 반면, 루만은 

전혀 다른 설명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그는 ‘블랙박스’의 비유를 인

간의 자기준거적 ‘심리체계(psychisches System)’로 재정의한다126). 즉, 

‘의식(Bewusstsein)’을 가지고 있는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은 사회적 소

통의 공통분모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자신만을 상대로 삼

을 수 있다. 따라서 심리체계가 가질 수 있는 ‘기대(Erwartungen)’는 

자신에 대한 ‘기대(‘자기기대’, ‘Selbsterwartungen’)’127)일 수 밖

에 없다. 

결국 심리체계는 동어반복에 빠져 있다. 바로 이러한 심리체계의 

동어반복적 폐쇄성이 이중적 우발성의 상황에서 상호적 소통을 불가능하

게 한다. 왜냐하면 두 심리체계(위에서의 ‘ego’와 ‘alter’)들이 마주

칠 때 대칭적인 동어반복의 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해주겠

124) 루만 ‘사회체계론’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의학적 해설 및 빈도적 비교를 위해 

부록 130-131쪽에 첨부된 (표 3-1) 참조.
125) Luhmann 1984, p. 152.

126) Luhmann 1984, p. 156.
127)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429-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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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8)는 식의 대화는 대칭적(A-A-A-A)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동어반

복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수한’ 이중적 우발성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차원의 상상 실험에 불과하여, 일상생활 속에 실제로 있을 수 없

는 일이다129). 그러나 누구나 복도에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

려다가 동시적 오해를 받아 잠시 주춤거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동시

적 오해가 풀린 순간 상황의 대칭성(A-A-A-A)은 해소되며, 비대칭적 상

황(A-B-A-B)으로 전환된다. 대칭성이 비대칭성으로 전환될 때 이뤄지는 

행위는 ‘연결가치(Anschlußwert)’를 부여받게 되어, 마침내 안정적으

로 상호적 기대가 형성된다130). 한 학자는 이 과정을 적절히 ‘탈(脫)동

어반복적’인 것으로 표현한 바 있다131).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형성되는 

그 기대가 심리체계의 자기준거적 차원을 초월하여, 또 다른 자기준거적 

체계의 창발을 가져온다: 이는 곧 창발적 ‘사회체계(soziales System)’

의 탄생이다132).  

이렇게 탄생하는 사회체계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상호연관성을 바

탕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우연(Zufall)’133)이 낳은 진화론적 

산물이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리체계 간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커뮤니케이션 시도들이 이중적 우발성 하에서 행위자의 동어반복적 

차원으로 머무르지만, 그 중의 소수만 사소한 반응을 통해 연결가치의 

‘맹아’에서 기대의 튼튼한 ‘근간’으로 싹틀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통의 기반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진화 과정을 거쳐 후험

적(a posteriori)134)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하여 루만의 견해는 목적론이 

아닌 진화론(Evolution)에 가깝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해가는 복합성 

128) “Ich tue, was Du willst, wenn Du tust, was ich will”, Luhmann 1984, p. 166.
129) Luhmann 1984, p. 169.

130) Luhmann 1984, p. 158.
131) König 2012, p. 30. 
132) Luhmann 1984, p. 154. 

133) 루만에 따르면 ‘우연(Zufall)’이란 조종(Koordination)의 부재를 의미한다, 

Luhmann 1984, pp. 170-171.

134) Esposito, Elena, “Doppelte Kontingenz (4.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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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그의 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進化)하지만, 진화적 발전 과정

에 대하여 규범적 평가를 하지 않으며, 기대나 사회체계의 흥망(興亡)을 

막론하고 체계적 발전 과정에 대해 ‘태연한 자세’를 유지한다135). 나

아가, 루만의 진화론은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연히 전개되는 

진화 과정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136). 

이처럼 우연은 창발적 사회체계론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나, 동시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촉매 역할을 수행

한다. 즉, 우연의 결과 연결가치와 기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공산(公
算 probability)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다137). 이 때문에 시

간은 양자의 심리체계 간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통시도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진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

는 소통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루만은 “정상적으로 보

이는 것들을 쉽게 이루어지 못할 것으로 해명”하는 것에 그의 인식론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이론은 소위 ‘문제해결이론’들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138). 그러한 탓인지 루만은 

비판이론가들이 제기하는 비판과 요구 사항(사회적 통합 등)을 제쳐두고, 

공산(公算)상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다소 순

조롭게 돌아가는 것에 ‘감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본 연구

의 틀 안에서 다루는 한반도 분단 현실을 보는 데에 의미심장한 함의를 

준다. 다시 말해, 분단 현실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현실을 한때 어렵사리 창발하여 사회체계의 자기준거

적 작용에 의해 그의 안정성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감탄’과 더불어,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이중적 우발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의 진화론적 시발

을 짚어봤으므로, 이하에서는 사회체계론 상으로 미시적 관점이라 할 수 

135) Luhmann, Niklas.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Vol 1)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7a), pp. 416-428, p. 508 참조. 

136) Luhmann 1997a, pp. 449-505. 
137) Reese-Schäfer 1999, p. 81 참조; Horster 2013, pp. 7-8 참조. 

138) “(Theorien zu suchen, denen es gelingt), Normales für unwahrscheinlich zu 
erklären,“ Luhmann 1984,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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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커뮤니케이션(Kommunikation)’, ‘행위(Handlung)’, ‘의미

(Sinn)’, ‘구조(Struktur)’, ‘시간(Zeit)’ 등의 핵심 개념들과 이들 간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정착적 콤플렉스: 창발 이래 거역할 수 없는 ‘기대’

앞에서 이중적 우발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그려봤으며, 그 결과 탄

생한 사회체계가 자기준거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제는 

그 사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심리체계들은 동일한 

사회체계 내에서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며 나아가 서로에 응답하기 

위해, 우발성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복합성을 동일하게 해소하는 수단

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행위’를 ‘알아

봄’(Zurechnung)으로써 복합성을 줄이는 것이다139). 이 점에서 사회체계

론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마찬가지로 행위 개념을 커뮤니

케이션 개념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루만은 행위 개념을 커뮤니케이션 개

념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행위 이론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세웠다

고 봐야 할 것이다140).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조명하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첫 단계로서 ‘정보(Information)’의 ‘선발

(Auswahl)’141)이 이루어진다. 즉,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우발

성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선발되어야 한다. 이에, 선발의 직접적인 면

(‘그 것’)과, ‘차이(Differenz; ‘그 것이 아닌 것’)’로서 선발의 간

접적인 또 다른 면이 동시에 작용한다. 착각의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적 매체가 필요하다. 이 맥

락에서 언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언어는 그의 높은 

139) “Auf die Frage, woraus soziale Systeme bestehen, geben wir mithin die 

Doppelantwort: aus Kommunikationen und aus deren Zurechnung als Handlung”, 

Luhmann 1984, p. 240, 191 참조. 

140) Baecker, Dirk, “Kommunikation und Handlung (3.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40 참조. 

141) ‘정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선발(Auswahl)하는 것을 의미한다. Luhmann 

1984, p. 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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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로 인해 인식에 필요한 일반성과 명료성을 결여한다고 한다142). 

대신에 루만은 ‘의미’를 ‘상징적 일반화’143)로 정의하여 이를 일차

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주목한다. 의미란 일상 언어가 특정한 ‘내용’

을 함축하는 것인 반면, 루만적 의미는 오직 일반적 ‘형태’를 가리킨

다144). 비유컨대, 루만적 의미는 복합성을 일정하게 줄이기 위한 ‘통

화’(通貨)로서, 다른 것이 아닌, 자신만을 가리키고 있다. 즉, 루만적 의

미는 우리 일상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셈이다. ‘상징적 일반

화’로서의 의미에 대한 예로, 각자 다른 사회체계에서 쓰이는 ‘돈’

(사회체계로서의 경제), ‘정의’(사회체계로서의 법), 그리고 분단 현실

을 ‘재기술’하기 위해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권력’(사회체계로

서의 정치)을 들 수 있다. 정보의 선발 단계는 앞서 묘사한 ‘의미’의 

선발로 일단락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둘째 단계로서 ‘메시지(Mitteilung)’의 선발

이 이어진다. 앞서의 단계를 ‘주제 선발’ 단계로 파악한다면, 주제 안

에서의 세부적인 메시지 선발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앞서 정해진 

주제 중에서 다시 선발되는 것이다. 루만은 첫 주제 선발 과정을 거친 

뒤에 선발된 메시지를,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을 인용하면서, “차이

를 만드는 (그) 차이”145)로 묘사한다. 앞에서 거론한 사회체계적 의미에 

대한 예로 돌아가서, 사회체계로서의 경제에서 돈이 유무(有無)를, 사회

체계로서의 법에서 법이 부정(正否)을, 그리고 사회체계로서의 정치에서

는 힘이 우열(優劣) 혹은 강약(强弱)을 만들어낸다. 즉, 메시지로서 또 하

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메시지는 ‘선발에 대한 제안

(Selektionsvorschlag)’146)과 다름없다. 쉽게 말해 ‘이건 어때?’라고 묻

는 것과 같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이처럼 맴돌고 있는 

‘현안 문제’로 남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셋째 단계로서 ‘수용에 대한 기대

142) “symbolisierte Verallgemeinerung”, Luhmann 1984, p. 210 참조. 

143) Luhmann 1984, p. 139. 
144) Luhmann 1984, p. 95. 

145) “the difference that makes the difference”, Luhmann 1984, p. 328 참조.  
146) Luhmann 1984,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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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artung einer Annahmeselektion)’가 형성된다. 즉, 본 단계는 결국 

선발 제안의 수용이냐 거절이냐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에 앞서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선발 제안이 이해될지 안 될지에 달려 있음

을 루만이 역설한 바 있다147). 다시 말해 선발 제안이 수용되든 거절되

든 간에 선발 제안이 선발 제안으로서 이해되는 한, 커뮤니이케션은 이

미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이익 추구는 굉장히 복잡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전

제할 수 없는 이차적인 고려 사항이다148). 그저 수용과 거절이라는 커뮤

니케이션의 ‘연결행위(Anschlußakte)’149)일 따름이다. 사회체계론이 

행위 이론이라기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해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응답 없이, 이해만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150). 본 

논문을 읽는 독자가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이해한다면 (설령 이를 

반대하더라도)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음은 거역할 수 없는 이치

이다. 이에 관해 루만은 대화 중 청자를 향한 말이 같은 자리에 있는 제

3자에게 무의미한 소음으로가 아니라, 같은 ‘차이’를 선발한 주제로 

다가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151). 이는 분단 현실을 둘러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서, 상대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바탕으로 설득시키는 ‘행위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된다.

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묘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진화론에 관해 언급했듯, 커뮤니케이션이란 정보

의 선발, 메시지의 선발, 선발된 메시지의 이해(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발

된 메시지의 수용)로서, 공산(公算)상으로 지극히 희박한 일이다. 다른 한

편으로, “일단 커뮤니케이션에 빠진다면, 좀처럼 헤어 나오기 어렵

다”152).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체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존속

147) Luhmann 1984, pp. 203-205. 
148) Luhmann 1984, p. 160. 

149) Luhmann 1984, p. 204. 

150)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 212 참조.
151) Luhmann 1984, pp. 197-198 참조. 

152) 이에 관해서는 루만의 명언인 “Einmal in Kommunikation verstrickt, kommt 

man nie wieder ins Paradies der einfachen Seelen zurück”을 참고할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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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사회체계의 구조를 통해 해명하기에 앞서, 거절

과 수용을 불문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도덕(Moral)’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근거를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한다. 

앞서 ‘상징적 일반화’로 확인한 커뮤니케이션적 ‘의미’는 매

우 농후한 것으로서 사회체계 내에서 ‘자극(Erregung)’153)으로 인식되

어, 의미의 저마다 다른 성격에 따라 기능적 차원에서의 통합이나 갈등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54). 루만에 따르면, 비판이

론가들이 사회적 통합을 기치로 내건 도덕이란 오해할 여지없이 갈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논리를 잇자면, 사회체계로서 도덕

이란, 가치판단을 통해 ‘존경(Achtung)’과 ‘경멸(Mißachtung)’ 여

부155)를 선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도덕적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도덕적 커뮤

니케이션은 항상 사람을 ‘통째’로 평가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도

덕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가법은 도덕적 차원에서 “그는 부지런하나, 인

격이 나쁘다”와 같은 혼합된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156). 이와 같은 절

대적 평가법은 앞서 언급한 ‘상징적 일반화’의 논리와 일맥상통하여 

우발성을 해소하는 진화론적 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존경은 이하에 설

명할 사회체계적 기능으로서 뒤르켐(Emile Durkheim)이 말하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경멸은 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

이다157). 어쨌거나 우발성이 해소되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사회

체계의 역할이 불가결하다. 다만 도덕만큼이나 편재(遍在)되어158) 기능적 

차원에서 파괴적 잠재력을 쉽게 깨울 수 있다는 점은 백척간두(百尺竿
頭)에 서는 것과 같으므로, 우발성을 갈등의 해결책으로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루만의 지론이다. 특히 ‘선량한’ 행위와 바람직한 결과, 

또는 반대로 ‘사악한’ 행위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다. Luhmann 1984, p. 207 참조. 

153) Luhmann 1984, p. 43.
154) Reese-Schäfer 1999, p. 24 참조. 

155) Luhmann 1984, p. 215. 
156) 루만은 여기서 유사한 예를 들고 있다. Luhmann 1984, p. 319 참조. 

157)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215-216 참조. 
158) 다음 쪽에 후술할 바와 같은 사회적 차원(Sozialdimension)에 대한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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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지마(塞翁之馬)와 같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보니159), 이상

(理想)을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루만이 봤을 때 순진한 것이다160). 남

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존경에 해당하는 ‘동포애’는 이론적으로나마 

지속적인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이나, 동전의 이면과 같이 

경멸에 해당하는 ‘동포혐오’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상 도덕을 사회의 

버팀목으로 삼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지속적 갈

등의 배후에 있는 사회체계로서의 정범(正犯)을 찾아내며, 복합성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사회체계론의 미시적 관점의 끝으로, 특히 분단체제론의 ‘탈역사

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체계의 구조 차원에서 “‘원소(Element)’의 

개념 급진적 시간화”161)를 다뤄본다. 

국제정치에서의 구조 개념은 (신)현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사

상적 군림’으로 인해 ‘탈역사성’ 및 물질론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이에 비해 루만은 일차적으로 비물질론을 고려하고, 시간을 그의 핵심적

인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 근거는 역시 우발성과 직결되어 있다. 시간이

란 ‘시간적 차원(Zeitdimension)’으로서 다른 ‘의미 차원

(Sinndimension)’과 마찬가지로 복합성의 원천이다. 베이트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 역시 ‘차이에 차이를 첨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다룬 의미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Sachdimension)’은 ‘이것

과 저것’(우열, 유무 등) 중 선발되는 차원이며, 앞 단락에서 짚어본 

‘사회적 차원(Sozialdimension)’은 주로 도덕의 틀 안에서 ‘이것과 저

것’(존경과 경멸) 중 선발을 제안함으로써 심리체계에 ‘세계관계

(Weltbezug)’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시간적 차원은 전후의 

‘차이’를 ‘차이’에 첨가한다162). 세 가지 의미적 차원은 비록 개념

상으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이들은 늘 엮여져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는 

159) 루만은 이 맥락에서 특히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17와 18세기의 경영학자,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테러를 상기(想起)하고 있다. 

Reese-Schäfer 1999, p. 125 참조; Luhmann 1998, p. 636 참조. 
160)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98, pp. 637-638. 

161) “(...) der radikalen Verzeitlichung des Elementbegriffs”, Luhmann 1984, p. 28. 
162)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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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루만이 역설하는 바이다163). 그들 중 특히 시간적 차원은 ‘시간화

한 복합성(temporalisierte Komplexität)’을 생산하여, 마치 독촉하듯이 

사회체계에게 ‘선발강제(Selektionszwang)’를 안겨줌으로써 ‘기저적 

불안(basale Unruhe)’의 원인이 된다. 선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체계가 상존(常存)하는 상당한 불안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선발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은, 앞서 기대로 확인한 ‘구조(Struktur)’ 

때문이다. 즉, 한번 창발한 체계의 연결가치가 기대로 전환될 때 결국 

기대 차원에서 상호연관성이 생겨난다. 루만은 여기서 미드(George 

Herbert Mead)가 제공한 ‘기대에 대한 기대(Erwartungserwartungen)’ 

개념을 원용한다. 즉, 어떤 기대를 가진 심리체계는 다른 심리체계도 자

신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규범, 계명, 

당위, 의무, 통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164). 

앞서 기대에 대한 기대로 확인한 사회체계의 구조와 관련하여, 

(신)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신)현실주의나 비

판이론처럼 체계의 구조를 지속되는 현상의 선형적 인과관계 또는 결정

론의 근거로 들지는 않는다. (신)현실주의와 비판이론165)은 홉스(Thomas 

Hobbes)적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166) 상황과 체계의 구조 하에서 

사익을 위해 현상유지를 꾀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구조의 절대성을 주장

하는 구조결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루만은 확률적인 논리167)를 

편다. 즉, 기대적 구조는 결과의 “생산적 변수 혹은 원인이 아니라, 구

조 구성 요소의 연결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168)이다. 쉽

163) Luhmann 1984, p. 127. 

164) Luhmann 1984, pp. 412-415 참조. 
165) 비판이론에 관해서는 Rasch, William, “Soziale Systeme (1.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p. 18-19 참조. 
166) 루만은 홉스(Thomas Hobbes)의 논리를 간략하게 논의한 바 있다. Luhmann 

1984, pp. 163-164 참조. 

167)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417-418 참조.
168) “(...) aber sie (die Autopoiesis) ist nicht der produzierende Faktor, nicht die 

Ur-sache, sondern ist selbst nichts anderes als das Eingeschränktsein der 

Qualität und Verknüpftarkeit der Elemente”. Luhmann 1984, pp. 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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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해, 기대적 구조는 선발 제안이 가능한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

하지만, 선발 행위 자체를 직접 사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설령 체

계적 의미가 한두 번 선발되지 않을지라도 사회체계가 곧바로 무너지는 

않는다. 이는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실망가능성

(Enttäuschungsmöglichkeit)’169)이라는 안정 장치 덕분이다. 즉, 체계는 

선발 기대에 대한 ‘모호화(Ambiguisierung)’170) 전략을 통해서 기대가 

실망되지 않을 여지를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약속 시간을 정각 3시로 

정하는 대신 3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할 때 기대가 실망당하지 않을 여지

가 현저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지가 늘려진 만큼이

나 불안(우발성)이 비례적으로 더해지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말

에 보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모호한 만큼 기대의 확신은 희석된

다171). 따라서 시간적 차원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재조합”172)과 다름

없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는 시간적 차원이 ‘비가역성’과 ‘가역

성’의 재조합으로 해석된다173). 즉, 현재는 과거,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퀀스(sequence) 상에서 선발되어 끊임없이 재조합된다는 것이

다. 선발 중인 현재와 앞으로 선발될 미래는 변할 수 있지만, 과거(의 과

거)는 정해진 시퀀스로서 완결된다. 후설(Edmund Husserl)의 이중성을 지

닌, ‘시간의 지평선(Zeithorizont)’에 입각한 루만의 난해한 논리를 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구조는 현재에만 작용한다; (2) 구조는 기껏

해야 ‘잠재적(latent)’이다174); (3) 현재란 선발된 역사, 현재, 그리고 미

래의 ‘조합물’로서 우발성을 줄인 결과이다. ‘역사’란 결국 ‘이력

서’처럼 어떤 시퀀스를 선발하고, 또 어떤 시퀀스를 중략한 것이다. 앞

서 정리한 내용을 분단 현실에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분단에 관한 

체계는 어떤 대상을 종속시키는 하향식(top-down) 체계일 수 없다175). 왜

169) Luhmann 1984, p. 388. 

170) Luhmann 1984, p. 418.
171) 루만 유사한 예를 들면서 기대와 불안 간에 일종의 ‘맞교환’(tradeoff)이 있다

는 것을 암시한다. Luhmann 1984, pp. 417-418. 

172) “Neukombination von Bestimmtheit und Unbestimmtheit”, Luhmann 1984, p. 

395.

173) Luhmann 1984, p. 472 참조.
174) Luhmann 1984, pp. 398-3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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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체계의 밑거름이 되는 기대적 구조란 행위자를 위에서 아래로 종

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가 말하는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적 구

성(co-construction) 과정176)과 같이, 심리체계와 사회체계 간에 순환하는 

수평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동일한 자기준거가 존

재하는 커뮤니케이션 하에서는, 종속시키는 주체와 종속되는 객체가 없

기 때문이다. (2) 그리하여 분단 현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포함하는 목

적론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체계는 비록 자기생산적 메카니

즘에서 강한 생존 추구 성향을 보이나, 이는 사회체계에 관한 이론(즉, 

사회체계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규범적 기술이다. “이 점에서 사

회체계론은 처방적(prescriptive) 이론이 아니라, 기술적(descriptive) 이론

이라 할 수 있다”177). 이런 의미에서 분단 현실에서 특정한 운영 방식 

존재한다는 것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운영 방식이 향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 예측은 삼가야 할 것이다. (3) 사회체계론

으로 본 분단 현실의 구조는 비시간적·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를 구조 속에서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한국의 경우 역사는 현재와 함께 상존(尙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겹쳐져 있는 역사적 현실과 시간적 차원들이 지역적 질서의 형태를 복

잡하게 만들고 있다”178)는 전재성의 지적은 적절하며, 그의 논리는 분

175) Müller, Julian and Nassehi, Armin, “Struktur und Zeit (8.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p. 105-106 참조. 

176) Jepperson, Ronald L.; Wendt, Alexander and Katzenstein, Peter J.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Katzenstein, Peter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6), p. 53에 그려져 있는 표 참조. 
177) Rasch 2013, p. 19. 

178) “In the latter case［Korea］, the past still lives with the present. Overlapping 

historical realities and temporal dimensions complicate the structural 

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order, mixing different organizin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iving multiple identities to agents”. Chun, 

Chaesung, “Why is there no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flections on and from Korea”, in Acharya, Amitav and Buzan, Barry (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n and beyond Asia (London/New York: Routledge, 

2010),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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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실의 시간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루만의 창발의 경로 의존성 및 

순환적인 논리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광복을 맞이한 이래로 남

북한은 온갖 위협행위부터 무차별한 물리적 폭력까지 커뮤니케이션 정도

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으나, 순환적 논리는 체계의 발생 이래로 

변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체계론의 미시적 관점을 짚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

체계론의 거시적 관점을 짚어본다. 이하에서의 핵심 개념은 사회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환경(Umwelt)’, ‘상호간체계(Intersystem)’를 가

능하게 하는 ‘분화(Differenzierung)’, 사회체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해석(Interpretation)’ 메카니즘, 그리고 자기준거의 작동 메카니즘인 

‘면역 체계(Immunsystem)’를 짚어보겠다. 끝으로 가장 큰 분석적 관점

을 제공하는 ‘사회(Gesellschaft)’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 복제적 콤플렉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리지 않은’ 자동생산 

루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체계의 ‘환경’은 사회체계에 해당

하지 않은 “다른 것들일 따름”179)이다. 세부적으로 말해, 사회체계의 

환경에서는 복합성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체계로서 ‘관찰

(Beobachten)’180)할 수 없는 난잡함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복합도격

차(Komplexitätsgefälle)’181)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환경’의 

이분법은 오직 한 체계의 관점에서만 유효한 논리이다. 산드슈나이더

(Eberhard Sandschneider)의 비유를 빌리자면, 체계관점은 체계 저마다 

다른 ‘시각 속 여과장치(Filtersystemen in der Optik)’와 같은 것이

다182). 이처럼 절대적 체계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요점을 도출할 수 있다.

179) Luhmann 1984, p. 249. 

180) ‘관찰(Beobachtung)’이란 한 사회체계의 관점에서 차이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

다. 사회체계는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찰은 곧 

‘해석(Interpretation)과 구분되는 ’자기관찰(Selbstbeobachtung)’에 해당한다. 

Luhmann 1984, p. 63, 134 참조.  

181) Luhmann 1984, p. 250. 
182) “Wie beim Einsatz von Filtersystemen in der Optik, erlauben und fördern 

Systemtheorien die Wahrnehmung theoriekonformer Aspekte, während sie 

andere, im theoretischen Raster nicht erfaßte Aspekte vernachlässigen b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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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마다 다른 체계적 관점에 따라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183).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유통시키

는 과정으로서,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 사회체계를 상호구성하나, 위

치적으로 체계가 아닌 환경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84). 이를 분단 현

실과 연결시키자면, 남북한 지도부의 인사들이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분단체제론의 해석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만이 체계를 구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체계의 절대적 관점에 있어서 체계들은 똑같은 구조를 이

용하지 못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원소로 구성되는 구조는 사회체계와 환

경 간 ‘관계(Relation)’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아내’나 ‘남편’이 

상호적 관계로 결정되듯 원소로 구성되는 사회체계의 구조는 비록 부분

적으로 다른 구조들과 동일한 원소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구조의 결

정적인 합성은 그 사회체계만의 독점물이다185). 사회체계로 파악할 수 

있는 분단 현실(국가 차원) 역시 특정한 합성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웬트는 여기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사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파괴의 관계(relations of destruction)’가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즉, 

영국의 대량 핵보유는 미국에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북한의 소량 핵보유

가 굉장한 파괴적 잠재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논리이다186).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은 해당 국가들은 다른 사회체계(예를 들어 경제나 법) 구조의 

원소로서 다른 관계에서 동시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사회체계의 ‘통화’로 비유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매체는 사

회체계의 절대적 관점에 따라 역시 절대적이다. “지불 행위가 이루어지

지 않은 곳에는 경제(체계)가 부재요, 합법불법이 결정되지 않은 곳에는 

사법이 부재”187)이라는 루만의 논리가 그것이다. 사회 내에서 상존(常

sogar gänzlich ausblenden”, Sandschneider 1996, p. 27. 

183) Luhmann 1984, p. 249. 
184) 이에 관해서 루만은 만약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이 사회체계에 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인간들이 다른 인간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꼬아 지

적한 바 있다. Luhmann, Niklas; Baecker, Dirk (ed.), Einführung in die 

Systemtheorie (Heidelberg: Carl-Auer-Systeme-Verlag, 2002), pp. 256-257 참조. 

185) Luhmann 1984, pp. 41-43 참조. 
186) Wendt 1999, p. 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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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하고 있는 체계와 그것이 이용하는 ‘지불수단’은 수평적인 관계에

서 “타 체계의 대역을 맡거나 대체하키는커녕 체계의 과업을 덜어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188) ‘구조적 연결(strukturelle Kopplung)’189)에 의

해 체계들 간 상호적 작용이 이루어지나, 한 체계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돈은 사랑 또는 

정의(正義)라는 사회적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법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흔히 사회의 ‘으뜸’으로 여겨지는 ‘정치 체계’의 조종 가

능성에 대하여 루만은 비관론을 앞세운다. 말하자면, 비록 정치는 온갖 

정책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능적 차원에서 경제를 운영하

지는 못한다.”190) 사회체계로서의 정치는 수평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회

체계 중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분단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권

력적 사회체계로 파악했을 때,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회체계 간에 일종

의 ‘구조적 연결’ 사항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양자 간에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확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낙청과 

같은 비판이론가들이 제안한, 비국가 차원의 시민사회 작용 혹은 햇볕정

책에서의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등의 ‘우회길’이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에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

체체계 내에서는 타 사회체계를 정치 사회체계에 종속시키는 것이 사실

이지만, 루만의 개념으로서 ‘탈분화’(Entdifferenzierung)’에 해당하는 

체계적 강제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가 가져온 실용적 이점을 소멸시키

기191) 때문에 정치체계의 진정한 ‘군림’은 아니다. 

다음으로 앞서 거론한 ‘분화(Differenzierung)’와 ‘해석

187) Luhmann 1984, p. 268. 

188) Luhmann, Niklas, Ökologische Kommunikatio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3), p. 203. in Wolfgang, Merkel, “Struktur oder Akteur, System oder 

Handlung: Gibt es einen Königsweg in der sozialwissenschaftlichen 

Transformationsforschung?,” in Wolfgang, Merkel. (ed.), Systemwechsel 1.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996), p. 307에서 재인용. 

189) 루만은 여기서 경제와 정치, 정치와 법, 과학과 교육 간의 연결 사항을 세부적

으로 서술하고 있다. Luhmann 1997a, pp. 402-412 참조. 
190) Luhmann, Niklas; Kieserling, André (ed.),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p. 114.  
191) Luhmann 1984, p. 81; Merkel 1996, pp. 307-3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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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의 관계를 살펴본다.

세 가지 의미 차원의 기저적 불안이 계속되는 탓에 체계의 선발 

과정은 멈추지 않고 복합도를 계속 올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복

합성은 복합성으로 해소된다192). 첫눈에는 난해해 보이는 논리가 의외로 

단순하다. 즉, 타인에게는 암호(커뮤니케이션)가 숫자의 무질서한 나열에 

불과하지만, 본인에게는 간단한 원리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발성은 줄어든다. 이의 결과로 이미 설립된 체계 내에서 또 다른 체

계193)들이 부상한다. 브라운(George Spencer-Brown)의 논리를 빌려, 루

만은 이러한 과정을 ‘차이가 차이로 재진입한다’는 의미로서  ‘리엔

트리(re-entry)’라고 작명한 바 있다194). 거듭되는 리엔트리로 인해, 사

회의 분화 도식을 거쳐 부족사회의 ‘부분적 분화(segmentäre 
Differenzierung)’가, 중심-주변의 도식을 거쳐 ‘계급적 분화

(stratifikatorische Differenzierung)’, 그리고 마침내 분업 도식을 거쳐 

‘기능적 분화(funktionale Differenzierung)’로 이루어짐으로써 수평적인 

현대사회로 발전하였다195). 현대 이전의 사회가 ‘사람의 질(秩)’을 기

준으로 분화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현대사회는 사람에 상관없이 오직 

‘기능적 수요’로 분화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루만은 회사의 기능 부

서화(部署化)를 예로 들고 있다196). 사회라는 전체 내에서 체계가 저마다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197)함으로써 그 존재를 ‘정당화’하는 가시적 일

면 이외에도, 배후에 작용하는 비가시적 이면도 있다. 그것은 본 논문의 

서두에서 소개한 우발성 ‘덜어 주기(Entlastung)’198)에 관한 것이다. 이

는 겔렌(Arnold Gehlen)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 루만은 환경의 복합

192) Luhmann 1984, pp. 49-50. 

193) 소위 ‘하위체계’(Subsystem) 혹은 ‘내적 환경’(interne Umwelt)이라고 일컫

는다.
194) Reese-Schäfer 1999, p. 63 참조. 

195) Luhmann, Niklas,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Vol 2)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7b), p. 613; Luhmann 1984, p. 39, 261 참조. 

196) Luhmann 1984, p. 264. 

197) 예를 들어, 경제는 살림을 지탱하는가 하면 과학은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

다. 사회체계의 기능체계에 관해서는 Reese-Schäfer 1999, pp. 176-177에 그려져 

있는 표를 참조.
198) Luhmann 1984, p. 232,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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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많고 풍부한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패턴들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한두 개의 사회체계들은 복합성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적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이

다. 복합성을 덜어주는 체계의 기능적 분화는 사회를 더 선명하게 경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199). 이 때문에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 정치 내지 ‘권력적 사회체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

니라, 우연적 시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부단한 분화 과정을 통해 

복합도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세련도를 더해 온 자기준거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어떤 작용으로 어떤 기능을 

다하는지 차후에 밝히겠지만, 이는 직간접적으로 안보와 관련되어 있음

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복합성을 덜어주기

에 관해서는 권력적·군사적 대치 상황이 타 사회체계의 복합성을 덜어

줌으로써 그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체를 가리키는 사회 개념으로서 사회체계론에 

대한 일차적 설명을 마무리 짓기에 앞서, 사회체계 간의 관계로서 사회

체계의 개방성을 제기하는 ‘해석(Interpretation)’과 사회체계의 자기준

거적 패쇄성과 직결되어 있는 ‘갈등(Konflikt)’이라는 핵심 개념을 조

명하기로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양 개념의 관계는 대립적이며, 이 때문에 

한 사회체계는 다른 사회체계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부즉불리(不卽不
離)의 관계에 놓인다. 우선, 이 관계 동전의 한 면에 해당하는 ‘해석’

을 보자. 크게 봤을 때 한 사회체계에게는 다른 사회체계가 환경에 해당

하기 때문에 사회체계 간의 관계는 곧 체계와 환경의 관계가 된다. 그러

나 작게 봤을 때 환경 속에서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해석은 체계와 인간 간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간적 입장

을 취했을 때 앞서 말한 사회체계 간의 관계가 들어맞는다. 루만은 비록 

포스트휴머니즘적(posthumanistic) 학자이지만, 특히 작은 관점에서 루만

이 인간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의상으로 ‘해

석’은 줄어든 복합성의 사회체계 간 상호적 ‘수출입’을 의미한다. 이

199) Luhmann 1984, p.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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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수입된 복합성은 한 체계 고유의 구조 구성 과정에 편입된다200). 

이렇게 수입되는 복합성은 비록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으나, 어떤 

체계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발성이 높은 난잡함으로 다가온다. ‘수입

산’ 복합성은 체계 내에서 부단히 되풀이되는 선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연결가치가 되어야 한다201). 따라서 해석은 

체계만이 갖는 자기준거의 반대말로서, 타 사회체계의 ‘준거

(Referenz)’를 수입하는 ‘타인준거(Fremdreferenz)’이다202). 여기에서

의 타 체계로부터의 정보 수입 과정은 비선형적인 논리임203)을 앞 장에

서 밝힌 바이다. 기능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해석은 체계가 환경을 관찰

(=‘타인관찰 Fremdbeobachtung’)204)하여 타인준거를 적당하게 편입함

으로써 체계와 환경 간의 (복합도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촉

수’(觸手)로 이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맥락에서는 ［체계와 환경 

간의］경계보존(boundary maintenance)이 체계보존”205)이라는 문구는 

사회체계론의 잠언이 된다. 종합하자면, 해석은 이미 ‘반추’된 복합성

을 수입함으로써, 체계의 진화 과정을 ‘길러 줄’ 수 있으면서도, 체계

와 환경 간에 차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해석은 

인식적 개방성(cognitive openness)에 해당한다.

앞 단락이 주로 체계의 대외적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관찰’로 확인한 체계의 조작적 폐쇄성(operative closedness)에 

관한 내용이다. 의미라는 ‘통화’로서 사회체계는 자기준거적 과정, 혹

은 순환적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루만에 따르

면 순환은 ‘갈등(Konflikt)’206)에 의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200) Luhmann 1984, p. 291, 295, 311 참조. 

201) Luhmann 1984, p. 293 참조. 
202) Luhmann 1984, pp. 627-630 참조. 

203) Luhmann 1984, p. 290. Schriefl, Anna, “Interpretation (6.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77 참조.  

204) Luhmann 1984. p. 495 참조. 

205) “In diesem Sinne ist Grenzerhaltung (boundary maintenance) 

Systemerhaltung”. ‘Grenzerhaltung’은 여기서 ‘경계보존’에 해당한다. 

Luhmann 1981, p. 35.     
206) 루만이 사용하는 ‘갈등(Konflikt)’은 체계적 상황과 현실의 상황 이 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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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란 사회체계론의 관점에서 절대로 묵인되어야 할 ‘비합리성’이 

아니라, 사회체계의 또 다른 기능이다207). 갈등은 비대칭적 커뮤니케이션

(A-B-A-B)을 ‘모순(Widerspruch)’으로 뒤바꾼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208)는 것

(A-A-A-A)이 그 모순이다. 그런데 모순은 늘 ‘가정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가 무너지기 전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모순은 

경고인 것이다209). 커뮤니케이션이 멈출 듯한 순간에 체계는 그의 ‘면

역 체계(Immunsystem)’210)를 통해 모순을 찾아내어, 커뮤니케이션의 부

분으로서 한 시퀀스를 파괴시킴으로써 체계의 전체를 보존한다211). 루만

은 ‘유머’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예로 든다. 즉, 유머는 의미상 상이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을 정지시키되, 한 학자의 표현

을 빌리자면, 체계가 잠시 ‘골똘히 생각’212)하게 하고, 웃음과 함께 갈

등을 해소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213).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은 지속된

다.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체계의 인식적 밑거름이 되는 심리

체계의 인식적 유연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214). 눈여겨봐

야 할 것은 사회체계 차원의 갈등과 분단 현실에 존재하는 행위자 차원

의 갈등 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루만의 언급이다. 

루만에 의하면 일상의 갈등은 흔히 발생하고 흔히 해소되지만, 사

회적 차원의 갈등은 발생 후 자기준거적 체계의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

다215). 후자의 갈등적 체계에서는 적(국)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

하는 의미이다. 이를 문맥에 따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7) 루만 이 맥락에서 (합리적) 기능주의와 거리를 둔다.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488-491 참조.  
208) “Ich tue nicht, was Du möchtest, wenn Du nicht tust, was ich möchte”, 

Luhmann 1984, p. 531. 

209) Luhmann 1984, p. 509, 528.
210) ‘면역체계’ 루만의 논리에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물질(모순)을 찾아내고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전적으로 면역학에 입각한 것이다. Luhmann 1984, pp. 

504-507 참조. 

211) Luhmann 1984, p. 504. 

212) Lehmann, Maren, “Widerspruch und Konflikt (9.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109. 

213) Luhmann 1984, pp. 498-499 참조.
214)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294-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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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탓에, 상대(국)는 적(국)과 관련된 타인준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만일 적(국)이 사라진다면 갈등적 체계를 통해 커뮤니

케이션을 이루어 왔던 상대가 굉장한 ‘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

한다216).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이란 자기준거에 ‘재진입’하

여 복제되는 체계적 갈등이라고 설명한다217). 다시 말해, 원래 ‘면역 체

계’에서 배척의 대상이던 체계적 갈등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작용함

에 따라, 오히려 보존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기

존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배척의 대상이 된 셈이다. 분단 현실을 둘러싼 

갈등은 체계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의를 펴기에 앞서, 분단 현

실의 ‘권력적 사회체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체계론 중 

가장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사회(Gesellschaft)’를 살펴보며, 분단 현실

의 ‘권력적 사회체계’의 분석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분단 현실

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왔던 사회체계의 주요원리에 관한 논의를 매듭짓고

자 한다. 루만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결과로 환경이 없어질 때218) 사회라 할 수 있다. 루만과 그의 후계자인 

슈티히베(Rudolf Stichweh)는 이 맥락에서 사회가 이룰 수 있는 최대 범

주를 세계(=‘Weltgesellschaft 세계사회’)로 상정한 바 있다219). 이에 따

라 세계체제론에 입각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서는 자본주의가 세계사

회로 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라는 체계와 ‘권력적 사회체계’는 서로

를 간접적으로나마 해석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서로 

무관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앞으로 다루게 될 

‘권력적 사회체계’를 종속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215) Luhmann 1984, pp. 532-534. 

216) Luhmann 1984, p. 533. 

217) Luhmann 1984, p. 537, 549; Albert et al. 2008, pp. 63-65 참조.
218) “Sie können nicht externalisiert, nicht als Sache ihrer Umwelt behandelt 

werden, denn alles, was Kommunikation ist, ist Gesellschaft. Gesellschaft ist das 

einzige Sozialsystem bei dem dieser besondere Sachverhalt auftritt.” Luhmann 

1984, p. 555. 

219) Luhmann 1984, p. 557, pp. 584-558; Stichweh, Rudolf, Die Weltgesellschaft: 

Soziologische Analys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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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체계론의 작동 원리를 분단 현실이라는 배경 아래서 

묘사하였다. 그러나 분단 현실을 하나의 사회체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와 권력(과 폭력) 개념을 사회체

계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체계론적 

관점으로 국가 개념을 짚어본 다음, 권력(과 폭력)을 사회체계론적 커뮤

니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때까지 제시한 

단서를 모아, 분단 현실을 어떻게 하나의 사회체계로 볼 수 있는지를 정

리하고자 한다.

3) 국가와 권력: ‘권력적 사회체계’로서의 분단 현실

남북한 간 지속되는 갈등은 국제정치 차원에 이루어지는 갈등으로

서, 법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권국가라는 단위체로 환원된다. 국가

는 비록 독재적 지배 단위체로 출발했으나, 사회체계로부터 자기준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체계에 행사할 

수 있는 조종력을 상실하였다220). 이 맥락에서 국내적으로는 사회의 범

국민적 포용(즉, 계급적 분화의 극복),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대소 

강약을 가리지 않는 주권평등원칙의 등장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221). 따

라서 국가의 형태와 지위 차원에서 유사해지는 부분적 분화가 이루어졌

지만, 그 배경에 계급적 분화는 세력균형(BOP)의 형태로, 그리고 기능적 

분화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형태로 함께 이루어진

다222). 루만은 주권국가 탄생의 틀 안에서 생긴 국경이 ‘사회체계답지 

않은’ 경계라고 언급하면서도, 국경이란 특히 상징적인 차원에서 새로

운 ‘의미경계(Sinngrenze)’라고 본다223). 말하자면 심리체계로서의 인

간에게는 자아의식이 일종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듯, 국가에게는 국가의 

220) Kerwer, Dieter, “Governance in a world society: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in Albert, Mathias; Hilkermeier, Lena (ed.),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4), 

pp. 199-204 참조. 
221) Stichweh 2000, pp. 50-60; Albert 2016, p. 261.  

222) Albert 2016, p. 130 참조. 
223) Luhmann 1984, p. 55,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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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범위가 일종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논리이다. 국경 없이는 자

기준거가 불가능하다224). 나아가 국가의 행위 능력 차원에서 주권국가에

게는 권력 독점(monopoly of power)이 자기준거의 필수조건이 된다225). 

앞서 정리한 조건을 사회체계론의 관점에서 포착하기 위해 한 학자는 

“정치적 권위를 조직하는 형태226)”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국

가는 의심할 여지없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지만, 권력이란 관심(interest)

과 연결된 것이라는 비판이론 혹은 (신)현실주의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

능적인 차원에서 공동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발성을 줄이는 

매체로 파악된다227). 사회체계 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권력이 어떻게 

공동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지는 이하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루만은 그의 사회체계의 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파악하는 ‘권력

(Macht)’ 개념을 비판이론 또는 (신)현실주의에서 제기되는 권력 개념과 

뚜렷이 구분한다. 말하자면, 그는 고전적 권력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결

정론적 인과성, 그리고 잠재적 파괴력과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고를 부정한다228). 고전적 권력론에 관한 예로서, 강자인 행위자 A와 

약자인 행위자 B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경위를 ‘기술’해보자. A는 권

력을 행사함으로써 B가 그의 본의와 다른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A가 

행사한 권력이나 강제는 B의 본의를 무력화시키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

시킨다. 따라서 고전적 권력론은 B의 굴복 사실을 A의 간접적인 협박이

나 직접적인 강제로 환원시킨다. 이렇게 ‘기술’된 권력 작용은 지극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속이기 마련이다. 루만의 입장에서 

고전적 권력론은 가시적인 현상에 집착한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권력 작용을 저속도(slow motion)로 ‘재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A와 B 간의 상황은 앞두고 있는 결정의 상황에

서 열려 있는 우발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자인 A가 

224) Luhmann 1984, pp. 626-627; Albert 2016, p. 55 참조. 
225) Luhmann 1984, p. 521. 

226) “Forms of organizing political authority(FOPA)”, Albert 2016, p. 135. 

227) Luhmann 2000, pp. 84-85; Luhmann, Niklas; Kieserling, André (ed.), Macht im 

System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12), pp. 51, 78-87.  

228) Luhmann 2012. pp. 14-15; 116-126. Han, Byung-Chul, Was ist Macht? 

(Stuttgart: Reclam, 2005), pp. 1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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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B에게 A 그 자신이 선호하는 선발 제안(요구 사항)과 함께 폭력 

행사와 같은 ‘부정적 제재(negative Sanktion)’229)로 또 하나의 선발 제

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두 가지 선발 제안에 대한 결정권은 B에게 넘어

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230). 부정적 제재라는 선발 제안은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마저 선호하지 않는 선발 제안이다. 

단, 부정적 제재가 선발되었을 때, 실제적 폭력의 행사를 감당하는 

능력은 약자 보다 강자에게 더 크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

다231). 따라서 결정에서의 우발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두 가지 선발 

제안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A와 B에게 일종의 ‘동

기구조(Motivationsstruktur)’를 제공함으로써, A가 선호하는 선발 제안

이 채택되게끔 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232). 즉, 권력 작용 없이는 쉽

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권력 작용으로 실현될 공산(公算)을 증가시

킬 수 있다233). 선발 제안에 대한 결정권은 약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순

수한 강제와는 달리, 권력은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십

중팔구 약자는 강자의 요구 사항 중 그나마 양자에게 만족스러운 제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때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34). 왜냐

하면 타자로서는 증명할 수 없는 행위자의 속내에서 결정과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며, 그 특정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권력 작용이 없었더라면 다

229) ‘부정적 제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협박에 해당한다. 협박은 실현되지 않아

도, 아니 실현되지 않을 때만 작용한다. 반면에 ‘교환’으로 비유될 수 있는 

‘긍정적 제재(positive Sanktion)’는 교환이 이루어질 때만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기대되는 교환에 대한 중단 협박도 권력적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교

환이 될 물건이 실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교환에 대한 

중단 협박도 어느 정도까지 ‘정치화(politisieren)’할 수 있는 권력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의 매체인 ‘권력’과 정치의 기능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Luhmann 

2000, pp. 46-50.

230) Luhmann, Niklas, Macht (Stuttgart: UTB Verlag, 1975), p. 16.  
231) Luhmann 1975, pp. 30-31; Luhmann 2000, p. 47. 

232) Luhmann 1975, pp. 19-20. 

233) “(...) Macht ist eine Chance, die Wahrscheinlichkeit des Zustandekommens 

unwahrscheinlicher Selektionszusammenhänge zu steigern”, Luhmann 1975, p. 

19.
234) Luhmann 2012, pp.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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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증명할 수 없는 반사

실적(counterfactual) 사고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때로는 부정적 제재라는 

선발 제안이 선택될 때도 있다. 양 행위자로부터 애초에 배제되어 있었

던 선발 제안이 실제로 선택되는 순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권력이 실

패한다는 것은 루만이 강조한 바이다235). 이러한 맥락에서 루만은 마키

아벨리(Niccolò Machiavelli)가 강조했던 권력 유지설을 거론하면서 권력

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권력 추구 성향 때문이 아니라, 사회라는 공

동체 내에서 피할 수 없는 의사결정과정에 존재하기 마련인 우발성

(“what to do?”)을 덜어주는 기능을 권력이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한

다236).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우열(優
劣) 혹은 강약(强弱)이라는 비대칭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

력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 복잡하기 때문에 권력은 사태

적·시간적 차원에서 분화되어야 한다237). 

분화란 권력이 내포하는 의미를 상세히 정의한다는 점에서 ‘상징

적 일반화’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권력은 한 사회체계의 매체로서 다

른 사회체계의 매체들과 구분된다. 

국내정치의 경우, 권력은 다른 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야(與
野) 선발 제안을 통해서 강약을 가리면서 국내적 차원의 결정을 내림으

로써 우발성을 해소한다. 여기서 여당은 주로 결정하는 역할을, 그리고 

야당은 그 결정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역할을 맡는다238). 시간적 차원의 

기저적 불안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239). 북한과 

같은 독재 ‘정치체계’의 경우에는 독재 정권의 교체에서 우발성이 발

견된다. 이에 관해 루만은 독재의 큰 약점으로 정권 교체 때 일어날 수 

있는 권력투쟁과, 새로운 지도자가 반드시 우수한 인재가 아닐 수도 있

다는 위험성을 들고 있다240). 특히, 분화된 여야(與野) 선발 제안으로 도

235) Luhmann 2012, p. 24; Han 2005, p. 21 참조. 
236) Luhmann 2000, p. 51, pp. 138-139. 

237) Luhmann 2000, pp. 30-31, p. 69. 
238) Luhmann 2000, pp, 86-88, 96-99, p. 132. 

239) Luhmann 2000, p. 104. 
240) Luhmann 2000,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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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국내정치 체계에서의 결정은 ‘구조적 연결’에 의해 온전히 전달

되지 않는다.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질서가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인 

만큼,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권력 역시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분화되어 있다. 이때 행위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으며 쉽게 조직할 

수 있는 ‘폭력(Gewalt)’은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선발 제안이 된다241). 

즉 권력은, 마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과 같이 암묵적으로, 

폭력을 아주 미묘하게 제시하거나, 무력시위처럼 노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대개 권력이 분명히 제시된다. 왜냐하면 

국외에서 권력이 행사되었을 때 시간적 차원에서 늘 과거에 있었던 일로

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想起)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권력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노골적 폭력 시위의 재생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242).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권력은, 그 

기능이 우발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폐쇄적인 ‘권력체계

(Machtsystem)’를 제기한다243). 이는 앞서 역설했듯이 우발성을 줄임으

로써 사회가 국내외적으로 요구하는 결정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처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자기준거 및 자동생산 메카니즘에 의해 

보존되는 수많은 사회체계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은 폭력을 대

개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된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루만의 후계자들은 폭력을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로 파악하여 루만의 논리를 전쟁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즉, 

‘순수’한 ‘권력적 사회체계’로서의 전쟁은 한편으로 평화 혹은 전쟁

이라는 이분법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러한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사

실상 거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파급되는 것이다244). 다른 한편으로

는 비록 전쟁이 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으나, 국내적 차원에서 내적인 통

241) Luhmann 1975, pp. 71-74; 2000, 48-49.
242) Luhmann 1975, p. 75; 2000, pp. 34-35; 2012, p. 65. 

243) Luhmann 2012, pp. 31-32, p. 74 참조. 
244) Harste, Gorm, “Society’s war: The evolution of a self-referential military 

system,” in Albert, Mathias; Hilkermeier, Lena (eds.),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4), 

pp. 161-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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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연속체로 본 권력·폭력 넥서스 합과, 국제적 차

원에서 세력균형

(BOP) 틀 안에서

의 동맹관계 형성

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245). 이처

럼 폭력은 권력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지만, 특정한 사회체계의 고유한 운영 방식에 따라, 

그리고 진화적 발전 경로에 따라 권력과 폭력 간의 넥서스(nexus)가 달

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1 참조). 이하는 앞서 묘사한 내용의 

단편을 종합하여 분단 현실을 어떻게 사회체계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하고

자 한다.

