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챙치이념의 역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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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 정치사는 당젊과 연속의 북합적인 과정과 사건톨옳 내포하 

며. 이에 따라 상이한 정치이념과 목적훌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전홈 

과 근대성 사이외 앓훌과 상호번용온 독훌훌함 정치이냉의 지형옳 형성시켰으 

며， 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닮근대척 현상의 동장에 의해 정체성옳 규정화 

는 떼커니홈과 구조가 더욱 확잡해지고 있다. 

정치공동체의 유지훌 보장하는 진정한 정치 개혁파 민주주의의 공고화뿔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획의 기저에 존재해온 상징세계훌 체계적으 

로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정치이념옳 구상하려는 노력이 훨요하 

다. 본고는 전홍， 근대， 힐근대라는 거시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구분옳 전제 

로 한국 정치이냄옳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아옳러 핸대 한국사회에 요구되 

는 이념적 과제훌 검토하는 것옳 묵적으로 환다. 구체적으로는 유교 정치이 

념의 륙징과 현대적 함으1. 한국 민촉주의의 특징과 과제， 자유민추주의의 왜 

곡과 재정립의 문제， 현대세계의 변화 양상과 활근대적 문제의식의 대두 동 

옳논의의주제로한다. 

I. 머리말 

정치현실융 이해하기 휘해서는 그 정치세계률 구성하는 ‘상정의 세계 신념 , 

기대， 목척， 의미 동 - 를 이해하여야 한다. 정치이념윤 정치세계률 구생하는 관념 

및 가정들로서 정치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와 정책 수렵의 정당화률 가놓케 하는 

정치척 삶의 상징척 기초이다. 정치이념은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 정치공동체의 통 

합 기능올 담당하며， 정치적 과제를 셜정하고 수행하기 뀌한 사상척 기초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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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정치이념은 권력 현상과 연결되어 ‘이데올로기’ 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치이념의 수립은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한 필수요건이 된다. 정치공동체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 

본 이념이나 공유되어온 신념의 와해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정치이념은 정치공 

동체의 유지뽑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처한 정치공동제의 기초를 재건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올 반영한다. 

한국 근 · 현대 정치사는 단절과 연속의 복합적인 과정과 사건들을 내포한다. 이 

에 따라 비동시적인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역사적 지형이 형성되 

었다. 한편으로 역사의 단절과 이에 따른 아노미적 상황은 정체성의 위기를 낳았 

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냉전의 소용돌이， 전쟁파 환단，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권위주의의 강화，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민주화운동의 과정은 많은 격변 

과 혼란을 수반하였고， 이에 따른 의식과 사상， 문화 차원에서의 변화와 혼돈의 폭 

도 그만큼 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통적인 판습과 의식은 단절적인 역사과정 속 

에서도 지속적인 영향력올 행사해왔다. 한국 정치이념의 역사는 정치현실파 이념 

적 화표 사이의 괴리로 특정지어진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정치이념은 자기 실현의 

계기를 상실한 “불행한 의식”의 단계에 머물려 있다. 

한국 정치이념의 역사률 전통으로부터 탈근대로의 숨차적 역사성을 전제로 하 

여 도식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의 단변을 살펴보면 상이한 정치이념 

과 목적들이 동시적으로 추구되는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구조가 발견되기 때문이 

다. 현대 한국의 문화 · 이념척 정체성은 전통(꽁동체적 유대， 신분제도， 민속과 

풍습， 유교， 불교， 샤머니즘 동) , 근대(I9~20세기의 근대화와 관련된 개화사상，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산업화와 경제제일주의， 물질주의， 도구적 합 

리생 등) , 그리고 탈근대(환경， 삶의 질. 탈물질주의， 신사회운동， 개인적 창조성 

의 발현 둥)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현대 한국 정치사 

회의 자기정체성윤 어느 한 측면의 강조에 의해 파악될 수 없고，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지지적 또는 상충적 관계에 대한 탐구훌 흉해 구명휠 수 있다. 한국의 근대 정 

치이념외 역사는 전통사상과 관습의 지속적인 영향력파 동시에 근대적인 법 · 제 

도척 권위의 형성 과정올 내포한다. 근대화의 추진과 더불어 한국사회에는 형식적 

권위로서 법치주의가 수용되었으며. 이의 구체적 제도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의 수립이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전통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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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며， 전통과 근대성 사이의 갈풍과 상호변용은 독륙한 정치이념의 지형 

을 형성시켰다. 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탈근대적 현상외 둥장에 의해 정체성올 

규정하는 메커니픔과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아노미척 혼돈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정치는 민주화라는 세계사적인 변화와 맞몰려 많은 변 

화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변혁과정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정은 정치세 

계 내에서의 이념의 공백화 현상이다. 과거의 정치사회운동과 연관된 정치이념들 

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더불어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종언’ 은 이른바 보수화 편 

향율 재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개혁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대는 개혁의 방 

향에 관한 진지한 공적 논의를 요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념과 철학의 공백현 

상과 이에 대한 무관심은 많온 위험성올 내포한다. 정치공동체의 유지를 보장하는 

진정한 정치 개혁파 민주주의의 공고화률 위해 필요로 하는 시급한 과제는 지금까 

지 한국 정치사회의 기저에 존재해온 상징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미 

래지향적인 정치이념올 구상하려는 노력이다. 즉， 현실세계에서 영향력융 행사해 

온 정치이념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적실한 이념적 좌표롤 설정하려는 

노력은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당성올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본고는 전통， 곤대. 탈근대라는 거시척 변화에 대한 역사적 구본윷 전체로 한국 

정치이념을 분석하고， 아울러 현때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이념척 과제를 검토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물론 시대적 구분 자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각 정치이념율 나름대로의 생성과 변화를 내포하는 발전적 과정으로서의 ‘전통’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교 정치이념의 특정과 현대적 함의， 한국 

민족주의의 특정과 과제， 자유민주주의의 왜곡파 재정립의 문제， 현대세계의 변화 

양상과 탈근대적 문제씌식의 대두 등올 본석의 대상으로 한다. 각 정치이념을 분 

석함에 있어서는 정치이념의 사상적 기초와 현실적 변용에 초점을 둔다. 정치이념 

온 하나의 고정된 원리와 이론적 체계로 환원훨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이념의 역 

사률 고찰함에 있어서논 그 이념이 배태된 역사척 팩락， 내부척 다양성과 긴장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정치이념온 현실척으로 권력 현상과 결합되어 존재하기 때 

문에 이념의 특정과 변천 양상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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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교 쩡치이냄외 전톰 

1 ，유교전홈에 대한이혜 

유교 정치이념온 한국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이념이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잔기(殘基)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휴교는 중국에서 한 · 당시대까 

지 실용적인 판료의 학문으로서의 기능올 담당하였으며， 이념으로서의 역합온 불 

교와 도교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 · 송시대훌 거치면서 유교는 자체의 

개혁올 통해 성리학으로 발전되면서 이념의 지위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의 교리률 수용하여 현세척 합리주의의 철학올 세련시키고， 나아가 국 

가와 사회훈영올 담당하는 정치이념의 지위훌 주장하게 되었다. 한 · 당유학의 성 

격올 띠고 있댄 고려조의 유화온 불교에 대항할 만한 형이상학이나 통치론올 가지 

고 있지 봇했으며， 따라서 정치이념으로서의 기능올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여말의 성리학은 수신(修身)과 치국(治國)옳 체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지배적 

인 정치이념으로 퉁장하게 되었다. 여말선초의 유학자돌은 출세간(出世間)적인 

불교훌 비판하면서， 성리학온 일용명상(日用平常)의 현실척 문제뜰에 대한 규범 

적 지침올 제공하는 업세간(入世間)적 학문으로 인식하였다. 성리학은 원시휴학 

의 현실주의와 도 · 불의 탈세속적 사상율 젤충한 성격을 갖는다. 즉， 성리학은 한 

편으로 도 · 훌처혐 혐실 도피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원시유가처럼 관심 

이 현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성리학은 일상적인 규범올 중시하면서 동시에 형이 

상학적 원리와 본질에 대한 깊윤 성찰올 추구하였다. 

현설 사회에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율 담지할 

세력이 형성되어야 했다. 성리학의 주체는 중앙의 특권 귀족률이 아니라 관료가 

되기 위해 학문적 능력올 시험하는 과거를 거쳐야만 했던 주변세력이었다. 해족에 

대해 그들온 사족(士族)으로 불렸다. 또한 혐직파 회직관리흩 중심으로 한 유학적 

지식계총올 사대부(士大夫)라 하였다. 고려 말에 국가척 차원에서 교육파 과거제 

도률 통해 추진된 유화 장려와 함께 동장하게 된 신흉사대부들운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여말선초의 성리학은 체계적인 형이상학과 융리 · 통치론을 바탕으로 불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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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넘어서 당면한 사회척 모순파 비리륨 척결활 수 있는 이념척 좌표의 기능올 수 

행함으로써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박충석 1982 , 16 이하) . 성리 

학용 한 · 당유화에 비해 민본척이며， 유교척 정치이념인 왕도(王道)률 이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신홍사대부들온 고려의 권문세족과 귀족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질서률 수립하는 데 성리학이 크게 기여활 것으로 믿었다. 여말선초의 

성리화은 세력의 확대률 추구하는 신흥사대부룰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들올 

해결하기 위혜 의존한 사상척 기반이었다. 제도개혁파 관련하여 신흥사대부들은 

전제(田制)개혁율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전제개혁윤 공자의 균부(均富)’와 맹자 

의 ‘정전(井田)’과 같은 유교의 경제적 균풍사상이 반영된 성리학척 실천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개혁과 조선조 창업용 철저하게 성리학척 정치담론을 통해 정당 

성을 확보활 수 있었다. 나아가 성리학의 도학이념온 역성혁명올 정당화하는 명분 

으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률 재구성하는 원리로 

원용되었다. 이에 따라 수기치인(修己治A)파 공도(公道)의 실현옳 추구하는 사 

대부집단， 즉 사족이 중심이 되어 유교국가체제 의 성립이 가놓하게 되었다. 물 

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꽁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방향과 정도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신흥사대부 집단 내에 총절과 개국이라는 상이한 입장들의 대립 

이 있었다(한영우 1983). 여말선초의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의 갈둥은 이후 

사림파와 관학파 사이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유교는 명실상부한 조선시대의 이념이었으며， 특히 정치척으로 사림과 봉당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조 중기는 한국 유학의 학문척 전성기였다. 조선조 

의 국가이념은 전사회 영역에 걸친 면밀한 법제의 정비훌 통해 유교적 정치질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1) 조선 왕조는 성리학의 유교이념올 표방한 사족 중 급진적인 

일파가 가담한 역성혁명올 통해 건설된 전형적인 유교국가였다. 왕조의 교체와 사 

회 변핵올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된 유교 정치이념은 유학 

의 주체인 선비(士)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학문과 정 

치의 일치훌 통해 유학(성리학)의 이상올 실현하려는 노력온 조선 시대의 정치를 

관통하는 훤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얼관된 원리의 존재률 인정한다고 해 

서 정치 권력의 중심올 둘러싼 대립과 갈둥이 무시될 수는 없다. 즉， 군주 중심의 

1) I빼C삐er(1992)， de B뼈(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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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사대부 중심의 입장용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속책으로 갈동 관계률 유지하 

면서， 조선조 정치의 지형올 형성， 변화시켜왔다. 

