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훈하의 정치명론 연구(1): 

장훈하의 쟁치명롬에 나타반 민쭉주의* 

개 댐 영 1 민주사회정책연구원 

r사상겨IJ와 더뚫어 한국지성사에 큰 영향용 미쳤댄 장훈하의 정치평풀옳 

연구대상으로 삼용 이유는， 그의 정치평롤이 한국 국민률에게 미친 영향력 

의 원천옳 따악해서 그 성과훌 현재의 정치평폼가둠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醫히 이 논문온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록주의에 초점율 맞훈다. 

그 이유는， 민족의 문제가 장훈하의 정치행폼에서 가장 출요하게 부각되었 

옳 뽕만 아니라 그의 민족주의가 독확한 혹성율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정 

치평론에서 나타난 민족주의톨 훨자는 ‘민족우위혼’ 으로 해석하면서 장훈하 

의 정치평풀이 갖는 이옳배반옳 고활한다. 

일견 독단적으로 보이는 민족우위론으로 말미암아 장훈하의 정치평폼용 

강한 생명력율 강는다. 그러나 동시에 판용의 정신옳 상싫한 그의 정치평론 

온 독자의 현명한 정치적 판단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약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정치적 지향성과 관용이 대립하는 정치평론의 이율배반의 뭄제가 

둥장한다. 짧자눈 장훈하의 정치평론이 갖는 이율배반의 맥락에서 오늄날 

한국의 정치평물에서 엿붉 수 있는 편협성옳 비판하고자 한다. 

1. 서 룰 

이 논문용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이다. 논문의 제목 

에서 알 수 었듯이 이 논문은 다읍에 발표할 「장준하의 청치명론 연구 (2): 장준 

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빈추주의」와 더불어 완결된다. 이 논문에서 펼자는 장준 

*이 논뭄온 2002년 9행 서옳대화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밟표한 내용융 수정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함께 토론해 주신 분툴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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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민족주의률 정치사상사적 판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평론의 판점1) 

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의 민족주의가 어떤 내용파 의미롤 지니는지 연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의 민족주의가 그의 쟁치평론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떤 영향 

올 주었는지에 초점올 맞추고자 한다는 것이다. 

장준하는 민족주의자요， 민주화 투사였으며， 개혁적인 정치인이었다. 동시에 장 

준하는 사상계 발행인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탁월한 연셜가였으며， 정 

치평론가이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장준하를 정치평론가로 접근하고자 한 

다. 이는 장준하를 정치평론가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특정 측면 

을 조망하겠다는 것이며， 정치평론가라는 차원에서 그의 언행올 이해하고자 한다 

는 뜻이다 2) 이 때문에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서 『사상계』훌 창간한 1953년을 

중심으로 그률 이해하고 그의 삶을 해석하고자 한다. 

장준하는 1918년 명북 의주에서 출생하여 1975년 사망했다， 1따4년 일본 동경의 

신학대학에 재학중 일본군 학도병에 입대했다가 탈영하여 중국군에 편입했고， 

1945년 1월 팡복군에 가담하여 대위가 되었으며， 그 해 8월에 중국에서 국내침투 

를 위해 미육군 군사교육올 받던 중 해방올 맞았고， 고국에 툴아와 김구의 비서， 

비상국민회의 서기 동올 역임했다. 그후 1953년에 월간 『사상계』를 창간했고， 

1962년 막사이사이 언론문학부문상올 수상하기도 했다， 1967년 야당통합을 추진 

하여 성사시켰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원수모독죄로 수감되었고， 옥 

중에서 국회의원3에 출마해서 당션되었다， 1972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참가했 

고，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 l호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1975년 포천군 약사봉에 

1) 정치평론의 판점이란， (l) 특수성 (p때iωlarity) 중심의 접근방식과， (2) 상호주관성 

(inte얹ubjecti끼ty)에 기초한 판단， (3) 다양성 (pluraIity )의 판챔율 견지하는 것올 의미한 

다. 김대영 (2002 , 285-287) 참조. 
2) 이동수(2001 ， 88) 교수는 정치적 인간올 ‘정치행동가(politic외 actor) ’ 와 ‘정치사상가 

(political thinker) ’ 와 정치명론가(politic빼 critic) ’ 의 셰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정치명론가 

률 ’‘현실정치에 대해 일상의 수준에서 말하고 대화하며 비판하면서 .말’ 올 가지고 정 

치척 행외률 하는 사랍틀”로 갱의한다i 그런데 이 교수는 어와 같은 분휴가 현실 속의 

구체척 행쩌자들융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분류는 

서로 어느 정도 상호중복적이며 한 개인이 세 가지 역할올 함께 추구할 수도 있다. 이 

런 챔에서 이 세 가지 훈류는 청치척 인간의 종휴(ωnd)라기보다는 차원 (dimension)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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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문사했다. 그외 져술로는 대표적인 『툴베개』률 비롯하여 『브니엘.8. l'사상계 

지 수난사』 퉁이 있으며 l'사상계』 동에 많용 정치횡흩율 벌표했다. 

『사상계』와 더촬어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한국지성사에 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숭만 정부가 독재로 치닫고 사회가 혼미하고 가치판단이 혼란한 와중에 『사상 

계』률 통해 공론올 키워나갔다. 그러나 5 . 16 군사쿠데타로 정권올 잡용 박정회 

정부의 『사상겨1.1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말미암아 장준하(1985. 제3권， 65)는 “그툴 

「박정회 정부， 장준하는 이률 ‘5. 16 사랍들’ 로 표현」과의 투쟁방법올 달리 해야 

될 것올 강구”하면서 『사상계』률 포기했다. 그리고 그는 정치명론의 장으로부터 

직업정치의 장으로 주 활동무대률 옮겼다. 

이와 같은 인생 역정옳 걸었던 장준하훌 굳이 정치명론가로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평론이 지녔던 호소력에 대한 관심파 더불어 공론장융 활성화시 

키는 방식에 대한 판심 때문이다. 즉. 일차척으로 장준하의 정치명론이 한국 국민 

들에게 미친 영향력의 훤천올 화악해서， 그 성파를 현재 활흉하고 있는 정치명론 

가들파 꽁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치명룬가들의 좋은 정치명론을 통해 현실정 

치가 좁더 분명하게 셜명되고， 좀더 역통적으로 해석되며 , 나아가 좀더 깊윤 공감 

대 속에서 판단될 수 있기률 바라면서 장준하의 정치펑론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이 파정에서 정치척 공론형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올 분석， 추출 

하고자한다. 

장준하의 정치명론용 크게 민족의 문제와 민주의 문제흉 주제로 삼고 있다. 민 

쪽이라는 주제는 다시 민족자주성파 통일 및 민촉 문화 동으로 셰분할 수 있으며， 

민주라는 주제는 다시 민련과 법치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민 

족의 문제륭 중심으로 장준하의 정치명폰올 고찰하겠다. 이는 민주의 문체가 중요 

하지 않다든지 또는 민주의 문제 속에서 정치평론의 쟁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민족 문제률 살펴보고 민주의 문제는 추후에 연구하겠다는 

선후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올 부연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장준하의 정치명론에 

나타난 민족주의률 쟁치평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률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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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쭉주의자가 쩡 t1맹훌훌 환 이휴 

민족의 문제는 장준하 정치명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민족의 독립올 위해 

생명마저도 기꺼이 회생하겠다고 맹세했던 장준하에게 민족은 자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차적인 삶의 터전이었다. 이런 챔에서 장준하는 민족주의자였음에 틀림없 

다 3) 그가 민족주의자가 되는 과정과 그의 민족주의적 기본 판정은 그의 저작 『톨 

베개』훌 통해 잘 알 수 있다. 