앞서 분단 현실을 마땅히 ‘권력적 사회체계’로 볼 수 있는 근거

를 논의하였다. 이제는 ‘퍼즐’의 조각을 맞춰본다. 

분단 현실이라는 권력적 사회체계의 진화적 과정은 기존 사회체계

의 체계 차원에서의 갈등이 모순의 형태로 체계에 재진입하여 사회체계

의 자기준거적 순환 논리를 내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정확히 알 길은 없다. 

권력적 사회체계는 따라서 일종의 시간적 경로의존성을 근거로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이라는 의미적 차원은 권력적 사회체계를 상호구

성하는 구성원(국가)에게 우발성을 일정하게 배제하는 ‘채널’로서 같

은 ‘차이’ 속에서 공통분모를 부여하였다. 이는 시간적 차원에 따라 

진화적 유연성을 보였다. 예컨대, 한국전쟁에서는 노골적 폭력이 그 공

통분모였는가 하면, 북한 모험주의 때는 오히려 노골적 권력이 공통분모

였으며, 현재로서 권력은 주로 상호적 ‘도발’의 형태로 암묵적이거나 

노골적인 권력을 포함하고 있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상징적 

행위로 인식되는 ‘도발’은 한반도 맥락에서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245) Matuszek, Krzysztof, Der Krieg als autopoietisches System: Die Kriege der 

Gegenwart und Niklas Luhmanns Systemtheorie (Wiesbaden: DUV, 2007),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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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의식적으로 구성하여 그 결과로 행해지는 상대의 

행동을 자기의 전략전술상 유리한 조건으로 적극 이용하는 행위”246)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로써 도발은 일종의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크

게 봤을 때 한반도 권력적 사회체계는 단일 국가나 지도자의 의식적 이

해타산보다 체계 자체를 형성하는 무의식적인 기대(에 대한 기대)에서 

그의 원동력을 부여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병로의 말을 빌리자면 

분단 상황이란 “직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폭력적 결과가 

나타나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247) 것이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선발 제안이 제시될 때, 수용 혹은 거절이라는 형태의 반응이 아니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기대가 권력적 사회체계

의 구조 속에서 ‘임시 저장되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박영균은 이 

맥락에서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끌어들

이면서 남북한 갈등의 지속성을 철학적 관점에서 길들여진 습관의 재생

산으로 묘사하며, 같은 맥락에서 김병로는 “분단상황에 익숙해지는 분

단의 적응효과(habituation effect)”를 거론한다248). 비록 남북한은 다른 

발전 경로에 접어듦에 따라 저마다의 다른 면모를 갖게 되었더라도, 권

력적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그의 공통분모를 유지하게 되었다. 역사적으

로는 종전이 아닌 휴전 협정이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배제되었어

야 할 우발성을 잔존시키게 되었고, 양국의 상이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급진주의’249)야말로 권력적 사회체계를 능동적으로 유지시키는 변수

로 작용해 왔다. 예컨대, 비록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는 파괴적 무

기를 가용함으로써 제한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할지라도, 이에 반

해 북한은 온 사회를 총동원하는 총력전(total war)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일성의 입장250)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비대칭성

246) 김병로, “군사적 도발과 위협,” 김병로; 서보혁 편, 『분단 폭력: 한반도 군사

화에 관한 평화적 성찰』 (파주: 아카넷 외, 2016b), p. 102. 
247) 필자 강조. 김병로. “한반도 비평화와 분단폭력,” 김병로; 서보혁 편. 『분단 

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파주: 아카넷 외, 2016a), p. 37. 

248) 박영균 2010; 김병로. 2016a, pp. 57-58. 
249) Luhmann 1984, p. 547. 

250)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The society 

(Vol. 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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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권력적 

사회체계’의 구성원과 작용 

원리(수평식)

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한대로 게릴라 전술, 침투사건, 그

리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대개 

상징적 차원에서 폭력적·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넥서스에 응해왔

다. 반면에 남한은 남한대로 동맹국을 앞세워 특히 공동 훈련과 앞서 언

급한 우수한 화력으로 폭력적·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넥서스에 응

해왔다. 부정적 제재의 선발 제안은 앞서 말했듯 늘 시간적 차원에 근거

하고 있다. 핵과 대포를 매개로 제시되는 북한의 ‘서울불바다’ 표현은 

한국전쟁 때의 서울의 모습을 상기(想起)시키는가 하면, 한미 간 공동훈

련은 당시의 평양에 대한 무차별한 폭격과 인천상륙작전을 상기(想起)시

킨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군사의 물질적 차원은 남북한 관계에서 빼놓

을 수 없는 요소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군사 장비를 매개로 할 때 상징

적 가치를 부여받아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이다. 군사 장비라는 

물질적 기반을 일종의 서버(server)로서 하드웨어(hardware)로, 국가의 

‘관계’라는 상호인식적 기반을 일종의 소프트웨어(software)로 비유한

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권력 사회

체계란 폐쇄적이고 수평적인 ‘인

트라넷(intranet)’일 것이다251). 이 

인트라넷의 핵심 구성원에는 남북

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에 따라 민

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역시 포함될 수 있

다252)(그림 2-2 아랫동그라미). 한

반도를 둘러싼 권력적 사회체계는 

수많은 다른 사회체계와 수평적인 

차원에서 병존하고 있고, 체계 내

251) 루만의 사회체계론에 대한 유사한 예에 관해서는 Cudworth and Hobden 2011, 

p. 43 참조. 
252) 이에 관해서는 김성철, 1996. “북한 체계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이용필 편, 

『南北韓 統合의 複合的 體系모델』 (서울: 신유 외, 1996), p. 201; 변종헌 2011, 

p. 349; 김병로 2016a, p.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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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권력적 

사회체계’와 타 

사회체계의 관계(조감도)

에서 또 다른 하위 체계를 포함하며, 체계 자체도 보다 큰 체계(또는 사

회)에 자리하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크거나 작은 사회체계 간에 위

계질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사회체계 저마다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과, 복합성(우발성) 덜어주기 역할을 다하기 때문이다. 

권력적 사회체계는 국내적으로 통합,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력균형(BOP)

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기

능으로 권력적 사회체계는 갈등에 관한 인식적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타 

사회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복합성을 덜어주기도 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권력적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회체계의 

다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회체계를 동시에 상호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동시에 여러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거듭 강조했듯이 한 사회체계는 다른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작적 기능을 대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면역 체계’로 배척하게 되어 있다. 이 논리에 따르

면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을 둔 햇볕정책은 권력적 사회체계와 긴장관

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이상, 경제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동포애

적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적 사회체계’

에서 배척될 ‘이물질’일 수밖에 없는 

논리이다. 설령 배척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타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법이다. 

햇볕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발 사건이 

거듭 발행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권력적 사회

체계가 이와 같은 타 사회체계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체계’가 다른 

체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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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참조). 즉, ‘권력적 사회체계’는 경제적 사회체계로부터 수

입되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겠으나, 내부화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햇볕정책과 같은 ‘대안적 커뮤니케이션’은, 선형적인 

인풋-아웃풋(input-output) 논리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

된 효과성(effectiveness)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앞

서 언급한 조작적 폐쇄성(operative closedness)과 인식적 개방성

(cognitive openness) 때문이다. 사회체계 간의 관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구조적 연결’이다. 즉,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것의 매체로서의 행위와 그 행위를 인식하는 행위

자를 필요로 하지만, 물질적 기반이라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한다

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권력을 행사한

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법적 사회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체계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과, 우발성을 덜어주는 역할을 재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적 사회체계를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어디까지나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나, 권력적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아직 경험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분단 현실에서 짐작되

는 권력적 사회체계를 경험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회체계론과 이론

적으로 양립 가능하여, 사회체계론이 제시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을 탐지

할 수 있는 자기 발견적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경험적 부분에서 이용할 자기 발견적 틀을 소개하고자 한다.

4) 자기 발견적 틀: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

이제까지 루만의 이론적 틀을 여러 면에서 조명하고, 분단 현실을 

둘러싼 ‘상황(Fall)’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묘사함으로써 루만이 제기한 

‘첫 질문’에 간략하게 답하였다. 다음으로, 이론적으로 묘사한 사회체

계의 배후에 작용하는 역학관계(‘Was steckt dahinter?’)를 ‘재기술’

함으로써, 그러한 역학관계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루만의 

‘두 번째 질문’253)에 응답하기로 한다. 

253) Luhmann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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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계는 우발성 및 준거적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행위자들

이 접속하는 자기준거적 틀을 제공하면서, 그의 지속성과 원동력을 행위

자들이 품고 있는 ‘기대에 대한 기대’로부터 부여받는다고 설명하였

다.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적 구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주장한 대로 도발 혹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합리적인 동기를 포함하나254), 행위자들의 상호적 기대로 형성된 

이차원적 관점(second order perspective)으로부터 비롯되는 역학에 근거

를 두고 있다255). 따라서 사회체계론이 속하는, 성찰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제기하는 ‘무

엇’(was·what?)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

게’(wie·how?) 가능했는지256)를 추궁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준거로서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루만은 이러한 맥락에

서 일찍부터 인과관계(예를 들어 행위자의 동기)를 해명하려는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를 비판하였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귀납·

연역적 추론을 통해 가설 설정 및 검증을 위해 현실에 근접하기를 ‘희

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257). 예를 들어,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할 때,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258). 

254) 즉, 합리성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목적(Zweck)’은 ‘사회체계’ ‘운영 방

식’의 일부일 뿐이다. Luhmann, Niklas, Zweckbegriff und Systemrationalitä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p. 44 참조. 

255) Bohnsack, Ralf, Rekonstruktive Sozialforschung: Einführung in Methodologie und 

Praxis qualitativer Forschung (Wiesbaden: Springer, 1999), p. 68. 

256) Bohnsack, Ralf; Nentwig-Gesemann and Nohl, Arnd-Michael, „Einleitung: Die 
dokumentarische Methode und ihre Forschungspraxis,“ in Bohnsack, Ralf; 

Nentwig-Gesemann, Iris and Nohl Arnd-Michael (eds.), Die dokumentarische 

Methode und ihre Forschungspraxis: Grundlagen qualitativer Sozialforsch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pp. 12-13; Wendt 1999, 

p. 78 참조. 

257) Luhmann 1984, pp. 648-649 참조. 
258) Bohnsack 1999, p. 15; Bohnsack, Ralf, “Typenbildung, Generalisierung und 

komparative Analyse: Grundprinzipien der dokumentarischen Methode,” in  

Bohnsack, Ralf; Nentwig-Gesemann, Iris and Nohl, Arnd-Michael  (eds.). Die 

dokumentarische Methode und ihre Forschungspraxis: Grundlagen qualitativer 

Sozialforsch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p. 22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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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만에게 눈엣가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인식론에 따르는 비판적 합

리주의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방법’을 사회적 현실과 거리가 먼, 부

풀린 ‘방법론’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59). 비유하자면, 이

러한 방법론은 현실의 섭리를 지식 생산의 근거로 두는 것이라기보다 지

식 생산의 근거를 방법론의 절차에 두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루만은 자

연과학에서 본뜬 방법(론)과 사회적 현실과의 양립 가능성을 지극히 의

심하고 있는 것이다260). 

이에 비해 루만은 사회체계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찰

(Reflexion)’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사회체계의 커뮤

니케이션에 응하는 행위자들은 그의 인식적 용량을 이미 커뮤니케이션으

로 소진하기에 행위가 사회체계의 기대적 구조 하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없게 되는 ‘맹점(blinder Fleck)’을 가지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으며, 사회체계론이 제공하는 인식론적 관점을 통해 그 사실을 귀추

(abduction)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261). 그는 이차원적 관점에서 이

루어지는 지식 생산 방식을 “현실과 지식 간 즉각적 연속체를 중단”하

여 “과학적 연구가 스스로를 깜짝 놀라게 하는”262) 것으로 묘사한다. 

루만의 입장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경험적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절차상의 결점과, 특히 연구에 대한 상호주관적 

이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큰 결점을 가져온다263). 다시 말해, 루만의 

259) 이에 관해서는 루만은 ‘방법론적 실용주의(methodologischer Pragmatismus)’를 

비판의 핵심으로 거론한다. Luhmann, Niklas, 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0), p. 510.
260) 이에 관해서는 Bohnsack 1999, pp. 15-16 참조.

261) Emmerich, Marcus and Huber, Christina, “Konsequenzen für die 

Erkenntnistheorie (12. Kapitel),“ Horster, Detlef (ed.),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152 참조.  

262) “Methoden ermöglichen es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sich selbst zu 
überraschen. Dazu bedarf es einer Unterbrechung des unmittelbaren Kontinuums 

von Realität und Kenntnis, von dem die Gesellschaft zunächst ausgeht”. 

Luhmann 1997a, p. 37. 
263) 이에 관해서는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  

„Systemtheoretisch Beobachten,“ in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a (eds.), Die Methodologien des Systems: Wie kommt man zum 

Fall und wie dahint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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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법은 귀추법에 입각한, 논리적으로 유효한 추론법을 제시하지만, 이

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다루는 독자에게는 상호주관적으

로 따르는 분석 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천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비록 루만이 제시하는 자기 발견적 틀이 아니더라도, 

루만의 사회체계론과 어느 정도까지 양립 가능한 인식론과 경험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발견적 틀을 모색해 본

다.

여기서 루만과 함께 빌레펠트 대학교(Universität Bielefeld)에서 지

내면서 루만을 박사학위 제2심사위원으로서 상대할 정도로 두터운 학문

적 관계264)를 가진 본사크(Ralf Bohnsack)의 ‘기록적 방법

(dokumentarische Methode)’을 주목한다. 본사크는 루만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만하임(Karl Mannheim)265)의 지식사회학(Wissenssoziologie)과, 이

를 토대로 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 of Sociology)를 자신의 자기 

발견적 틀의 근거로 삼는다.266) 따라서 본사크가 루만과 똑같은 이론

적·자기 발견적 틀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는 루만의 

기대적 구조를 만하임의 ‘정신적 구조’ 또는 ‘정신 현실’로 해석하

며,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과 이를 주도하는 ‘기대’ 개념을 만

하임의 ‘커뮤니케이션적 지식(kommunikatives Wissen)’과 ‘접속적 지

식(konjunktives Wissen)’으로 해석한다. 이는 동시에, 루만의 사회체계

론의 이론적 틀과 유사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적으로 발견해

326 참조.
264) Vogd, Werner, „Methodologie und Verfahrensweise der dokumentarischen 

Methode und ihre Kompatibilität zur Systemtheorie,“ in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a (eds.), Die Methodologien des Systems: 

Wie kommt man zum Fall und wie dahint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0), p. 124 참조.

265)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을 인식론적 원천으로 삼았으나 이것이 사회체계의 이론적 

기반을 결여하기 때문에, 만하임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지 못하여 마치 절

대적인 관점으로 취급한다고 루만은 비판한다. 이와 달리 루만은 구분법이라는 

점에서 사회체계의 관점을 사회체계론이 관찰하는 일차원적 관점과 차원 이외에

는 별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구분법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는 사회체계론을 절

대적 입장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Luhmann 1984, pp. 651-657 참조.    
266) Bohnsack, 1999, pp. 8, 34, 64, 67, pp. 164-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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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자기 발견적 틀까지 제공한다. 

여기서 만하임의 비유를 빌리자면 접속적 지식이란 능숙한 손놀림

으로 신발끈을 묶는 것과 같은데, 그 동작은 수월하게 실행되는 만큼 이

론적으로 설명하거나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접속적 

지식은 ‘비(非)이론적(atheoretisch)’ 지식이나 ‘아비투스’와 같은 것

이 된다267). 행위자들은 한 사회체계’의 틀 안에서 이 실천적인 지식을 

매일같이 경험하지만, 의식적으로 성찰하지는 못한다. 본사크는 행위자

와 상관없이 ‘외부적(exterior)’으로 실재하는 ‘집단적 지식결합’을 

‘재구성’268)하는 것이 기록적 방법이 해내야 할 과업269)이라고 한다. 

사회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이 그의 일정하고 끊임없는 작용 패턴을 통

해 탐지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긴다는 가정270)은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 이 맥락에서 기록적 방법이 이중적 의미로 ‘기록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방법은 문서화된 대화, 회고록, 자서전 등 개인이나 집단이 

남긴 자료271)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 ‘기록적’이다. 사회

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행위자의 생각을 단편적

으로 투영하는 ‘문서(Dokument)’ 자체가 이에 대한 ‘단서

(Hinweiß)’로서 파악된다272). 그러나 행위자나 집단에 의해 서술된 내

용은 이차원적 차원의 사회체계적 역학관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행간에서 암시할 뿐이다. 예컨대, 일차원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행위자들의 ‘의도적 표현의미(intendierte Ausdruckssinn)’

는 해석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차원적 역학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267) Bohnsack, 1999, pp. 67-68 참조.

268) 본사크는 앞서 인용한 단행본을 『재구성적 사회연구: 질적 방법론과 실습 개

론』(Rekonstruktive Sozialforschung: Einführung in Methodologie und Praxis 

qualitativer Forschung, 1999)이라는 제목 아래서 선보였음을 지적한다.

269) Bohnsack 외 2007, pp. 11-12 참조. 
270) Bohnsack, Ralf, „Dokumentarische Methode und Typenbildung: Bezüge zur 

Systemtheorie,“ in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a (eds.), Die 
Methodologien des Systems: Wie kommt man zum Fall und wie dahint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0), pp. 124-125 참조.

271) Bohnsack 1999, pp. 77-78, 188-189; Bohnsack 외 2007, pp. 20-22. 
272) Bohnsack 1999,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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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273). 여기서 해석이란, 행위자들이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접속적이

거나 비(非)이론적 지식(루만의 ‘이해’에 해당)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성찰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재

기술’하는 것이다274).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행위자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예를 들어 도발)를 일정하게 다루는 문맥(루만의 ‘관계’에 해당)

을 비교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결한 절차가 된다275). 본사크가 

제시하는 자기 발견적 틀은 바로 이 상호주관적 절차상에서 또한 ‘기록

적’이라 볼 수 있다. 즉, 후술하겠지만, 그의 자기 발견적 틀은,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 상호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

는, ‘재구성적’ 성찰 틀을 제공한다. 한 학자에 의하면 본사크의 업적

은 만하임을 포함한 시키고 학파는 해내지 못한, 그리고 루만이 원칙적

으로 거절한 작업을 해낸 데에 있다276). 즉, 본사크는 사회체계론과 만하

임의 지식사회학의 인식론적 가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경험주의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자기 발견적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루

만에 따라 귀납법·연역법과 사전가설로 연구 자체를 ‘방법론’에 종속

시키는 가설검정론을 반대하고, 추론법에 있어서 성찰적 귀추법을 고수

한다. 즉, 경험적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론’에서 

기인하기보다, 사회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을 상호구성하는 행위자의 언

어 사용에 녹아 들어가 있는 단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루

만에 따라서 본사크는 ‘방법론’을 귀납적·연역적 지식생산의 근거가 

아니라, 상호주관성을 수반하는 성찰적 지식생산의 형식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277).

본사크가 제시한 형식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273) Bohnsack 1999, p. 79. 

274) Bohnsack 1999, p. 143, 183. 

275) Bohnsack, Ralf, “Rekonstruktive Sozialforschung und der Grundbegriff des 

Orientierungsmusters,” in Siefkes, Dirk; Eulenhöfer, Peter; Stach, Heike and 

Städtler, Klaus (eds.), Sozialgeschichte der Informatik. Studien zur Wissenschafts- 

und Technikforschung (Wiesbaden: Deutscher Universitätsverlag, 1998), pp. 

109-110; Bohnsack 2010, p. 303 참조. 

276) Vogd 2010, p. 123 참조. 
277) Bohnsack 1999, pp. 186-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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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 의해 거론된 주제들을 ‘서술적 해석(formulierende 

Interpretation)’을 통해 상위 및 하위 주제로 구분하여 재정리한다278). 

내용 분석(content-analysis)에 해당하는 첫 단계에는, 행위들이 어떤 주

제나 내용을 준거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일차원적인 ‘무엇

(was·what?)’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79). 이는 루만의 사

회체계론에서 알 수 있듯,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

이션의 일차원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로 대화 기록 전체나 회고록 전

체는 규모와 분량 상에서 방대할 수도 있기에, 첫 단계 시작에 앞서 연

구의 대상이 되는 시퀀스들은 연구 주제의 관련성에 따라 미리 추려낼 

때도 있다280).

둘째 단계인 ‘성찰적 해석(reflektierende Interpretation)’은 특정

한 행위자들이 거론하는 주제(‘무엇’)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들이 거론한 주제들이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wie·how)’ 처리되는

지에 주목한다. 특히 높은 ‘비유적 농후도(metaphorische Dichte)’와 

행위자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준거적 패턴들을 눈여겨 살펴본다281). 

이 점에서 기록적 방법은 귀납적·연역적 추론법에 의존하는 가설검정론

이 아니라, 규칙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해내는 귀추적 성찰

법임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은 추론 과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본격적인 비교 과정이다.

셋째 단계에 해당하는 ‘유형 형성(Typenbildung)’은 행위자들의 

유사한 준거적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의 기대

적 구조가 형성하는 일정한 패턴들을 부각시키면서도, 행위자 저마다 다

른 사회적 역할이나 ‘주변 여건(Milieu)’에 따라 거시적 유사성 속에서

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282). 따라서 유형 형성 과정의 목적은 마치 

밀(John Stuart Mill)의 ‘최대상이체계분석(Most Different Systems 

Design)’처럼 차이 속에서 유사성을 탐지함으로써 사회체계나 집단적 

278) Bohnsack, 1999, p. 36, pp. 149-150. 

279) Bohnsack 외 2007, p. 15. 
280) Bohnsack 2007, p. 233. 

281) Bohnsack 1999, p. 36, pp. 150-151.
282) Bohnsack 1999, pp. 40-41. p. 152, p. 183, 189; 2007, p. 236, 252 참조. 



- 72 -

지식결합의 존재 및 운영 방식을 지시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 행위자들

이 그들의 다른 사회적 역할에 따라 사회체계를 조금씩 다르게 구성한다

는 것을 더불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시퀀스에서 탐지한 

결과의 방법론적 신뢰성(reli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얼마

든지 다른 행위자와 다른 시퀀스로 확장할 수 있다283). 끝으로 이루어지

는 ‘사례분석(Fallbeschreibung)’은 비유적 농후도가 높은 예시와 더불

어, 도출된 결과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284). 

요약하자면, 사회체계론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차원에서 작용한

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분단 현실에서의 ‘권력적 사회체계’ 메커니

즘을, 경험적으로 발견해내기 위한 도구로 위와 같은 본사크의 자기 발

견적 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백낙청 분단체제론과 사

회체계론 사이에 존재하는, 분단 현실에 대한 주요한 차이점과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5) 소결: 양 접근의 주요 차이와 쟁점 비교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의 소결로서,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된 분단

체제론과 대안적 접근으로서 사회체계론 간의 주요 차이 및 쟁점을 비

교·정리하고자 한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론적·사상적 영향을 받은 결과로, 그의 인식론적 관심으로서 사회적 

계몽을 내세운다고 확인하였다. 즉, 백낙청은 분단 현실을 국민·인민을 

남북한 지배세력의 합작관계로 수직적(하향식)으로 종속시키는 ‘체

제’(regime)로 환원시키며, 이에 대한 실천적 연장선상에서 변혁과 개량

이라는 명목으로 체제적 해방을 주창한다. 이처럼 묘사된 분단체제론은 

연구대상과 연구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기술’에 해당하기

에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여야 간의 주관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

다. 

이에 비해 필자가 대안적 접근으로 끌어들인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283) Bohnsack 1999, pp. 159-160 참조. 
284) Bohnsack 1999, pp. 155-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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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처럼 교조적이며 절대적인 입장일수록 객관적 토대를 결여한다

는 뜻으로 그의 인식론적 관심으로 ‘계몽에 대한 해명(Abklärung der 
Aufklärung)’285)을 제시하면서, 실천론에 있어서 이론의 통찰력에 의해 

사회적 개혁의 여지를 태연한 입장과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모색한다. 

사회체계론은 사회적 현실을 특정한 ‘구분법’으로 구성된 커뮤

니케이션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론적 개인주의(epistemological 

individualism)를 넘어, 주관성이 배제된 ‘타자기술’286) 혹은 자기준거 

패러다임을 확립한다. 필자는 앞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분단 

현실을 일차원적 관점에서 도발이라는 합리적인 형태에 대한 상호적 

‘이해’만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이차원적 관점에서 권력적 사회체계에 속하는 구성원(국가)들이 타국이 

자국과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시킨다. 이는 분단 현실을 

둘러싼 주요 변수가 되겠지만,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거시적이거나 미

시적 사회체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체

계란 이중적 우발성에 관한 대칭성 문제가 우연히 해결된, 후험적 동질

성의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분단체제는 국민·인민에게 선험적으로 주어

진 통합 정신의 상호주관성과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서 비롯되어, 물질

주의에서 그의 원동력을 찾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억압당

하게 된다는 종속론을 주장하는 분단체제론과 달리, 수평적인 체계 개념

을 제시하는 사회체계론은 과학성을 첨가하는 동시에 관념론·규범론을 

배척하는 접근이다(표 1-2 참조). 이하에는 앞서 설명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 보도록 한다.

285) Luhmann, Niklas, Soziologische Aufklärung 1: Aufsätze zur Theorie sozialer 

Systeme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1), pp. 66-86 참조.
286) König 2012, pp. 68-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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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분단체제론 사회체계론

인식론적
범위

인식론적 관심
§ 사회적 계몽 
§ 실천적 해방

§ ‘계몽에 대한 해명’
§ 태연한 관찰에 의한 

신중한 개혁 도모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관계

‘자기기술’ ‘타자기술’

사회적 
범위

사회의 구성원/요소 개인/집단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개념
‘행위’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기반 상호주관성 ‘기대에 대한 기대’

사회의 단위
수직적 체제 대 
수평적 생활세계

수평적·‘자기준거적 
사회체계’

사회의 성질
선험적 동질성
(일반/단일)

후험적 동질성
(일반/복수)

진단 
및

처방

사회의 발전 경로 선형적 목적론 발생적 진화론

이론적·실천적 관심

§ 체제적 제한을 
해명

§ 사회적 통합 
추진

§ 사회체계적 ‘운영 
방식’을 해명

§ 자기준거 하에서 개혁 
여지 모색

＜표 1-2＞ – 분단체제론과 사회체계론의 이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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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남북한·동맹국의 도발 추세와 햇볕정책

IV. 기록적 방법을 통한 햇볕정책 ‘재기술’

1. 햇볕정책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사례 선정

앞서 지적했듯 김대중 햇볕정책 시기에는 비록 여러 가지 타협 및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관계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었으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재발을 예방하지는 못했다. 이에 관하여 〈그림 2-4〉를 

참고하면 김대중 햇볕정책 시기(1998-2003)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및 동

맹국을 겨냥한 도발 사건의 빈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287).

287) 〈그림 2-4〉는 《The Guardian》이 제공한 남북한 분쟁 일지를 토대로 작성하

였다. 여기서 ‘도발’이란 남북한 혹은 동맹국을 겨냥한 권력적(언어적·정신

적·상징적 위협 사건) 또는 폭력적 사건을 의미한다. 주요 ‘도발 사건’는 1968

년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1969년 요도호 항공기 납치사건,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1974 육영수 암살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

러,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8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광명성 2호 

발사,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과 북한 핵확산금지 조약

(NPP) 탈퇴이다. The Guardian. 2013. “Incid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ttps://fusiontables.google.com/DataSource?dsrcid=317611#rows:id=1 (검색

일: 2018년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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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루만적 관점에서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대중매체에 의해 

‘선발’된 현실288)로서 객관적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개략적으로나마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추세를 그려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처럼 여러 크고 작은 도발 사건의 형태로 드러나는 권력적 커뮤

니케이션의 재발 사건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증명하기보다 기록적 방

법의 관점에서 그것에 관한 ‘단서’가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사례 연구

의 가장 작은 분석 단위인 스냅숏(snapshot)289)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 

맥락에서,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설명력,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들

의 관점이 녹아 있는 자료(회고록 등), 기록적 방법의 틀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의 유무 등,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나 스냅숏은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틀 안에서 그려낸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은 분단 현실에서 경우에 따라 능동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늘 작용

하지만, 이러한 작용을 경험적으로 예시하기 위해 정치 및 군사 조직 결

정자들의 회고록 등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전제조건이 된다. 본 연구

에는 앞서 설명한 바를 고려하여, 두 차례의 연평해전이라는 스냅숏으로 

햇볕정책을 단편적으로 ‘재기술’하고자 한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단편적 스냅숏 연구 사례로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연평해전은 김대중 취임 이후 발생한 최초의 중대 사

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과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 차원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제1차 연평해전은 

당대 남북한 화해정책이 절정이었던 햇볕정책에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의 재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측이 뒤이어 발생한 제2차 연평

해전을 제1차 연평해전과 연관된 사건으로 보는 점은 루만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상정되어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주관적 ‘이

288) Luhmann, Niklas,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6) 참조.  
289) ‘스냅숏’이란 시기적으로 정해진 한 특정한 사건의 전개를 시간적 추이에 따

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단위로 파악된다. Thomas, Gary, “A Typology for the 

Case Study in Social Science following a Review of Definition, Discourse, and 

Structure.” Qualitative Inquiry, Vol. 17, No. 6 (June, 2011), p. 5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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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계를 잘 보여준다. 

둘째, 앞서 지적했듯, 두 차례의 연평해전에 대해 기록적 방법이 

요구되는 기록들(회고록)은 주로 남한 주요 정책결정자 측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들에 주변 국가들이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서 남북한에 초점을 두면서 단편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을 

선정한다.

셋째, 거듭 강조하지만, 본 연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

라, 상정한 권력적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발견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남한 측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들의 기록을 성찰적 귀추법

으로 분석한다. 비록 본 연구는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을 선전매체인 『로

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더라도, 행위자 차원에서는 남한 측에 중점을 

둔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즉, 동어반복

을 극복한 자기준거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양측에서 유사한 상호적 행위 패턴에 상응하는 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정

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측의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일지라고 가정한 패턴을 충분히 발견해냄으로써 유효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 예비고찰: ‘자기준거적’ 경계로서의 NLL

본 논문에서는 국경을 한 국가의 자기준거적 경계로 확인한 바 있

다. 이는 연평해전에서 변수가 된 소위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을 둘러싼 논의에 중대한 함의를 준다. 스냅숏 연구에 

관한 예비 고찰로 NLL의 의미를 자기준거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검토하

기로 한다.

첫째, NLL은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른 전투의 재발 가능성(우발성)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클라크

(Mark Wayne Clark) 유엔군사령관은 그 과정에서 정전 이후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군사분계선으로서 NLL을 북한에게 일방적으

로 선포하였다290). 

둘째, 이처럼 탄생된 NLL은 서해·동해에서 영토의 연장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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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영해를 구분함으로써 사태적 차원(‘남’과 ‘북’)에서 우발성

을 배제하는, 일종의 해상 완충지대로 기능한다. 즉, NLL은 북한 해군에

게 남방의 한계선, 그리고 남한 해군에게 반대로 북방의 한계선을 설정

하였다291). 

셋째, 이렇게 구성된 NLL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유엔(UN) 또는 미국 정부는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것292)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NLL에 관한 남북한의 

묵시적 합의는 시간적 차원에서 그의 확정성을 잃어, 적어도 1973년부

터293) 남북 간 갈등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전에 해소되었던 우발성이 되

살아나게 되었다. 

넷째, 비록 법적인 근거가 없어 NLL을 영해를 구획하는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루만적 의미의 ‘경계보존’ 차원에서 남과 북은 모두 

NLL을 그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LL을 둘러싼 불확정성(우

발성)은 한 측이 다른 한 측의 항해 행위를 경우에 따라 영해침범 행위 

혹은 도발로 ‘알아봄’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차원의 상호적 경멸은 권력적 커뮤니케이

션의 지속을 위한 조건이 된다. 해상에서 ‘힘겨루기’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스냅숏으로 ‘재기술’하는 연평해전

이하에 발췌된 군사·정치 조직 결정자의 회고문은 각 행위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임을 밝힌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재기술’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政), 김진

호 합동참모의장(軍), 그리고 통일부장관(政)과 대통령 특사(政)를 역임한 

임동원의 회고록을 원용하였다. ‘재기술’이란 루만적 의미에서 군사·

290) 필자 강조. 전동진.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통일전

략』, 제8집 제3호 (2008), p. 51, 59, 62, 75 참조.  

291) 전동진 2008, p. 59.
292) 이는 적어도 저자의 논문이 출간된 2008년까지 해당하는 사항이다. 전동진 

2008, pp. 59-60. 
293) 전동진 2008, p. 52,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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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직 결정자들이 특정한 행위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눈여겨보면

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사회적·시간적 차원을 해석하는 것

이다. 기대적 구조의 단서로서 습관적 행위 패턴을 탐지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군사·정치 조직 결정자들이 서해교전에 대해 회고한 

주요 내용을 발췌문으로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배열 형식에 의해 기술

적 해석을 거쳐 보다 세부적인 서술 형식으로 성찰적 해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례해석에 앞서 유형 형성을 진행하기로 한다.

1) 제1차 연평해전의 ‘재기술’: 기술적·반성적 해석

(1) 김대중 대통령(政)

1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6월 15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2 우리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  

3 측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자 우리 해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 북한 어뢰 

4 정 1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1척은 대파되었다. 나머지 북한 경비정 4척  

5 도 파손된 채 퇴각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6 우리 측 피해는 경미했다. 내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천명한 대북 정책 

7 의 3대 원칙 중 첫 번째인 “북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8 다”는 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었다. 

9 교전이 있기 전에 이미 연평도 앞바다에는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있었

10 다. 해마다 6월이면 북한 어선들이 꽃게를 잡으러 북방 한계선(NLL)을 

11 넘어왔다. 그러면 우리 해군 고속정이 출동하여 이들을 몰아내곤 했다. 

12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5~6척의 북한 경비정들이 함께 내려와 꽃게잡 

13 이 어선단을 보호하고 있었다. 6월 4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려 

14 왔다. 우리 경비정이 접근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15 모든 촉각이 연평도 앞바다에 집중되었다. 우리네 포용 정책을 북한 측 

16 에 그토록 알아듣게 설명했고, 남북 차관급 회담이 6월 21일 베이징에

17 서 열릴 예정인데도 왜 그런 도발을 계속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18 ‘무엇을 실험하려고, 무엇을 노리고, 누구를 겨냥해서 저렇듯 무모한  

19 시위를 하는가. 혹시 북한 내부에 강·온 갈등이 있는 것인가’. 

20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한밤중에 조성태 국방장관한테서 

21 전화가 왔다. 장관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나는 네 

22 가지 작전지침을 시달했다. 



- 80 -

23 “첫째, NLL을 반드시 확보하라. 둘째, 선제 사격을 하지 말라. 셋째,  

24 북이 선제공격을 할 땐 강력히 응징하라. 넷째,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25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26 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토록 지시

27 했다. 조국방장관은 대형 함정들을 동원하여 북한의 함정들을 NLL 밖

28 으로 밀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그러한 ‘밀어내

29 기’ 작전 구상에 동의했다. 사실 나는 네 가지 지침만을 주었을 뿐 그 

30 이후 모든 것은 군에 일임했다. 군사 지식이 빈약하다는 것을 내 자신

31 이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면 한 치의 빈틈도 

32 없이 정교해야 할 군사 작전을 그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애만 

33 태웠다. 

34 6월 15일에도 북한 함정과 어선이 NLL을 넘어왔다. 우리 측의 거듭된 

35 철수 경고를 묵살하고 있었다. 아침 9시 30분경 우리 해군 함정들이 북

36 한 함정들을 북으로 밀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그야말로 힘겨루기를 했

37 다. 힘에 부친 북한 함정이 견디지 못하고 먼저 사격을 가했다. 우리 

38 함정이 즉각 응사했다. 이후 포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포성은 14분 

39 만에 멎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 북측은 사망자가 30명이 넘었 

40 다.

41 우리 장병들은 늠름했다. 언론은 이를 연평해전이라고 명명했다. 물론 

42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해도 남과 북이 교전을 벌인 것은 참으로 안타

43 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다시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19 

44 99년6월 서해교전은 제13차 연평해전이라 부르며 구분하여 기억하고 

45 있다. 그레그 전 주한 대사는 훗날 역대 어느 정부도 북한의 도발(삼척 

46 무장공비 침투 사건, 김신조 사건 등)에 응징한 경우가 없었는데 ‘국

47 민의 정부’만이 이를 철저하게 응징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48 제1차 연평해전은 햇볕 정책이 순진한 발상이거나 유화정책이 아니라

49 는 것을 내외에 보여 주었다. 이 정책은 내가 누차 강조한 대로 강한 

50 힘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294).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1차 연평해전 (1-49)

294)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서울: 삼인, 2010), pp. 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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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북한 연평해전 초래함 (1-3)

(3) 하위주제: 북측 큰 피해 입음 (3-5)

(3) 하위주제: 아군 햇볕정책 도발 불용납론 실천에 옮김 (6-8)

(2) 하위주제: 북측 NLL 고의적으로 침범함 (9-14)

(2) 주제: 북측 햇볕정책 기본원리 어겼으므로 도발 강행함 (15-17)

(4) 하위주제: 북한 도발 이유 헤아림 (17-19)

(5) 하위주제: 폭력 행사 보류하는 NLL 방어책 확립 (20-25)

(6) 하위주제: 대통령 명령으로 NSC에서 ‘밀어내기' 확정 (26-32) 

(2+6) 주제: ‘밀어내기’ 작전 실시, 북측 선제공격 가함 (33-36)

(3) 하위주제: 남측 해군 의해 대파됨 (36-40)

(3) 하위주제: 남측 해군 승전, 남측 강한 입장 증명함 (41-49)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 자체, (2) 북한 도발 주

장, (3) 남한 군사적 우위, 북한 열위 주장,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응책 고안, (6) 도발 대응책 실천이다. 

나. 성찰적 해석

김대중 대통령은 제1차 연평해전에 대한 경위를 세부적으로 회고

하기에 앞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에서 남한 해군

에 비해 북한 해군의 피해가 막대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권력적 커

뮤니케이션에 의해 강자와 약자가 도출되었다는 입장을 내비친다(3-5). 

이번 사건의 권력적 대결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남한의 실질적 폭력으로 

응전(應戰)된 것은, 북한이 선발 제안으로서 먼저(“먼저 선제공격”, 3) 

제안한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인했다고 본다. 나아가 김대중은 햇볕

정책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제기

하는 위협적 태세를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므로, 김대중의 관점에서 이에 

도전하는 북한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6-8). 이를 통해 북

측이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선발 제안을 던져준 결과, 권력적 커

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경멸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전(正戰) 개념

에 의해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는 계기를 남측에게 제공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제1차 연평해전의 경위를 서술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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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회고록의 발췌문을 관통한다.

김대중이 회고하기를, 북한 어선들은 매년 꽃게철에 NLL을 침범해 

왔다. 이럴 때 단순히 남한 해군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암묵적 위협 혹

은 상징적인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제기되고 곧바로 효과를 거두어, 상

황에 대한 우발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9-11).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선박은 군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해군은 일종의 ‘경계보존’ 

반응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몰아내곤 했다”(11)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 어선을 동행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서술된 북한 함정의 출몰은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제기하는 행위를 바로 도발로 

‘알아보지’ 않고, 망설이는 입장을 회고한다(18-19). 이에 이어 국방장

관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21)는 보고와 김대중의 강경한 작전지

침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

을 암시한다. 이에 관하여 특히 김대중의 작전지침이 중요한 단서가 된

다. 그의 NLL 확보 명령은 남한 사회가 기대하는 ‘경계보존’의 맥락

에서 최우선 지침이다. 선제사격 금지라는 도덕적 행동 명령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을 보여준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할 때(가

정형) 응징하라는 행동명령은 여기서 북한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응전(應戰)하라는 행동 명령을 제기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교전 확전 예방 명령은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정전(正戰) 사고가 커뮤니케이션의 

대칭성에 따라 맞불전략(Tit for Tat)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3-25).

이렇게 확립된 김대중의 작전지침을 구체적 행위 혹은 커뮤니케이

션으로 옮기기 위해 그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떠맡겼다고 한

다(28-32). 결국 대통령의 작전지침을 토대로 NSC는 남한 해군의 단순한 

군함이 제기했던 암묵적 위협보다 한층 더 노골적인 “‘밀어내기’ 작

전”(28)을 고안한다. 이렇게 고안된 대응 조치는 결국 15일에 실시된다. 

김대중의 진술에 의하면 “바다에서 그야말로 힘겨루기”(36)를 제기한 

‘밀어내기 작전’에서 북측 함정들이 남한 함정에 의해 밀려나자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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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격”(37)을 개시한다. 남한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 기대를 

현실화한 북한은 남한이 이에 응하게끔 유도한다. 북한 해군은 밀어내는 

‘힘겨루기’의 틀 안에서 약자로 인식될 까봐 염려했는지, 혹은 김대중 

서술에서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파악되는 

‘밀어내기 작전’을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는지295)가 여기서 미지수로 남는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해

군이 입힌 피해를 남한의 경미한 피해와 비교하여 폭력적 커뮤니케이션

을 둘러싼 사건을 남한 해군의 “승리”(42)로 ‘알아보는’ 김대중의 

입장이다(38-42). 김대중은 사회적 차원에서 교전 발발 사실에 대해 유감

을 표시(“안타까운 일”, 42-43)하는 한편, 교전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최초로 응징했다는 점에서 ‘승리’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승

리’를 사태적 차원 외에도 시간적 차원에서 회고한 바 있다(43-47).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제1차 연평해전을 제2차 연평해전과 연결시킴

으로써, 창발적으로 발생한 교전 사건을 통해 NLL을 둘러싼 해역에서 

남과 북은 상호주관적 이해가 성립하는 권력·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을 형

성할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43-45). 이에 관해서 북측은 『로동신문』을 

통해 남한 해군이 선제공격을 개시했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하면서 

특히 남한 해군의 들이받는 공격을 규탄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입은 큰 피해를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296). 이를 종합하자면 남한은 연평해전에서 ‘승자’로 떠올

랐다고 자평한 것처럼, 김대중도 지적하듯, 인식 상에서 ‘약한 대북 정

책’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48-50). 이에 비해 북한은 간

접적으로 패전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남한의 부당한 폭력 행사

를 고발하는 입장이다.

(2) 김진호 합동참모의장(軍)

1 1999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해군작전사령관 서영  

295) 군사통의 증언을 수렴한 김종대는 ‘밀어내기’라는 것이 오히려 “선체 충돌 

방식”의 “래밍(raming)”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종대 2013, p. 81 참조.
296)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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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독이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구역에 북한 함정이 어선을  

3 가장해 침범했습니다. 꽃게잡이 명분으로 자주 침투하는데 어떻게 할  

4 것입니까?”

5 우리 군의 해상 교칙에는 북한한계선(NLL)을 넘어오면 1차 경고방송,  

6 2차 경고사격, 3차 위협사격, 4차 격파사격을 하도록 대응지침이 정해 

7 져 있다. 나는 해군작전사령관에게 “교전 규칙대로 하라”고 지시하였  

8 다. 정부에서는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았기에 ‘교전 규칙대로’ 하기보

9 다는 좀 더 순화된 방식의 대응을 고심했다. 과거에도 꽃게철만 되면 

10 조금 넘어 와도 봐주고 물러서곤 했는데, 이번에는 2척이 오면 우리 측

11 은 4척이 나가고, 4척이 오면 8척이 나가는 식의 상대적 우세 전력을 

12 보여 주는 맞불 작전을 택했다. 북한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

13 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맞섰다. 공방이 계속 되면서 6월 10일에서   

14 12일 쯤 긴장과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15 김대중 대통령이 밤 11시에 합참의장 공관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첫 

16 째, 북한 배가 절대로 NLL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둘째, 먼저 사격 

17 을 하지마라. 셋째,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장병이 다치면 안된다”라

18 는 가위, 바위, 보와 같은 주문을 하셨다. 대통령은 확실한 영토 수호 

19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20 과도한 충돌은 없었으면 한다.” 

21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 나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잘 받들고 확전

22 이 되지 않도록 상황 통제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대중 대통

23 령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군통수권자로서 응당 

24 해야 할 지침이지만, 우리 군은 주어진 소명 하에 현장을 지휘하여 국

25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영토 수호는 군의 책무가 아닌가. 

26 대통령의 말씀은 사려가 깊었다. NLL을 확실히 지키되 너무 감정적으

27 로 대응해 전면전으로 번지기 않게 해야만 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

28 었다. 혹시 북한의 미사일에 우리 군이 대응 반응을 한다면 한반도는 

29 삽시간에 불바다가 될 ‘화약고’가 NLL 일대의 서북도서 지역이다. 

30 나는 어느새 대통령의 깊은 뜻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장병들

31 을 다치지 않게 하며 영해를 지키자!” 이것이 나의 지휘방침이었다. 

32 나는 합참과 해작사, 2함대사에서 NLL 침범양상과 도발행위를 면밀히 

33 분석하고 예측하여 이를 신속하게 현장지휘관들에게 명확한 작전 지침

34 으로 시달되도록 하였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응하는 지침을 



- 85 -

35 하달했다. - NLL 침범 시 “후미충돌에 의한 밀어내기” 작전 실시 – 
36 격퇴하되 적의 해안포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 수행 – 북의 선제공격 기

37 도에 대비한 대형구축 – 북의 해상전력보다 절대 우위의 작전세력 투

38 입 – 북의 해안포, 실크웜 미사일에 상시 대비 – 적 도발 시 모든 기

39 용 전력을 동원하여 격멸.

40 6월 15일 오전 9시 7분, 서해 연평도 해상. ‘참수리’ 해군 고속정  

41 325호 정장 안지영 대위의 작전명령이 떨어졌다.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 

42 허욱 대위는 즉각 배의 출력(rpm)을 최대로 높였고, 속도는 순식간에 

43 34 노트(시속 63km)까지 올라갔다. 우리 고속정 2척이 북방한계선    

44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함미를 가격해 일종의 럭비선수처럼 들

45 이받는 ‘배치기 작전’이 개시된 것이다297). 

(중략) 

46 9시 20분, 선제공격을 맡은 고속정 338호가 북한 경비정의 후미를 들 

47 이 받았다. 그때였다. 338호가 북 경비정 선처에 끼여 머뭇거리는 사이 

48 북한 경비정에서 “따다땅땅” 하는 요란한 총성과 함께 25mm 기관포 

49 가 불을 뿜었다. 오전 9시 28분.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아군 고

50 속정의 위기였다298). 

(중략)

51 침몰하는 북한 어뢰정을 뒤로 하고 325호 고속정은 신속히 아군 초계

52 정 뒤로 물러났다. 우리 초계함과 고속정들은 수천발의 기관포를 북한 

53 함정들을 향해 쏟아 부었다. 안 대위 등 부상자는 모두 당시 북측과의 

54 교전을 “삽시간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얘기했으나, 쌍방 포격은 14분 

55 이나 진행됐다. 안 대위 등 해군 장병들은 14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 

56 안 생사를 넘나들며 조국의 영해를 수호해냈다. 조성태 국방장관과 합

57 참 지휘 벙커에서 NLL 해상작전 관련 회의 중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58 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우리 군이 적의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경 

59 비정을 반침시켰으며 경비선 4, 5척을 대파했다.” 우리 아군의 피해는 

60 5명 부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였다299). 

(중략)

61 연평해전의 의의는 자유민주체제 해군이 공산주의체제 해군에 승리한 

297) 김진호, 『군인 김진호 회고록』 (서울: 초록문, 2014), pp. 367-369. 

298) 김진호 2014, p. 370.
299) 김진호 2014,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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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데에 있다. 이번 연평해전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군이 전장의 

63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치른 최초의 남북 정규해군 간의 해전이었다는 

64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군에서는 모든 것을 결과가 말해 준다”는 

65 말처럼 짧은 시간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전과를 거둔 해전이

66 었다. 또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체제가 다르게 반세기가 경과된 후에 

67 공산주의 및 김일성, 김정일 중심의 북한체제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68 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 체제와의 무력충돌에서 대한

69 민국이 승리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체

70 제의 우월성이 전투현장에서의 승리로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1 연평해전 승리의 작전적 요인은 첫째, 강한 교육훈련과 북한의 침범대

72 비 최고도의 준비태세유지 등을 통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의 결과였

73 으며 둘째, 지휘관 중심의 부대 단결과 예하 장병의 강인한 정신력이 

74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합참 해작사 함대사에 이르는 각 작전지휘 제

75 대별로 탁월한 지휘능력과 실시간대 지휘시스템이 작동되었고, 넷째, 

76 내실 있는 전력건설을 통한 우수한 무기체계 확보와 뛰어난 작전 운용

77 의 결과이다. 다섯째, 고속정 경량화 관리를 통한 기동성 향상 및 함정

78 기관의 철저한 정비로 작전 성공을 이루었다300).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서해교전 (1-78)

(2) 주제: 북한 꽃게잡이 명분으로 도발 강행함 (1-4) 

(3) 하위주제: 김진호 교전 규칙 토대로 대응하라 지시함 (5-9)

(3) 하위주제: 상대적 우세 전력으로 작전을 택함 (9-12)

(2) 하위주제: 북측은 감정적으로 맞섬 (12-14)

(3) 주제: 김대중 작전지침 하달 (14-20)

(3) 하위주제: 김진호 대통령 명령에 비해 군인관점 부각 (20-25)

(3) 하위주제: 김진호 대통령 명령 준수하되 의무 다함 (26-34)

(5) 하위주제: 김진호 세부 작전지침 하달 (34-39)

(6) 주제: ‘밀어내기’/‘배치기작전’ 실시 (40-45)

(2) 하위주제: 북측 선제 사격 개시, 아군 위기 (46-50)    

300) 김진호 2014, pp.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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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주제: 남측 해군 강력히 대응, 적군 대파 (51-60)

(3) 주제: 연평해전 북측에 대한 승리로 기림 (60-66)

(3) 하위주제: 체제 우월성 전투에서 승리로 연결됨 (66-70)

(7) 하위주제: 연평해전 승리 요인 분석 (71-78)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의 자체, (2) 북한 도발 

주장, (3) 남한 군사적 우위, 북한 열위 주장,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응책 고안, (6) 도발 대응책 실천, (7) 승리 요인 분석이다.