조선조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이며， 국왕과 양반관료 사이의 힘의 균형과 견 

제가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였다(Pal없s 1975: 1995 , 409-425). 조선조 휴교 정치 

이념의 특칭인 군신공치(신권파 왕권의 조화)와 민본주의는 갱도전의 사상올 출 

발접으로 한다.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실현올 위해 정도전올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 

돌은 ‘재상중심의 정치’ 롤 제도적으로 수립하려 하였다. 정도천은 도덕적 수양과 

통치에 펼요한 실질적 농력을 중요시하여 재상중심의 정치흘 주장하였으며， 이는 

근본척으로 민본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왕자의 난에 의해 정도 

전의 채상중심 정치의 이상이 좌절되었지만， 왕권에 대한 신권의 견제는 이후의 

조선조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다. 물론 권근 동에 의해 왕실 및 왕권의 강 

화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왕도정치’ 의 이상 또한 조선조 정치이념의 주 

축을 이루는 내용이다. 군신공치의 이념은 사림세력이 정치 세력화된 16세기 이후 

개혁훈통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붕당정치가 체제운영의 중심적 정치과 

정으로 청착된 배경에는 사적 이해의 배제와 공도(公道)의 실현이라는 도학정치 

의 이념올 사화(土福)롤 겪으면서도 지속척으로 주장한 사립세력의 노력이 존재 

한다. 

송대에 정립된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 정치지향은 성리화이 조선조의 정 

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과 연판된다. 주자(J 130-12(0)에 의해 체계화된 성 

리학외 중심 개념인 이(理)는 우주만물의 본체로 규정된다. 이(理)라는 개념은 보 

편성 1:영풍성 . 영원성 , 개체성올 본질로 하며 , 치자의 행위와 역활올 비판하고 평 

가할 수 있는 초월적 기준으로서의 정치척 의미롤 갖는다(강광식 외 1998 , 16‘ 18). 

진(奏) 이후 지속된 군주제의 혜단과 전횡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담론의 근거로서 

이(理) 개념은 비인격척 개념으로서 ‘천(天)’ 인(仁)’ , ‘의(藥)’ 의 개념들에 비 

해 권력정치활 채어함에 있어 훨씬 효파적이라 활 수 있다. 왕권올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간쟁(課靜)파 상소(J:.歸) , 경연(經鐘) 둥윤 이(理)의 정치척 함의가 구체 

화된 제도들이라 활 수 었다. 또한 유교 정치이념의 핵심 내용인 수기(修ô)와 치 

인(治A)의 논리적 연속성도 이(理)의 보편성에 의해 보장된다. 

유교 정치이념의 특정은 비정치적 영역의 정치화에서 발견된다. 조선조의 형이 

상학적 이기론 논쟁파 예송 논쟁 동은 모두 정치적 질서의 수립과 밀컵한 연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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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이러한 변에서 유학용 개인의 수신， 가족 융리， 공척 의무의 실천 둥 인간 

삶의 모든 영 역 에 걸쳐 적 용되 는 “포팔척 교의 (comprehensive doctrine)" 의 하나이 

다. 이러한 포괄척 교의의 존재와 지배적인 영향력운 전통 사회의 일반적 특정으 

로서 일상적인 생활의 덕목인 .예(禮)’ 의 실천운 나아가 국가 질서와 운영의 기초 

인 ‘예치(禮治)’ 로 연결된다. 또한 휴교 정치이념은 상하， 귀천， 존비의 명분에 따 

른 계충척 사회질서훌 수립하고자 한다. 차별적이고 위계척인 질서는 ‘천리-인 

욕’ , ‘체-용’ , ‘존-비’ , ‘상-하’ , ‘화-이’ • ‘의-리’ 풍의 가치체계들을 통해 정당 

화된다(박충석 1982, 204-205). 유교 정치이념온 정치와 윤리의 결합올 추구한다. 

삼강(三網)은 일랑척이고 절대적인 윤리규범으로서 효과척인 통치률 위해 군주의 

절대척 권위를 인정하는 위계적 질서의 정치융리이다. 이에 비해 오륜(五倫)은 쌍 

무척이고 상대적인 융리규범으로서 봉건사회의 용리규범이다. ‘수기안백성(修a 

安百姓)’ 의 성리학적 이념도 도덕과 정치의 결합율 추구한다. 아울러 유교 정치이 

념은 학문과 정치의 일치률 통해 ‘내성외왕(內聖外王)’ 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경연(經鐘)이나 간쟁(課譯)올 통해 군주에 대한 도학 교육을 강 

화하고자한다. 

성리학적 정치이념윤 기본적으로 수거(修己)와 치인(治A)의 논리적 연속성， 

격물(格物)에서 i영천하(平天下)에 이르는 팔조목(八條目)올 근간으로 한다. 그러 

나 성리학융 구성하는 관념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혐설 정치에 대한 인식과 입 

장의 차이로 나타난다. 성리학에서 정치는 도덕적 이상의 조직적 실현과정올 의미 

한다. 국가란 이러한 활몽을 수행하는 공동체이며， 그 근본은 수기치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물론 수기틀 강조하는 경우 내부적 수양파 규범올 중시함으로써 보수적 

인 경향용 띠게 되고， 치인의 차원올 강조할 경우 현실 세계의 문제에 관심이 부각 

되어 진보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성리학 내부에는 보수와 개혁의 상 

반되면서 동시에 상보적인 관섬과사상적 조류가내포되어 었다. 

유교 정치이념온 정도(正道)와 권도(權遭)에 대한 현실적 인식올 토대로 한다. 

‘평화롭고 태평한 시기에는 정도훌 따라야 하고， 위급한 때에는 권도률 행해야 한 

다’ 는 일반 원칙윤 시중(時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올 기초로 한다. 그러나 시대 

적인 상황 인식과 대용에 있어서의 상이한 입장들옳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기제가 

충분히 작동되지는 않았다. 의리와 권변(權變)의 논쟁은 조선 건국시기， 사렴과 

훈구파의 대립， 병자호란 시기， 실화의 대두， 19세기 외세외 침입기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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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천개되었다. 그러나 전반척으로 의리와 명훈은 정도의 실현올 위한 

웬칙으로서 항상 주도적인 위상과 지배력용 유지하였다. 

휴학에서 정학OE學) . 이단(異端)론은 개혁과 관련하여 정치적 함의률 내포한 

다(강광식 외 1998 , 131-137). 유학에서 이단운 철학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 

척인 문제이다. 양자와 묵자가 이단으로 비판된 이유는 이툴의 사상이 인륭질서를 

혼란하게 만률 위혐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반유학적 이단의 대표적 

인 예는 불교이다. 정도전의 불교 비판 이후 이단 논쟁은 이황의 양명학 비판에 이 

어 조선후기 위정척사론에 이르기까지 조선 유학의 륙징으로 지속되었다. 조선의 

유학은 톡특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 정학 고수의 원리주의적 경향이 강했다. 특히 

사림파의 집권 이후 이틀 내부의 이념적 분파와 갈퉁이 심화되면서， 정학 · 이단론 

은 권력투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학고수와 이단배척의 원리 

주의적 경향올 더욱 강화시켜 사상의 경칙성올 초래하였다. 16셰기 말엽부터 .위 

정척사(衛正투쩌)' 라는 전투적 용어가 조선 휴학담론에 풍장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상의 정직화를 반영하는 예이다. 

임진왜란파 병자호란온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적 , 사상척 지형올 급변시킨 역 

사적 사건들이다. 양란 이후 송시열을 비롯한 많은 사렴 유학자들은 유학의 정통 

올 더욱 고수하려는 극단적인 보수척 경향올 띠게 되었다. 이툴은 조선조의 굴욕 

과 위기의 근웬옳 정신적 근본의 와해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배청존명(排淸尊明) 

의 의리론파 주자 근본주의롤 주장하여 성리학의 교조화롤 촉진시켰다. 다른 한편 

으로 유학의 보수화 경향과는 달려 국난의 훤인올 주자 성리학의 ‘공론화(空論 

化)’ 에서 찾으면서 수신과 경세의 실(實)율 추구한 실화이 강력한 흐름으로 대두 

하였다(금장태 1987) .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화자들은 휴학 전흉의 경세론올 중 

요시하여 세제， 전제， 과거제 풍의 제도개혁올 논의하였다. 물론 이들의 제도개혁 

논의의 개혁성과 근대성올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온 이들 사상의 보수성과 전통성 

올 간과하는 오류활 초래한다(Palais 1996). 그러나 성 리 학과 이 기 론올 학문의 전 

부로 인식하지 않고 경세혼올 성리학과 통일한 비중으로 유학 담론의 세계에 다시 

끌어툴였다는 챔에서 실화자들의 개혁사상가로서의 의미는 인정훨 수 있다(강광 

식 외 1998 , 144-150). 이에 비해 이용후생(利用層生)을 내세운 북학파는 성리학 

의 선본후말(先本後末)론과 훈추대의 (春秋大養)혼올 부정함으로써 성리학에 대한 

본질척 개혁올 서도하였다. 이들옹 성리학 전통윷 구성하는 의리론과 화이론 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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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파 유학척 정치질서 자체훌 부정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울 지향하였다. 

조선조 정치는 ‘공론(公論)정치’ 의 이념올 중심으로 한다. 유교척 공론정치는 

유교책 합리성과 도덕성올 전제로 하는 규범척 담론 행위의 정치척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유교적 공론정치는 인， 의 동의 공동체 구성원리와 함께 친， 효 동의 사 

회윤리를 포괄한다. 조선의 정치체제는 관인지배체제이면서도 제도척 분화와 기 

농척 자융성이 상당한 정도로 발달되고 보장된 정치체제였다(김운태 1981) . “조선 

의 공공영역은 초기부터 중앙의 국가권력파 지방의 사족사회간의 상호작용이 이 

휴어지는 매개척 영역으로 지방행정 영역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김용직 1999 , 

52) 유교척 관료국가체제롤 지향한 조선조는 중앙에 사헌부. 사간원， 홍문판이라 

는 언판 삼사(三司)제도롤 절치해 공론정치라는 유교 정치이념의 실현을 추구하 

였다. 물론 조선조의 공론제도는 사립총으로 공론영역이 확대되면서 설질적인 의 

미톨 갖게 되었다. 조선 중기의 유교적 공론청치는 삼사 중심의 중앙제도와 더불 

어 지방 자치적인 유향소(留뼈所)와 향약를 통해 운영되었다. 톡히 16세기 사림세 

력은 공론정치의 범위률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17세기 조선조는 붕당정치의 시기로 규정된다. 붕당정치가 사적인 

이익만올 추구하는 집단들간의 경쟁으로 전락되는 경우 그 폐해는 매우 크다. 그 

러나 17세기 조선조의 당쟁은 공론올 앞세운 붕당툴 사이의 비판파 견제， 공존의 

원리를 특정으로 하는 공론정치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김용직 1999, 66-68). 