장준하는 중학교 4학년 시절에 교장선생님이 독립훈동 혐의로 체포당하자 친구 

들파 함께 ‘대한독립 만셰’ 률 부르고 ”내 일생은 우리 독립운동에 바치겠노라，"4) 

고 다짐했으며 , 실제로 1944년에 학도병올 탈출한 이후 독립훈동에 투신했다. 그 

러나， 그가 화도병에 지원한 이유는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신학대학 재학중에 학도병에 지원했는데， 당시 장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이었지 민족윤 아니었다. 그런 그가 가족에 큰 해가 될 것올 분명히 알면서도 목숨 

올 걸고 탈영한 이휴는， 일본군 내에서의 체험 때문이었다. 그는 병영생활에서 민 

족적인 차별올 받았고 이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으로 그에게 다가왔 

다. “나는 나의 혈관 속의 피가 멈추지 않기를 기원했다. 나보다도， 내 민족의 피 

가 용서하지 못활 치욕이었다，" 5)고 장준하는 당시의 심정을 기록했다. 자신이 떳 

떳한 인칸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이 쭉립해야만 한다는 생각 속에서 장준하는 자신 

과 민족율 일체시하게 되었고‘ 그는 탈영을 결심하변서 “나의 생존가치는 지금 이 

시각 이후로부터 비로소 존재한다" (1985 , 제2권 6)고 다짐했다. 이후 장준하의 삶 

윤 민족의 삶 속에서만 그 의미률 갖게 되었고， 그의 정신 속에서 민족은 다른 어 

3) ，민족주의’ 는 다양한 의미륨 지니는 용어이다. 펼자는 이 말에 톡별한 가치판단올 부여 

하지 않는다. 필자가 사용하는 .민족주의’ 라는 개념온 한스 론(Hans Kohn)의 정의에 따 

른다. 그에 따르면， 민족주의란 “민족국가야말로 이상적인 동시에 휴일한 합법척인 정 

치조직체이며 ‘민족(na디onality) ’ 이야말로 온갖 문화상의 창조력과 경제상의 복지의 원 

천이라고 주장한다." (Kohn 1974, 11-12) 

4) 장준하 1985 , 제 l권， 153 , “정견 연젤문"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중 출마하 

여 방송 유세원고로 준비한 연설문인데， 병보석휩으로 발표하지는 못한 유고) , 
5) 장준하 1985 , 제2권， 16, r률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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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가치와 비교휠 수 없는 가장 소충한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와 같윤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그의 정치명론에서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의 정치펑론에서 필자는， 0 민족올 위한 회생의 필요성 , 2) 민족정신에 대한 강 

조， 3) 민족 안에서 삶의 의미률 추구， 4) 불구로 다가오는 민족， 5) 공화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 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 각각융 장준하의 말과 더불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준하는 개인올 절대척 가치로 생각지 않고 민족윷 위해서라면 회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민족율 위해 개인이 마땅히 회생해야 하는 일로서 장준하는， 해 

방 이전에는 독립운동윷 강조했고 해방 이후에는 홍일운동옳 역설했다. 그가 본격 

적으로 정치명론올 시작한 것은 『사상계』 창간 이후였는데， 그 시점은 한국전쟁의 

막바지인 1953년이었다. 당시 동족상잔의 처참한 실상융 목격했던 장준하에게 민 

족의 분단용 어떤 논리로도 셜명할 수 없는 대재앙이었고 뼈저린 비극이었다. 따 

라서 “국토통일과 완전한 주권과 경제부흥과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는 우리 온 

겨레가 부르짖는 바페로 다가왔다. 그런데， 장준하의 논리는 홍일울 위해서는 개 

인의 회생올 감내해야만 한다는 민쪽주의척 논리로 비약한다. 많은 사랍들에게 감 

동올 주었던 대표적인 정치명론 「민족주의자의 길」에서 장준하(1985 ， 제 1권， 59) 

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통일에의 길온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그렇지만 그 길은 

기필코 우리가 가야 활 길이다. 우리 한 사람， 몇 사랍의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희 

생되어서라도 가야 할 길이다 또 r민족외교의 냐아갈 길」에서는 “정치 이념도 

생활 조건도 심지어 사생활까지가 통일올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이에 대한 집착을 

탁 털고 훌훌히 나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홍일올 말활 수 있고 통일운동에 가담할 

수 있다"7)고 말했다. 여기에서 필자는 장준하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에 바탕융 

둔 서구식 민족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올 알 수 있다. 

둘째，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민족정신을 강조한다. 그에게 자랑스러운 민혹은 단 

순한 불구의 치유， 즉 통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민족의 정신이 살아야만 한다. 

이 때문에 장준하는 민족 문화의 창달에 깊용 판심윷 가졌다. 그는 “우리의 주체 

척인 문화훌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활 것인가."8) 끝없이 고민하고 그 방향 

6) 장준하 1985 , 제 14권， 160. “새혜를 맞이하며"(1'사상계J ， 1955년 1월호) . 
7) 장준하 1985 , 제 I권 40. “민족외교의 나아갈 길 .. (r씨용의 소리J 1973년 1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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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했다. 그가 일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운 민쪽올 식민지로 전락시켰던 파거와 

의 단절이었다. 장준하는 「단철의 인식」에서 “해방된 우리 민쪽온 결코 봉건 이씨 

왕조의 신민도 아니요， 제국주의 일본 관권의 노예도 아니요， 기본 인권파 자유권 

의 보장융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인민"9)임올 강조했다. 장준하가 

주장하는 파거와의 단절은 ‘사대주외’와의 단절이고 비굴의식’과의 단절이다. 

그는 ‘우리 엽전들은 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비불한 의식올 비판하면서 “자파의 득 

세룰 외세에 의존하려는 ‘비굴의 나락’ 에까지 떨어져 있으며 밤사이에 원수가 뿌 

려 놓운 가라지에 눌려 생기롤 회복치 못하고 수척한 붐울 이끌고 허덕이는 슬픈 

현실"10)올 벗어버리자고 주장했다. 장준하는 민족 문화의 창달융 위해서는 단절 

파 더불어 계숭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방국(해國)올 틀어 외적 (外敵)에 

게 넘기고 자손으로 하여금 그 사슬에 몸부림치게 한 무위무놓 부패 타락의 조상 

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조국의 독립옳 그리면서 이역만리(異城萬里)에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 지사률의 고혼(孤塊)올 위로"11)할 훨요가 있옴을 주장했다. 단절 

할 것은 단절하고 계송활 것은 계송하여 민족의 올바른 정신올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족 안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올 보지 못하는 사랍들율 질타했다. 

“우리 겨레는 결코 사리륭 분간 못 하는 야만종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올 

헌신짝같이 짓밟고 백성옳 버러지같이 얄보고 소와 ‘계몽(양寒)’ 올 한다고 나선 

이들은 그 지위의 고하롤 막론하고 국민의 이홈으로 심판" 12)할 것을 주장했고， 민 

족 문화의 창달올 위해 .‘생각의 자립”과 “문화적 자립"13)울 강조했다. 