  

나. 성찰적 해석

군사 조직을 이끄는 김진호 함참의장은 연평해전의 경위를 회고하

기에 앞서 부하 군인을 인용함으로써, 당시 발생한 NLL 월남 행위가 군

사통 내에서 일찍부터 ‘도발’(“꽃게잡이 명분으로 자주 침투”, 3)로 

인식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군사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정

치 조직 지도자와 달리 북측의 행위를 곧바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알아봄’으로써 북측의 동향(動向)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

대로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김진호는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오면”(5) “군의 해상 규칙”(5)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지

침(위협부터 폭력 행사까지, 5-6)이 자동적으로 이행되게 되어 있음을 진

술한다. 김진호가 회고하기를, “정부에서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았기

에”(8) 대응절차를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북측 선박의 NLL 월남 행위를 도발로 

‘알아보지’ 않아 북측에 대한 강경대응을 보류했다고 언급하나(8-9), 

이번 사건에서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선발 제안에 따르는 응답으로

서 적함의 척수를 능가하려는 시도와 맞대응(10-14)에 의해 이미 커뮤니

케이션의 비대칭성(A-B-A-B)이 창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진호가 회고하기를,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교전지침을 내

렸을 때였다. 김대중은 단순히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가리키는 

사태적 차원(우열·강약 등) 외에도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

회적 차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덕성301)을 강조한다(15-20). 이에 관하여 

301) 즉, 정전(正戰) 사고를 바탕으로 선제공격을 거절하면서도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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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는 김대중의 확전(擴戰) 방지지침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군인으로

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24-25)는 소명을 거론하여, 

군인 관점으로 그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또 

다른 도덕적 잣대(보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다. 김진호의 “장병

들을 다치지 않게 하며 영해를 지키자!”(30-31)는 다짐은 ‘군사적 우

위’와 ‘보호’라는 두 가지 차원을 분명히 드러낸다. 김진호는 이러한 

고민의 끝으로 김대중 교전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전지침을 내렸다

고 한다. 이는 “NLL 침범 시 ‘후미충돌에 의한 밀어내기’ 작전 실

시”(35)로서 높은 상징적 가치를 지닌 적극적 대응책을 포함한다. 나머

지 대응책(적의 해안포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 수행, 선제공격 기도에 대

비한 대형구축, 절대 우위의 작전세력 투입, 북 미사일에 상시 대비, 그

리고 도발(도전) 시 모든 기용 전력을 동원하여 격멸, 35-39)은 어떤 경

우에도 남한 해군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라는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주

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내건 대응지침은 모두 북

한 해군에 대한 기대(가정형)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김진호의 회고에 따르면, 결국 작전을 실천에 옮기게 한 것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이었다(43-44). 김진호는 ‘밀어내기 작전’을 

“북한 경비정의 함미를 가격해 일종의 럭비선수처럼 들이받는 ‘배치기 

작전’”(44-45)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강도를 김대중의 ‘밀어내기 작

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낸다. 

앞서 지적했듯 그 작전이, 위협 수준에 머무는 권력적 커뮤니케이

션을 넘어 실질적 폭력을 행사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커뮤니케이

션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북측은 남한 해군이 

‘밀어내기 작전’으로 제기하는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단순히 응했든, 

‘밀어내기 작전’에 군사적으로 열등한 모습을 보였기에 폭력으로 이겨

내려고 했든 간에, 북측은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한다(49). 이에 대한 결

과로 “아군 고속정의 위기”(49-50)에 처하게 됨에 따라 남한 해군은 

이들을 구제(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응징하기 위해 강하게 대응한 것으

로 해석된다. 교전은 “삽기간에 벌어진 상황”(54)인 만큼 군사 조직 관

역전하여 적을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도덕적 승자’가 되는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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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반사적으로 치러졌다는 것이다. 김진호는 교전 사건에 관해서 

“조국의 영해를 수호해냈다”(56)며 북측의 큰 피해에 비하여 아군의 

사소한 피해(58-60)를 언급함으로써 남한 해군이 이번에 군사적 우위를 

차지했음을 시사한다.

연평해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뒤따른다. 김진호가 

보기에 남한 해군이 연평해전에서 거둔 “승리”(61)는 자유민주체제의 

대표로서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승리’가 된다. 따라서 이번 권력적·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은 군사적 우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66-70). 시간적 차원에 있어서 연평해전의 ‘승리’는 “정전협정 이후 

(...) 치른 최초의 남북 정규해군 간의 해전이었다는 데 중요한 의

미”(62-64)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진호는 여기서 승자와 패자를 산출하

지 못한 정전협정을 둘러싸고 남아 있는 우발성을 넌지시 암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남한 해군의 우월성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발성을 조금

이나마 해소한 것처럼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김진호는 

“군에서는 모든 것을 결과가 말해 준다”(64)는 군의 격언을 인용하면

서 선제공격 여부라는 이차적 고려 사항보다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

션이 제기하는 강약·우열을 둘러싼 우발성이 반드시 아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소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평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김진

호는 “강한 교육훈련과 북한의 침범대비 최고도의 준비태세유지 등을 

통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의 결과”(71-72)였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차원

적 관점에서 작용하는 기대를 인상 깊게 보여준다.

(3) 임동원 통일부장관(政) 

1 그런데 남북차관급회담을 6일 앞두고 6월 15일 아침에 서해 연평도   

2 근처에서 남과 북의 해군함정들 간에 교전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3 서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1척 반침몰 상태로 도주하는  

4 등 북측에서는 여러 척이 피해를 입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5 에 비해 우리 측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휴전 이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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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 우리 군이 북한군의 도발을 우세한 입장에서 응징한 것이다. 이것은 

7 김 대통령이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중 “북한의 어떠한 무력 

8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첫 번째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9 것이기도 했다. 매년 6월이면 북한 어선들이 꽃게잡이를 위해 북방한계 

10 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하면 철수하는 일이 반

11 복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6월 4일부터 

12 매일같이 5, 6척의 북한군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꽃게잡이 

13 어선단을 남단에서 보호하며 어로작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 

14 경비정이 접근하여 경고해도 순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의적으로 침범

15 행위를 되풀이했다. 9일에는 우리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에 접근하여  

16 밀어내기를 시도했으나 그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그 무렵 NSC 상임 

17 위원회가 수시로 소집되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초기에는 

18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가용한 모든 정보에 의

19 하면 전반적인 군사정세는 특이한 징후가 없이 평온했고 서해 5도 지

20 역에서도 국지 도발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연평도 인근 꽃게잡

21 이 어장에서만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

22 한이 ‘외화벌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꽃게잡이를 하는 것으

23 로 생각해볼 수도 있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연평도 인근 꽃게잡이

24 는 군인들이 하고 있으며, 할당된 어획 목표량은 전년에 비해 2배”라

25 는 정보 판단이 보고되었다. 특히 꽃게는 북방한계선 북단에는 거의 남

26 아 있지 않고 남단 완충지역에 큰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었다. 

27 그 외에 북방한계선을 무실화하려는 북측의 계획된 도발일 수도 있다

28 는 분석도 있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국제해

29 양법에 따른 12해리 영해’를 주장해왔다.

30 NSC 상임위원회는 ‘북방한계선 고수’ ‘즉각 철수 요구’, 그리고  

31 ‘위반 시의 후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경고한다는 입장을 

32 세웠다.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MDL)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가 유

33 엔군 측 함선이나 항공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34 통제선이다. 국제해양법 개정 이전의 ‘3해리 영해’를 인정하던 때 설

35 정한 것이 지만 휴전 이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해상경계선’으로 

36 기능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1992)에 “해

37 상불가침의 경계 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

38 으로 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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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침범행위를 계속하자 NSC 상임위원회는 “북측 함정들을 북방한계선 

40 이북으로 밀어내기 위해 진해 해군기지로부터 대형 함정들을 증강 투

41 입하겠다”는 조성태 국방장관의 작전 구상에 동의했다. 다만 어떠한 

42 경우에도 선제사격은 불허하며 작전 예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강조했

43 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성태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은 김 

44 대통령도 “북방한계선을 반드시 지키되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는 말라. 

45 그러나 북한이 먼저 발포 하면 단호히 분쇄하라. 또는 무슨 일이 있어

46 도 확전을 방지하라”는 요지의 매우 적절한 훈령을 하달했다. 6월   

47 15일 아침 9시 30분경 철수 명령에 역시 불응하는 북한 함정들에 대해 

48 해군이 ‘밀어내기 작전’을 강행하자 설마하며 버티던 북한 함정들이 

49 당황하여 먼저 사격을 가해왔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엄호하

50 고 있던 우리 함정들이 즉각 대응사격을 함으로써 이후 14분 동안 치

51 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나중에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사망자만 30명

52 이 넘을 정도로 북측 해군의 인명피해는 막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53 이번 사건은 햇볕정책이 결코 ‘유화정책’이 아니라, ‘강자의 정   

54 책’임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302). 

(중략)

55 국민들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응징하고 

56 승전고를 울린 것에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였음에도 야당은 이 사건을 

57 최대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303). 

(중략)

58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서해교전 때도 물론 그랬지만 이런 긴급상황이 

59 발생할 때 남북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할 수 있

60 는 핫라인(직통전화)이나 채널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61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을 통하거나 라디오방송을 통해 북한에 긴급 메

62 시지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다304). 

(중략)

63 6월 22일부터 베이징에서 우리 측 양영식 통일부차관이 북측 박영수 

64 책임참사와 마주 앉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북측은 “남측의 계획적

65 이고 고의적인 엄중한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담

302) 임동원 2015, pp. 344-347.

303) 임동원 2015, p. 350.
304) 임동원 2015,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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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보하라”고 요구하며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거부하고 회담을 4일 후에 

67 재개하자고 제의했다305).

(중략)

68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스스로 도발한 서해교전 사건을 구실로 회담에

69 서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개탄하고, 이미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70 문제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의 경직된 자세는 전혀 수그

71 러들지 않았다306).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1차 연평해전 (1-71)

(2+3) 주제: 남측 북 도발을 강력히 응징함, 북측 큰 피해 입음 (1-9)

(2) 하위주제: 북 NLL 남월 행위 과거와 달리 대결적임 (9-11)

(2) 하위주제: 북 어선 함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저항함 (11-15) 

(2) 하위주제: 첫 ‘밀어내기’ 작전 실패로 돌아감 (15-17)

(4+5) 하위주제: 북 NLL 침범 이유 및 대응책 헤아림 (17-29)

(2) 주제: 남측 NLL 남한의 사실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함 (30-36)

(3+5) 하위주제: 대형함정으로 ‘밀어내기’ 작전 재개 (36-41)

(3) 하위주제: 폭력 행사 보류하는 강력한 입장 고수함 (41-46)

(2+5) 주제: ‘밀어내기 작전'에 격퇴된 북 함정 선제공격함 (46-49)

(3) 하위주제: 남 해군 북 응징하여 강한 입장 과시함 (49-54)

(3) 하위주제: 북 도발 행위 단호하게 응징한 의의 큼 (55-57)

(7) 하위주제: 북에게 의사 전달 방법 부재 유감스러움 (58-62)  

(8) 하위주제: 북측 사죄 요구 (63-67)

(7) 하위주제: 남측 대결적 자세 취했음을 개탄함 (68-71)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 자체, (2) 북한 도발 주

장, (3) 남한 군사적 우위, 북한 열위 주장,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응책 고안, (6) 도발 대응책 실천, (7) 남한 유감 표시, (8) 북한 

사죄 요구이다.

305) 임동원 2015, p. 353
306) 임동원 2015, p. 354.



- 93 -

나. 성찰적 해석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제1차 연평해전 경위를 기술하기 전부터, 김

대중이 그랬듯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에서 북측 해

군이 입은 피해를 거론하면서 남한 해군의 군사적 우위를 추켜세운 바 

있다(1-5). 이와 더불어 임동원은 남한 해군이 거둔 승리가 북한의 도발

을 응징한 결과(정전 正戰)로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을 부각시킨다(6-9). 그리고 남한 해군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휴전 

이후 처음으로”(5-6) 치러진 군사적 실전(實戰)을 통해 강약과 우열을 

가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우발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

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시간적 차원이 거론된다.

임동원의 예비적 회고에 이어 연평해전 경위에 대한 회고가 뒤따

른다. 꽃게철을 맞아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들은 과거에 남한 해군의 

등장만으로 쉽게 몰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9-11). 즉, 남한 해군의 단순

한 등장은 암묵적 위협으로서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했으며, 이

것이 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북측은 어선을 보호함으로써 

남한이 형성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와중

에 선체로 서로를 밀어내는 등 접촉 사건도 발생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승자 또는 패자를 산출하지 못해, 강약·우열을 둘러싼 우발성을 해소하

지 못했다(11-16). 남한은 이러한 배경 아래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마

련하여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틀 안에서 승부수를 던져, 권력

적 사회체계 안에서 열려 있는 우발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소하

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임동원이 속한 정치 조직은 

앞서 살펴본 군사 조직에 비해 북측 동향(動向)을 곧바로 도발로 단정하

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헤아린 다음에야 도발이라는 인식에 다다른다는 

점이다(17-28). 임동원은 이러한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방

지하는 NLL의 기능과 북한이 이를 준수해 온 선례를 든다(31-36). 이러

한 맥락에서 남측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밀어내기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후과에 대핸 책임은 북측에 있다”(31)는 경고는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임동원은 김대중이 내린 작전지침과 이에 대한 군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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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우 적절한 훈령”(46)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연평해전 사건을 묘

사하는 임동원 역시 북측이 “먼저 사격”(49)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또한 그는 남한 함정이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엄호하고”(49-50) 있었

다고 함으로써 남측에서 기대가 그만큼 컸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한 해군의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은 “즉각 대응사격”(50)이였다

고 강조함으로써 반사적 응전(應戰)이였음을 넌지시 내비친다. 이어서 임

동원은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남한 해군이 북한의 도발에 응전한 결과 승

전고를 울렸다고 거듭 주장한다(55-56).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햇볕정책

에 수반되는 온건한 대북 태세를 경계하는 국민 앞에서 그 정책은 “강

자의 정책”(53-54)이라고 강조하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군사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북한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에 임동원은 사건에 대한 유감(58-62)를 보이며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개탄”(69)하는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

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폭력의 발발에 대해 북한에게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동시에 국내 진보 세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임동원은 

김대중과 김진호와 마찬가지로 제1차 연평해전을 크게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이라는 시각 속 여과장치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2) 제2차 연평해전의 ‘재기술’: 기술적·반성적 해석

(1) 김대중 대통령(政)

1 서해에서 다시 교전이 일어났다. 월드컵 폐막식을 하루 앞둔 6월 29일 

2 오전 연평도 부근이었다. 북한 해군 경비정 2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3 오자 우리 고속정이 이를 저지하려 접근했고, 그러자 북한 경비정이 기

4 습 포격을 가했다. 우리 고속정(참수리 357호)의 병사들은 최선을 대해 

5 응사했지만 기선을 제압당한 뒤라서 어쩔 수 없었다. 고속정은 침몰했 

6 고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알았지만 장병들 

7 의 최후는 장렬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놓지 않고 바다를 지켰다. 



- 95 -

8 이 날의 교전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속정의 순찰 작전을 엄호할 

9 초계함이 사정거리 안에 없었다. 고속정이 북의 경비정을 밀어내는 등 

10 작전을 할 때는 함정이 뒤를 받쳐 북의 도발에 대비해야 함에도 그러

11 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이를 엄중하게 생각했다. 언론은 이를 

12 훗날 제2차 연평해전이라 이름 붙였다. 한반도 전체가 월드컵 축제 열

13 기에 휩싸여 있을 때 북이 왜 그런 도발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4 그것은 무침히 패한 제1차 연평해전의 복수를 노리고 기회만을 엿봤 

15 던, 계획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개입

16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오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17 했다. 나는 우선 해군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유가

18 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

19 다. 그리고 강경한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확전 방지 및 재발 방지 

20 대책을 세우는 등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이 성명을 

21 발표했다. “묵과할 수 없는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 항의

22 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북

23 한은 신속하게 응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북 정상 회담 이후 개통

24 된 핫라인으로 긴급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

25 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26 사고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27 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북한의 사과는 더 이상

28 의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사과문

29 은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 우리 측은 다시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 

30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북측은 약 4주 후인 7월 25일에 통

31 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온 전통문을 통해 정식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32 이것이 북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최초의 사과 문서가 되었다. 북의 사

33 과를 확인하고 나서 예정대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월드컵 폐막

34 식에 참석했다. 분당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에는 박지원 비서실장을 보

35 내 조의를 표했다. 서해교전을 빌미로 일부 언론과 야당이 연일 햇볕 

36 정책을 공격했다. “패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햇볕정책에 있다.” 야당 

37 대통령 후보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38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햇볕정책의 위력이었다307).

307) 김대중 2010, pp. 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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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2차 연평해전 (1-38)

(2) 주제: 북한 해군 기습공격 가함 (1-7)

(3) 하위주제: 남한의 군사적 과실 고발함 (7-11)

(4) 하위주제: 북한 도발 이유 헤아림 (11-16) 

(5) 하위주제: 즉각 NSC 소집함 (16-17)

(6) 하위주제: 희생된 장병에 대한 애도 표함 (17-18)

(7) 하위주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함 (19-22)

(8) 하위주제: 북한 사과를 올림 (22-28)

(7) 하위주제: 북한 도발에 대한 공식적 사과 요구함 (28-29)

(8) 하위주제: 북한 사과를 올림 (29-34)

(6) 하위주제: 희생된 장병에 대한 애도 표함 (34-35)

(3) 하위주제: 야당 남한의 약한 입장 고발함 (35-37)

(9) 하위주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강조함 (37-38)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 그 자체, (2) 북한 도발 

주장, (3) 남한 군사적 열위 고발,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

응책 고안, (6)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표함, (7) 남한 북한 비난하고 사죄 

요구, (8) 북한 유감 표시, (9) 햇볕정책 정당성 강조이다.  

나. 성찰적 해석

제1차 연평해전을 큰 ‘승리’로 인식하여 회고한 김대중은 3년 

뒤에 벌어진 제2차 연평해전을 색다르게 회고한다. 즉, 북측은 이번에도 

NLL을 침범함으로써 도발을 강행했으나, 제기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려고 나섰던 남한 해군은 북한 해군으로부터 선제공격(“기습포

격”, 3-4)을 당했다. 김대중이 회고하기에 문제는 남한 해군이 우발적으

로 제기된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했기에 북측 해군에게 당하게 되었

다(7-9)는 점이다. 저자는 남한 해군이 도발(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

비하여 그들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11)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11)한다는 표현을 통해, 이번에는 남한 해군이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패전’한 결과 강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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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둘러싼 우발성이 남한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소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1차 연평해전이 시간적 차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연결되었던 것에 비해, 제2차 연평해전은 제1차 연

평해전과 연결된다. 예컨대, 김대중은 언론이 사건을 ‘제2차 연평해

전’이라고 명명했다(11-12)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 사건에 대

하여 “무참히 패한 제1차 연평해전의 복수를 노리고 기회만을 엿봤던, 

계회적인 도발이라는 분석”(14-15)이 정치·군사 조직에서 우세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남한 지도부가 드러내는 사고방식은,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이 단순 인과관계(도발의 유리한 효과)만을 따른다기 보다 ‘맥락 

의존적인’ 순환적 인과관계도 따른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이 회고한 사건의 뒤처리를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

은 전사한 “장병들의 최후는 장렬했다”(6-7)거나 이들은 “마지막 순

간까지 총을 놓지 않고 바다를 지켰다”(7)는 식으로, 목숨을 잃은 병사

를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마치 의사(義士)처

럼 미화하며 치켜세우고 있다. 그가 장병의 희생에 대해 표한 애도

(16-18)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은 부정한 선제

공격으로 장병의 삶을 앗아가면서 남한에게 패전을 안겨준 북한에 대하

여, 동일한 사회적 차원에서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회고한다(19-22). 그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은 사과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

여 고의성을 부인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24-27). 김대중은 북한의 

사과가 북한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27-28)이며 

“북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최초의 사과 문서”(32)가 됐다고 평가하고, 

북측을 남한에 맴도는 폭력적 복수 앞에 굴복한 것처럼 해석한다. 그러

나 김대중은 북한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 이는 김대중이 당시 보수 세력의 강도 높은 비판에 상당한 신

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은 북한의 사과

문을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29)라는 진술과 함께 보수 세력인 

야당이 “패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햇볕정책에 있다”(36)고 호소한 것

을 회고한다. 이처럼 김대중이 북한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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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한다. 김대중이 이에 

신경을 썼다는 것에 미루어볼 때,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약하게 보이

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김대

중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려는 동기는 북한이 제기하는 

선발 제안 외에도 일부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품고 있는 기

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김대중은 제2차 연평해전의 맥락에

서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37-38)고 함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강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햇볕정책 때 작용한 보수 세력의 

‘입김’을 부정하기 충분하지 않다.

(2) 임동원 대통령 특사(政)

1 그런데 월드컵 폐막식을 하루 앞둔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근처  

2 에서 북한 해군경비정의 기습적인 함포사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이  

3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우리 해군은 전사 6명, 부상  

4 18명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5 기습공격으로 조타실이 명중당한 우리 고속정 참수리 357호(156톤급)  

6 승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계획된 기습도  

7 발’에 우리 해군 제2함대는 속수무책이었다. 고속정의 순찰작전을 엄 

8 호할 초계함이 사정거리 내에 없었으니 응징은 커녕 제대로 대응할 수

9 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10 어째서 이 시점에 북한 해군이 이러한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는지

11 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3년 전 연평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한 복수를 

12 노려온 해당 현지 부대(제8전대)에서 계획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

13 다는 분석이 보고되었다. 대통령은 즉각 NSC를 소집하고 ‘강경한 대

14 북 비난성명’과 ‘확전방지’ 및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우리는 

15 이 사건을 다룰 판문점 장성급회담 소집을 북측에 요구하는 한편 유엔

16 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17 이튿날 아침 일찍 북측은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

18 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현지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

19 시킨 사고였음이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20 한다”는 내용의 긴급 통지문을 보내왔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

21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상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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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킨 일이 아니라 현지 부대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고라며 사과의 

23 뜻을 표명하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24 것이다. 

25 당시에 나는 NSC에서 결정한 대로 북측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26 자 처벌, 재발방지를 보장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대통령의 ‘냉정한 

27 대응’ 결정은 현명한 것이었다. 며칠 후 한미연합사령관은 “제 8전대 

28 이상의 상급부대에서 도발을 지시했다는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

29 다”는 정보 판단을 공식 통보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소중한 성과 중 하

29 나인 핫라인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내

30 용을 당시에 공개할 수는 없었다308). 

(중략)

31 7월 중순에 북측 제의로 남북 비공개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열렸다. 

32 북측은 “4월 5일 임동원 특사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를 서둘

33 러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먼저 서해도발사건에 대

34 한 공개적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

35 시 등을 요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36 강경한 입장을 통보했다. 나 역시 “서해도발사건에 대해 사과도 하고, 

37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부산아시안게임 참가도 서둘러 발표하라”고 북에 

38 촉구했다. 

39 이로부터 5일 후인 7월 25일 북측은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낸 전통문 

40 을 통해 서해교전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41 뜻을 공개 표명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초에 금강산에서 실

42 무대표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우리 정부 당국에 공개적으

43 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309).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2차 서해교전 (1-43)

(2) 주제: 북한 해군 기습공격 가함 (1-3)

(3) 하위주제: 남한 해군 큰 피해 입음 (3-4)

(2) 하위주제: 남한 해군 북한 기습공격 할 수 없이 당함 (5-9)

308) 임동원 2015, pp. 491-492.
309) 임동원 2015, p.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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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위주제: 북한 도발 이유를 헤아림 (10-13)

(5+6) 하위주제: 북한 비난하며 대응조치 고안함 (13-16)

(7) 하위주제: 북한 유감 표시함 (17-23)

(5) 하위주제: 남 계속하여 북 비난하며 사죄 요구함 (24-26)

(8) 하위주제: 계획적 도발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26-30)

(5) 하위주제: 남한 계속하여 북한 사과 요구함 (31-38)

(7) 하위주제: 북한 최초의 공개적 사과 올림 (39-43)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의 자체, (2) 북한 도발 

주장, (3) 남한 군사적 열위 진술,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남한 북

한 비난하고 사죄 요구, (6) 도발 대응책 고안, (7) 북한 유감 표시, (8) 

계획적 도발 주장 철회이다.

나. 성찰적 해석

제2차 연평해전 발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특사의 역할을 수행한 

임동원은 이번 사건을 김대중과 유사하게 회고한다. 즉, 그는 제2차 연

평해전이 제기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에서 남한 

해군이 “심각한 피해”(4)를 입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남한 해군이 이

번 사건에 강약·우열을 둘러싼 우발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

소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다. 그러나 북측은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습적인 함포사격”(2)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으므로 북한이 이끈 ‘승리’라는 결과가 부당한 것이라고 

암시한다. 나아가 임동원은 김대중이 전사한 장병에 대해 보이는 영웅화 

기법에 입각하여, “승무원들은 최선을 대해 싸웠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기습도발’에 우리 해군 제2함대는 속수무책이었다”(6-7)며 희생된 

장병들을 의사(義士)로 미화한다. 이처럼 그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는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이

번 권력·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우발성을 뜻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남한 해군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립된 교전 수칙이 

이번에는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는 입장이다(7-9). 또한 임동원은 

권력·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적 차원에서 북한 기습공격의 동기를 



- 101 -

군사통의 보고를 거론하면서 “3년 전 연평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한 복수

를 노려온”(11-12) 것으로 회고하여 제2차 연평해전을 ‘맥락에 달려 

있는’ 순환적인 합리성으로 파악한다. 남한 측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즉각 “‘강경한 대북 비난성명’과 ‘확전방지’ 및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13-14)는 진술은 앞서 언급한 순환적 합리성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남한의 ‘으름장’에 바로 

응하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18-19)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19-20)는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원

에서 굴복하는 입장을 표방한다. 임동원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북한이 

“더 이상의 사건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23)으로 ‘알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은 적어도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이틀

이 지나는 시점까지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에서 사건에 대한 책임은 

남한에게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310)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임동원은 김대중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 교환하는 통지문의 “내용

을 당시에 공개할 수는 없었다”(29-30)고 언급함으로써 여론이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틀 

안에서 보다 강경한 조치가 요구했을 거라는 비관적 추측을 내보이기 때

문이다. 임동원은 햇볕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건에 대한 뒤처리를 강

경한 입장에서 임했다는 진술(33-38)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이와 같이 제기된 암묵적인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다시금 응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40)는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표

방한다. 임동원은 이를 두고 사태적 및 시간적 차원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 당국에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방한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

음이었다”(42-43)며 북한이 어렵사리 내놓은 사과문을 마치 ‘승리’처

럼 크게 기린다. 물론 이는 사건 발생 시의 즉각적 보복공격 만큼이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강한 상징적 가치를 갖추지 않아, 특히 보수층에

게 불만족스러운 연결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310) 『로동신문』 2002년 6월 30일 5쪽 참조; 2002년 7월 1일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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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및 군사 조직의 유형 형성

앞서 스냅숏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에 대한 정치 및 군

사 조직 주요 결정자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非)이론

적 지식을 기술적·성찰적 해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포착하였다. 이를 토

대로 정치 및 군사 조직의 주요 결정자들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

션에 어떤 식으로 접속하는지를 유형 형성 단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

다. 

가. 군사 조직 결정자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과 직결되어 있는 군사 조직의 주요 

결정자부터 시작하자면, 김진호 합장의장의 회고문에 잘 드러나는 ‘기

계적 원칙주의’를 주목해야 한다. 즉, 군사 조직 결정자들은 북측의 행

위를 도발로 ‘알아보는’ 데 매우 빠르고 단호한 한편,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의 인식 틀 안에서 인식한 도발을 사전결정된 규칙에 의해 즉각적

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종대는 서해교전 사건에 대한 군사 조

직의 군사적 대북 조치는 상황이 요구하는 즉흥적 유연성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앨리슨(Graham Allison)의 『결정의 에센스(Essence of Decision, 

1971)』의 ‘표준작업절차(SOP)’와 같은 것311)이라며, 이는 지향하는 

‘합리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군은 권력적·폭

력적 커뮤니케이션을 ‘관찰’에 해당하는 일차원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서 “군에서는 모든 것을 결과가 말해 준다”는 격언에 충실하여 언제나 

승자로 남으려 노력하는 것이 곧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에 

따르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군이 좇는 합리성은 이하에 묘사할 정치 조직의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의 ‘합리성’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면서도 긴장관계를 이룬다. 예

컨대, 성찰적 해석 부분에서 보여주듯 군사 조직 결정자들은 정당성을 

사회적 차원에서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전제조건으로 든 것

에 비해, 군사 조직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도구’

로서 사태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강약·우열에 대한 결과를 중시한다고 

311) 김종대 2013, pp. 49-50, 6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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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권력적 

커뮤니케이션’과 정치·군사 조직

볼 수 있다.

나. 정치 조직 결정자

군사 조직에 비해 정치 조직의 결정자들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

케이션에 다른 ‘관계’로 접속한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매우 

유사하게 회고하는 김대중과 

임동원은 권력적 커뮤니케이

션에 응하는 데에 있어서 늘 

여론의 눈치를 본다. 즉, 정치 

조직의 결정자들은 대북 조치

라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서의 응답을 야당으로서 성찰

하고 비판하는 보수 세력의 

입김을 의식하면서 대북 조치

에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 

자극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빨갱이 낙인’에 시달려 온 김대

중은 이를 의식하여,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안보를 강조했다”312)는 지적은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 햇볕정책의 틀 안에서 지지층인 진보세력 앞에서 가

시적인 업적을 올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정치 조직 결정자들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세가 군사조직에서의 태세보다 덜 적극적이었다

고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정치 조직 결정자들이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에 응했을 때 사회적 차원에서 정당성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 다음에 

군사 조직 못지않게 강약·우열을 가리려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강조했듯 국민의 여론은,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권력·폭력에서 다른 

국가의 행위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알아보는’ 심리체계이자,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에게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라

는 자극을 주는 것으로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불가결한 

변수이다(그림 2-5 참조)313).

312) 김종대 2013,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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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사례분석

본 연구의 틀 안에서 살펴 본 스냅숏은 두 차례의 연평해전에 대

한 정치 및 군사 조직의 행위자들의 회고와 진술의 행간에 숨어져 있었

던 단서를 찾아냄으로써 권력적 사회체계의 윤곽을 어렴풋하게나마 발견

해낼 수 있었다. 권력적 사회체계에서 작용하는 SOP는, ‘관찰’에 해당

하는 일차원적 관점에서, 권력적 사회체계의 ‘합리성’을 그대로 드러

낸다. 일차적 ‘합리성’ 위에 얹어 있는 기대는 그러한 ‘합리성’을 

시간적 차원에서 은연중에 지속시키며 조정한다. 사회체계의 ‘합리성’

이라 표현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은, 앨리슨이 『결정의 에센스』의 외교

정책분석(FPA) 연구에서 보여주듯, 게임이론에서의 ‘인위적’ 합리성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맥락에서 루만의 사회체계론과 앨리슨이 그려낸 

비합리적인 관료체제 간의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다314). 이 맥락에서 루

만이 조직체 연구에 관하여 앨리슨의 『결정의 에센스』를 인용한 것은 

흥미롭다315). 이처럼 앞서 ‘재기술’한 햇볕정책 시기 때 벌어진 권력

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재발 사건들은 권력적 사회체계의 고유한 

‘합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출된 결과에

서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앨리슨의 조직행동론과 유사성을 보인다 할지라

도,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은, 외교정책분석에서의 일차원적인 진상 

규명(hard facts) 작업이 아니라, 행위자들은 특정한 사례를 어떻게 ‘알

아보는지’에 대한 단서(soft facts)를 토대로 연구를 전개하는 차이점316)

이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인과적 과정(A→B)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어떠한 사회적

313) 그림은 Bohnsack 2010, 313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314) 이에 관해서는 Diez, Thomas, “Politics, Modern Systems Theory and the 

critical purpo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Albert, Mathias; 

Hilkermeier, Lena (eds.),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4), p. 42 참조. 
315) Luhmann, Niklas, Soziologische Aufklärung 4: Beiträge zur funktionalen 

Differenzierung der Gesell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5), pp. 47-48 참조. 

316) 이에 관해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고전적 외교정책분석(FPA)이 될 수가 없음

을 지적된 바가 있다. Cudworth and Hobden 2011, pp. 52-53 참조; Albert 2016, 

p. 66 참조. 



- 105 -

인 맥락(즉, 사회체계) 또는 사회적인 ‘게임’(A-B-A-B)에 처해 있는지

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스냅

숏의 건수가 적고 북한 1차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

의 수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

적은 분단 현실로 끌어들인 사회체계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

니라, 얼핏 보기에 매우 추상적인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인 사건

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론적 관점을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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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분단 현실의 지속성의 원인을 남북한 기득층의 공생적 

현상유지책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립된 분단체제의 역학관계를 극복하려

는 백낙청의 규범적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적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였다. 예컨대,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의 관점에서 폭력 사건의 발발로 인

해 와해된 햇볕정책을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파악하여 이를 

‘기술’함으로써, 분단 극복 ‘사업’이란 분단 극복 의지와 역량에 달

려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제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단 현실

에 대한 백낙청의 이론화 작업에서 핵심이 된 남북 간 상호적 현상유지 

발상을 단서로 삼아,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끌어들였다. 사회체계론은 분

단 현실이란 기득층이 국민·인민을 종용하고 설득시킨 결과라기보다, 

행위자들이 상호적으로 구성하고, 공통적으로 접속하며, 무의식적인 

‘이해’만으로도 통하게 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사회체계의 운영 방

식으로 재정의하였다. 이처럼 분단 현실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대

적 구조로 해석하는 본 논문의 관점은 간략한 경험적인 재구성 작업을 

통해 햇볕정책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기

술’하였다. 

2장에서는, 생활세계 내에서 행위자들은 선험적으로 상호주관적·

보편적 합리성을 지니지만 근대 이래로 체제의 역학이 이를 기계적 합리

성으로 왜곡해 왔다고 보는 것이, 백낙청의 이론 정립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하버마스의 규범론이며, 이는 그러한 체제의 역학에 대한 

제3자적 관점을 어렵게 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그 속에서의 ‘자기기술’

이라는 주관적 논리를 짚어보았다. 

이어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이중적 우발성에 대한 설명을 역시 

선험적 가정으로 우회한다는 점, 합리성에 대한 그러한 가정은 기독교 

윤리관에서 빌려 왔기에 문화적·종교적·인종적 다양성을 도덕적 우위

로 맞서게 되어 차별적·배제적일 수도 있다는 점, 이와 함께 지극히 단

순한 이분법으로 판가름한다는 점, 사회의 조정력을 단순히 비언어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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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만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진단 및 처방으로 

실천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정치론적 관점에서 그의 

이론적 적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분단체제론을 통해 

백낙청은 이러한 하버마스 비판이론을 분단 현실에 끌어들여, 근대 사회

를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라는 기계적 역학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상

위 및 지역체제로 묘사하면서, 한반도의 미시적 차원에서 남북한 기득세

력들이 자본주의의 기계적 논리에 따라 일종의 상호주관적·보편적 합리

성에 비롯된 남북한 국민·인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억압하려 한다고 

보았다. 분단체제의 지속성을 아웃사이드-인 압력 논리라는 특수한 역학

관계로 진단한 백낙청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단결로 

잠재력과 동력을 깨워 누적시켜야 한다는 인사이드-아웃 변혁 논리를 그

에 대한 처방으로 내놓았음을 상술하였다.

이어서 분단체제론에 대한 해석적 연장선상에서 백낙청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정도가 절정이었던 김대중 햇볕정책을, 인사이드-아웃 논

리로 분단체제를 변혁하려다가 힘에 부쳐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음에

도 불구하고, 변혁 과업의 근본적 효력과 방향은 옳았음을 가리키는 의

미심장한 예증으로 보았으므로, 햇볕정책이 암시하는 인풋-아웃풋 논리

를 시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공

통의 이해관계를 지적했다는 점, 국내 변수와 국제 변수를 더불어 참고

하여 접근한다는 점, 현실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단기에 쉽게 개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 현실에 대한 이론화 작

업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높이 평가

하였다. 그러나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분단 현실에 둘러싼 역학관계를 

규범론에 입각하여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묘한 

정권(regime)으로 묘사함으로써, 체제와 분석 단위로서 국가 간 호응과 

시간성을 결여하는 구조결정론을 정립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백낙청

은 기득층이 파악하는 남북한 관계에서 추정되는 협력적 이해관계를 과

대평가한 한편, 남북한 양 체제 간 실질적 차이(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 여부)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분단 현실에 적실하지 않은 변혁이 실천

적 차원에서만 주장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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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위험성을 수반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3장에서 복합체계론으로서의 사회체계론은 대다수 기존 복합체계

론들이 포함하는 상호연결성, 창발성, 전체성, 비선형성, 시간성과 ‘맥

락 의존적 인과관계’ 등을 넘어, 분단 현실에 큰 함의를 줄 수 있는 체

계적 개폐성(즉,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의 병존)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

함으로써 분단 현실에 대한 이론적 적실성을 암시했으며, 사회체계론에

서는 자기준거와 이를 존속시키는 자기생산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체계적 

지속성 및 안정성을 비규범적이고 유동적인 논리로 설명하려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어서 사회체계론의 작동 원리에 관하여, 사회체계가 내재

하고 있는 상호주관성이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소되는 이중

적 우발성의 후험적 진화 과정의 산물임을 보여줌으로써 통일 작업에 선

험적 가치에 기대기보다는 사회체계의 운영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급선

무라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사회체계론의 테두리 안에서 제기된 커뮤니

케이션이란 남을 종용하여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합성을 동일하게 

해소하기 위해 상징적인 행위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알아봄’(‘이

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비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체계론은 분

단 현실에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

어놓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재정의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

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의미 차원(시간적·사태적·사회적 차원)

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분단 극복의 맥락

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차원의 도덕(존경·경멸)의 기능적 부적당성을 설

명하였다. 

게다가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사회체계

론의 구조 개념을 사회체계에 접속하는 행위자들의 기대가 형성하는 잠

재적인 구조로 파악함으로써, ‘구조결정론’의 사전 결정과 달리 확률

적인 인과논리에 따름을 해명하였다. 나아가, 한 사회체계에서의 관점은 

그 사회체계 안에서는 절대적이긴 하나, 사회체계들은 위(상위체계)와 아

래(하위체계)로, 그리고 유사한 체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절대적 관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을 짚어보았다. 이는 중대한 함의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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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체계란 인간(예를 들어 남북한 지도부)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

물질적(기대, 소프트웨어)·물질적(군사 장비, 하드웨어) 원소들의 특수한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며, 그 존재는 어떤 집단의 관심(interest)으로

가 아니라, 순전히 기능적 차원(실질적 기능 및 인지적 우발성의 덜어주

기)으로 정당화됨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각 사회체계의 역할이 다른 사회체계로부터 대

체될 수 없듯,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햇볕정책은 경제체계로 정치체계

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예비 고찰을 내놓았다. 이 맥락에서 사회체

계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타 사회체계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제기하는 

복합성을 수입함으로써 사회체계를 살찌우지만, 이를 타 사회체계가 인

식하는 방식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체계의 정체성을 늘 유지한

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정경분리가 시사하듯, 사회체계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인풋-아웃풋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고도 강조하였다. 

나아가, 분단 현실을 경제라기보다 정치, 즉 갈등적 사회체계로 파악하

기 위한 단서를 찾았다. 즉, 한편으로 갈등은 한국전쟁처럼 큰 사건으로 

인해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에 내면화되어 정착된 이후에 자동생산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면역체계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제기하는 경제체계라는 사회체

계가 가장 거시적인 분석 단위인 사회(세계)를 실제로 뒤덮을 수 있긴 

하지만, 기능적 차원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정치체계를 종속시키지 못

한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3장의 셋째 부분에서는 국제정치 이론의 주요 분석 단위체인 국가

를 권력적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한편, 권력을 행위자 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소개하였다. 전자의 경

우 국가를 부분적 분화가 제기하는 국경의 한계로 그의 행동범위를 인식

하는 사회체계의 자기준거적 구성요소로 해석하였다. 후자의 경우에, 고

전적 권력론이 말하는 권력의 결정론적 인과성, 잠재적 파괴력과 권력 

소유 사고 등에 대한 대안으로, 루만은 권력의 기능을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결정 상황에서의 우발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권

력적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복합한 전달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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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제로 보았다. 나아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란, 특히 국제정치의 차

원에서, 적어도 상징적인 폭력(협박)에 의존하기는 하나, 커뮤니케이션의 

비대칭적 역학관계에 따라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

연성으로 인해 권력과 폭력 간의 교묘한 넥서스를 제기한다고 설명하였

다.

3장의 셋째 부분을 매듭지으면서 앞서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본 권

력적 사회체계를 분단 현실과 종합함으로써 이론적 구체성을 끌어 올렸

다. 즉,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는 갈등(한국전쟁)이 모순의 형태로 

기존 사회체계에 재진입하여,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작동되는 자기준

거 순환 논리가 내면화되었다고 하였다. 한반도 권력적 사회체계는 남북

한을 주축으로 삼아, 사회체계의 특수한 ‘관계’로서 지역 국가까지 느

슨하게 포함하고, 그들 간의 결정에 대한 우발성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으로 해소하는 구조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또 남북한 관계에서의 권력

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은 무차별한 폭력과 현재의 상징적 권력을 그 

양끝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에서 일정한 패턴들을 보여 왔으나, 권력적 

사회체계의 창발 이래 커뮤니케이션의 비대칭성은 지속성을 보였다고 지

적하였다. 현재로서 남북한을 둘러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일차원적 

‘합리성’으로서 도발이라는 형태로 제기되고, 행위자들은 상호 인식되

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을 따르게 되며,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라는 이차원적 ‘합리성’에 의해서 지속된다는 점에서, 보다 넒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 맥락에서 남북한 간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과거 선발 과정을 거듭함으로써 사회체계를 존속시키는 

변수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와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적 사회체계

란, 일차적으로 인지적·비물질적 구성요소와 이차적으로 군사적·물질

적 구성요소 간 특수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이의 평가 기준은 규범성

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성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서 정경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 햇볕정책을 언급하였다. 즉, 이론적으

로는 권력적 사회체계의 기능(남북한 내적 응집력, 외적으로 동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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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 등)들은 경제적 또는 동포애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권력적 사회체계의 자동생산 및 면역체계로부터 

배척될 운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화해정책은 아무런 효과

가 없다는 절대적 비관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권력적 사회체

계는 다른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제기되

는 자극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불확실하고, 남북한 관계가 단기적

으로 호전되는 기세가 보일지라도, 거기서 선형적인 인풋-아웃풋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더구나 분단 현실을 둘

러싼 권력 사회체계가 수많은 다른 사회체계와 구조적 연결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장의 넷째 부분에서는 앞서 묘사한 이론적 틀에 대한 방법(론)적 

연장선상으로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경험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자기 

발견적 틀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루만의 전통에 따라 귀추적 성찰을 그

의 방법(론)으로 삼은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이라는 추론법을 설명하였으

며, 이 방법은 기술적 해석, 성찰적 해석, 그리고 유형 형성에 의해 각종 

1차 문헌을 토대로 사화체계의 역학관계를 매개로 행위자들이 남긴 단서

를 탐지할 수 있는 절차라 해명하였다. 

3장의 끝으로 앞서 소개한 자기 발견적 틀을 실제로 햇볕정책에 

적용하기 전에, 하버마스 비판이론을 따르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필

자가 본 논문의 틀 안에서 전개한 루만의 관점 간 차이와 쟁점을 재고하

여 비교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백낙청은 그의 분단 극복 사고의 근거

를 분단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의식에서 찾았는가 하면, 분단 극복 가능

성의 선험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그의 주관론의 근거로 내세운다. 이와 

달리 루만적 관점을 빌린 필자의 접근은 분단을 이론적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음에 따라, 분단 현실에서 작용하는 역학관계를 행위자들이 특정

한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실’로 파악하며, 동시에 다른 맥

락에서 다른 ‘현실’이 더불어 존재한다는 복잡하고도 시야 넓은 접근

에 따랐다.

4장에서는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을 통해 햇볕정책을 단편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이 맥락에서 김대중 햇볕정책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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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속으로 상정했으며, 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햇볕정책 동

안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연평해전을 당시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의 

회고록과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으로 성찰하였다. 그 결과 루만의 사회체

계론이 추상적으로 상정하는 사회체계적 역학관계를 남한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들이 유사하게 접속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고유한 

‘합리성’을 통해 단편적으로 포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울러 정

부에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는 국민의 역할까지 살

펴봄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포괄성을 암시하였다. 

2. 이론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지속되는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단순하고 주관적

인 논리로 ‘기술’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대안으로, 그 역학관

계를 복잡하고 적어도 이론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논리로 ‘재기술’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였다. 본 논문은 이론적인 비중이 큰 만큼 이러한 함

의는 특히 이론적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체계론에 입각하여 분단 현실의 이론화 작업에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1) 어떤 규범이나 신념에서 

비롯되어, 남북한 정세를 어느 정도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천적 

계획성을 내장하는 사고로부터, 복합성에 입각하여 한정된 예측 가능성

에 따라 계획성을 부인하는 우연적 진화론적 사고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체제적인 독립성을 ‘기술’함으로써 변화 및 체제전환 가능성을 사

장하는 사고로부터,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에, 체계 경계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 변화를 허용하면서도 체계의 붕괴의 가능

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사고로의 패러다임 전환; (3) 

체제의 구조를 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된 인과적이거나 결정론적 구조 사고

로부터, 각 체계의 기능과 정체성을 이에 접속하는 행위자의 기대에서 

기인한 잠재적이고 확률적인 구조 사고로의 전환; (4) 행위를 규범론·관

념론에 입각하여 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사전적으로 단정하는 사고

로부터, 각각의 체계에서의 행위자 관점으로는 상대적이지만 특정 하나

의 체계에서의 행위자 관점으로는 절대적이라는 사고로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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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제시된 패러다임은 분단 현실을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높은 추상도를 통해 복합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설명력을 상

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분단 현실의 이론화 접근보다 높은 이론

적 적실성을 갖게 된다. 즉, 본 논문에서 보여주듯, 사회체계론은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체계적인 역학관계의 순환적인 인과논리를 규

명하며, 과거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개략적인 ‘예측가치

(Prognosewert)’를 도출할 수 있다317). 

나아가, 사회체계론이 갖는 분단 현실에 대한 설명력 및 발견력은 

근본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한 이론의 결과이다. 즉,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 사회체계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체계들은 행위자들의 인식적 ‘차이

경험(Differenzerfahrung)’318)에 기인한 선발된 사회적 ‘현실’을 제기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현실’이란 행위자들이 세상을 일정한 질서

로 경험하기 위해 습득하게 된 인식 틀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분단 현실을 ‘재기술’하는 데 활용한 사회체계론의 객관성의 근거가 

있다. 비록 사회체계론은 사회체계에 인식론적 중점을 두지만, 행위자를 

사회체계의 능동적 구성원으로 수용하여, 사회체계의 진화 과정을 사회

체계와 인간 간의 ‘상호진화(Co-Evolution)’로 파악한다319). 이런 점에

서 사회체계론이란 체계결정론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이러한 맥락

에서 사회체계론은 지극히 ‘겸손한’ 이론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한편으로 루만은 사회체계론을 현실에 그대로 ‘상응하는

(entspricht)’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추상화하여 ‘포착하는(greifen)’ 

것이라고 언급한다320). 다른 한편으로 루만은 사회체계론이 제공하는 이

차원적 관점이 비록 행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역학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지만, 일차원적 관점으로 ‘관찰’하는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차

이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행위자보다 우선적 관점으로 

접속하지 못한다며, 사회체계론의 관점은 오히려 어떤 사회체계를 관찰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321). 

317) Luhmann 1984, pp. 610-611.

318) Luhmann 1984, p. 13.

319) Luhmann 1984, p. 367.

320) Luhmann 198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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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이처럼 겸손한 ‘슈퍼이론’

으로 살펴본 결과로 분단의 역동적인 지속성을 활발히 이루어지는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했으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햇볕정책의 

상이한 커뮤니케이션이 왜 남북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통합을 구축하지 

못했는지를 사회체계론의 관점으로 해명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연장선상으로서, 정착하여 공고화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하

여 사회체계론이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고자 한다. 

3.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분단 현실이란 체계적 갈등을 사회체계론의 관점으

로 조명하였다. 본론에서 피력된 사회체계론의 갈등 가설을 간략하게 재

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체계의 차원에서 모순의 형태로 제기되는 

갈등이란 지극히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현상으로서, 기존 커뮤니케이션에

서의 오류를 탐지함으로써 면역체계가 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그러나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의 갈등은 기존 사회체계에 내면화

되어, 스스로가 면역체계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체계가 될 수 있다. (2) 이

렇게 발생한 사회체계는 긴 조건형성 과정을 통해 갈등적인 사회체계(권

력 사회체계)의 특정한 ‘관계’를 익힌다. (3) 따라서 갈등이란 특정한 

운영 방식에 따르는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이 되며, 그의 기준이 정

확한 만큼 면역체계는 방어 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4) 이로써 사회체를 제기한 갈등의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사

회체계처럼 자기준거적·자기생산적인 단위체가 된다. 그리하여 한번 창

발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회체계의 멸망보다 그의 존속을 예측해야 

옳을 것이다322).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이와 같이 권력적 사회체계로 파

악할 때, 어떤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까? 사회체계가 된 갈등을 실

천적 관점에서 논의한 루만은 여기서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가리킨다. 

321) Luhmann 1984, p. 90. 

322) 이에 관해서 루만이 '갈등'에 대해 제기하는 네 가지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Luhmann 1984, pp. 537-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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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비판이론 진영과 진보 세력이 호소한 ‘갈등해소

(Konfliktlösung)’가 여기서는 목표가 아니라, 기껏해야 갈등 재생산 과

정의 자연스레 혹은 우연히 생기는 부산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323). 바

꿔 말하자면, 정책 결정자들은 갈등을 그것의 자동생산과 면역체계의 역

학관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기에, 갈등해소란 결국 사회체

계가 정상적인 작동 과정의 결과로 산출할 부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때문에 루만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흔히 ‘평화 만들기

(Peacemaking)’나 ‘평화유지(Peacekeeping)’라고 일컬어지는 접근을 

애당초 그릇된 것으로 배척한다.