죽， 봉당정치는 생리화적 세계판올 공휴하는 사대부돌이 공도(公道)의 실현을 위 

한 꽁론정치훌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의사인 당혼융 매개로 현실정치의 혜게 

모니를 추구하는 정치의 형태라 할 수 있다(강팡식 1990) . 이후 탕명정치와 세도 

정치가 전개됩에 따라 중앙 삼사의 기능이 폐지되고， 사립총 중심의 공론영역은 

급속히 위혹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교사회의 흑권총인 사족충에 국한되었던 

유교적 공론정치의 범위는 정치사회척 위기와 맞물려 팽민총으로까지 확대되었으 

며， 특히 19세기 후반의 농민봉기와 동학농민전쟁은 민중적 공공영역의 전개에 획 

기적인 계기가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외세에 의한 개항파 함께 초래된 조선조의 해체 과정은 전통 

과의 단철 또는 문대 지향의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전홍파 문대가 혼재된 복선적 

과정이었다(강광식 외 1998 , 178). 천통적인 유교 사상은 근대 사상과 제도의 수 

용올 일방척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자체척요로 위기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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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올 모색하였다. 서구척 담론들의 영향력이 중대되는 과정에서도 유교는 여전 

히 지배책 담론으로서의 위상올 유지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보수에서 진보에 이르 

는 개혁의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위정척사론자들은 개국과 개화가 유교 

문명의 해체률 초래활 것으로 우려하여 강력한 저항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이에 

비해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을 내세운 온건 개화론자돌은 전통 윤리와 정치 

체제를 보전하면서 서양문물의 수용올 통해 부국강병율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다 

현실주의척 대웅책올 추구하였던 급친 개화론자들은 서구 근대 문명 및 제도의 전 

면척 수용을 주장하였다. 유교 개신론자돌온 서양 문물올 대동(大同) 사상의 맥락 

에서 포용하면서도 유교 자체의 내용올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유교의 적실성율 제 

고시킴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려 하였다. 이렇듯 상이한 대웅 노력에 따라 조선 해 

체기의 유교적 담론윤 ‘배제’의 논리， ‘수용’의 논리， ‘대동’의 논리들이 서로 얽 

혀 각축하는 구조훌 형성하였다(강광식 외 1998 , 192-202). 도학주의와 현실주의， 

훤칙주의와 실용주의， 선택적 수용과 전면척 수용， 정신문화적 개혁파 현실 문물 

의 개혁 동의 대립적 시각과 대웅책들이 활발하게 논의의 장에 동장하였지만， 미 

처 자생적인 결실올 맺지 못하고 식민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2, 유교 정치이념의 현대척 의의 

근대화 과정이 심화됨에 따라 유교에 대한 부정책 견해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교적 전통과 민주화 또는 산업화 사이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다. 이른바 유교 자본주의론의 논거는 유교 

적 전통옳 지닌 동아시아 국가둡의 성공척인 근대화 경험이다. 나아가 유교적 전 

통에는 근대화， 즉 민주화와 산업화가 초래한 폐단을 시정하는 데 유용한 요소가 

있다는 평가도 대두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편중된 민주화의 요구는 공 

동체의 결속력윷 약화시키고 만성적인 정치척 불안올 초래할 위험성융 지니고 있 

다. 또한 산업화는 냉혹한 이익추구와 물질주의의 팽배를 조장하여 사회적 도덕성 

과 인간의 심성옳 타락시키고， 무모한 개발올 통해 삶의 터전인 자연과 공동체를 

따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권위， 질서， 외무와 책임 동옳 강조하는 유교 

전통은 근대화의 폐단， 즉 원자론적 개인주의와 소유지향적인 물질주의에 의한 공 

동체의 붕괴와 도덕 불갑종의 팽배률 치유활 수 있는 잠재적 대안으로서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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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 급격한 근대화가 초래한 가치관의 혼란파 도덕적 상대주의는 전통에 

토대를 둔 안정된 가치관에 의해 그 폐해가 줄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대 

계몽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울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합리성의 근훤이 유교적 합 

리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Tu Weíming 1998 , 

3-21) . 

현대 서구에서 공동체주의가 크게 주목올 받고 있는 이유는 서구적 합리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상황에서 미 

래지향적인 정치의 형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공동체적 유대와 신뢰가 확보되 

는 정치이어야 한다. 현대 사회가 처한 위기의 중심에는 사회통합의 자원 고갈이 

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통합의 자원은 전통 속에서만 발 

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의식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연대성 

의 자원 창출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한 사회가 꽁휴하고 있는 

전통의 자원올 무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천적 지혜 

(practical wisdom) ’ 는 오랜 역사 경험올 토대로 하는 전통의 창조적 계송파정 속에 

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 전통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또는 찬양윤 현대적 상황에서 타당성을 인정받 

기 어렵다. 전통의 내용 속에서 현대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맹아훌훌 발견하려는 입 

장에서는 민본주의가 전통 속에 내재하는 긍정적 요소로서 평가된다. ‘유교의 현 

대화’ 를 추구하는 띤구자들은 전통의 특수성과 현대적 보편성을 결합시키려는 시 

도를 통해 전통의 의미률 되살리려 한다. 아울러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률 극복합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정치 이념과 ‘정치적 지혜. 가 복원되거나 새 

롭게 조명훨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와 전통척 유교 정치 

이념 간의 근본적 세계관과 가치의 차이는 간과훨 수 없다. 유교 전통의 민본주의 

는 언 (A: 지위롤 가진 지배총)과 민(民: 피지배충)의 위계적 신분구조에 기초를 

둔 사상이다. 유교적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군주정과 공화정의 차이이기 

도 하다. 위민사상파 연판된 ‘노볼리스 오볼리제 (nobJesse oblige)가 민본주의의 기 

초이며， 민주주의는 이에 비해 국민주권， 정치 참여， 평풍한 시민권. 자기입법의 

이념에 기초한다. 이러한 변에서 민본주의 전흉의 극복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파제 중의 하나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교 정치이념을 과거의 고정된 용건적 이념으로서 배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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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만 파악활 필요는 없다. 전통온 지속척인 재해석파 재창조의 과정올 내포한 

다. 따라서 서구척 외래 개념에 의한 정치질서 수립의 노력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유교 천홍옳 현대척 판점에서 재해석하고 계숭하려는 노 

력은 필요하다. 전통의 파기와 단철보다는 전용의 창조적 계숭이 ‘실천척 지혜’ 롤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치적 질서의 수립이라는 과제는 민주적 자발성과 합 

의뿔만 아니라 리더십과 지혜롤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의 공도(公道) 

와 공론(公論)의 정치이념에 대한 진지한 비판과 재해석온 현대 한국 정치의 문제 

률올 이해하는 데 도옵올 줄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정치 공동체’ 

의 모습과 그에 필요한 자원올 모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출발점올 제공한다. 

111. 민훌주의의 파거와 핸째 

1, 한국 민혹쭈의의 확징 

민쭉주의는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의 수립용 통한 대내척 민주화. 그리고 자주독 

렵파 민촉자결권에 의한 대외척 주권성의 확립윷 추구하는 근대척 이념으로서 이 

해된다. 문대 서구의 민족주의는 근대 국가의 형성과청율 촉진시킨 강력한 정치이 

념으로서 자휴주의， 민주주의， 낭만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풍의 이념들과 친화 

및 긴장의 판계률 가지면서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어왔다. 영 

국과 프랑스의 경우 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척 원리 (개인주의 , 인민주권， 입헌주 

의)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주의척(또는 정치적) 민족주의’ 의 형태로 나타난 반면， 

독일파 이랄리아에서는 문화와 혈연， 언어， 유기체론적 집단주의 퉁이 강조되는 

‘낭만주의적(또는 문화적) 민촉주의.의 전개를 볼 수 있다. 물론 19세기 후반이후 

서구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팽창올 정당화하는 이념으로서도 기능하였다. 

한국 민족주의는 그 벌생양식에 있어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저항파 함께 근대 

성에 대한 내재적인 자각의 과청도 포함한다. 한국 민쭉주의의 사상과 실천은 한 

편으로 한말에 이르러 외부로부터의 충격파 외압이 계기가 되어 퉁장하였다(김영 

작 1989). 위정척사 사상윤 한국 민족주의의 저항척 성격올 단적으로 보여주며， 

일제 강접 이후의 다양한 행태의 민족주의운동들온 기본적으로 ‘저항적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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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성격올 갖는다. 그러나 다륜 한편 한국 민족주의훌 총체척으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내재적 각성과 역량 축적이라는 과정올 통해 발생 · 전개된 측면도 간과될 

수 없다(김혜송 1997) . 실학파의 민족주의적 개혁 사상， 대훤군의 내정개혁정책， 

동학농민훈동과 갑오개혁의 개혁정치 둥은 변화하는 국제세력판계 속에서 민족의 

자결권올 확보하고 민족의 집단적 역량올 강화하려 했던 주체적 노력이었다. 

외세와 외압에 대용하기 위한 외정척사론과 개화파의 현실주띄， 밑으로부터의 

반봉건운동올 주도한 동학사상， 갑오개혁， 계몽운동， 무력항쟁 풍은 모두 위기에 

처한 민족자쩔권윷 수호하고 회복하기 휘한 저항의 표출이다(신용하 1987) . 일제 

의 강점 이후 문화계몽훈동과 의병훈동은 국내에서의 실력양성운동파 해외에서의 

무력항쟁 기지의 건셜 노력으로 전환퇴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휴명무실한 대 

한제국올 대신합 수 있는 대안적인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 

다. 1919년 3.1 훈동은 분산척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훈동세력이 결집된 역사척 

사건이었으며， 민족운동 내부에서 공화주의가 대안적인 정치이념으로 위상올 확 

립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3 . 1 운동 이후 국내외 민족운동세력들운 보다 현실적인 

대안올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임시정부의 수립온 그 대안의 하나였다. 또한 사회 

주의 사상이 국내외적으로 수용되고 유포됩에 따라 민족운동의 분화가 나타났다. 

민족운동세력온 각자의 대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조직올 결성하고 사상적 대안 

올 마련하면서 항일운동올 전개하였다. 이틀간의 결합이 신간회 훈동으로 전개되 

기도 하였지만， 통합된 항일 용동의 시도가 실꽤한 이후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반적으로 저항파 도펙적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융리 

적 실체로서의 민족의 정치척 자결권과 자긍심에 대한 강한 열정이 바탕이 된 한 

국의 민족주의는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의 성격옳 띠고 전개되었다. 민족주의의 

권위와 도댁성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이라는 파제의 철대성에 의해 확고하게 인 

정되었고， 여타의 근대적 사상 조류들은 민족주의와의 결합율 통해 수용되고 나아 

가 생명력올 유지합 수 있었다. 해방 후 민쪽주의는 강력한 국가척 동원 이데올로 

거로 기능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반체제적 저항운동， 환단극복파 통일운동 

퉁은 모두 민족주의적 열정과 권위에 의존하여 추진되었다. 낭만주의척 민족주의 

의 강한 영향력과 생명력윤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풍의 문대척 사상의 

정립과 제도화에 장애가 되었다. 물론 민족주의는 국민주권이념과 밀접한 연관성 



14 한국정치연구 제 11점 제2호(2002) 

올 가지고 있다(Yack 2001 , 517-536). 그러나 ‘절차화됨. 국민주권은 합리적 의사 

형성 구조의 확립에 의존하며， 민족주의가 집단주의적인 용원과 운동의 이데옳로 

기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갈동 관계률 형성하 

게된다. 

2, 민혹 형성과 민확문화 

민족주의는 민족올 정치척 공동체의 단위로 하는 민족국가의 수립올 지향하는 

정치이념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역사와 문화훌 꽁유하는 민족이라는 판념올 토 

대로 한다. 그려고 민촉 판념의 수립은 오랜 역사흘 통해 형성되어온 독자적인 문 

화 전통을 ‘창조’ 하려는 노력파 과정윷 필요로 한다. 민족과 민족문화는 민족주의 

운동의 맥락에서는 저항척이고 해방적인 의미률 가지며， 제국주의의 세력에 의해 

서는 지배의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민족문화는 민족국가의 독자성올 표현 

하고 고착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형태이다. 민족문화는 자민족의 ‘고유성’ , 

‘단일성’ , ‘우수성’ 의 표상올 통해 결과척으로 자신윷 타문화와 차별화시키려 한 

다. 그러나 이 경우 .민족문화’ 내부의 갈둥과 다원성윤 간파되거나 억압된다. 

민족파 민족문화률 주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축물로 규 

정하는 경우 민족 중심의 답론이 내포하는 정치척 합의와 성격옳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민족윤 역사적 구성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융온 ‘민족화’ 과정을 거쳐야만 

‘민족’으로 둥장한다. 민족화 과정은 권력과 국가장치의 작동에 의해 추진되며， 

사회구성원들옳 동질화하는 과정올 필요로 한다. 통일된 언어와 교육제도를 통해 

꽁통된 소통의 방식융 형성하고， 공통된 경험에 근거한 단일 전통이라는 인식올 

보편화시키기 위하여 전통올 창조하는 과정은 공동운명체로서의 민족의 출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 형성의 과정용 문화적 성격을 가지며， 

동질성윷 생산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표상 및 신념체계들윤 민족문화의 골간을 이 

룬다. 민족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이라면 민족문화는 그 정체성올 구성하는 

구체척 방식에 해당된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온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전통파 타문화와의 접촉 및 자 

체 변용융 통해 나타냐는 변화률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 전통의 형성 과정에 

서 발견되는 특징윤 역사성과 내척 다원성이다. 문화의 정체성을 전통의 계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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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라는 역동적인 역사과정의 산물로 이해하는 경우. 한국의 문화척 정체성의 문 

제는 부단한 역사적 · 사회적 “학습과정(I댔ning process)" 의 문제로 조명된다. 한국 

문화의 형성과 발전， 변형의 파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 

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요소의 수용과 그에 따른 기존 문화의 변용과 다원 

화에 의해 과거의 문화 전롱이 형성되어 왔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현재 문화의 정 

체성이 규정될 수 있다. 이렇듯 문화의 정체성 문제는 정체성의 ‘본질’ 보다 ‘과 

정’ 에 대한 이해로부터 접근의 실마리롤 찾아야 한다. 파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의 민족 문화의 정체성은 대화적 상호성 (φ외0밍대lity )의 원리에 근거하여 형성되 

며，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올 전체로 한다. 

