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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목하 진행 중인 신의주 행정 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개방정책이 과연 시장경제로의 첫 발걸음으로서 환영받 

아 마땅한가의 문제는 한편 햇볕정책의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 문제로 이어지 

며， 또 다른 한편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적 분석음 촉구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학적 이론이 최초로 아담 스미스를 필두로 한 고전 정치경제학파 

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대로 자본주의 경제학이 되었다는 

것은 식자들 간에는 꽤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고전정치경제학 자체가 

로크를 시조로 하는 영국 경험론 전통음 직접 계승하고 있고「 공리주의 운동 

자체를 경험과학적으로 직접 대변하고 있다는 철학사적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 있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마르크스적 부정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곧 직접민주주의로서 인민민주주의로 역사적 발전음 한 반면， 시장경제의 고 

전경제학파에 의한 체계적 파악은 애초부터 대의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도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는 컬레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구성 

하는 두 요소이다 

역사적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일한 철학적 전통과 원칙음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로크가 설파한 생명 • 자유 • 재산이라는 불가양도의 

천부인권과 대의정치제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의 헌 

법은 로크가 주창한 천부인권음 머리말로 삼고 있거나， 그 정신음 답습하고 

있음음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 전통과 마르크스 이래로 

대치하여， 20세기에 세계 질서를 양분할 사회주의체제는 서양계몽시대의 산묻 

인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사장(예를 들변 자유와 평등으로서의 인권)은 계승하 

면서도 이중에서 사유재산권， 동시에 부르주아 국가에선 이와 컬레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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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것음 체제의 골자로 하여왔다 이 두 체제의 세기적 

대겸음 냉전이라고 하는데， 냉전은 세계질서를 양분함과 동시에 인류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냉전의 승패를 헤겔 역사철학 관점에서 세계사의 

섬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세계냉전은 10년 전에 끝났는데， 냉전의 지역적 산묻인 한반도 분단 체제 

는 오늘날까지 해체될 줄음 모르고 있고， 반세기에 걸친 우리 민족 분단체제 

의 극복음 위해 5년 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야섬적인 정책이 햇볕정책 

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 시도는 그 자체가 역사철학적 

반성의 기회가 아닐 수 없으며， 평가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탈 

냉전에로의 변화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철학적 반성에 따라 나타나는 시장경 

제， 인권， 민주주의， 독일의 흡수통일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고「 수백만 명의 우 

리 동포를 인간 이하의 굶주림에 몰아넣으면서 농축 우라늄에 기초한 핵무기 

프로그램음 추구하고 있는 북한 수령 체제가 따라서 평가의 직접적 대상이다 

북한 정권은 이제 미국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역사의 섬판대 앞에 세워지려고 

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붕괴만이 북한 우리 동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몸음 움직여 먹고사는 천부인권음 다시 찾올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1 . 시장경제와 국민국가 

우리에게 선의주 특별행정구 섣치가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9윌 26 

일 관영중앙통신음 통해 공개한 ‘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이 지난 

1990년 4윌에 채택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상당히 유사한 법적 

체제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예를 들면 특구의 자치권 보장， 

사유 재산 인정 및 상속권 보장 같은 것이 아니고， 한겨레신문이 10 

윌 3일 보도한대로， “선의주 특구 개발계획음 위해 주민들의 대량 이 

주가 준비되고 있어， 북한은 2개 사단 병력음 투입해 이 달부터 선의 

주 주민 50만 명음 소개시키고 정보기술 인력 5만 명음 포함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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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만 멍 을 새 구 입주시킬 예정이디‘’과 仁 멍-토이디 물문- 시난 

반세기 ;당안 자유 민 T~주의 체제하에서 살이온 우려 지성은 이턴 주 

민의 데대석 ← 711와 입추 계획을 비탕으믿 한 신ç_시 건신 청시진 

자체에 경약을 닙치 끗히는 것y_ 시싣이지 l긴- 치분히 생킥헤딩면 이 

게픽은 이미 l년 8개월 전에 임동워 국샤정보워징 이 보고한 ‘내외 격 

마식 개빙’ 개념 속에 ￥-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앙:1긴(楊패) 선의주 

특번행정구 싱관이 10월 l 얻 우비자 입국에 대한 낭;주: 밤언괴는 단 

며 특구 우비자 입국븐 +1의주 외과에 타지역과의 격며 싱벽이 섣지 

떤 때까지 끼나려야 한나고 만한으노써 단순한 구싱이 아니고 현집 

보시 확인되었다 I 러나 여가시 우며의 놈란 가슴은 친정되지 않는 

다‘ 왜냐하변 신의주를 홍콩보다 디 자본주의적 특 |’노사로 만늘겠다 

논 놀라운 기획 밴 아니라 파넌의 정부가 전선선역?로 추선해 2_

햇변정책의 낭정적 효과로서 여겨지? 있논 북헌의 새역 · 개망 정책 

의 선체가‘ 측 현내아산이 추신하_17_ 있는 개성공년 사업은 비뭇하여 

남포， 그리? 동해인의 금강산， 원산， 정신 등의 경제특 ,’ 가획 션부 

가 ‘선받 정치’와 ‘내외 격려시 새방’ 새념에 의해 각인뇌어 있다논 

시싣 때문이디 

현재‘ 주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이 제시 6] _iI_ 있L 이번 개혁 개방 칭 

사진이 싣현 기능헤 갱이」lL， 따피서 우리 시회 내부에- 듀히 렛볕정 

잭 추진 주체인 국민의 정부안에 기대 희망 환영 동을 불균1 일으키_iI_ 

있는 것 또한 추시의 시심이 ltl. 이이한 우리 민족의 장에애 데한 역 

사석 낙관주의의 사회 과학적 난서는 북한 역시 닌핫이 일찍이 체힘 

하여 ‘ { 효힘을 보 ‘개받 독재’ 괴성을 나시 한빈 집헌하빈시 농시에 

‘숭국식 사회주의 시상경세’ 지|세듀 단게직으보 도입하여 강÷f직으노 

는 담한괴 농얻한 깅세 λ11 세‘ 즉 ‘시싱깅세 λ11 세’에 도단한다는 생각 

이다 문론 여 11시 햇빙성책이 시대하는 마의‘ 복한식 개빙의 송직역 

이 괴 연 현재 담한의 깅세 제세외 얻지할 것인지 ‘ {렇지 않으면 명 

묘하게 성의된 수 없는 ! 어떤 ‘사회수의 시싱깅세’지l세보 귀직흰 

것인지의 문제가 의문 c 로서 남븐 수팎에 없는 점유 용인힌다 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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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ç_‘ 위에서 ?리기 언넙한 렛볕정잭의 사회 파학석 난서 L I무듯 시 

장경제~l 는 것 일빈의 선힘석 주건， 예컨데 잔부 인권인 자유와 시 유 

재산권 둥에 대한 iL친이 걸여되이 있음g- 지석히 시 않을 수 없디 

물문‘ 우려는 국기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 인류 부띤 기치의 존지11， 

인간 판재에 고유한 선험적 권마 여부 능 천핵의 고전직 수세븐이 

우미 시대 사회 피헥 얻반의 냉볍괴 관심의 영역 밖에 1;여져 있는 

사태듀 헨심보시 식시하지 않으려 안 된 깃이다 .1.려나 현재 사회 

괴핵 일반의 이려한 생내직 한계가 햇변정책의 수치l이며 한국 현대 

사듀 인권괴 민수수의의 이김으보 와생하였다고 자타샤 인정하고 있 

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 ÷f역꾀지 섯하고 있는 심정 내지 전밍븐 역 

사 미관주의의 새린유 에감하시l 힌다‘ 

현내 경제학， 좀 디 엮밀히 땀해서 지유 시장의 :경제학은 1776닌 

3원에 1말간펀 아담 스미즈의 「제(댐)파넌의 무(富)의 생질 및 원인에 

관한 약1 ‘’ . .1I (4n lnquiry into lhe :Vature and Causes o.f the JVealrh o.f 
Nα'l/Ons)에서 시원(始j京)힌다 T 커→부논』이라는 익 성 c 로 디옥 알려지 

있논 이 책의 지지， 아담 즈미즈논 우리 사회과학계에서노 l성실상무 

한 "iL진 경제학‘의 시주믿서 인지되iL 있는 한괜， 저자는 세계시의 

새무운 장을 여七 그의 저서 지114핀의 서문에서 정지와 경제의 관계 

를 디음파 간이 규정 .ò] iL 있디 

정 λl 갱지]학음 입법가나 정치가가 깃추이야 한 화문의 한 닌야로서 
， 1.셔한 띠， 이 학문은 두 카지의 서로 구1궐뇌뉴 대상음 ↓1;- 적 ρ~로서 제 

안하，1. 있다· 첫째. 며인애게 풍부한 수입 댄뉴 생활 수단음 강납해주 

는 목직， 이를 나시 너 잉밀히 받하연 ]민이 자녁에 의해 이러한 수 

엮 또는 생활 수단을 스스무 마럽힐 수 있P콕 하게 하는 깃이나;_l 

리고 둑째무， 기A 또는 정지 공동체에가l 공공사엮과 엮무를 위한 강 

분한 수입 재'.flg 공김히는 목적이디‘ 한 "1 디i 밍한다면， 정치 정께 

학은 국민괴 주년지， 양지픈 부유히게 민드는 것g 목적으보 한디‘ 

현대사에서 극민이 국시에 빈언권 g 갖게 되七 j1파정， 즉 민주화 역 

사←는 국민이 부의 실진적 생산자가 되면서 국기- 재정의 배너·석 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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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되 C 파정파 일치한디- 비무- 이런 역사석 비탕에서 현대 먼추:T 

의의 }I_람언 영국은 밀한 것?E 없이 미국 TI항ζ-- 득일 둥의 니괴에 

서 민주주의 빈진 초기 단계에는 ;일빈 댐-당 선서 .기 아니ê.l ‘납세액 

에 의한 제한 선서‘기 이둔상이나 실제적으무 원칙이었던 시싣이 이 

해떤 수 있다 또 이런 구소의 민주회 괴정은 (싱품괴 노동의) 자유 

시싱이 천펴|되기나 또는 국가에 의해 싱익되면 정지는 예외 없이 복 

재 내지 전제주의보 전릭하는 세계사직 경힘을 통하여 번정직으보 

캠증되었을 뿐 아니라‘ 이 겪증 괴정을 매개보 하여 '- 자치l가 세겨| 

사의 빙향과 복직을 펀연적으보 규정하고 선도하는 유띤한 역사 볍 

직적 운동이 되었다 

이 역사 1갑직적 운동의 최종 검과는 아담 스미스의 ‘정치 경제학’ 

에 대힌 정의(定義)를 획증하까 있다 즉‘ 파낀 각지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지본 축적(accu111ulaLíon of capítal)의 지유를 IL사해 E 파가 

만이 파낀과 주권지 양쪽 lf1_두가 생산뇌어 축적된 엄청난 천문학적 

부를 향유하? 있논 사태가 다릅 아년 「그;-부논.1 1말간 이 J후 25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l계 현실이다 새다가 젠 그 파낀 경제가 이러힌 경 

이석인 사꾼 측석을 이 룩한 니 이 L 예외 없이 마르크스주의사들이 
‘형식석 민주주의’과 iL ~1-_롱해 미 시않았_i)__ 니 지(N ationalsozialist 국가 

사회 7τ의자)기 국기 권력을 장악하는 진주곡으면 불태워 내려지 않으 

면 안 되었던 의회(parliament)기 먼추정치의 심장으믿 확럽되었디 

국민 각사기 ‘자유방임시장’(감ee market)에서 자신의 개인석 이득을 

추구히여 자꾼 측석을 한 수 있었던 니마에서만이 의회 민주주의 내 

지 부료수아 민주주의사 생성， 밤전. 학핍되었던 이 역사직 사집븐 

자복수의 경세외 의회 세도는 생대적으노 시보듀 전세 내지 요정하 

는 도식(schema)을 ‘ {며민시 밤전해왔유을 추정하게 한나나. 바보 이런 

역사적 이유 때분에에 -'1 --

시 단언하는 바대보. “볍 하나 하나는 얻반 의지의 행위인 반감 오보 

지 얻반 의지의 주지l인 국민에게 배타적으도 귀족한다는 입볍궈‘’아 

이 사실 거-회의 유임힌 속성이 아니y-， 이미 루소와 동시내인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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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기 말한 데무- 국민이 생산히여 서l 닙의 형식으무- 주턴한 재젠 

이 정부 관한 히이l 수입 지출되 잔 파정을 승인， 감시 ‘ li1 준히는 권 

한 역시 루스기 밀히七 입법권에 뭇지 않은 국회의 생 ι11 석 속성이있 

디 그턴데 사유시장 경제와 의회 재y_의 이턴 상관관계의 ç_식은 이 

미 영국의 사회 헨심이 되어. 사변 천헥이 아니고 킹험과학인 아단 

←미(의 ‘고전 경세펙’은 이듀 전세，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 

면론>을 식섭 게승하여 ‘자유시싱의 경세학’의 세계듬 세우는 네 누 

1긴째보 공현한 「정지경세핵괴 괴세의 워워~고피ζ피~J(κ띠o가n I써hι prηmηncκκcα'1갱l 

PO이’시lil씨11κκιι“‘γ끼rα씨11 l!;ωηnom}'’ (쩌111κd 1'，‘따{ 

의원으츠보랴시의 깅，~ I~+을 풍하여 더 할 나위 없이 명료히 븐어 난냐 

여기서 우리는 ‘?전 경제학’ π;는 ‘지→본주의 :경제학’이 영커-에서 

의회제노의 낀주화 과정에 병행하여 발전해 간 쥐 이외에 이 새로분 

학문이 영파 경험본 청학에 발생적 6로 겸부뇌어 있읍유 특가하여야 

힐 것이다‘ 
?전경제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마급~느l스주의의 노선이 19<)0년 

사회주의 선영의 션반적 붕괴로 세계사의 선판유 받은 지 어인 십여 

년이 흐른 ?깐난 ?-려 철학드는 시회추의 체제 일빈이 예외 없이 

정치에선 민주주의를， 경제이l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히는 데 

칠저히 실페한 시심을 섣증석으무 확인함파 ;당시에 :.<.}유시장 경제학 

파 대의민추주의의 공당된 칠학석 웬잔- 즉 영국경힘문의 기꾼 원리 

들에 대해 디시 한 번 성찬한 의무기 있디 시싣‘ 사회주의 진영의 

자체 덩펴기 직접석으믿 기져온 냉진의 종:식은 동시에 서l계시 치원 

에시 ‘자유민주주의’의 얀빙 직 개선(trimnph)을 만국에 션￥-하게 되었 

던 u}‘ 세겨l사의 월게관을 싼 이 승자의 천학 직 원며듀은 다꺼- 아년 

영국깅헌묻의 사소인 보견(Jolm Locke: 1632~17(4)보 기즘러 올라간 

다 1990년 이후보 우미가 당민하게 판 이 세겨|사적 사내듀 매좋현 

저， 2001년 천핵괴 현심사 간행‘ 「시양근대천학」의 구신을 워용하여 

시술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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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lG81닌정에는 착수한 것으보 수징되는 보그의 『통치은」 십 