셋째， 장준하의 인생의 의미를 민족 안에서 찾는다. 그는 마치 아렌트가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인의 삶을 폴리스의 정치적 삶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인간의 삶의 의미를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찾았다: “민족적인 생 

8) 장준하 1985. 제 l권. 343 , 장준하(사회) . “외래푼훌의 홍수와 민족문화의 위기: 우리의 
주체생 상실이 뜻하는 것 .. (좌담 r씨 웅의 소리J. 1973년 10월호) , 

9) 장준하 1985. 제 1권， 190-191 , “단절의 인식 (F사상계내. 1956년 8월호) , 
10) 장준하 1985. 제 1권 .225 ， “자각과 결의 : 비굴의식의 일소훌 위하여 .. (r사상계J. 1958년 

7월호). 

11) 장준하 1985. 제 l권. 180-181 , “3 ' 1절에 즈음하여 .. (r사상계J. 1956년 3월호). 

12) 장준하 1985 , 제 l권 186, “따뜻한 정치률 바란다 .. (r사상계J. 1956년 6월호) , 
13) 장준하 1985. 제 I권 .259 ， “다시 맞는 3 ' 1철 .. (W사상계J. 1960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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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파 존재와는 따로 있는 자기， 민족의 생명야 끊어진 뒤에도 살아 있는 자기， 민 

쪽이 눌리고 휠벗고 있윷 때 그렇지 않은 자기는 이미 자기 아닌 자기이며， 그렇기 

에 자기의 생명올 설현하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 (장준하 1985 , 제 1권， 50) 

넷째，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훌발한 민족주의이다. 그 

가 바라보는 한국 민쪽온 자랑스러운 민족. 영광의 민쪽이 아니라， 가련한 불구의 

모습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천신만고 끝에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으 

나， 민족은 다사 두동강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그의 생명의 원천인 민족이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으굶 만쪽활 수가 없었다. 월쩌(뻐chael 

Walzer)가 평론융 위해서는 ‘비판적 거리두기 (c떼C머 dis때lCe)’ 률 필요로 한다고 

했고， 폐슬러 (Arthur Koestler)가 비판정신용 ‘약간의 좌젤 (a certain amount of 

frustration) ’ 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했듯이 •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식민지 치하의 민 

족과 분단된 민쪽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장준하에게 식민지 치하의 

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 아니었으며， 분단훤 민족은 심각한 불구자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쭉옴옳 목격했고.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발견 

했다. 이 때문에 장준하(1985 ， 제 I권， 55)는. “우리 민족의 양분， 무력대결은 휴전 

선의 튼튼한 첼조망올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또 개인 한 사랍 한 사랍의 모든 

것이 파피와 왜곡율 뜻한다”고 젤규했다. 

끝으로， 장준하외 민족주의는 공화주의 14)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민족주의이다. 앞 

에서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것이 장준하의 민족주의룰 국가주의 또는 파시즘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왜냐하 

면 그의 민족주의는 철저한 공화주의에 토대흩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특 

정인이나 톡정 집단， 또는 특권충에 의한 국가 운영올 거부하면서 ‘민권’ 올 강조 

했는데， 이는 다옴과 같은 그의 말올 통해 잘 알 수 있다. “마음의 혁명 없이 제도 

14) 필자는 민주주의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종합으로 이해하는 하버마스외 견해에 동의 

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훌 존중하는 신념체계라면， 꽁화주의는 개인들이 모여 함 

께 공동체률 이끌어간다는 신념체계이다. 민주주의는 이 양자가 종합된 사상체계인데， 

하버마스(1996. 296-297)는 혐대의 폼제의식에서 자유주의자는 “시민 일반에 의해 공 

유되는 문화적으로 확립된 배경적 합의”률 중시하며， 공화주의는 “정치적 공론장울 재 

활성화하여 시민 일반으로 하여끔 붐산된 자치정부의 형태 속에서 (다시 한 번) 판료척 

으로 소외된 국가 권력올 장악활 수 있도록 하는 것”용 강조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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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올 바꾼틀， 사상척 기초 없이 톱재자만용 제거한툴 또다른 형태의 독재나 또다 

륜 모양의 부패률 어떠한 방법으로 막올 것인가. 지금 우리의 사태률 관찰하건대 

전에는 너회가 해먹었으니 오늘온 우리가 좀 해먹용 차례라는 식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읍이 아폼올 금할 수 없다 "15) 장준하는 ‘공화주의’ 라는 표현올 사용하지 

않고 이훌 ‘민주주의’로 부르는데， 그 내용이 공화주의를 뜻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표현올 통해 더욱 확실히 알수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국민 자치 

의 원리률 바탱으로 하지 아니한 민족 지상주의가 아우슈비 수용소의 일대 비극을 

가져온 나치스의 광신으로 화하는 것올 정계하자는 것이요， 신경질적인 민중불신 

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용의 원리률 기초로 한 대의민주정치롤 설질적으로 마비케 

하는 반민주의 함정으로 떨어지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우리는 대화와 논쟁이 민 

주주의의 활력소임을강조하며 그러한의미에서 이번의 사상논쟁은주목올끈다 "16) 

이상파 같이 장준하의 민족주의률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필자의 

관심온， 장준하가 민족주의척 정치명론올 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민족주의자 

장준하가 정치평론가가 된 이유로 관심올 옮기고자 한다. 장준하뽑만 아니라 수많 

운 사랍들이 식민지훌 경험했고 수많윤 사랍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정치명론올 한 것은 아니다. 또 한독당으로 대표되는 많은 민족 

주의자들이 해방 후의 정국에서 분투하다가 단독정부의 수립파정에서 좌절했지 

만， 그렇다고 해서 그플 모두가 잡지률 발행하고 정치명론옳 통해 민족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던 것은 아니다. 필자는 장준하의 민족주의적 정치명론이 흉발하는 이 

유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그의 경험 및 신념올 거론하고자 한다. 그의 확고한 

언론판으로 말미암아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민주척 지향융 잃지 않았으며， 그 스스 

로도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장율 현실정치로부터 정치명론으로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장준하가 정치펑론올 통한 정치적 행위의 필요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올 인식한 

것온， 그의 중학생 시절로까지 거슐러 올라간다. 그는 r1시민이 읽은 30년간의 신 

문」이라는 정치평론에서 중학교에 입학한 14세부터 3년 동안 자신이 『동아일보』 

15) 장준하 1985 , 제 l권， 267. “또다시 우리의 방향올 천명하면서" (f.사상계~， 1960년 6월 

호). 

16) 장준하 1985 , 제 l권， 286. “누가 국민융 기만하고 있는가: 국민 앞에 석연히 혹백을 가 

리라" (r사상계J ， 1963년 1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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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브나로드운동(문맹퇴치운동)에 참가한 경험담올 토대로 신문의 역할과 그 경 

영의 방향에 대해 논했다. 여기에서 장준하는 당시의 감동올 이렇게 말한다: 

이때부터 나는 신문올 높이 보게 되었으며 인연 깊은 나의 지도자적인 대상으 

로， 아니 당시 우리 온 겨레를 지도하고 었는 존재로 아주 믿어 버리게 되었다. 