사회통합운 다원적 사회구성올 전제로 한다. 이질성과 다양성올 부정하는 동화 

정책용 진정한 의미의 풍합올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담론의 

중심주제 중의 하나인 다원주의적 통합은 주목의 대상이 될만하다. 단일문화주의 

는 문화적 동질성파 중심 문화의 수립이 정치공동체 형성과 통합의 필수조건이라 

고 전제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이자 제도적 관행으로서의 단일문화주의는 동질 

성을 인간의 자연적 조건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동질성이 실현된 사회를 이상형의 

사회로 개념화한다. 한 사회 내에서 단일문화주의가 강조되고 세력화되는 과정은 

근대 민족국가의 *생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치공동체로서 근대 국가의 수 

립에 필요로 되는 조건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척 여질성올 극복하고 동질성올 확 

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문화주의의 역사는 한편으로 문화가 정치적 목적에 종 

속되어 도구화되어 가는 파정이라고 활 수 있다. 이러한 단일문화주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중심화와 주변화의 과정올 통해 이루어지며 , 동화와 통합을 둘러싼 한 

국가내의 집단적 갈통과국가들간의 대립올수반하게 된다. 

보수주의자틀온 질서는 반드시 중심올 요구하며. 이 중심 원리에 따라 그리고 

사회 각 부분이 중심세력과 유기적인 판계폴 맺으면서 사회 질서와 통합이 형성되 

고 유지휩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의 정점올 가지는， 동철성을 강조하는 

‘소용톨이 (vortex) ’ 문화의 등장은 성숙한 문화적 기반의 와해롤 의미한다. 동질성 

을 강조하는 단일문화주의는 인류 문화 밸전의 역사적 경험에도 배치되며， 현대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대웅으로서의 셜득력올 가지기도 어렵다. 단일성과 동질성 

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억압올 내포하며， 부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조건이다. 물론 

이질성율 내포하는 다문화척 상황은 문화쩍 창조력의 중대라는 긍정적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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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회 홍합의 봉펴라는 위험성올 모두 내포한다. 그리고 이질성율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 가놓성율 국대화하는 작업은 ‘보장 없는’ 부단한 노력올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올 룡해서 이록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올 가능케 하는 

전통이다. ‘전통의 합리성’ 은 바로 대내외적인 이질성의 도전올 극복함으로써 형 

성될수있다. 

현대 문화 담론의 관심은 .단일문화적 동화(monoc빼mù assimilation) ’ 로부터 ‘다 

문화적 통합(multicultural integration)' 으로 전환되었으며， 한국 사회도 이에 능동척 

으로 대용해야 활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태의 

다문화적 사회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 전통올 단일문화주의적으로 규정한 

다면 복잡화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 양상올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 내 

의 다양성올 억압하기보다는 다원적 부분플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회 

적 노력이 필요하다. 

3，민확훌합외과제 

현대 한국의 민족주의는 분단 극복을 지상파제로 한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는 

민족흉합옳 정당화하고 촉진시키는 이념으로서 그 영향력올 유지하고 었다. 그러 

나 민족홍합온 단순히 과거의 기억과 민족 에 대한 원초척 감정 (primordial 

sentiment)을 토대로 한 정서적 합일만올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족통합은 정치권력 

의 ‘정당성’ , 경제척 ‘이익의 홍합’ 과 집단적 정체성의 수립’ 동을 동시에 내포 

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척 동질성올 회복함파 더불 

어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파 조화률 가능케 하는 정치， 사회적 기제의 수립 

이 동시에 요구된다 2)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민족주 

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3) 민족공동체라 

는 새로운 정체성의 행성과 확인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라는 근대 민주 

주의의 사회적 통훤체제와 이념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즉， 근대척 상황에서 민족 

2) 민족흉일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에 대한 논의는 이정북 외 (2α)()) 창조. 

3) 김동성(1995 ， 31 이하). Motyl(2001), Hutchinson & Smith(2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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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형성파 정체성 확인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정치공동체의 ’민주척 정 

당화’ 문제와 관련된다. 

민족통합의 문제는 ‘정치공동체’ 의 형성파 유지에 펼요로 되는 사회통합의 문 

제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민촉’ 의 형성 자체도 정치적 과정파 훈동율 내포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씨족， 부축의 단위률 초월해서 형성되는 민족은 그 시훤으로 보 

면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혈연에 의존한다. 그러나 혈연의 계보가 확장되는 과정 

은 자연적 진화의 파정이 아니라 이질성과 부족주의 (tribalism)의 극복올 위한 집단 

적이고 인위척인 노력올 내포하는 과청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척인 영향력 

올 행사해 온 정치척 이상은 ‘동질성의 휴대에 기초한 공동체 (a community of 

philos) ’ 이다. 이러한 ‘융리적 실체’ 로서의 꽁동체 이상용 문화척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률 지향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률 운영하는 원리는 

개인적 이해툴 지양하는 공공선 우선의 원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대 

에 이르기까지 현실척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의 형태는 내척인 다양성과 이질성올 

톡징으로 하는 ‘이방인들로 구생되는 공동체 (a community of xenos)' 이다. 혈연과 

인종적 특성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 동질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경우는 역사 

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극단적인 인종척 민족주의에서 상정하는 동질성은 단적 

으로 비역사척인 주장이다. 

낭만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통합의 문제률 접곤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요구되 

는 합리적 성찰과 구체적 방안 모색에 많용 문제가 초래훨 수 있다. 민족주의척 판 

점은 민족통합 나아가 통일의 청당성을 제시하는 데 강점올 가질 수 있지만， 현대 

사회 일반이 당변한 파제들올 분석척으로 이해하고 처방올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를 갖는다. 현대사회윤 정서적 홍합뿔만 아니라 ‘이익의 통합. 올 추구한다. 따라 

서 다양한 요구와 갈풍적인 이해관계의 통합올 가능케 하는 정치척 기제롤 마련하 

기 위한 이론적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공동체의 통합의 문제는 ‘정서척 유대’ 와 ‘합리척 정당성. 의 문제를 동시 

에 내포한다. 하나의 공동체가 흉합율 형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질성올 확보 

하기 위한 자연적 기초와 인위척 노력이 요구된다. 인종적 계보와 언어척， 문화척 

동질성은 신화， 종교， 생활세계 내에서의 관슐 둥올 통해 형성되고 계송된다. 근대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옳 보면 탈신화화됨 개인주의적 무정부상태활 극복하기 위하 

여 우선적으로 동질성과 휴대의 근원옳 추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둥장하게 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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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대 민쪽국가는 과거의 낭만주의적 이상에 의해 홍합올 달성하기에는 너 

무 크며 복잡한 정치적 단위이다. 근대 민족국가는 과거 동질성의 기초가 되는 위 

계적 질서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와 평퉁한 경제척 복지， 대외적 주권성올 동시에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봉합의 합리적 정당화가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변에 

서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은 이성과 감정의 조화와 통합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달성 

됨올의미한다. 

공동체적 유대는 우선척으로 공유하는 전통에 대한 인식올 토대로 형성되며 , 사 

회의 웅집력파 영속생올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기초라 활 수 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공홍체적 유대만으로는 합리적 사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며， 사회 구성원들 

이 자기 이해의 실현이 현실 사회 속에서 가놓하고 실제로 보장되고 있다는 실철 

적 차훤에서의 확신이 더불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들의 조화와 결합올 가능케 

하는 조건이 여론바 “합리적 이해/합의”라 활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합의 

률 보장하는 절차가 “합리적 논쟁”의 파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입법과정의 전형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입법과정의 합리화와 개방화는 입헌주의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기초이다. 

현대 세계는 지구화 또는 세계화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개인과 사회집단，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된 초국척 행위자들의 교류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히 중대되고， 정보혁명과 홍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행위자의 

일상적 경혐의 폭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상황뜰이 지구화의 추세에 속한다. 이러한 

지구화의 추세는 민족홍합의 과제와 판련하여 많은 문제들올 야기한다. 한편으로 

지구화는 민족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를올 내포하면서， 동시에 민족주의 

적， 인종주의적 특수주의와 국지적 정체성올 강화시키는 경향을 내포한다. 국가 

칸 상호교류와 상호의존성의 중대에 적극척으로 때용하는 ‘개방적 민족통합’올 

지향한다면， 특수주의와 전통주의에 의존하는 ‘폐쇄적 민족통합’ 의 한계와 위험 

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산업화시대의 중앙집권척 정치경제에 기반했던 ‘민 

쭉’ 및 ‘민족문화’ 의 전통척인 패러다임파 탈산업화와 정보화시대의 탈중심적， 탈 

영토적인 새로운 정체성과 문화 사이에는 긴장과 갈동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일적 ’통화’ 가 아닌 진정한 ‘통합 올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성에 관심 

올 기올여야 한다. 중앙집중식의 통제방식파 문화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이질적인 

실제 구성요소들용 흉합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분권척인 방식과 제도흘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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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민족홍합의 기반옳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 

부의 다양성을 억압하기보다는 다원척 부훈들올 휴기적으로 홍합하고자 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윤 한반도의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사회 구성과 훈영의 

합리적 원리에 대한 진지한 공적 논의에서 찾아질 수 있다. 민족홍합올 위해서는 

통합의 ·‘합리적” 기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대한 규모와 복 

합적인 구성올 특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내적 흉합을 달 

성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대 세계의 객관척인 변화에 따륜 내외로부터의 도전 

과 갈풍에 대용하기 위한 합리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원 

주의척 상황에서의 ‘기본구조’ 수립의 원칙， 공동체적 유대와 시민의 형성， 법치 

민주주의와 정당성 , 통합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흉척 생활세계 내의 탈중심화된 공 

론장의 활성화 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IV. 자유민주주의의 왜곡과 전망 

1，자유민후주의의왜곡 

자유민주주의는 현대세계의 변화와 판련하여 하나의 이데융로기로서의 위상을 

넘어 시대 정신의 지위롤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현대세계 

의 정치척， 경제적， 사회문화척 변화의 방향성올 규정하는 상징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경쟁하먼 여타의 이념플올 포섭 또는 용해시키면서 현대의 정신척 

기저 또는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고 있다. 근대 이후의 역사 과정 속에서 그 내포와 

외연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온 자유민주주의는 하나의 역사 

적 현상으로서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이념과 가치틀올 포함하고 있다. 근대의 

대표척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자휴와 명퉁이라는 가치의 실현과 관 

련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들올 특수한 역사척， 사회척 배경올 토대 

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이론과 실천올 포팔한다. 자휴민주주의 전홍은 내부 

의 긴장과 외부로부터의 도전올 포함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촉에서 그 생명력 

파 호소력올 확보하여 왔다. 그리고 현대의 시점에서 i명동적 자유， 자용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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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입헌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관용파 상호 존중 풍의 자유민주주의 이념들은 극 

단척인 행태의 종교적 근본주의 및 전통주외률 제외한 사상 조류들 속에서 보편적 

으로발견된다. 