그보다 루만은 실천적 접근으로서 갈등의 ‘컨디셔닝 가능성

(Konditionierbarkeit)’324)을  주목한다. 즉, 루만은 행위자로서는 이미 사

회체계가 되어버린 갈등의 역학을 멈출 수 없다는 다소 회의론적인 입장

을 보이면서도, 행위자가 갈등 역학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갈등 

역학의 발전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맥락에서 루만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루만이 제시

한 접근 방법을 분단 현실의 배경 아래서 실천 가능성과 효율성의 측면

에서 검토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군사적 수단의 제한(Einschränkung der Mittel)’이다. 즉, 

정책 결정자들은 ‘갈등체계(Konfliktsystem)’의 작동 방식에 직접 간섭

하려 하지 않으면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갈등체계의 기능을 조작하자는 

발상이다325). 따라서, 이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갈등체계의 운영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는 데 이용되면서 인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의 수단(무기 등)을 줄이자는 접근이다. 갈등체계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을 저지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다다랐을 때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수

단으로서 이용되는 무기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는 사고이다. 더구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폭력적 커뮤니케

323) Luhmann 1984, p. 537. 
324) Luhmann 1984, p. 536. 

325) 여기서 '수단(Mittel)'이란 맥락상 군사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uhmann 1984, p.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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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과는 달리 폭력의 행사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고, 상징적 커뮤니케

이션의 매개체이자 부산물로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무기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정도까지로만 규제될 수도 있다. 

이는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군비규제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잠재적인 문제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우러

나오는 불확실성과 상호적 불신이다. 설령 남북한 및 동맹국들이 전략적 

무기에 대한 대등한 군축 협약에 합의를 이끌어낼지라도, 협약을 감독하

고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귄위가 부재하는 한 상호배

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 접근 방식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루만은 군비규제가 무정부 상태인 국제정치 영역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다른 문맥에서 거론한 바 있다326). 따라서 사회체

계론적 관점에서 본 분단 현실에는 상호적 군비규제는 갈등체계의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의 운영 방식을 건드리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 예방 차

원의 정책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데에 상호적 

불신 탓에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일차적 대응 방안으

로서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불안정의 증가(Erhöhung der Unsicherheit)’이다. 루만은 

사회체계 불안정의 증가를 주장하는 맥락에서 창발한 사회체계가 우발성

을 해소함으로써 불안정을 줄이는 인식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 간에 갈등체제가 창발한 것은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이 서로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아 인식적인 불안정("where to look 

at?" 혹은 "which communication to use?")을 해소한다. 사회체계가 창발

되었을 때 이러한 기저적 불안정이 벌써부터 해소되었으며, 오직 사회체

계의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식에 관한 우발성(강약·우열 등)만이 기저적 

불안정을 제기한다. 사회체계의 창발을 일종의 ‘게임’으로 비유하자

면, 사회체계(갈등체계)의 창발은 ‘게임’의 근본적 규칙을 확정함으로

써 인식적인 불안정을 해소하지만, ‘게임’의 결과(강약·우열 등)를 

‘게임’을 통해 산출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불안정을 다시 

326) 루만은 상호적 군축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밝힌다. Luhmann 1984, p. 

3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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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자는 루만의 접근은 사회체계(갈등체계)의 창발과 함께 확정되

어 공고화된 규칙 혹은 운영 방식을 가급적이면 덜 파괴적이고 덜 적대

적인 방향으로 개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중립적인 제3자를 

양극적 갈등체계에 참여하게 하여, 양극적 갈등체계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새로운 우발성을 가져오는 미지수가 첨가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갈등체계를 이룬 행위자에게 “제3자는 도대체 누구 편이

냐?”는 자문(自問)을 떠안김으로써 갈등체계의 ‘관계’에서 공고히 해

소된 우발성을 다시 해체하고, 이로써 열린 우발성을 다르게 선발할 여

지를 제공할 수 있다327). 즉, 이 순간에 한때는 공고했던 ‘게임’의 규

칙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조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중립국을 통한 중재외교에 

해당한다. 이 접근 방법은 이론적으로나마 대북 정책에 대한 유력한 후

보가 될 수 있으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는다. 예컨대, 한국 전

쟁 휴전을 감독하기 위해 1953년에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와 체코슬로

바키아에 의해 개설된 중립국 감시위원단(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의 사례를 보면, 중립국으로서 끌어들인 국가들은 냉전 구조

의 역학관계 아래서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바로 특정의 편을 들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328). 남북한 관계에서 중립국으로서 인정받아, 중재외

교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국가나 기구를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무엇

보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로 정의한 

권력 사회체계 동맹의 한편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을 주축

으로 한 권력 사회체계의 진영 간에 중재외교를 수행할 중립국가가 권력 

사회체계의 구심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강대국이어야 한다. 즉, 

중립적인 제3국을 남북한 관계에 첨가하는 것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첨가된 제3국이 중립을 유지하지 못해 그 어느 한쪽으로 포섭되는 것은 

327) Luhmann 1984, p. 540. 
328) Kim, Kwanok, "From Supervising Armistice to Promoting Peace in Korean 

Peninsula: A New Role of the NNSC."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2집 제2호 

(2013), pp. 215-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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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 인터뷰에서 

남북의 최근 정세를 거론하면서 북핵 문제에 중재용의를 밝혔으며329), 

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뢰프벤(Stefan Löfven) 총리 역시 최근에 중

재용의를 시사한 바 있다330). 이와 같은 노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불안정의 증가’의 권력 사회체계 컨디셔닝 전략

은 적어도 실천적 차원에서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재형성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종합하자면, 사회체계론적 관점에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결

코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접근에 있어서 

고전적인 평화 만들기 혹은 평화유지 접근 방식과는 달리, 갈등이라는 

자체를 분단 현실의 고유한 논리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갈등체계의 권

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파악한 분단 현실의 운명 방식은 각종 컨디셔닝 

노력의 대상이 되어야지, 단순히 도덕적 우위 또는 ‘소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를 바탕으로 전개되기 마련인 순진한 평화 만들기 노

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체계론의 관찰력을 빌려, 어떤 정책 접근 방

법을 도출하든지 간에, 그 정책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여러 강대국이 

복잡하게 엮인,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권력 사회체계의 역학관계 아

래서 펼쳐진다는 것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정책이어야 한다. 여기서 덩샤

오핑(鄧小平)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접근 

방법을 비유했던 “돌을 더듬어 가며 강을 건넌다(摸着石头过河)”는 속

담331)이 남북한 관계의 정책적 방침이 되기를 기원한다.

32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8. “Merkel: Deutschland kann im 

Nordkorea-Konflikt vermitteln.” 

http://www.faz.net/aktuell/politik/merkel-deutschland-kann-im-nordkorea-konflikt-v

ermitteln-15191111.html (검색일: 2018년 3월 10일).  

330) BBC News. 2018. “US-North Korea meeting: N Korean Minister in surprise 

Sweden visit.” http://www.bbc.com/news/world-asia-43425740 (검색일: 2018년 3

월 10일).
331) Cudworth and Hobden 2011, p. 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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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어원 영어 독일어/빈도332) 한국어 한자 참뜻
systéma 

(체계)
system

System/

1026
체계

몸 체(體)

맬 계(系)
circumstántĭa

(환경)
environment

Umwelt/

652
환경

고리 환(環)

지경 경(境)
communicatio

(상통, 의사소통)
communication

Kommunikation/

610

커뮤니케이

션
-

diffĕréntĭa
(차이, 다름 )

difference
Differenz/

554
차이

어긋날 차(差)

다를 이(異)
socíĕtas

(사회, 단체)
society

Gesellschaft

389
사회

말을 사(司)

모일 회(會)
sēnsus
(의미)

meaning
Sinn/

325
의미

뜻 의(意)

맛 미(味)

ipse/réfĕro
(자기/

향하게 하다)

self-reference
Selbstreferenz/

276
자기준거

스스로 자(自)

몸기(己)

준할 준(準)

근거 거(據)
empus

(간격, 순간)
time

Zeit/

241
시간

때 시(時)

틈 간(間)

contingéntĭa
(우유성)

contingency
Kontingenz/

205
우발성

짝 우(偶)

필 발(發)

성품 성(性)
seléctĭo

(선발, 선별)
selection

Selektion/

165
선발

가릴 선(選)

뽑을 발(拔)
áctĭo

(행위, 행동)
act

Handlung/

164
행위

다닐 행(行)

할 위(爲)
consciéntĭa

(의식)
consciousness

Bewusstsein/

160
의식

뜻 의(意)

알 식(識)
interpretátĭo
(해석, 해설)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152
해석

풀 해(解)

자를 석(析)
ēvolútĭo

(펼침, 전개)
evolution

Evolution/

150
진화

나아갈 진(進)

될 화(化)

〈표 2-1〉 - 사회체계론 핵심 개념의 의학적 해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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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ós/poésis

(자기/창조)
Autopoiesis

Autopoiesis/

149
자동생산

스스로 자(自)

움직일 동(動)

날 생(生)

낳을 산(産)

informátĭo

(정보)
information

Information/

146
정보

뜻 정(情)

알릴 보(報)

structúra

(구조, 조직)
structure

Struktur/

125
구조

얽을 구(構)

지을 조(造)

distínguere

(분간)
differentiation

Differenzierung/

116
분화

나눌 분(分)

될 화(化)

obsérvo

(관찰하다)
observation

Beobachten/

76
관찰

볼 관(觀)

살필 찰(察)

sociális

(사회의)
social system

soziales System/

73
사회체계

모일 사(社)

모일 회(會)

exspectátĭo

(기다림, 기대)
expectation

Erwartung/

69
기대

기약할 기(期)

기다릴 대(待)

eleméntum

(원소, 성분)
element

Element/

65
원소

으뜸 원(元)

본디 소(素)

conflíctĭo

(충돌, 싸움)
conflict

Konflikt/

55
갈등

칡 갈(葛)

등나무 등(藤)

núntĭus

(소식)
message

Mitteilung/

53
메시지 -

adiūnctiō

(연결)
connection

Anschluss/

52
연결

잇닿을 연(連)

맺을 결(結)

immundítĭa

(불결)
immune system

Immunsystem/

39
면역체계

면할 면(免)

염병 역(疫)

cāsus

(우연)
coincidence

Zufall/

34
우연

짝 우(偶)

그러할 연(然)

relátĭo

(관계, 연관)
relation

Relation/

32
관계

벼슬 관(關)

지경 계(係)

psýchĭcus

(정신의)
mental system

psychisches

System/

27

심리체계
마음 심(心)

다스릴 리(理)

332) 『사회체계들 - 일반이론의 개요』(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1984) 기준, 합성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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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cending the Korean Division 

System by Embracing the Social 

System Theory

The ‘description’ and ‘re-description’ of 

the Sunshine Policy

Moritz Haarstick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s 

witnessed a continuously conflictual rel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more than 70 years. Despite all the substantial changes in world 

politics since then, the Korean division remains with an astonishing 

continuity as a conflictual factor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region, and in the realm of world politics. Considering the 

conflictual continuity despite crucial changes in world politics, one can 

assume the existence of a complex dynamic mechanism, operating as 

the sustaining factor of the conflictual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For example, taking into account that frequent 

military clash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ccurred even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conflictual 



- 134 -

continuity reveals itself as characteristic of the two Koreas. In the 

background of conflictual continuity, this thesis presents a theoretical 

approach that properly interprets the assumed complex mechanism, 

which is still left to be discovered and harnessed in the Korean 

academia.

This study points out the theoretical inappropriateness of 

preceding approaches on a complex dynamic mechanism regarding the 

continuously conflictual state of Korean division, carried out by leading 

Korean critical theorists like Paik Nak-Chung, who merely offered a 

subjective ‘description’ of Korean division. Simply put, in line of his 

‘Division System Theory,’ Paik Nak-Chung describes the Korean 

division as a result of latent cooperation between established  South 

and North Korean elites aiming to suppress the Korean people, for the 

ultimate purpose of status quo maintenance. However, his critical 

‘Division System Theory’, which calls on overcoming of the alleged 

suppression, not only lacks an objective standard, but also exhibits 

elementary theoretical and analytical flaws, such as a certain 

arbitrariness regarding the agent-structure problem, and thus fails to 

satisfy basic requirements of a Social Science theory. In this way, the 

attempt of Paek Nak-chʻŏng to ‘describe’ the presumed complex 

mechanism of Korean division as unification-seeking, and thus in a 

strongly normative vein, produces problems concerning objectivity. In 

this, Paik Nak-Chung considers the precedent Sunshine Policy as an 

active and meaningful attempt in overcoming the Korean state of 

division. However, as a result in his assessment of the Sunshine Policy, 

he creates a naive impression, that if only enough input in the form of 

endeavor for overcoming division is made, unification will be yielded as 

an inevitable outcome.

As a theoretical alternative to Paik Nak-Chung's strongly 

normative ‘Division System Theory’, this study draws on Nik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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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hmann's ‘Theory of Social Systems’ (Theorie sozialer Systeme) in 

seeking an objective theoretical framework, explaining the presumed 

dynamic mechanism of conflictual continuity underlying Korean division. 

In accordance with Luhmann's theoretical frame,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will be observed as a ‘Social System’ posing objective levels 

of analyses. Therefore, this study strives to transcend subjective 

‘descriptions’ of the complex mechanism operating in the Korean 

state of division by embracing the radical constructivist approach of 

‘Social System Theory’ ‘re-interpreting’ the complex mechanism 

as symbolic communication between involved actors. To put it 

concretely, this study views the conflictual continuity of Korean 

division, not as the result of suppression by North and South Korean 

elites, but rather as a functional and intersubjective mode of powerful 

and violent ‘communication’ within a conflictual ‘Social System,’ 

which established itself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at is, 

the reason for continuity of Korean division cannot be reduced to the 

self-interest of South and North Korean elites, but rather can be found 

in the conflictual ‘Social System’ in which the several actors of the 

both Koreas (the leaders, the military and the people) hold strong 

mutual expectations on the will of the adversary to further engage in 

powerful and violent communication. Thus, strong mutual habits of both 

part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ontinuity of the 

Korean state of division. However, since Luhmann himself offers beside 

reflection, no intersubjective methodological means for a practical 

analysis of communication in line of his ‘Social System Theory’, this 

study relies on a ‘Social System Theory’-compatible heuristic frame 

by Ralf Bohnsack, one of Luhmann's followers.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the heuristic frame is used to ‘re-describe’ the reoccuring 

military clashes during the Sunshine Policy according to the concept of 

powerful and violent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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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pproaches the presumed complex mechanism of the Korean 

division by utilizing a ‘re-description’ of Sunshine Policy. By that,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must not necessarily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decision makers. Instead this approach opens up the possibility 

to trace back the dynamics of division to the conflictual communication, 

operating as a habitual mechanism between Korean leaders, the 

military, and the people.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can hardly be overcome actively, and thus has 

certain limitations on the dimension of practical policy. Secondly, 

perceiving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as ‘Social System’ means to 

access the shared vision of the actors involved, which ultimately 

constitutes an objective level of analysis. Moreover, since in ‘Social 

System Theory’ different groups of actors can constitute different 

objective realities simultaneously, the present study incorporates, beside 

high analytical complexity also high analytical flexibility. Thirdly, even 

though the present study set out a rather skeptical view on policies 

that aim to overcome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it may help to fully 

harness the limited margin for policy endeavors by using the insight of 

the ‘Social System Theory.’

Key Words: radical constructivism, Social System Theory, mechanism of 

divisio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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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반도의 갈등적 남북 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분단 현실의 배경이다. 이러한 분단 현실은 변화하

는 시대와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과 세계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남북한 관계와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서 일종의 복합적 역학관계가 분단 현실에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예

컨대, 남북한 화해의 절정이었던 햇볕정책 시기에서조차 교전 사건이 발

생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갈등적 속성이 엿보인다. 남북한 관계에

서 볼 수 있는 지속적 갈등 상황과 그 배후의 역학관계는 상당히 흥미로

운 것이며, 한국 학계가 이론적으로 규명해야 할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 대표적인 비판이론 학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비판이론의 관점

으로 ‘기술’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의 

이론적 관점의 부적실성을 시사한다. 간단히 말해, 분단체제론에 피력되

어 있는 남북한 기득세력 대 국민·인민의 비판적 종속론에 입각한 분단 

극복론은 객관적 기준을 결여함에 따라 연구의 주체와 객체를 주관적으

로 지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사회과학적 연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이론적·해석적 결점을 보인다. 이처럼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

계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는 비판이론적 종속론과 통일지

상주의적 분단 극복론에 입각하여 ‘기술’하려는 백낙청은, 햇볕정책을 

분단 극복 의지라는 인풋(input)을 투입한 하나의 분단 극복 시도로 인식

함에 따라, 투입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통일이라는 아웃풋(output)을 이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분단체제론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서, 분단 현실을 둘

러싼 역학관계의 지속성을 독일 사회과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사

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정립한 ‘사회체계론(Theorie sozialer 

Systeme)’이라는 첨단 이론으로 재정의한다. 본 연구는 분단 현실의 역

학관계를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한 관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론의 급진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하는 상호주관적 관점을 통해 남북한의 역학관

계를 백낙청과 다르게 ‘재기술’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단 현

실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한국전쟁의 발발로 창발하여 정착한 ‘권력적·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상호구성하는, 억압적이라기보다 기능적인 

‘사회체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회체계’의 지속성은 기득세력의 

사리추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의 창발 이래 정착된 ‘권

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권력적·폭력적 커

뮤니케이션’에 응하려는 양쪽 행위자들(지도자, 군대, 국민·인민)의 길

들어진 습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상호주관적으

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자의 성찰적 관점에 입각되어 있기에, 본 연구

의 경험적 부분에는 루만 후계자 본사크(Ralf Bohnsack)의 자기 발견적 

틀을 통해 햇볕정책 시기에 재발한 권력·폭력 사건을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기술’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햇볕정책의 ‘재기술’을 통

해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양국 지도부의 의도에 의해 무조건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지도자, 군대, 그리고 국민들의 갈등

적 ‘커뮤니케이션’에 길들여진 습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다. 따라서 분단이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실천적 한계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분단 현실을 

‘사회체계’라는 단위체로 이해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동일하게 이용하

는 관점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관점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한편, 이렇게 

관찰하는 ‘현실’이 행위자들의 인식으로 결정되는 또 다른 ‘현실’과 

병존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복합성과 유연성을 가져온다. 셋째, 사회체계

론은 비록 정책적인 회의론을 제기하여 분단 극복론을 부인하려 하지만, 

사회체계론의 통찰력을 통해 그나마 주어진 정책적 여지의 가능성을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체계론, 분단 역학관계, 커뮤니케이션

학번: 201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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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문제제기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류사회는, 본격적인 사회질서 재구성 과정을 

거쳐, 마침내 복잡하게 뒤얽힌 ‘신세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잡한 

사회를 해석하는 데에 일정한 세계관을 제공해 온 종교가 점차 계몽사상

으로 교체되면서, 특정 배후 세력이 사회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철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중 문학에서조차 발견되기 시작

하였다. 마르크스(Karl Marx)가 별세한지 13년이 지날 즈음, 프러시아 작

가 폰타네(Theodor Fontane)는 『에피 브리스트(Effi Briest, 1896)』에서 

비판적 사회 해석에 관하여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긴 바 있다:

“사람은 개인일 뿐 아니라 전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전

체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 전체에 종속되어 있어요.”1)

본 문구에서 드러난, 특정 배후 세력의 억압을 암시하는 ‘종속

론’은 철학과 사회학에 의해 계승 및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戰後) 독일의 부실한 과거청산을 고발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적 담론 연구는, 종속론을 그려내는 비판이론 연구에서

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청사진을 제공

해 왔다.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담론적 종속론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비

판이론가들은, 한국전쟁 이래 지속되어 온 분단 상황을, 물질적 이득을 

꾀하는 남북한 집권세력 간의 합작관계로 해석해 왔다. 더 나아가 백낙

청은 분단 현실을 종속적인 ‘분단체제론’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분단에 

관한 한국 비판이론 지형에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분단의 연속성을 범(凡)한반도 ‘체제’의 억압적 역학관계로 환원

시키는 분단체제론을 통해, 백낙청은 분단을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

하였다. 문학평론가로서 백낙청이 당대 민주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적

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을 포용함

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백낙청의 분단 

‘극복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1) 테오도어 폰타네; 한미희 역, 『에피 브리스트』, (파주: 문학동네, 2010),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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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비록 몇 가지 협약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으

나, 장기적인 화해를 가져오지는 못했으며, 햇볕정책이 펼쳐지는 동안에

조차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종의 종

속론을 근거로 삼는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적실성, 나아가 햇볕정책의 정

책적 적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분단체제론이 한국의 대표적인 비판이론으로서, 한국 현대사에서 

큰 사회적인 공을 세운 민중운동 및 진보학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인 것을 감안할 때, 백낙청의 인식론적 관심이 규범론적·관념론적 편향

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특히 규범론적 편향과 관련하여, 분단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그의 인식론은, 시대착오적인 이

론 틀을 고수하려는 결과, 복잡한 현대사회를 해석하는 데에 각주구검

(刻舟求劍)의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사회과학적 잣대로 

평가했을 때, 분단체제론은 과학(성) 그 자체인 객관성을 결여한다고 봐

야 한다. 손호철은 분단이 한민족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관한 이론화 작업은 ‘저발전’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2). 

예컨대, 분단체제론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진보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해석적 측면에서는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사회에 놓여있

는 분단 현실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다른 해석의 잠재적 가능성을 차단

시켜 버린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것이다. 특정 배후 세력의 억압을 

암시하는 종속론을 도구로 삼아 분단의 지속성을 폭로 및 고발해야 한다

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주체와 객체 간 

종속관계 없이, 개인 간의 역학관계만으로도 분단이 지속될 수 있다는 

발상은 금물로 여겨져 왔다.

예컨대, 베버(Max Weber)는 일찍부터 사회적인 행위란 단순한 물

질적 거래가 아니라, 타인 행위에 대한 기대라고 규정하면서, 사회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인식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암시한 바 있다3). 사

2) 손호철,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창

작과비평』 제22집 제2호(1994), p. 316.

3) Weber, Max; Winckelmann, Johannes (ed.),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Tübingen: Mohr, 1972), p.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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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

였다. 이 발전에 기여한 학자 중 하나는, 인공두뇌학, 인지공학, 심리학, 

생명공학 등 타 분야의 연구 결과를 두루 수용함으로써 학제적인 첨단 

사회이론을 확립한 루만(Niklas Luhmann)이다. 그의 ‘사회체계론

(Theorie sozialer Systeme)’은 베버와 같이 사회적 역학관계를 행위자 

간의 상호적 기대로 풀어내면서, 베버의 ‘이해사회학(Verstehende 

Soziologie)’을 이른바 ‘급진적 구성주의’로 계승 및 발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사회영역(과학, 법, 경제 등)의 지속성,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된다. 루만은 생전(生前)4)에 그의 저서 

『사회의 학문』(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1990), 『사회의 

법』(Das Recht der Gesellschaft, 1993), 『사회의 경제』(Die Wirtschaft 

der Gesellschaft, 1994), 그리고 『사회의 예술』(Die Kunst der 

Gesellschaft, 1997)을 통해 ‘체계’를 주요 개념으로 하는 ‘사회체계

론’을 내놓았고, ‘사회체계론’은 풍부한 적용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이론적 보편성과 연구 대상의 특수성을 더불어 고려하는 이론으로 평가

된다. 이처럼 독창적인 체계론 패러다임을 확립한 사회체계론은, 복합도 

높은 인식론을 바탕으로, 종속론을 넘어 개인 간 상호적 역학관계로 

‘체계’의 유동적 지속성을 그리고 있다.

유동적 지속성과 비규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이론적 ‘보물창고’가 된 사회체계론은, 지속적인 분단 상황

을 새로운 빛으로 조명할 수 있는 유력한 보충안으로 주목된다. 본 논문

에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끌어들여, 이론적 단순성을 보인 분단체제

론의 종속론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초보적인 과업을 맡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화해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분단 현실을 평가하

지 않고서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 재고하고자 함을 미리 밝힌다. 다만, 

남북 화해 및 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사회의 정치』(Die Politik der Gesellschaft, 2000); 『사회의 종교』(Die Religion 

der Gesellschaft, 2000); 『사회의 교육』(Das Erziehungssystem der Gesellschaft, 

2002); 『사회의 도덕』(Die Moral der Gesellschaft, 2008) 등은 사후(死後)에 출간

되었다. 



- 4 -

고 말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를 능히 제거하여 통일을 쉽게 이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가져올 수 있

는 실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회과학의 역할이 아닐

까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본 논문은 정책결정론자의 영

향력이 작음을 인정하되, 주어진 여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단체제론에서 사회체계론으로의 이론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

하는 선행연구는 없으나, 그 이론적 방향을 가리키는 선행연구를 출발점

으로 삼아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보충안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손호철은 분단체제론이 주창된 

초기에 백낙청과 논쟁을 벌인 가운데, 남북한에 집중된 체제 논리를 양

자의 동맹국으로까지 확대하며 역사적 추이를 맞춰본 바 있다5). 초기의 

보충안은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이후의 몇몇의 

학자들은 분단체제론의 수직적·억압적 종속론을 철학과 인지공학에서 

본뜬 행위자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론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권기

붕은 남북한 관계 이론화에서 수용된 억압적 물질론을 근시안적 결정론

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식론적 전체상을 주문한 바 있다6). 이와 같이 정영

철과 박영균은 심리학에 그 뿌리를 둔 ‘거울효과(mirror effect)’에 기

반하여 분단 폭력의 원인을 심리적인 상호 적대관계에서 찾았다7). 이미 

그전에 박영균은 지속되는 분단의 원인을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원용하면서 길들어진 적대성으로 설명하기

5) 손호철 1994a, pp. 335-337 참조. 

6) Kwon, Gibung, “Recognition of Estranged Other: A Theoretical Reflection on 

Politics of Identity and Systems Integ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국제 

정치논총』 제50집 제3호 (2010).

7) 정영철, “남북 관계와 바라봄의 정치: ‘시선의 정치’와 정당성 경쟁,” 서울대

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논형 외, 

2012); 박영균, “위험사회와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 『시대와 철학』 제26집 

제1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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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8). 이에 더하여 박영균은 최근 저서에서 남북한의 상호적 적대

성 및 폭력성을 갈퉁(Johann Galtung)의 평화론을 끌어들여, 민중 차원에

서의 재생산성을 주목한 바 있다9). 이처럼 철학 일반의 영역에서 이루어

진 보완 작업은, 동시에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졌다. 

2000년대 전후, 분단에 관한 사회과학적 이론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복합체계론(Complex System Theory)이 대두되었다. 해외 학자와 협력한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 모델』(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을 통해, 온갖 복합체계론적 관점으로 남북한 관계를 단편적으로 짚어보

고, 남북한 통합을 위한 이론적 의미를 도출하였다10). 그들의 기초적 수

준의 작업은, 남북한 관계를 복합체계론과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인식

론적인 길을 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통합을 주요 관심사로 정

함에 따라 분단 ‘극복’이라는 규범론적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편, 시종일관 남북한을 한 체계로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구(舊)세대 복합체계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한편,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의 역학관계를 비규범적인 복합체계론으로 

풀이하려는 노력 또한 이루어진 바 있다. 변종헌은 분단을 둘러싼 남북

한 관계의 맥락에서 복합체계론의 적실성을 논의했는가 하면11), 홍민과 

박순성은 본고 쟁점의 출발점인 분단체제론을 복합체계론에 속하는 네트

워크 이론(Network Theory)으로 보완하려고 하였다12). 

8) 박영균,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시대와 철학』 제21집 제3호 

(2010).

9) 박영균,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구축의 전략,” 『통일인문학』 제68집 (2016).

10) 이용필 편, 『南北韓 統合의 複合的 體系모델』, (서울: 신유, 1996); Yong Pil 

Rhee (ed.),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1996).  

11) 변종헌,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윤리연구』 제61

집 (2006); 변종헌, “복합체계론의 방법론적 적설성: 남북한 관계의 분석,” 『초

등도덕교육』 제35집 제35호 (2011). 

12)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

환’,” 『동향과 전망』 제83권 (2011); 박순성,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

의 접근: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 『경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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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현실을 비규범적 접근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두로 나선 초기

의 한국 사회과학계는 복합체계론을 동원함으로써 의미심장한 가닥을 잡

을 수 있었으나, 인식(론)에 방해가 되는 분단 ‘극복’이라는 규범(론)

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대체로 구(舊)세대 복합체계론의 수

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에 둘러싼 남북한 관계를 시종일관

으로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발전’되어 있

다고 볼 여지가 크다. 때문에 분단 현실에 관한 복합적 이론화 작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체계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앞

서 지적한 결점을 해결하는 데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분단 현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담긴 2장에서는, 한국 통일지상주의적 비판이론에 적지 않은 사상적·이

론적 영향을 미친,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이론적 틀이 서술된다. 나아가 

백낙청이 햇볕정책 시기를 그의 분단체제론의 규범론적·관념론적 관점

에서 어떻게 ‘기술’하는지가 세부적으로 진술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연

장선상에서, 분단체제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결함이 지적될 것이고, 

왜 분단체제론이 분단의 지속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끝으로 분단체제론에 대해 제기된 결함을 바탕으로, 분단체제론

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가 정리될 것이다.

3장에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도입되어,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갖는 이론적 결점이 보완되기에 앞서, 복합성 및 복합체계론에 대한 예

비고찰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분단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루만 사

회체계론의 작동 원리 및 핵심 개념이 서술될 때, 분단 현실이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가닥이 잡힐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가닥은, 사회체계론

이라는 이론적 틀과,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권력·폭력이라는 

개념에 의한 설명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

는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권력·폭력이라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제94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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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핵심 개념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는 한때 루만이 사회과학적 연

구 지침으로 내세운 ‘첫 질문’, 즉 ‘어떤 상황인가?(Was ist der 

Fall?)’13)라는 주체 중심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분단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체계의 권력적인 역학관계를 이론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본사크

(Ralf Bohnsack)의 자기 발견적 틀이 소개될 것이다. 이러한 본사크의 발

견적 틀은 고전적 방법론을 반대함과 동시에, 학자의 제한된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루만의 성찰적 접근과는 다르게, 분석적 상호주관성을 

보장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과 양립 가능한 것이다. 이

는 곧 루만이 내세운 두 번째 연구 지침이자 ‘질문’, 즉 ‘상황의 배

후에 어떤 역학관계가 숨어 있는가?(Was steckt dahinter?)’14)라는 역학

관계의 작용을 경험적으로 포착하려는 작업에 해당한다. 3장의 끝으로는 

분단 현실에 대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사회체계론의 차이 및 쟁점이 

비교되며 재고될 것이다.

4장에서는 본사크의 자기 발견적 틀이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스

냅숏(snapshot)이란 분석 단위와 정치 및 군사 조직 주요 결정자의 회고

록을 통해, 햇볕정책 시기에 남북한 간에 발생한 권력·폭력 사건으로부

터 분단 현실에서 추정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내포하는 역학관

계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전개된다. 끝으로, 경험적 연구의 틀 안에서 도

출될 결과는 자기 발견적 분석 틀에 관한 소결로 정리된다.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루

어진 논의가 간략하게 정리 및 요약될 것이다. 나아가 이론적 및 정책적 

관점으로 본 연구의 함의가 각별히 제시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회체계론은 분단 현실에 대하여 인식론적 차

원에서 의미심장한 함의가 도출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체계론

이 분단 현실에 대하여 갖는 정책 차원의 함의 역시 도출될 것이다.

13) Luhmann, Niklas, “’Was ist der Fall?‘ und ’Was steckt dahinter?‘ Die 

zwei Soziologien und die Gesellschaftstheorie,” Zeitschrift für Soziologie, Vol. 22 

No. 4 (August 1993) 참조. 

14) Luhmann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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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일지상주의, 분단 극복과 햇볕정책    

1. 하버마스에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으로

한국의 비판이론자들 사이에서 ‘소통론자’로 일컬어지는 하버마

스는, 비교적 체계적인 이론 틀을 갖추고 있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적지 않은 사상적·이론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하버마스 비판이론과 

국제정치이론적 관점에서 그 진영이 수반하는 규범적·논리적 결점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필요하다. 

1) 하버마스 비판이론과 국제정치 이론의 비판적 고찰

하버마스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독일 학계를 넘어, 아시아

와 남미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버마스가 세계적으로 학문

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론적 차원에서의 진보적 발전을 저

지해 온 구(舊)비판이론과 갈라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찍부터 이론적

이거나 실천적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시종일관한 비판을 보류해 온 1세

대 프랑프루크트학파(Frankfurter Schule)와 달리, 하버마스는 분명한 규

범적 기반에서 계몽적이고, 실천적인 주장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하

버마스는 체제적 역학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가 행위자들이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했다며, 이를 지나치게 결정론적인 것으로 

비판하였다.15)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Karl Marx)는 그의 사회적 진단을 

이미 파급되어 있는 자본주의 질서로 환원시켰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음

을 지적한 바 있다.16)  

이처럼 하버마스의 비판적 프로젝트는 (1) 이상적 사회의 실천을 

방지하는 체제를 고발할 뿐더러, (2) 체제적 역학의 메카니즘을 해명하

고, (3) 이를 타파하여 극복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제시하려는 의도에

15) Horster, Detlef, Jürgen Habermas: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Verlag, 

1990), p. 32; Iser, Mattias and Strecker, David. Jur̈gen Habermas: zur Einfuḧrung 

(Hamburg: Junius Verlag, 2010), p. 190.

16) 이에 관해서는 특히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Vol 2):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b), p. 5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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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획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시사했듯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이용하는 ‘체제’ 개념

은 행위자를 권력관계로 종속시키는 거시적인 분석 수준(하향식 

top-down)으로부터 체제적 압력을 거역할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 수준(하향식 top-down 대 상향식bottom-up 맞서는 논리)으로의 특

이한 이론적 결합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하버마스가 그의 옛 저서에서

는 주로 근대화가 수반하는 합리화 및 사물화의 체제적 제한을 고발한17)

반면, 그의 대작 『의사소통행위 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에서는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18)이라는 접근으로 체

제가 행위자를 종속시키는 메카니즘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하버마스

에 따르면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

터 현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주장(설득 노력)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9). 이렇게 정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사회를 조정하는 매체20)

로서 능동적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그의 대작 제목

이 암시하듯 ‘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파악한다21).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조정 매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 교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상호주관

적·보편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22).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

(kommunikatives Handeln)’이라고 명명한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한 행위자의 이득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그 자체를 지향하는 

17) 이에 관해서는 Habermas, Jürgen,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7), p. 110 참조.

18) Treibel, Annette. Einführung in soziologische Theorien der

Gegenwar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6), p. 167.

19)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Vol 1):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a),

p. 109.

20) Habermas 1995(a), p. 41.

21) Treibel 2006, p. 167.

22) 이에 관해서는 특히 Habermas 1995(a), p. 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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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고 하버마스가 설명한다23). 이처럼 개인의 전략적 사리추구를 

배제한 자연스러운 영역을 ‘생활세계(Lebenswelt)’라고 비유한다. 생활

세계 속에서 행동(‘커뮤니케이션’)하는 개인들은 생활세계를 지극히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

도 못한다24). 추상적인 생활세계의 현실적 예로서, 억압적 담론이 부재

하는 여론의 공론장(公論場 Öffentlichkeit) 또는 시민사회

(Zivilgesellschaft)를 들 수 있다25). 이처럼 사회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무

의식적인 규범·담론은 이에 적합한 인식론을 요구한다. 이에 관하여 하

버마스는 객관성을 내세우는 인식론을 배제하고, 자타(自他)를 아울러 반

성하는 성찰적 인식(론)을 내세운다26). 즉, 사회(생활세계) 속에서 내재되

어 있는 규범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험적(a priori)으로 지니고 있는 직감만으로 충분

하다는 것이다27). 따라서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따르는 이론들은 근본적

으로 ‘자기기술(Selbstbeschreibung)’28)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류사와 불가분하여 선험적으로 주어진 생활세계는 하버마스의 

이론적 틀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개

념이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안티테제(Antithese)로서, 근대화가 수반

23) Habermas 1995(a), pp. 384-385. 

24) Habermas 1995(a), pp. 187; 191-192; p. 449. 

25) Becker, Michael, “Die Eigensinnigkeit des Politischen: Hannah Arendt und 

Jürgen Habermas über Macht und Herrschaft,” in Imbusch (ed.), Macht und 

Herrschaft: Sozialwissenschaftliche Theorien und Konzeptione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p. 232-233.

26) Habermas, Jürgen. Kultur und Kritik. Verstreute Aufsätz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3), p. 18; Horster 1990, p. 18 참조. 

27) Horster 1990, p. 78; Habermas 1995(a), pp. 163-164 참조. 

28) 즉, 하버마스는 자신과 연구 대상 간에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성을 획득하는 ‘타

자기술(Fremdbeschreibung)’을 시도하려고 하나, 자신과 연구 대상을 완전히 구

분하지 못하다 보니 끝내 ‘자기기술’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관해서

는 König, Tim, In guter Gesellschaft? Einführung in die politische Soziologie von 

Jürgen Habermas und Niklas Luhman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2); Kieserling, André, “Zwischen Soziologie und 

Philosophie: Über Jürgen,” in Müller-Doohm, Stefan (ed.), Das Interesse der 

Vernunft: Rückblicke auf das Werk von Jürgen Habermas seit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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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계적 합리화 과정에 의해 조성된 ‘체제(System)’ 개념을 설정한

다. 사회의 기계적 합리화 과정은 점차 더해가는 사회의 복합성을 일정

한 수준으로 줄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하버마

스는 기계적 합리화 과정을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체제적 자동

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묘사된 체제는 생활세계에 침투하여, 개

인 차원의 물질적 이득을 꾀하는 ‘전략적 행위(strategisches Handeln)’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퍼뜨림으로써, 기존의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29). 하버마스는 이 과정을 

‘생활세계의 식민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에 비유함30)으로

써, 직간접적으로 근대화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나아가 근대화야말로 체제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맥락에서, 하버마

스의 이론적 틀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전(前)근대적 생활 방식에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는 하버마

스의 언급3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버마스가 

‘체제’라는 개념을 시종일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생활세계에 대한 단순 반의어 역할로 이를 한정시켰기 때문에32), 

결과적으로 ‘체제’의 서술적 세련도와 개념적 정교함을 떨어뜨리고 말

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인식론적 관심이 계몽과 생활세계의 

보존에 모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활세계와 체제 개념 간의 이분법

적 편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관심은 일차적으로 체제가 의사소통 차원에서 

제기하는 제한성을 분명히 해명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Ist)과 이상(Soll)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제시하는 고전적 이상주의와 일맥상통하다33). 한 

29) Habermas 1995(a), pp. 384-385; Habermas 1995(b), p. 252; 420 참조. 

30) Habermas 1995(b), p. 522

31) Habermas 1995(a), p. 101. 

32) 레스-쉐퍼(Reese-Schäfer)에 따르면 루만(Niklas Luhmann)과 논쟁이 없었더라면 

‘체제’ 개념이 ‘생활세계’의 반대 개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체제 

개념은 하버마스의 이론적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세계를 종속되는 것이라

고 짐작할 수 있다. Reese-Schäfer, Walter. Jürgen Habermas (Frankfurt am 

Main: Campus, 2001). p. 73. 

33) 이에 관해서는 Horster 1990, p. 19 참조. Kieserling 2000, pp. 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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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하버마스 

비판이론

인식론적 

범위

인식론적 관심
사회적 계몽 및 

해방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관계
‘자기기술’

사회적 

범위

사회의 구성원/요소 개인

커뮤니케이션 개념
‘행위’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기반
상호주관성

사회의 단위
수직적 체제 對 

수평적 생활세계

사회의 성질 선험적 동질성

진단 및 

처방

사회의 발전 경로 목적론

이론적∙실천적 

관심

체제적 제한을 

해명/ 사회적 

통합 추진

〈표 1-1〉 –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접근 

발 더 나아가, 현실과 이상 간에 이미 벌여져 있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하버마스는 사회적 통합 및 응집, 혹은 억압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을 주장한다. 이는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

으로부터 파생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접근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규범

적 요소를 고수하면서도 언어학, 심리학 등의 과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과학성을 더불어 갖추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몽주의

를 넘어서는 것이 틀림없다. 후술하겠듯이, 하버마스의 시도는 맹렬한 

비판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국제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으

며, 후학의 이론적 청사진이 되기도 하였다. 두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규범론과 과학성을 결합하려는 이론적으로는 ‘위험’하면서도 ‘매력

적’인 시도야말로 하버마스가 얻는 인기의 원천이다34).

끝으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버마스

의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인식론적 관심은 사회적 계몽 및 개방이

다. 따라서 사회적 문

제의식은 그의 이론적 

틀을 종속시키는 경향

을 보인다. 

그리고 하버마스

가 주장하는 상호주관

적·보편적 합리성 또

는 이를 제한하는 체

제적 장치들이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은 객관

성을 도모하려는 제3

자적 관점을 불허한다

고 볼 수 있다. 하버

마스가 말하는 사회는 

34) König 2012, p 63; Kieserling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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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는 강제 없는 

사회로서, 생활세계가 일으키는 구심력으로 그 통합을 유지한다. 타인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체제가 제기하는 하향식

(top-down) ‘커뮤니케이션’이자, 개인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

는 점에서 비로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각자의 이득을 전략적

으로 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응집은 저해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봤

을 때, 사회적 구심력으로 작용해 온 생활세계의 붕괴 추세는 자본주의

의 부상과 근대화의 합리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목적론을 낳게 된

다. 이와 같은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적 진단과, 사회에 내재되어 있

는 상호주관적·보편적 합리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처방을 통해, 결과

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표 1-1 참조). 

이러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틀은 철학과 사회학에서 큰 공을 세

운 만큼이나 비판도 많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틀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에 의해 그의 이론 틀은 철학과 사회학을 

넘어, 국제정치 이론에도 수용되었다. 이 맥락에서 백낙청이 남북한 관

계와 한반도의 정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분단체제론을 정립하는 데에 

하버마스로부터 받은 사상적·이론적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하

버마스 비판이론 틀이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수용되게 되었으나, 이에 따

라 하버마스 비판이론 틀을 국제정치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

적 이의들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하버마스 비판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론 틀로 해

석하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하

에서 하버마스 비판이론 틀을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고

찰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틀은 링클레이터(Andrew Linklater)와 같은 비

판이론가를 통해 국제정치 이론으로서 학계에 소개되었는가 하면, 그의 

이론적 틀은 한국의 ‘소통론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암시했듯, 그의 이

론적 접근은 특히 국제정치 이론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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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규범론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보편

적인 합리성이 사회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다는 하버마스의 핵심적 주

장에 대하여, 철학 또는 비판이론 진영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에 관하여 맥카시(Thomas McCarthy)는 하버마스의 주장을 근거

가 빈약한 과대평가로 봤으며35), 회페(Otfried Höffe)는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주장을 ‘도발적’인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36). 

이는 국제정치 이론의 차원에서도 타당한 비판으로 보인다.

예컨대, 인권이 유린될 때 해당국가의 주권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해당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지에 관한 논쟁37)은, 영국 

학파(English School) 내에서 연대주의자(solidarist)와 다원주의자(pluralist)

가 모두 인권을 근본적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와 같

이, 같은 문화권이라면 보편적·상호주관적 합리성에 의하여 사회적 통

합이 보장된다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문

화적·종교적·인종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보

편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문화권 내에서의 상대적 속성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소통론자’들이 가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제조건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버마스 

이론과 같이, 웬트(Alexander Wendt)는 개인 중심적인 수신자-발신자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가상(假想)의 주체(ego)와 타자(alter) 

간 최초의 만남이라는 사고 실험38)을 통해 ‘이중적 우발성(double 

contingency)’39)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35) McCarthy, Thomas, “Kantianischer Konstruktivismus und Rekonstruktivismus: 

Rawls und Habermas im Dialog,”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Vol. 44 

No. 6 (1996), pp. 937-938. 

36) Höffe, Otfried, Kategorische Rechtsprinzipien: Ein Kontrapunkt der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p. 379. 

37) 이에 관해서는 Wheeler, Nicholas J. Saving Strang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38)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C a m b r i d g 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328-334 참조.  

39) ‘이중적 우발성’은 파슨스(Talcot Parsons)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소통의 

시발(始發)에 관한 이론적 난제를 의미한다. 즉, 마주치는 행위자들은 서로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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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문제를 풀어내려 한다. 가상 인물들이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웬

트는,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경솔하게 전제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에 입각한 선험적 상호주관론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40). 다시 말해, 행위자들 간의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가능하

냐는 물음에 대해 선험적으로 주어진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그 대답(‘they can communicate, because they can communicate’)으로 

제시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존재론·인식론보다 규범론에 중점을 둔 하버마스 비판이론은 지나치게 

단순한 존재론·인식론을 가진 탓에 상호주관성의 정체와 발전 과정을 

구명하지 않은 채 선험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보편적 합리성은 기독교적 

윤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서양 문화권의 산물이라는 사실41) 또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합리성이란 과연 보편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적 문제 외에도, 보편적 합리성은 결국 특수한 문화권의 산물로서 차별

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42). 특히 국제정치학 여성주의 진영

은 소위 ‘공정적 보편주의(impartial universalism)’라고 일컫는 규범적 

잣대들이 결국 정치 그리고 윤리와 맞물려 있으며,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43). 한발 나아가, 보편적 합리성에 관한 주장은 국제적·

여다볼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가정할 때,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

떻게 성립되는지를 제기하는 문제이다. 파슨스의 관점에 따라, 하버마스 역시 양

자 간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존재해 온 가치통합으로 풀어내려 했

다. Parsons, Talcott; Shils, A. Edward and Tolman, Edward C.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p. 3-29 

참조. 

40) Albert, Mathias; Kessler, Oliver and Stetter, Stephan, “On order and conflic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ommunicative tur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4 No. S1 (2008), pp. 54-55. 

41) Horster 1990, pp. 103-109.

42) Diez, Thomas and Steans, Jill, “A useful dialogue? Haberm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 31 No.1 (2005), p. 135. 
43) Hutchings, Kimberly, “Towards a feminist international eth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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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맥락에서 다양성과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

기되었다. 예컨대, 보편성에 대한 신념은 흔히 도덕적 우위(moral high 

ground)와 더불어 인식론적 우수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배제

하려는 근본주의(foundamentalism)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44).

(2) 다음으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제시하는 사회의 조정 메카니즘

에 관한 문제들을 보기로 한다. 앞서 확인했듯 하버마스는 인식론을 규

범론에 종속시킨 결과 존재론적·인식론적 복합성을 저해시키고 만다. 

말하자면, 그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언어적 차원(좁은 의미로 ‘대화’, 

넓은 의미로 ‘담론’)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단순하면서 주관적

인 이분법(억압적 커뮤니케이션 유무)으로 평가를 내린다. 문제는 국제정

치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경제, 군대, 과학 등의 여러 영

역으로 구성되어 지극히 복합적인 국내적·국제적 사회가 어떻게 유지 

및 조정되는지 대화 혹은 담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버마

스 비판이론이 규범론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체제적 메카니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통해 복합성을 반영하는 분석 틀에 입각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세련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하버마스 비판이론처럼 규

범적인 이론들은 앞서 설명했던 체제와 생활세계와 같은 안티테제의 단

순한 이분법 외에도 선악(善惡) 또는 시비(是非)와 같은 단순한 이분법으

로서의 기본자세에 의거한다45)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마지막으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수반하는 실천적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판이론으로서의 하버마스 비판이론은 

44) Brown, Chris, “'Turtles All the Way Down': Anti-Foundationalism,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2 (1994), pp. 221-231; Connolly, William E, “Cross-State Citizen 

Networks: A Response to Dallmay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2 (2000) 참조. 

45) Bonß, Wolfgang, “Warum ist die Kritische Theorie kritisch? Anmerkung zu 

alten und neuen Entwürfen,” in Demirovic, Alex (ed.), Modelle kritischer 

Gesellschaftstheorie: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kritischen Theorie. 

(Stuttgart: J.B. Metzler, 2003),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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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이상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이상과 최대한 

근접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권유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법이다. 그러나 규범론에 입각하여 좁아진 분석적 시야는 

낮은 분석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규범론에 근거한 실천론은 높은 위험성

을 수반하게 된다46). 다시 말해, 복합성이 높고 사람들의 안녕을 좌우하

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정책을 세우는 데에 냉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범론에 의

해 속단을 내린다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접

근을 바탕으로 한 정책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하버마스 비판이론은 국제정치 영역에서 지니고 있는 

규범론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다소 단순하고 편협하

다고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국제정치적 메카니즘을 그려내는 약점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제시하는 처방 

혹은 정책결정은 반드시 현실과 상응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실행 과정

에서 예견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2) 백낙청 분단체제론을 통한 햇볕정책의 ‘기술’

하버마스 비판이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한국 분단 현

실을 비판이론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한국 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판이론 진영 

내 가장 유력하고 다소 체계적으로 서술된 분단이론으로서 관심의 대상

이 된다. 이하에서는 백낙청이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조

명하며, 그가 그의 이론 틀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화해 시기의 절정이었

던 햇볕정책을 통일지상주의의 관점으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기술’했

46) Giegel, Hans-Joachim, “Normative Orientierung und sozialwissenschaftliche 

Erkenntnis: Rückblick auf Erkenntnis und Interesse,” in Müller-Doohm, Stefan 

(ed.) Das Interesse der Vernunft: Rückblicke auf das Werk von Jürgen 

Habermas seit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pp.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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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분단체제론은 적어도 1980년대까지 제기되었던 자기보존적·상호

배제적 국가우선주의적 통일론을 반대하여 민중 중심적 통일론을 내세우

는 진보 진영의 일환으로 성립되었으나47), 분단체제론의 성립에 결정적 

작용을 했던 것은 진보 진영 내에서 대안적 통일론에 둘러싼 논란이었

다. 한편으로 민족해방파(NL)는 국내적 계급 모순보다 남한과 외세 간의 

긴장관계라는 국제적 요인을 통일의 걸림돌로 여겼기 때문에, 민족 차원

의 통일보다 법적 통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선통일·후민주변혁을 주장하

였다. 다른 한편으로, 민중민주주의파(PD)는 국제적 요인보다 계급 및 민

족모순이라는 국내적 요인을 우선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 통일을 

앞서 민족 차원의 통일을 우선시하는 선민주변혁·후통일 논리를 주장하

였다48). 백낙청은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그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논

리를 너무 단순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 논리를 하나로 결합하려고 시도하

였다49).