펄 농기가 그 자신노 꺼간접겨 。로 참여했인 명예혁명( ](i 셔 M - ](iIl91의 

이톤저 정딩회에 있: 없 견A껴。로 그의 동치톤에서 캐산된 인 「

7의 대의정지온은 명예혁명 이후 세계정치 문회를 선노6]'는 사상이 
있나 우크의 정치사싱꺼 잉기의 권리장진↑( 1689ì꺼 막힐 깃투 없고， 

미끼의 독귀선언문‘ (1776)과 」에 이어지는 미기의 j헨법’ (1789) J리 

고 고링스의 j연간과 시민의 권려 선언↑11789)의 정선과 」 핵신응 같 

이 하고 있고 이 기연 징선이 오든니 거의 노든 세계 각국의 인권 시 

상꾀 힌볍의 바당g 이두고 있으머 보킥으1 통치곤에서 주상된 재사권 

이돈이 오늘넉 지 P주의 징낭화 이돈의 듣지인 선 g 히]이력 rrB , 보큐 
의 동치돈은 끈대 시인사회， 특히 자유인-1'-'1'-의 사회의 기본껴인 가지 

판용 대댄한다 -l/_ 난 7 있다 그만큼 로二i의 『시민동치애 관한 놈이] 
뉴 오늄날 잉 7 사회에서이낀 시민닐이 딩연하게 받아뇨이뉴 사회 구 

싱원의 권리와 동치 세게의 정당한 운영 원려를 계봉식으우 논섣하고 
있나 "11 

~:11 

띠라서 우리는 1990닌 이후 획연히 선새된 세계 질서런 로j로부 

비 이미 정초된 지유낀주주의의 실제적 세계화에 다름 아닌 사실파 

이 지유낀주주의는 인권 사유새산권 내의 정치제(rcprcscnωtJ \'C 

system) 세 개의 기본 윈칙으무 구성되이 있 g 을 얀 수 있디 그런데 

서난 세기의 역시 경힘은 사 8 민주주의를 구성 8]--;_:- (이 세 9 스기 섬 

랴되이서~ 그 이떤 9 ←πt 만득으둔 싱진석 내 g g 갖출 수 없었g 

g 확인 81--~ 데"T:;""-.. 불구히 .iL， 이떤 이상주의니 초윌주의의 이름으무 

이 서1] R 스를 임의무 분리히여 그 중 히니를 절대 기지무 냉 L 니머 

시 디븐 9 스들은 둥한시(짝閒매11)8]'-: 시걱ζ와 운동 0] ?라 사회애 풍 

미하고 있는 깃 또한 수지의 사심이나 세게사의 경험괴 핀단을 자유 

자재노 뛰어 념는 이런 이싱수의직 사쇼외 운농의 대퓨직인 한 예까 

암에시 언급한 바 있는 떼닉 정 교수의 긍 「한반도의 2002년」에시 인 

지핀나 ’이미 여러 곳에시 되율이해폰 만이지만 나 자선은 5백 년 

이싱 지속되어온 자복수의 세게지1세까 수십 년 안에 어떤 식으노든 

l 수멍을 나하게 되어 었으며 농시냉전의 송만은 자복수의의 승마 

1)"서양은매척희 JJ ， pp.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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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멍디 그 최증단계의 시작으무 멍이야 한디L 성서에 선빙성을 

두jJ_ 있디 이럴 경 y 9 . 11사태 사체기 세계시 석 진환전이미기멍디 

.:_:. 1989년 이 ι11 본걱화되 세계적 흔란기를 미국민을 포함한 디수 인 

류기 싱감히게 되 계기무 인식하 수 있디 "2) 

이싱의 금에시 F러나는 매 교수의 역사핀이 우마는 자유민수수의 

지1세에 고유한 혁운 • 사싱의 자유의 ‘펀연직’소선임을 인성하지 않을 

수 없으나， 또 나른 한연 이 역사펜에 시?하여 구싱핀 매 교수의 

‘분단지1 서H역론’이 고}연 어떻게 한반도의 ‘l?1숭이 자선을 위하여 빈 

수수의외 인권을 심 현하는 네 시여합 수 있을까 하는 의운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신벽한 섞성이나 ‘현심사회수의’외 자유수의 

의 세계적 내립。로 특성 지워지는 이는바 동서냉전이 19R9닌 이래 

지본주의의 승리로 내체된 것이 아니끼 지본주의의 내적 틴순이 접 

정에 달하는 이는바 “거가폭벽파 미 커가폭력이 동시에 증가하변서 

기근파 질병。로 희생뇌는 인 11 마시 늘어난다변 그야말로 지 "상의 

내다수 사맘늘에세는 암흑의 시기’바로 신입하였다딘 보는 백 11 1•수의 

역사관은 떤실사회주의의 실제작 (rcali씨 부정과 지본주의의 이상적 

(idealist) 부정 을 걸양한 입장을 대변히jJ_ 있L 것 간디 그이니 싣재 

무-l_..-， 저사기 「한빈t의 2002년」 본문에서 히L 것 간이 사본주의의 

이상적 부정이 계시록적인(apocalyptic) 양상을 띠 L 방식으무 강주되 

면” 현심사회주의의 싣재적 부정은 현심성 을 상싣함파 동시애 관닝적 

존재기 되면서 현심사본주의의 이상석 부정이 절박성을 갖jJ_ 의식의 

진변에 부상히게 된디 게디기 ?랴 L 세계시안에 이턴 이상주의사들 

에 의한 헨심자복수의의 진벽한 부정의 효시직 선례가 있유을 앙고 

있나 _ r 깃븐 나~ 아년‘ 현심사회수의~ 꼬브띤시 헨심자복수의의 

신벽한 송만을 세게만빙에 공언하는 마브극 A외 앵켈λ으} σ 공산당 

선언』이1an싸sle du Parú c:ommunÜlψ이나 사심 ‘공산냥 선언 ’을 만 

치고 있는 마브극λ외 앵겔〈의 역사의식 역시 ‘엔심자유수의의 임박 

~) .창작파 "1평 _1 , :!()():!년 닙호 백낙칭 글. 1'. Hi 
,3) 간은 삭지， p.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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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밀’내시 만밀미의 H1멍 을 시므L 사본주의‘틀 그 곰사무 허-"

있디 L 전애서 윌 ê1스딘이니 백낙칭의 역시의식파 대동←이허디-"

B~ 수 있디 물른 흑사L 현심사회주의기 멍띤적으무 몰락한 1989년 

이후 10여 년이 시난 9_-~-난에 ç. 사본주의의 운 t병에 대히여 150년 

전의 괴학직 사회수의의 워소브괴 김은 견해까 나시 대누하는 깃을 

보고， 마브극시즘이 ‘이싱직 사회수의’ 혹븐 ‘정년 마브극〈’(young 

Marx)의 행내도 마지 불사소지럼 나시 섣아나고 있나고 수싱하고 있 

으나， 양자 사이에는 사심 이 공통점만고 싱 이점 또한 즌재한나 즉 

‘괴희직 사회수의 의 워소브에시는 반국의 ~;_;데타마아(우선자 노동 

자)였던 깃이 (윌러λ틴)매닉 정에 외시는 빈숭(펀레 λ타인 l?1숭， 한반 

노 낀강， 시1계 넌증)이 뇌어 었다 

그라나 현실사회주의의 세계적 끼팍에노 껴 "하，，~ 대 다시 주장뇌 

는 백낙청 11 1•수의 지본주의 종놔논’이 ‘파학적 사회주의’의 핵신 개 

념인 보편계닙(univcrsal class) 프롤레타리아를 세계 넌증。로 내처1하 

였다 하디라노 문제의 핵신은 전지가 띤l실사회주의 체제하에서노 쟁 

취하지 못한 것， 애를 늘변 낀주주의 인권， 불적 응요 등유 후지가 

이떻게 현싣사본주의기 계시록석 양태를 멍이 L 시기애 딛성81--~기 

에 있디 시싱 이 문제의 섣각성을 이무랴 강주히1';' 시니지시 않은 

것은 민주주의 인권” 물석 웅}I~;_: 01π1 무크의 싱지른애서 난데 시 

민시회의 기본적인 기지관으무서 정초된 이후 난 • 현대시틀 이끔이 

온 기지 9 딛적이았으이 파학석 사회주의의 윈주들 역시 수단을 딛 

랴 하시언정 이 뜩석 추구에 예외기 이니었으니” 백낙칭 교수의 민중 

개념은 이E 까지의 심엔수단뿐 아니라 복직 섭정 자세샤 불확심해 

보이시 때문이나‘ ’이세 농사냉전이 끔나고 자복수의 세게지1세까 견 

정적인 불안성시에 섭어E 싱황에시 한반도까 분단세세의 ←f벽을 통 

해 좀더 나은 세월을 내나보게 핀 깃은 당연한 보싱이라띤 보싱이 

나’ 41 

이런 헨대사의 복직론적 관점에시 고삼할 때 괴희직 사회수의의 

11 간은 젝， p.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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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진이 9 싱힘이았던 현심사회주의기 진빈석 싱페무 끈난 시싣파 시 

회주의 현싣 일빈을 후과친 이 필연석 운t멍으무부더 주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T:;""-.. 예외일 수 없디L 시심을 부인하 (듀히 1989년 이후무) 

시식인은 없겠시만? 때애 따마션 의회민주정지니 파영생산←Hl 경재에 

시의 심패에 대해선 동의한나 하더라도 인권’에 꺼해선 유보직 내지 

불가지론적 내도~ 쥐하는 지식인E이 있나 문론 인권에 대한 이런 

내도에는 인권을 ?역사직 가지노 선대회 암으도써 인권의 구지1직 심 

현을 가소읍게 보이게 하기나 아예 볼까능하게 보이게 하는 내도도 

뉘안핀나 한국 사회에시 이런 내도늑 대변하는 지식인의 대퓨적인 

예가 암에시 언급한 바 있는 매닉 정 교수이나 

백낙청 11 1•수가 양차 세계내션 등언에노 본토가 강겨받요 임이 선 

혀 없딘 미카에서 계시특작 새난은 당힌 20() 1 닌 9원 11 임 이후 수많 

E 지시인늘이 애거주의지로， 영덜힌 전쟁지지지로 돌빈힌 사태를 미 

평적 눈P로 보는 이유는 백 피수가 인권유 인류 보편 가치로서， 측 

시간파 장소에 제약은 받지 않는 ‘지연권’。로서는 획고히 민딘 었지 

만 인권이 로츠L 이후 지유낀주주의 체제하에서 실현된 "체적 

파정을 모므서니 "T:;""-..외시(度싸띠앤)히기 때문이디 물둔 “마두한 세계핵 

멍에서 사 8 를 구속히L 시슴이외에L 잃을 것이미」LL 이무 것t 

없jJ_ 앞으무 L 생취하 세계만이 닝이 있L 낀국의 표룹페니라이’‘5 )의 

입장에 서면 미국 시식인들의 돌변이 이이없이 냉일 수"T:;""-.. 있겠시민 

무크기 정초한 사 g 민주주의 시회의 기본석 기지관의 입장에 서면 

미국 시식인들은 그들의 ‘전부인권’을 시수히기무 각성한 것이디 위 

에시 이미 인용한 배송엔 교수의 「시양근대전희』의 한 구선을 나시 

한낸 워용해 보자 “노극에 따브띤‘ 국샤 공동지I (commonwεalth)의 싱 

핍 이전에 사힘브은 자연 싱내(state of nature)에 있었으며 여시에시 

꼬든 사힘 E은 자연직인 권마도시 생명 (lif，ε) . 자유(libertγ) . 재산 

(εstatε)의 권리F 가지고 있었으니‘ l깃은 불샤양도의 천부인권이 

나 61 여시시 우마샤 반F시 직시하고 념어샤야 합 점은 인간이 내어 

õ) "공사낭 선인J\lmùfeste du Pmti communisTe.!의 때 "1 지막 ι장1 핑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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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서 사연파 함씨 사연애 의해서 부여받은 생멍 · 사 R- . 재산 간은 
전부인권은 ‘사연 상태에선 멍 장받g I라기 없으"1 ，，-직 국기 공동 

체‘를 싱히1서 낀이 방이 받을 수 있디 L 진싣이디 따마서 9원 11 일 

테이무 그들의 전부인권이 미증 8 의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미국 

지식인 E 이 (반싱얻지노 단견한 L~~ 의 싱 · 하워 대의워느의 뉘듀 따 

라) 연렬한 전쟁지지자， ‘애국수의자’도 1견선한 깃은 오식 국가만이 

천부인권을 빙어합 수 있나는 이 진리듀 자샤한 까싱 ÷f직인 밤도 

(ma11if，εstatIOl니샤 아닙 수 없나 깅세 고1 학 사싱에 있어선 세게 지굉 

(U1l1Vζrsa1 horizon)을 u}탕으노 대싱으노 하는 깃이 헨대 시민사회 

(civil socielγ) 이지만， 역섣직인 깃은 (이 시민사회의 구싱워으도시) 

‘시넌’은 오직 감낀。로서 만이 지기의 천부인권은 방어힐 수 있는 

1입이다 ~r 이 신리로부바 지 1덩하세 파생뇌는 첫 번째 녕제가 (감낀 

의 양노껴가의 천부인권에 상융하는) 감가 접내 이기주의다 

문제는 카가가 카낀의 천부인권은 어떻 111 인사하여 이섯의 보호와 

신흥은 지기의 손새이유로 삼은 수 있는가 이다 인간의 지연권‘ 천 

부인권이 서양 근내사를 여는 ‘정치적’ 내사건늘 영거의 권리장선 

(1 689) 미국의 득립선언문(1776) ， 미국의 헌범(1787) ， 표란스 데핵멍 

의 인간파 시민의 권랴 선언(1789) 둥 을 싱 61 여 인류 멍넨 기지 

무서 선포될 때 이미 정지적 함의를 갖__j_I_ 있았을 뿐 이니마? 이링게 

시대정신으무 대두되 L 전부인권 시상이1 압딩한 정지체재 즉 국기를 

구상8]--;_:- 것이 흡스 무크무부터 루좌를 서져 히l낀이1 이므L 난데정 

지칠학의 핵심 파재였디 물문 이 헥섣 파재 L 대끽이성문을 계승한 

녹얻펜념론에시외 영국경헌론 전통어1 시 있는 공며수의에시 접근괴 

해볍을 남미하는 깃 또한 사심이나 근대성지천혁 안에시 이렇게 녹 

얻펜념론 전통괴 영국경헌론 전통으도부터 펀연직으노 나타남 수밖 

에 없는 자이에도 불구하고 양 전통이 지유부 터 끔까지 공유하는 대 

전세가 있었으니것은 나꺼 아년 샤 --:-1λlJ Cbody)에 내재한 인격 

(pεrso11)괴 이 인격존재의 고유한 권미인 소유권(property)이나 

GI 배양현， 까은 젝，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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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서양난대정지철학의 대진재의 잔뜻” 역시석 의미~ 그것 