자휴민주주의는 ‘사척 자옳성’ 의 실현올 위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와 다른 한 

편으로 ‘공적 자옳성’ 의 확보률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올 내포한다. 

자휴민주주의의 내쩍 긴장 또는 이중성윤 근대사회가 ‘이종 혁명’ 올 거치면서 형 

성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산업혁명 또는 자본주의 혁명에 의해 생산파 분배 

의 효율성 및 소휴권의 문제의식이 지배하는 ‘시장(뼈rket) ’ 옹 이륜바 경제적 자 

유주의’ 의 이혼척 토대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민혁명은 보편적 이상으로서 

의 자유， 평동. 박애의 실현올 추구하면서 정의와 정당성의 문제의식이 지배하는 

.포럼 (forum)’올 이론적 토대로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올 출현시켰다. 여기 

에서 ’사척 자율성’ 과 꽁적 자율성’ 운 “근원올 공휴하고(co-origin뻐r “순환적 

( circular ) " 관계률 가지며 , 양자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과 갈둥이 존재한다 

(H때않뼈s 1996, chap. 3). 그리고 근대 사회외 과제는 이러한 긴장올 어느 한 쪽으 

로의 환원올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훌 병촌시킴으로써 .사적 자옳성’ 과 

‘공적 자율성’올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제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자유민주주의는 이러 

한 파정올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척 사상의 편린들은 조선후기 일부 실화자와 개화따， 개신유학자 

들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1930년대 임시정부에 의해 민주공화주의의 이 

념이 공식척으로 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이념과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는 해방 후 헌법옳 흉해 국가이념으로 채택되면서 한국의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봉건적 질서의 극복을 뀌한 대중 

운동과 투쟁과정옳 통해 자생적으로 행성된 정치이념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 부과 

된 외생적인 이념으로서의 륙정올 갖는다. 

해방 후 민주공화국의 수립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풍 기본적인 자 

유민주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달성되었다. 그리고 자휴민주주의는 이후 한국사회 

의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휴민주주의는 보수연 

합세력에 의해 반공의 이념척 무기로 전용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외 

는 왜곡과 양면성용 톡정으로 한다. 1950년대 이후 한국 정치는 경찰과 군대，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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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판료체제에 의해 지배되었다. 분단의 상황은 강제력파 폭력올 행사하는 국가 

기구들의 비대화룹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 

주주의적 권리의 행사와 제도의 운영은 유보되거나 제약되었다. 전쟁파 분단의 현 

실은 개인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제한하고 유보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반공주의 

와 권위주의척인 근대화 이념인 경제개발우션주의에 의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권력의 이념척 도구로，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척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 

척 저항세력의 이념척 기초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청치현 

실 속에서 파훤화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 물론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민주화 

훈동은 정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는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셔l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자유와 평풍의 가치와 민주적 근본원리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척 진보사상 

에 동조하는 지식인이나 화생들에 의해 대변되었고， 한국적 상황에서 자유민주주 

의자는 반공 체제와 기득권올 용호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자유민주주 

의의 가치둘은 일제시기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해방 후 소수의 개혁적 기독교 

인사들， 1960년대 이후의 반정부 지식인들， 민중주의롤 지향하는 학생 및 사회운 

동세력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반공주의， 선거에 국한됨 정치참여， 사 

유재산권 보장용 의미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냉전 자유주의의 전 

형이자 그 극단적인 형태라 활 수 있다(김동훈 1996, 273-309). 한국에서의 자유민 

주주의는 훤자론적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민족주의적 집단주의의 극단적 논리들 

사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에 의해 한 

국의 시민사회는 성장의 기회롤 박탈당하였으며， 국제정치의 압도척 영향력에 의 

해 냉전의 논리가 한반도의 정치사회률 지배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왜곡과 

굴절이 초래되었다. 이른바 ‘·냉전 자유주의 (cold-war liberalism)" 는 195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된 현실적 자유주의로서 반공주의를 특정으로 한다 

(Arbl獅r 1984 , 309-32). 이러한 냉전 자유주의는 정치척 선전과 조작에 의해 변 

질된 자휴주의로서 보수척 이데올로기의 성격올 띠고 있었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당연히 냉전 자휴주의의 영향올 강하게 받게 되었으며， 분단의 현실에 의해 냉전 

자유주의의 정당성은 더쭉 확고해졌다.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파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규범이 와해되고 공동체척 유대가 상실되면서 원자론적인 개인주의가 

자유주의로 포장되어 확산되었다. 경제제일주의는 물질만농주의와 결합된 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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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훌 조장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파 공공 

성에 대한 회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더용 가속화되었다. 

2, 자휴민추쭈의 이냄 정립의 문제 

자유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지향 목표로 설정되었으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자휴민주주의는 형식척인 체제 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전락되거나 

왜곡되었다. 이후 근대화의 궁극적인 결과로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사회척 인식 

파 판섬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의식과 

제도의 차원 모두에서 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서구의 경우 종교전쟁과 시 

민혁명의 과청에서 ‘관용(tolerance) 파 ‘개인성(individu떠ity) ’ 의 가치가 사회적으 

로 확산되고 제도화되었다. 서구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융성올 보장할 수 있는 정치공흉체의 수립이 어떻게 가농한가의 문제 

가 이론파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핵심적 주제가 되어왔다. 현대의 자유주의 논쟁 

들은 그 기본 관심파 논쟁구조에 있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이후 서구 

의 전통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선우파 자휴주의 또는 경 

제적 자유주의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자유주의 조류들 중 

신우파 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이는 자유주의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초래된 결파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제제일주의의 펴!해를 제어 

할 수 없는 신우파 자유주의의 영향력울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 서구 자유민 

주주의의 지향 목표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었다. 현대 서구의 

자유주의 이론들은 개인의 자휴/권리와 공동체적 의무를 어떻게 조화 또는 결합시 

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입헌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용 이론적으로 정당화함과 동시에， 시민교홉올 통한 시민권의 강화를 주장한 

다. 또한 꽁론장의 활성화를 흉한 정치적 참여률 강조합으로써 현대사회에 있어 

정치의 의미와 기능의 중요성올 새롭게 인식시키려 하며， 사회 각 영역의 자옳성 

을 확보하기 위한 다원주의척 패러다임의 정교화륨 추구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는 순수한 경제훈영의 이념으로서 .정치공동체’ 의 

뺑성파 유지라는 정치척 문제의식올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변에서 경제적 



한국정치 이념외 역사와 파제 23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이데융로기의 성격올 갖는다. 따라서 경제척 자휴주의의 원 

리률 정치영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용 많은 위험성융 내포하고 있다. 그러 

나 ‘정치척 자유주의(또는 자유주의척 공화주의)' 는 원리척으로 자본주의와 친화 

척이지 않으며. ‘공적 자율성’의 실현을 위해 ‘민주척 자치’의 제도화롤 추구한 

다.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의 동식이 성립하게 된 것은 우연 

의 산물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 의 문제의식은 19세기를 거치면 

서 ‘사회민주주의’ 조류에 홉수되어 계송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 복지국가의 둥 

장은 자휴주의 전체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후반 자유주의 

의 새로웅 부활은 ‘복지국가의 실패’ 에 대한 대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대용은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자유주 

의는 ‘신자유주의’ 와 동일시되거나 경제주의적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기에 이르렀 

다. 

정치척 자유주의의 관심 문제는 자유롭고 명퉁한 시민률이 비양립적이지만 합 

당한 종교적. 철화적， 그리고 도덕적 교의들에 의해 나뷔어진 경우， 지속척인 안정 

과 정의가 유지되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합당하긴 하나 

상호 대립적인 포팔척 교의들이 공존하며 이둡 모두가 입헌정부체제라는 정치적 

개념의 정당성올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한 중첩척 합의훌 흉한 지 

지흘 얻어낼 수 있는 정치척 개념의 구조와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Rawls 1993 , xviii).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은 ‘중립성 (neuσ띠ity) ’ 으 

로 규정된다.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출현에서 비롯되는 “이성적인 볼 

일치 (reasonable disagreement)" 의 상황에서 정치척 결사체롤 구성하고 공존과 안정 

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올 제시하려는 것이 정치척 자휴주의의 목표이다. 자유주 

의 정치질서의 원칙은 행복에 대한 논쟁척인 관념뜰에 대하여 정치 권력이 중립올 

유지할 것율 요구한다. 그러나 중립성의 이념윤 ‘자유주의가 하나의 도덕 관념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족. 자유주의가 도덕 자체로부터 중립적인 것 

으로 오해될 수 있다 .... [그러나] 중립성의 추구는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합의 

가놓한 정치적 결사의 조건올 찾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다，" (Lannore 

1996 , 125)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이며 원자론척인 자유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자들 

의 비판에 대웅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새롭게 개조하려는 노력의 한 형태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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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척 자휴주의는 자유주의가 어떻게 포팝척인 도덕척 교리가 아니라 엄격한 정치 

적 교리로서 기농할 수 있는지률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은 여천히 도덕적 정당화의 률로부터 자유로운 것온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최소한의 공통된 도덕관에 의존하여야 하며. 그 정당화의 규법적 기반 

윤 “합리적 대화(r:뼈on떠 di떠ogue)"와 “팽둥한 존중(여때1 respect)" 이다. 이 두 규법 

은 최소척인 톡징올 가지며 , 따라서 개인성율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전통융 옹호하 

는 사랍률 모두가 수용할 수 었다는 것이다. 즉， 공적인 토론이 합리척 대화와 명 

퉁한 존중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척 자유주의가 비록 최소적인 규범의 훤칙에 의 

존하지만 ‘최소적 (minim외)’ 인 것이 ‘사소한(trivi따)’ 것올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 (a well.ordered society )"는 정의에 

대한 합리척 견해를 모든 개인이 자발척으로 합의를 통해 수용하고， 이러한 정의 

의 훤리가 공척 기본구조에 실현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민주적 원리에 기초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공동체 (commu빼)나 결사체(없sociation)와 구분된다. 민주적 

정치사회는 자기 완결척 체계이며，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궁극척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는 변에서 결사체와 구본된다. 나아가 이상적 민주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척， 도덕척 교의’ 에 의해 지배되는 꽁동체와는 달리 전체척 통합에의 

열망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감성에 의존하는 공동체척 귀속감과 통합은 자유민 

주주의적 원리에 근거하는 ‘입헌주의적 통합’ 과는 다르며 , 공동체적 통합은 기본 

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치적 자유주의 

는 공동체주의에 내포된 정치쩍 낭만주의훌 경계하고， 이러한 정치적 낭만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사회에 내재하는 민주 문화의 중심 훤리와 상치되며， 공적 이성 

(public없son)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올 강조한다. 

민주사회 내에서 꽁유될 수 있는 합리적 원리는 보편화 가능성의 척도에 의해 

논리적으로 청당화되어야 한다. 정의의 훤리가 현실적으로 명퉁한 시민들의 자발 

척 참여에 의한 합의의 결과라고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파연 정당한 합의인 

가률 판단하기 위한 기준온 여싼히 요구되며 , 특히 ‘기본구조’ 에 관련되어서는 공 

청한 합의를 가농케 하는 초이해적 관점이 필수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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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민추주의와공톨체후의 

근대 이후의 ‘정치의 조건. 은 많온 긴장과 대립의 요소들올 내포하고 있다. 서 

로 상충되는 요소들， 즉 전통과 근대성， 공동체적 휴대와 개인의 자율성， 공적 자 

윷성과 사척 자옳성. 해석파 철화적 정당화， 행복파 정의， 확수성과 보편성 둥훌 

매개합으로써 이툴 간의 긴장옳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 

고 있다. 공통체주의는 근대 개인주의의 보훤확에 따론 윤리척 토대의 상실， 즉 정 

치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동의 현상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공동체주의는 정치적. 문화척 공동체활 보다 통합된， 보다 상호 

의존척인，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으로 풍요로훈 장으로서 

재개념화하고， 이률 갱치 영역에서 복훤시키려 한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옳 위한 제도적 툴로서 ‘강한 공동체’ 라는 개념올 우선시하고 “우애적 감성”파 

“자아 정체성의 공동체척 이해”를 강조하여 (8없001 1982, 150) , 해속감이라는 공동 

체적 삶에 대한 정서척 갈망에 호소함으로써 많은 반향올 불러 일으켰다. 