이렇게 성립된 분단체제론을 통해 백낙청은 거시적 상위체제와 미

시적 하위체제 간 권력관계라는 틀로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분석하려 

한다. 즉, 백낙청은 한편으로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

론(World System Theory)을 원용하여, 자본주의라는 세계체제를 체제적 

압력을 통하여 세계를 종속시키는 거시적 상위체제로 설정한다50). 이와 

더불어 백낙청은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서 분단체제와, 세계체제와 분단

체제 간 매개체로서 동아시아 지역체제(중간체제)를 고안한다51). 상위체

제 내지 중간체제는 보편적 자본주의와 직결되어 법칙정립적(法則定立的 

nomothetic) 성격이 강한 반면, 세계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하위체계로서 

분단체제는 개별기술적(個別記述的 ideosyncratic)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47) 박영균, “통일의 인문적 비전: 소통으로서 통일론,” 『시대와 철학』 제24권 3

호 (2013) 참조.

48) 손호철 1994a. pp. 316-320. 

49) 이순애 외,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오늘의 문예비평』 제42권 (2001). pp. 

174-176.

50)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p. 17-18; p.  

139;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p. 39. 

51) 백낙청 1994,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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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버마스의 하향식(top-down) 체제 대 상향식(bottom-up) 생활세계 

구도와 일맥상통한다. 

분단체제란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세력들이 상호배제적 갈

등의 현상 유지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합의한 공생관계라는 독특한 구조

로 이해될 수 있다52). 이러한 맥락에서 분단체제의 밑거름이 된 자본주

의적 세계체제가 기득세력들에게 분단 상황 아래서 물질적 이득을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전략적 행위’와 

일맥상통한 계산적 합리성을 조장한다. 기득세력의 피치자인 남한의 국

민과 북한의 인민들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

션’과 유사한 논리 아래서, 어떤 형태의 이득이라기보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은 비국가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인민들이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

는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단체제의 자생력 때문이라고 한

다. 백낙청에 따르면 특히 남한의 ‘맹목적 지역주의’53), 세계체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제 성장지상주의’54),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관계의 

배경으로 제기되는 ‘국가안보지상주의’55) 등의 ‘분단이데올로기’는 

한민족의 통일하고자 하는 본심(보편적 합리성)을 왜곡하는 반민주적·

비자유적인 담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제기된 ‘분단모순’이란, 국제 차원에서 작용하는 외세의 자본주의적 

압력을 바탕으로, 남북 내 치자와 피치자 간 계급모순이 지속적 분단 현

실과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분단체제 메카니즘으로 진단될 수 있다. 따

라서 분단체제는 단순히 냉전체제의 유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된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을 짚어보기 앞서 체

제 개념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분단체제에 함축되어 있는 

체제 개념을, “복합성을 더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란을 제거하는 

데 이바지한다”56)는 발견적 도구로 소개한다. 나아가 백낙청은 체제 개

52) 백낙청 1994, pp. 4-5, p. 157; 1998, pp. 24-25. 

53) 백낙청 1994, pp. 85-86; 1998, p. 163. 

54) 백낙청 1994, pp. 163-164; 1998, pp. 160-161. 

55) 백낙청 1994, pp. 163-164; 199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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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초래하는 혼란을 자인하면서도 이는 분단 현실이 ‘복잡한 탓’57)

이라고 설명을 덧붙인 바 있다. 또한 그의 체제 개념은 일반적이지 않

아, 오직 한반도의 분단체제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것임을 역설한다58). 

이렇게 묘사된 백낙청의 체제 개념은 자기생산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기

계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으므로 ‘완결적(폐쇄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한다59). 즉, 분단체제의 밑거름이 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빼놓고

는 분단체제 자체가 행위자(agent) 및 행위(agency)에 의하여 전환될 가

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세계체제는 이와 달리 폐쇄적일 수 

없다60)는 주장이 또한 제기된다. 이와 같이 ‘자기기술’에 의해 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묘사하는 백낙청의 입장은 분단체제 극복의 맥락에서 조

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낙청은 이로써 하버마스 

비판이론에서 확인했던 현실과 이상 간 간극을 고발하며, 한발 더 나아

가 그 간극을 메움으로써 체제전환을 도모하는 실천적인 성격을 보인다. 

백낙청은 분단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변혁’과 ‘개

량’을 그 핵심개념으로 거론한다. 저자에 따르면, 변혁과 개량을 전제

하는 것이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61). 국제정치학 내지 사회과

학의 문외한으로서 백낙청은 문학비평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이는 과학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연구는 ‘인간해방의 숨은 일꾼’이기도 하지

만 ‘인간의 창조성을 부정할 위험’ 또한 갖기 때문이라고 경계62)하며, 

사회과학이 분단체제론에 대한 연구에 가세하기를 당부하기도 한다63).

백낙청이 분단체제론의 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혁 구호는 하

버마스 비판이론에서의 ‘연대’이자 ‘단결’이다. 즉, 분단체제 하에

56) 백낙청 1998, p. 20. 

57) 백낙청 1994, p. 48; 1998, p. 20. 

58) 백낙청 1994, p. 129; 1998, p. 18. 

59) 백낙청 1994, p. 17; 1998, pp. 20-21.

60) 이에 관해서 백낙청은 “가령 어떠한 사회체제보다 훨씬 구조적 고정성이 강한 

‘solar system’(태양계)조차도 불변의 폐쇄적 체계가 아닌 판에 ‘system’의 

정의를 놓고 부질없는 말씨름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분단체제의 체제적 폐쇄성

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백낙청 1998, pp. 206-207; 1994, p. 43 참조.  

61) 백낙청 1994, pp. 142-163, p. 243. 

62) 백낙청 1994, pp. 294-296. 

63) 백낙청 1994, p. 16, 45, 90, 115, 128, 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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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백낙청 분단체제론의 

역학관계

서 핍박 받는 시민들이 각기 추

진해 왔던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등과 해외

동포를 통합함으로써, 사회 속

에서 잠긴 잠재력과 동력을 깨

워 누적시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물결’을 형성하자는 

것이다64). 이에 백낙청은 작은 

힘을 모아 변혁을 실현할 수 있

다는 논리로 일상생활 속에서 

분단체제를 거역할 수 있는 개

인의 역할을 강조한다65). 앞서 

언급했다시피 백낙청은 분단체

제의 밑바탕이 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극복될 리가 거의 만무한 것으

로 인정66)하지만, 분단체제를 아래로부터 허문다면 상위체제인 “세계체

제에 좀더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67)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분단체제론에 따르면, 세계체제와 동아시아 체제로서의 

상위체제가 분단체제를 매개로 하여 한반도에 아웃사이드-인(outside-in) 

식의 수직적인 체제 논리로 체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의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연대와 단결

을 통해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사이드-아웃

(inside-out) 식의 변혁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그림 1-1 참조). 

백낙청은 분단체제의 변혁을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만 고안한 것

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역사적 묘사를 통해 뒷받침해준다. 예컨대, 1980

년대의 민중운동은 분단체제를 흔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68). 이 맥락에

64) 백낙청 1998, pp. 40-79 참조. 

65) 백낙청 1998, pp. 16-18. 

66) 백낙청 1994, pp. 105-106 참조. 

67) 백낙청 1994, p. 33. 

68) 백낙청 1998, p. 17; 백낙청,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실천문학』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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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낙청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분단체제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

술’69)하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백낙청이 분단

체제론이 내포하고 있는 통일지상주의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눈여겨 볼 것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사후(事後)에 ‘기술’한 백낙청은 정책이 전

개된 배경으로서 정권교체와 “통일문제에 전형적인 자세와 오랜 경륜을 

갖춘”70) 김대중의 당선을 지적하며, 이 두 점이 ‘분단체제 변혁 작

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변혁 세력이 단결

하는 데 있어 IMF 외환위기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며71), 햇

볕정책의 양면적 전제조건을 회고한다. 

백낙청에 따르면 햇볕정책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의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국가·정부 차원에서의 시도였

다72). 그러나 그는 햇볕정책에 있어서 국가·정부 차원보다는 통일을 지

향하는 ‘제3자’로서의 시민참여 운동의 역할에 주목한다. 흔히 포용정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햇볕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일방성(즉, 일방적으로 

‘안아준다’는 뜻)을 보이겠지만, 백낙청은 이에 반대하여 햇볕정책을 

‘교섭’과 ‘교류’라는 상호성을 강조하는 핵심 용어로 재정의한다73). 

그는 남한의 시민참여 운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참여 운동이 북한에서

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앞서, 남한 시민참여 운동이 전개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도 뿌리를 내리리라는 전망을 내놓는

다74). 백낙청은 햇볕정책 내지 포용정책의 틀 안에서 남한(정부 및 시민

사회)을 앞서 설명한 변혁 과업의 인사이드-아웃(inside-out) 식의 추진 

권 (2011), pp. 364-366. 

69) ‘기술’이라고 한 것은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본뜬 ‘자기기술’ 방식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즉,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관점으로 자신을 포함함으로

써 분단체제라 일컫는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70) 백낙청 1998, p. 67; 백낙청,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창작과비평』 제38권 

1호 (2010), pp. 85-86.

71) 백낙청 1998, pp. 63-79. 

72) 백낙청 2010, p. 81 참조. 

73) 백낙청 2010, pp. 72-77 참조.

74) 백낙청 2010,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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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기반으로 상정하고 있다75).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의 관점으로 ‘기술’하는 햇볕정책의 추이와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분단체제의 체제적 역학관계

를 범(凡)한반도적 통합 및 단결을 도모하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통하

여 일정한 수준까지 거역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 맥락에서 2000년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은 큰 의의가 있다76). 예컨대, 2000년에 남북한 간

에 발생한 충돌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중단 없이 가동되었는가 

하면,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되기까지 

했77)으므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거역하는 ‘의사소통을 지향하

는 커뮤니케이션’의 단결과 응집력이 그만큼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끝내 희망했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

하여 응집력을 상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백낙청도 햇볕정책

이 분단체제를 ‘흔든’ 계기라고 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성을 결

여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그는 햇볕정책에 대한 오류 분석에 임한다. 

우선, 김대중을 포함하여 햇볕정책 지지층에게 분단체제라는 체제

적 역학에 대한 인식이 애초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78). 즉, 햇볕정

책을 추진하는 데 실천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분단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등한시되었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햇볕정책을 전개하

는 데 요구되는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가 교류협력과 상호신뢰구축의 채널을 타개했을 당시에 뒤따르는 조치가 

부재했으며, 이러한 무책(無策)함은 특히 지역주의와 같은 ‘분단이데올

로기’와 함께 변혁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햇

볕정책에 대한 국민지지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한다79). 마지막으로는, 미

국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부시(George W. Bush) 미 대통령이 펼친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해 상실된 국민의 지지이다80). 백낙청은 그의 분단체제 

75) 백낙청 2010, p. 93 참조. 

76) 백낙청 2010, p. 72. 

77) 백낙청 2010, p. 77. 

78) 백낙청 2010, pp. 85-87. 

79) 백낙청 2010, pp. 84-87.



- 24 -

주요 저서에서 외세들의 영향력을 분단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

헐적으로 거론한 바 있으나, 이들은 특정한 한 국가로서 작용하기 보다

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 속하는 일환으로서 작용한다는 논리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백낙청은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강대국을 중요한 변수로 대입해야 한

다”82)고 지적하는데, 이는 분단체제와 직결된 세계체제적·동아시아체

제적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

나 결론적으로 특정 국가는 체제의 일부분으로 환원되는 성향을 보인다.

끝으로 백낙청 분단체제론의 관점에서 ‘기술’된 햇볕정책을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분단체제를 시민적 통합과 

단결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유의미한 정책이었지만,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보다 실천적 차원을 우선시하는 과오를 범한 정책이기

도 하였다. 때문에 햇볕정책은 분단체제 이데올로기와 분단체제의 교묘

한 역학관계에 휘말려, 그릇된 방침과 역부족 탓으로 분단체제의 극복과 

변혁 작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화해정책

에서는 이전의 인식적·실천적 과오를 거듭하지 않고서, 국가보다 시민

사회의 인사이드-아웃(inside-out) 논리를 바탕으로 변혁 작업을 완수하자

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남북한과 타국 간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하

고 대립 속에서도 일종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서 분

단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점83), 국내 변수와 국제 

변수를 결합함으로써 복합성을 첨가하려고 시도한 점84), 그리고 그의 지

극히 규범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세계체제론을 수용함으로써 주어진 

80) 백낙청 2010, p. 87. 

81) 백낙청 1994, p. 14 참조. 

82) 백낙청 1998, p. 25. 

83)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132; 구갑우, 

“비판적 국제관계이론,” 우철구, 박건영 외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13), p. 506; 손호철 1994a, p. 321. 

84) 박순성 2012,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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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세에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한 점85)에서 

그의 학문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만큼 그의 불분명한 이론적 접

근은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기에 여러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초래

하였다.

무엇보다 하머마스 비판이론을 계승한, 사회적 동질성과 사회적 통

합을 지향하는 규범론 및 관념론이다. 예컨대, 구갑우와 정경환이 적절

히 지적했듯, 분단체제론이 강조하는 ‘분단’이란 사전적 의미로 ‘하

나였던 것의 나뉨’을 의미하므로,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지향해야 한

다는 당위성을 내장하고 있다86). 같은 맥락에서 손호철은 분단체제론의 

관점으로 분단 현실을 보는 학자 중, 분단체제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통

일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분단체제 역학관계 자체를 냉철하게 서술하

는 이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 지적하였다87). 따라서 규범을 내세우는 이

론들이 우수한 설명력·해석력을 무조건적으로 획득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규범론적 전제가 편향 없이 넓은 시야로 복합

적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死藏)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버마스 비판이론에 따른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체제 개

념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결함을 수반한다. ‘체제’는 

‘체계’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의 시스템(system)에 해당한다. 민병원

은, 기본적으로 시스템(system)을 본뜬 것으로서 체계 또는 체제 개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공에 따라 다르게 변역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88), 의미상 존재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편, 

‘체계(體系)’는 “낱낱이 다른 부분을 계통적으로 통일한 전체”로 풀

이되는 반면에, ‘체제(體制)’는 사회적 의미에서 “사회적인 제도나 조

직의 양식”89)으로서 사회 전체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일부로 

85) 구갑우 2007, p. 132; 2013, p. 506; 손호철 1994a, p. 322. 

86) 구갑우 2007, p. 16; 정경환, “제3장 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과 통일전략의 방

향,” 『통일전략』 제14권 1호 (2014), p. 103.   

87) 손호철, “‘분단체제론’ 재고: 백낙청교수의 반비판에 대한 답변,” 『창작과비

평』 제22집 제4호 (1994b), p. 298.

88) 민병원, “국제정치와 시스템이론,” 전재성 외 편,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

치』(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 p. 51, 각주 1 참조.

89) 필자 강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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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된 분단체제의 체제 개념은 체제적 조정력

을 수직적 방식으로 행사하는 일종의 정권(regime)으로서, 지속적 분단 

현실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채택한 체제 개념은 비록 

수직적 역학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 여지를 열어두지만, 체제

를 관찰하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서 객관성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주체와 객체를 둘러싼 인식

론적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인식론을 따르는 실천론에 관한 문제를 짚

어보기로 한다.

단순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변혁 및 극복을 주창하는 분단체제론, 

그리고 그 틀 안에서의 실천론은, 180만의 남북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 하에서는 다소 위험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백

낙청은 분단체제론의 실천론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실제로 인정한 바 있

다90). 분단체제론은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규범적 이론을 따르는 탓에 인

식론적·발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실천론을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수반한다.

다음으로 분단체제론을 이론적·논리적으로 검토한다. 분단체제론

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론적·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분단체제론과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의 양립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있

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목적론적 발전 과정으로 탄생한 국가를 세

계체제의 단위체로 이용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트로츠키(Leon Trotsky)적 

사고로 부정하는 태도를 내비친다91). 이처럼 백낙청은 변혁의 대상으로

서 국가라는 단위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단체제론과 세계

체제론 간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월러

전 (ㅈ~ㅎ)』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pp. 1382-1383.

90) “(...) 남북 각기의 내부가 변하고 양자의 상호관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민중의 입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백낙청 1994, 6쪽; 1998, 5쪽 참조.

91)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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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틴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체제적 부분으로 간주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공론장(公論場 Öffentlichkeit) 외에도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해답을 (법치)

국가에서 찾고 있다92). 이처럼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에서 국가라는 단위

체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중잣대(double standard)를 갖는 듯하다. 분석 단위를 한층 낮추

면, 국가와 개인 간 관계마저 개연성을 결여한다. 예컨대, 한 학자가 적

절히 지적했듯, 백낙청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향하는 일방적 종속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과잉분단론’ 혹은 ‘분단환원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

는 인위적 구성물과 같은 것을 고안했다는 것이다93). 같은 맥락에서 박

순성은 분단체제론이 인과관계를 내세우는 ‘구조결정론’이나 ‘구조기

능주의’의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94). 이처럼 분

단체제론은 분단을 마치 고정된 것처럼 묘사하지만95), 오히려 분단 현실

은 상호적인 유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해야 옳을 것이다96).

좀 더 세부적으로 분단체제론의 논리적 차원을 검토한다. 구갑우가 

지적했듯 백낙청은 남북한 양 체제 간 차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97). 무

엇보다 북한이 남한처럼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있느냐라는 지

적은 주목할 만하다98).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제시된 분단

체제의 지속성은 단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지역주

의·안보논리·경제논리)’, 분단체제 내 ‘모순(민족모순·계급모순·진

영모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발현되는 분단력(分斷力)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수들을 나열하는 것은 복합성을 최대한 살리

려는 시도라 볼 수 있으나, 주요 변수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것은 결

국 ‘병렬주의’에 불과하다99). 즉, 백낙청은 그의 이론에 지나치게 많

92) König 2012, pp. 12-14 참조.

93) 모춘흥, “‘분단체제론’ 비판적 다시 읽기,” 『평화가제트』 G9권 (2017), pp. 

3-6.

94) 박순성 2012, pp. 16-17. 

95) 정경환 2014, pp. 104-105 참조.

96) 박순성 2012, p. 7. 

97) 구갑우 2007, p. 132; 구갑우 2013, p. 506.

98) 손호철 1994a, p. 327; 1994b, p. 298.  

99) 손호철 1994a, pp. 331-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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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각 변수의 설명력을 떨어뜨리고 만다. 게다가 

그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핵심 개념인 권력(power)을 이해관계를 공유하

는 남북 기득권층이 행사하는 ‘분단폭력’으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그

는 한편으로는 권력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적대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

지 않으며100),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기득층 간에 공유되는 것으로 추정

되는 이해관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101)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분단체제론이 앓고 있는 ‘탈역사성’이다. 여

러 학자들이 지적하듯,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나

아가 시간적 추이에 따라 분단체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

을 결여한다102). 예컨대, 손호철은 한국전쟁과 북한의 ‘모험주의’를 분

단체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격변기로 들고 있다103). 따라서 분단체제론을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으로 정립하려면 한국전쟁, 전후 거듭되는 폭력 사

건, 그리고 미래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건을 설명할 수 있

는 시간적 유연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체제론이 내세우는 체제적 특수성(일상적이지 않

은 것)에 관한 문제를 짚기로 한다. 즉, 한국처럼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국가들은 몇 개 있는데, 왜 하필 한국만이 분단체제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단체제론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

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계체제는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으므로 보편성(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백낙청이 

그리는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는 손호철의 말을 빌리자면 ‘특권

화’104)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정치적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분단체제론을 고안하는 데 비교정치적 추론법이 아니

라, 분단 현실에 관한 정치적 편향에서 우러나오는 ‘기술’이라면 분단

체제론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타당성마저 상실할 것이다. 분단체제론이 

100) 박순성, “분단체제와 변혁운동: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동향

과 전망』 제24권 (1994), p. 179. 

101) 손호철 1994b, p. 297. 

102) 구갑우 2007, p. 136; 2013, p. 506; 홍민 2011, pp. 64-65; 손호철 1994a, p. 326. 

103) 손호철 1994a, p. 326. 

104) 손호철 1994a,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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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보니, 아예 특수성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에 보편성(일상적인 

것)을 근거로 한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다.

앞서 정리했듯 분단체제론은 분단 현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규범적·이론적·논리적 편향 및 오류를 내재하고 있어 보충이 긴요하

다. 보충하는 데 특히나 유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분단 현실의 지속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인식론보다 규범론

을 우선시하는 통일지상주의적 ‘분단 극복사고’(사회 구성원의 동일성

을 전제하여 사회적 통합을 주장하는 사고)로 인식론적 시야를 좁혀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정치적 관념론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기기술적’ 패러다임을, 보다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인식론적 패러

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사전(事前)적

으로 결론짓는 규범론적 인식보다, 사회를 낯설게 그리는(verfremden)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 현실의 복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통해, 실천론이 갖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을 채택

해야 할 것이다. 

(2) 분단 현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체제 또는 체계 개념은 명

확해야 하며, 상위체제-하위체제(국가) 관계와 하위체제(국가)-개인 관계

를 큰 모순 없이 상호적으로 양립 가능한 구조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상상을 초

월할 정도로 복잡한 현실을 고정된 무생물을 다루듯 기계적·선형적 논

리로 풀이하기보다, 마치 변화하는 생물을 다루듯 유동적·비선형적 논

리로 풀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계적 인과성에 관한 주

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즉, 현상에 대한 고립된 인위적 인관관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에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가 돌아가는 ‘운영 

방식(modus operandi)’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3) 행위 개념과 구분이 모호했던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커뮤니케이

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기존 이론에서 막연하게 제기한 공유된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립관계를 분명히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단순성 원칙(principle of parsimon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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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현실을 설명할 이론 틀은 제한된 숫자의 변수로 만족해야 할 것이

다. 이에 관하여 특히 국제정치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국가 차원의 권

력·폭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 현실에서 행사되는 권

력·폭력은 남북한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4) 분단 현실을 설명할 체계 개념은 시간적 차원에서 ‘개념적 탄

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남북한 관계는 한국전쟁 이

전, 한국전쟁 발발,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 ‘모험주의’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갈등이라는 하나의 큰 축은 지속성을 보여 온 

반면에, 갈등의 폭에 있어서 상대한 차이를 보여 온 남북한 관계를 체계

적인 논리로 설명하려면, 근본은 유지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유연한 체계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정리한 이론적 보충 사항은, 사회를 개인의 합으로 파악하여 

사회의 동질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틀 안에서 이루

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행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분단체제론에 대한 복합적 보

충으로서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논의하고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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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적 성찰, 사회체계론과 분단 현실

1. 사회체계론 내 ‘권력적 사회체계’로서 분단

본 연구에서는 비관념적·비규범적인 사회적 성찰을 통해 분단 현

실에서 작용하는 역학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곧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복합성을 다루는 복합체계론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 현실에 적용하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근본적으

로 복합체계론의 계열에 속하기에, 사회체계론이 복합체계론 계열에서 

어떤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체

계론이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국가와 권력 등의 핵심적인 국제정치 개

념을 통해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단 

현실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 ‘권력적 사회체계’가 어떠한 자기 발견적 

틀을 통해 경험적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끝으

로 2장에서는 서술된 분단 현실에 대한 백낙청의 비판이론적 관점을, 이 

장에서의 분단 현실을 사회체계론으로 관찰하는 관점과 비교하여 정리하

고자 한다. 

1) 복합체계론 계열에서의 사회체계론

상술한 바와 같이 하버마스 비판이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론적·

사상적 영향을 받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라는 ‘관점론’은, 규범적 

편향 외에도 분단 현실의 지속성을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한다. 

이는 곧 발견적 복합도의 결여를 의미한다. 앞서의 비판을 보충하여 분

단 현실의 지속성에 관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발견적 복합

도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핵심 개념으로서 복합성(complexity)과 복합체계

론의 일종으로서 이를 체계적 논리로 해석하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살

펴본다.

복합성 개념은 학계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은 만큼 수많은 정의로 

포착되어 왔다. 존슨(Neil F. Johnson)은 복합성을 “수많은 물체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105)으로 정의함으로써 복합성 정의들이 일반적

105) “(the study of) the phenomena which emerge from a number of inte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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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한 물체 간의 복잡한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과 사회적 

현상의 예측 불가능한 창발성(創發性 emergence)이라는 복합성의 두 가

지 주된 속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복합성을 부합할 체계론은 1세대 체계

론처럼 연구 대상을 전체의 부분으로 환원시키는 논리를 허용하지 않는

다. 즉, 복합체계론은 전체적(holistical) 접근이어야 한다106).

따라서 복합체계론의 전체적 접근은 인간중심주의

(human-centrism)를 반대하는 한편107), 앞서 논의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론과 같은 고정적 ‘체계결정론’을 반대한다108). 즉, 2세대 복합체계론

은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여 일방적 인과관계를 상정하는 주체-객체 이분

법을, 전체적 관점을 허용하는 ‘맥락 의존적인(context-dependent)’ 체

계-환경 이분법으로 전환하였다109). 복합체계론이 이처럼 거쳐 온 패러

다임의 첫 번째 전환은 인과성 차원에서 큰 희생을 수반하기도 했다.

이는 이와 연관된 비선형적(non-linear) 인과논리 때문이다. 1세대 

체계론이 제기해왔던 선형적 인과논리는, 상정된 체계-환경 간의 복합적 

관계 아래서 유지될 수 없었다. 이는 체계와 체계 또는 체계와 환경 간

에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이며, 그들 간의 상호 작용 원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선형적 인과성은 경우에 따라 사소한 

자극으로 큰 체계적 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극히 비선형적 현상까지 

포함한다110). 이 맥락에서 선형적 인과논리를 고수해 온 신현실주의가 

objects” (저자 강조), Johnson, Neil F. Simply Complexity: A Clear Guide to 

Complexity Theory (Oxford: Oneworld, 2009), pp. 3-4. in Cudworth, Erika and 

Hobden, Stephen, Posthuman International Relations: Complexity, Ecologism and 

Global Politics (London/New York: Zed Books, 2011), p. 5에서 재인용. 

106) Cudworth and Hobden 2011, pp. 5-6.

107) Cudworth and Hobden 2011, p. 14, pp. 17-20, 

108) Cudworth and Hobden 2011, pp. 58-60. 

109) Kessler, Oliver and Kratochwil, Friedrich, “System Theory beyond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 Albert, Mathias; Cederman. Lars-Erik and Wendt, 

Alexander (eds.), New systems theories of world politics (Basingstoke/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p. 29; Cudworth and Hobden 2011, pp. 172-173; 2012, 

pp. 165-169; Albert, Mathias, A Theory of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 74. 

110) Sandschneider. Eberhard, “Systemtheoretische Perspektiven 

politikwissenschaftlicher Transformationsforschung,” in Wolfgang, Merkel.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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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를 예견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111).

나아가,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흔히 ‘시간의 화살

(time’s arrow)’이라고 불리는 시간의 비가역성(irreversilbility)은 체계

의 발전 경로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체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과거에서 발생한 일은 미래에 발생할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2). 이에 따라서 복합적 체계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체계는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부

터 자극을 받아, 체계적 생존을 위해 조금이나마 환경에 적응할 수 있

다. 따라서 체계적 질서는 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체계는 비

록 견고해 보일지라도, 사소한 자극으로 불현듯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다113).

이처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거친 복합체계론은 ‘열려 있

는’ 체계와 유동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를 그림으로써 체계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론적 길을 타개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체계적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특히 한반도 분단 현실과 같

이 지속성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문제가 된다. 즉, 분단 정세는 부

인할 수 없는 지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분단 현실을 체제적 관점으로 설

명하려는 백낙청의 시도는 타당하긴 하나, 관념론을 끌어들여가며 ‘분

단결정론’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열려 있는’ 체계론

을 주창하는 학자 중 일부는 선형적 인풋-아웃풋(in-output) 논리에 대한 

환상에 빠져, 각종 정책으로 체계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에

서114), 앞서 언급한 관념론자들과 실천적인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

Systemwechsel 1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996), p. 28; 

Cudworth and Hobden 2011, p. 16, pp 64-66. 

111) 이에 관해서는 Lebow, Richard Ned, “The Long Pea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Failure of Realism,” Lebow, Richard Ned and Risse-Kappen, 

Thoma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112) Cudworth and Hobden 2011, p. 5, 

113) Cudworth, Erika and Hobden, Stephen, “The Foundations of Complexity, the 

Complexity of Foundations,”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Vol. 42 No. 2 

(2012), pp. 178-179.

114) Horster, Detlef, “Paradigmenwechsel in der Systemtheorie (Einführu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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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하버마스와 백낙청

에 대한 실천적 연장선상에서, 지속적 분단 현실의 온갖 악조건에도 불

구하고 ‘열려 있는’ 가능성과 체계 전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 정책이라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주목한다. 루만의 사회체계론

은 체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체계적 폐쇄성을 강조하면서도 체계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체계적 개방성을 포함하여, 체계적 개폐

성(開閉性)을 교묘히 병존시킴으로써 복합체계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였다115). 이에 관하여 루만은 복합체계론 계열 내에서 사회체계론

의 특별한 위치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예컨대, 그는 사회체계론의 이론적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체계들 - 일반이론의 개요(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1984)』의 서론에서 패러다임의 체계론적 전환을 주장하면서, 

각 체계의 다른 관점을 말하는 ‘주요 분별(Leitdifferenz)’이라는 점에

서 그의 이론을 일반성을 지닌 ‘슈터이론’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116). 

그러나 이렇게 주장한 체계-환경 간의 구분법은 전에도 이미 전개된 바 

있으므로, 루만만이 가진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고정적 구조에서 체계적 안정성을 찾던 기존 체계론을 

배척하고, 체계적 안정성을 체계의 기능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자율성을 

지닌 역동적 역학관계로 설명한다117). 

루만의 체계론적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해주는 핵심 개념을 한 

마디로 ‘자기준거(Selbstreferenz)’와 ‘자기생산(Autopoiesis)’로 정리

할 수 있다. 언급했듯 전자는 한 체계가 그의 환경과 구별되어 오직 체

계의 관점만을 고려하는 전체적 입장이다. 즉, 체계는 체계로서 자신과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p. 23-24 참조.

115) Reese-Schäfer, Walter, Niklas Luhmann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Verlag, 1999), p. 44, 74; Sandschneider 1996, p. 33.

116) Luhmann, Niklas,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pp. 19-24.

117) Luhmann 1984, p. 27; Horster 2013, p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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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체계는 자신

과의 끊임없는 동어반복적 ‘독백’의 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자기준거 개념은 체계와 환경 간의 교류 가능성을 지극히 제한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맥락에서 루만은 자기

준거 개념을 기존 체계론과 구분되는 이론적 ‘파격력’을 가졌다는 점

에서 자기준거 개념을 이론적 ‘폭약’118)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후자

인 자동생산119) 개념은 루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문자 그대로 ‘완결’

시키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자동생산 개념은 한번 창발한 체계라면 환경

이 낳는 방해로부터 그것의 고유한 자기준거 메카니즘을 지켜냄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보면 자기생산은 어떤 ‘산

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스스로 자신을 ‘재생산’하거나 

‘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지·생명공학 등의 과학이 

사회체계론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성립된 복합체계론의 ‘자기생산적 전환’120)은 관념론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철학과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체계의 지속성을 높은 

복합도로 설명해낼 수 있는 독창적인 모델121)을 제공한다. 이처럼 루만

은 사회체계론이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론의 요구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론이 거의 없다122)”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두 번째 복합체계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루만의 

118) Luhmann 1984, p. 656.

119) ‘Autopoiesis’이라는 개념은 인지생물학자인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바렐라(Francisco J. Varela)에서 내려오는 그리스어의 조립어이다. “autos”(자기)

와 “poiesis”(창작)을 합성해서 “자기생산”으로 번역된다. Reese-Schäfer 1999, 

pp. 42-43; Luhmann 1984, pp. 57-60 참조. 

120) “autopoietische Wende”. Kiss, Gabor, Grundzüge und Entwicklung der 

Luhmannschen Systemtheorie (Stuttgart: Enke, 1990), p. 2 참조. 

121) Boos, Frank, “Zum Machen des Unmachbaren: Unternehmensberatung aus 

systemischer Sicht,” in Balck, Henning and Kreibich, Rolf (eds.), Evolutionäre 

Wege in die Zukunft. Wie lassen sich komplexe Systeme managen? (Nomons: 

Baden-Baden, 1991), pp. 122-125.

122) Luhmann, Niklas, “Autopoiesis als soziologischer Begriff,” in Haferkamp, Hans 

and Schmid, Michael (eds), Sinn, Kommunikation und soziale Differenzierung: 

Beiträge zu Luhmanns Theorie sozialer Syst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p. 307.



- 36 -

사회체계론은 분단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보완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체계론의 순환적 논리를 주요 개념을 통해서 검

토하면서, 사회체계론이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이론적·내용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분단 현실의 지속성이 비규범·비관념적인 관점으

로 관찰될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관찰된 분단 현실의 안정성이 구조적

인 것이라기보다 유동적인 안정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분단 현실

의 역사적 추이가 시간적으로 유연한 지속성으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분

단 현실이 어디까지나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관

심사가 될 것이다. 이어서 분단체제론에서 등한시되었던 국제정치의 핵

심 개념인 권력(power)을 사회체계론 내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전개

되는 루만의 권력론을 바탕으로 비규범적 분단 현실 연구의 대상으로 삼

고자 한다.

2) 분석적 틀: 사회체계론의 작동 원리와 분단 현실

앞서 밝혔듯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자기준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순환적 논리를 제시한다. 루만은 『사회체계들 - 일반이론의 개요』의 

서문에서 지적하듯이 사회체계론의 순환적 논리를 한꺼번에 전개하지 못

하는 이유로서 이론의 논리를 일정한 순서로 전개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

한다. 이에 관해서 루만은 사회체계론에서 채택된 순서가 얼마든지 다르

게 전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123). 

필자는 루만의 지적에 응하여, 사회체계론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계론의 시간에 따른 진화 양상을 재정리하는 동시에, 사회체계

론의 미시적 관점으로부터 거시적 관점으로의 오름차순으로 연구를 전개

함을 밝힌다. 사회체계론이 어떤 점에서 분단체제론을 보완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분단 현실에 대한 사회체계론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해당 부분에 밑줄로 표시할 것이다.

123) Luhmann 198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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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발적 콤플렉스: ‘이중적 우발성’과 사회체계적 창발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124)을 꼽자면 그것은 

‘우발성(Kontingenz)’이라 할 수 있다. 우발성은 어떤 결정이나 정의를 

내리기 전에 ‘결정하기 나름인 열려 있는 가능성’과, 결정한 후에도 

‘얼마든지 다르게 결정되었을 수도 있었던 가능성’의 교묘한 병존125)

을 가리킨다. ‘결정의 준칙이 따로 없는 열려 있는 가능성’으로 풀어 

말할 수 있는 우발성은 사회적 소통에 큰 지장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

으로 정해진 소통적 공통분모(가령 언어, 규범 등)가 없다면 의사를 전달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소통이란 애당초 어떻게 가

능한 것인가?

루만은 사회적 소통의 탄생을 검토하기 위해 ‘이중적 우발성

(doppelte Kontingenz)’ 문제를 재고한다. 파슨과 하버마스를 비롯한 학

자들은 서로가 들여다 볼 수 없는 ‘블랙박스’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교

착 상태를 상호연관성이라는 ‘이론적 우회길’로 해소한 반면, 루만은 

전혀 다른 설명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그는 ‘블랙박스’의 비유를 인

간의 자기준거적 ‘심리체계(psychisches System)’로 재정의한다126). 즉, 

‘의식(Bewusstsein)’을 가지고 있는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은 사회적 소

통의 공통분모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자신만을 상대로 삼

을 수 있다. 따라서 심리체계가 가질 수 있는 ‘기대(Erwartungen)’는 

자신에 대한 ‘기대(‘자기기대’, ‘Selbsterwartungen’)’127)일 수 밖

에 없다. 

결국 심리체계는 동어반복에 빠져 있다. 바로 이러한 심리체계의 

동어반복적 폐쇄성이 이중적 우발성의 상황에서 상호적 소통을 불가능하

게 한다. 왜냐하면 두 심리체계(위에서의 ‘ego’와 ‘alter’)들이 마주

칠 때 대칭적인 동어반복의 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해주겠

124) 루만 ‘사회체계론’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의학적 해설 및 빈도적 비교를 위해 

부록 130-131쪽에 첨부된 (표 3-1) 참조.

125) Luhmann 1984, p. 152.

126) Luhmann 1984, p. 156.

127)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429-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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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8)는 식의 대화는 대칭적(A-A-A-A)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동어반

복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수한’ 이중적 우발성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차원의 상상 실험에 불과하여, 일상생활 속에 실제로 있을 수 없

는 일이다129). 그러나 누구나 복도에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

려다가 동시적 오해를 받아 잠시 주춤거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동시

적 오해가 풀린 순간 상황의 대칭성(A-A-A-A)은 해소되며, 비대칭적 상

황(A-B-A-B)으로 전환된다. 대칭성이 비대칭성으로 전환될 때 이뤄지는 

행위는 ‘연결가치(Anschlußwert)’를 부여받게 되어, 마침내 안정적으

로 상호적 기대가 형성된다130). 한 학자는 이 과정을 적절히 ‘탈(脫)동

어반복적’인 것으로 표현한 바 있다131).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형성되는 

그 기대가 심리체계의 자기준거적 차원을 초월하여, 또 다른 자기준거적 

체계의 창발을 가져온다: 이는 곧 창발적 ‘사회체계(soziales System)’

의 탄생이다132).  

이렇게 탄생하는 사회체계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상호연관성을 바

탕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우연(Zufall)’133)이 낳은 진화론적 

산물이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리체계 간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커뮤니케이션 시도들이 이중적 우발성 하에서 행위자의 동어반복적 

차원으로 머무르지만, 그 중의 소수만 사소한 반응을 통해 연결가치의 

‘맹아’에서 기대의 튼튼한 ‘근간’으로 싹틀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통의 기반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진화 과정을 거쳐 후험

적(a posteriori)134)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하여 루만의 견해는 목적론이 

아닌 진화론(Evolution)에 가깝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해가는 복합성 

128) “Ich tue, was Du willst, wenn Du tust, was ich will”, Luhmann 1984, p. 166.

129) Luhmann 1984, p. 169.

130) Luhmann 1984, p. 158.

131) König 2012, p. 30. 

132) Luhmann 1984, p. 154. 

133) 루만에 따르면 ‘우연(Zufall)’이란 조종(Koordination)의 부재를 의미한다, 

Luhmann 1984, pp. 170-171.

134) Esposito, Elena, “Doppelte Kontingenz (4.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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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그의 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進化)하지만, 진화적 발전 과정

에 대하여 규범적 평가를 하지 않으며, 기대나 사회체계의 흥망(興亡)을 

막론하고 체계적 발전 과정에 대해 ‘태연한 자세’를 유지한다135). 나

아가, 루만의 진화론은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연히 전개되는 

진화 과정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136).

이처럼 우연은 창발적 사회체계론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나, 동시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촉매 역할을 수행

한다. 즉, 우연의 결과 연결가치와 기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공산(公

算 probability)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다137). 이 때문에 시

간은 양자의 심리체계 간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통시도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진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

는 소통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루만은 “정상적으로 보

이는 것들을 쉽게 이루어지 못할 것으로 해명”하는 것에 그의 인식론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이론은 소위 ‘문제해결이론’들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138). 그러한 탓인지 루만은 

비판이론가들이 제기하는 비판과 요구 사항(사회적 통합 등)을 제쳐두고, 

공산(公算)상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다소 순

조롭게 돌아가는 것에 ‘감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본 연구

의 틀 안에서 다루는 한반도 분단 현실을 보는 데에 의미심장한 함의를 

준다. 다시 말해, 분단 현실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현실을 한때 어렵사리 창발하여 사회체계의 자기준거

적 작용에 의해 그의 안정성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감탄’과 더불어,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이중적 우발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의 진화론적 시발

을 짚어봤으므로, 이하에서는 사회체계론 상으로 미시적 관점이라 할 수 

135) Luhmann, Niklas.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Vol 1)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7a), pp. 416-428, p. 508 참조. 

136) Luhmann 1997a, pp. 449-505. 

137) Reese-Schäfer 1999, p. 81 참조; Horster 2013, pp. 7-8 참조. 

138) “(Theorien zu suchen, denen es gelingt), Normales für unwahrscheinlich zu 

erklären,“ Luhmann 1984, p. 162.



- 40 -

있는 ‘커뮤니케이션(Kommunikation)’, ‘행위(Handlung)’, ‘의미

(Sinn)’, ‘구조(Struktur)’, ‘시간(Zeit)’ 등의 핵심 개념들과 이들 간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정착적 콤플렉스: 창발 이래 거역할 수 없는 ‘기대’

앞에서 이중적 우발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그려봤으며, 그 결과 탄

생한 사회체계가 자기준거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제는 

그 사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심리체계들은 동일한 

사회체계 내에서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며 나아가 서로에 응답하기 

위해, 우발성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복합성을 동일하게 해소하는 수단

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행위’를 ‘알아

봄’(Zurechnung)으로써 복합성을 줄이는 것이다139). 이 점에서 사회체계

론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마찬가지로 행위 개념을 커뮤니

케이션 개념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루만은 행위 개념을 커뮤니케이션 개

념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행위 이론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세웠다

고 봐야 할 것이다140).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조명하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첫 단계로서 ‘정보(Information)’의 ‘선발

(Auswahl)’141)이 이루어진다. 즉,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우발

성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선발되어야 한다. 이에, 선발의 직접적인 면

(‘그 것’)과, ‘차이(Differenz; ‘그 것이 아닌 것’)’로서 선발의 간

접적인 또 다른 면이 동시에 작용한다. 착각의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적 매체가 필요하다. 이 맥

락에서 언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언어는 그의 높은 

139) “Auf die Frage, woraus soziale Systeme bestehen, geben wir mithin die 

Doppelantwort: aus Kommunikationen und aus deren Zurechnung als Handlung”, 

Luhmann 1984, p. 240, 191 참조. 

140) Baecker, Dirk, “Kommunikation und Handlung (3.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40 참조. 

141) ‘정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선발(Auswahl)하는 것을 의미한다. Luhmann 

1984, p. 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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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로 인해 인식에 필요한 일반성과 명료성을 결여한다고 한다142). 

대신에 루만은 ‘의미’를 ‘상징적 일반화’143)로 정의하여 이를 일차

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주목한다. 의미란 일상 언어가 특정한 ‘내용’

을 함축하는 것인 반면, 루만적 의미는 오직 일반적 ‘형태’를 가리킨

다144). 비유컨대, 루만적 의미는 복합성을 일정하게 줄이기 위한 ‘통

화’(通貨)로서, 다른 것이 아닌, 자신만을 가리키고 있다. 즉, 루만적 의

미는 우리 일상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셈이다. ‘상징적 일반

화’로서의 의미에 대한 예로, 각자 다른 사회체계에서 쓰이는 ‘돈’

(사회체계로서의 경제), ‘정의’(사회체계로서의 법), 그리고 분단 현실

을 ‘재기술’하기 위해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권력’(사회체계로

서의 정치)을 들 수 있다. 정보의 선발 단계는 앞서 묘사한 ‘의미’의 

선발로 일단락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둘째 단계로서 ‘메시지(Mitteilung)’의 선발

이 이어진다. 앞서의 단계를 ‘주제 선발’ 단계로 파악한다면, 주제 안

에서의 세부적인 메시지 선발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앞서 정해진 

주제 중에서 다시 선발되는 것이다. 루만은 첫 주제 선발 과정을 거친 

뒤에 선발된 메시지를,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을 인용하면서, “차이

를 만드는 (그) 차이”145)로 묘사한다. 앞에서 거론한 사회체계적 의미에 

대한 예로 돌아가서, 사회체계로서의 경제에서 돈이 유무(有無)를, 사회

체계로서의 법에서 법이 부정(正否)을, 그리고 사회체계로서의 정치에서

는 힘이 우열(優劣) 혹은 강약(强弱)을 만들어낸다. 즉, 메시지로서 또 하

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메시지는 ‘선발에 대한 제안

(Selektionsvorschlag)’146)과 다름없다. 쉽게 말해 ‘이건 어때?’라고 묻

는 것과 같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이처럼 맴돌고 있는 

‘현안 문제’로 남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셋째 단계로서 ‘수용에 대한 기대

142) “symbolisierte Verallgemeinerung”, Luhmann 1984, p. 210 참조. 

143) Luhmann 1984, p. 139. 

144) Luhmann 1984, p. 95. 

145) “the difference that makes the difference”, Luhmann 1984, p. 328 참조.  

146) Luhmann 1984,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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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artung einer Annahmeselektion)’가 형성된다. 즉, 본 단계는 결국 

선발 제안의 수용이냐 거절이냐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에 앞서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선발 제안이 이해될지 안 될지에 달려 있음

을 루만이 역설한 바 있다147). 다시 말해 선발 제안이 수용되든 거절되

든 간에 선발 제안이 선발 제안으로서 이해되는 한, 커뮤니이케션은 이

미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이익 추구는 굉장히 복잡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전

제할 수 없는 이차적인 고려 사항이다148). 그저 수용과 거절이라는 커뮤

니케이션의 ‘연결행위(Anschlußakte)’149)일 따름이다. 사회체계론이 

행위 이론이라기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해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응답 없이, 이해만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150). 본 

논문을 읽는 독자가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이해한다면 (설령 이를 

반대하더라도)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음은 거역할 수 없는 이치

이다. 이에 관해 루만은 대화 중 청자를 향한 말이 같은 자리에 있는 제

3자에게 무의미한 소음으로가 아니라, 같은 ‘차이’를 선발한 주제로 

다가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151). 이는 분단 현실을 둘러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서, 상대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바탕으로 설득시키는 ‘행위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된다.

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묘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진화론에 관해 언급했듯, 커뮤니케이션이란 정보

의 선발, 메시지의 선발, 선발된 메시지의 이해(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발

된 메시지의 수용)로서, 공산(公算)상으로 지극히 희박한 일이다. 다른 한

편으로, “일단 커뮤니케이션에 빠진다면, 좀처럼 헤어 나오기 어렵

다”152).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체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존속

147) Luhmann 1984, pp. 203-205. 

148) Luhmann 1984, p. 160. 

149) Luhmann 1984, p. 204. 

150)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 212 참조.

151) Luhmann 1984, pp. 197-198 참조. 

152) 이에 관해서는 루만의 명언인 “Einmal in Kommunikation verstrickt, kommt 

man nie wieder ins Paradies der einfachen Seelen zurück”을 참고할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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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사회체계의 구조를 통해 해명하기에 앞서, 거절

과 수용을 불문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도덕(Moral)’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근거를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한다. 

앞서 ‘상징적 일반화’로 확인한 커뮤니케이션적 ‘의미’는 매

우 농후한 것으로서 사회체계 내에서 ‘자극(Erregung)’153)으로 인식되

어, 의미의 저마다 다른 성격에 따라 기능적 차원에서의 통합이나 갈등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54). 루만에 따르면, 비판이

론가들이 사회적 통합을 기치로 내건 도덕이란 오해할 여지없이 갈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논리를 잇자면, 사회체계로서 도덕

이란, 가치판단을 통해 ‘존경(Achtung)’과 ‘경멸(Mißachtung)’ 여

부155)를 선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도덕적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도덕적 커뮤

니케이션은 항상 사람을 ‘통째’로 평가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도

덕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가법은 도덕적 차원에서 “그는 부지런하나, 인

격이 나쁘다”와 같은 혼합된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156). 이와 같은 절

대적 평가법은 앞서 언급한 ‘상징적 일반화’의 논리와 일맥상통하여 

우발성을 해소하는 진화론적 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존경은 이하에 설

명할 사회체계적 기능으로서 뒤르켐(Emile Durkheim)이 말하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경멸은 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

이다157). 어쨌거나 우발성이 해소되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사회

체계의 역할이 불가결하다. 다만 도덕만큼이나 편재(遍在)되어158) 기능적 

차원에서 파괴적 잠재력을 쉽게 깨울 수 있다는 점은 백척간두(百尺竿

頭)에 서는 것과 같으므로, 우발성을 갈등의 해결책으로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루만의 지론이다. 특히 ‘선량한’ 행위와 바람직한 결과, 

또는 반대로 ‘사악한’ 행위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다. Luhmann 1984, p. 207 참조. 

153) Luhmann 1984, p. 43.

154) Reese-Schäfer 1999, p. 24 참조. 

155) Luhmann 1984, p. 215. 

156) 루만은 여기서 유사한 예를 들고 있다. Luhmann 1984, p. 319 참조. 

157)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215-216 참조. 

158) 다음 쪽에 후술할 바와 같은 사회적 차원(Sozialdimension)에 대한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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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지마(塞翁之馬)와 같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보니159), 이상

(理想)을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루만이 봤을 때 순진한 것이다160). 남

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존경에 해당하는 ‘동포애’는 이론적으로나마 

지속적인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이나, 동전의 이면과 같이 

경멸에 해당하는 ‘동포혐오’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상 도덕을 사회의 

버팀목으로 삼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지속적 갈

등의 배후에 있는 사회체계로서의 정범(正犯)을 찾아내며, 복합성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사회체계론의 미시적 관점의 끝으로, 특히 분단체제론의 ‘탈역사

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체계의 구조 차원에서 “‘원소(Element)’의 

개념 급진적 시간화”161)를 다뤄본다. 