위에 구측되 칠학? 선학” 경재학 범학 등 이븐비 일체의 상부구주묻 

은 부르주이 계갑대산 계갑)의 이해와 의식을 대변히jI_ 정딩화81--~ 

이데옥무기에 시니시 않L디 L 미므크스의 주장에 의히여 (Y 선 부정 

적인 냉식으노) 방견되었나 마브극λ의 이 천학직 수싱은 나시 l의 

‘괴희직 사회수의’~ 심엔하시 위한 행농 ，，:노 l 랩인 “공산당 선언’에 

시 나음괴 김븐 구지1직인 현심꺼갖고} 성싱(政網)을 통해 퓨L출되고 있 

음을 우마는 압아 볼 수 있나 

“[힌언]-~르주아 계급꺼 ;1정 낙후뀐 야만 민족듬(naIÌ이EI까지투 

문맹의 흐즘에 끌어등이고 있나 값싼 」등의 제품이야막무 풍기의 만 

리정싱 진제를 깨 η 시는 용디대와 같아 외기연틀에 대해 가장 완고하 

셰 적니]적이던 야민인듣조치 헝복시키고 있다 「래서 세계의 노든 니 

라듬lnatl이lS)이 슈지 않기 위히)선 어썰 수 없이 부브주이 생산방식 

g 치)태히도독 강제 낭히고 있는 심징이다 디시 밀히면 부브주이 계 
납은 민 나니l뇨이 소위 문명이니1는 것용 노입하노톡 몽아 부지 이 

있는 더] 이 문명이란 다큼 아닌 부己 f아 문명일 뿐이다 한 마디로 

말하，;:! 부긴 7야 꺼)납은 세계를 자신의 생상에 띠이 조핑하 -l/_ 있뉴 

깃이나 [ 또 q든 한연] 봉건직 유대무 시우 얀결꺼 되어 있있시반 

제 각각의 싱이힌 이해 범 정 η 넷 핀서]읍응 갖고 있던 지맹듬이 믹 

일 정 7 ， 하나의 범세계， 하나의 관세읍의 지배 하에 하나의 1-1라， 믹 

인 국끼공S체 (une SetÙe nation)보 통합되어 히니보 통인년 국빈적 
(national) 계급 이히)픈 구펴히 세 되였디 i) 

고를퍼1니랴이기 인류 냉핀 계급인 것은 부르주이 겨1 갑이 경재적으 

무 세계틀 재페했기 때문이니? 이 후사의 이혜를 방이해 주 L 정지체 

(body politic)의 헝내는 나~ 아년 국민국가 (Nation Staòε)이시 때문 

에， 만국의 ~*레타마아가 단견하여 부브수아 게금을 타파하는 혁명 

사입은 송국엔 인뉴 애빙고} 이 국민 국까의 소며에 이른나 마브극λ 

에게 심죄직 의미외 엔심직 보편싱을 갓는 깃은 허1겔의 입현 군수세 

칸드의 볍의 보편적 지배 지1세인 공회국 영국깅헌론 전통에시의 의 

71 상위석 카댐 「끼속괴 ?-l_ 인， , 숭앙인보 20m-[ 익 07[숭앙시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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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먼추주의‘ 디l의정부 둥이 아니i 부므추이 계 타 이해를 구현.ò].;_: 

국민국기들의 세계 체제이디(\vorld system of Nation States) 현싣사 

회주의의 세계적 와헤 이후 들이선 세계 진서를 ;신자유주의’마jI__ 부 

르jI__ 있는 데， 이 신자유추의를 받지jI__ 있는 정치 진서기 비 무， 150 

년 전 마료큐(가 섣파한 자복가 게금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 국가 

듀의 세게 지l세이나 마보 이런 역사직 이유 때운에 오늘냥 미국 뿐 

아니라 ι녕{‘ 영국， 복얻， 이단마아. 캐나나. 얀보‘ 러시아‘ 숭국은 

분자 '.대보 세계회 펀 자복수의， 시싱깅세보 국민경서] (naùonal 

cιonomy)의 내용을 채워 가면시도， 국세정지에시의 행농 원직은 국 

가 이시주의얻 수밖에 없는 깃이다 따라시 한국의 지식인븐은 선자 

유주의가， .17.선 정치 :경제학 시조 아담 스미스‘ 리카노 등이 설파한 

지유주의가 그랬딘 것처럼‘ 경제상의 그;경유 넘어뜨리지 정치적 파갱 

유 해소하논 것이 아니라논 것븐 직사해야만 힐 것이다‘ 오늘날 이러 

한 세계체제의 l'→성 요소인 지유주의와 파가이기주의를 동시에 선변 

에 내시l 워 마읍껏 |’-사하.17. 있논 나라가 바로 백낙청 11'.수가 ?말하 

까 있는 미파이며， 미그;의 이러힌 속성유 디힐 나위 없이 극적인 방 

식으믿- 만전 ò] 애 드균1 낸 행시기‘ 위에서 ?-려기 시석한 비 있듯이， 

9 . 11 테마를 계기무 수않은 미국 시식인들이 애국-T의사， 진생주의 

자무 진향한 시싣파 이 서극적 일기의 추세무 아파기니스탄에서 별 

관 진생이었으l 이- 또 이 서국석 애국심의 jI__취를 비l개한 상정적 행위 

기 그들의 공먼교육의 중심인 ‘국기에 대한 맹서l ‘πhe Pledge of 

Allegiance)이디 ‘니는 미합중국의 국기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 

가 있으며‘ 나눔 수 없으며 선 아래에시의 한 나려{one Naùon under 

God, indivisible) 인 .;;-회국에 충성을 맹세딴니나‘’ 부료수아 분명의 

정치 적 우l성은 국민국샤에 있다는 150년 전 마흐격 {의 역사펀만븐 

현집사회주의의 불력으노 괴핵직 사회수의가 논파 판 오늘납 멍집.;;

히 세게회펀 자유수의. 선자유수의의 주장자요‘ 선누 수자인 미국의 

행대듬 풍하여 더할 나위 없이 여심히 I E}당싱이 재확인꾀었던 마. 

혹지논 미커의 이던 연렬힌 ‘파민커가적’ 이기주의를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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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NATIONALISM) 개닌을 윈 g 히여 파악히기π 한디 예를 들면 

강위서 써.:_:. [중앙 시평]에 개제한 그의 란런 「민깐파 친일」에서 미 

국의 이턴 행태애 데히여/‘이고기니스틴에서 지므L 테이와의 진생 

이니 솔F페이크시디 거울 옥림파에서 냉여 주었던 파히디 싶을 띤 

김 싱팍한 미국의 민족수의 ’")라는 해식을 하고 있나 

나국직(multinational) 시엽괴 나민족(multiracial)의 대퓨직인 나라인 

미국을 ‘민족국IF도 지칭하는 깃을 E으면 일송의 불협회유 김은 깃 

을 우마 정선이 세험하는 것 또한 사심이지만， 문세의 핵섞은 어떻게 

이 집나한 내용이 하나요 나눔 수 없는 심지I(onε and indivisible 

nation) 의식으노 십약(集*'))두1 수 있는까 이나 이 ‘하나요 나눔 수 

없는 실체’는 보는 각노에 띠라 넌족， 감넌， 감가 등。로 1성 1성될 수 

있읍은 용인한다 하디라노 이것에 내현 의사은 특정 형태의 정치체 

처1 측 내의낀주주의 언에서만 형성 가능힘은 우리는 세계사 경험은 

통하여 획실히 알111 뇌었다 미카과 유사힌 연방감이요 다낀족 감가 

있딘 소린이 그 정치체제가 붕괴하지마지 다수의 낀족커가’로 해체 

뇌었딘 사실은 이 정치체제 하에서는 하나요 나눌 수 없는 나라’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 적이 없g 을 증언히jI_ 있디__j_I_ 히겠디 중화인민 

공화국 역시 -:-.런파 대동←이한 정지체제애 스수민즉 문재를 안jI_ 

왔으니” 스런파 간이 1990년 디수의 ‘민깐국기’무 공중분해 되시 않은 

것은 덩시 9 핑의 주 Ç_8] 에 80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기 추진되이 

90년대끼시 10년 동안 두 사라 수의 경제성장이 시속되 기석 녁분이 

있디 그 êl 니 ?라기 닫 때 중국의 역시시련은 이직 끈니시 않았디 

괴연 숭국이 현행 정치지1세 일당녹재~ 유지한 채 시싱깅세만이 얻 

구어 낸 수 있는 시직의 경세싱싱을 게속할 수 있을까， 마노 이깃이 

숭국이 당면합 수밖에 없는 운세이나 

숭국식 사회수의 시싱깅세’라는 개념이 죄대나수의 죄대행역’은 

오식 대의성부외 견부핀 시싱깅세에 의해시반 성엔띤 역사직 친심을 

부정합 수 없는 한 l깃은 괴도시직 현싱을 시술하는 심현직 개념에 

8) 공사당 선 ~L 핑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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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시 않L디 여기서 ?선 우리기 집-"- 념이기야 하 전은 영국공 

랴주의니 -"-진경제학이 밀히L 최대디수의 최대행복’의 주체L ‘사기 

의 행복\ ‘사기의 사 g-- 사기의 재산 ;강4’을 이기석으무 추구61 ;_: 
무수한 득립 개인(in-dividuum)이시 인민? 민투 국민? 부투 기문 따 

위가 아니라는 사심이나 뮤론 인간은 유래 이시직 준재， 자시보준의 

본능에 매인 즌재이나， 라는 인식은 인늄의 운회반김이나 오래핀 지 

식이지만， 이 깅우 이시직 측재가， 아난 걱미λ I} _ !의 U 국부론J 어1시 

전세하는 이시직 개인지럼， 자즌섞을 갓춘 개인(pεrson)인지는 확언합 

수 없을 깃이나 

“우리까 9능 저녁시사를 먹응 수 있나고 시대힐 수 있는 깃? ? 
춧간 주인이나 빅주 싱인， 빵 게;쐐사듬의 막애션 너분이 아니고 9 
히려 「듣익 이익수구 랭위 덕분이디 우리기 「듣꾀 과페든 맺는 것 

은 「듬의 인징이 이니고 「듬으1 이기심 때 ι이다 7래서 우리기 「

틀에서] 밀히는 것은 이세니 7듬의 이익에 ~}한 것이지 격코 우리의 

펄요에 대한 섯은 아니다 "~rl 

숭국식 사회수의 시싱깅세가 시식한 지 2IJ년 만에 인민의 의 

식 • 수 문서1;-' 자시보즌의 본능’수순에시 해견한 깃은 확심하나‘ 이 

외 농시에 l 인민이 이시직임 뿐 아니라 자즌섞이라는 자의식을 지 

년 개인5의 강세~ 대변하는 퓨-싱 (rεFπεsenting Reprεsεntation)이 되 

었는가라는 문세샤 낚아 있나 여시시 우마는 엔심사회수의까 자시보 

손본능의 지연적 표현언 이기심‘ 쥬 지기의 삶에 내힌 적극적 지세와 

지기의 삶은 지역。로 경영해 가는 데서 겸파하는 개인 주체의 지손 

선은 ‘인간 손새’로부비 박탈하있닌 역사적 빔죄 사실은 우리 정신 

앞에 다시 건라 내지 않。변 인 된다 현실사회주의가 시지는 이 지 

연1입파 인간 손엄생에 내한 빔죄는 사실 현실사회주의는 틴근변서 

떤실지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마근d스와 앵겔스가 지신늘의 ‘파학 

QI 아답 스미스， 김꺼 잭， 1권 2정 에 시 11994 MoιlCll1 Librälγ Ed. ]).151, 필자 
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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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회주의’를 심현하 딛적으무 작성한 행동 진럭 표무그램인 “공산 

딩 선언’에 이미 예-"-되-"- 있었시만? 또 이떤 의미애선 산엄핵멍파 

너불이 본각화되 시장경제에 대한 최초의 경힘파학석 이히1 체계를 

재시한 이둬 스미스의 인류 문멍의 역시 석 개관 속애서~- (이미 예견 

합수 있는 임이었나 

“오느날 문명며의 최하충 사럼(Ilers(m)의 의끽 7는 부귀호회 를 누 

리는 최싱층 「잉사듬악 의시주에 "1하면 너무냐 ?막 딘순하기] 겐이겠 
시마， 이갓 또힌 각양각색의 노동이 ~-91되는 수천 「갱의 핵 ~I과 주역 
에 의해 생산 콩급뀐 깃이나 한 니변하고 검?한 유때 강?의 사산과 
생횡 수끼은 움곤 R 럽 맹세지의 「것에는 꽂 미끼t:1 하지만 이 굉범 

한 R 럽 농부의 생횡 수{슨은 수많은 야만인듬의 지3 와 생벙Ilibel 디es 

and lives)-g 한 손에 듬어 죄l 섞매 군주‘ 아프리카 세왕의 생힐 수r 

보다 사실상 휠씬 더 높은 섯이다’‘101 

자유외 생명븐 자연 싱내에 있는 모E 사힘 듀에게 자연직 권마이 

나， 이 자연권이 볼까양도의 천부인권으노사 사회적으노 인정되어 

Civil Society 볍직 보싱을 반을 수 있는가 없는샤의 여부까 노규 

나 λ미 λ 뿐 아니라 전(부터 에켈에 이브는 근대성치천학 전지1에 

게 운맹 (Civil-ization)괴 야마을 구변하는 적도였나 l 런데 현심사회 

주의의 최후의 보루， 다름 아닌 조선낀주주의인낀공화카요 지연권이 

1입적 보장은 받는 시낀사회(Civil SociCly)가 어떻새 처침한 (미지연 

적) 야만 상태 인권이하의 사회로 선팍하였닌가를 실승하는 최 후 의 

역사적 사례이다 현새 북힌에 살구 있는 우리 등포의 정내 다수가 

처한 짐상이 사회주의 경제의 총체적 실패의 겸파임은 아는 지시인 

늘ξ 힌감 사회에 꽤 있。나， 이 경제작 실패가 우리 등포의 생 1덩보 

존파 사 8 의 권랴” 즉 불기양jE의 전부인권을 칠저히게 8 린 61 :_: 시 
경에 이르렀디 L 시싣을 인정 61 :_: 시식인의 수L 잎의 경? )퀴디 석 
으"1- 이 경제석 피틴파 국기적 규모의 인권 8 런의 윈인- (따마서) 