공동체척 유대와 가치관의 중요성 및 권리와 책임의 균형척 조화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과 논의는 오랜 역사훌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여러 형태의 공동체들 

(가족; 이훗; 사회적， 종교적， 직업적 결사체툴; 그리고 정치공통체 동)의 구성원 

으로서 존재하며， 개인의 자유도 상호의존척인 공동체들의 훌율 벗어나서는 지속 

적으로 휴지훨 수 없다. 공동체는 또한 그 구성원들의 관심과 헌신적 기여가 없이 

는 유지될 수 없다. 배타적인 사리의 추구는 사회적 판계망올 챔해하며， 모두가 실 

현하고자 하는 ‘민주적 자치 (democ빼C self-gov1빼ment) ’ 에 폐해적 인 결과롤 초래 

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주의적 판정에 의거하지 않고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Eαioni 1995). 

개인주의척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유대감윷 형성시키지 못하고， 시민의 참여률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현대의 위기척 상황융 초래하였다고 비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 (self-rule)의 실현올 위한 정치적 참여흩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자유 

(republican fr뼈om) ’ 의 관념은 큰 의미륭 갖는다. 공화주의 전통은 정치 참여률 인 

간 생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본다. 자치에의 참여는 공공선파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동료시민들파의 토의를 의미하며. 이률 휘해서는 개인척 차원에서의 선택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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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올 넘어서는 보다 포팔척인 농력의 함양이 요구된 

다. 따라서 ‘공화주의척 자유’ 의 실현온 시민률로 하여급 “꽁꽁의 일에 대한 지식 

과 귀속감， 전체에 대한 판심，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를 필요로 한다." (Sandel 

1996 , 5) 이러한 능력과 자질이 이른바 .시민척 덕목(civic virtues)’ 을 구성하며 . 

‘공화주의적 자휴’는 이러한 시민척 덕목용 함양시키는 ‘인격 형성외 정치 (a 

fonnative poJitics) ’ 률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적 공동체주의는 "강한 민주주의 (strong democracy)" 에 대한 옹호로 나 

타난다. 참여척 꽁동체주의의 정치률 대변하는 ‘강한 민주주의’ 는 정치톨 ”살아가 

는 방식 (a way of living)" 으로 이해하며， 사척인 것올 공적인 것으로， 의존성올 상 

호의존성으로. 갈둥옳 협력으로， 강제를 자유로 “변형 (σansfonnation)" 시키려 한다 

(B없뼈r 1984, 117 이하). 강한 민주주의는 ’‘정치의 조건”에 대웅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요로서 현대 정치의 딜레마에 척철한 대용책올 제시활 수 있는 유일한 형 

태의 민주주의이다. 여기에서 “정치의 조건”이란 “갈둥이 존재하고， 사적인 혹용 

독립적인 판단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공 선택올 하여야 하는 상황” 

으로묘사된다. 

정치적 조건애 대한 대웅의 한 형태로서의 강한 민주주의는 “톡립적인 판단 근 

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기업법에외 참여과정과， 의존적이고 사적인 개 

인물용 자유로훈 시민으로， 또 부분적이고 사척인 이해관계들올 공꽁선으로 변형 

시킬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창출올 흉하여 갈퉁이 해결되는 참여적 형태의 정치” 

로 쟁의된다(Barberl984 , l32). 강한 민주주외는 대중민주주의의 수동성옳 지양하 

고. 시민룹의 척극적인 참여 활동올 정치의 주요 덕목으로 강조한다. 강한 민주주 

의는 원자적 개인풀이 무에서 사회쩍 유대륨 창출한다는 허구률 거부하며， 동시에 

개인에 우선한 추상적 공동체로부터 개인들의 존재 의의와 목적올 도출하는 집단 

주의도 반대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공동체， 꽁꽁선， 시민정신올 민주주의적 순환 

과정의 상호의존척인 셰 축으로 확립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공적 토의와 결정 과 

정에 참여활 수 있는 시민물의 집합인 공민(公民)올 창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 

험적으로 전제되지 않은 공동체의 창출은 참여척 양식의 정치활동의 주요 파제 중 

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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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민쭈후의와 토폼 정치 

자유민주주의는 “이성적인 불일치 (reasonable disagreement)" 의 상황에서 정치적 

결사체률 구성하고 공존과 안정올 유지할 수 었는 조건율 요구한다. “합리적 대 

화”와 “명퉁한 존중”윤 자휴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원리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이다. 합리척 대화와 평흉한 존중의 규범에 따라 이루 

어지는 공적 토론온 공공 이성 (public reason)의 실현을 가농케 한다. 자유민주주의 

는 ‘포럽. 중심의 정치형태이다. 이흔바 ‘토의 또는 토론 민주주의 (deliberati ve 

democracy) ’ 이념윤 ”자유롭고 평퉁한 시민들 간의 토론올 통한 의사 결정”이라는 

관념올 핵심으로 한다(Elster 1998). 토의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와 선호의 단순한 “집약 (aggregation r 보다는 “변환(transformation) "을 추구한다. 정 

치척 선택이 정당성올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롭고 평둥한 합리적 행위자 

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론의 결파이어야 한다. 물론 자휴롭고 평둥한 개인들에 

의한 공척 의사 결정의 형태가 토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근대 사회 

에서 공쩍인 합의와 결정에 이르는 방법온 .논쟁 (arguing)과 타협 (barg빠lÎng) . 그 

리고 투표(vo디ng)"가 있으며， 여기에서 논쟁과 타협은 투표와 달리 ‘의사소통’ 또 

는 언어 행위의 형태들이다. 이들 중 ‘논쟁’ 의 특정은 목적 자체 및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선호와 신념의 변환’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토의 민주 

주의는 이러한 ‘논쟁’ 의 특정올 공공영역에서 최대한 확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 

다. 

의사소홍올 통한 공동의 의사 형성 파정이자 제도인 공론장(public sphere)은 근 

대 입훤국가의 확럽 과정에서 둥장하였다. 근대 공론장 내에는 합리성의 다양한 

현실태에 대한 비판을 가농케 하는 규범이 잠재태로서 존재한다. 즉， 공론장올 통 

해 우리는 ‘정당성’ 올 중심적인 정치적 관심으로 부상시킬 수 있게 되며， 의사소 

롱의 정도를 정치의 척도로 삼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공론장온 근대 정치의 

이상성올 구성하며， 현실 정치의 왜곡을 인식활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공론장 

은 한편으로 참정권과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동의 주장과 밀접한 판련올 가지며 , 또 

한 국가의 형태로 조직화되는 지배구조에 대한 공식척， 비공식적 비판올 흥해 형 

성된다. “공론장은 무엇보다도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척 삶의 영역올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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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꽁론장에 참여활 권리훌 보장받는다.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공공체률 형성하는 모든 대화의 형태 속에 공론장의 한 부분이 발생 

하여 존재하게 된다，" (Habennas 1989, 136) , 

공론장은 사회적 차별파 륙권올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훌 추구하는 개인 

들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이 합리적 담론올 가놓케 하는 기준올 존중함에 의해 참 

여자의 명동성파 보편적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자유주의적 근대 공론 

장의 내척 동기는 공론장의 매개률 통해 정치률 “합리척 권위”로 전환시키려는 것 

이다. 근대적 공론장은 합의 형성과정에의 보편적 참여 (univers떠 p빠icipation)를 전 

제함으로써 정당성윷 획득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편적 참여는 집단적 이해와 관련 

된 사안뜰에 대한 개인들의 합리척 계몽이 달성됨올 의미한다(Habennas 1989, 220 

이하). 

민주주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소극적 권리에만 근거해서 규정될 수 

없다. 민주주의척 과갱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의 수렴과 공적인 행정기구률 통한 

중재애 국한되지 않는다. 공론의 장과 의회에서의 의사형성파정이 권력의 획득과 

휴지률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집단틀간의 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우， 자율적인 

시민률이 공동으로 행하는 이성의 꽁적 사용올 제도화한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의 

미는 상실된다. 시민들의 지위와 정치적 권리는 그들이 사적 개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기보다는 정치적 참여와 의사소통의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척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정치적 권리는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실천에 참여활 수 있는 가능성올 보장한다. 

이에 따라 공론장과 의회에서의 정치적 의사형성은 시장의 원리와 구조가 아니라 

상호이해홉 지향하는 공적 의사소통에 내재하는 원리와 구조률 기반으로 한다. 

토론 정치는 자유주의적 공정성(입헌주의적 원리)과 풍화주의적 의사형성(민주 

주의척 공론장)율 모두 포괄한다(Habennas 1996) , 토론 정치는 정치적 의사형성이 

이루어지는 꽁혼장올 민주주의의 중심 무대로 셜정한다. 그러나 토론 정치는 입헌 

주의 원리들윷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형태의 제도화라는 차 

원에서 중요시한다. 즉， 토론 정치는 집단척으로 행동하는 시민에 의해서가 아니 

라 의사소통의 절차와 조건의 제도화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본다. 특 

히 정치적 공론장의 연계땅에 기반하는 민주주의는 ‘탈중심화된 사회’ 와 친화력 

올 가지며， 따라서 국가률 중심으로 하는 목척지향적 거대주체롤 필요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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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토론 청치의 관챔은 의회와 비공식쩍 공훈장의 연계망 모두흘 판류하는 의 

사소통 과정의 ‘상호주관성’ 올 강조한다. 즉. 상호주관척 의사소통 형식들온 공식 

/비공식척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 합리척인 의사형성의 가능성옳 확보해 준다. 그 

구체적 과정올 살펴보면， 우선 비공식적 여론형성은 ‘영향력 (influence) ’ 올 산출하 

며， 이 영향력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의사형성의 채널파 문화척으로 동원된 공중 

- 이러한 공중은 국가와 경제 모두와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연합체들 속에서 그 

토대를 발견한다 - 사이의 상호작용올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 으로 변형되고， 이 

권력은 다시 입법올 롱하여 ‘행정 권력’ 으로 변형된다. 민주주의적 절차률 통하여 

의사소홈적 권력으로 변형되는 공론은 스스로 지배활 수 없고， 행정권력의 사용에 

있어 푹정한 방향성올 부여하는 기능올 담당하게 된다. 

건전한 민주주의롤 위해 국가 와 사회 간의 정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시민사 

회는 경제체계와 행정체계로부터 구별되는 자올척인 공론장의 사회척 토대로 기 

능하여야 한다. 근대사회에서 사회홍합의 필요률 충족시키기 휘해 사용되는 화폐， 

행정권력， 연대성 (solidarity )이라는 세 가지 자원들 중 연대성이 사회통합의 다른 

두 메커니즘인 화혜와 행정권력올 견제함으로써 이들간의 균형이 휴지되어야 한 

다. 여기에서 연대성의 사회통합 능력은 공유하는 문화척 전흉파 윤리적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넓게 확장되고 분화된 공론장올 통하여， 그리고 

법척으로 제도화된 민주적 토론파 의사결정의 제도적 절차률 통하여 형성되고 발 

전되어야한다. 