국제정치에서의 구조 개념은 (신)현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사

상적 군림’으로 인해 ‘탈역사성’ 및 물질론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이에 비해 루만은 일차적으로 비물질론을 고려하고, 시간을 그의 핵심적

인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 근거는 역시 우발성과 직결되어 있다. 시간이

란 ‘시간적 차원(Zeitdimension)’으로서 다른 ‘의미 차원

(Sinndimension)’과 마찬가지로 복합성의 원천이다. 베이트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 역시 ‘차이에 차이를 첨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다룬 의미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Sachdimension)’은 ‘이것

과 저것’(우열, 유무 등) 중 선발되는 차원이며, 앞 단락에서 짚어본 

‘사회적 차원(Sozialdimension)’은 주로 도덕의 틀 안에서 ‘이것과 저

것’(존경과 경멸) 중 선발을 제안함으로써 심리체계에 ‘세계관계

(Weltbezug)’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시간적 차원은 전후의 

‘차이’를 ‘차이’에 첨가한다162). 세 가지 의미적 차원은 비록 개념

상으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이들은 늘 엮여져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는 

159) 루만은 이 맥락에서 특히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17와 18세기의 경영학자,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테러를 상기(想起)하고 있다. 

Reese-Schäfer 1999, p. 125 참조; Luhmann 1998, p. 636 참조. 

160)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98, pp. 637-638. 

161) “(...) der radikalen Verzeitlichung des Elementbegriffs”, Luhmann 1984, p. 28. 

162)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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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루만이 역설하는 바이다163). 그들 중 특히 시간적 차원은 ‘시간화

한 복합성(temporalisierte Komplexität)’을 생산하여, 마치 독촉하듯이 

사회체계에게 ‘선발강제(Selektionszwang)’를 안겨줌으로써 ‘기저적 

불안(basale Unruhe)’의 원인이 된다. 선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체계가 상존(常存)하는 상당한 불안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선발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은, 앞서 기대로 확인한 ‘구조(Struktur)’ 

때문이다. 즉, 한번 창발한 체계의 연결가치가 기대로 전환될 때 결국 

기대 차원에서 상호연관성이 생겨난다. 루만은 여기서 미드(George 

Herbert Mead)가 제공한 ‘기대에 대한 기대(Erwartungserwartungen)’ 

개념을 원용한다. 즉, 어떤 기대를 가진 심리체계는 다른 심리체계도 자

신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규범, 계명, 

당위, 의무, 통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164). 

앞서 기대에 대한 기대로 확인한 사회체계의 구조와 관련하여, 

(신)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신)현실주의나 비

판이론처럼 체계의 구조를 지속되는 현상의 선형적 인과관계 또는 결정

론의 근거로 들지는 않는다. (신)현실주의와 비판이론165)은 홉스(Thomas 

Hobbes)적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166) 상황과 체계의 구조 하에서 

사익을 위해 현상유지를 꾀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구조의 절대성을 주장

하는 구조결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루만은 확률적인 논리167)를 

편다. 즉, 기대적 구조는 결과의 “생산적 변수 혹은 원인이 아니라, 구

조 구성 요소의 연결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168)이다. 쉽

163) Luhmann 1984, p. 127. 

164) Luhmann 1984, pp. 412-415 참조. 

165) 비판이론에 관해서는 Rasch, William, “Soziale Systeme (1.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p. 18-19 참조. 

166) 루만은 홉스(Thomas Hobbes)의 논리를 간략하게 논의한 바 있다. Luhmann 

1984, pp. 163-164 참조. 

167)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417-418 참조.

168) “(...) aber sie (die Autopoiesis) ist nicht der produzierende Faktor, nicht die 

Ur-sache, sondern ist selbst nichts anderes als das Eingeschränktsein der 

Qualität und Verknüpftarkeit der Elemente”. Luhmann 1984, pp. 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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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해, 기대적 구조는 선발 제안이 가능한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

하지만, 선발 행위 자체를 직접 사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설령 체

계적 의미가 한두 번 선발되지 않을지라도 사회체계가 곧바로 무너지는 

않는다. 이는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실망가능성

(Enttäuschungsmöglichkeit)’169)이라는 안정 장치 덕분이다. 즉, 체계는 

선발 기대에 대한 ‘모호화(Ambiguisierung)’170) 전략을 통해서 기대가 

실망되지 않을 여지를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약속 시간을 정각 3시로 

정하는 대신 3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할 때 기대가 실망당하지 않을 여지

가 현저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지가 늘려진 만큼이

나 불안(우발성)이 비례적으로 더해지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말

에 보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모호한 만큼 기대의 확신은 희석된

다171). 따라서 시간적 차원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재조합”172)과 다름

없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는 시간적 차원이 ‘비가역성’과 ‘가역

성’의 재조합으로 해석된다173). 즉, 현재는 과거,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퀀스(sequence) 상에서 선발되어 끊임없이 재조합된다는 것이

다. 선발 중인 현재와 앞으로 선발될 미래는 변할 수 있지만, 과거(의 과

거)는 정해진 시퀀스로서 완결된다. 후설(Edmund Husserl)의 이중성을 지

닌, ‘시간의 지평선(Zeithorizont)’에 입각한 루만의 난해한 논리를 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구조는 현재에만 작용한다; (2) 구조는 기껏

해야 ‘잠재적(latent)’이다174); (3) 현재란 선발된 역사, 현재, 그리고 미

래의 ‘조합물’로서 우발성을 줄인 결과이다. ‘역사’란 결국 ‘이력

서’처럼 어떤 시퀀스를 선발하고, 또 어떤 시퀀스를 중략한 것이다. 앞

서 정리한 내용을 분단 현실에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분단에 관한 

체계는 어떤 대상을 종속시키는 하향식(top-down) 체계일 수 없다175). 왜

169) Luhmann 1984, p. 388. 

170) Luhmann 1984, p. 418.

171) 루만 유사한 예를 들면서 기대와 불안 간에 일종의 ‘맞교환’(tradeoff)이 있다

는 것을 암시한다. Luhmann 1984, pp. 417-418. 

172) “Neukombination von Bestimmtheit und Unbestimmtheit”, Luhmann 1984, p. 

395.

173) Luhmann 1984, p. 472 참조.

174) Luhmann 1984, pp. 398-3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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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체계의 밑거름이 되는 기대적 구조란 행위자를 위에서 아래로 종

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가 말하는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적 구

성(co-construction) 과정176)과 같이, 심리체계와 사회체계 간에 순환하는 

수평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동일한 자기준거가 존

재하는 커뮤니케이션 하에서는, 종속시키는 주체와 종속되는 객체가 없

기 때문이다. (2) 그리하여 분단 현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포함하는 목

적론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체계는 비록 자기생산적 메카니

즘에서 강한 생존 추구 성향을 보이나, 이는 사회체계에 관한 이론(즉, 

사회체계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규범적 기술이다. “이 점에서 사

회체계론은 처방적(prescriptive) 이론이 아니라, 기술적(descriptive) 이론

이라 할 수 있다”177). 이런 의미에서 분단 현실에서 특정한 운영 방식 

존재한다는 것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운영 방식이 향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 예측은 삼가야 할 것이다. (3) 사회체계론

으로 본 분단 현실의 구조는 비시간적·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를 구조 속에서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한국의 경우 역사는 현재와 함께 상존(尙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겹쳐져 있는 역사적 현실과 시간적 차원들이 지역적 질서의 형태를 복

잡하게 만들고 있다”178)는 전재성의 지적은 적절하며, 그의 논리는 분

175) Müller, Julian and Nassehi, Armin, “Struktur und Zeit (8.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p. 105-106 참조. 

176) Jepperson, Ronald L.; Wendt, Alexander and Katzenstein, Peter J.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Katzenstein, Peter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6), p. 53에 그려져 있는 표 참조. 

177) Rasch 2013, p. 19. 

178) “In the latter case［Korea］, the past still lives with the present. Overlapping 

historical realities and temporal dimensions complicate the structural 

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order, mixing different organizin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iving multiple identities to agents”. Chun, 

Chaesung, “Why is there no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flections on and from Korea”, in Acharya, Amitav and Buzan, Barry (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n and beyond Asia (London/New York: Routledge, 

2010),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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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실의 시간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루만의 창발의 경로 의존성 및 

순환적인 논리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광복을 맞이한 이래로 남

북한은 온갖 위협행위부터 무차별한 물리적 폭력까지 커뮤니케이션 정도

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으나, 순환적 논리는 체계의 발생 이래로 

변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체계론의 미시적 관점을 짚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

체계론의 거시적 관점을 짚어본다. 이하에서의 핵심 개념은 사회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환경(Umwelt)’, ‘상호간체계(Intersystem)’를 가

능하게 하는 ‘분화(Differenzierung)’, 사회체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해석(Interpretation)’ 메카니즘, 그리고 자기준거의 작동 메카니즘인 

‘면역 체계(Immunsystem)’를 짚어보겠다. 끝으로 가장 큰 분석적 관점

을 제공하는 ‘사회(Gesellschaft)’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 복제적 콤플렉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리지 않은’ 자동생산 

루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체계의 ‘환경’은 사회체계에 해당

하지 않은 “다른 것들일 따름”179)이다. 세부적으로 말해, 사회체계의 

환경에서는 복합성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체계로서 ‘관찰

(Beobachten)’180)할 수 없는 난잡함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복합도격

차(Komplexitätsgefälle)’181)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환경’의 

이분법은 오직 한 체계의 관점에서만 유효한 논리이다. 산드슈나이더

(Eberhard Sandschneider)의 비유를 빌리자면, 체계관점은 체계 저마다 

다른 ‘시각 속 여과장치(Filtersystemen in der Optik)’와 같은 것이

다182). 이처럼 절대적 체계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요점을 도출할 수 있다.

179) Luhmann 1984, p. 249. 

180) ‘관찰(Beobachtung)’이란 한 사회체계의 관점에서 차이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

다. 사회체계는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찰은 곧 

‘해석(Interpretation)과 구분되는 ’자기관찰(Selbstbeobachtung)’에 해당한다. 

Luhmann 1984, p. 63, 134 참조.  

181) Luhmann 1984, p. 250. 

182) “Wie beim Einsatz von Filtersystemen in der Optik, erlauben und fördern 

Systemtheorien die Wahrnehmung theoriekonformer Aspekte, während sie 

andere, im theoretischen Raster nicht erfaßte Aspekte vernachlässigen b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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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마다 다른 체계적 관점에 따라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183).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유통시키

는 과정으로서,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 사회체계를 상호구성하나, 위

치적으로 체계가 아닌 환경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84). 이를 분단 현

실과 연결시키자면, 남북한 지도부의 인사들이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분단체제론의 해석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만이 체계를 구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체계의 절대적 관점에 있어서 체계들은 똑같은 구조를 이

용하지 못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원소로 구성되는 구조는 사회체계와 환

경 간 ‘관계(Relation)’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아내’나 ‘남편’이 

상호적 관계로 결정되듯 원소로 구성되는 사회체계의 구조는 비록 부분

적으로 다른 구조들과 동일한 원소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구조의 결

정적인 합성은 그 사회체계만의 독점물이다185). 사회체계로 파악할 수 

있는 분단 현실(국가 차원) 역시 특정한 합성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웬트는 여기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사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파괴의 관계(relations of destruction)’가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즉, 

영국의 대량 핵보유는 미국에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북한의 소량 핵보유

가 굉장한 파괴적 잠재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논리이다186).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은 해당 국가들은 다른 사회체계(예를 들어 경제나 법) 구조의 

원소로서 다른 관계에서 동시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사회체계의 ‘통화’로 비유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매체는 사

회체계의 절대적 관점에 따라 역시 절대적이다. “지불 행위가 이루어지

지 않은 곳에는 경제(체계)가 부재요, 합법불법이 결정되지 않은 곳에는 

사법이 부재”187)이라는 루만의 논리가 그것이다. 사회 내에서 상존(常

sogar gänzlich ausblenden”, Sandschneider 1996, p. 27. 

183) Luhmann 1984, p. 249. 

184) 이에 관해서 루만은 만약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이 사회체계에 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인간들이 다른 인간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꼬아 지

적한 바 있다. Luhmann, Niklas; Baecker, Dirk (ed.), Einführung in die 

Systemtheorie (Heidelberg: Carl-Auer-Systeme-Verlag, 2002), pp. 256-257 참조. 

185) Luhmann 1984, pp. 41-43 참조. 

186) Wendt 1999, p. 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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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하고 있는 체계와 그것이 이용하는 ‘지불수단’은 수평적인 관계에

서 “타 체계의 대역을 맡거나 대체하키는커녕 체계의 과업을 덜어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188) ‘구조적 연결(strukturelle Kopplung)’189)에 의

해 체계들 간 상호적 작용이 이루어지나, 한 체계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돈은 사랑 또는 

정의(正義)라는 사회적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법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흔히 사회의 ‘으뜸’으로 여겨지는 ‘정치 체계’의 조종 가

능성에 대하여 루만은 비관론을 앞세운다. 말하자면, 비록 정치는 온갖 

정책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능적 차원에서 경제를 운영하

지는 못한다.”190) 사회체계로서의 정치는 수평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회

체계 중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분단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권

력적 사회체계로 파악했을 때,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회체계 간에 일종

의 ‘구조적 연결’ 사항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양자 간에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확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낙청과 

같은 비판이론가들이 제안한, 비국가 차원의 시민사회 작용 혹은 햇볕정

책에서의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등의 ‘우회길’이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에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

체체계 내에서는 타 사회체계를 정치 사회체계에 종속시키는 것이 사실

이지만, 루만의 개념으로서 ‘탈분화’(Entdifferenzierung)’에 해당하는 

체계적 강제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가 가져온 실용적 이점을 소멸시키

기191) 때문에 정치체계의 진정한 ‘군림’은 아니다.

다음으로 앞서 거론한 ‘분화(Differenzierung)’와 ‘해석

187) Luhmann 1984, p. 268. 

188) Luhmann, Niklas, Ökologische Kommunikatio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3), p. 203. in Wolfgang, Merkel, “Struktur oder Akteur, System oder 

Handlung: Gibt es einen Königsweg in der sozialwissenschaftlichen 

Transformationsforschung?,” in Wolfgang, Merkel. (ed.), Systemwechsel 1.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996), p. 307에서 재인용. 

189) 루만은 여기서 경제와 정치, 정치와 법, 과학과 교육 간의 연결 사항을 세부적

으로 서술하고 있다. Luhmann 1997a, pp. 402-412 참조. 

190) Luhmann, Niklas; Kieserling, André (ed.),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p. 114.  

191) Luhmann 1984, p. 81; Merkel 1996, pp. 307-3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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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의 관계를 살펴본다.

세 가지 의미 차원의 기저적 불안이 계속되는 탓에 체계의 선발 

과정은 멈추지 않고 복합도를 계속 올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복

합성은 복합성으로 해소된다192). 첫눈에는 난해해 보이는 논리가 의외로 

단순하다. 즉, 타인에게는 암호(커뮤니케이션)가 숫자의 무질서한 나열에 

불과하지만, 본인에게는 간단한 원리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발성은 줄어든다. 이의 결과로 이미 설립된 체계 내에서 또 다른 체

계193)들이 부상한다. 브라운(George Spencer-Brown)의 논리를 빌려, 루

만은 이러한 과정을 ‘차이가 차이로 재진입한다’는 의미로서  ‘리엔

트리(re-entry)’라고 작명한 바 있다194). 거듭되는 리엔트리로 인해, 사

회의 분화 도식을 거쳐 부족사회의 ‘부분적 분화(segmentäre 

Differenzierung)’가, 중심-주변의 도식을 거쳐 ‘계급적 분화

(stratifikatorische Differenzierung)’, 그리고 마침내 분업 도식을 거쳐 

‘기능적 분화(funktionale Differenzierung)’로 이루어짐으로써 수평적인 

현대사회로 발전하였다195). 현대 이전의 사회가 ‘사람의 질(秩)’을 기

준으로 분화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현대사회는 사람에 상관없이 오직 

‘기능적 수요’로 분화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루만은 회사의 기능 부

서화(部署化)를 예로 들고 있다196). 사회라는 전체 내에서 체계가 저마다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197)함으로써 그 존재를 ‘정당화’하는 가시적 일

면 이외에도, 배후에 작용하는 비가시적 이면도 있다. 그것은 본 논문의 

서두에서 소개한 우발성 ‘덜어 주기(Entlastung)’198)에 관한 것이다. 이

는 겔렌(Arnold Gehlen)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 루만은 환경의 복합

192) Luhmann 1984, pp. 49-50. 

193) 소위 ‘하위체계’(Subsystem) 혹은 ‘내적 환경’(interne Umwelt)이라고 일컫

는다.

194) Reese-Schäfer 1999, p. 63 참조. 

195) Luhmann, Niklas,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Vol 2)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7b), p. 613; Luhmann 1984, p. 39, 261 참조. 

196) Luhmann 1984, p. 264. 

197) 예를 들어, 경제는 살림을 지탱하는가 하면 과학은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

다. 사회체계의 기능체계에 관해서는 Reese-Schäfer 1999, pp. 176-177에 그려져 

있는 표를 참조.

198) Luhmann 1984, p. 232, 644. 



- 52 -

성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많고 풍부한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패턴들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한두 개의 사회체계들은 복합성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적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이

다. 복합성을 덜어주는 체계의 기능적 분화는 사회를 더 선명하게 경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199). 이 때문에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 정치 내지 ‘권력적 사회체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

니라, 우연적 시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부단한 분화 과정을 통해 

복합도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세련도를 더해 온 자기준거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어떤 작용으로 어떤 기능을 

다하는지 차후에 밝히겠지만, 이는 직간접적으로 안보와 관련되어 있음

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복합성을 덜어주기

에 관해서는 권력적·군사적 대치 상황이 타 사회체계의 복합성을 덜어

줌으로써 그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체를 가리키는 사회 개념으로서 사회체계론에 

대한 일차적 설명을 마무리 짓기에 앞서, 사회체계 간의 관계로서 사회

체계의 개방성을 제기하는 ‘해석(Interpretation)’과 사회체계의 자기준

거적 패쇄성과 직결되어 있는 ‘갈등(Konflikt)’이라는 핵심 개념을 조

명하기로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양 개념의 관계는 대립적이며, 이 때문에 

한 사회체계는 다른 사회체계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부즉불리(不卽不

離)의 관계에 놓인다. 우선, 이 관계 동전의 한 면에 해당하는 ‘해석’

을 보자. 크게 봤을 때 한 사회체계에게는 다른 사회체계가 환경에 해당

하기 때문에 사회체계 간의 관계는 곧 체계와 환경의 관계가 된다. 그러

나 작게 봤을 때 환경 속에서 심리체계로서의 인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해석은 체계와 인간 간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간적 입장

을 취했을 때 앞서 말한 사회체계 간의 관계가 들어맞는다. 루만은 비록 

포스트휴머니즘적(posthumanistic) 학자이지만, 특히 작은 관점에서 루만

이 인간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의상으로 ‘해

석’은 줄어든 복합성의 사회체계 간 상호적 ‘수출입’을 의미한다. 이

199) Luhmann 1984, p.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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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수입된 복합성은 한 체계 고유의 구조 구성 과정에 편입된다200). 

이렇게 수입되는 복합성은 비록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으나, 어떤 

체계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발성이 높은 난잡함으로 다가온다. ‘수입

산’ 복합성은 체계 내에서 부단히 되풀이되는 선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연결가치가 되어야 한다201). 따라서 해석은 

체계만이 갖는 자기준거의 반대말로서, 타 사회체계의 ‘준거

(Referenz)’를 수입하는 ‘타인준거(Fremdreferenz)’이다202). 여기에서

의 타 체계로부터의 정보 수입 과정은 비선형적인 논리임203)을 앞 장에

서 밝힌 바이다. 기능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해석은 체계가 환경을 관찰

(=‘타인관찰 Fremdbeobachtung’)204)하여 타인준거를 적당하게 편입함

으로써 체계와 환경 간의 (복합도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촉

수’(觸手)로 이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맥락에서는 ［체계와 환경 

간의］경계보존(boundary maintenance)이 체계보존”205)이라는 문구는 

사회체계론의 잠언이 된다. 종합하자면, 해석은 이미 ‘반추’된 복합성

을 수입함으로써, 체계의 진화 과정을 ‘길러 줄’ 수 있으면서도, 체계

와 환경 간에 차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해석은 

인식적 개방성(cognitive openness)에 해당한다.

앞 단락이 주로 체계의 대외적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관찰’로 확인한 체계의 조작적 폐쇄성(operative closedness)에 

관한 내용이다. 의미라는 ‘통화’로서 사회체계는 자기준거적 과정, 혹

은 순환적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루만에 따르

면 순환은 ‘갈등(Konflikt)’206)에 의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200) Luhmann 1984, p. 291, 295, 311 참조. 

201) Luhmann 1984, p. 293 참조. 

202) Luhmann 1984, pp. 627-630 참조. 

203) Luhmann 1984, p. 290. Schriefl, Anna, “Interpretation (6.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77 참조.  

204) Luhmann 1984. p. 495 참조. 

205) “In diesem Sinne ist Grenzerhaltung (boundary maintenance) 

Systemerhaltung”. ‘Grenzerhaltung’은 여기서 ‘경계보존’에 해당한다. 

Luhmann 1981, p. 35.     

206) 루만이 사용하는 ‘갈등(Konflikt)’은 체계적 상황과 현실의 상황 이 둘을 포함



- 54 -

갈등이란 사회체계론의 관점에서 절대로 묵인되어야 할 ‘비합리성’이 

아니라, 사회체계의 또 다른 기능이다207). 갈등은 비대칭적 커뮤니케이션

(A-B-A-B)을 ‘모순(Widerspruch)’으로 뒤바꾼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208)는 것

(A-A-A-A)이 그 모순이다. 그런데 모순은 늘 ‘가정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가 무너지기 전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모순은 

경고인 것이다209). 커뮤니케이션이 멈출 듯한 순간에 체계는 그의 ‘면

역 체계(Immunsystem)’210)를 통해 모순을 찾아내어, 커뮤니케이션의 부

분으로서 한 시퀀스를 파괴시킴으로써 체계의 전체를 보존한다211). 루만

은 ‘유머’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예로 든다. 즉, 유머는 의미상 상이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을 정지시키되, 한 학자의 표현

을 빌리자면, 체계가 잠시 ‘골똘히 생각’212)하게 하고, 웃음과 함께 갈

등을 해소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213).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은 지속된

다.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체계의 인식적 밑거름이 되는 심리

체계의 인식적 유연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214). 눈여겨봐

야 할 것은 사회체계 차원의 갈등과 분단 현실에 존재하는 행위자 차원

의 갈등 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루만의 언급이다. 

루만에 의하면 일상의 갈등은 흔히 발생하고 흔히 해소되지만, 사

회적 차원의 갈등은 발생 후 자기준거적 체계의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

다215). 후자의 갈등적 체계에서는 적(국)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

하는 의미이다. 이를 문맥에 따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7) 루만 이 맥락에서 (합리적) 기능주의와 거리를 둔다.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488-491 참조.  

208) “Ich tue nicht, was Du möchtest, wenn Du nicht tust, was ich möchte”, 

Luhmann 1984, p. 531. 

209) Luhmann 1984, p. 509, 528.

210) ‘면역체계’ 루만의 논리에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물질(모순)을 찾아내고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전적으로 면역학에 입각한 것이다. Luhmann 1984, pp. 

504-507 참조. 

211) Luhmann 1984, p. 504. 

212) Lehmann, Maren, “Widerspruch und Konflikt (9. Kapitel),” in Horster, Detlef,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109. 

213) Luhmann 1984, pp. 498-499 참조.

214) 이에 관해서는 Luhmann 1984, pp. 294-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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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탓에, 상대(국)는 적(국)과 관련된 타인준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만일 적(국)이 사라진다면 갈등적 체계를 통해 커뮤니

케이션을 이루어 왔던 상대가 굉장한 ‘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

한다216).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이란 자기준거에 ‘재진입’하

여 복제되는 체계적 갈등이라고 설명한다217). 다시 말해, 원래 ‘면역 체

계’에서 배척의 대상이던 체계적 갈등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작용함

에 따라, 오히려 보존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기

존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배척의 대상이 된 셈이다. 분단 현실을 둘러싼 

갈등은 체계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의를 펴기에 앞서, 분단 현

실의 ‘권력적 사회체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체계론 중 

가장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사회(Gesellschaft)’를 살펴보며, 분단 현실

의 ‘권력적 사회체계’의 분석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분단 현실

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왔던 사회체계의 주요원리에 관한 논의를 매듭짓고

자 한다. 루만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결과로 환경이 없어질 때218) 사회라 할 수 있다. 루만과 그의 후계자인 

슈티히베(Rudolf Stichweh)는 이 맥락에서 사회가 이룰 수 있는 최대 범

주를 세계(=‘Weltgesellschaft 세계사회’)로 상정한 바 있다219). 이에 따

라 세계체제론에 입각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서는 자본주의가 세계사

회로 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라는 체계와 ‘권력적 사회체계’는 서로

를 간접적으로나마 해석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서로 

무관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앞으로 다루게 될 

‘권력적 사회체계’를 종속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215) Luhmann 1984, pp. 532-534. 

216) Luhmann 1984, p. 533. 

217) Luhmann 1984, p. 537, 549; Albert et al. 2008, pp. 63-65 참조.

218) “Sie können nicht externalisiert, nicht als Sache ihrer Umwelt behandelt 

werden, denn alles, was Kommunikation ist, ist Gesellschaft. Gesellschaft ist das 

einzige Sozialsystem bei dem dieser besondere Sachverhalt auftritt.” Luhmann 

1984, p. 555. 

219) Luhmann 1984, p. 557, pp. 584-558; Stichweh, Rudolf, Die Weltgesellschaft: 

Soziologische Analys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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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체계론의 작동 원리를 분단 현실이라는 배경 아래서 

묘사하였다. 그러나 분단 현실을 하나의 사회체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와 권력(과 폭력) 개념을 사회체

계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체계론적 

관점으로 국가 개념을 짚어본 다음, 권력(과 폭력)을 사회체계론적 커뮤

니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때까지 제시한 

단서를 모아, 분단 현실을 어떻게 하나의 사회체계로 볼 수 있는지를 정

리하고자 한다.

3) 국가와 권력: ‘권력적 사회체계’로서의 분단 현실

남북한 간 지속되는 갈등은 국제정치 차원에 이루어지는 갈등으로

서, 법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권국가라는 단위체로 환원된다. 국가

는 비록 독재적 지배 단위체로 출발했으나, 사회체계로부터 자기준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체계에 행사할 

수 있는 조종력을 상실하였다220). 이 맥락에서 국내적으로는 사회의 범

국민적 포용(즉, 계급적 분화의 극복),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대소 

강약을 가리지 않는 주권평등원칙의 등장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221). 따

라서 국가의 형태와 지위 차원에서 유사해지는 부분적 분화가 이루어졌

지만, 그 배경에 계급적 분화는 세력균형(BOP)의 형태로, 그리고 기능적 

분화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형태로 함께 이루어진

다222). 루만은 주권국가 탄생의 틀 안에서 생긴 국경이 ‘사회체계답지 

않은’ 경계라고 언급하면서도, 국경이란 특히 상징적인 차원에서 새로

운 ‘의미경계(Sinngrenze)’라고 본다223). 말하자면 심리체계로서의 인

간에게는 자아의식이 일종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듯, 국가에게는 국가의 

220) Kerwer, Dieter, “Governance in a world society: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in Albert, Mathias; Hilkermeier, Lena (ed.),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4), 

pp. 199-204 참조. 

221) Stichweh 2000, pp. 50-60; Albert 2016, p. 261.  

222) Albert 2016, p. 130 참조. 

223) Luhmann 1984, p. 55,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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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범위가 일종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논리이다. 국경 없이는 자

기준거가 불가능하다224). 나아가 국가의 행위 능력 차원에서 주권국가에

게는 권력 독점(monopoly of power)이 자기준거의 필수조건이 된다225). 

앞서 정리한 조건을 사회체계론의 관점에서 포착하기 위해 한 학자는 

“정치적 권위를 조직하는 형태226)”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국

가는 의심할 여지없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지만, 권력이란 관심(interest)

과 연결된 것이라는 비판이론 혹은 (신)현실주의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

능적인 차원에서 공동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발성을 줄이는 

매체로 파악된다227). 사회체계 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권력이 어떻게 

공동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지는 이하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루만은 그의 사회체계의 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파악하는 ‘권력

(Macht)’ 개념을 비판이론 또는 (신)현실주의에서 제기되는 권력 개념과 

뚜렷이 구분한다. 말하자면, 그는 고전적 권력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결

정론적 인과성, 그리고 잠재적 파괴력과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고를 부정한다228). 고전적 권력론에 관한 예로서, 강자인 행위자 A와 

약자인 행위자 B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경위를 ‘기술’해보자. A는 권

력을 행사함으로써 B가 그의 본의와 다른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A가 

행사한 권력이나 강제는 B의 본의를 무력화시키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

시킨다. 따라서 고전적 권력론은 B의 굴복 사실을 A의 간접적인 협박이

나 직접적인 강제로 환원시킨다. 이렇게 ‘기술’된 권력 작용은 지극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속이기 마련이다. 루만의 입장에서 

고전적 권력론은 가시적인 현상에 집착한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권력 작용을 저속도(slow motion)로 ‘재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A와 B 간의 상황은 앞두고 있는 결정의 상황에

서 열려 있는 우발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자인 A가 

224) Luhmann 1984, pp. 626-627; Albert 2016, p. 55 참조. 

225) Luhmann 1984, p. 521. 

226) “Forms of organizing political authority(FOPA)”, Albert 2016, p. 135. 

227) Luhmann 2000, pp. 84-85; Luhmann, Niklas; Kieserling, André (ed.), Macht im 

System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12), pp. 51, 78-87.  

228) Luhmann 2012. pp. 14-15; 116-126. Han, Byung-Chul, Was ist Macht?

(Stuttgart: Reclam, 2005), pp. 1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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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B에게 A 그 자신이 선호하는 선발 제안(요구 사항)과 함께 폭력 

행사와 같은 ‘부정적 제재(negative Sanktion)’229)로 또 하나의 선발 제

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두 가지 선발 제안에 대한 결정권은 B에게 넘어

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230). 부정적 제재라는 선발 제안은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마저 선호하지 않는 선발 제안이다. 

단, 부정적 제재가 선발되었을 때, 실제적 폭력의 행사를 감당하는 

능력은 약자 보다 강자에게 더 크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

다231). 따라서 결정에서의 우발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두 가지 선발 

제안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A와 B에게 일종의 ‘동

기구조(Motivationsstruktur)’를 제공함으로써, A가 선호하는 선발 제안

이 채택되게끔 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232). 즉, 권력 작용 없이는 쉽

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권력 작용으로 실현될 공산(公算)을 증가시

킬 수 있다233). 선발 제안에 대한 결정권은 약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순

수한 강제와는 달리, 권력은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십

중팔구 약자는 강자의 요구 사항 중 그나마 양자에게 만족스러운 제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때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34). 왜냐

하면 타자로서는 증명할 수 없는 행위자의 속내에서 결정과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며, 그 특정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권력 작용이 없었더라면 다

229) ‘부정적 제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협박에 해당한다. 협박은 실현되지 않아

도, 아니 실현되지 않을 때만 작용한다. 반면에 ‘교환’으로 비유될 수 있는 

‘긍정적 제재(positive Sanktion)’는 교환이 이루어질 때만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기대되는 교환에 대한 중단 협박도 권력적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교

환이 될 물건이 실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교환에 대한 

중단 협박도 어느 정도까지 ‘정치화(politisieren)’할 수 있는 권력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의 매체인 ‘권력’과 정치의 기능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Luhmann 

2000, pp. 46-50.

230) Luhmann, Niklas, Macht (Stuttgart: UTB Verlag, 1975), p. 16. 

231) Luhmann 1975, pp. 30-31; Luhmann 2000, p. 47. 

232) Luhmann 1975, pp. 19-20. 

233) “(...) Macht ist eine Chance, die Wahrscheinlichkeit des Zustandekommens 

unwahrscheinlicher Selektionszusammenhänge zu steigern”, Luhmann 1975, p. 

19.

234) Luhmann 2012, pp.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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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증명할 수 없는 반사

실적(counterfactual) 사고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때로는 부정적 제재라는 

선발 제안이 선택될 때도 있다. 양 행위자로부터 애초에 배제되어 있었

던 선발 제안이 실제로 선택되는 순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권력이 실

패한다는 것은 루만이 강조한 바이다235). 이러한 맥락에서 루만은 마키

아벨리(Niccolò Machiavelli)가 강조했던 권력 유지설을 거론하면서 권력

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권력 추구 성향 때문이 아니라, 사회라는 공

동체 내에서 피할 수 없는 의사결정과정에 존재하기 마련인 우발성

(“what to do?”)을 덜어주는 기능을 권력이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한

다236).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우열(優

劣) 혹은 강약(强弱)이라는 비대칭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

력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 복잡하기 때문에 권력은 사태

적·시간적 차원에서 분화되어야 한다237). 

분화란 권력이 내포하는 의미를 상세히 정의한다는 점에서 ‘상징

적 일반화’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권력은 한 사회체계의 매체로서 다

른 사회체계의 매체들과 구분된다. 

국내정치의 경우, 권력은 다른 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야(與

野) 선발 제안을 통해서 강약을 가리면서 국내적 차원의 결정을 내림으

로써 우발성을 해소한다. 여기서 여당은 주로 결정하는 역할을, 그리고 

야당은 그 결정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역할을 맡는다238). 시간적 차원의 

기저적 불안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239). 북한과 

같은 독재 ‘정치체계’의 경우에는 독재 정권의 교체에서 우발성이 발

견된다. 이에 관해 루만은 독재의 큰 약점으로 정권 교체 때 일어날 수 

있는 권력투쟁과, 새로운 지도자가 반드시 우수한 인재가 아닐 수도 있

다는 위험성을 들고 있다240). 특히, 분화된 여야(與野) 선발 제안으로 도

235) Luhmann 2012, p. 24; Han 2005, p. 21 참조. 

236) Luhmann 2000, p. 51, pp. 138-139. 

237) Luhmann 2000, pp. 30-31, p. 69. 

238) Luhmann 2000, pp, 86-88, 96-99, p. 132. 

239) Luhmann 2000, p. 104. 

240) Luhmann 2000,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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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국내정치 체계에서의 결정은 ‘구조적 연결’에 의해 온전히 전달

되지 않는다.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질서가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인 

만큼,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권력 역시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분화되어 있다. 이때 행위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으며 쉽게 조직할 

수 있는 ‘폭력(Gewalt)’은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선발 제안이 된다241). 

즉 권력은, 마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과 같이 암묵적으로, 

폭력을 아주 미묘하게 제시하거나, 무력시위처럼 노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대개 권력이 분명히 제시된다. 왜냐하면 

국외에서 권력이 행사되었을 때 시간적 차원에서 늘 과거에 있었던 일로

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想起)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권력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노골적 폭력 시위의 재생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242).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권력은, 그 

기능이 우발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폐쇄적인 ‘권력체계

(Machtsystem)’를 제기한다243). 이는 앞서 역설했듯이 우발성을 줄임으

로써 사회가 국내외적으로 요구하는 결정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처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자기준거 및 자동생산 메카니즘에 의해 

보존되는 수많은 사회체계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은 폭력을 대

개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된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루만의 후계자들은 폭력을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로 파악하여 루만의 논리를 전쟁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즉, 

‘순수’한 ‘권력적 사회체계’로서의 전쟁은 한편으로 평화 혹은 전쟁

이라는 이분법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러한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사

실상 거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파급되는 것이다244). 다른 한편으로

는 비록 전쟁이 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으나, 국내적 차원에서 내적인 통

241) Luhmann 1975, pp. 71-74; 2000, 48-49.

242) Luhmann 1975, p. 75; 2000, pp. 34-35; 2012, p. 65. 

243) Luhmann 2012, pp. 31-32, p. 74 참조. 

244) Harste, Gorm, “Society’s war: The evolution of a self-referential military 

system,” in Albert, Mathias; Hilkermeier, Lena (eds.),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4), 

pp. 161-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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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연속체로 본 권력·폭력 넥서스 
합과, 국제적 차

원에서 세력균형

(BOP) 틀 안에서

의 동맹관계 형성

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245). 이처

럼 폭력은 권력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지만, 특정한 사회체계의 고유한 운영 방식에 따라, 

그리고 진화적 발전 경로에 따라 권력과 폭력 간의 넥서스(nexus)가 달

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1 참조). 이하는 앞서 묘사한 내용의 

단편을 종합하여 분단 현실을 어떻게 사회체계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하고

자 한다.

앞서 분단 현실을 마땅히 ‘권력적 사회체계’로 볼 수 있는 근거

를 논의하였다. 이제는 ‘퍼즐’의 조각을 맞춰본다. 

분단 현실이라는 권력적 사회체계의 진화적 과정은 기존 사회체계

의 체계 차원에서의 갈등이 모순의 형태로 체계에 재진입하여 사회체계

의 자기준거적 순환 논리를 내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정확히 알 길은 없다. 

권력적 사회체계는 따라서 일종의 시간적 경로의존성을 근거로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이라는 의미적 차원은 권력적 사회체계를 상호구

성하는 구성원(국가)에게 우발성을 일정하게 배제하는 ‘채널’로서 같

은 ‘차이’ 속에서 공통분모를 부여하였다. 이는 시간적 차원에 따라 

진화적 유연성을 보였다. 예컨대, 한국전쟁에서는 노골적 폭력이 그 공

통분모였는가 하면, 북한 모험주의 때는 오히려 노골적 권력이 공통분모

였으며, 현재로서 권력은 주로 상호적 ‘도발’의 형태로 암묵적이거나 

노골적인 권력을 포함하고 있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상징적 

행위로 인식되는 ‘도발’은 한반도 맥락에서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245) Matuszek, Krzysztof, Der Krieg als autopoietisches System: Die Kriege der 

Gegenwart und Niklas Luhmanns Systemtheorie (Wiesbaden: DUV, 2007),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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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의식적으로 구성하여 그 결과로 행해지는 상대의 

행동을 자기의 전략전술상 유리한 조건으로 적극 이용하는 행위”246)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로써 도발은 일종의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크

게 봤을 때 한반도 권력적 사회체계는 단일 국가나 지도자의 의식적 이

해타산보다 체계 자체를 형성하는 무의식적인 기대(에 대한 기대)에서 

그의 원동력을 부여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병로의 말을 빌리자면 

분단 상황이란 “직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폭력적 결과가 

나타나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247) 것이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선발 제안이 제시될 때, 수용 혹은 거절이라는 형태의 반응이 아니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기대가 권력적 사회체계

의 구조 속에서 ‘임시 저장되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박영균은 이 

맥락에서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끌어들

이면서 남북한 갈등의 지속성을 철학적 관점에서 길들여진 습관의 재생

산으로 묘사하며, 같은 맥락에서 김병로는 “분단상황에 익숙해지는 분

단의 적응효과(habituation effect)”를 거론한다248). 비록 남북한은 다른 

발전 경로에 접어듦에 따라 저마다의 다른 면모를 갖게 되었더라도, 권

력적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그의 공통분모를 유지하게 되었다. 역사적으

로는 종전이 아닌 휴전 협정이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배제되었어

야 할 우발성을 잔존시키게 되었고, 양국의 상이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급진주의’249)야말로 권력적 사회체계를 능동적으로 유지시키는 변수

로 작용해 왔다. 예컨대, 비록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는 파괴적 무

기를 가용함으로써 제한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할지라도, 이에 반

해 북한은 온 사회를 총동원하는 총력전(total war)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일성의 입장250)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비대칭성

246) 김병로, “군사적 도발과 위협,” 김병로; 서보혁 편, 『분단 폭력: 한반도 군사

화에 관한 평화적 성찰』 (파주: 아카넷 외, 2016b), p. 102. 

247) 필자 강조. 김병로. “한반도 비평화와 분단폭력,” 김병로; 서보혁 편. 『분단 

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파주: 아카넷 외, 2016a), p. 37. 

248) 박영균 2010; 김병로. 2016a, pp. 57-58. 

249) Luhmann 1984, p. 547. 

250)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The society 

(Vol. 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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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권력적 

사회체계’의 구성원과 작용 

원리(수평식)

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한대로 게릴라 전술, 침투사건, 그

리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대개 

상징적 차원에서 폭력적·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넥서스에 응해왔

다. 반면에 남한은 남한대로 동맹국을 앞세워 특히 공동 훈련과 앞서 언

급한 우수한 화력으로 폭력적·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넥서스에 응

해왔다. 부정적 제재의 선발 제안은 앞서 말했듯 늘 시간적 차원에 근거

하고 있다. 핵과 대포를 매개로 제시되는 북한의 ‘서울불바다’ 표현은 

한국전쟁 때의 서울의 모습을 상기(想起)시키는가 하면, 한미 간 공동훈

련은 당시의 평양에 대한 무차별한 폭격과 인천상륙작전을 상기(想起)시

킨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군사의 물질적 차원은 남북한 관계에서 빼놓

을 수 없는 요소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군사 장비를 매개로 할 때 상징

적 가치를 부여받아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이다. 군사 장비라는 

물질적 기반을 일종의 서버(server)로서 하드웨어(hardware)로, 국가의 

‘관계’라는 상호인식적 기반을 일종의 소프트웨어(software)로 비유한

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권력 사회

체계란 폐쇄적이고 수평적인 ‘인

트라넷(intranet)’일 것이다251). 이 

인트라넷의 핵심 구성원에는 남북

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에 따라 민

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역시 포함될 수 있

다252)(그림 2-2 아랫동그라미). 한

반도를 둘러싼 권력적 사회체계는 

수많은 다른 사회체계와 수평적인 

차원에서 병존하고 있고, 체계 내

251) 루만의 사회체계론에 대한 유사한 예에 관해서는 Cudworth and Hobden 2011, 

p. 43 참조. 

252) 이에 관해서는 김성철, 1996. “북한 체계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이용필 편, 

『南北韓 統合의 複合的 體系모델』 (서울: 신유 외, 1996), p. 201; 변종헌 2011, 

p. 349; 김병로 2016a, p.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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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권력적 

사회체계’와 타 

사회체계의 관계(조감도)

에서 또 다른 하위 체계를 포함하며, 체계 자체도 보다 큰 체계(또는 사

회)에 자리하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크거나 작은 사회체계 간에 위

계질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사회체계 저마다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과, 복합성(우발성) 덜어주기 역할을 다하기 때문이다. 

권력적 사회체계는 국내적으로 통합,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력균형(BOP)

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기

능으로 권력적 사회체계는 갈등에 관한 인식적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타 

사회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복합성을 덜어주기도 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권력적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회체계의 

다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회체계를 동시에 상호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동시에 여러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거듭 강조했듯이 한 사회체계는 다른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작적 기능을 대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면역 체계’로 배척하게 되어 있다. 이 논리에 따르

면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을 둔 햇볕정책은 권력적 사회체계와 긴장관

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이상, 경제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동포애

적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적 사회체계’

에서 배척될 ‘이물질’일 수밖에 없는 

논리이다. 설령 배척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타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법이다. 

햇볕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발 사건이 

거듭 발행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권력적 사회

체계가 이와 같은 타 사회체계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체계’가 다른 

체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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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참조). 즉, ‘권력적 사회체계’는 경제적 사회체계로부터 수

입되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겠으나, 내부화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햇볕정책과 같은 ‘대안적 커뮤니케이션’은, 선형적인 

인풋-아웃풋(input-output) 논리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

된 효과성(effectiveness)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앞

서 언급한 조작적 폐쇄성(operative closedness)과 인식적 개방성

(cognitive openness) 때문이다. 사회체계 간의 관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구조적 연결’이다. 즉,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것의 매체로서의 행위와 그 행위를 인식하는 행위

자를 필요로 하지만, 물질적 기반이라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한다

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권력을 행사한

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법적 사회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체계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과, 우발성을 덜어주는 역할을 재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적 사회체계를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어디까지나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나, 권력적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아직 경험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분단 현실에서 짐작되

는 권력적 사회체계를 경험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회체계론과 이론

적으로 양립 가능하여, 사회체계론이 제시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을 탐지

할 수 있는 자기 발견적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경험적 부분에서 이용할 자기 발견적 틀을 소개하고자 한다.

4) 자기 발견적 틀: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

이제까지 루만의 이론적 틀을 여러 면에서 조명하고, 분단 현실을 

둘러싼 ‘상황(Fall)’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묘사함으로써 루만이 제기한 

‘첫 질문’에 간략하게 답하였다. 다음으로, 이론적으로 묘사한 사회체

계의 배후에 작용하는 역학관계(‘Was steckt dahinter?’)를 ‘재기술’

함으로써, 그러한 역학관계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루만의 

‘두 번째 질문’253)에 응답하기로 한다. 

253) Luhmann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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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계는 우발성 및 준거적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행위자들

이 접속하는 자기준거적 틀을 제공하면서, 그의 지속성과 원동력을 행위

자들이 품고 있는 ‘기대에 대한 기대’로부터 부여받는다고 설명하였

다.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적 구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주장한 대로 도발 혹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합리적인 동기를 포함하나254), 행위자들의 상호적 기대로 형성된 

이차원적 관점(second order perspective)으로부터 비롯되는 역학에 근거

를 두고 있다255). 따라서 사회체계론이 속하는, 성찰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제기하는 ‘무

엇’(was·what?)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

게’(wie·how?) 가능했는지256)를 추궁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준거로서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루만은 이러한 맥락에

서 일찍부터 인과관계(예를 들어 행위자의 동기)를 해명하려는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를 비판하였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귀납·

연역적 추론을 통해 가설 설정 및 검증을 위해 현실에 근접하기를 ‘희

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257). 예를 들어,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할 때,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258). 

254) 즉, 합리성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목적(Zweck)’은 ‘사회체계’ ‘운영 방

식’의 일부일 뿐이다. Luhmann, Niklas, Zweckbegriff und Systemrationalitä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p. 44 참조. 

255) Bohnsack, Ralf, Rekonstruktive Sozialforschung: Einführung in Methodologie und 

Praxis qualitativer Forschung (Wiesbaden: Springer, 1999), p. 68. 

256) Bohnsack, Ralf; Nentwig-Gesemann and Nohl, Arnd-Michael, „Einleitung: Die 

dokumentarische Methode und ihre Forschungspraxis,“ in Bohnsack, Ralf; 

Nentwig-Gesemann, Iris and Nohl Arnd-Michael (eds.), Die dokumentarische 

Methode und ihre Forschungspraxis: Grundlagen qualitativer Sozialforsch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pp. 12-13; Wendt 1999, 

p. 78 참조. 

257) Luhmann 1984, pp. 648-649 참조. 

258) Bohnsack 1999, p. 15; Bohnsack, Ralf, “Typenbildung, Generalisierung und 

komparative Analyse: Grundprinzipien der dokumentarischen Methode,” in  

Bohnsack, Ralf; Nentwig-Gesemann, Iris and Nohl, Arnd-Michael  (eds.). Die 

dokumentarische Methode und ihre Forschungspraxis: Grundlagen qualitativer 

Sozialforsch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p. 22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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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만에게 눈엣가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인식론에 따르는 비판적 합

리주의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방법’을 사회적 현실과 거리가 먼, 부

풀린 ‘방법론’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59). 비유하자면, 이

러한 방법론은 현실의 섭리를 지식 생산의 근거로 두는 것이라기보다 지

식 생산의 근거를 방법론의 절차에 두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루만은 자

연과학에서 본뜬 방법(론)과 사회적 현실과의 양립 가능성을 지극히 의

심하고 있는 것이다260). 

이에 비해 루만은 사회체계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찰

(Reflexion)’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사회체계의 커뮤

니케이션에 응하는 행위자들은 그의 인식적 용량을 이미 커뮤니케이션으

로 소진하기에 행위가 사회체계의 기대적 구조 하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없게 되는 ‘맹점(blinder Fleck)’을 가지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으며, 사회체계론이 제공하는 인식론적 관점을 통해 그 사실을 귀추

(abduction)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261). 그는 이차원적 관점에서 이

루어지는 지식 생산 방식을 “현실과 지식 간 즉각적 연속체를 중단”하

여 “과학적 연구가 스스로를 깜짝 놀라게 하는”262) 것으로 묘사한다. 

루만의 입장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경험적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절차상의 결점과, 특히 연구에 대한 상호주관적 

이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큰 결점을 가져온다263). 다시 말해, 루만의 

259) 이에 관해서는 루만은 ‘방법론적 실용주의(methodologischer Pragmatismus)’를 

비판의 핵심으로 거론한다. Luhmann, Niklas, 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0), p. 510.

260) 이에 관해서는 Bohnsack 1999, pp. 15-16 참조.

261) Emmerich, Marcus and Huber, Christina, “Konsequenzen für die 

Erkenntnistheorie (12. Kapitel),“ Horster, Detlef (ed.),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Berlin: Akademie Verlag, 2013), p. 152 참조.  

262) “Methoden ermöglichen es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sich selbst zu 

überraschen. Dazu bedarf es einer Unterbrechung des unmittelbaren Kontinuums 

von Realität und Kenntnis, von dem die Gesellschaft zunächst ausgeht”. 

Luhmann 1997a, p. 37. 

263) 이에 관해서는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  

„Systemtheoretisch Beobachten,“ in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a (eds.), Die Methodologien des Systems: Wie kommt man zum 

Fall und wie dahint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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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법은 귀추법에 입각한, 논리적으로 유효한 추론법을 제시하지만, 이

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다루는 독자에게는 상호주관적으

로 따르는 분석 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천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비록 루만이 제시하는 자기 발견적 틀이 아니더라도, 

루만의 사회체계론과 어느 정도까지 양립 가능한 인식론과 경험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발견적 틀을 모색해 본

다.

여기서 루만과 함께 빌레펠트 대학교(Universität Bielefeld)에서 지

내면서 루만을 박사학위 제2심사위원으로서 상대할 정도로 두터운 학문

적 관계264)를 가진 본사크(Ralf Bohnsack)의 ‘기록적 방법

(dokumentarische Methode)’을 주목한다. 본사크는 루만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만하임(Karl Mannheim)265)의 지식사회학(Wissenssoziologie)과, 이

를 토대로 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 of Sociology)를 자신의 자기 

발견적 틀의 근거로 삼는다.266) 따라서 본사크가 루만과 똑같은 이론

적·자기 발견적 틀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는 루만의 

기대적 구조를 만하임의 ‘정신적 구조’ 또는 ‘정신 현실’로 해석하

며,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과 이를 주도하는 ‘기대’ 개념을 만

하임의 ‘커뮤니케이션적 지식(kommunikatives Wissen)’과 ‘접속적 지

식(konjunktives Wissen)’으로 해석한다. 이는 동시에, 루만의 사회체계

론의 이론적 틀과 유사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적으로 발견해

326 참조.