101 간은 젝， 1권 1장 패 끼 지막 난마， p .13 픽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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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임이 북한의 _i_I_ ~R 한 정지체재와 이 체제의 8 일한 인간 기체 

(substratum) 인 수명에 있 g 을 인권파 민주주의의 이름으무 공언 61 :_: 

시식인은 너 너욱이 석이 냉인디 민즉 닝일의 대파재틀 앞애 놓jJ_ 

북한의 현싱‘에 대한 우리 시회 시식인들의 이런 단빈석 ·추상석 • 

관념적 시샤 내지 섭근의 대퓨직 사례의 하나F 우리는 t 장식괴 비 

굉， 1999년 I}을후에시 「시도에 선 헨 정권의 대복정채」에 펜하여 

한외싱 선생괴의 “끼급대난”에시 마영희 선생이 행한 밤언에시 잦아 

볼수있나 

“북힌응 제대무 닝자는 거쇼 뭉룬 북한의 정치세제냐 사회체제는 

투저히 용놔될 수 없냐는 깃응 진제무 하는 얘 /1시만 북한의 인민대 

중이 」듬의 시투자에 대해 까지고 있는 애정과 존경꺼 대만한 거에 

요 우리는 7것이 북한g 3 지시켜니가는 휘이머， 이는 남한의 역니] 

지도지플이 지리에서 쫓기냐고 권총 맞이 슈어니기고 P 갖 부정 부 
ι매든 서슴지 않은 까어) 삼 R 어) 누 R 되는 띠위의 빈η1숭적 사태든 보 

인 것」마는 상딩히 다다다뉴 접음 싫; 좋; 인정해야 학 것입니다 11 
한。l 서냉거] 유지되 ,1, 있는 물가사의를 。l해하늑 더) 노움이 될 딴한 

얘기를 하나 인 g 하겠습니다 「뉴스위 .=i，s가 1997년 5원 5일자에 11 한 

사대 득집응 냈어 g 북한에 나녀온 세계 이라 7효 117 의 진문까듬응 

얀터뷰해시 종후1한 꺾니나 뭉룬 북한에 대한 이듬의 정치직 평 ;1는 

당인히 η 정식이쇼 」번데 한 가시 공동직으우 녹라운 사실무 시식하 

는 것이 있어요 이틀은 괴거 브완다 에티오고}이 등 현재의 북한괴 
까은 위기에 처한 새겨1 각국g 디녔던 꺼 ι기틀보서 한11 균이]민 돼 

도 "ll층 상핑 g 짐시할 수 있는 정힘적 누시객 g 기섰다고 할 수 있 

뉴데， 아프다1카의 여러 며가에서뉴 그런 rB -g황 ‘ 기아사태로 해외원 
조가 이루이지 l~ ， 지원 분자와 기회듬 중노에 가로채서 그걸로 지부s} 

이 권력회하는 득f집단이 생셔나 -l/_ 인중은 그대로 t에는다뉴 기쥬 그 

번데 북한에사는 」깃이 인 비인냐는 이야가였습니나 뭉룬 정두의 문 

제겠지만 8， "11) 

만임 리영희 선생이 북한의 사링 위기를 ‘뉴스위 -----1"가 종협해서 

보노한 세계 여랴 >"호기 )' 선문가늘의 인비H 를 통해서 획인하논 

111 강사괴 비녕 JJ ， 1999 기g 호， pp,139-)110, 한완상꾀 리영희으1 :;1 갑 니]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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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만쥬81 시 않jJ_ 이를 무크기 밀히L 전부인권의 관전끼시 L 이니 

너미 ç. 적이π ‘경힘른’의 상식적 관전에서 관찬하 수낀 있디면 이떻 

게 북한의 ‘?라 동포‘ 절대디수기 먹시 뭇히1 삶파 죽g 의 경계션을 

방횡히면서 그들의 시 ç. 사에 대해 대단한 애정파 존경을 기진 수 있 

을까 자운하지 않을 수 없을 깃이나 또한 피 선생 뿐 아니라“민족 

통일의 구싱 식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 일반이 반얻 깅헌 

론의 싱식적 관점을 .'_.c:;=.의 접근 빙식에시 배세하지만 않는나면‘ l 

E의 시야에시 복한 인민대숭으노부터 대단한 즌경괴 애정을 만는 

지도자의 꼬습은 환영(illusion) 지럼 사라지고 대선 l 자마에 2.5IJIJ만 

‘우마 농구; 의 생명괴 자유F 한 손에 쥔 채 군팀하고 있는 수령의 

실상(rcalily) 이 지리 잠유 것은 굉언이다 사실 경험논의 상시작 시각 

E 북힌은 제내로 보려는 지시인이 반느시 민[려해야 헐 인사조건 강 

의 하나이다 이를 넙듀하기 위해 떤 한커의 지적 응토에↑1 백종떤 

11'_수의 경험논에 내한 철학적 정의를 침"하는 것이 껴가피하다 

“어띤 주의 주상g 정헌은(Empirismus ， empiricism)이라고 인킨 

;;;. T재 정힘 (empeiria， experiemial, experience)’이린 감각 기까g 통 

히여 수용한 것1 곰 감각 지각g 뜻한다 「라고 정헌돈은 ‘ 삼각 숭에 
있지 않닌， 그 무엇노 이성[지성] 중애 있지 않다(\ïhil esL in 
inLelleCLU , QllOc:1 non fueriL in 、en 、\lr는 7으1 -î-장음 말한다 그래 

서 경 핍온은 경 핍 「의 ζ민P는 감7기l"î-으의i( s“en:::、SU…써a씨i 

한나 」러니까 경핵 F 내지 까각주의는 인시의 원천 내시 출받점의 

문게에시 」깃응 이싱이라고 비는 이싱룬디}는 반대우 」깃이 끼각 경 

핵이라고 딩는 엮정이q 경핵~-'? 모든 인시의 절유뿐만 아니라 타당 

성의 은윈도 정힘에서 구한디 이성돈지플이 ~l식의 티당성은 인식으1 
획석성에서 ‘1 :2 "1 

?라 시식인들이 세계애 넌라 연과진 북한의 대기난을 경힘른의 기 

초적 입장에서 생각해 딛 기회를 갖 L 디면? 이것이 무엇냉디t 민저 

우마 농F 한 사힘’ 한 사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내임을 지생 

121 배 양현서양근매척희 JJ ， p.(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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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믿 연기 전에 우선 ‘사신의 갑킥’으무 1 씬 젓이디 더욱이 해방 이 

후 6 .25 전쟁을 거져 60년대 밀끼시 지속된 ‘한국의 기난’이 자신의 

기억 속에 살이 있늠 지식인의 경 ?, 북한 동포 한 시란‘ 한 시란이 

처한 생존의 위기틀 ‘사기의 E ’으무 1 끼는 것은 딩위 이전에 필연이 

다 이런 지식인에게는 동￥ 겨 cll . 민족 능의 개념이 (칸드의 어볍 
을 사용하면) 식관 내용 즉 섣괴- 펴÷÷ 갓게 흰 뿐 아니라， 이렇게 생 

명이 부여3관 심재는 수격 (우며) 고} 복직격 (우며의)을 갓추게 3년나 

따라시 복한 우마 농윈의 지지에 대한 우마의 감정괴 인식은 숭생에 

대한 면 서의 자비섣‘ 1 -소가 섣파하고 있는 ‘자시보풋보능’과 합꺼l 전 

도덕재게듬 만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능인 연1?1(pitie)， 매닉 정 선생이 

만하:11_ 있는 세계체제 지듀권세역에 억암당하는 낀좋아 받아 마땅한 

세계 지성의 연내간‘ 급완다나 에티오피아 :cr.논 할레스타인， 아프가니 

스탄， 소땀리아 등 6로 쇄노하논 인노주의적 · 인권주의적 · 사해동포 

주의적 인듀애 등과논 관연히 다금다， 우리의 것은 이 F는 :11_상한 

감정 · 정선과논 달리， 우리 각지의 육체를 질료로 하는 가억에 뿌리 

박? 있뉴 만큼 청두청미 이지적인 것“나 증선적’인 것이다‘ 그러나 

끼 우리기 북한 동포의 찬상을 접한 때- 우리 마음-속에 숫이~ 니 9.는 

것은 한(限)없는 그에서 막연한 동정심으무 끔니시 않iL 닝절한 분:'r_ 

를 필연코 수반한디 여기서 ?-랴의 미 읍은 사비와 용서의 대해무 휴 

1:'1 들이걷 줄 모므iL 9. ;;， 지 복수의 염에 불다-9.를 뿐이디 

시장경제는 그것이 아무려 잔흑-한 개빈목재‘ 하에 있더마 ?E， 켠퍼l 

무-서 개인의 자유와 스임권을 전제한디- 물둔 시장경제기 미약한 때 

는 국민깅세나 개인가계에 이렇냐 활 만한 자복측직도 심현되어 있 

지 않은 만-6-， 개인이 자선의 띤선( 身)괴 소유믿을 사농 · 지분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자연직’으보 세한되어 있가 마련이냐 _ L려나 개 

밤복재의 녹려보 한국 정세샤 세계시싱깅세에 밤 빠드게 직용해 듀 

어가자， 아난 c":u] c":샤 만하는 국부사 깅이직인 속도보 증가합괴 농 

시에 자유 또한 f 자연직 물례보부터 해빙되어 가속이 붙븐 전빙위 

적 사회 운동이 되었다‘ 시장경제의 발전이 이렇기| 사회생흰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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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넣은 활력은 물른 형이히학석 영역 디시 밀히면 물진석 생산파 

←H1 의 히부구주의 현상에 서니시 않을시π 모르시민? 이 현상 사체 

기 ‘ 사연 상태애서 이미 시란이미면 누구니 갖jJ_ 있L 사신의 E 파 

← 8 물을 처섬δl 수 있L 권랴’를 그 기능의 상대무부터 사회석으무 

심현한 견괴인 만김‘ l 안에 이미 인권괴 ‘빈수수의’에 대한 문세의 

식을 배내(뾰、뼈)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역사직 펀연이나 시싱깅 

세의 복격회 즉 자연 싱내의 시싱깅세까 고전경세혁이 성의한 (자복 

수의) 시싱경세에 편입되는 l노서1""는 인빈(또는 민숭)빈수수의~ 

세치고 펀연코 대의빈수수의노 밤전할 수밖에 없유븐 세게사에 의한 

심증 이전에 이미 노극 전혁에시 이론적으노 예시되어 있었나 나시 

한번 백종현 피수의 「서양근내첩1학]에서 로d에 관힌 서소 부분은 

원용해보기로 힌다 

“인시론의 문제와 관련하이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한 인시 F 끼각 

정힘으보우터 출박히머 띠라서 감각은 ~l낀의 으1 식 [mindl괴 인식 l l] 
상[real objectl 시이에 미]체 (medium)라고 히는 정헌돈괴 :rr.상션 

(reDresemative theorv)의 주싱지인 보극기 세f 정치 이돈의 숭추는 

대의정치지1 (repre、‘;nLaLlve sysLell1)다 감각용 동해 실시) 사분의 " 
습。IL러나， ，~ 그런 만큼 감각이 실시) 사문음 대산하， ，~ 대표학 수 있 

->0]. 일반 시민듬의 정치저 의사가 대의원듬용 동해 표헌된다는 섯이 
t+，-'러나까 ‘끽민듬어] 의해 선출되어 일정 시간 동인 끽민등의 의사 

를 대변<l")-는 대의원등”이 휘의하이 제정한 법규는 일반 시민등 모두 

의 휘의와 같꺼 깃이고 따라시 엘따 시민등 모두의 자 /1 약속으무시 

보펴적 구속픽 g 갖는디는 것이디 "13) 

물른 시장경재의 진재주건인 생벙 • 사 R- . 재산의 권랴 L 개빈득재 

사 박대싱명이 낀들이 국민에게 허시한 권리기 이니jJ_ 대한민국 건 

국파 함깨 재정된 사 g 민주주의 헌뱀에 팀긴 국민의 기본권이있디 

그이니 이 기본권을 벗넷이 이니jJ_ 국민 대디수기 사각히게 되 파정 

은 국민 대나수가 유격회핀 시싱깅세의 (대싱 뿐 아니라) 수제가 되 

1.3) 배 양현， 간은 젝， pp.:n 기 ë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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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각자가 기본권의 실제적 주체가 되고 이와 동시에 이기섬과 자 

존섬으로 뭉쳐진 인격 존재(personality)가 되는 사회 과정음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런 인격 존재는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가 밑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성하는 사회야말로 본절적으로 평 

등 사회이며， 따라서 더 이상 ‘개발독재’ 밑에서 삼 수 없다고 자각하 

게 된 것이었다， 

II. 국부(國富)와 대의민주주의 

국부가 시장경제에 의해 창출될 때， 정치체제는 반드시 대의민주주 

의로 발전하는 법이다 이는 우선 사실로서 세계사와 가까이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확인되었던 바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 경험적 사실 

음 ‘역사 볍직’으로까지 일반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검 

증해야 할 두 경우가 남아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우다， 

중국에 관해선 우리는 앞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현 시장경 

제의 놀라운 성장음 지속할 수 있음까”라는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다 사실 중국의 시장경제에로의 개방은 진척될 만큼 진척 

되어 한국의 한 경제 각료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상태에 있으나， 문제는 정치는 어는 정도， 어느 방향으로 추 

진되었는가에 있다 우리가 앞장에서 시도한 분석이 툴리지 않는다 

면， 대의민주주의의 객관적 조건은 국민이 국부의 실제적 생산자 따 

라서 생산된 국부의 주인인 현실과 국민이 이 현실음 자각하는 사태 

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이 정치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소위 개방 조처는 정도 문제 이전에 이미 그 취지에서 대의민주주의 

를 위한 객관적 조건의 조성과는 거리가 벌어 보인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상으로는 노동자 · 농민의 당이었지만， 실 