V. 훨근대적 쩡:1:)이념의 가농성파 한채 

현대사회의변화~방 

현대 사회의 변화 추이는 다중성과 포팔성， 그리고 상총척 추세가 공존하는 복 

잡성올 륙정으로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판심은 다양한 형태의 탑산업화론， 탈 

근대화폼， 정보사회륜 풍올 통해 나타나고 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이후 나타나 

는 사회의 모습온 정보사회로 규정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중 

심요소로서의 의미률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일의 개념이 근본척으로 변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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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자본과 노통의 계급척 대립과 갈풍이 지식의 이론척 부호화(c때ification)라 

는 혁신적 원칙의 창출에 의해 무대의 전변에서 사라지게 되고， 제3의 기술혁명은 

사회적 갈풍의 양상을 새로용 차원으로 전이시킨다. 이흔바 후기산업사회는 지식 

또는 정보롤 기축원리로 개편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서 기술-경제 구조상의 변 

화가 중심이 되어 정치체제 그리고 문화구조상의 변화률 유발하고 이러한 동반척 

변화가 복합척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사회이다. 후기산업사회는 부호화된 이론 

적 지식에 의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사회계총이 조직되는 사회이며， 이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동은 서비스경제의 출현파 새로운 전문기술계급의 성장올 포함한다 

(Bell 1973). 산업사회가 상품생산에 의해 주도되며 재화의 양에 의해 생활수준이 

결정되는 사회라면， 후기산업사회는 서비스의 교환이 경제의 주축이 되고 삶의 질 

에 의해 생활수준이 규정되는 사회이다. 경제성장이 산업사회의 기축원리로서 재 

화생산올 위해 기계와 노동력올 결합시키고 조직화하였다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지식올 중심으로 사회가 조직되며， 사회적 변화와 분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복 

잡성이 중대하는 양상율 보인다. 지식의 폭발척 증대와 함께 지식테크놀로지가 산 

업 경제부문 및 정치영역에 중대한 영향율 미치게 된다. 또한 직업구조의 변화 측 

면에 있어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종가하는데， 이는 이론적 지식이 노동올 대체하는 

후기산업사회의 휴정올 반영하는 혐상의 일연이다. 

탈산업화와 관련하여 ‘제3물결’ 온 근대 산업사회적 푼명의 전반척 변화를 상징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Toffler 1980). 제3물결이 수반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은 다 

양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새로운 생산방식과 제도에 기초하여 등장한다. 

탈산업화의 문명은 새로운 행동규범을 제시하며， ‘제2물결’에 의해 도입된 표준 

화， 똥시화， 중앙집권화를 극복하는 과정융 포함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료체 

제와 국민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융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 

해 체계척인 설명이나 이론적 틀율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토플러(Alvin Toffler) 

가 말하는 “문명규범”은 현대 세계의 변화를 특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다. 그에 따르면 산업혁명에 의해 초래된 제2물결의 문명규범윤 표준화， 전문화， 

통사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라는 여섯 가지 웬리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원 

리들윤 제2물결 시대의 모든 사회적 삶과 행동의 영역올 규제하는 “숨겨진 코드” 

이다. 이에 비해 제3물결 시대의 문명규범윤 모둔 영역에 있어서의 탈집중화， 분 

권화， 다원화 둥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규법의 원리뜰은 산업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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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범의 역논리로셔 그동안외 지배적인 추세였던 집중파 규재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자휴롭고 민주척인 삶의 형태롤 지향하려는 얼망올 반영하기도 한다. 측， 정 

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조직과 정보체계의 분산과 다양화가 진행되는 경 

우 다양성과 개성올 토대로 하는 자윷성이 보장되며. 보다 민주적인 생활양태가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탈산업화에 따라 서구의 선진산업사회는 중요한 문화 변용올 경험하게 된다. 이 

러한 변화의 핵심은 사회구성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로 구성되며， 나아가 

변화된 의식구조는 사회현실의 변화률 보다 급격하케 촉진하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서구 산업사회가 경험하게 된 가치관의 변화늄 물질주의적 가치관 

(materialistic values) 또는 회소성의 가치판(scarcity v띠ues)으로부터 탈물질주의적 

가치판(postmaterialistic values) 또는 안전의 가치관(security values)으로의 전환이라 

는 시각에서 파악훨 수 있다 4) 문대화의 과정에서 전통적 , 종교척 권위가 법적-합 

리적， 국가적 권위에 의해 대체되고， 업척과 성장을 강조하는 세속적 가치판이 지 

배하게 되는 현상이 보편화되는 것은 근대화를 추진하는 사회의 일반적 특정이다. 

물질척 궁핍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은 근대화롤 추진하게 되는 기본적 동거이며， 이 

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근대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 

는 경우， 즉 복지국가가 출현하고 산업화가 고도화되는 경우 현저한 가치관의 변 

화가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잉글하트(Ron외d Inglehart)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인 성격올 띠며，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 판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획일적 

인 인과적 셜명에 의해 분석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탈물질주의척 가치판은 사회 

척 차원에서 환경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나타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표현과 의미 있는 삶의 질에 대한 판심이 우선척 가치로 강조되는 경향파 연 

관된다. 이러한 탈물질주의척 가치관은 세대교체에 의해 전사회적인 영향력올 확 

보하게 되며. 현대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의 정치제도와 이익표출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정치적 관심의 형성에 

도 경제척 가치나 계급척 이해의 영향력이 격감하는 혐상은 모두 탈근대화의 징후 

에 속한다. 또한 일반척으로 지적되듯이 근대화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휴도한 

4) Ingle따rt(l990;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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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운 실증적 타당성올 가질 수 없지만， 탈근대화와 탈물질주의척 가치판의 

확산윤 사회의 민주확와 강한 상관성올 갖고 있옵윤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하다. 

이상파 같윤 사회구조적， 문화규범적 변화의 양상은 다양한 관심영역올 바탕으 

로 다변화된 형태률 띠고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머 movements)의 동장 

과 연관성을 갖는다. 새로운 사회운동이란 노동운동， 계급운동， 정당운동 동을 중 

심으로 하는 근대의 전형적인 사회운동파 구별되는 운동올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 

운 사회운동온 그 관심의 다양성이 가장 큰 특정 중의 하나이다. 생태계 보호훈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수인종운동. 동성연애자운동， 공동체운동， 반핵명화운동， 

난민보호훈동， 대안운동 동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그 관심파 성격， 참여 

자. 행동양식 동에 있어 다양성올 보인다. 해방적이고 급진척인 관섬을 표출하는 

가하면 낭만척이고 회펴적인 성격올 보이는 훈동플이 혼재한다. 그러나 일반화하 

여 말하자면 이을 새로운 사회운동은 근대성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기존의 매개적 

중간조직이 가지는 중앙집권척， 판료적 특성에 대한 불신， 개인적 삶파 개체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 동의 문제의식올 어느 정도 공유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훈동은 

갈동의 장소와 쟁점이 물질적 영역에서 문화적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융올 분명히 

보여준다. ‘문화우위의 시대’ 에서는 물질적 가치나 성장과 분배의 문제보다는 삶 

의 질파 방식， 삶의 안전과 자율성， 그리고 자아실현의 문제가 일차적인 관심의 대 

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표명함에 있어서도 자아의 성찰척 기획에 근거 

한 토론파 항의의 정치에 호소하며， 운동에의 참여가 어떤 이념척 목표률 달성하 

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그 자체가 의미률 부여한다 5) 

새로훈 사회훈동은 현대사회의 모든 위기적 징후가 부분척， 국지적 영향력올 갖 

는다기보다는 전세계척，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 예 

로 오존충의 파괴， 사막화 현상， 지구 온난화， 열대립 파괴 풍의 전지구적 차원에 

서의 생태계 파괴현상과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은 생태학척인 새로운 담론올 등장시 

켰고. 이러한 담론의 형태에서는 체제 또는 국가 간의 차별성보다는 현대 산업문 

5) 뚜헨느(Al뼈 Touraine)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운홈집단온 수단적이기보다는 자기표 

현적이어서 용동 참여자들윤 그률이 수행하는 임무의 역사척 사명의식보다는 운동자체 

의 경험에서 더 많온 보상을 얻는다”라고 말한다， 알랭 뚜렌느 r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새로훈 사회운동의 전개J. 정수복 편 r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J (서울: 문학 

과 지성사. 1993). 



한국정치 이념의 역사와 과제 33 

명 자체가 문제시된다. 또한 기술관료제의 빼해는 어느 혹정 국가 내지 체제의 문 

제로 인식되기보다는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의 한 양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심의 전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척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 

구화의 추세률 반영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포스트모더니홈의 정치이념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사회 훈동과 가치관의 출현과 밀접한 연판성올 갖는 

다. 현대 서구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활물질주의적 가치판”은 근대적 생산주의와 

물질주의에 기반한 사회 운동 및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 및 사회 운 

동과 문제의식올 활성화시켰다. 새로운 사회운동온 단일한 혁명적 주체성올 부정 

하고， 정체성의 다원주의와 문제의식의 구체성을 주창한다. 이러한 사회 운동은 

조직화된 자본주의의 합리화 과정과 복지 국가체제， 사회주의적 혁명체제 모두에 

대항하면서， 전 사회척 “정상화(normalization) "률 거부함에 따라 “국지적 저항 

(loc머 res생때nce)" 이나 특수주의적 관점들파 상호 지지적 판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좀은 차이의 정치 (the politics of띠fference)" 를 옹호하는 이념 

적 무기로 이해되기도 한다.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메타껄화에 대한 회의(incredulity 

toward metan빠때ves)" (Lyotard 1984, xxiv)률 의미한다. 여기에서 메타셜화는 근대 

과학 기술 및 정치적 과업올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적 톨로서 신이나 자연， 진보， 

해방 동의 이념올 통해 근대적 삶의 주축올 정당화하는 기농올 수행하며， 구체적 

으로는 합리주의 철학，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동의 이데옳로기 내지 철학적 세 

계판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대성의 기초률 정당화하는 메타썰화에 대한 신념의 와 

해는 사회 및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비판의 시각올 보다 첨예화하는 데 기 

여하였다. 서구적 근대화와 합리화의 비용에 대한 재평가는 대표적으로 푸꼬 

(Michel Foucault)의 근대적 “정상화” 과갱 에 대 한 계보학적 분석 이 나 하버 마스의 

..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체계이론척 분석 동에 의해 이루어졌다(Foucault 

1977: 1980: Habermas 1988) , 이러한 환석틀은 근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의도 

와는 상관없이 인간 주체의 무력화(마sempowerment)률 초래하는 담론과 제도률 공 

고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친 합리화 과정파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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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대의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윤 현대 사회의 

구성 및 훈영의 원리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해부를 요구한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률은 근대적 메타젤화의 기초를 이루는 진보쩍 역사관 및 단 

선적 시간 개념， 그리고 근대적 지역 공간개념의 해체와 재구성율 주장한다. 그들 

은 역사의 연속성과 단절 진보와 역사적 사건의 추이 및 기원에 대한 근대적 메타 

셜화의 전제가 근본적으로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본다. 헤겔의 정신사적 역사관。l 

나 맑스의 유물 변중법적 역사관， 꽁트의 진보적 역사관 둥은 모두 근대적 시간관 

파 역사관의 전형적 형태로서 암암리에 모든 형태의 근대적 이념에 걸쳐 무조건척 

전제로 자리잡아 왔다는 것이다. 역사에 내재하는 그리고 역사를 통해 구현되는 

진리에 대한 신념은 한편으로 다양한 인간 해방(계몽파 자연에 대한 지배)의 이데 

올로기와 신화룹 창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에 대한 찬미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인종척 우월주의훌 낳게 되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맑시즘과 

나쩨즘이 모두 통일한 근대성의 논리에 근거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며. 근대성 

의 부정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대적 공깐 개념은 유럽과 비휴럽， 서양파 동양 동의 거시 문화적 지역 구분과 민 

족국가의 경계를 소여적 공간 구조로 수용하는데， 이러한 지리척 꽁간 개념에 반 

대하여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초공간(hyper-space) 개념옳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공간 개념조차도 해체하고자 한다. 그들은 중심과 주변의 구분 및 모든 형태의 인 

위적 지역 구분이 절대화되어 고착된 현실로 인식되는 상황이 문대적 시공개념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고 자유로운 상상력의 장으로서 제한된 현실성올 초월하는 

포스트모던 시공의 지명 확장올 요구한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근대적 주체 (the mαlem subject) 개념 의 해체를 주장한 

다.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로서의 근대적 주체는 목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행위하 