264) Vogd, Werner, „Methodologie und Verfahrensweise der dokumentarischen 

Methode und ihre Kompatibilität zur Systemtheorie,“ in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a (eds.), Die Methodologien des Systems: 

Wie kommt man zum Fall und wie dahint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0), p. 124 참조.

265)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을 인식론적 원천으로 삼았으나 이것이 사회체계의 이론적 

기반을 결여하기 때문에, 만하임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지 못하여 마치 절

대적인 관점으로 취급한다고 루만은 비판한다. 이와 달리 루만은 구분법이라는 

점에서 사회체계의 관점을 사회체계론이 관찰하는 일차원적 관점과 차원 이외에

는 별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구분법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는 사회체계론을 절

대적 입장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Luhmann 1984, pp. 651-657 참조.    

266) Bohnsack, 1999, pp. 8, 34, 64, 67, pp. 164-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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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자기 발견적 틀까지 제공한다. 

여기서 만하임의 비유를 빌리자면 접속적 지식이란 능숙한 손놀림

으로 신발끈을 묶는 것과 같은데, 그 동작은 수월하게 실행되는 만큼 이

론적으로 설명하거나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접속적 

지식은 ‘비(非)이론적(atheoretisch)’ 지식이나 ‘아비투스’와 같은 것

이 된다267). 행위자들은 한 사회체계’의 틀 안에서 이 실천적인 지식을 

매일같이 경험하지만, 의식적으로 성찰하지는 못한다. 본사크는 행위자

와 상관없이 ‘외부적(exterior)’으로 실재하는 ‘집단적 지식결합’을 

‘재구성’268)하는 것이 기록적 방법이 해내야 할 과업269)이라고 한다. 

사회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이 그의 일정하고 끊임없는 작용 패턴을 통

해 탐지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긴다는 가정270)은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 이 맥락에서 기록적 방법이 이중적 의미로 ‘기록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방법은 문서화된 대화, 회고록, 자서전 등 개인이나 집단이 

남긴 자료271)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 ‘기록적’이다. 사회

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행위자의 생각을 단편적

으로 투영하는 ‘문서(Dokument)’ 자체가 이에 대한 ‘단서

(Hinweiß)’로서 파악된다272). 그러나 행위자나 집단에 의해 서술된 내

용은 이차원적 차원의 사회체계적 역학관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행간에서 암시할 뿐이다. 예컨대, 일차원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행위자들의 ‘의도적 표현의미(intendierte Ausdruckssinn)’

는 해석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차원적 역학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267) Bohnsack, 1999, pp. 67-68 참조.

268) 본사크는 앞서 인용한 단행본을 『재구성적 사회연구: 질적 방법론과 실습 개

론』(Rekonstruktive Sozialforschung: Einführung in Methodologie und Praxis 

qualitativer Forschung, 1999)이라는 제목 아래서 선보였음을 지적한다.

269) Bohnsack 외 2007, pp. 11-12 참조. 

270) Bohnsack, Ralf, „Dokumentarische Methode und Typenbildung: Bezüge zur 

Systemtheorie,“ in John, René; Henkel, Anna and Rückert-John, Jana (eds.), Die 

Methodologien des Systems: Wie kommt man zum Fall und wie dahint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0), pp. 124-125 참조.

271) Bohnsack 1999, pp. 77-78, 188-189; Bohnsack 외 2007, pp. 20-22. 

272) Bohnsack 1999,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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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273). 여기서 해석이란, 행위자들이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접속적이

거나 비(非)이론적 지식(루만의 ‘이해’에 해당)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성찰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재

기술’하는 것이다274).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행위자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예를 들어 도발)를 일정하게 다루는 문맥(루만의 ‘관계’에 해당)

을 비교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결한 절차가 된다275). 본사크가 

제시하는 자기 발견적 틀은 바로 이 상호주관적 절차상에서 또한 ‘기록

적’이라 볼 수 있다. 즉, 후술하겠지만, 그의 자기 발견적 틀은,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 상호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

는, ‘재구성적’ 성찰 틀을 제공한다. 한 학자에 의하면 본사크의 업적

은 만하임을 포함한 시키고 학파는 해내지 못한, 그리고 루만이 원칙적

으로 거절한 작업을 해낸 데에 있다276). 즉, 본사크는 사회체계론과 만하

임의 지식사회학의 인식론적 가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경험주의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자기 발견적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루

만에 따라 귀납법·연역법과 사전가설로 연구 자체를 ‘방법론’에 종속

시키는 가설검정론을 반대하고, 추론법에 있어서 성찰적 귀추법을 고수

한다. 즉, 경험적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론’에서 

기인하기보다, 사회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을 상호구성하는 행위자의 언

어 사용에 녹아 들어가 있는 단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루

만에 따라서 본사크는 ‘방법론’을 귀납적·연역적 지식생산의 근거가 

아니라, 상호주관성을 수반하는 성찰적 지식생산의 형식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277).

본사크가 제시한 형식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273) Bohnsack 1999, p. 79. 

274) Bohnsack 1999, p. 143, 183. 

275) Bohnsack, Ralf, “Rekonstruktive Sozialforschung und der Grundbegriff des 

Orientierungsmusters,” in Siefkes, Dirk; Eulenhöfer, Peter; Stach, Heike and 

Städtler, Klaus (eds.), Sozialgeschichte der Informatik. Studien zur Wissenschafts- 

und Technikforschung (Wiesbaden: Deutscher Universitätsverlag, 1998), pp. 

109-110; Bohnsack 2010, p. 303 참조. 

276) Vogd 2010, p. 123 참조. 

277) Bohnsack 1999, pp. 186-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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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 의해 거론된 주제들을 ‘서술적 해석(formulierende 

Interpretation)’을 통해 상위 및 하위 주제로 구분하여 재정리한다278). 

내용 분석(content-analysis)에 해당하는 첫 단계에는, 행위들이 어떤 주

제나 내용을 준거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일차원적인 ‘무엇

(was·what?)’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79). 이는 루만의 사

회체계론에서 알 수 있듯,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

이션의 일차원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로 대화 기록 전체나 회고록 전

체는 규모와 분량 상에서 방대할 수도 있기에, 첫 단계 시작에 앞서 연

구의 대상이 되는 시퀀스들은 연구 주제의 관련성에 따라 미리 추려낼 

때도 있다280).

둘째 단계인 ‘성찰적 해석(reflektierende Interpretation)’은 특정

한 행위자들이 거론하는 주제(‘무엇’)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들이 거론한 주제들이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wie·how)’ 처리되는

지에 주목한다. 특히 높은 ‘비유적 농후도(metaphorische Dichte)’와 

행위자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준거적 패턴들을 눈여겨 살펴본다281). 

이 점에서 기록적 방법은 귀납적·연역적 추론법에 의존하는 가설검정론

이 아니라, 규칙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해내는 귀추적 성찰

법임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은 추론 과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본격적인 비교 과정이다.

셋째 단계에 해당하는 ‘유형 형성(Typenbildung)’은 행위자들의 

유사한 준거적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체계나 집단적 지식결합의 기대

적 구조가 형성하는 일정한 패턴들을 부각시키면서도, 행위자 저마다 다

른 사회적 역할이나 ‘주변 여건(Milieu)’에 따라 거시적 유사성 속에서

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282). 따라서 유형 형성 과정의 목적은 마치 

밀(John Stuart Mill)의 ‘최대상이체계분석(Most Different Systems 

Design)’처럼 차이 속에서 유사성을 탐지함으로써 사회체계나 집단적 

278) Bohnsack, 1999, p. 36, pp. 149-150. 

279) Bohnsack 외 2007, p. 15. 

280) Bohnsack 2007, p. 233. 

281) Bohnsack 1999, p. 36, pp. 150-151.

282) Bohnsack 1999, pp. 40-41. p. 152, p. 183, 189; 2007, p. 236, 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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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결합의 존재 및 운영 방식을 지시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 행위자들

이 그들의 다른 사회적 역할에 따라 사회체계를 조금씩 다르게 구성한다

는 것을 더불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시퀀스에서 탐지한 

결과의 방법론적 신뢰성(reli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얼마

든지 다른 행위자와 다른 시퀀스로 확장할 수 있다283). 끝으로 이루어지

는 ‘사례분석(Fallbeschreibung)’은 비유적 농후도가 높은 예시와 더불

어, 도출된 결과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284). 

요약하자면, 사회체계론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차원에서 작용한

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분단 현실에서의 ‘권력적 사회체계’ 메커니

즘을, 경험적으로 발견해내기 위한 도구로 위와 같은 본사크의 자기 발

견적 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백낙청 분단체제론과 사

회체계론 사이에 존재하는, 분단 현실에 대한 주요한 차이점과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5) 소결: 양 접근의 주요 차이와 쟁점 비교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의 소결로서,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된 분단

체제론과 대안적 접근으로서 사회체계론 간의 주요 차이 및 쟁점을 비

교·정리하고자 한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론적·사상적 영향을 받은 결과로, 그의 인식론적 관심으로서 사회적 

계몽을 내세운다고 확인하였다. 즉, 백낙청은 분단 현실을 국민·인민을 

남북한 지배세력의 합작관계로 수직적(하향식)으로 종속시키는 ‘체

제’(regime)로 환원시키며, 이에 대한 실천적 연장선상에서 변혁과 개량

이라는 명목으로 체제적 해방을 주창한다. 이처럼 묘사된 분단체제론은 

연구대상과 연구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기술’에 해당하기

에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여야 간의 주관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

다. 

이에 비해 필자가 대안적 접근으로 끌어들인 루만의 사회체계론은 

283) Bohnsack 1999, pp. 159-160 참조. 

284) Bohnsack 1999, pp. 155-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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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처럼 교조적이며 절대적인 입장일수록 객관적 토대를 결여한다

는 뜻으로 그의 인식론적 관심으로 ‘계몽에 대한 해명(Abklärung der 

Aufklärung)’285)을 제시하면서, 실천론에 있어서 이론의 통찰력에 의해 

사회적 개혁의 여지를 태연한 입장과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모색한다. 

사회체계론은 사회적 현실을 특정한 ‘구분법’으로 구성된 커뮤

니케이션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론적 개인주의(epistemological 

individualism)를 넘어, 주관성이 배제된 ‘타자기술’286) 혹은 자기준거 

패러다임을 확립한다. 필자는 앞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분단 

현실을 일차원적 관점에서 도발이라는 합리적인 형태에 대한 상호적 

‘이해’만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이차원적 관점에서 권력적 사회체계에 속하는 구성원(국가)들이 타국이 

자국과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시킨다. 이는 분단 현실을 

둘러싼 주요 변수가 되겠지만,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거시적이거나 미

시적 사회체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체

계란 이중적 우발성에 관한 대칭성 문제가 우연히 해결된, 후험적 동질

성의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분단체제는 국민·인민에게 선험적으로 주어

진 통합 정신의 상호주관성과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서 비롯되어, 물질

주의에서 그의 원동력을 찾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억압당

하게 된다는 종속론을 주장하는 분단체제론과 달리, 수평적인 체계 개념

을 제시하는 사회체계론은 과학성을 첨가하는 동시에 관념론·규범론을 

배척하는 접근이다(표 1-2 참조). 이하에는 앞서 설명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 보도록 한다.

285) Luhmann, Niklas, Soziologische Aufklärung 1: Aufsätze zur Theorie sozialer 

Systeme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1), pp. 66-86 참조.

286) König 2012, pp. 68-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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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분단체제론 사회체계론

인식론적
범위

인식론적 관심
§ 사회적 계몽 
§ 실천적 해방

§ ‘계몽에 대한 해명’
§ 태연한 관찰에 의한 

신중한 개혁 도모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관계

‘자기기술’ ‘타자기술’

사회적 
범위

사회의 구성원/요소 개인/집단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개념
‘행위’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기반 상호주관성 ‘기대에 대한 기대’

사회의 단위
수직적 체제 대 
수평적 생활세계

수평적·‘자기준거적 
사회체계’

사회의 성질
선험적 동질성
(일반/단일)

후험적 동질성
(일반/복수)

진단 
및

처방

사회의 발전 경로 선형적 목적론 발생적 진화론

이론적·실천적 관심

§ 체제적 제한을 
해명

§ 사회적 통합 
추진

§ 사회체계적 ‘운영 
방식’을 해명

§ 자기준거 하에서 개혁 
여지 모색

＜표 1-2＞ – 분단체제론과 사회체계론의 이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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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남북한·동맹국의 도발 추세와 햇볕정책

IV. 기록적 방법을 통한 햇볕정책 ‘재기술’

1. 햇볕정책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사례 선정

앞서 지적했듯 김대중 햇볕정책 시기에는 비록 여러 가지 타협 및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관계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었으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재발을 예방하지는 못했다. 이에 관하여 〈그림 2-4〉를 

참고하면 김대중 햇볕정책 시기(1998-2003)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및 동

맹국을 겨냥한 도발 사건의 빈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287).

287) 〈그림 2-4〉는 《The Guardian》이 제공한 남북한 분쟁 일지를 토대로 작성하

였다. 여기서 ‘도발’이란 남북한 혹은 동맹국을 겨냥한 권력적(언어적·정신

적·상징적 위협 사건) 또는 폭력적 사건을 의미한다. 주요 ‘도발 사건’는 1968

년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1969년 요도호 항공기 납치사건,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1974 육영수 암살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

러,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8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광명성 2호 

발사,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과 북한 핵확산금지 조약

(NPP) 탈퇴이다. The Guardian. 2013. “Incid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ttps://fusiontables.google.com/DataSource?dsrcid=317611#rows:id=1 (검색

일: 2018년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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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루만적 관점에서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대중매체에 의해 

‘선발’된 현실288)로서 객관적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개략적으로나마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추세를 그려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처럼 여러 크고 작은 도발 사건의 형태로 드러나는 권력적 커뮤

니케이션의 재발 사건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증명하기보다 기록적 방

법의 관점에서 그것에 관한 ‘단서’가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사례 연구

의 가장 작은 분석 단위인 스냅숏(snapshot)289)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 

맥락에서,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설명력,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들

의 관점이 녹아 있는 자료(회고록 등), 기록적 방법의 틀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의 유무 등,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나 스냅숏은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틀 안에서 그려낸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은 분단 현실에서 경우에 따라 능동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늘 작용

하지만, 이러한 작용을 경험적으로 예시하기 위해 정치 및 군사 조직 결

정자들의 회고록 등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전제조건이 된다. 본 연구

에는 앞서 설명한 바를 고려하여, 두 차례의 연평해전이라는 스냅숏으로 

햇볕정책을 단편적으로 ‘재기술’하고자 한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단편적 스냅숏 연구 사례로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연평해전은 김대중 취임 이후 발생한 최초의 중대 사

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과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 차원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제1차 연평해전은 

당대 남북한 화해정책이 절정이었던 햇볕정책에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의 재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측이 뒤이어 발생한 제2차 연평

해전을 제1차 연평해전과 연관된 사건으로 보는 점은 루만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상정되어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주관적 ‘이

288) Luhmann, Niklas,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6) 참조.  

289) ‘스냅숏’이란 시기적으로 정해진 한 특정한 사건의 전개를 시간적 추이에 따

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단위로 파악된다. Thomas, Gary, “A Typology for the 

Case Study in Social Science following a Review of Definition, Discourse, and 

Structure.” Qualitative Inquiry, Vol. 17, No. 6 (June, 2011), p. 5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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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계를 잘 보여준다. 

둘째, 앞서 지적했듯, 두 차례의 연평해전에 대해 기록적 방법이 

요구되는 기록들(회고록)은 주로 남한 주요 정책결정자 측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들에 주변 국가들이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서 남북한에 초점을 두면서 단편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을 

선정한다.

셋째, 거듭 강조하지만, 본 연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

라, 상정한 권력적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발견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남한 측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들의 기록을 성찰적 귀추법

으로 분석한다. 비록 본 연구는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을 선전매체인 『로

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더라도, 행위자 차원에서는 남한 측에 중점을 

둔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즉, 동어반복

을 극복한 자기준거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양측에서 유사한 상호적 행위 패턴에 상응하는 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정

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측의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일지라고 가정한 패턴을 충분히 발견해냄으로써 유효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 예비고찰: ‘자기준거적’ 경계로서의 NLL

본 논문에서는 국경을 한 국가의 자기준거적 경계로 확인한 바 있

다. 이는 연평해전에서 변수가 된 소위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을 둘러싼 논의에 중대한 함의를 준다. 스냅숏 연구에 

관한 예비 고찰로 NLL의 의미를 자기준거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검토하

기로 한다.

첫째, NLL은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른 전투의 재발 가능성(우발성)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클라크

(Mark Wayne Clark) 유엔군사령관은 그 과정에서 정전 이후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군사분계선으로서 NLL을 북한에게 일방적으

로 선포하였다290). 

둘째, 이처럼 탄생된 NLL은 서해·동해에서 영토의 연장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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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영해를 구분함으로써 사태적 차원(‘남’과 ‘북’)에서 우발성

을 배제하는, 일종의 해상 완충지대로 기능한다. 즉, NLL은 북한 해군에

게 남방의 한계선, 그리고 남한 해군에게 반대로 북방의 한계선을 설정

하였다291). 

셋째, 이렇게 구성된 NLL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유엔(UN) 또는 미국 정부는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것292)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NLL에 관한 남북한의 

묵시적 합의는 시간적 차원에서 그의 확정성을 잃어, 적어도 1973년부

터293) 남북 간 갈등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전에 해소되었던 우발성이 되

살아나게 되었다. 

넷째, 비록 법적인 근거가 없어 NLL을 영해를 구획하는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루만적 의미의 ‘경계보존’ 차원에서 남과 북은 모두 

NLL을 그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LL을 둘러싼 불확정성(우

발성)은 한 측이 다른 한 측의 항해 행위를 경우에 따라 영해침범 행위 

혹은 도발로 ‘알아봄’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차원의 상호적 경멸은 권력적 커뮤니케이

션의 지속을 위한 조건이 된다. 해상에서 ‘힘겨루기’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스냅숏으로 ‘재기술’하는 연평해전

이하에 발췌된 군사·정치 조직 결정자의 회고문은 각 행위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임을 밝힌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재기술’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政), 김진

호 합동참모의장(軍), 그리고 통일부장관(政)과 대통령 특사(政)를 역임한 

임동원의 회고록을 원용하였다. ‘재기술’이란 루만적 의미에서 군사·

290) 필자 강조. 전동진.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통일전

략』, 제8집 제3호 (2008), p. 51, 59, 62, 75 참조.  

291) 전동진 2008, p. 59.

292) 이는 적어도 저자의 논문이 출간된 2008년까지 해당하는 사항이다. 전동진 

2008, pp. 59-60. 

293) 전동진 2008, p. 52,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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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직 결정자들이 특정한 행위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눈여겨보면

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사회적·시간적 차원을 해석하는 것

이다. 기대적 구조의 단서로서 습관적 행위 패턴을 탐지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군사·정치 조직 결정자들이 서해교전에 대해 회고한 

주요 내용을 발췌문으로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배열 형식에 의해 기술

적 해석을 거쳐 보다 세부적인 서술 형식으로 성찰적 해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례해석에 앞서 유형 형성을 진행하기로 한다.

1) 제1차 연평해전의 ‘재기술’: 기술적·반성적 해석

(1) 김대중 대통령(政)

1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6월 15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2 우리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  

3 측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자 우리 해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 북한 어뢰 

4 정 1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1척은 대파되었다. 나머지 북한 경비정 4척  

5 도 파손된 채 퇴각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6 우리 측 피해는 경미했다. 내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천명한 대북 정책 

7 의 3대 원칙 중 첫 번째인 “북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8 다”는 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었다. 

9 교전이 있기 전에 이미 연평도 앞바다에는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있었

10 다. 해마다 6월이면 북한 어선들이 꽃게를 잡으러 북방 한계선(NLL)을 

11 넘어왔다. 그러면 우리 해군 고속정이 출동하여 이들을 몰아내곤 했다. 

12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5~6척의 북한 경비정들이 함께 내려와 꽃게잡 

13 이 어선단을 보호하고 있었다. 6월 4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려 

14 왔다. 우리 경비정이 접근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15 모든 촉각이 연평도 앞바다에 집중되었다. 우리네 포용 정책을 북한 측 

16 에 그토록 알아듣게 설명했고, 남북 차관급 회담이 6월 21일 베이징에

17 서 열릴 예정인데도 왜 그런 도발을 계속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18 ‘무엇을 실험하려고, 무엇을 노리고, 누구를 겨냥해서 저렇듯 무모한  

19 시위를 하는가. 혹시 북한 내부에 강·온 갈등이 있는 것인가’. 

20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한밤중에 조성태 국방장관한테서 

21 전화가 왔다. 장관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나는 네 

22 가지 작전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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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첫째, NLL을 반드시 확보하라. 둘째, 선제 사격을 하지 말라. 셋째,  

24 북이 선제공격을 할 땐 강력히 응징하라. 넷째,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25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26 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토록 지시

27 했다. 조국방장관은 대형 함정들을 동원하여 북한의 함정들을 NLL 밖

28 으로 밀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그러한 ‘밀어내

29 기’ 작전 구상에 동의했다. 사실 나는 네 가지 지침만을 주었을 뿐 그 

30 이후 모든 것은 군에 일임했다. 군사 지식이 빈약하다는 것을 내 자신

31 이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면 한 치의 빈틈도 

32 없이 정교해야 할 군사 작전을 그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애만 

33 태웠다. 

34 6월 15일에도 북한 함정과 어선이 NLL을 넘어왔다. 우리 측의 거듭된 

35 철수 경고를 묵살하고 있었다. 아침 9시 30분경 우리 해군 함정들이 북

36 한 함정들을 북으로 밀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그야말로 힘겨루기를 했

37 다. 힘에 부친 북한 함정이 견디지 못하고 먼저 사격을 가했다. 우리 

38 함정이 즉각 응사했다. 이후 포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포성은 14분 

39 만에 멎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 북측은 사망자가 30명이 넘었 

40 다.

41 우리 장병들은 늠름했다. 언론은 이를 연평해전이라고 명명했다. 물론 

42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해도 남과 북이 교전을 벌인 것은 참으로 안타

43 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다시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19 

44 99년6월 서해교전은 제13차 연평해전이라 부르며 구분하여 기억하고 

45 있다. 그레그 전 주한 대사는 훗날 역대 어느 정부도 북한의 도발(삼척 

46 무장공비 침투 사건, 김신조 사건 등)에 응징한 경우가 없었는데 ‘국

47 민의 정부’만이 이를 철저하게 응징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48 제1차 연평해전은 햇볕 정책이 순진한 발상이거나 유화정책이 아니라

49 는 것을 내외에 보여 주었다. 이 정책은 내가 누차 강조한 대로 강한 

50 힘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294).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1차 연평해전 (1-49)

294)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서울: 삼인, 2010), pp. 187-189.



- 81 -

(2) 주제: 북한 연평해전 초래함 (1-3)

(3) 하위주제: 북측 큰 피해 입음 (3-5)

(3) 하위주제: 아군 햇볕정책 도발 불용납론 실천에 옮김 (6-8)

(2) 하위주제: 북측 NLL 고의적으로 침범함 (9-14)

(2) 주제: 북측 햇볕정책 기본원리 어겼으므로 도발 강행함 (15-17)

(4) 하위주제: 북한 도발 이유 헤아림 (17-19)

(5) 하위주제: 폭력 행사 보류하는 NLL 방어책 확립 (20-25)

(6) 하위주제: 대통령 명령으로 NSC에서 ‘밀어내기' 확정 (26-32) 

(2+6) 주제: ‘밀어내기’ 작전 실시, 북측 선제공격 가함 (33-36)

(3) 하위주제: 남측 해군 의해 대파됨 (36-40)

(3) 하위주제: 남측 해군 승전, 남측 강한 입장 증명함 (41-49)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 자체, (2) 북한 도발 주

장, (3) 남한 군사적 우위, 북한 열위 주장,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응책 고안, (6) 도발 대응책 실천이다. 

나. 성찰적 해석

김대중 대통령은 제1차 연평해전에 대한 경위를 세부적으로 회고

하기에 앞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에서 남한 해군

에 비해 북한 해군의 피해가 막대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권력적 커

뮤니케이션에 의해 강자와 약자가 도출되었다는 입장을 내비친다(3-5). 

이번 사건의 권력적 대결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남한의 실질적 폭력으로 

응전(應戰)된 것은, 북한이 선발 제안으로서 먼저(“먼저 선제공격”, 3) 

제안한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인했다고 본다. 나아가 김대중은 햇볕

정책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제기

하는 위협적 태세를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므로, 김대중의 관점에서 이에 

도전하는 북한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6-8). 이를 통해 북

측이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선발 제안을 던져준 결과, 권력적 커

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경멸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전(正戰) 개념

에 의해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는 계기를 남측에게 제공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제1차 연평해전의 경위를 서술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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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회고록의 발췌문을 관통한다.

김대중이 회고하기를, 북한 어선들은 매년 꽃게철에 NLL을 침범해 

왔다. 이럴 때 단순히 남한 해군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암묵적 위협 혹

은 상징적인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제기되고 곧바로 효과를 거두어, 상

황에 대한 우발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9-11).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선박은 군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해군은 일종의 ‘경계보존’ 

반응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몰아내곤 했다”(11)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 어선을 동행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서술된 북한 함정의 출몰은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제기하는 행위를 바로 도발로 

‘알아보지’ 않고, 망설이는 입장을 회고한다(18-19). 이에 이어 국방장

관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21)는 보고와 김대중의 강경한 작전지

침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

을 암시한다. 이에 관하여 특히 김대중의 작전지침이 중요한 단서가 된

다. 그의 NLL 확보 명령은 남한 사회가 기대하는 ‘경계보존’의 맥락

에서 최우선 지침이다. 선제사격 금지라는 도덕적 행동 명령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을 보여준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할 때(가

정형) 응징하라는 행동명령은 여기서 북한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응전(應戰)하라는 행동 명령을 제기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교전 확전 예방 명령은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정전(正戰) 사고가 커뮤니케이션의 

대칭성에 따라 맞불전략(Tit for Tat)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3-25).

이렇게 확립된 김대중의 작전지침을 구체적 행위 혹은 커뮤니케이

션으로 옮기기 위해 그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떠맡겼다고 한

다(28-32). 결국 대통령의 작전지침을 토대로 NSC는 남한 해군의 단순한 

군함이 제기했던 암묵적 위협보다 한층 더 노골적인 “‘밀어내기’ 작

전”(28)을 고안한다. 이렇게 고안된 대응 조치는 결국 15일에 실시된다. 

김대중의 진술에 의하면 “바다에서 그야말로 힘겨루기”(36)를 제기한 

‘밀어내기 작전’에서 북측 함정들이 남한 함정에 의해 밀려나자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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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격”(37)을 개시한다. 남한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 기대를 

현실화한 북한은 남한이 이에 응하게끔 유도한다. 북한 해군은 밀어내는 

‘힘겨루기’의 틀 안에서 약자로 인식될 까봐 염려했는지, 혹은 김대중 

서술에서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파악되는 

‘밀어내기 작전’을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는지295)가 여기서 미지수로 남는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해

군이 입힌 피해를 남한의 경미한 피해와 비교하여 폭력적 커뮤니케이션

을 둘러싼 사건을 남한 해군의 “승리”(42)로 ‘알아보는’ 김대중의 

입장이다(38-42). 김대중은 사회적 차원에서 교전 발발 사실에 대해 유감

을 표시(“안타까운 일”, 42-43)하는 한편, 교전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최초로 응징했다는 점에서 ‘승리’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승

리’를 사태적 차원 외에도 시간적 차원에서 회고한 바 있다(43-47).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제1차 연평해전을 제2차 연평해전과 연결시킴

으로써, 창발적으로 발생한 교전 사건을 통해 NLL을 둘러싼 해역에서 

남과 북은 상호주관적 이해가 성립하는 권력·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을 형

성할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43-45). 이에 관해서 북측은 『로동신문』을 

통해 남한 해군이 선제공격을 개시했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하면서 

특히 남한 해군의 들이받는 공격을 규탄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입은 큰 피해를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296). 이를 종합하자면 남한은 연평해전에서 ‘승자’로 떠올

랐다고 자평한 것처럼, 김대중도 지적하듯, 인식 상에서 ‘약한 대북 정

책’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48-50). 이에 비해 북한은 간

접적으로 패전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남한의 부당한 폭력 행사

를 고발하는 입장이다.

(2) 김진호 합동참모의장(軍)

1 1999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해군작전사령관 서영  

295) 군사통의 증언을 수렴한 김종대는 ‘밀어내기’라는 것이 오히려 “선체 충돌 

방식”의 “래밍(raming)”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종대 2013, p. 81 참조.

296)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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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독이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구역에 북한 함정이 어선을  

3 가장해 침범했습니다. 꽃게잡이 명분으로 자주 침투하는데 어떻게 할  

4 것입니까?”

5 우리 군의 해상 교칙에는 북한한계선(NLL)을 넘어오면 1차 경고방송,  

6 2차 경고사격, 3차 위협사격, 4차 격파사격을 하도록 대응지침이 정해 

7 져 있다. 나는 해군작전사령관에게 “교전 규칙대로 하라”고 지시하였  

8 다. 정부에서는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았기에 ‘교전 규칙대로’ 하기보

9 다는 좀 더 순화된 방식의 대응을 고심했다. 과거에도 꽃게철만 되면 

10 조금 넘어 와도 봐주고 물러서곤 했는데, 이번에는 2척이 오면 우리 측

11 은 4척이 나가고, 4척이 오면 8척이 나가는 식의 상대적 우세 전력을 

12 보여 주는 맞불 작전을 택했다. 북한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

13 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맞섰다. 공방이 계속 되면서 6월 10일에서   

14 12일 쯤 긴장과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15 김대중 대통령이 밤 11시에 합참의장 공관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첫 

16 째, 북한 배가 절대로 NLL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둘째, 먼저 사격 

17 을 하지마라. 셋째,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장병이 다치면 안된다”라

18 는 가위, 바위, 보와 같은 주문을 하셨다. 대통령은 확실한 영토 수호 

19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20 과도한 충돌은 없었으면 한다.” 

21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 나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잘 받들고 확전

22 이 되지 않도록 상황 통제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대중 대통

23 령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군통수권자로서 응당 

24 해야 할 지침이지만, 우리 군은 주어진 소명 하에 현장을 지휘하여 국

25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영토 수호는 군의 책무가 아닌가. 

26 대통령의 말씀은 사려가 깊었다. NLL을 확실히 지키되 너무 감정적으

27 로 대응해 전면전으로 번지기 않게 해야만 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

28 었다. 혹시 북한의 미사일에 우리 군이 대응 반응을 한다면 한반도는 

29 삽시간에 불바다가 될 ‘화약고’가 NLL 일대의 서북도서 지역이다. 

30 나는 어느새 대통령의 깊은 뜻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장병들

31 을 다치지 않게 하며 영해를 지키자!” 이것이 나의 지휘방침이었다. 

32 나는 합참과 해작사, 2함대사에서 NLL 침범양상과 도발행위를 면밀히 

33 분석하고 예측하여 이를 신속하게 현장지휘관들에게 명확한 작전 지침

34 으로 시달되도록 하였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응하는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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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하달했다. - NLL 침범 시 “후미충돌에 의한 밀어내기” 작전 실시 – 

36 격퇴하되 적의 해안포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 수행 – 북의 선제공격 기

37 도에 대비한 대형구축 – 북의 해상전력보다 절대 우위의 작전세력 투

38 입 – 북의 해안포, 실크웜 미사일에 상시 대비 – 적 도발 시 모든 기

39 용 전력을 동원하여 격멸.

40 6월 15일 오전 9시 7분, 서해 연평도 해상. ‘참수리’ 해군 고속정  

41 325호 정장 안지영 대위의 작전명령이 떨어졌다.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 

42 허욱 대위는 즉각 배의 출력(rpm)을 최대로 높였고, 속도는 순식간에 

43 34 노트(시속 63km)까지 올라갔다. 우리 고속정 2척이 북방한계선    

44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함미를 가격해 일종의 럭비선수처럼 들

45 이받는 ‘배치기 작전’이 개시된 것이다297). 

(중략) 

46 9시 20분, 선제공격을 맡은 고속정 338호가 북한 경비정의 후미를 들 

47 이 받았다. 그때였다. 338호가 북 경비정 선처에 끼여 머뭇거리는 사이 

48 북한 경비정에서 “따다땅땅” 하는 요란한 총성과 함께 25mm 기관포 

49 가 불을 뿜었다. 오전 9시 28분.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아군 고

50 속정의 위기였다298). 

(중략)

51 침몰하는 북한 어뢰정을 뒤로 하고 325호 고속정은 신속히 아군 초계

52 정 뒤로 물러났다. 우리 초계함과 고속정들은 수천발의 기관포를 북한 

53 함정들을 향해 쏟아 부었다. 안 대위 등 부상자는 모두 당시 북측과의 

54 교전을 “삽시간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얘기했으나, 쌍방 포격은 14분 

55 이나 진행됐다. 안 대위 등 해군 장병들은 14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 

56 안 생사를 넘나들며 조국의 영해를 수호해냈다. 조성태 국방장관과 합

57 참 지휘 벙커에서 NLL 해상작전 관련 회의 중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58 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우리 군이 적의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경 

59 비정을 반침시켰으며 경비선 4, 5척을 대파했다.” 우리 아군의 피해는 

60 5명 부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였다299). 

(중략)

61 연평해전의 의의는 자유민주체제 해군이 공산주의체제 해군에 승리한 

297) 김진호, 『군인 김진호 회고록』 (서울: 초록문, 2014), pp. 367-369. 

298) 김진호 2014, p. 370.

299) 김진호 2014,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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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데에 있다. 이번 연평해전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군이 전장의 

63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치른 최초의 남북 정규해군 간의 해전이었다는 

64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군에서는 모든 것을 결과가 말해 준다”는 

65 말처럼 짧은 시간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전과를 거둔 해전이

66 었다. 또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체제가 다르게 반세기가 경과된 후에 

67 공산주의 및 김일성, 김정일 중심의 북한체제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68 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 체제와의 무력충돌에서 대한

69 민국이 승리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체

70 제의 우월성이 전투현장에서의 승리로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1 연평해전 승리의 작전적 요인은 첫째, 강한 교육훈련과 북한의 침범대

72 비 최고도의 준비태세유지 등을 통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의 결과였

73 으며 둘째, 지휘관 중심의 부대 단결과 예하 장병의 강인한 정신력이 

74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합참 해작사 함대사에 이르는 각 작전지휘 제

75 대별로 탁월한 지휘능력과 실시간대 지휘시스템이 작동되었고, 넷째, 

76 내실 있는 전력건설을 통한 우수한 무기체계 확보와 뛰어난 작전 운용

77 의 결과이다. 다섯째, 고속정 경량화 관리를 통한 기동성 향상 및 함정

78 기관의 철저한 정비로 작전 성공을 이루었다300).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서해교전 (1-78)

(2) 주제: 북한 꽃게잡이 명분으로 도발 강행함 (1-4) 

(3) 하위주제: 김진호 교전 규칙 토대로 대응하라 지시함 (5-9)

(3) 하위주제: 상대적 우세 전력으로 작전을 택함 (9-12)

(2) 하위주제: 북측은 감정적으로 맞섬 (12-14)

(3) 주제: 김대중 작전지침 하달 (14-20)

(3) 하위주제: 김진호 대통령 명령에 비해 군인관점 부각 (20-25)

(3) 하위주제: 김진호 대통령 명령 준수하되 의무 다함 (26-34)

(5) 하위주제: 김진호 세부 작전지침 하달 (34-39)

(6) 주제: ‘밀어내기’/‘배치기작전’ 실시 (40-45)

(2) 하위주제: 북측 선제 사격 개시, 아군 위기 (46-50)    

300) 김진호 2014, pp.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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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주제: 남측 해군 강력히 대응, 적군 대파 (51-60)

(3) 주제: 연평해전 북측에 대한 승리로 기림 (60-66)

(3) 하위주제: 체제 우월성 전투에서 승리로 연결됨 (66-70)

(7) 하위주제: 연평해전 승리 요인 분석 (71-78)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의 자체, (2) 북한 도발 

주장, (3) 남한 군사적 우위, 북한 열위 주장,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응책 고안, (6) 도발 대응책 실천, (7) 승리 요인 분석이다.

  

나. 성찰적 해석

군사 조직을 이끄는 김진호 함참의장은 연평해전의 경위를 회고하

기에 앞서 부하 군인을 인용함으로써, 당시 발생한 NLL 월남 행위가 군

사통 내에서 일찍부터 ‘도발’(“꽃게잡이 명분으로 자주 침투”, 3)로 

인식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군사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정

치 조직 지도자와 달리 북측의 행위를 곧바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알아봄’으로써 북측의 동향(動向)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

대로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김진호는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오면”(5) “군의 해상 규칙”(5)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지

침(위협부터 폭력 행사까지, 5-6)이 자동적으로 이행되게 되어 있음을 진

술한다. 김진호가 회고하기를, “정부에서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았기

에”(8) 대응절차를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북측 선박의 NLL 월남 행위를 도발로 

‘알아보지’ 않아 북측에 대한 강경대응을 보류했다고 언급하나(8-9), 

이번 사건에서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선발 제안에 따르는 응답으로

서 적함의 척수를 능가하려는 시도와 맞대응(10-14)에 의해 이미 커뮤니

케이션의 비대칭성(A-B-A-B)이 창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진호가 회고하기를,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교전지침을 내

렸을 때였다. 김대중은 단순히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가리키는 

사태적 차원(우열·강약 등) 외에도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

회적 차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덕성301)을 강조한다(15-20). 이에 관하여 

301) 즉, 정전(正戰) 사고를 바탕으로 선제공격을 거절하면서도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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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는 김대중의 확전(擴戰) 방지지침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군인으로

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24-25)는 소명을 거론하여, 

군인 관점으로 그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또 

다른 도덕적 잣대(보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다. 김진호의 “장병

들을 다치지 않게 하며 영해를 지키자!”(30-31)는 다짐은 ‘군사적 우

위’와 ‘보호’라는 두 가지 차원을 분명히 드러낸다. 김진호는 이러한 

고민의 끝으로 김대중 교전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전지침을 내렸다

고 한다. 이는 “NLL 침범 시 ‘후미충돌에 의한 밀어내기’ 작전 실

시”(35)로서 높은 상징적 가치를 지닌 적극적 대응책을 포함한다. 나머

지 대응책(적의 해안포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 수행, 선제공격 기도에 대

비한 대형구축, 절대 우위의 작전세력 투입, 북 미사일에 상시 대비, 그

리고 도발(도전) 시 모든 기용 전력을 동원하여 격멸, 35-39)은 어떤 경

우에도 남한 해군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라는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주

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내건 대응지침은 모두 북

한 해군에 대한 기대(가정형)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김진호의 회고에 따르면, 결국 작전을 실천에 옮기게 한 것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이었다(43-44). 김진호는 ‘밀어내기 작전’을 

“북한 경비정의 함미를 가격해 일종의 럭비선수처럼 들이받는 ‘배치기 

작전’”(44-45)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강도를 김대중의 ‘밀어내기 작

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낸다. 

앞서 지적했듯 그 작전이, 위협 수준에 머무는 권력적 커뮤니케이

션을 넘어 실질적 폭력을 행사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커뮤니케이

션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북측은 남한 해군이 

‘밀어내기 작전’으로 제기하는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단순히 응했든, 

‘밀어내기 작전’에 군사적으로 열등한 모습을 보였기에 폭력으로 이겨

내려고 했든 간에, 북측은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한다(49). 이에 대한 결

과로 “아군 고속정의 위기”(49-50)에 처하게 됨에 따라 남한 해군은 

이들을 구제(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응징하기 위해 강하게 대응한 것으

로 해석된다. 교전은 “삽기간에 벌어진 상황”(54)인 만큼 군사 조직 관

역전하여 적을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도덕적 승자’가 되는 발상이라고 했다.  



- 89 -

점에서 반사적으로 치러졌다는 것이다. 김진호는 교전 사건에 관해서 

“조국의 영해를 수호해냈다”(56)며 북측의 큰 피해에 비하여 아군의 

사소한 피해(58-60)를 언급함으로써 남한 해군이 이번에 군사적 우위를 

차지했음을 시사한다.

연평해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뒤따른다. 김진호가 

보기에 남한 해군이 연평해전에서 거둔 “승리”(61)는 자유민주체제의 

대표로서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승리’가 된다. 따라서 이번 권력적·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은 군사적 우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66-70). 시간적 차원에 있어서 연평해전의 ‘승리’는 “정전협정 이후 

(...) 치른 최초의 남북 정규해군 간의 해전이었다는 데 중요한 의

미”(62-64)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진호는 여기서 승자와 패자를 산출하

지 못한 정전협정을 둘러싸고 남아 있는 우발성을 넌지시 암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남한 해군의 우월성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발성을 조금

이나마 해소한 것처럼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김진호는 

“군에서는 모든 것을 결과가 말해 준다”(64)는 군의 격언을 인용하면

서 선제공격 여부라는 이차적 고려 사항보다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

션이 제기하는 강약·우열을 둘러싼 우발성이 반드시 아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소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평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김진

호는 “강한 교육훈련과 북한의 침범대비 최고도의 준비태세유지 등을 

통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의 결과”(71-72)였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차원

적 관점에서 작용하는 기대를 인상 깊게 보여준다.

(3) 임동원 통일부장관(政) 

1 그런데 남북차관급회담을 6일 앞두고 6월 15일 아침에 서해 연평도   

2 근처에서 남과 북의 해군함정들 간에 교전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3 서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1척 반침몰 상태로 도주하는  

4 등 북측에서는 여러 척이 피해를 입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5 에 비해 우리 측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휴전 이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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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 우리 군이 북한군의 도발을 우세한 입장에서 응징한 것이다. 이것은 

7 김 대통령이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중 “북한의 어떠한 무력 

8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첫 번째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9 것이기도 했다. 매년 6월이면 북한 어선들이 꽃게잡이를 위해 북방한계 

10 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하면 철수하는 일이 반

11 복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6월 4일부터 

12 매일같이 5, 6척의 북한군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꽃게잡이 

13 어선단을 남단에서 보호하며 어로작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 

14 경비정이 접근하여 경고해도 순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의적으로 침범

15 행위를 되풀이했다. 9일에는 우리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에 접근하여  

16 밀어내기를 시도했으나 그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그 무렵 NSC 상임 

17 위원회가 수시로 소집되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초기에는 

18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가용한 모든 정보에 의

19 하면 전반적인 군사정세는 특이한 징후가 없이 평온했고 서해 5도 지

20 역에서도 국지 도발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연평도 인근 꽃게잡

21 이 어장에서만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

22 한이 ‘외화벌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꽃게잡이를 하는 것으

23 로 생각해볼 수도 있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연평도 인근 꽃게잡이

24 는 군인들이 하고 있으며, 할당된 어획 목표량은 전년에 비해 2배”라

25 는 정보 판단이 보고되었다. 특히 꽃게는 북방한계선 북단에는 거의 남

26 아 있지 않고 남단 완충지역에 큰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었다. 

27 그 외에 북방한계선을 무실화하려는 북측의 계획된 도발일 수도 있다

28 는 분석도 있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국제해

29 양법에 따른 12해리 영해’를 주장해왔다.

30 NSC 상임위원회는 ‘북방한계선 고수’ ‘즉각 철수 요구’, 그리고  

31 ‘위반 시의 후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경고한다는 입장을 

32 세웠다.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MDL)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가 유

33 엔군 측 함선이나 항공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34 통제선이다. 국제해양법 개정 이전의 ‘3해리 영해’를 인정하던 때 설

35 정한 것이 지만 휴전 이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해상경계선’으로 

36 기능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1992)에 “해

37 상불가침의 경계 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

38 으로 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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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침범행위를 계속하자 NSC 상임위원회는 “북측 함정들을 북방한계선 

40 이북으로 밀어내기 위해 진해 해군기지로부터 대형 함정들을 증강 투

41 입하겠다”는 조성태 국방장관의 작전 구상에 동의했다. 다만 어떠한 

42 경우에도 선제사격은 불허하며 작전 예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강조했

43 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성태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은 김 

44 대통령도 “북방한계선을 반드시 지키되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는 말라. 

45 그러나 북한이 먼저 발포 하면 단호히 분쇄하라. 또는 무슨 일이 있어

46 도 확전을 방지하라”는 요지의 매우 적절한 훈령을 하달했다. 6월   

47 15일 아침 9시 30분경 철수 명령에 역시 불응하는 북한 함정들에 대해 

48 해군이 ‘밀어내기 작전’을 강행하자 설마하며 버티던 북한 함정들이 

49 당황하여 먼저 사격을 가해왔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엄호하

50 고 있던 우리 함정들이 즉각 대응사격을 함으로써 이후 14분 동안 치

51 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나중에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사망자만 30명

52 이 넘을 정도로 북측 해군의 인명피해는 막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53 이번 사건은 햇볕정책이 결코 ‘유화정책’이 아니라, ‘강자의 정   

54 책’임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302). 

(중략)

55 국민들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응징하고 

56 승전고를 울린 것에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였음에도 야당은 이 사건을 

57 최대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303). 

(중략)

58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서해교전 때도 물론 그랬지만 이런 긴급상황이 

59 발생할 때 남북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할 수 있

60 는 핫라인(직통전화)이나 채널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61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을 통하거나 라디오방송을 통해 북한에 긴급 메

62 시지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다304).

(중략)

63 6월 22일부터 베이징에서 우리 측 양영식 통일부차관이 북측 박영수 

64 책임참사와 마주 앉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북측은 “남측의 계획적

65 이고 고의적인 엄중한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담

302) 임동원 2015, pp. 344-347.

303) 임동원 2015, p. 350.

304) 임동원 2015,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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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보하라”고 요구하며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거부하고 회담을 4일 후에 

67 재개하자고 제의했다305).

(중략)

68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스스로 도발한 서해교전 사건을 구실로 회담에

69 서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개탄하고, 이미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70 문제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의 경직된 자세는 전혀 수그

71 러들지 않았다306).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1차 연평해전 (1-71)

(2+3) 주제: 남측 북 도발을 강력히 응징함, 북측 큰 피해 입음 (1-9)

(2) 하위주제: 북 NLL 남월 행위 과거와 달리 대결적임 (9-11)

(2) 하위주제: 북 어선 함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저항함 (11-15) 

(2) 하위주제: 첫 ‘밀어내기’ 작전 실패로 돌아감 (15-17)

(4+5) 하위주제: 북 NLL 침범 이유 및 대응책 헤아림 (17-29)

(2) 주제: 남측 NLL 남한의 사실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함 (30-36)

(3+5) 하위주제: 대형함정으로 ‘밀어내기’ 작전 재개 (36-41)

(3) 하위주제: 폭력 행사 보류하는 강력한 입장 고수함 (41-46)

(2+5) 주제: ‘밀어내기 작전'에 격퇴된 북 함정 선제공격함 (46-49)

(3) 하위주제: 남 해군 북 응징하여 강한 입장 과시함 (49-54)

(3) 하위주제: 북 도발 행위 단호하게 응징한 의의 큼 (55-57)

(7) 하위주제: 북에게 의사 전달 방법 부재 유감스러움 (58-62)  

(8) 하위주제: 북측 사죄 요구 (63-67)

(7) 하위주제: 남측 대결적 자세 취했음을 개탄함 (68-71)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 자체, (2) 북한 도발 주

장, (3) 남한 군사적 우위, 북한 열위 주장,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응책 고안, (6) 도발 대응책 실천, (7) 남한 유감 표시, (8) 북한 

사죄 요구이다.

305) 임동원 2015, p. 353

306) 임동원 2015,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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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찰적 해석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제1차 연평해전 경위를 기술하기 전부터, 김

대중이 그랬듯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에서 북측 해

군이 입은 피해를 거론하면서 남한 해군의 군사적 우위를 추켜세운 바 

있다(1-5). 이와 더불어 임동원은 남한 해군이 거둔 승리가 북한의 도발

을 응징한 결과(정전 正戰)로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을 부각시킨다(6-9). 그리고 남한 해군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휴전 

이후 처음으로”(5-6) 치러진 군사적 실전(實戰)을 통해 강약과 우열을 

가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우발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

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시간적 차원이 거론된다.