제로는 이들의 이익 내지 의사를 대변(represent)한 적이 지금까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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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인류“신흥 자분기’들이 입딩 ò] 였디_jI_ 헤서 이 계감의 의사를 

데변한 뜻파 능력이 파연 있을끼 의문이 닌는디 만일 중국 공산딩이 

싣재무 노동사 · 농민의 이익을 ‘대변’히였디변， 건국 이 .:1] r;' 시행한 

사회추의 경제정잭의 심피1기 인먼 듀히 노동사 · 농민 계닙애 초ι11한 

대재잉에 대한 책임을 지가나 추강 당하여. 지금쪽은 해산되어 비렀 

기나 혹븐 야당의 지위에 만족해야만 할 깃이다 게나샤 인민의 이익 

괴 뜻을 대변한에 있어 숭국 공신당의 이런 생래직 우능펙괴- 무관심 

의 운세÷÷ 자지하고시라도‘ 이민 1(1대 당 대퓨회의 주식단 236명 숭 

에 떠오른 17명의 1] 입가， 이른바 선홍색(찌힘0，)자보가듀ö1 정치외 

객관적으노 분리판 시싱깅세의 자보가 게충을 집세보 대변할 수 있 

는가가 Pr한 문제이다 왜냐하변 공산당의 생래 적 젠가류성("1、可랭性‘ 

infallìbilìty)이 이렇;1] 지속뇌는 한， 이 ·우수민영기업가’늘이 지선늘의 

과거행적이나 개인재산내역에 대한 당의 청 :.<1 힌 신사를 거치 입당힌 

다 하디라노 당 언에서 rr뉴 당 내표회의 주석난에서 당의 오듀 젠 

가능한 의사 보다 증파시 시장경제 발전의 떠오급는 주체 시l역은 내 

밴힐 수 있다논 생각 지체가 무2.1 이기 때운이다， 사실 이늘이 ·보통 

선서 ‘에 의해 데뇨기 되었디i 하기갱디 L 딩이l 의해 선빈되 성걱이 

니무 강히기 때문이디 더욱이 이들의 성문 ‘ 자체를 분석해렌-면- 이 

들은 치마리 공산딩의 분신이지 순수한 시장경제 출신이c.l-_i!_ 부기기 

이펴운 전이 한 뭇이 이니디 왜니 6]면 중극의 시장경제는 그 탄생부 

터 9_-1

듀난끼지의 성장 진 파정이 일딩독재와 불기류성의 -뜩F.린을 

포기한 석이 없는 중국 공산딩에 의해 관장되었기 때문이디- 따피서 

우미가 숭국식 사회수의 사싱깅세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극적으보 괴연 어디보 이행할 깃인사의 

빙향 분세외 한국의 개밤독재가 건국엔 국가부도의 위시， lMf 환 

란에 이른 깃시럼 펀연적인 정깅 유작의 견괴보시 부패외 국민깅 

세의 자가통세꽉 싱심의 분세가 이 괴도시직 현싱의 저변에 낄려 있 

유을 간괴할 수 없다. 

승-그;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논 방향은 아마노 까전경제 학이 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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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무 파악한 시장경재기 이니jJ_ 뇌진경제학이 논피{마쩌뻐한 중상 

주으c](mercantilism) 쪽일 개연성이 상딩 히 녹디 즉 이 팀 스미스 사신 

의 밀을 인 g 헤멍면? ‘국민의 부(富):_: 흔히 착각 6] 듯 닙은(金銀) 

[딛"]， dollar] 의 냉 8 량애 비례 6] :_: 것이 이니미 국민의 주직적 

식입능율에 비에한나 l 식입능율 향싱의 지π 김은 분입이나 따라 

시 분입은 국부(圖문) 증대의 펀수요소이나‘’141 이 언퓨에시 우미가 

간괴해선 안되는 사항븐 l깃의 성지적 안의나 시싱깅세에시 국부 

증대~ 꾀하는 네에 펀수 요소인 분입에는 깅세외 성지의 분엽도 F 

안되며， 후자F 전문회 • 세도회한 깃이 마노 노극 I~ 수장한 대의정치 

지1 세 (reprεsentatrve systεm)나 라고 합 수 있나 대 의 성 부 ~ 통해 국민 

E 커가 생힌 선체에 내힌 표상(rcprcscnlation)은 갖111 뇌는 데 이 

표상은 다시 그 내용 증 커가 생힌에 굉요힌 경비 측 새정은 조달하 

는 카낀경제 선체의 표상노 포힘하는 11 체적인 정치 · 경제 표상인 

것이다 감가 생힌 미， 측 。'1] ~，(blldgcl)은 산정하는 데 내의정부가 의 

거하지 않。변 언 뇌는 것이 카낀에 의해 생산뇌고 있는 거부의 증 

간 동향인만큼 이와 동시에 시장경제의 동태 ~r힌 커가 생힌의 튼 

안에서 파악되jJ_ 정립되게 되디 여기서 ?랴기 간릭히니미 해명히jJ_ 

념이기야 B~ 전은 대의정부틀 닝히1 국기 생활 진체무부더 국부의 증 

감 맛 시장경제의 동태에 이르기끼시 행히여시L 파악 진파정애서 

시배적인 인식른석 9 스(dominant epistemological element) :_:~， 데의민 

주주의 파정에 대해 흔히 싱 g 되jJ_ 있 L ?헤와L 빈대무 감성석 따 

미서 직접적 듀수 Jl_상이 이니jJ_ 감성석 잡디(multipliciη) 를 싱일한 

지싱의 보편 퓨싱， 즉 개념이라는 사심이나 

국까 예산 견정 괴정에 시싱깅세의 국부 생산 농내의 개념직 즉 

고}희직 파익 식입이 선행소낀으도시 참여하게 되면 예산 자지1는 

만합 깃도 없이 국가 운영 전반이 직÷f적으노 만하면 함미직(rational) 

이고， 소극직으도 만하면 무 마샤 없겠나고 하겠나 또 이 직극적 관 

점이 수안점이 뭔 l내， 이런 국샤~ 에켈이나 "1]비 (Max Weber) 지럼 

11) ，슈은 정서]학지의 산이있는 이이디어 J ， p . .3G에서 직십 ~l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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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국기(rational State) 미jJ_ 생각하 수 있을 것이디 그런데 여기서 

문재의 헥섣은 이런 증류의 예산 넨성파 국기 운영을 주관히jJ_ 있~ 

것처럼 냉이L 압랴성이 9 직 정지와 경재기 성 t랴되이 문염 체재틀 

이루jJ_ 있L 단일 국기 체재에서낀 작동한디L 시싱이디 심재무 국 

가의 예산 견생 산자나 얻반 입법 선자는 농임하고 예산안 자지1 까 

하나의 볍안인 만김‘ 이 함미생 운세F 매비가 하는 것지힘 자복수 

의의 전세소낀 숭 하나노사의 볍의 뀌점에시 접근합 수도 있나 

“니대 자본주의의 진제주건으루시 이윤추7를 목직으우 하는 독귀 

사시엮의 필 g 한 모든 생산수만 수유와 저분 권려， 시장의 자유， 휘리 

직 시~-， 사유 노동 후l~1직 뱀 이 니1 가시를 생각힐 수 있나 [ ... j 이 
숭에서 합리적 벅에 관히)서 믿할 때 1 ‘합리적 lran이1(11)’이란 시꺼에 계 

사할 수 있디 Ic띠cubble)는 것g 의미한다 지 P주의 경세에서 기엽 

이 합리적 정영 g- '01 기 위히)선 1 기업 힐g 지제기 예흑할 수 있는 시 

법파 행정의 대상이이늑 사실애 의기해야딴 한다 그런데 이대 그다1스 

의 노시며가에서나 아시아의 세습피가 심지이는 유련에 있이서노 스 

듀이트(SLuarL)왕조 시기까지는 기엽이 예걱희 f 있뉴 사냉파 행정 
P 실현되시 않았q 왕듬이 행사하는 사인직(natw에)공정과 사법정 

의는 흔히 1111-7는 사면 주저와 너블어 경게생활의 계측에 끊인없이 

혼선응 후리]하였던 깃이나 내무 이렌 이유무 Y、잉날패드 꺼행꺼 콩 

화국에 q 적 ÁJ히지 균주국(mon8rchv)에는 맞지 않는디》라는 믿은 

우려기 생각히고 있는 시니] 상팽 g 벤향히고 있디 "15) 

이상의 문서파 관찬무부더 ?랴 L 중국 공산딩이 일딩독제를 포기 

허시 않jJ_ 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히 L 한” 그 시t사들 

이 이무리 칭연걸백 8]-_i_!_ 사연공학석 계량 능력이 뛰이 니너미? 二국 

부 증가 동내의 함미직 파악에 있어‘ 괴기 숭싱수의;-; ;1-구하던 전세 

군수국지럼 심패할 수도 있유을 매우 뇨은 개연생을 갓고 f론할 수 

있나 개밤녹재도 단시간 내에 깅이직인 시싱깅세~ 일구였으나 예싱 

지 섯한 국가부도 위시~ 맞븐 한국의 경우는 숭국 연구F 위한 매 

15) M iL'c W c1: ιr， Ilistoirc EconomÌquc: Esquissc d'unc histoÌI'c univc'I'scllc 
de 1’economie et de 18 societe‘ 1991. Paris , Câlil11i뼈， p.297, 핑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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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약한 시려l기 이닌 수 없디 IMF 환관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단 

순한 경제정잭 싣패의 걸파마가받디는 ‘대의정부’기 다-중히는 국부의 

동태를 합려석으<;' (개닌석으핀) 파악히지 못한 데서 걸과한 정치 · 

경지I](political economy) 석 ~n난이디- 우선 이 국기부y_의 위기는， 회 

게싱부듀 세대보 정마하지 않고 있는 가입에 믹치는 것지럼 느닷없 

이 이 나라듀 젖아 왔던 것을 가익해보자 국샤샤 세게사싱에 연농되 

어 간아가고 있는 국민깅세의 동대듀 파악하지 뭇하고 있던 심성은. 

후에 김대숭 국민의 정번에 의한 환란 수습 괴정에시 T二러나는 바대 

보， 무엇보나도 변저 한보 뿐 아니라 국민깅세에 악대한 비숭을 자지 

하는 대우‘ 현대 킴븐 재벨 기엽-브의 회게싱 부 조작괴 간븐 관계가 

있다‘ 환런 추 ， 내우 부실의 itlf1_를 계산하? 획정하는 데 얼마나 많 

은 시간과 션문 두뇌와 인역이 핀요했딘 가를 가억해보지‘ 이렇게 내 

의정부에 의힌 파민경제 동태 파악에 막내힌 지장과 엄청난 공동듭 

은 초래하논 대기업늘 회계장무 조작의 사언이 다름 아닌 정경 유착 

이라논 것인 디l ‘ 이 정경 유착이 TMF 환련유 생공적 6로 극복했다:11. 

장담해 E 넉민의 정부 임기 5년이 같나 가논 지금까지노， 내북 경협 
에서 Ttτy_석 역한올 해 온 현대를 기운테 두i 불서지iL 있L 국잭 

은행으무부려의 4.000억 불법대출과 이 돈의 행방 의흑- 그리iL 2,000 

년 6윌 현대전사의 영국 공장을 μ11각한 대남 l 억 6‘000진만 불 중 l 

억불이 중동 스재의 임 령 회사{paper company)이l 송닙되이 i즙빈한 사 

건 따위를 받면- 난절되 것이 아니iL 횡행 'ò] iL 있디 iL 판단뭔디 따 

ê.l서 IMF 환란의 원인 중 히니기 정경 8 차이었던 낀류“외환위기 5 

수년.이 되는 현재‘ 환란의 워인이 지유판 것이 아니고 잠행하고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나샤 화란의 워인 규명을 천저히 하지 않고 

환란 ÷f박에 직수한 국민의 정 부 행내 자치l에시 우리는 환란의 강낙 

직 워인. 즉 정지깅세직 워인을 젖을 수 있다고 보나 사심 5년 전 

환란븐 국민깅세 전제에 듀이닥친 채영. 국부 팽가총액을 반으보 졸 

인 재단이었으므보 기국적 반성(reflection)， 즉 대의 민주주의직 반싱 

유 거치 그것의 원인 ìfl:]은 했어야 했。-나‘ 신임 겁내증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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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마련되 이 대의 민주추의석 빈성 절치， 즉 국회에 의한 칭문 

회 절치 를 거므_jI_ 환란 해결에 차수했던 것이디 비 무 이 전에서 일 

년 후에 노벨상 수상사핀 시벙되는 김 데당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 

식의 한계기. Y.정되기 시작했디_jI_ ?버는 생각한 수 있디~ 

‘현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지 민숭(또는 참여)민주수의가 아 

니며， 대의민주주의의 복잠븐 역사직 꾀→작에 의하던. 이론직 싱작에 

따브던 대통령에 잊시 국회에 의해 구현3년나 l 러나 개밤녹재외 군 

멈출선 권위수의직 정부 하에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싱괴 대의명분 

의 시치듀 휘누료며 무쟁하더l 성지샤븐이 대통령으보 선출되자. 이듀 

븐 한국의 민주주의 연멍을 자선이 ‘식섭’ 수력하여 구현하였나고 믿 

은 나u] 지 힌넙에 분l~히 l성사되어 있음에노 센 1 1→하까 우리 민주주 

의의 대의성(rcprcscnLaLÌon)‘ 매새생(mcdiation)， 제노성(inSlilution)유 등 

한시하시l 되 었P며 ~r: 이로부비 파회의 기등노 지 연히 소흘헌 춰납 

은 받;1] 되었다 이렇기| 해서 ‘문민정부’와 ‘파넌의정부’ 수반인 김영 

삼 대통령과 김내증 내통령이 낀주주의에 내해 갖? 있논 인식은， 선 

히 역설적 ò 로 늘럼 수노 있겠지만 독년적(띠라서 독새적 내지 천재 

석)， 이상석(따과서 관념적이 1 ↑ 주관석)‘ 심시이는 위헌적 성걱 둥으 

무- 전칠되이 있는 것처법 댐-인디 진자에 관해 말한 것 갇으면‘ 한국 

민주7τ의 역시를 자신의 임기 5년에 한정시키는 언행으믿 민 7τ주의 

이년에 대한 자신의 목전욕을 노출시키는 니머지， 후임자에게 먼주추 

의 ‘전능’을 계승시킬 기회를 스스믿- 무산시키는 역효파를 초에한 것 

으무 생각뭔디 대낭령이 민주주의이l 데헤 이번 득단적 판단을 갖_jI_ 

있는 한， 국펴의 가능이 대통령의 궈능에 좋속되기나 혹븐 변도보 따 

보 놀 수밖에 없게 판다. 