며， 개인의 자올과 자유 의지률 존중하고， 파학적 지식의 주체로서 객관적 진리에 

의거한 인간 해방의 정치척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묘사된다. 모든 근대적 가 

치판 몇 이데옳로기는 근대적 주체 개념올 기초로 하며， 그 주체 개념은 계몽주의 

철학과 합리주의의 소산이다(Wellmer 1985 , 349). 개인， 집단， 계급， 국가 등의 모 

든 근대적 범주룹은 근대적 주체라는 개념옳 전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올 

부정하는 경우 근대 세계의 사상적 기툴이 와해된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윤 근대 적 주체 의 대 안으로서 ’탈근대 적 개 인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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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dem individual)’ 이라는 개념옳 제안한다. 탈근대척 개인온 감정율 가지고 문 

화척 맥락 속에서 살아 숨쉬는 유동적 개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내재하는 개인 

주의척 성향올 반영하는 탈근대적 개인은 집단적 정체성율 거부하며， 공동체적 의 

무와 유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다. 개인의 자아 실현옳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되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올 회피하려는 경향올 보이는 탈근 

대적 개인은 사회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꽁통체적 기획의 주체로 상정되는 “근대 

적 주체”와는 사뭇 상이한 톡성율 갖는다. 물론 탑근대적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꽁똥체를 이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통일성이 결여된 공동체 (community 

without unity )"이어야 한다(Corlett 1989). 또한 탈근대적 개인윤 정체성의 다원화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그 중 하나와 강한 동질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올 

단일화하려하지 않는다. 자아의식의 완전한 달성올 추구하지 않으며， 파편화의 과 

정올 끊임없이 경햄하는 개인이 탈근대적 개인의 륙성이다. 탈근대적 개인은 획일 

적 규범이나 체계적 이론자체에 대해 부쟁적이며， 하나의 선념(가치)체계가 타자 

에 비해 우쩔함올 입종할 수 있는 가능성에 회의적인 가치상대주의적 태도훌 갖는 

다. 탈급대척 개인은 정치적 관심보다는 푸꼬가 말하는 “자아의 기술(technolo밍es 

of the self)" 또는 ·‘실존의 미화(aesthetics of existence)" 차원에서 중요시되는 개인적 

관심윷 갖는다. 이러한 탈근대척 개인의 역사적 등장은 경험적으로도 확인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올 위한 노력이라는 양면성올 특정으로 한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온 

버판주의적 포스트모던 사상가돌운 근대성 비판올 극단화시켜 정치척으로 대의제 

민주주의훌 대체하는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게 된다. 포스 

트모던 사상가률외 반민주주의 정서에 주목해 불 때，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신보 

수주의의 입장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대뚜된다(Bennan 1990, 8). 그러나 

보다 건썰적인 포스트모던 이론가풀이 제시하는 정치적 비전용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가 가지는 가놓성과 척실성올 보여준다. 근대흉 넙어션 새로운 지명올 추구하 

는 건썰척 포스트모더니즘의 조류는 “정치척 자결 (self-detennination)과 자유”의 

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올 강조하면서 근대성의 한계는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 

현에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톨온 자치훌 위한 직접 민주주 

외의 형태와 ”민주주의의 심화 률 통한 참여의 확대률 지지하면서 민주주의는 “민 

권화(empowennent) "롤 의미해야 한다고 역썰한다(W띠ker 1988). 또한 이률온 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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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와 개방성， 판용， 자옳， 개인주의률 용호하면서 이러한 가치들과 협동적 참 

여 민주주의외 제도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며， 나아가 국가 권력의 매개률 배제 

하는 자옳척 공간으로서의 공공 영역의 확대률 주장한다. 

한편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여론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다론 한편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옳 추구하는 상이한 정향들이 공존하는 까닭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가 가지는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갈래로 나뉘어 진다. 어느 측면올 강조 

하는가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은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또는 급진적 운동세력 

의 이론척 무기로 이해되기도 한다. 비관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제도의 정치가 

가지는 한계를 강조하면서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률 회피하는가하면， 건설적 포스 

트모더니즘은 세계 평화， 빈곤， 환경， 성차별. 인총 문제， 제3세계주의 둥과 관련 

된 신정치훈동에 동조하면서 정치의 새로운 지명올 개척하는 데 적극척인 태도를 

보인다. 물론 건셜적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관심 

영역에 따른 훈파가 존재함에 따라 획일척인 성격 규정올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 

나 일반척으로 건설척 포스트모던 이론가틀윤 근대 과학 및 기술 문명올 비판하고 

근대적인 진보 판념이나 정치적 이데융로기의 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근대척 개념톨에 의해 규정되는 것올 거부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은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아니며， 탈사회주의， 탈경제 

주의， 탈자유주의， 탕분배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H리ler& Fehler 

1989), 

일견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보적 사조로서 이론과 실천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올 

제시하는 듯 하띤서도 고도산업사회의 개인주의적 문제외식과 사회 현실을 반영 

하는 보수성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에 통감하 

거나 전환기의 혼동 속에서 새로운 이념적 기초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률은 포스트모더니좁융 사회 비협과 현실 인식에 기여하는 혁신 

척 관점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 획일척 주체관념을 부정하고 다원적 세계관올 주 

창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내의 다양한 요구에 정당성올 부여하며， 이에 따라 

정치의 영역올 념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화척 영역에서의 민주화에 기여하 

는 중요한 이흔적 자원으로 인식훨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 가 사회적 인식의 와해와 ‘무책임의 정치. 흘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 

도 설특력 있게 제시되며， 이러한 혼돈온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가지는 양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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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훤성， 그리고 모호성에 기인한다. 

VI. 맺훌말 

현대 한국정치는 개혁의 파제훌 안고 있다. 과거의 화행척이고 왜곡왼 정치 제 

도와 관행의 교정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개발주도형의 원위 

주의 국가체제가 가졌던 비민주적. 비합리적 절차와 제도 및 관행올 극복하고자 

하는 개혁은 다양한 형태의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정치과정 전반에 절차적 합리성 

율 보강하고， 정치의 영역이 여타의 사회 · 경제 영역들과 가지는 관계률 정상화하 

는 작업옳 포함한다. 물론 정치 개혁의 추세가 비단 한국의 정치상황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제한척 현상은 아니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쥬의로외 이행울 경험한 비 

서구국가들뿐만 아니라 서구선진국가들내에서도 맥락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치 

개혁의 움직임파 판심이 점중하고 있다. 서구국가뜰의 경우 후기산업사회의 정당 

성 위기(Ie밍ψnationαisis)에 대한 각성이 고조되면서 이익집단들외 지대추구행위 

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척 비용윷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정당의 이 

익대표 농력과 기능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신과 회의률 바탕으로 새로훈 정치참여 

의 방식올 추구하는 시도률이 확산되는 현상온 현대의 정치 혐실에 대한 불만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임올 입증하는 예이다. 아옳러 정치 

개혁에 대한 판심이 고조된다는 사실온 현실 세계가 처한 다중적인 문제들의 해결 

에 있어 정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융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미완의 정치이념이다. 자휴민주주의는 혐대 

사회외 다원주의적 특성올 강조하며， 깨인의 자윷성과 창의성올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가치의 다양성올 추구한다. 사회의 가치가 딴일화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로 

운 잠재력 발휘가 저해되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영역들의 자옳성 

과 그 내부의 독자적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보장하려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 

른 판심은 공동체적 휴대를 함양하기 위한 기초로서 “민주적 시민권( democratic 

citize빼p)"용 보장하는 것이다. 전홍척 문화와 판슐의 부활올 토대로 한 공동체 

적 휴대의 형성도 뭄화척 아노미현상과 사회 규법의 와해률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외 하나이다. 그러나 근대화와 더불어 초래된 혐대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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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감안할 때， 사회적 정의와 복지의 실현올 통한 ‘민주척 시민권’의 강화야말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수립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다. 개인 

의 자유와 판련된 헌법적 권리로서의 개인적 권리 (cìvil rights) . 민주주의적 원리에 

기초한 정치참여률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방lts) . 교육과 경제척 안정올 

포함하는 복지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권리 (social rights)의 실질척 보장올 통해 확 

립되는 민주척 시민권은 이른바 “헌법적 애국심 (constitutional patriotism)" 과 사회 

홍합의 기초가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올 위해 요구되는 시민의 덕과 공공성 , 나아가 공공영 

역으로서의 정치세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 만틀어지는 인격으 

로서의 시민과 만몰어지는 현실로서의 공공영역윤 사회홍합과 안정성의 전제조건 

이 된다. 공공성온 ‘시장’ 이 아닌 ‘포럼 올 통해 형성된다. 포렴은 공공영역의 전 

형적인 형태이며， 참여자의 정신척 훈육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일반의지의 형성 

이 가놓해지는 장이다. 공꽁영역윤 국가의 공권력 및 정부영역에 국한되지 않으 

며 , ‘실용척 판심’ 보다는 ‘해방척 관심 이 표출되는 장이다. 공론장은 한 사회의 

역사척 경험 속에서 축적된 다양한 문화척 자원들올 동훤하여 집단적인 자기정체 

성을 만들어낸다. 아울러 공론장은 국가권력올 포함한 행위 주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심 이 표출되 는 장이 다. 정 당화(legitimation)의 관심 이 집 단적 인 자기 성 찰성 

(collective self~빼뼈vity)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휴지되는 사회는 보다 성숙 

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시민 형성과 공론장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이며， 상 

호지지적이다. 공론장이 확고하게 제도화되어 었다면， 그 사회롤 구성하는 각 개 

인온 사회화 과정에서 공공영역파 공공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올 갖게 된다. 

공공성온 도구적 합리성과 전략척 행위에 의해 확보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세계체제의 확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19세기 후반 이후 비판적 자기성 

찰의 장으로서의 서구의 공론장은 오히려 ‘재봉건화’ 되고 ‘식민화’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경제척 부와 권력의 논리는 공론장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역사로부 

터 배우는 교훈온 ‘사이비 공공영역. 이 아닌 진정한 꽁꽁영역의 형성용 ‘획득 

(acquisition) . 의 논리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력에 의해 가놓하다는 사실이다. ‘획득’ 

과 물질적 ‘자기보존’ 의 욕망은 강력한 현실 논리활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효용 

성파 소유의 논리는 인간의 사유를 획일화시키는 경향올 갖는다. 나아가 ‘얼차원 

척인 사유’ 는 기술적 지식의 축적올 지적 성숙의 지표로 삼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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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윤 허구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배타적인 자기정체성과 편 

의적인 자기합리화는 공공영역의 ‘부패’의 정후들이다. ‘비판적 거리.의 확보는 

이러한 ‘부패’ 률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합리적 비판은 공적 사안틀 

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관심과 헌 

신척 기여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관심올 기올임을 의미한다 

(Democracy Means Paying Attention)." (BeUah 1991 , 254) 배 타적 인 사리 의 추구는 사 

회적 관계망올 침해하며. ‘민주척 자치’ 에 해악올 초래한다. 개인의 자유는 ‘시민 

사회의 제도들’ 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시민들은 

시민사회 속에서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뿐 

만 아니라 개인적 그리고 시민적 책무에 대한 인식도 함양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 

은 제도롤 통해 자치의 기술과 습관올 개발하고， 타인에 대해 봉사하는 것도 배우 

게 된다. 물론 정치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용하여야 하며， 구 

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활 의무를 갖는다. 

건전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자기개혁올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부 

패’ 와 그로 인한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올 가 

농케 하는 이념과 규범이 사회적으로 생성 · 공유되어야 한다. 자발적 개혁이 불가 

능한 체제는 유지 불가능한 타락한 정치체제이다. 그리고 자발적 규범의 생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이념의 화립 가능성은 무엇보다 건전한 공론장의 활성화 여부에 

의존한다. 공론장올 통해 형성되는 ‘공공성’ 과 ‘공공정신’ 온 민주주의 이념의 핵 

심으로서 정치공동체훌 유지시키는 집단척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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