실로 이 무렵 나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비극의 나라였으며 철혹장막파 같은 절 

망의 나라였었다. 이때의 모든 청년들은 거개가 이와 같온 비극과 절망 속에서 자 

포자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겨우 일제에 불어 호구책으로 입신출세의 길올 노리거 

나 하는 것뿐 다른 아무런 회망과 장래의 정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똥 

아」와 『조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신문만이 캄캄한 우리 조국올 비춰 주던 유 

일한 둥불이었으며 회망이었다. 최소한 그때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로부 

터 나는 신문에， 신문이 하는 일에 온 판심올 기울이게 되었다 17) 

소년기에 장준하는 언론 속에 민족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올 발견했다. 이러한 

경험은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일본군에서 활영한 후 독립운동에 투신하 

기로 작정한 장준하는 중국 중앙군판학교 임천분교에 설치된 한국 광복군 훈련반 

에서 8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군사훈련올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군과 달 

리 실사격훈련올 받지 못하자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실의와 좌젤에 빠지게 되었는 

데. 이 때 장준하는 『둥불』이라는 잡지률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고양 

하고자 했다. 당시의 심정올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말하는 출판업자나 잡 

지 발행인으로서의 그 출발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 이상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의 것이다.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나 

는 봇글씨 한 자 한 회올 그을 때마다 손에 햄올 넣었고 그 힘은 나의 신념에서 솟 

아올랐다 "18) 훈련을 마치고 중경 임시정부에 도착한 후에 장준하는 2호로 끝낸 

『둥불』올 속간했다. 당시 중경 임시정부는 여러 정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준 

하의 눈에는 정파의 난립파 반목이 독립운동에 암적 요인으로 비쳐졌다. 이에 장 

준하는 “독립훈동의 행동 통일， 그리고 그 이론화와 체계화， 또한 민족의 총단결 

올 위한 방향 모색"19)올 위해 『둥불』올 속간하여 중경에서 총 4호를 발행했다. 

17) 장준하 1985 , 제 l권 146. “ l시민이 읽은 30년간의 신문"(r민촉과 자유와 언론J ， 1963년， 

일조각). 

18) 장준하 1985 , 제2권， 104. r률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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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준하는 중경을 떠나 서안에서 미국전략첩보부(OSS) 훈련올 받으 

면서 『제단』이라는 잡지률 발간했다. “모두 죽음옳 각오하고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훈련올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후세 

에 혼적강은 것이라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 .. (장준하 1985 , 제3권， 74)에서 시작한 

『제단』은 총 2호를 내고 해방과 더불어 자똥 폐간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독립운동 

가들에게까지 보내져서 많은 감동과 찬사롤 받았다. 이처렴 어려운 독립운동의 환 

경 속에서도 장준하는 공론의 중요성과 그 의미흘 잊지 않고 공론의 활성화를 추 

구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1953년에 창간된 『사상계』이다. 

앞에서 장준하의 「민족주의자의 길」올 통해 자아와 민족을 일체화하는 그의 견 

해흘 살펴보았듯이 , 일제하 독립운동에 투신한 장준하의 삶은 그 자채가 자랑스러 

운 민족올 향한 역정인 동시에 떳떳한 자아률 찾아 나선 자아실현의 과정이었다. 

따라서 그의 정치평론은 민족과 자신올 일체화하는 그의 삶의 역정과 별개로 이해 

할 수 없고， 장준하의 정치평론이 ‘민족’ 이라는 문제와 만날 때 특별히 강렬한 생 

명력올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준하가 본격척으로 정치평론을 시작한 

것은 『사상계』를 창간하면서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현실정치 속에 직접 참여해서 

민족의 당면문제흘 직접 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존경하던 김구 주석이 암 

살당하고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마침내 동족상 

잔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장준하는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언론 

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의 정치명론은 ‘민쪽’의 관점에서 현실정치를 해석한다. 

그의 이러한 민족 중심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사상계』 창간사에서 잘 드러난다: 

자유와 명풍올 근본이념으로 하는 근대적 과정올 거치지 못하고 봉건사회에서 

직접 제국주의 식민지 사회로 이행한 우리 역사는 세계사의 조류와 격리된 채 36 

년간 암혹 속에서 제자리걸읍올 하였다. 그것온 자기 말살의 역사요， 자기 모독의 

역사요， 노예적 굴종의 역사였다. 다행히 제2차 세계대전의 결파로 이 참답한 이 

민족의 겸제에서 해방은 되었요나 자기광정의 여유률 가질 겨률도 없이 태동하는 

현대의 진홍용 자신의 피로써 감당하게 된 것윤 진실로 슐픈 훈병이 아닐 수 없 

다. [ ... ) 본지 [r사상계J)는 순정무구한 이 대열의 퉁불이 되고 지표가 됨올 지상 

의 파업으로 삼는 동시에 종으로 5천 년의 역사툴 밝혀 우리의 전통올 바로잡고 

19) 장준하 1985 , 제3권， 73. r브니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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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으로 만방의 지적 소산율 매개하는 공기로서 자휴 · 명화 · 평풍 · 번영의 민주 
사회 건설에 미력옳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20) 

III. 장출하의 민훌훌우훼훌과 정치명훌의 쟁명획 

오웰(George Orwell) 용， 정치평론과 정치적 보고서훌 구분하는 요소로서 ‘창조 

적인 충동(creative imp띠se) 올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그 창조척 충동의 원천올 ‘진 

실성’ 에서 찾았고， ‘너 자신의 자아에 진실하라(To thine own selfbe true) ’ 는 셰익스 

피어의 말올 인용하면서 “거짓훌 말하지 말라. 진정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느끼 

는 것율 말하라" 21)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오웰이 강조한 ‘창조척인 충동’ 은 

진실성 외에도 다룬 훤천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올 장준하의 정치명론에 

서 찾아불 수 있었다. 그것은 강력한 인간의 지향(intention) 이다. 장준하에게 있어 

서 민족주의는 그의 삶 전체롤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향이었고， 그로부터 그의 정 

치명론온 창조척 충동으로 넘쳐난다. 장준하의 정치명론에서 ‘민족’ 만큼이나 중 

심주제로 다루어지는 ‘민주 의 문제도 분명 그의 진실성이 담겨있다. 그렇지만 

‘민주’ 를 다률 때보다도 ‘민촉’ 율 다훌 때 장준하의 정치평룡은 그 내용이 더 풍 

부해지고 그 표현이 더 대중척이며 더 감성적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그의 정치평 

론에 나타난 민족주의훌 ‘민족우위론. 으로 해석하면서 , 그 속에서 장준하 정치평 

론의 생명력올 찾아보고자 한다. 

장준하는 전투적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분명 민족우위론자였다 22) 장준하가 

20) 장준하 1985 , 채 I권， 288-289. “또다시 f사상계』의 발간정신을 더듭으며"(r사상계J , 

1964년 6월호). 

21) Orwell1977 , Vol. 2, 161. ‘'Literature and TotaIitarianisrn" (Listener 1941년 6월 19일자) 

22) 카아(E.H. Carr) 는， 민쭉주의가 그 자체로서는 타민족에 대한 공격척 륙성올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째 따르면 전푸적 민쪽주의는 뽑정시기에 풍장환 이례객 혐상일 뻗 

이며， 이와는 닿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훌 인정하는 민족주의가 서구 역사에서 일반적 

으로 발견된다. 이들 민족주의에서는. “각 민혹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개인척이면서 동 

시에 보편적인 개념인 ‘인간의 권리 에서부터 의식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인권의 

하위개념으로 되었다." (Carr 1981) 그런데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전투적 민쭉주의는 아 

니지만 민족윷 인권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는 서구의 자유주의척 민족주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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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파 일체화하는 ‘민족’ 용 자주척인 톡랩국가률 지향합지언정 결코 침략적이지 

않는 민족이며， 전체주의 또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률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명동하며 평화를 지향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민족주의를 서구의 민족주의와 다른 ‘민족우위론’ 으로 해석 

한다. 그 이유는，1) 그의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의 문제훌 초월했다는 점， 2) 민 

족의 자주성이 침해받을 경우 여타의 가치를 하위적인 것으로 격하시킨 점， 3) 민 

족의 통일파 판련해서는 국내정치척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첫째，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 그것은 그가 민족의 지도자 