민수수의에 대해선 운민정부의 수반에 죠금도 뉘지지 않는 투-천한 

인식괴 ~l녁괴 」투쟁깅막을 샤친 킴대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사 듀 

어시고 나시도. 대의민주주의의 유집을 구현하는 국펴의 가능이 세대 

보 역-원되지 않았나 사성 국민의 정부에선 의료분입‘ 대북정책. 공적 

지금 등의 중차대한 정책늘의 입인 및 수행 과정에서 야당과 내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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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부수석- 빈면즉석‘ 빈낭일적， 섬시이는 빈민주석 저항과 방해 

를 이 유믿 삼아 김 대 1&령이 ?-려 민주추의의 대의성 · 매개성 · 재y_ 

성을 둥한시히iL'사신이 직접’ 국면이l 호스-òl iL ‘시민사회’의 직접적 

잔여를 시사- 내시 방?F한 사례기 한듬이 이니이서 치마려 이것이 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타일이라고 할 만 했나 여 1I시 우며는 이 많 

븐 사려l 듀을 개변적으보 천작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자부해 

마지아니하는 ‘lMF 환란 낙역 .을 대의민주주의의 세도외 정선을 관후

에 녕고 행한 정지의 전헝직 사례보 보고‘ 이깃의 심재 정치깅세직 

걷고}÷+ 분석애보가보 한다 국민의 정 부 샤 국회 정문회÷÷ 괜천하지 

아니한 채 환란 수습에 직수했을 때， 이는 국회에 의해시만 대변떤 

수 있는 거파적 반생 과정유 노외시하? 문제 해컬븐 시노힌 것이나 

다릅없다‘ 내의낀주주의에서 이렇;1] 거파적 1만성 집차를 거금A 뇌 

변， 사언에 대한 인시논적(거파적이며 경제정치블 총판하는) Q편 표 

상(uni vcrsal rcprcscn taLÌon)의 생립은 포기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개인 

이나 집년이 반성하기 위해선 표상행위가 선행뇌어야 하논 다]， 표상 

이 외부 내상과 직접적(ìmmcdìatc) 관계에 있은 땐 1만성이 감성은 통 

한 외부의 직접적 영향 때문에 추둔적 진행(reasoning)을 한 수기 없 

이 논리적 구주틀 기진 수 없L 빈면- 뇨상이 니무 추상석이서니 흑

은 외부 대상파 이떠한 직접적 (즉 감성석) 관계를 상정한 수 없을 

때‘ 즉 신‘ 존재 감은 형이상학 개닝들파 순수 수학 개닌들의 경?이l 

는 빈성이 원동력을 상싣하여 이예 스스면 중단해내랴셔니 내용상 

싣재석 진전은 없는 형식논리적 사기 공전에 낀족한 수y_ 있디 국민 

깅세 전세듬 뉘흔든 lMF 환란의 대싱과 주λ11는 국민 전λ1] 

(universali얀)외 국가 전λ1] (universality)， 속 하나요 나눔 수 없는 ‘국민 

국가， 대한민국이기 때운에. 이 재난의 반성을 위해 펀수 불사건한 

보편 퓨-생븐. 우마의 자유민주주의 현볍에 따라시 국민에게는 국가의 

표싱을 국사에게는 국민의 표싱을 매개자보시 생산하는 입볍부 속 

국회에 의해시만 싱핍된 수 있다. 흑자는 대통령이 국민괴의 식섭 대 

화를 통하여 당변힌 거→가 위기에 내힌 보편 표상은 만늘어 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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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jJ_ 주장허시민- 이 L 멍넨 Jl_상이 뱀에 디름 이니jJ_ 범은 행정부기 

이년 ，，-직 입범부에서만 년들 수 있디L 것을 모르L 탓이이 이~ 

너 니기 삼권분립이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개빈 

득재” 입헌군주재와 진재군주제를 구벌81'-: 재 ç.임을 모르L 무시의 

소지이시도 하나 따라시 국민의성부까 환란 워인 규명’으도시의 국 

회 정문회듀 뀌천하지 않고 환란 해견을 시도한 견괴， 섯째도 국민괴 

국가가 나늄 수 없는 얻지1인 대한민국이 ‘자시’~ ‘보편적인 빙식’으 

노 반싱하여 기듀남 수 있는 천우선소의 시회~ 싱 심하였으며 눌째 

노 후{란 ÷f역은 오도지 행성부 단녹의 식품이 되었나 

l 런네， 국민의정부샤 IMf 환란을 싱공적으노 ÷f역한 견괴‘ 대한 

넌거 E 현새 적어노 정부의 거부 동태 파약능벽이라는 관점에서 보 

변 환린 이선의 문낀정부 시접파 매우 흡사한 상태에 "1무E딘 있논 

듯 보인다 사실 1997닌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닌 파다힌 기업 부)11는 

이제 고스런히 정부와 가칭이 떠 인끼 있다 해노 과인이 아니다 왜 

냐하연， 기업무제는 5닌 선에 비해 약 2RO조 원 즉어 650조 원 수 

준인 반변 거가 부)11는 62조 원 늘어난 122조 원， 가계 91 요 213조 

안이 불이니 424 주 윈이니 되이 있~ 싣정’‘ 1G) 때문이디 2002년 II 

윈 밀 현재” 진체 은행 대출의 40% 를 치시히jJ_ 있L 기계 대출이 부 

싣화되면 또 디시 닙융위기기 옥 수 있디 L 경jJ_를 기?무서 집이둔 

디 히너미 π? ?라 국민 경재기 사기 싱재력을 상심해 71'-: 또 히니 

의 심각한 정후기 있디 즉? 공적사닙 157주 안을 들여 외환위기틀 

극복했디시낀- 이 공적사닙 투입의 걸파인 국기부채의 겨1 량애 관히1선 

국회든， 행성부 E 한국은행이E 대한민국의 l 어떤 공직 시관도 

‘객관적으노’ 확심한 숫자듬 세시할 줄을 모브는 현심이 마도 우리 

국민 징세샤 암으노 끔어안고 가야 합 기대한 미지수의 불확성 요인 

이나 “공식직인 국까 부채는 122소 워에 붕괴하나， 헨 성부에시 11 

픽예산지 성부 개핵심 닦싱을 지넨 벽개싱 회게사에 의하면 OECD 

통게 시순은 국가 채 우 에 연균채 우 ;-' 4_딴하고 있고 한국의 

IGI 등이익보 시섣， 2002. 12. 5, 2002. E ,1 기시 니1채 위기 

7시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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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정상황 지표가 다른 선진국보다 좋게 나오는 것은 일종의 분식 

(級館) 회계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채를 포함 

하면 적어도 국가 부채는 760조 원은 된다 ”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 

나가 엄청난 부설음 은폐한 대그룹들의 조작된 회계장부에 있었던 

것음 문민정부는 간과한 채 국민경제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국 

민의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 대그룹들의 회계장부는 정상화시 

키면서도 이로부터 결과하는 정부 회계장부상의 변화에 대해선 이렇 

다 할 공적(즉 국가 보편적) 투명성음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국민경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능력에 관한 한， 문민정 

부와 국민의정부 사이에 이렇다 할 차별화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 

겠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정부 회계장부의 내용은 오직 

국민경제에 의해서만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발표에 의한 

국가부채와 현 정부에서 일한 전문인 및 언론사가 추정하는 국가부 

채 사이에 설존하는 공적 불확실성은 그 자체가 국민경제 내부에 섬 

어진 불확실성이며， 이는 동시에 이 엄청난 국민 부담음 사전에 국민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즉 필수적인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증가시켰기 때문에 위헌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천문학적’ 숫자로 표가된 ‘불확정’의 국가부채를 국민에게 대의적으 

로 책임지거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두 달 안에 행정부를 떠 1날 것이고 야당이 다수인 국회는 대선에 정 

선이 팔려 이 불확정의 국가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음 

또한 제대로 섬의도 하지 않고 (즉 대의적으로 무책임하게) 급속으로 

무더기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III. 북한 개방과 연권 

지금까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히던 IMF 환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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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극복이 걸국은 전문학석 숫사의 불확정 국기부채틀 국민에게 

8 산으무 닌기게 되 진밀을 성서히여 왔디 이제 L 김대중 대싱령의 

또 허니의 지석 곧 햇볕정잭의 최종걸파를 진단하 치례디 한 정색 

의 성파를 얀기 위해선 ?선 정잭의 동기를 얀이야 81--~ 데? 햇엘정 

책의 농시는 국세직으도나 국내직으도 나유에 인용하는 노벨 굉회싱 

위원회 군나브 비1브게 위워싱의 냉가 냉식으노 이해되고 있었나 “김 

대통령이 한국괴 농아시아에시의 l?1수수의외 인권‘ 특히 북한괴의 굉 

회 ·회해~ 위해 노팍한 점이 인성띤나’라고 선생 이유~ 밝히고‘ 또 

“김 대통령이 햇빙성채을 통해 전쟁괴 직대노 50년간 이어졌던 낚복 

뀌게:r ÷f역하려고 노막했고 이세 한국에시도 냉전이 송식되 깃이라 

는 희망이 싹댔다.，민 평가했다 171 이렇시1 동기의 관점에서 복 때， 햇 

볕정책은 세계적 양신의 지지를 받은 북힌과의 평화 화해 냉전 종 

사은 추 "하는 정책이었다 세다가 이 동기의 타당성에 내힌 신념은 

노벤상 수상유 통해 노닥작 권위를 인정받아 딘무된 김 내통령은 받 

힐 것노 없민， 낀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인류 보편 가치를 신봉하끼 

냉선 종사은 영망하는 힌카 지시인 내다수에새 너무나 강덜했기 때 

문에” 이들은 동기 ‘싣현’에 필수석인 정색시행‘에서 필히 니니니기 

마련인 현싣적 장애 맛 재한 주건들을 직시허시 뭇히였L데 이런 인 

식상의 차9기 일이난 것이 너욱이 한 두 번이 이니았디 싣재무 햇 

볕정색은 2000년 밀끼시 이닿디 δL 현싱석 장애틀 만니기 L키녕 9 

ó1 과 국내외의 일굉 석 시시틀 받으1 내 목 석시’무 순향을 계속히였.iL， 

막상 2001년 들이와 신임 미국 대닝령의 취임 9윌 11일의 테이 간 

은 숭자대한 사낀E이 얻어났어도‘ 햇빙성채 입안자‘ 십행자 지지자 

E은 이깃브을 엔심싱의 세한 소낀듀도시 섞/l하게 연구하지 않은 

채 자선 E의 이싱 f구에 연숭하였나 자선의 농시의 성당싱반을 확 

선한 나머지 엔심을 γ시하는 자~ 이싱수의자라고 한나면 햇냉정책 

에 뀌해 이런 이싱수의자의 헨심우시의 섯 민째 견괴는 나~ 아년 

2001년 3 월 미국 대통령 부시외의 회남에시 김대숭 대통령이 만은 

171 숭앙익보， 2000. 10. 1.1 김니]숭매통령 닉「벼 i닝화상， 뇌 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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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대와 모욕이디 신임 대싱령 부시기 전임 대능령 륜린년파 인nl 니 

디른 칠학을 갖iL 있는기에 데해 햇볕정잭 입안사- 집행사들이 시전 

에 심각히 연구히지 않은 채- 한국 데당령이 햇볕정잭의 석절성과 효 

파를 미국 대싱령이l게 납득시커버iL 시jE한 걸파， 진사기 후사무부려 

9}은 자샤운 반응괴 ~-R(This man)븐. 만얻 햇냉정책을 ‘현집직’으보 

추친하였다면 띤어 냥 수 없는 사낀이었나 더욱이 한반도에시의 ‘냉 

전 송식.이 햇빙성책의 복직 숭 하나라며 미국 행정부의 입싱은 반F 

시 게산에 녕어야 할 객뀌직 현집 조낀언 것이나 사집 햇변정책을 

냉전 송식의 역사직 뀌점에시 친단해보빈. 2002년 11 월만 현재 햇변 

정책의 싱과 내용을 심세보 규정한 것븐 2000년 12 월 노멜냉회싱을 

수상한 김대증 대통령의 비전이 아니y_ 2001 닌 l 원 촌범한 미파 선 

임 공화당 행정부의 세계관이다 무시 행정부의 새로분 세계관은 사 

실， 같은 해 1 원 한파에서노 부시 행정부에서 그;무장관?로 임했딘 

제임스 베커가 증앙임보와 가선 인1'l 뷰를 통해 알y_ 성어하는 지에 

시l논 알려졌다 

‘’• 남북의 통인암께픈 어떤게 조망하십니까， [숭앙인보 최규션 연 
구원 진 ι 에， 베커기 네탑히기듬] 

- 웅일은 바럼직한 뿐 아니껴 붙가파합니다 독일 웅일은 농옥 경 
지l의 완선한 파투lA 농복 정부의 왼선한 실패 이후이 。l 루이졌습니다 

실패 한 강산주의 며가 정부의 항끽 A 성 강한 인주:f→의 며가 정부의 

연수가 뒤따튿 컵니다 북헌‘ 정께는 실패했습니마 평양?ι 자극믿음 
먹일 수 없습니냐， J러나 북한 정에는 실패하지 않있습니마. 북헌 영 

두와 인민에 대한 동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마 진재주의 곡가와 민주주 

의 국기간에. 몽께경세와 시장경제낀에~리고 노여l화된 국민꾀 ;;<]-A 
보운 국민간에 심행가능한 합병 방안 g. 1 11 린한디는 것이 어찌 기능히 

겠rI 니까. 가까얀 장래의 최선은 남북한이 정께 싱치적 협괴 g 향히 

나아감-。 로써 멍회외 회해를 이루뉴 섯입니다 한반노 웅일이 이떤 껑 
로블 끼칠지 쉽게 예카하기가 이렵군요 나의 확산 중 하나뉴 왼선하 

게 동일된 한국은 오늘날의 넘 한과 l새우 11 ]슷한 형태가 될 섯。k]늑 

점엮니t:j- 민주식이고 사정경께를 야구벼 미극과 동생관계를 유지하 

는 기가가 피겠시 Çl., __l_ 이유는 간틴휘니냐. 낚한간 성공했고 북한흔 

실때했/] 때문엮니t:j- 낚힌 당지사듬에기1 강고한나변 시두르지 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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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디 역시는 당선듣 펴에 있슈니디 "U\) 

2년 진이 이니미 시닙 김대중 대싱명이 직면허-"- 있 L 북한 현싣 

은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대노 수매반 국민을 굶어 숙도녹 내비려누 

면시 핵무 11 ;' 개 1LL하는 녹재 국까인 깃이나 _ r 러나 미국이 이런 북 

한에 대해， 11 월 18얻 부시 대통령이 대복싱멍을 통해 밝혔늦이 침 

공을 하지 않고 냥분간븐 단게적인 징세세재 소지에 마족하시도 한 

전략은 농사냉전의 송식은 공선수의 국샤의 외전한 깅세 파탄으노부 

터 견고}했나는 전임 공회냥 행정부의 세게사직 깅힘을 바탕으도 하 

는 전략인 것이다 역사는 낀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 체제 편에 

었다는 것유 장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굉요가 (적어노 미 카 행정 

부에 111 논) 없는 것이다 

그라나 김내증 내통령 밴 아니딘 힌감 사회의 많은 이상주의지늘 

E 힌반노에서의 냉선 종사에 내한 미거 강화당 행정부의 이딘 경험 

파 선략은 지신늘의 이상 실현의 현실적 조건。로 딘려하기를 거부 

히서니 기파히였디 구체적이 예를 들이냉면 백낙칭 선생은 ‘창H1 

2002년 봄호’‘에 게재된 균 “한빈t의 2002년”에서 2001년 9원 11 일 

미국에서의 계시록석 테이애? 불구히-"- “한빈"T:;""-.. 상횡이 희망적인 

이 8 ”에 대해 디음파 간이 서술히-"- 있디 “이재 동서냉진이 꾼니-"

사본주의 세계체재기 걸정석인 불안정기애 집이든 상횡에서 한빈ç. 