임동원의 예비적 회고에 이어 연평해전 경위에 대한 회고가 뒤따

른다. 꽃게철을 맞아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들은 과거에 남한 해군의 

등장만으로 쉽게 몰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9-11). 즉, 남한 해군의 단순

한 등장은 암묵적 위협으로서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했으며, 이

것이 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북측은 어선을 보호함으로써 

남한이 형성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와중

에 선체로 서로를 밀어내는 등 접촉 사건도 발생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승자 또는 패자를 산출하지 못해, 강약·우열을 둘러싼 우발성을 해소하

지 못했다(11-16). 남한은 이러한 배경 아래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마

련하여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틀 안에서 승부수를 던져, 권력

적 사회체계 안에서 열려 있는 우발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소하

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임동원이 속한 정치 조직은 

앞서 살펴본 군사 조직에 비해 북측 동향(動向)을 곧바로 도발로 단정하

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헤아린 다음에야 도발이라는 인식에 다다른다는 

점이다(17-28). 임동원은 이러한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방

지하는 NLL의 기능과 북한이 이를 준수해 온 선례를 든다(31-36). 이러

한 맥락에서 남측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밀어내기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후과에 대핸 책임은 북측에 있다”(31)는 경고는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임동원은 김대중이 내린 작전지침과 이에 대한 군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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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우 적절한 훈령”(46)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연평해전 사건을 묘

사하는 임동원 역시 북측이 “먼저 사격”(49)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또한 그는 남한 함정이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엄호하고”(49-50) 있었

다고 함으로써 남측에서 기대가 그만큼 컸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한 해군의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은 “즉각 대응사격”(50)이였다

고 강조함으로써 반사적 응전(應戰)이였음을 넌지시 내비친다. 이어서 임

동원은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남한 해군이 북한의 도발에 응전한 결과 승

전고를 울렸다고 거듭 주장한다(55-56).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햇볕정책

에 수반되는 온건한 대북 태세를 경계하는 국민 앞에서 그 정책은 “강

자의 정책”(53-54)이라고 강조하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군사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북한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에 임동원은 사건에 대한 유감(58-62)를 보이며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개탄”(69)하는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

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폭력의 발발에 대해 북한에게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동시에 국내 진보 세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임동원은 

김대중과 김진호와 마찬가지로 제1차 연평해전을 크게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이라는 시각 속 여과장치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2) 제2차 연평해전의 ‘재기술’: 기술적·반성적 해석

(1) 김대중 대통령(政)

1 서해에서 다시 교전이 일어났다. 월드컵 폐막식을 하루 앞둔 6월 29일 

2 오전 연평도 부근이었다. 북한 해군 경비정 2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3 오자 우리 고속정이 이를 저지하려 접근했고, 그러자 북한 경비정이 기

4 습 포격을 가했다. 우리 고속정(참수리 357호)의 병사들은 최선을 대해 

5 응사했지만 기선을 제압당한 뒤라서 어쩔 수 없었다. 고속정은 침몰했 

6 고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알았지만 장병들 

7 의 최후는 장렬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놓지 않고 바다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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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날의 교전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속정의 순찰 작전을 엄호할 

9 초계함이 사정거리 안에 없었다. 고속정이 북의 경비정을 밀어내는 등 

10 작전을 할 때는 함정이 뒤를 받쳐 북의 도발에 대비해야 함에도 그러

11 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이를 엄중하게 생각했다. 언론은 이를 

12 훗날 제2차 연평해전이라 이름 붙였다. 한반도 전체가 월드컵 축제 열

13 기에 휩싸여 있을 때 북이 왜 그런 도발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4 그것은 무침히 패한 제1차 연평해전의 복수를 노리고 기회만을 엿봤 

15 던, 계획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개입

16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오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17 했다. 나는 우선 해군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유가

18 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

19 다. 그리고 강경한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확전 방지 및 재발 방지 

20 대책을 세우는 등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이 성명을 

21 발표했다. “묵과할 수 없는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 항의

22 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북

23 한은 신속하게 응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북 정상 회담 이후 개통

24 된 핫라인으로 긴급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

25 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26 사고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27 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북한의 사과는 더 이상

28 의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사과문

29 은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 우리 측은 다시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 

30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북측은 약 4주 후인 7월 25일에 통

31 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온 전통문을 통해 정식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32 이것이 북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최초의 사과 문서가 되었다. 북의 사

33 과를 확인하고 나서 예정대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월드컵 폐막

34 식에 참석했다. 분당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에는 박지원 비서실장을 보

35 내 조의를 표했다. 서해교전을 빌미로 일부 언론과 야당이 연일 햇볕 

36 정책을 공격했다. “패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햇볕정책에 있다.” 야당 

37 대통령 후보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38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햇볕정책의 위력이었다307).

307) 김대중 2010, pp. 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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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2차 연평해전 (1-38)

(2) 주제: 북한 해군 기습공격 가함 (1-7)

(3) 하위주제: 남한의 군사적 과실 고발함 (7-11)

(4) 하위주제: 북한 도발 이유 헤아림 (11-16) 

(5) 하위주제: 즉각 NSC 소집함 (16-17)

(6) 하위주제: 희생된 장병에 대한 애도 표함 (17-18)

(7) 하위주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함 (19-22)

(8) 하위주제: 북한 사과를 올림 (22-28)

(7) 하위주제: 북한 도발에 대한 공식적 사과 요구함 (28-29)

(8) 하위주제: 북한 사과를 올림 (29-34)

(6) 하위주제: 희생된 장병에 대한 애도 표함 (34-35)

(3) 하위주제: 야당 남한의 약한 입장 고발함 (35-37)

(9) 하위주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강조함 (37-38)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 그 자체, (2) 북한 도발 

주장, (3) 남한 군사적 열위 고발,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도발 대

응책 고안, (6)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표함, (7) 남한 북한 비난하고 사죄 

요구, (8) 북한 유감 표시, (9) 햇볕정책 정당성 강조이다.  

나. 성찰적 해석

제1차 연평해전을 큰 ‘승리’로 인식하여 회고한 김대중은 3년 

뒤에 벌어진 제2차 연평해전을 색다르게 회고한다. 즉, 북측은 이번에도 

NLL을 침범함으로써 도발을 강행했으나, 제기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려고 나섰던 남한 해군은 북한 해군으로부터 선제공격(“기습포

격”, 3-4)을 당했다. 김대중이 회고하기에 문제는 남한 해군이 우발적으

로 제기된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했기에 북측 해군에게 당하게 되었

다(7-9)는 점이다. 저자는 남한 해군이 도발(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

비하여 그들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11)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11)한다는 표현을 통해, 이번에는 남한 해군이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패전’한 결과 강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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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둘러싼 우발성이 남한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소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1차 연평해전이 시간적 차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연결되었던 것에 비해, 제2차 연평해전은 제1차 연

평해전과 연결된다. 예컨대, 김대중은 언론이 사건을 ‘제2차 연평해

전’이라고 명명했다(11-12)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 사건에 대

하여 “무참히 패한 제1차 연평해전의 복수를 노리고 기회만을 엿봤던, 

계회적인 도발이라는 분석”(14-15)이 정치·군사 조직에서 우세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남한 지도부가 드러내는 사고방식은,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이 단순 인과관계(도발의 유리한 효과)만을 따른다기 보다 ‘맥락 

의존적인’ 순환적 인과관계도 따른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이 회고한 사건의 뒤처리를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

은 전사한 “장병들의 최후는 장렬했다”(6-7)거나 이들은 “마지막 순

간까지 총을 놓지 않고 바다를 지켰다”(7)는 식으로, 목숨을 잃은 병사

를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마치 의사(義士)처

럼 미화하며 치켜세우고 있다. 그가 장병의 희생에 대해 표한 애도

(16-18)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은 부정한 선제

공격으로 장병의 삶을 앗아가면서 남한에게 패전을 안겨준 북한에 대하

여, 동일한 사회적 차원에서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회고한다(19-22). 그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은 사과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

여 고의성을 부인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24-27). 김대중은 북한의 

사과가 북한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27-28)이며 

“북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최초의 사과 문서”(32)가 됐다고 평가하고, 

북측을 남한에 맴도는 폭력적 복수 앞에 굴복한 것처럼 해석한다. 그러

나 김대중은 북한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 이는 김대중이 당시 보수 세력의 강도 높은 비판에 상당한 신

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은 북한의 사과

문을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29)라는 진술과 함께 보수 세력인 

야당이 “패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햇볕정책에 있다”(36)고 호소한 것

을 회고한다. 이처럼 김대중이 북한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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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한다. 김대중이 이에 

신경을 썼다는 것에 미루어볼 때,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약하게 보이

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김대

중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려는 동기는 북한이 제기하는 

선발 제안 외에도 일부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품고 있는 기

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김대중은 제2차 연평해전의 맥락에

서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37-38)고 함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강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햇볕정책 때 작용한 보수 세력의 

‘입김’을 부정하기 충분하지 않다.

(2) 임동원 대통령 특사(政)

1 그런데 월드컵 폐막식을 하루 앞둔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근처  

2 에서 북한 해군경비정의 기습적인 함포사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이  

3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우리 해군은 전사 6명, 부상  

4 18명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5 기습공격으로 조타실이 명중당한 우리 고속정 참수리 357호(156톤급)  

6 승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계획된 기습도  

7 발’에 우리 해군 제2함대는 속수무책이었다. 고속정의 순찰작전을 엄 

8 호할 초계함이 사정거리 내에 없었으니 응징은 커녕 제대로 대응할 수

9 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10 어째서 이 시점에 북한 해군이 이러한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는지

11 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3년 전 연평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한 복수를 

12 노려온 해당 현지 부대(제8전대)에서 계획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

13 다는 분석이 보고되었다. 대통령은 즉각 NSC를 소집하고 ‘강경한 대

14 북 비난성명’과 ‘확전방지’ 및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우리는 

15 이 사건을 다룰 판문점 장성급회담 소집을 북측에 요구하는 한편 유엔

16 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17 이튿날 아침 일찍 북측은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

18 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현지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

19 시킨 사고였음이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20 한다”는 내용의 긴급 통지문을 보내왔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

21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상부에서 



- 99 -

22 시킨 일이 아니라 현지 부대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고라며 사과의 

23 뜻을 표명하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24 것이다. 

25 당시에 나는 NSC에서 결정한 대로 북측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26 자 처벌, 재발방지를 보장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대통령의 ‘냉정한 

27 대응’ 결정은 현명한 것이었다. 며칠 후 한미연합사령관은 “제 8전대 

28 이상의 상급부대에서 도발을 지시했다는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

29 다”는 정보 판단을 공식 통보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소중한 성과 중 하

29 나인 핫라인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내

30 용을 당시에 공개할 수는 없었다308). 

(중략)

31 7월 중순에 북측 제의로 남북 비공개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열렸다. 

32 북측은 “4월 5일 임동원 특사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를 서둘

33 러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먼저 서해도발사건에 대

34 한 공개적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

35 시 등을 요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36 강경한 입장을 통보했다. 나 역시 “서해도발사건에 대해 사과도 하고, 

37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부산아시안게임 참가도 서둘러 발표하라”고 북에 

38 촉구했다. 

39 이로부터 5일 후인 7월 25일 북측은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낸 전통문 

40 을 통해 서해교전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41 뜻을 공개 표명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초에 금강산에서 실

42 무대표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우리 정부 당국에 공개적으

43 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309).

가. ‘기술적 해석’

(1) 상위주제: 제2차 서해교전 (1-43)

(2) 주제: 북한 해군 기습공격 가함 (1-3)

(3) 하위주제: 남한 해군 큰 피해 입음 (3-4)

(2) 하위주제: 남한 해군 북한 기습공격 할 수 없이 당함 (5-9)

308) 임동원 2015, pp. 491-492.

309) 임동원 2015, p.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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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위주제: 북한 도발 이유를 헤아림 (10-13)

(5+6) 하위주제: 북한 비난하며 대응조치 고안함 (13-16)

(7) 하위주제: 북한 유감 표시함 (17-23)

(5) 하위주제: 남 계속하여 북 비난하며 사죄 요구함 (24-26)

(8) 하위주제: 계획적 도발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26-30)

(5) 하위주제: 남한 계속하여 북한 사과 요구함 (31-38)

(7) 하위주제: 북한 최초의 공개적 사과 올림 (39-43) 

이상 발췌문의 주요 주제들은 (1) 서해교전의 자체, (2) 북한 도발 

주장, (3) 남한 군사적 열위 진술, (4) 북한 도발 이유 논의, (5) 남한 북

한 비난하고 사죄 요구, (6) 도발 대응책 고안, (7) 북한 유감 표시, (8) 

계획적 도발 주장 철회이다.

나. 성찰적 해석

제2차 연평해전 발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특사의 역할을 수행한 

임동원은 이번 사건을 김대중과 유사하게 회고한다. 즉, 그는 제2차 연

평해전이 제기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태적 차원에서 남한 

해군이 “심각한 피해”(4)를 입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남한 해군이 이

번 사건에 강약·우열을 둘러싼 우발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

소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다. 그러나 북측은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의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습적인 함포사격”(2)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으므로 북한이 이끈 ‘승리’라는 결과가 부당한 것이라고 

암시한다. 나아가 임동원은 김대중이 전사한 장병에 대해 보이는 영웅화 

기법에 입각하여, “승무원들은 최선을 대해 싸웠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기습도발’에 우리 해군 제2함대는 속수무책이었다”(6-7)며 희생된 

장병들을 의사(義士)로 미화한다. 이처럼 그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는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이

번 권력·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우발성을 뜻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남한 해군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립된 교전 수칙이 

이번에는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는 입장이다(7-9). 또한 임동원은 

권력·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적 차원에서 북한 기습공격의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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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통의 보고를 거론하면서 “3년 전 연평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한 복수

를 노려온”(11-12) 것으로 회고하여 제2차 연평해전을 ‘맥락에 달려 

있는’ 순환적인 합리성으로 파악한다. 남한 측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즉각 “‘강경한 대북 비난성명’과 ‘확전방지’ 및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13-14)는 진술은 앞서 언급한 순환적 합리성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남한의 ‘으름장’에 바로 

응하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18-19)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19-20)는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원

에서 굴복하는 입장을 표방한다. 임동원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북한이 

“더 이상의 사건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23)으로 ‘알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은 적어도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이틀

이 지나는 시점까지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에서 사건에 대한 책임은 

남한에게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310)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임동원은 김대중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 교환하는 통지문의 “내용

을 당시에 공개할 수는 없었다”(29-30)고 언급함으로써 여론이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틀 

안에서 보다 강경한 조치가 요구했을 거라는 비관적 추측을 내보이기 때

문이다. 임동원은 햇볕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건에 대한 뒤처리를 강

경한 입장에서 임했다는 진술(33-38)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이와 같이 제기된 암묵적인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다시금 응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40)는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표

방한다. 임동원은 이를 두고 사태적 및 시간적 차원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 당국에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방한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

음이었다”(42-43)며 북한이 어렵사리 내놓은 사과문을 마치 ‘승리’처

럼 크게 기린다. 물론 이는 사건 발생 시의 즉각적 보복공격 만큼이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강한 상징적 가치를 갖추지 않아, 특히 보수층에

게 불만족스러운 연결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310) 『로동신문』 2002년 6월 30일 5쪽 참조; 2002년 7월 1일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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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및 군사 조직의 유형 형성

앞서 스냅숏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에 대한 정치 및 군

사 조직 주요 결정자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非)이론

적 지식을 기술적·성찰적 해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포착하였다. 이를 토

대로 정치 및 군사 조직의 주요 결정자들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

션에 어떤 식으로 접속하는지를 유형 형성 단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

다. 

가. 군사 조직 결정자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과 직결되어 있는 군사 조직의 주요 

결정자부터 시작하자면, 김진호 합장의장의 회고문에 잘 드러나는 ‘기

계적 원칙주의’를 주목해야 한다. 즉, 군사 조직 결정자들은 북측의 행

위를 도발로 ‘알아보는’ 데 매우 빠르고 단호한 한편, 권력적 커뮤니

케이션의 인식 틀 안에서 인식한 도발을 사전결정된 규칙에 의해 즉각적

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종대는 서해교전 사건에 대한 군사 조

직의 군사적 대북 조치는 상황이 요구하는 즉흥적 유연성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앨리슨(Graham Allison)의 『결정의 에센스(Essence of Decision, 

1971)』의 ‘표준작업절차(SOP)’와 같은 것311)이라며, 이는 지향하는 

‘합리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군은 권력적·폭

력적 커뮤니케이션을 ‘관찰’에 해당하는 일차원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서 “군에서는 모든 것을 결과가 말해 준다”는 격언에 충실하여 언제나 

승자로 남으려 노력하는 것이 곧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에 

따르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군이 좇는 합리성은 이하에 묘사할 정치 조직의 권력적 커뮤니케

이션의 ‘합리성’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면서도 긴장관계를 이룬다. 예

컨대, 성찰적 해석 부분에서 보여주듯 군사 조직 결정자들은 정당성을 

사회적 차원에서의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전제조건으로 든 것

에 비해, 군사 조직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도구’

로서 사태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강약·우열에 대한 결과를 중시한다고 

311) 김종대 2013, pp. 49-50, 6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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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권력적 

커뮤니케이션’과 정치·군사 조직

볼 수 있다.

나. 정치 조직 결정자

군사 조직에 비해 정치 조직의 결정자들은 권력적·폭력적 커뮤니

케이션에 다른 ‘관계’로 접속한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매우 

유사하게 회고하는 김대중과 

임동원은 권력적 커뮤니케이

션에 응하는 데에 있어서 늘 

여론의 눈치를 본다. 즉, 정치 

조직의 결정자들은 대북 조치

라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서의 응답을 야당으로서 성찰

하고 비판하는 보수 세력의 

입김을 의식하면서 대북 조치

에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 

자극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빨갱이 낙인’에 시달려 온 김대

중은 이를 의식하여,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안보를 강조했다”312)는 지적은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 햇볕정책의 틀 안에서 지지층인 진보세력 앞에서 가

시적인 업적을 올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정치 조직 결정자들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세가 군사조직에서의 태세보다 덜 적극적이었다

고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정치 조직 결정자들이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에 응했을 때 사회적 차원에서 정당성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 다음에 

군사 조직 못지않게 강약·우열을 가리려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강조했듯 국민의 여론은,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권력·폭력에서 다른 

국가의 행위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알아보는’ 심리체계이자,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에게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라

는 자극을 주는 것으로서, 권력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불가결한 

변수이다(그림 2-5 참조)313).

312) 김종대 2013,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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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사례분석

본 연구의 틀 안에서 살펴 본 스냅숏은 두 차례의 연평해전에 대

한 정치 및 군사 조직의 행위자들의 회고와 진술의 행간에 숨어져 있었

던 단서를 찾아냄으로써 권력적 사회체계의 윤곽을 어렴풋하게나마 발견

해낼 수 있었다. 권력적 사회체계에서 작용하는 SOP는, ‘관찰’에 해당

하는 일차원적 관점에서, 권력적 사회체계의 ‘합리성’을 그대로 드러

낸다. 일차적 ‘합리성’ 위에 얹어 있는 기대는 그러한 ‘합리성’을 

시간적 차원에서 은연중에 지속시키며 조정한다. 사회체계의 ‘합리성’

이라 표현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은, 앨리슨이 『결정의 에센스』의 외교

정책분석(FPA) 연구에서 보여주듯, 게임이론에서의 ‘인위적’ 합리성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맥락에서 루만의 사회체계론과 앨리슨이 그려낸 

비합리적인 관료체제 간의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다314). 이 맥락에서 루

만이 조직체 연구에 관하여 앨리슨의 『결정의 에센스』를 인용한 것은 

흥미롭다315). 이처럼 앞서 ‘재기술’한 햇볕정책 시기 때 벌어진 권력

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재발 사건들은 권력적 사회체계의 고유한 

‘합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출된 결과에

서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앨리슨의 조직행동론과 유사성을 보인다 할지라

도,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은, 외교정책분석에서의 일차원적인 진상 

규명(hard facts) 작업이 아니라, 행위자들은 특정한 사례를 어떻게 ‘알

아보는지’에 대한 단서(soft facts)를 토대로 연구를 전개하는 차이점316)

이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인과적 과정(A→B)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어떠한 사회적

313) 그림은 Bohnsack 2010, 313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314) 이에 관해서는 Diez, Thomas, “Politics, Modern Systems Theory and the 

critical purpo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Albert, Mathias; 

Hilkermeier, Lena (eds.),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4), p. 42 참조. 

315) Luhmann, Niklas, Soziologische Aufklärung 4: Beiträge zur funktionalen 

Differenzierung der Gesell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5), pp. 47-48 참조. 

316) 이에 관해서는 루만의 사회체계론이 고전적 외교정책분석(FPA)이 될 수가 없음

을 지적된 바가 있다. Cudworth and Hobden 2011, pp. 52-53 참조; Albert 2016, 

p.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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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맥락(즉, 사회체계) 또는 사회적인 ‘게임’(A-B-A-B)에 처해 있는지

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스냅

숏의 건수가 적고 북한 1차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

의 수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

적은 분단 현실로 끌어들인 사회체계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

니라, 얼핏 보기에 매우 추상적인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인 사건

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론적 관점을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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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분단 현실의 지속성의 원인을 남북한 기득층의 공생적 

현상유지책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립된 분단체제의 역학관계를 극복하려

는 백낙청의 규범적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적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였다. 예컨대,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의 관점에서 폭력 사건의 발발로 인

해 와해된 햇볕정책을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파악하여 이를 

‘기술’함으로써, 분단 극복 ‘사업’이란 분단 극복 의지와 역량에 달

려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제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단 현실

에 대한 백낙청의 이론화 작업에서 핵심이 된 남북 간 상호적 현상유지 

발상을 단서로 삼아,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끌어들였다. 사회체계론은 분

단 현실이란 기득층이 국민·인민을 종용하고 설득시킨 결과라기보다, 

행위자들이 상호적으로 구성하고, 공통적으로 접속하며, 무의식적인 

‘이해’만으로도 통하게 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사회체계의 운영 방

식으로 재정의하였다. 이처럼 분단 현실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대

적 구조로 해석하는 본 논문의 관점은 간략한 경험적인 재구성 작업을 

통해 햇볕정책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기

술’하였다. 

2장에서는, 생활세계 내에서 행위자들은 선험적으로 상호주관적·

보편적 합리성을 지니지만 근대 이래로 체제의 역학이 이를 기계적 합리

성으로 왜곡해 왔다고 보는 것이, 백낙청의 이론 정립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하버마스의 규범론이며, 이는 그러한 체제의 역학에 대한 

제3자적 관점을 어렵게 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그 속에서의 ‘자기기술’

이라는 주관적 논리를 짚어보았다. 

이어서, 하버마스 비판이론이 이중적 우발성에 대한 설명을 역시 

선험적 가정으로 우회한다는 점, 합리성에 대한 그러한 가정은 기독교 

윤리관에서 빌려 왔기에 문화적·종교적·인종적 다양성을 도덕적 우위

로 맞서게 되어 차별적·배제적일 수도 있다는 점, 이와 함께 지극히 단

순한 이분법으로 판가름한다는 점, 사회의 조정력을 단순히 비언어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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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만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진단 및 처방으로 

실천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정치론적 관점에서 그의 

이론적 적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분단체제론을 통해 

백낙청은 이러한 하버마스 비판이론을 분단 현실에 끌어들여, 근대 사회

를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라는 기계적 역학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상

위 및 지역체제로 묘사하면서, 한반도의 미시적 차원에서 남북한 기득세

력들이 자본주의의 기계적 논리에 따라 일종의 상호주관적·보편적 합리

성에 비롯된 남북한 국민·인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억압하려 한다고 

보았다. 분단체제의 지속성을 아웃사이드-인 압력 논리라는 특수한 역학

관계로 진단한 백낙청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단결로 

잠재력과 동력을 깨워 누적시켜야 한다는 인사이드-아웃 변혁 논리를 그

에 대한 처방으로 내놓았음을 상술하였다.

이어서 분단체제론에 대한 해석적 연장선상에서 백낙청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정도가 절정이었던 김대중 햇볕정책을, 인사이드-아웃 논

리로 분단체제를 변혁하려다가 힘에 부쳐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음에

도 불구하고, 변혁 과업의 근본적 효력과 방향은 옳았음을 가리키는 의

미심장한 예증으로 보았으므로, 햇볕정책이 암시하는 인풋-아웃풋 논리

를 시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공

통의 이해관계를 지적했다는 점, 국내 변수와 국제 변수를 더불어 참고

하여 접근한다는 점, 현실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단기에 쉽게 개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 현실에 대한 이론화 작

업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높이 평가

하였다. 그러나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분단 현실에 둘러싼 역학관계를 

규범론에 입각하여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묘한 

정권(regime)으로 묘사함으로써, 체제와 분석 단위로서 국가 간 호응과 

시간성을 결여하는 구조결정론을 정립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백낙청

은 기득층이 파악하는 남북한 관계에서 추정되는 협력적 이해관계를 과

대평가한 한편, 남북한 양 체제 간 실질적 차이(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 여부)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분단 현실에 적실하지 않은 변혁이 실천

적 차원에서만 주장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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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위험성을 수반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3장에서 복합체계론으로서의 사회체계론은 대다수 기존 복합체계

론들이 포함하는 상호연결성, 창발성, 전체성, 비선형성, 시간성과 ‘맥

락 의존적 인과관계’ 등을 넘어, 분단 현실에 큰 함의를 줄 수 있는 체

계적 개폐성(즉,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의 병존)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

함으로써 분단 현실에 대한 이론적 적실성을 암시했으며, 사회체계론에

서는 자기준거와 이를 존속시키는 자기생산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체계적 

지속성 및 안정성을 비규범적이고 유동적인 논리로 설명하려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어서 사회체계론의 작동 원리에 관하여, 사회체계가 내재

하고 있는 상호주관성이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소되는 이중

적 우발성의 후험적 진화 과정의 산물임을 보여줌으로써 통일 작업에 선

험적 가치에 기대기보다는 사회체계의 운영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급선

무라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사회체계론의 테두리 안에서 제기된 커뮤니

케이션이란 남을 종용하여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합성을 동일하게 

해소하기 위해 상징적인 행위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알아봄’(‘이

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비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체계론은 분

단 현실에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

어놓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재정의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

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의미 차원(시간적·사태적·사회적 차원)

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분단 극복의 맥락

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차원의 도덕(존경·경멸)의 기능적 부적당성을 설

명하였다. 

게다가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사회체계

론의 구조 개념을 사회체계에 접속하는 행위자들의 기대가 형성하는 잠

재적인 구조로 파악함으로써, ‘구조결정론’의 사전 결정과 달리 확률

적인 인과논리에 따름을 해명하였다. 나아가, 한 사회체계에서의 관점은 

그 사회체계 안에서는 절대적이긴 하나, 사회체계들은 위(상위체계)와 아

래(하위체계)로, 그리고 유사한 체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절대적 관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을 짚어보았다. 이는 중대한 함의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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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체계란 인간(예를 들어 남북한 지도부)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

물질적(기대, 소프트웨어)·물질적(군사 장비, 하드웨어) 원소들의 특수한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며, 그 존재는 어떤 집단의 관심(interest)으로

가 아니라, 순전히 기능적 차원(실질적 기능 및 인지적 우발성의 덜어주

기)으로 정당화됨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각 사회체계의 역할이 다른 사회체계로부터 대

체될 수 없듯,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햇볕정책은 경제체계로 정치체계

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예비 고찰을 내놓았다. 이 맥락에서 사회체

계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타 사회체계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제기하는 

복합성을 수입함으로써 사회체계를 살찌우지만, 이를 타 사회체계가 인

식하는 방식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체계의 정체성을 늘 유지한

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정경분리가 시사하듯, 사회체계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인풋-아웃풋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고도 강조하였다. 

나아가, 분단 현실을 경제라기보다 정치, 즉 갈등적 사회체계로 파악하

기 위한 단서를 찾았다. 즉, 한편으로 갈등은 한국전쟁처럼 큰 사건으로 

인해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에 내면화되어 정착된 이후에 자동생산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면역체계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제기하는 경제체계라는 사회체

계가 가장 거시적인 분석 단위인 사회(세계)를 실제로 뒤덮을 수 있긴 

하지만, 기능적 차원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정치체계를 종속시키지 못

한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3장의 셋째 부분에서는 국제정치 이론의 주요 분석 단위체인 국가

를 권력적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한편, 권력을 행위자 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소개하였다. 전자의 경

우 국가를 부분적 분화가 제기하는 국경의 한계로 그의 행동범위를 인식

하는 사회체계의 자기준거적 구성요소로 해석하였다. 후자의 경우에, 고

전적 권력론이 말하는 권력의 결정론적 인과성, 잠재적 파괴력과 권력 

소유 사고 등에 대한 대안으로, 루만은 권력의 기능을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결정 상황에서의 우발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권

력적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복합한 전달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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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제로 보았다. 나아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란, 특히 국제정치의 차

원에서, 적어도 상징적인 폭력(협박)에 의존하기는 하나, 커뮤니케이션의 

비대칭적 역학관계에 따라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

연성으로 인해 권력과 폭력 간의 교묘한 넥서스를 제기한다고 설명하였

다.

3장의 셋째 부분을 매듭지으면서 앞서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본 권

력적 사회체계를 분단 현실과 종합함으로써 이론적 구체성을 끌어 올렸

다. 즉,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는 갈등(한국전쟁)이 모순의 형태로 

기존 사회체계에 재진입하여,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작동되는 자기준

거 순환 논리가 내면화되었다고 하였다. 한반도 권력적 사회체계는 남북

한을 주축으로 삼아, 사회체계의 특수한 ‘관계’로서 지역 국가까지 느

슨하게 포함하고, 그들 간의 결정에 대한 우발성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으로 해소하는 구조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또 남북한 관계에서의 권력

적·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은 무차별한 폭력과 현재의 상징적 권력을 그 

양끝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에서 일정한 패턴들을 보여 왔으나, 권력적 

사회체계의 창발 이래 커뮤니케이션의 비대칭성은 지속성을 보였다고 지

적하였다. 현재로서 남북한을 둘러싼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일차원적 

‘합리성’으로서 도발이라는 형태로 제기되고, 행위자들은 상호 인식되

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을 따르게 되며,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라는 이차원적 ‘합리성’에 의해서 지속된다는 점에서, 보다 넒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 맥락에서 남북한 간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과거 선발 과정을 거듭함으로써 사회체계를 존속시키는 

변수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와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적 사회체계

란, 일차적으로 인지적·비물질적 구성요소와 이차적으로 군사적·물질

적 구성요소 간 특수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이의 평가 기준은 규범성

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성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서 정경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 햇볕정책을 언급하였다. 즉, 이론적으

로는 권력적 사회체계의 기능(남북한 내적 응집력, 외적으로 동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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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 등)들은 경제적 또는 동포애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권력적 사회체계의 자동생산 및 면역체계로부터 

배척될 운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화해정책은 아무런 효과

가 없다는 절대적 비관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권력적 사회체

계는 다른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제기되

는 자극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불확실하고, 남북한 관계가 단기적

으로 호전되는 기세가 보일지라도, 거기서 선형적인 인풋-아웃풋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더구나 분단 현실을 둘

러싼 권력 사회체계가 수많은 다른 사회체계와 구조적 연결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장의 넷째 부분에서는 앞서 묘사한 이론적 틀에 대한 방법(론)적 

연장선상으로 사회체계의 역학관계를 경험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자기 

발견적 틀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루만의 전통에 따라 귀추적 성찰을 그

의 방법(론)으로 삼은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이라는 추론법을 설명하였으

며, 이 방법은 기술적 해석, 성찰적 해석, 그리고 유형 형성에 의해 각종 

1차 문헌을 토대로 사화체계의 역학관계를 매개로 행위자들이 남긴 단서

를 탐지할 수 있는 절차라 해명하였다. 

3장의 끝으로 앞서 소개한 자기 발견적 틀을 실제로 햇볕정책에 

적용하기 전에, 하버마스 비판이론을 따르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필

자가 본 논문의 틀 안에서 전개한 루만의 관점 간 차이와 쟁점을 재고하

여 비교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백낙청은 그의 분단 극복 사고의 근거

를 분단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의식에서 찾았는가 하면, 분단 극복 가능

성의 선험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그의 주관론의 근거로 내세운다. 이와 

달리 루만적 관점을 빌린 필자의 접근은 분단을 이론적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음에 따라, 분단 현실에서 작용하는 역학관계를 행위자들이 특정

한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실’로 파악하며, 동시에 다른 맥

락에서 다른 ‘현실’이 더불어 존재한다는 복잡하고도 시야 넓은 접근

에 따랐다.

4장에서는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을 통해 햇볕정책을 단편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이 맥락에서 김대중 햇볕정책을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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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속으로 상정했으며, 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햇볕정책 동

안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연평해전을 당시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의 

회고록과 본사크의 기록적 방법으로 성찰하였다. 그 결과 루만의 사회체

계론이 추상적으로 상정하는 사회체계적 역학관계를 남한 정치 및 군사 

조직 결정자들이 유사하게 접속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고유한 

‘합리성’을 통해 단편적으로 포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울러 정

부에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는 국민의 역할까지 살

펴봄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포괄성을 암시하였다. 

2. 이론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지속되는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단순하고 주관적

인 논리로 ‘기술’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대안으로, 그 역학관

계를 복잡하고 적어도 이론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논리로 ‘재기술’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였다. 본 논문은 이론적인 비중이 큰 만큼 이러한 함

의는 특히 이론적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체계론에 입각하여 분단 현실의 이론화 작업에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1) 어떤 규범이나 신념에서 

비롯되어, 남북한 정세를 어느 정도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천적 

계획성을 내장하는 사고로부터, 복합성에 입각하여 한정된 예측 가능성

에 따라 계획성을 부인하는 우연적 진화론적 사고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체제적인 독립성을 ‘기술’함으로써 변화 및 체제전환 가능성을 사

장하는 사고로부터,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에, 체계 경계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 변화를 허용하면서도 체계의 붕괴의 가능

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사고로의 패러다임 전환; (3) 

체제의 구조를 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된 인과적이거나 결정론적 구조 사고

로부터, 각 체계의 기능과 정체성을 이에 접속하는 행위자의 기대에서 

기인한 잠재적이고 확률적인 구조 사고로의 전환; (4) 행위를 규범론·관

념론에 입각하여 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사전적으로 단정하는 사고

로부터, 각각의 체계에서의 행위자 관점으로는 상대적이지만 특정 하나

의 체계에서의 행위자 관점으로는 절대적이라는 사고로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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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제시된 패러다임은 분단 현실을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높은 추상도를 통해 복합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설명력을 상

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분단 현실의 이론화 접근보다 높은 이론

적 적실성을 갖게 된다. 즉, 본 논문에서 보여주듯, 사회체계론은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체계적인 역학관계의 순환적인 인과논리를 규

명하며, 과거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개략적인 ‘예측가치

(Prognosewert)’를 도출할 수 있다317). 

나아가, 사회체계론이 갖는 분단 현실에 대한 설명력 및 발견력은 

근본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한 이론의 결과이다. 즉, 분단 현실을 둘러싼 

권력 사회체계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체계들은 행위자들의 인식적 ‘차이

경험(Differenzerfahrung)’318)에 기인한 선발된 사회적 ‘현실’을 제기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현실’이란 행위자들이 세상을 일정한 질서

로 경험하기 위해 습득하게 된 인식 틀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분단 현실을 ‘재기술’하는 데 활용한 사회체계론의 객관성의 근거가 

있다. 비록 사회체계론은 사회체계에 인식론적 중점을 두지만, 행위자를 

사회체계의 능동적 구성원으로 수용하여, 사회체계의 진화 과정을 사회

체계와 인간 간의 ‘상호진화(Co-Evolution)’로 파악한다319). 이런 점에

서 사회체계론이란 체계결정론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이러한 맥락

에서 사회체계론은 지극히 ‘겸손한’ 이론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한편으로 루만은 사회체계론을 현실에 그대로 ‘상응하는

(entspricht)’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추상화하여 ‘포착하는(greifen)’ 

것이라고 언급한다320). 다른 한편으로 루만은 사회체계론이 제공하는 이

차원적 관점이 비록 행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역학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지만, 일차원적 관점으로 ‘관찰’하는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차

이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행위자보다 우선적 관점으로 

접속하지 못한다며, 사회체계론의 관점은 오히려 어떤 사회체계를 관찰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321). 

317) Luhmann 1984, pp. 610-611.

318) Luhmann 1984, p. 13.

319) Luhmann 1984, p. 367.

320) Luhmann 198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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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이처럼 겸손한 ‘슈퍼이론’

으로 살펴본 결과로 분단의 역동적인 지속성을 활발히 이루어지는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했으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햇볕정책의 

상이한 커뮤니케이션이 왜 남북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통합을 구축하지 

못했는지를 사회체계론의 관점으로 해명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연장선상으로서, 정착하여 공고화된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하

여 사회체계론이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고자 한다. 

3.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분단 현실이란 체계적 갈등을 사회체계론의 관점으

로 조명하였다. 본론에서 피력된 사회체계론의 갈등 가설을 간략하게 재

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체계의 차원에서 모순의 형태로 제기되는 

갈등이란 지극히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현상으로서, 기존 커뮤니케이션에

서의 오류를 탐지함으로써 면역체계가 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그러나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의 갈등은 기존 사회체계에 내면화

되어, 스스로가 면역체계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체계가 될 수 있다. (2) 이

렇게 발생한 사회체계는 긴 조건형성 과정을 통해 갈등적인 사회체계(권

력 사회체계)의 특정한 ‘관계’를 익힌다. (3) 따라서 갈등이란 특정한 

운영 방식에 따르는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이 되며, 그의 기준이 정

확한 만큼 면역체계는 방어 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4) 이로써 사회체를 제기한 갈등의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사

회체계처럼 자기준거적·자기생산적인 단위체가 된다. 그리하여 한번 창

발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회체계의 멸망보다 그의 존속을 예측해야 

옳을 것이다322).

분단 현실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이와 같이 권력적 사회체계로 파

악할 때, 어떤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까? 사회체계가 된 갈등을 실

천적 관점에서 논의한 루만은 여기서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가리킨다. 

321) Luhmann 1984, p. 90. 

322) 이에 관해서 루만이 '갈등'에 대해 제기하는 네 가지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Luhmann 1984, pp. 537-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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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비판이론 진영과 진보 세력이 호소한 ‘갈등해소

(Konfliktlösung)’가 여기서는 목표가 아니라, 기껏해야 갈등 재생산 과

정의 자연스레 혹은 우연히 생기는 부산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323). 바

꿔 말하자면, 정책 결정자들은 갈등을 그것의 자동생산과 면역체계의 역

학관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기에, 갈등해소란 결국 사회체

계가 정상적인 작동 과정의 결과로 산출할 부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때문에 루만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흔히 ‘평화 만들기

(Peacemaking)’나 ‘평화유지(Peacekeeping)’라고 일컬어지는 접근을 

애당초 그릇된 것으로 배척한다.

그보다 루만은 실천적 접근으로서 갈등의 ‘컨디셔닝 가능성

(Konditionierbarkeit)’324)을  주목한다. 즉, 루만은 행위자로서는 이미 사

회체계가 되어버린 갈등의 역학을 멈출 수 없다는 다소 회의론적인 입장

을 보이면서도, 행위자가 갈등 역학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갈등 

역학의 발전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맥락에서 루만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루만이 제시

한 접근 방법을 분단 현실의 배경 아래서 실천 가능성과 효율성의 측면

에서 검토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군사적 수단의 제한(Einschränkung der Mittel)’이다. 즉, 

정책 결정자들은 ‘갈등체계(Konfliktsystem)’의 작동 방식에 직접 간섭

하려 하지 않으면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갈등체계의 기능을 조작하자는 

발상이다325). 따라서, 이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갈등체계의 운영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는 데 이용되면서 인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의 수단(무기 등)을 줄이자는 접근이다. 갈등체계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

을 저지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다다랐을 때는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수

단으로서 이용되는 무기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는 사고이다. 더구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은 폭력적 커뮤니케

323) Luhmann 1984, p. 537. 

324) Luhmann 1984, p. 536. 

325) 여기서 '수단(Mittel)'이란 맥락상 군사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uhmann 1984, p.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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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과는 달리 폭력의 행사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고, 상징적 커뮤니케

이션의 매개체이자 부산물로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무기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정도까지로만 규제될 수도 있다. 

이는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군비규제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잠재적인 문제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우러

나오는 불확실성과 상호적 불신이다. 설령 남북한 및 동맹국들이 전략적 

무기에 대한 대등한 군축 협약에 합의를 이끌어낼지라도, 협약을 감독하

고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귄위가 부재하는 한 상호배

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 접근 방식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루만은 군비규제가 무정부 상태인 국제정치 영역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다른 문맥에서 거론한 바 있다326). 따라서 사회체

계론적 관점에서 본 분단 현실에는 상호적 군비규제는 갈등체계의 권력

적 커뮤니케이션의 운영 방식을 건드리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 예방 차

원의 정책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데에 상호적 

불신 탓에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일차적 대응 방안으

로서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불안정의 증가(Erhöhung der Unsicherheit)’이다. 루만은 

사회체계 불안정의 증가를 주장하는 맥락에서 창발한 사회체계가 우발성

을 해소함으로써 불안정을 줄이는 인식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 간에 갈등체제가 창발한 것은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이 서로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아 인식적인 불안정("where to look 

at?" 혹은 "which communication to use?")을 해소한다. 사회체계가 창발

되었을 때 이러한 기저적 불안정이 벌써부터 해소되었으며, 오직 사회체

계의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식에 관한 우발성(강약·우열 등)만이 기저적 

불안정을 제기한다. 사회체계의 창발을 일종의 ‘게임’으로 비유하자

면, 사회체계(갈등체계)의 창발은 ‘게임’의 근본적 규칙을 확정함으로

써 인식적인 불안정을 해소하지만, ‘게임’의 결과(강약·우열 등)를 

‘게임’을 통해 산출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불안정을 다시 

326) 루만은 상호적 군축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밝힌다. Luhmann 1984, p. 

3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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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자는 루만의 접근은 사회체계(갈등체계)의 창발과 함께 확정되

어 공고화된 규칙 혹은 운영 방식을 가급적이면 덜 파괴적이고 덜 적대

적인 방향으로 개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중립적인 제3자를 

양극적 갈등체계에 참여하게 하여, 양극적 갈등체계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새로운 우발성을 가져오는 미지수가 첨가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갈등체계를 이룬 행위자에게 “제3자는 도대체 누구 편이

냐?”는 자문(自問)을 떠안김으로써 갈등체계의 ‘관계’에서 공고히 해

소된 우발성을 다시 해체하고, 이로써 열린 우발성을 다르게 선발할 여

지를 제공할 수 있다327). 즉, 이 순간에 한때는 공고했던 ‘게임’의 규

칙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조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중립국을 통한 중재외교에 

해당한다. 이 접근 방법은 이론적으로나마 대북 정책에 대한 유력한 후

보가 될 수 있으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는다. 예컨대, 한국 전

쟁 휴전을 감독하기 위해 1953년에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와 체코슬로

바키아에 의해 개설된 중립국 감시위원단(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의 사례를 보면, 중립국으로서 끌어들인 국가들은 냉전 구조

의 역학관계 아래서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바로 특정의 편을 들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328). 남북한 관계에서 중립국으로서 인정받아, 중재외

교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국가나 기구를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무엇

보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로 정의한 

권력 사회체계 동맹의 한편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을 주축

으로 한 권력 사회체계의 진영 간에 중재외교를 수행할 중립국가가 권력 

사회체계의 구심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강대국이어야 한다. 즉, 

중립적인 제3국을 남북한 관계에 첨가하는 것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첨가된 제3국이 중립을 유지하지 못해 그 어느 한쪽으로 포섭되는 것은 

327) Luhmann 1984, p. 540. 

328) Kim, Kwanok, "From Supervising Armistice to Promoting Peace in Korean 

Peninsula: A New Role of the NNSC."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2집 제2호 

(2013), pp. 215-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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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 인터뷰에서 

남북의 최근 정세를 거론하면서 북핵 문제에 중재용의를 밝혔으며329), 

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뢰프벤(Stefan Löfven) 총리 역시 최근에 중

재용의를 시사한 바 있다330). 이와 같은 노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불안정의 증가’의 권력 사회체계 컨디셔닝 전략

은 적어도 실천적 차원에서 분단 현실의 역학관계를 재형성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종합하자면, 사회체계론적 관점에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결

코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접근에 있어서 

고전적인 평화 만들기 혹은 평화유지 접근 방식과는 달리, 갈등이라는 

자체를 분단 현실의 고유한 논리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갈등체계의 권

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파악한 분단 현실의 운명 방식은 각종 컨디셔닝 

노력의 대상이 되어야지, 단순히 도덕적 우위 또는 ‘소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를 바탕으로 전개되기 마련인 순진한 평화 만들기 노

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체계론의 관찰력을 빌려, 어떤 정책 접근 방

법을 도출하든지 간에, 그 정책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여러 강대국이 

복잡하게 엮인,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권력 사회체계의 역학관계 아

래서 펼쳐진다는 것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정책이어야 한다. 여기서 덩샤

오핑(鄧小平)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접근 

방법을 비유했던 “돌을 더듬어 가며 강을 건넌다(摸着石头过河)”는 속

담331)이 남북한 관계의 정책적 방침이 되기를 기원한다.

32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8. “Merkel: Deutschland kann im 

Nordkorea-Konflikt vermitteln.”

http://www.faz.net/aktuell/politik/merkel-deutschland-kann-im-nordkorea-konflikt-v

ermitteln-15191111.html (검색일: 2018년 3월 10일).  

330) BBC News. 2018. “US-North Korea meeting: N Korean Minister in surprise 

Sweden visit.” http://www.bbc.com/news/world-asia-43425740 (검색일: 2018년 3

월 10일).

331) Cudworth and Hobden 2011, p. 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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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어원 영어 독일어/빈도332) 한국어 한자 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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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syste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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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몸 체(體)

맬 계(系)

circumstánt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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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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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Kommun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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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

션
-

diffĕréntĭa

(차이, 다름 )
difference

Diffe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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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이(異)

socíĕ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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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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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을 사(司)

모일 회(會)

sēnsus

(의미)
meaning

Sinn/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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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e/réfĕ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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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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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bstrefe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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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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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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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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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ént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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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éct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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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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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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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át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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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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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사회체계론 핵심 개념의 의학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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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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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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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조(造)

distínguere

(분간)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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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화(化)

obsér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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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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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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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관(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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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ális

(사회의)
social system

soziales System/

73
사회체계

모일 사(社)

모일 회(會)

exspectát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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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

Erwartung/

69
기대

기약할 기(期)

기다릴 대(待)

eleméntum

(원소, 성분)
element

Element/

65
원소

으뜸 원(元)

본디 소(素)

conflíctĭo

(충돌, 싸움)
conflict

Konflikt/

55
갈등

칡 갈(葛)

등나무 등(藤)

núntĭus

(소식)
message

Mitteilung/

53
메시지 -

adiūnctiō

(연결)
connection

Anschluss/

52
연결

잇닿을 연(連)

맺을 결(結)

immundítĭa

(불결)
immune system

Immunsystem/

39
면역체계

면할 면(免)

염병 역(疫)

cāsus

(우연)
coincidence

Zufall/

34
우연

짝 우(偶)

그러할 연(然)

relátĭo

(관계, 연관)
relation

Relation/

32
관계

벼슬 관(關)

지경 계(係)

psýchĭcus

(정신의)
mental system

psychisches

System/

27

심리체계
마음 심(心)

다스릴 리(理)

332) 『사회체계들 - 일반이론의 개요』(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1984) 기준, 합성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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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sh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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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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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s 

witnessed a continuously conflictual rel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more than 70 years. Despite all the substantial changes in world 

politics since then, the Korean division remains with an astonishing 

continuity as a conflictual factor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region, and in the realm of world politics. Considering the 

conflictual continuity despite crucial changes in world politics, one can 

assume the existence of a complex dynamic mechanism, operating as 

the sustaining factor of the conflictual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For example, taking into account that frequent 

military clash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ccurred even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confli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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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reveals itself as characteristic of the two Koreas. In the 

background of conflictual continuity, this thesis presents a theoretical 

approach that properly interprets the assumed complex mechanism, 

which is still left to be discovered and harnessed in the Korean 

academia.

This study points out the theoretical inappropriateness of 

preceding approaches on a complex dynamic mechanism regarding the 

continuously conflictual state of Korean division, carried out by leading 

Korean critical theorists like Paik Nak-Chung, who merely offered a 

subjective ‘description’ of Korean division. Simply put, in line of his 

‘Division System Theory,’ Paik Nak-Chung describes the Korean 

division as a result of latent cooperation between established  South 

and North Korean elites aiming to suppress the Korean people, for the 

ultimate purpose of status quo maintenance. However, his critical 

‘Division System Theory’, which calls on overcoming of the alleged 

suppression, not only lacks an objective standard, but also exhibits 

elementary theoretical and analytical flaws, such as a certain 

arbitrariness regarding the agent-structure problem, and thus fails to 

satisfy basic requirements of a Social Science theory. In this way, the 

attempt of Paek Nak-chʻŏng to ‘describe’ the presumed complex 

mechanism of Korean division as unification-seeking, and thus in a 

strongly normative vein, produces problems concerning objectivity. In 

this, Paik Nak-Chung considers the precedent Sunshine Policy as an 

active and meaningful attempt in overcoming the Korean state of 

division. However, as a result in his assessment of the Sunshine Policy, 

he creates a naive impression, that if only enough input in the form of 

endeavor for overcoming division is made, unification will be yielded as 

an inevitable outcome.

As a theoretical alternative to Paik Nak-Chung's strongly 

normative ‘Division System Theory’, this study draws on Nik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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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hmann's ‘Theory of Social Systems’ (Theorie sozialer Systeme) in 

seeking an objective theoretical framework, explaining the presumed 

dynamic mechanism of conflictual continuity underlying Korean division. 

In accordance with Luhmann's theoretical frame,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will be observed as a ‘Social System’ posing objective levels 

of analyses. Therefore, this study strives to transcend subjective 

‘descriptions’ of the complex mechanism operating in the Korean 

state of division by embracing the radical constructivist approach of 

‘Social System Theory’ ‘re-interpreting’ the complex mechanism 

as symbolic communication between involved actors. To put it 

concretely, this study views the conflictual continuity of Korean 

division, not as the result of suppression by North and South Korean 

elites, but rather as a functional and intersubjective mode of powerful 

and violent ‘communication’ within a conflictual ‘Social System,’ 

which established itself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at is, 

the reason for continuity of Korean division cannot be reduced to the 

self-interest of South and North Korean elites, but rather can be found 

in the conflictual ‘Social System’ in which the several actors of the 

both Koreas (the leaders, the military and the people) hold strong 

mutual expectations on the will of the adversary to further engage in 

powerful and violent communication. Thus, strong mutual habits of both 

part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ontinuity of the 

Korean state of division. However, since Luhmann himself offers beside 

reflection, no intersubjective methodological means for a practical 

analysis of communication in line of his ‘Social System Theory’, this 

study relies on a ‘Social System Theory’-compatible heuristic frame 

by Ralf Bohnsack, one of Luhmann's followers.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the heuristic frame is used to ‘re-describe’ the reoccuring 

military clashes during the Sunshine Policy according to the concept of 

powerful and violent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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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pproaches the presumed complex mechanism of the Korean 

division by utilizing a ‘re-description’ of Sunshine Policy. By that,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must not necessarily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decision makers. Instead this approach opens up the possibility 

to trace back the dynamics of division to the conflictual communication, 

operating as a habitual mechanism between Korean leaders, the 

military, and the people.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can hardly be overcome actively, and thus has 

certain limitations on the dimension of practical policy. Secondly, 

perceiving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as ‘Social System’ means to 

access the shared vision of the actors involved, which ultimately 

constitutes an objective level of analysis. Moreover, since in ‘Social 

System Theory’ different groups of actors can constitute different 

objective realities simultaneously, the present study incorporates, beside 

high analytical complexity also high analytical flexibility. Thirdly, even 

though the present study set out a rather skeptical view on policies 

that aim to overcome the state of Korean division, it may help to fully 

harness the limited margin for policy endeavors by using the insight of 

the ‘Social System Theory.’

Key Words: radical constructivism, Social System Theory, mechanism of 

divisio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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