로 생각하는 김구률 회상하는 글에서 잘 나타난다1"빽범어록』에 대한 서명에서 

장준하는 다옴파 같은 김구의 말올 인용한다‘공산주의자나 여하한 주의를 가진 

자롤 불문하고 외각(外敵)올 베면 동일한 피와 언어와 조상과 도덕올 가진 조선 

민족이지 이색(異色)민족이 아니므로 이러한 누란의 위기에 처하여 동족과 친히 

좌석올 갈이하여 여하한 외부의 옴모와 모략이라도 이것올 훈쇄하고 우리의 활로 

를 찾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23} 또 그 자신도 「민족주의자의 길」에서 “공산주의 

는 물론 민주주의， 명둥，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파 대립 

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률 획득활 수 없다 (장준하 1985 , 제 l권， 54)고 강 

조했다. 또 그는 남북의 이데율로기훌 민족의 판점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북한에 

있어서의 소(蘇)군정은 북한 백성올 공산 노예로 전락시켜 종주(宗主)의 명이라 

면 동족이라도 상잔함올 서슴지 않는 잔인한 백성으로 만툴었고 남한에서의 미 

(美)군정윤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고 이 사회의 기준윷 전북시켰으며 부패와 타락 

올 북돋우어 놓았다 "24} 

둘째， 장준하는 민족의 자주성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통일에 저해된다고 

생각할 경우 여타의 가치롤 부정하면서 투쟁올 선언한다. 이와 같은 장준하의 민 

족우휘론은 특히 1965년의 한일회담올 반대하는 그의 정치평론에서 쉽게 엿볼 수 

가 있다. 5 . 16파 박정회 정부에 대한 명가에서 매우 신중했던 장준하의 관점은 

한일회담울 계기로 크게 변했다 r현행 한 · 일회담옳 봉쇄하자」라는 정치명론에 

따라서 필자는 이률 ‘민쭉우위론’ 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3) 장준하 1985 , 제3권， 179에서 재인용(김구 r백범어록J ， 257). 장준하재생된 민족 자 
주독립의 의지 r백법어륙」 서명" (r신똥아J 1973년 Il월호). 

24) 장준하 1985 , 제 l권， 241 , ..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 (r사상계~， 195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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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출하윤 이렇게 주장했다: 폐쩨 뺏흉까지 썩어 빠진 박 정권윤， 양식있는 국 

민물의 모틀 기대와 충고와 비판파 반대와 성토률 홍흩어 외면하고 이 치욕척인 

문서물에다 도장율 찍고， 파멸적인 거래률 이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명 

분파 국민외 의사훌 휴린한 이 협잡 문서들이 어떤 수단옳 흉해 합법화활 가장해 

도 그것은 전척으로 무효임옳 우리는 사전에 선언하는 바이다 민족의 자주성이 

첨혜받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장품하논 그가 민주주씌의 초석￡로 강￡ξ했던 법옳 

비롯해서 모톰 것옳 하위개념으로 격하시켰던 것이다. 그려고 그 속에서 장준하의 

정치명혼윤 폭자와 갱중에게 감동￡로 다가온다. 

셋째， 장준하의 민혹우위론은 민혹 문제자 쟁첨이 훨 경우 국내정치책 사안율 

뒷점으로 밀어버린다. 독재와 민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1972연에 ‘7.4 남북공동 

성명’ 이 발표되자， 장준하(1985 ， 제 I권， 54)는 국내정치척 상황옳 고려하지 않은 

채 다옵파 같이 통일 문제에 불입하고 만다: “민족척 양심에 살려는 사랍외 지상 

과제가 훈단된 민족의 홈일이라고 활 때 어떻게 이 사설옳 엄청난 감격으로 받아 

률이지 않겠는가? 말로 따지고 글자로 척기 전에 콧날여 시큰하고 마첨내 왈킥 옳 

옵올 터뜨리지 않옳 수 있요랴. 이것올 감상이라고도 하고 감갱척이라고도 할지 

모르지만， 이 감상， 이 감정 없이 그가 하나의 인간， 민족 분단의 셜옵으로 지새워 

온 민족 양심윷 가진 사랍이라고 하겠는가 이와 같윤 그외 판정올 정치적 이상 

주의 또는 감상척 순진함으로 평가활 수도 있겠지만， 훨자는 이률 장준하의 정치 

명론이 갖는 강렬한 지향성으로 해석하는 똥시에 그의 정쳐1명폰이 많은 사랍툴울 

감동시켰던 현실적 힘의 원천으로 이해한다. 

장훈하 자신외 삶이 민족과 얼채화되었듯이 그희 정치평룡도 민쭉과 더불어 생 

명혁옳 갖고 그 내용이 풍뿌해졌다. 장준하는 현설쟁치의 문쩨훌 자신이 항상 고 

민했던 민쪽의 문제와 연관시컴으로써 정치명론의 내용옳 풍부하게 했고 공감대 

훌 넓힐 수 있었다. 그는 이숭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도 민촉 문 

제활 제기했다. 이숭만 쟁부의 부정선거는 현재의 쭉권윷 치속하겠다는 의도인데， 

파거 민족융 식민지 상태로 만툴 것이 쪽권계굽이었용율 강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이씨왕조훌 도멸(倒滅)로 이끈 자 누구였던가? 모략과 파쟁과 가렴주구 

(뽑敵짧求)훌 일삼아 사북올 채우고 자존망대(自尊훌太)와 자가도취(自家뼈醒)률 

앓삼댄 홉권 계굽이었다. 국민 정부로 하여금 오늘의 비옮율 맞게 한 자 누구였던 

가? 귀훌 막고 놈옳 가리우고 비판올 불허하는 독선의 옳타리 안에서 부패 타락을 



170 한국정치연구 체 11집 저12호(2002) 

얼삼윤 훌훌권 계급이었다앙) 그의 강혈한 민혹주의가 현실정치에 대한 그의 해석 

에 힘파 껄득력율 부여했고， 이로 말미암아 공감대가 확대되고 공론화가 촉발될 

수 있었번 것이다. 

장준하는 부패의 문제도 민족의 판첨에서 조망했다. 박정회 정부의 부패상의 근 

저에는 “전진세력이란 간판 밑에 모화사상(幕華思想)올 뺨치는 태명양 사대주의 

에로 출활용치는 박 정권의 비민족척이며 매국적인 정책" 26)이 있음올 용박했다. 

그는 정부의 현대화 정책도 민촉의 판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민 

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문화가 과학척으로 분석되고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이것 

이 우리 민쭉의 혐대화의 거점이 되어야~27) 하는 것이지 서양의 문불용 도입하고 

모방한다고 해서 국가가 혐대화하지 않는다고 역셜했다. 

이처럼 장준하의 정치명롤은 ‘민족’ 이라논 그의 문제의식 속에서 도덕척 기준 

올 해석해 내고. 그로 발미암아 강한 생명력올 부여받는다. 독자나 청중의 입장에 

서는， 일제 식민지의 삶올 직 · 간접적으로 체험한 꽁홍 경험윷 토대로 민족올 최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장준하의 정치명론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정치명론에 공감하고 그 속에서 깊은 감동올 느낀다는 것과 그의 정치평론이 

현설정치의 공론화에 성공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IV. 지향생파 판용의 대웹 

현실정치와 생활세계률 매개하고자 하는 정치명론가가 독단적 태도에 빠질 경 

우 그의 정치척 행위는 정치명론이 아니라 청치선전으로 전락하고 만다.쟁) 정치명 

25) 장준하 1985 , 210, "우리는 욕권계급의 밥이 아니다 .. (r사상계J ， 1957년 6월호). 