기 분단체재의 극복을 싱헤 즙너 니은 세원을 내디멍게 된 것은 딩 

연한 보싱이나 l"'J 2IJOl 년 한 해 농안 많은 사힘 튼이 지직한 낚북 

뀌게의 후퇴 내지 딩보도 l나지 엄려합 싱황이 섯핀나 먼저‘ (, • 15 

선언의 유효싱을 쌍냉이 싱소하고 있는 한 수노 싱대빙에게 l 심 

행을 나 l 치는 냉식얻지라도 (, • 15 이전으노의 ‘후퇴’는 사내의 친 

심괴 농떤어진나 성부 건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 • 15 까 아니었딘= 

9 . 11 식후 한반도 정세가 엄마나 현악했을 지는 누구나 섭김하는 

임이다 ‘납보’로 받하디라노. 2000닌의 성파가 워낙 눈부셨기 때문에 

181 숭앙익보， 2001. 1. 8. 최규사 연구윈괴 게임 /‘ 베커의 인터뉴에서 ~1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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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난 간으면 휠씬 눈애 띄었을 민긴 또L 정부긴 집측들이 담멍애 

불파한 것으무 비취시L 면이 있L 것이디 ’ l~n 그런데 문지1] :_: 선생 

이 여기서 강주-ó-]--;_:- t대무 햇볕정잭이 2000년 6원 15일부터 2002년 

봄끼시 북한파의 평화·화히1 넷 냉진 증식이미 L 딛Jl_틀 헝헤 눈부 

~l 싱괴~ 이치하는 동안， 복한븐 (낚한 정부~ 따i' 렌 채) 미 ·북 

시본함의시， 핵 비확선소약(NPT)‘ 국세워자믹 시구(1AEA) 안전소지혐 

성， 한반도 비 핵지대회 낚복공농선언 능을 위반하면시 농측 우라늄에 

jt~한 핵 7 시 」上도 l랩을 f구했나는 ‘사심’이나 더욱이 매 선생에 

게는 복한괴의 냉회 • 회해 및 ‘분단세세f빅’을 지향하는 운동， 걷 햇 

범정책의 성엔을 빙해하는 쪽은 복한이 아니고 미국 공회냥 행정부 

인 것이다 “지금은 미카정부와 그 정책에 영협하는 거내새벽늘이 한 

반노의 인전과 힌거경제의 91정에 내해서노 냉백힌 위협임은 내증늘 

이 실간하111 된 것이다 r ... ] 위태힌 가운데노 낙관유 허용하는 힌 
가지 11 체적 사언이 2002닌 FTFA 원느줘이다 부시 내통령이 서울에 

미무는 2원 1ι20임 양임간이나 5원받에 시작하는 원느컵 기간 강에 

미커의 내북공격이 없。리라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디라노 애인힐 수 

있L 일이디 이번 윈드컵이 후R 단독이 이니마 한국멍디 미국인의 

눈에 한 급 놀이 냉이L 일본파의 공동개최미 L 전에서 듀히 그닿디 

디시 밀혜 옥 봄낀 잘 넘기면 한빈r;;L 일단 안진시대무 넨입되라마 

L 것인데” 물둔 윈드컵 사체기 성공석으무 지 ê]진디~ 진재 이에서 

디 ”씨 그이니” 그이니 윈드컴 행사기 절정애 9 븐 난， 4강애 9 븐 한 

국이 서국석 측재 분위기에 휩싸여 일굉히던 비무 그 난” 서히1 연평 

도 근해에시 복한꾼의 시습 선세공격으도 국군의 ?게정이 격침핀 

사낀을 점쟁이가 아년 비! 선생이 예싱하지 섯했더라도 지균에는 이 

~ 어떻게 반싱 하고 있을까 J것이 문세나 

매 선생이 미국에 대해션 이런 피해빙싱증에 가까운 견해F 갓고 

있으면시 복한의 현심은 식시하지 않는 것븐‘ 뮤론 “동시냉전의 송 

1,1) 백낙칭， 샅은 잡지 pp.19- '2'2 
201 간은 삭지，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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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은 사본주의의 승리마기냉디 그 최종단계의 시작으무 멍이야 한 

디” L 백 선생의 역사철학파 김은 연관이 있디 싣재무 백 선생의 이 

역시칠학을 한빈ç. 섬단체제극복에 석 261 면 ?랴 L 백 선생의 디 g 

파 간은 언Jl_틀 든게 된디 “저L 넘북문단이미.iJ.. .ól.;_:. 것이 흔히 밀 

하늦이 사회수의외 자유빈수수의가 대핍하고 있는 _ r 런 싱황이 아니 

고 사회수의F 퓨l빙하는 반쪽 국샤외 자유l?1수수의~ 퓨빙하는 반쑥 

국가가 분단지1세라는 늘 안에 읽혀있는 엔심이라고 믿시 때문에‘ l 

어느 쪽도 세대노 띤 사회수의나 자유빈수수의까 되지 뭇한나는 입 

싱입니나 닫론 성도의 자이는 있지요 복한의 사회수의외는 너무나 

기마가 멍나고 생샤되고요 ·’::!1) "마고 마보 이런 역사전희으노 인 

하여， 백낙청， 리영희 선생유 굉두로 하여 수많은 힌카 지시인늘에 111 

는 우리 ‘낀족통임’이 독임통임처럼 “실패힌 강산주의 커가 정부의 

헝복파 성공힌 낀주주의 커가 정부의 인수가 뒤띠 E는 사”。로는 될 

수노 없민 (뇌어서는 인 될)?1H 아니라 부시 내통령이 북현 정권유 

‘약의 축”。로 낙인찍는 것조차가 어뇌성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겸카 이늘에새 유임하새 남는 ‘떤실적인’길요 남힌과 북한이 서로의 

체재틀 있L 그대무 인정(recognition) 허jJ_ 대화와 스스무의 변화틀 

닝히1 시닙으무선 정의하 수 없L 미 ι11 의 이떤 싱일체재무 전진적으 

무 무한한 인내 틀 갖jJ_ 집난61 :_: 간이디 
백 선생파 랴 선생은 김대중 대닝병 간이 개빈독재 시절부터 한국 

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jJ_ 북한파의 평화 · 화혜를 위해 노력히 

선 인시들‘이미L 것은 석이π 이 시대를 살이온 시식인들에게 L 상 

식에 속하는 일이나 _ r 런데 이 5이 ‘사회수의~ 퓨빙하는 반쑥 국 

가， 자유수의~ 퓨빙하는 반쑥 국가， 인간의 엄굴을 한 사회나 국 

가가 아년 복한괴 남한’ 능을 만합 때‘ 이 개념브에는 ‘깅현직 내용’‘ 

걷 ‘자선브이 세험한 한국에시의 l?1수수의외 인권 방전 괴정’이 누릭 

되어 있나 이 5 지럼 해빙 이후 지균까지의 한국 역사~ 섣아온 지식 

인이라면 월 50난러노 한 가족이 섣아야 하는 인생괴 월 5 ，IJIJO 단러 

211 흔틀리는 분난체제」‘ 백낙청 지응， 1988닌 5입 성닝1 시， 1).59 주석에서 ~l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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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이 있는 인생의 치이란 단순한 양석 · 물석 치이기 아니_jI_ 개 

인의 ‘생명과 자유’에 직결되‘ 곧 언권상의 치이 ~l는 것을 ‘사기 경힘 

석 ‘으믿 언_jI_ 있디 그마니끼 우려 L 인권이 인류 받띤 기지마 L 것 

을 언_jI_ 니서 ç_ 생명이란 ?선 먹이야 유지되_jI_ 자유관 무엇부디 y_ 

머저 섣아 있는 선지1+수 자시가 워하는 공으보 움식이는 자‘유라는 깃 

을 뼈저마게 시익하고 있는 깃이다 사집“자뷰수의듀 퓨빙하는 담쪽 

국가.에선 70년 전후에 벌써 수많븐 시위외 핵생 네~ .，며고 급족히 

증가하는 해외 유펙생 수가 증언하는 바대보 이 굶수팎으보부터의 

자유외 선:Ã11 이동의 자유라는 복잠적 인권이 사회 전면에 와산되고 

있었던 반면， ‘사회주의듀 표빙하는 북쪽 국샤’의 이 복잠적 인권 싱 

황은 ‘신의주 특 1'.’“개생공난’ 응의 개방정책이 북헌의 햇변정책에 

대힌 냥정적인 반융 ò 로서 받아늘여 질 때까지노 우리의 ‘인권’， ‘민 

주주의’， ‘인간의 얼돕’ 이상주의지늘에가|는 신각한 관신의 내상이 되 

기논커녕 오히려 광호 안에 넣어지거나 선지어뉴 송두2-1째 노외시되 

었다 ‘통 큰 정치’가 양빈유 초대 신의주 특 1'. 장관。-로 임 l성하변서 

특 1'- 개발계획은 발표했은 때‘ 이 계획이 션제하논 신의주 특 1'-릎 북 

한의 여다- 지역파 끽려히 는 장백건신， 2개 사단 l잉력을 부입해 신의 

추 추민 50낀 멍을 스기l 시키_jI_ 정얘 기술 인력 5낀 t성을 포함한 개빈 

인력 20만 멍을 새무 입추시킬 예정 띠위기. (신체 이동의) 사유와 스 

유c.l--~뇨 젠부인권- 그것y_ 디륜 이닌 -? 리 :당포‘의 잔부인권을 무시히 

는 진재 군주석 빈상이마는 것을 뼈저리게 언i 절규한 지식언은 별 

무- 눈에 띄지 않았던 것jE 또한 시실이디 한국파 동이시이에서의 먼 

수주의와 인궈 운농에 선구자직 시여듬 한 김 대통링 자선도 섣사 

복인븐 복한의 섯 개빙시도가 이런 국사 규노의 인권 유렌을 추:래한 

다는 사심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국샤 워수보서는 이에 대해 어띠 

한 대웅 조치도 취하시에는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었다{ 까낡븐 

검 대풍령븐 2000년 6월 난복수뇌회담 이후 2002년 9월 아세안 올힘 

픽깅시까지 햇변정책의 성패듬 겪정얻 국냉위워싱의 시울 꽉빙에 김 

다시피 하었기 때문에 지신의 임기를 젠과 몇 새원. 남겨두? 햇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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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최후의 성파무서 기록되이야 하 낌 위윈장의 개방정잭애 데히1 

무엇이jJ_ 운운하 처시에 있시? 않았-__j_I_ 또 그닿게 히기애~ 때L 이 

미 니무 늦았던 것이있디 사 g 와 재산이란 인권은 사본주의 시장경 

재의 대진재이면서 동시애 데의민주주의의 대진재디 이것은 존 무크 

이후 세게사외 전혁이 꺾증한 친마이나 

김성일 국빙위원싱이 박정희의 개밤녹재~ 능시는 늦었지만 흉내 

내지 딩습합 수 있나고 믿는 누파가 있나면 l 누파는 70년대의 한 

국을 섣아보지 않은 누피임에 늘힘없나 김대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선임 대통령의 선출을 볼 냥이 불괴 한 남 밖에 낚지 않븐 지균， 햇 

범정책이 식시해야 할 복한의 엔성은 “복한괴 남한 당국간에 오고 

간 각종 내화와 협벽‘이 아니딘 4박 5임 동91 북힌유 방문했닌 제임 

스 T 틴리스 유엔세계사링계획(WFP) 사무총장이 2002닌 II 원 16임 

읽힌， “북힌 내 주낀 640만 '3 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다꾀 다시 

맏하변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북힌유 보아 E 시각이었닌 ‘악의 축’ 
그것의 ‘경험적 내용’이 가시화된 것이 바로 남한 당카이 최후로 직 

연한 북한 떤실인 것이다 그딘데 북힌의 우리 낀족 640만 '3 이 굶주 

랴jJ_ 있L 이 현싱의 윈인파 색인은 시 8 재산권의 페시와 생산수단 

의 국기독전을 기초무 81'-: 사회주의 독재체제애 있g 은 철학파 역 

시기 긴증을 완딘한 사심인데? 불구히jJ_ 김정일 국방위안장은 이 

기초와 이 정지체지I1 :_: 건드라시? 않은 채 ←위 시장경제 -r:;--..입을 시 

ç.한디 L 것이디 너욱이 이미 멸망한 표룹퍼1니랴이 독재체제 일빈파 

L 딛라 북한 체재의 듀수성은 독재체제 사체기 8 산처떤 이버이 수 

렁으노부터 아E 수렁에게 싱속되었나는 점을 김안하면 이 후자의 

시싱깅세에 대한 생샤의 한게 내지 특수생이 어떻게 구세직으도 l 

의 개빙성책의 구싱괴 심천 괴성에시 F러나는샤~ 이해하는데 컨 

도움이 핀나 

시싱깅세에 대한 김 국빙위원싱 생샤의 특수싱괴 한게샤 까싱 눈 

에 띄게 F러나는 섯 낸째 사례는 선의수 특변행성구 낀섣의 전권을 

221 소선익보， 2002. 11. 10. \VEP시누총상 ‘북한주민 0.10'간 벙 기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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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을 행정장관 양빈의 임명 파정이디 이 임병파 곤 이이 따마온 

중구정부에 의한 양빈 장관의 구닙애 대한 띤피석 해서을 파히기 위 

히L 우리L 여기서 마재규 진 닝일부 장관의 진언을 인 @-ó-]--;_:- 것으무 

그지기무 히사 “시난딛 (9윈) 16일 방북히1 북한 jJ_위 인시와 낀난 

박 전싱펜은 ‘양빈 선의수 특변행정구 싱펜에게 운세샤 있나는 성보 

늑 복칸도 양었지만 양 싱펜을 ‘양아5 김은 사힘’이라고 만하는 김 

위원싱에게 이E 세대도 앙마지 섯히해 운세까 생끼 깃’이라고 만했나 

또 양 싱뀌의 후임 운세외 관려해 “북한 사힘을 재 싱펜으노 임명하 

는 대선 외국인을 고운에 앉히는 빙안이 겪보되고 있는 깃으노 안 

나”고 닛붙였나 ηJ) 양빈을 선의수 특변행성구 싱관에 임명하는 괴정 

에 어버이 수렁에 111 양지로서 증성 맹세(와 이에 내힌 간사의 표시로 

서 2，000만 건의 선불 승여)가 선행 했다는 사실은 간언하연， 신의주 

새발 계획요 겸커{ 수덩 가문의 개인 미 4니스에 지나지 않는다딘 겸 

논 내려노 파내만상의 소치라고 비난받지 않아노 좋은 듯 싣다 이것 

이 핀지 개인의 주관적 상상의 소산임 수 없는 까딘 은， 북한 인낀의 

(신체 이동)지유와 새산 권리를 박탈힌 지1 커가가 생산수닌은 독침해 

온 수령체재무부더 필연석으무 걸파81'-: (그이니끼 연역석으무 확싣 

후” 행태이기 때문이디 또 동일한 논 t랴에 따마” 신의주 듀구 계획 

뿐 이니마” ‘닙강산 개빈’ ‘개성공단’ 둥의 개방정잭 사체기 석이t 

시닙끼시L‘ 본진석으무 수령 기문의 장사 김정일의 개인 비즈니스이 

있디 현싱이 이릴 수밖애 없L 것은? 이 수령체재기 계속되L 한? 김 

정일 국방위윈장이 이무라 인민의 의시를 디1Iìl，(representation)히뇌 싶 

어 애F ?2、나 하더라도 _ r 에게는 인민의 의사늑 대퓨할 수 있는 대 

의민수수의 싱치 걷 자유 보통 선기까 깐재하지 않시 때문이나 김 

대숭 대통령이 입안하고 시행한 햇빙성채의 심채븐 김 국빙위원싱이 

복한의 인민을 세도적으노 대변할 수 없는 이 명매한 사심을 도외시 

한 채 김성일괴의 대회에만 햇범정책의 싱"H :-' 김었나는 네에 있나 
이런 의미에시 김 대통령의 l?1수수의꺼븐 대의 ;'1.수수의 보나는 식섭 

2.3) 숭앙익보， 2002, lO, .3 맥재규 천통인 면담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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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추의애 기까웠」ll， 석이 jE 북한과의 교섭에서 ;L 인민의 인권 문지l 

는 ‘일단’ 괄호이l 넣_i/__ 실제적 권력사와의 데화에 집중했던 시실무 

캔이‘ 그의 외교七 왕후장상의 외교였디_i/__ 한 수 있디 

그마니 렛볕정잭이 예상했듀 못했든， 김 국방위웬장이 원히든 웬지 

않든， 수령 λ11 세의 역사 섞핀의 냥븐 l-l}보 우마 눈암에 나샤왔나 이 

역사 섣핀은 닫묻 미국 침공에 의해 개시도l는 것이 아니고， 다퓨단 

착공예정인 개성공단의 노농자 임균을 눌러써고 난북한 당국자듀이 

벌마고 있는 혐성에시 ‘ f 재핀정 개정을 암며게 된 것이다 현재 국 

민 숭 CAOJill-이 굶수며고 있는 싱내에시 복r깐이 SO -110단러듀 개성 

공단 노동자 한난 엮균으보 요구하고 있는 반면， 특히 개성강-만에 친 

촌하려논 남힌 기업늪은 북측 노동지의 적정 임금유 40-50달러로 

보? 있논 실정이다 여기에다 노동시장의 지유화 문제가 아직 미겸 

정 상태로 남아 었다， 

새성공년 착공은 한 달 앞에 두_，7 남북 ·당파지 간’에 해겸해야 힐 

‘노동시장 지유화’ 문제논 이제 남북 당파지의 ??유 떠나변서 북헌 

정권의 사흰은 검정할 역사의 새판정이 되었다 노동시장 지유화가 

북한 정권에게는 더 이상 미루서니 회파한 수 없L ;?지인 것은 닌 

한 기엄들이 (햇볕정잭 히 애선 기대 한 수 있었으니 잎으믿는 불기능 

한) 댐-상닙 없이 들이갔디가 손헤 닐- 것이 뻔한 개성공단에 투사한 

리기 없기 때문이_i/___ 북한 정권으F서七 개성공단이l 닌한 기업들이 

데 서 부자하지 않으변 인민의 대디→수를 만성적 인 식 량부족으무-부터 

구출한 수 없기 때문이디 그례서 낀일 노동시장을 자유화히면‘ ?-랴 

농￥-듀븐 반_c_^l (선λ11 이동의) 자유외 사유재산이라는 자뷰수의 인궈 

을 되잦고 자선듀의 생명보풋의 권ζ1÷÷ 자zf하여 복재자담 역사의 

섞핀대도 끔어 댄 것이나. "려니까 김정일 국빙위워싱은 노농시싱 

자유회 자세암 각하하가나.，렇지 않으면 수랭 지l세 자제의 안전을 

미국으도부터 약속 만는 것을 노농시싱 자유회의 펀수 선행 죠il으 

보 심을 수밖에 없을 깃이다 이 후자 선언지샤 북한 정권이 지난 10 

원초 핵 개발 프로그램의 손새를 시인하여 ·핵 파문’은 임。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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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닙끼시 미국파 벌랴jJ_ 있 L 불기친주약 체걸‘ 9 구 게임이디 즉 

미국이 북한 체재틀 인정히jJ_ 북한의 안멍를 냉장δL 경? 헥 고무그 

램을 포기 δL 수 있디L 입장을 미국이 불기침주약 체걸의 형식으무 

수닐+81 마 L- ~구인데 이 9 구기 받이들여시시 않L 한 김정일 국방 

위원싱은 개빙성책의 선견 소낀인 노농시싱의 7H주회~ 한없이 죄죄 

끔수밖에 없을 깃이나 

우리가 볼 때‘ 수랭지1세외 이깃의 유임 회선인 김성얻 국빙위워싱 

은 이세 역사의 섞핀대 암에 시있나 l 러면 햇빙성채의 죄고 책임자 

인 김대숭 대통령은 햇냉성책이 최송직으노 임한 엔 싱내에 대해 어 

떻게 생 샤하고 있는가 앙아보자 

“김대중 대통렁-，0_- 2002넌 11월 19일 정와대에시 통일고문듬과 9 
찬응 렘께한 사리에시 북핵문제 등과 관련 [ ... j 껴시 미 대동렁이 득 
벽성벙 g 통해 북한g 집공할 의시기 없디고 재획인댔고 이는 북한의 

영기심소약 체검 요구약 까렌히) 숭요한 의미기 있다‘면서 “북측의 담 

g 보면서[북한 에 ι 세든) 처리해 니기야겠다고 생각히고 있디”고 믿 

했다 “한 · 미 ‘ 일 3피의 합의는 며지]껴。로 끼한음 ， 1.립시켜 걷며 불 

브시키뉴 섯이나 끼 한이 핵음 포기하1;:[ 살 길음 일이 「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퇴로등 열띤서 몽 -l/_ 있다’띤서 “이런 망향。로 노력하늑 것 

이 가장 얀진하고 싱콩식연 길”이라고 강주했나 김 대통렁꺼 」러나 

“진생응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꺼 얀 디매 (대북) 경제제재를 힐 경 

우 북한이 곤복힐 수P 있지만 제네바 핵정응 용 /1 결끽 진생으우 인 

검핀 수도 있다”면서 ‘또 북한아 파멸하고 징권이 붕괴되는 상팽도 

있으니 수백만의 피안빈이 바생히는 g 니밴 시니리오기 핀 수 있다‘ 
고 믿했디 또 ‘한빈도는 우려기 주인이고， 우라는 이 ι게틀에 니]히) 
말연음 해야 한다” 이노 했다 ’'~4) 

여시시 우미는 김 대통령에게 성치천학괴 역사전혁에 꺼런 핀 몇 

가지 이의 세시듀 하고 이 금을 끔맺고자 한나 섯째 복한이 핵을 

f시하면 섣 김을 연어수겠나는 입싱을 만합 때 이는 복한 우마 농 

241 주선엘배 2002. 11. 19. [깎대통렁] 껴시두 불쥐 밝였으나 북이 답해야” 시 
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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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삼 진인시 그닿지 않으면 수령체제와 김정일의 살 긴인지기 분 

병지 않디 왜니히면 데의민추주의와 언민(내시 직접)민주추의를 혼 

동히시 않는 한- 김정일이 북한의 우려 동포를- 대변한디 (represent)는 

것은 완진히 불기능히iL 만일 데변하였디면 북한 경제의 완전한 싣 

패에 책임을 지가나 추강 낭L하여 지균 1. 자마에 있지도 않을 깃이 

너우나도 (우마에게는) 팍심하기 때분이다 바보 이 λ11 세의 싱격 때 

분에 겪성얻은 북한 유일 군벌이며 익만금의 재벌인 반면‘ CAOli'l- 명 

의 우며 농￥-는 만싱직 영양심조에 시단며는 싱내샤 이렇다 할 1건회 

없이 게족되어 왔던 깃이 아년까? 눌째‘ 인궈괴 민수주의는 인뉴 보 

떤 가치인데， 이÷÷ 션- 암고 있을 컴 대통령은 왜 복한의 깅세 파딴괴 

파가적 인권 유런에 내한 책임이 북한 정권과 김정임에 있음은 공새 

적 ò 로 운제삼은 적이 없었딘 가이다 생 13 . 지유 · 소유라는 천부인 
권은 겸커→ 제 꼼은 움직여 먹y_사는 기본권븐 만힘언더L 수백만 l성의 

우2.1 동포가 만성적 ò 로 굶주리y_ 있읍은 장 알y_ 있은 PlH• 아니라 

통감하y_ 있은 김 대통령 이 북힌 인권 문제논 덤어 눈 채 깅 그f방위 

웬장과의 내화에만 치증힌 것은 이 후지의 경제파탄 과 인권유린에 

데한 잭임을 두둔하는 걸:4를 기셔왔는지jE 모;븐다→ 북한 인권 문제 

에 대한 이 모호한 태π 때문이l 셋째 의문이 불기파히디 대북 경제 

재제를 한 경우 북한이 굳복한 수ç_ 있지만 재네비 협정을 포기， 결 

국 진쟁으믿 연결될 수r;:_ 있iL~ 북한이 파별히 iL 정권이 -닝괴되 L 

상황 y_ 있으니 수백낀의 파난먼이 빈생하는 둥 니쁜 시니려?기 될 

수 있디iL ò1 七데， ‘북한이 피별히 iL 정권이 덩 괴되L 일이 생기면 

이것이 북한 우마 농f에게도 나밴 얀인샤의 분세가 세가되지 않을 

수 없다. 복한의 통지자외 인민 사이에는 l 지l 세 자재의 성격 때분 

에 l 어떠 유대의식， J 어떠 강-김대모 :순재할 수 없고 오히려 전자 

가 후자의 생명괴 자유담 한 손에 늘어쥐고 군힘할 뿐이라는 사심을 

인정하면， 복한이 파벽하고 정권이 붕괴하는 싱황븐 후자에게는 하늘 

이 순 해빙의 /1회라는 것을 부 인할 도마샤 없을 것이다. 흑븐 이 가 

정적인 상황에 이금지 않기 위해 경제저l새를 삼가 힌다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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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4 li방ò] 던 반쪽 국기기 자런추의를 뇨방히늠 빈쪽 국기기 되이 북 

한은 걸국 유일 군별 · 지l별 정권이 1δ지 ò] 게 되는 것이니 이난시의 

의문이 난는디 한 빈.ç_七 우려기 :T 인이마_iI_ 히는데‘ 이 번언은 현 

수령체제의 유지를 전;>;1]-';-] _iI_ 있는시- 전제한디면 여기서 ‘ ?리’는 누 

구듀 지칭하는지 ]lL후하 11만 할 뿐이다 _，-깃이 우마 민족. 우미 국 

민을 의미한나면 검대숭 대통령은 재임 시간 숭 대의민주주의 원직 

에 따라 우마 민족， 우며 국민의 아우성에 몇 1낀이나 책임을 지고 응 

하였던 가의 의운이 담지 않을 수 없나 마지녁으보 김 대풍령븐 재 

임 기간 숭 복한 정권이 붕괴되어 수매만의 펴난민이 밤생하는 깅우 

÷수 가정적으노 예성하여 이에 대한 준비듀 하였던 가÷수 반싱해 보자 

이던 가정적 에상과 준비가 겸넌- 한가한 서생의 소임거리임 수 없? 

대힌민파 거가 웬수의 힌1십상의 의무인 것은 이것이 바로 동서냉션 

이 같나는 역사 넙직이었기 때문이다， 꼭임 식 ·흡수통임’유 있논 수 

년유 다하여 피해 가뉴 것이 햇변정책의 곱지였다논 것은 시l상이 다 

아논 사실로서 여기서 다시 거논힐 핀요논 없 6 나， 문제는 흡수통임 

의 기회가 역사 휩연생에 의해 우리에가| 늘이닥쳤유 때， 우리는 경제 

석으믿- 이에 데한 준비기 되이 있지 않디늠 현싣이디 김대중 정부의 

유산언 전문학석 불확정 국기부채를 끌이안은 대한민국은 이 세계시 

의 최종 심판이 l 이 선물을 수용한 수 없는 처시인 것이디~ 그난이 9-

면 “한빈~ __ ~4 우리기 주인”이마 L 생킥은 이상이 아니ê.1 망상으믿 

진싹6] _iI_ ‘ 한빈토의 유일한 합법정부‘’기 현심적으무 누구인지 확_iI_히 

단정한 수 없을 위힘이 나무니 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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