26) 장춘하 1985, 154 ... 정견 연껄문 ..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중 출마하여 방송 

휴세원고로 준비한 연썰문인데. 병보석됨으로 발표하지는 못한 유고). 

27) 장준하 1985, 제 l권， 166, “현대화의 거정 .. (r사상계J ， 1955년 4월호). 

28) 필자는 정치명론파 정치선전율 엄격하게 구훈한다. 정치평론온 정치적 의견울 타인과 

함째 공유하는 것 자체훌 목척으로 삼는 반면에. 정치선전온 더 나아가 청치척 의견의 

실현옳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쩡치선천온 쟁치척 목척용 실현하기 위해 수단 

융 청당화하는 오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 판련해 혜슐러는 ‘회전의 이윷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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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온 타인의 정치적 견해훌 존중하고， 나아가 서로 다론 판정의 대립과정에서 독 

자나 청중이 현명한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용의 정신’올 요구한다 29) 따라 

서 정치명혼온 비판파 논쟁의 파정올 통해 더 나은 결롬이 도훌될 수 있다는 판단 

옳 전제로 공론의 활성화률 추구한다. 

그러나 장준하는 민촉의 문제가 제기되면 이견옳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한일회 

담과 판련해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무효훌 선언’ 했다. 더 이상의 논쟁율 거부하 

겠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남온 일온 지체없이 이 매국척 회담옳 분쇄 

하는 파감한 투쟁뿔이다"30)고 단언할 수 있었다. 이 때 남는 것온， 말로 하는 정치 

평론이 아니라 실력옳 행사하는 정치적 투쟁뿔이다. 이 첨에서 장준하의 민족주의 

는 서구의 민족주의와 다른 ‘저항의 민족주의’ 31)로서의 특성올 휴감없이 보여준 

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정치평론에서 지향성 (intentionality )과 판용( toleration) 이 내 

적으로 상총한다는 점옳 알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현상학자들이 강조하듯이 지향 

‘급경사의 이옳배반’ 으로 정치션전외 한계흉 지척했다. 김대영 (2002 , 156-158) 참조. 

29) 이점파 관련해서， 오웰온 “한 시대의 훌흉한 책률은 항상 서로 다룬 몇 가지 관점으로 

부터 쓰여진다”고 말했다， Orwell1977 , Vol. 2, 260, ’P이itics vs, Literature" (Polemics , No, 

5, September-OCtover 1946) , 리프만(W，빠r Lippmann)도 “북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국가 안에서 훨요한 것은 절대주의척 판정올 거부하고 차이훌 완화하고 상반 

된 이해판계률 조정하는데 훨요한 판용의 훤리가 그 자체로서 높고 필수척인 원리”라 

고 강조했다(Lippmann 1965 , 227) , 

30) 장준하， 1985 , 제 l권， 293 ， “현행 한 · 일회답옳 분쇄하자" (r，사상계J ， 1%5년 5훨호) , 

31) 이용회 교수는 한국의 민쭉주의가 지니는 혹성옳 ‘저항의 민족주의’ 로 표현하면서 이 

롭 다옴과 같이 비판한다: “국가 이전의 국가의 ‘상(像)’ 올 추구하던 식민지 시대의 

‘저함의 민족주의. 의 비지도적 추종성이 오눌날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며 이것은 과 

연 한국 민족주의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용회 외 1975 , 29) 같온 맥락에셔 이 

정식 교수는 한국의 민촉주의가 갖는 비타협성옳 셜명하면서. 그 원인옳 독립훈동의 과 

정에서 나타난 이념대립에서 찾았다: 민족훈동의 통합에 다론 무엇보다 큰 장애가 되 

었던 것윤 공산주의자 진영과 비공산주의자 진영으로 환할된 것이었다，"(1982 ， 311) 한 

편， 김정훈 박사는 이런 관점에 이견올 제시한다. 그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 민 

촉주의의 문제점올 비판하는 관정옵 .근대주의자의 판정’ 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비판 

한다: “현실의 민족주외는 이러한 규범척인 명가에 앞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다 

양한 가능성올 갖고 있다，" (1999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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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융 상설한 철학용 인간의 행위롤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32) 정치팽론가 역시 

자신의 강렬한 지향성으로 발미암아 타인에게 공감과 감동올 준다. 따라서 일견 

톡단척으로 보이는 장준하의 민족우위론온 그의 청치명론에 생명력올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판용의 정신올 상실한 정치평론은 타인의 현명한 정치적 판단에 기 

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률 초래할 수 있다. 장준하가 ‘매국척 회담 ‘으 

로 단쩡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한일회 

담올 부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파척으로 국민올 주인으로 

성숙시키는 ‘민주화’ 가 아니라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愚民化)' 롤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정치명론의 지향성과 관용은 어떤 관계로 쩔명할 수 있올까? 필자 

는 장준하의 민쭉주의에서 그 실마리활 찾고자 한다. 필자는 장준하의 정치평론이 

당시의 많은 사랍들에게 감동을 주고 셜득력올 지닐 수 있었던 원인올 찾고， 나아 

가 그 한계훌 규명함으로써 이률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장준하의 정치명론이 갖 

는 강점올 1) 공풍 경험. 2) 협소한 공론장의 성쩍. 3) 개방척 민족우위론 둥으로 

이해하며 , 그의 정치평론이 갖는 한계률 1) 편협성 . 2) 해석의 제약. 3) 환훤주의 

둥으로 껄명하고자 한다. 먼저 장준하의 정치명론이 갖는 강점올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 훨자률 비롯한 많온 한국인들이 장준하의 단언에 공감했던 이유는， 많은 

사랍들이 그와 더불어 직 · 간접적으로 띤족적 좌절과 박탈감을 경험했기 때문이 

다. 이는 민족이라는 공동체 밖의 사랍률에게는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것으로 

서， 민족의 구성원일지라도 장준하의 체험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랍들에게까지 이 

해시키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장준하의 체험 속에서 함께 울분율 느끼고 함 

께 눈꿀을 척시는 사랍이라면 민족문제와 판련한 그의 단언척인 정치명론에서 깊 

은 공감올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준하는 동시대인의 공통 경험올 민족이라 

는 관점에서 접근했고， 그 속에서 공감대률 형성했다. 이같은 장준하의 정치명론 

윤 간접적으로 식민지와 민족분단융 정협한 세대에까지 공감대률 확대활 수 있었 

던것이다. 

둘째， 장준하의 정치평론용 매우 협소한 공론장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32) 혹히 정치의 셰계에셔는 ”세계훌 향해 세계 속으로 의식율 후사”홉}는 행위주체의 지향 
성이 중시된다(Thévenaz 199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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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청중 및 독자의 범위가 상대척으로 소규모였고 동질척이었기 때문에 판 

용보다는 지향성이 더욱 강한 호소력옳 지닐 수 있었다. 장준하의 정치평론 가운 

데에는 권위주의척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위혹된 공룬장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그는 “민주주의흩 국시로 하는 이상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국가의 법질서 안에서의 일이고 보면 그 질서 자체륭 부청하는 것운 근 

본척으로 용인될 수 없다.33)는 민주주의척 언론관올 주장한다. 이와 같은 그의 언 

론관은， 권력이 언론을 강압해서도 안되고 언론이 법올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매 

우 균형잡힌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가 그와 같은 조건율 박탈했올 

때 장준하논 분노했고， 동일한 현실융 경험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장준하의 분 

노에 공감했던 것이다. 관용올 주장하는 온건한 논리가 탄압받고 배척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강렬한 지향성 - 강렬한 지향생은 필연척으로 관용의 정 

신으로부터 이탈하기 마련이다 - 올 인정하고 이롤 선호했먼 것이다. 장준하는 

그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믿고 있던 언론의 자휴가 권력과 언론사 사주들에 의해 

질식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다: ‘비상사태 선언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휴언 

론올 도살하기 휘한 바로 그것인 것이다， 5 ' 16 이후 이 나라의 언론은 자의에서 

였건 타의에서였건 타락 어용 풍의 비난올 받아왔으리만큼 훨봉이 무디어진 건 사 

실이다 위축된 공론장 속에서， 언론이 제 기능올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 

향성이 강한 정치평론가에게 관용올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철필올 요구하는 것일 

수도있다. 

언론매체가 탄압받거나 또 타락해서 제 기놓올 하지 못할 때 사랍률은 정치의 

공간이자 ‘출현의 공간. 인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다. ‘언론’ 이라는 공론장이 왜곡 

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면대변 (fl없 to face) 토론과 논쟁의 과 

정이 중시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명절날 친척풀이 모여서 토론하는 주요 화 

제가 정치였으며. 학원， 교회， 술집， 다방 둥 사랍들이 모이는 모든 공간용 공론장 

으로서 기놓했다. 하버마스는 네트워크로서의 공론장율 강조했지만， 언론매체를 

억압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도 공폰장온 존재한다. 아무 

리 집회와 시위를 법과 형벌로 막더라도 사랍이 모이는 공간 자체률 없앨 수는 없 

다. 이 때문에 정치명론운 권력에 의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자유로운 공 

33) 장준하 1985 , 제 1권， 108. “법의 정신과 질서" (r사상계J ， 196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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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언론매체훌 흉한 정치명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반면 

에. 억압받는 왜곡된 공론장에서는 출현의 공간이 더 중요시되며 그 속에서 행해 

지는 연셜의 형태로 정치평론이 동장한다. 다행스럽게도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잡 

지률 흉해， 또 그활 기리는 사랍들이 그의 정치평론올 모아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활자의 형태로 남았지만，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정치평론가률이 언론매체 

가 아니라 출현의 공간에서 얼변을 토했다는 사실올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독자와 청중윤 강렬한 지향성의 표출올 선호하기 마련이다. 

끝으로， 장준하의 민족우위론온 폐쇄척이거나 전투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개 

방적인 성격올 지닌다. 그리고 그혈 수 있었던 근저에는 그의 공화주의적 언론판 

이 뒷받침되어 었다. 그가 생각하는 언론윤 단순한 대중매체가 아니었다. 과거 식 

민지 치하에서 신문사의 애국계몽운동올 체험했떤 장준하에게 언론온 민족의 앞 

날올 밝혀주는 통불과도 같은 것으로서 :1 속에는 민족의 정신이 담겨있다. 이 정 

에서 장준하의 언론관은 리프만(W머ter Lippm때n)파 매우 유사하다. 리프만은 논쟁 

올 통한 ‘국민 정신 (national spirit) ’ 34)의 발견옳 정치파정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 

다. 장준하의 민족우위론도 언론올 통한 민족 정신의 함양율 추구한다. 언론을 통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절대불변의 민쪽척 가치관옳 부정하 

기 때폼이다. 그는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끊임없이 민족 정신올 생성할 책임올 언 

론인에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장춘하는 ‘기자도’ 률 강조한다. 그는 『서울신문』이 

자유당 정부 하에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하면서 “최소한 신문을 만드는 사랍으 

로서 기자도(옮者道)라는 것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35)다고 말하면서 ’‘영미 (英

美) 신품들의 민주주의 정신윷 굳이 둘추어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초창기의 신문정 

신올 본받 .. (1985 , 제3권， 154)올 것올 주장했다. 

34) 리프만은 미국의 ’뉴딜 개혁’ 의 논쟁파정에서 “국민 정신이 복훤되고 소섬한 계산 대 

신에 자신감과 도량율 회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Lippm뻐n 1965 , 121 , ‘'Masters of 

꺼leir Fate" ( 'Today and Tomorrow’ , August 11 , 1933 ). 리프만의 국민 정신은 공민성 

(civility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리프만용 민주적인 생활방식의 토대로서 서구 문명에 

내재하는 공민성의 전통올 강조했다. 리프만의 공민성에 관해서는. 김대영 (2002 ， 144-

145) 참조. 

35) 장훈하 1985 , 제3권， 152 , “l시민이 읽온 30년간의 신문 .. (r민족과 자유와 언론'.n. 일조 
각.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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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는 봉단의 아홈올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독재의 횡포훌 막올 수 있는 힘 

도 언론올 통해 형성된다고 이렇게 강조한다: “민권의 무기는 언론뿔이다. 독재정 

뭔온 권력과 금력과 총칼올 가졌지만， 이률 막을 수 있는 방꽤는 언론뿔이다. 왜냐 

하면 언론온 불의로부터 힘입는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훌 보장하기 때문이다 "36) 

그는 “왕성한 비판 정신으로써 집권총에 대결하여 시비정사(是非正뼈)률 가려내 

는 지식인"37)틀 속에서 공론율 형성함으로써 현실정치의 문제점률 극복하고자 했 

던것이다. 

이처럽 장춘하의 정치평론온 그의 경험과 시대를 반영하면서 국민들 속에서 생 

명력올 갖고 전파회어 공감대롤 확산했다. 그러나， 장춘하의 민족주의는 ‘관용의 

정신’파 관련해서 다옴과 같은 세가지 문제캠올 안고 있다. 첫째. 장춘하의 민족 

주의가 안고 있는 편협성옳 비판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준하의 민 

족주의는 꽁동의 역사를 갖고 있고 꽁동의 삶율 살아온 사랍률 속에서는 공통의 

감각， 다시말해서 상식 (common sense)의 영역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때 

문에 장준하의 정치명롱은 힘있고 감동척이다. 그렇지만 장준하의 민족주의로 말 

미암아 그의 정치평론에는 .민족에 판한 편협한 이해’ 와 .민주주의에 관한 면협한 

이해.로 활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현재척 판점에서 필자에게 다가온다. 장준하를 

리프만파 비교활 때 그의 민족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환명히 드러난다. 장준 

하와 리프만은 모두 언론의 자유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장준하가 주장하는 자유 

속에는 단서조항이 불어 있었다. 민족의 자주성올 해치는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 

는 단서가 그것이다. 반면에 리프만윤 모든 단서륭 부정한다. 이 정에서 리프만은 

멀(J.S. Mill)의 전용울 이어받고 있다. 리프만이 강조한 점은 오히려 의견의 대립 

율 참아낼 수 있는 관용이었다. 나아가 리프만윤 “강제척으로 논쟁올 불일 때 비 

로소 언론의 자휴는 보장된다" 38)고 주장했다. 장준하의 민족주의로는 이민족의 

통치률 수용해서 문화릎 더욱 발전시키고 영토률 더쭉 확장시킨 한족(漢族)의 정 

치적 판단율 이해활 수 없고， 미국에 속해서 하나의 주로서 만족하고 있는 하와이 

웬주민올 용납할 수가 없게 된다. 특히 그의 민족주의로는 ‘배제의 원리’ 가 아니 

36) 장준하 1985, 제3권. 164, .. 어두워야 모여드는 청충"(r신동아J ， 1967년 7월호). 

37) 장준하 1985 , 제 l권， 203 ， .. 지식인의 임무" (r.사상계J. 1957년 2월호) . 

38) Lippm떼n 1965. 233. ηbe Indispensable Opp않jtion" (The Atkmtic Monthly. CL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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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화의 원리 (the principle of ass뼈ilation) ’ 에 입 각해서 자유도시 로부터 시 작된 

근대민주주의의 역동성올 도저히 해석활 수가 없게 된다. 

둘째，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청치평론의 내용율 풍부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는 민족올 우상화시킴으로써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 ’ 39)에서 자유롭게 민족의 역사률 재해석할 여유률 갖지 못했다. ‘민족이 

최우선적인 가치다’ 라는 장준하의 주장융 그 당시의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식민지 압제률 직접 경험한 사랍들 속에서 피력한 그의 견해를 현재의 시 

점에 비추어 재단활 때 그의 정치평론율 올바로 이해활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 

든 맥락에서 한결같이 민족이 최우선적인 가치다 고 주장한 그의 견해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한일회담이나 7.4 남북공동성명 동 특정 맥락 

에서 그 의미가 살아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오히려 현실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 

해훌 가로막는다. 그가 항상 입버릇처럽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 고 말했던 맥 

락에서 장준하는 “방국(좋g國)올 들어 외적(外敵)에게 넘기고 자손으로 하여금 그 

사슬에 몸부림치게 한 무위무능 부왜 타락의 조상에 대한 함의”때)를 부르짖었지 

만， 같은 정치평론에서 그는 “우리 조상들윤 이족의 피묻온 발굽에 짓밟힌 민족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남녀와 노소활 불문하고 한결같이 일어섰읍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장준하의 민족주의가 그의 정치평론윷 제약하고 있융이 드러난다. 그에 

게 민족은 장엄해야만 한다. 못난 조상의 봇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 

면 그의 민족은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챔에서 장준하의 

청치평론용 함석헌의 정치평론보다 셜득척이지도 대중적이지도 못하다. 함석헌의 

정치명론에서 민족은 장엄한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뿔이다. 따라서 

그는 수양대군과 박정회를 대비시키고 자연재해와 임경업 장군올 자유롭게 연결 

시킨다. 함석헌은 “지금은 민족이 팔 정의가 될 수 없다."41}고 쉽게 말할 수 있었 

39) 하버마스는 꽁론의 형성과정에서 ‘톡정 맥락’ 의 중요성울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사 

안별로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실제적 주장온 륙정 맥락(specific context) 내에 존재” 

(Hab없뻐s 1996, 449)한다 또 그는 다음파 같이 똑정 맥락 속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실 
천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지역적이고 구속력 있는 인갱받는 행위야말로 맥락-구속 

적인 (context-bound) 얼상척 실천들올 사회척으로 홍합하는 역할융 담당할 수 었는 타 

당성 주장올 가놓하게 한다." (Habermas 1996. 21) 

40) 장준하 1985. 제 l권. 180--181. “3 . 1철에 즈옴하여 .. (11"사상계 J. 195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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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장춤하의 정치평론은 그렇지 못했다. 

셋째， 장준하의 정치명론에서 나타난 민족주의는 환훤주의척 성격옳 지닌다. 그 

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웬인올 민족 품제로 환원시켰다. 따라서 그의 

정치명론윤 지나치게 기계론적으로 보인다. 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온 부조 

리와 갈둥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한다. 륙권충의 문제， 부패의 문제， 관료주의 

의 문제. 야당의 쭈쟁방식의 문제， 치안의 푼제， 실업의 문제， 선거의 문제에 이르 

기까지 숱한 문제를 제기하변서도 장준하의 결론은 대개가 천편일률척이다. 민족 

통얼파 민족문화의 창탈올 흉해 민족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모든 문제가 한 

꺼번에 해결훨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척 정치질서 하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비c et nunc) ’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 본질율 꿰뚫어보고 그 의미훌 되새기 

며 그 해결방법율 공유할 때 비로소 현실정치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철될 수 있다. 

장준하의 민족주의에는， 국민 대다수의 자각과 공론화률 위해서는 타인의 서로 다 

른 견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척극적인 판용의 정신올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V. 껄 훌 

이상으로 장준하의 정치명론에 나타난 민쪽주의의 내용옳 살펴보았으며， 그것 

올 지향성파 판용의 대립이라는 관정에서 평가해 보았다. 그의 강렬한 지향성온 

균형잡힌 언륜관과 더불어 그의 정치명론에 깊온 감풍과 진지한 사색의 계기롤 제 

공한다. 그러나 ‘민족우위론’ 으로 표현되는 그의 민족주의가， 타인의 이견파 논쟁 

올 적극척으로 추구하는 관용의 정신파 상충함으로써 장준하의 정치평론온 그 한 

계를 드러낸다. 이로 말미암아 독자와 청중윤， 그의 정치평론올 통해 더 넓용 인식 

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더 깊고 진지한 판단의 계기률 맞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점에서도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숱한 정치적 쟁정 

파 관련해서 진지하게 음미할 만한 내용올 갖고 있다. 비록 그의 정치평론이 민족 

우위론올 인정하지 않은 사랍들에게는 어느 정도 거부감올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41) 합석현 1993. 제2권 .43. ‘·非暴力짧命" (r.사상계J. 1965년 l월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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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와 해방. 훈단과 동족상잔， 군사정권과 권위주의외 소용률이 속에서 진행되 

었던 그의 정치평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률 지닌다. 또， 그의 정치평론이 진 

실과 열정 속에서 현실정치률 진단했고 동시대인뚫파 비교했옳 때 상대적으로 깊 

온 정치적 식견과 균형적 판정 속에서 민족의 나안갈 길올 진지하게 모색했다는 

점 또한부정할수없다.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정치의 문제첨으로 지적훨 사함은， 장준하의 민족 

주의보다 훨씬 더 관용의 정신으로부터 동떨어진 한국 언론의 현주소이다. 장준하 

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주성이 칭해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척극적으로 지성인의 

참여훌 촉구하고 그훌 통해 정치척 해결의 방향올 모색했다. 따라서 그의 정치명 

론온 비교적 국내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관용객이었다. 반면에 현재의 한국 언론 

은 국내정치적 쟁접에 대해서도 판용의 정신올 상실하고 있다.갱) 

정치평론율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장준하의 

정치명론이 판용의 정신올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다는 챔올 필자는 비판했다. 대결 

과 투쟁의 상황에서도 정치평론용 그 지향성파 더불어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확 

장된 공론장올 향한 노력올 계속해야 한다. 판용의 정신은 민주화가 진전된 현재 

의 시점에서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오 

늘날 한국의 정치평론운 장준하의 정치평론보다도 더 폐쇄적인 것처럼 보인다. 

‘주문형 청치명론’ 에 맞춰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기성 정치평론의 왜곡 

된 당파성 - 일부 정치명론가는 혹정 정당의 선전원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 과 

더불어 자기 주장율 객관화. 또는 젤대화하는 편협성이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 시 

대의 변화와 더불어 민감한 대용윷 요구받는 정치평론이 본연의 역활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지역주의적 행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현실올 비판하면서 글올 맺고자 한다. 

42) 이런 판정에서 김재홍 교수(2002. 91)는 한국 언론의 혜거리 저널리츰(pack joumalism)’ 

올 비판하면서. “객판척인 지식인에게 청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고정 필 

진윷 정해 놓고 주푼형 정치명룡율 게재하는” 한국 정치명론의 실상올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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