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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일본 생활보장 시스템에 관한 의미론 연구                         

-N.루만 관점에서 본 일본사회 신뢰기반의 붕괴-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현윤경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에는 생활에 대한 보장은 확실하다고 대체로 기대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신뢰기반 덕분에 일상적인 결정을 할 때 선

택범위는 한정되어 결정에 따른 리스크가 흡수되었다. 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

지만 일본인들은 리스크를 자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미래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 ‘1998년 문제’라 불리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가

시화, 예를 들어 자살자의 증가와 ‘니트(NEET)’의 증가, ‘사회적 히키코모리’의 증가 

등은 이 자명성이 깨어졌다는 신호가 되었다. 이후 일본의 사회적 병리현상은 이어지

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1997년 일어난 금융위기에서 찾기보다는 기존의 신뢰

기반에서 이미 조성되고 있었다고 본다. 이렇듯 신뢰기반을 회의하는 시각에서 이것

이 형성되는 조건을 분석한다. 

분석은 N.루만의 사회시스템 이론의 방법론에 의거한다. 이 방법론의 가장 큰 특

징은 대상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주체/객체> 도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태적 대상을 고찰하기에 적절하다는 점이다. 루만은 <시스템/환경> 도식을 사용해

서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방법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

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떻게 해서 실재하는 저대로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시스템/환경-차이를 대

상으로 하는 사회학적 관찰(‘2차 등급의 관찰’)의 입장에서 시스템이 현재화되도록 한 

구조적 조건(‘의미규정’)이 무엇인지를 탐색적(발견적, heuristic)으로 고찰한다. 시스

템 자체는 어떠한 조건으로 현재화되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시스템의 

맹점에 접근해서 자체의 생성 구조를 자각시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생활보장 시스템을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에 의해 생활보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형성되는 (창발적) 질서’로 정의하고, 이 생활보장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미규정)를 탐색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 구조에 영향을 

주는 문화(사회적 기억)를 일본의 풍토적 측면에서 ‘틀 문화’로 규정하고, 이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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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구조로서 ‘장(場)’을 주목한다. 장은 틀로 인해 <외부>와 구별된 <내부>다. 

더불어 장 <내부>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구별된다. 그리고 틀 문화에서 개인은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신뢰기반이 이 

<내부/외부> 구별의 <내부>에서 의미론적으로 조건부여되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일

본의 생활보장 질서는 장 구조의 의미론 동태와 밀접하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장 구조의 제약을 통해 생활보장에 

대한 신뢰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장 구조가 생활보장에 대한 신뢰기반을 조성

한 한편으로 어찌해서 개인을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게 했는가. 

본 연구는 복지관을 지표로 생활보장 질서를 전전과 전후로 크게 나누고 각각 

세 시기로 구분한다. 즉, 전전은 자선구제관, 사회적 연대, (전시)국민후생으로, 전후

는 생존권을 위한 공적부조, 복지국가, 일본형 복지사회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 형

성된 생활보장 질서와 의미론의 관계를 살펴본다.

각 시기의 생활보장 질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 포섭인 장 구조, 즉 <일극>구조

는 패전이라는 큰 환경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고 전전에서 전후에 걸쳐 일관되게 사회

구조로 유지되어 왔다. 자선구제관부터 일본형 복지사회에 이르기까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복지관은 변하고 생활보장 질서의 양상은 변해 왔으나, 그 형성은 <일극>

구조의 의미론 변화로 이뤄졌다. 개인 또한 일관되게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으로 고정되고 자립적·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못했다. 

분석 결과, 일본의 특징적 양상은 루만이 말하는 근대 이전의 <부분/전체>를 주

도차이로 하는 분절 분화된 사회의 특징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전체> 내에서 특정한 불변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남은 채 있는 그대

로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생활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품는다. 이 신뢰는 일본의 생활

보장 질서 혹은 분절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데, 루만은 이를 ‘자연발생적인 신뢰’라고 

말한다. 일본의 생활보장 질서는 이런 신뢰를 육성하는 신뢰기반인 것이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인 신뢰’를 낳는 생활보장 질서는 가동적(可動的)인 환경에는 취약하다. 

그 동안 <일극>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변화가 <일극>구조의 의미론상 

대응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변화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1990년 중반 사회적 병

리현상의 표면화 이후 일본이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제 <일극>구조로는 예

전처럼 신뢰기반을 형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

회구조의 <일극>구조에서 <양극>구조로 전환은 <구별 없는 관계>의 개인에서 <구별

되는 개인>으로 변화를 수반한다. 이렇듯 개인성이 확립되어 이뤄지는 신뢰를 루만은 

‘인격적 신뢰’라고 말한다.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이 형성되는 생활보장 질서는 

이 ‘인격적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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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에서 사회구조의 전환은 쉽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장 구조

는 일본의 풍토에서 나온 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회구조로서 긴 세월을 걸쳐 일본

사회의 자명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체적 포섭인 장에 귀속되어야 자기

규정할 수 있는 개인에게도 개인성 확립이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사회가 전체적 포섭인 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체 형성 조건을 인

식해서 스스로를 대자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시스템으로서는 자체 형성 조건이 맹점

이기에 스스로 볼 수 없다. 생활보장 시스템의 형성 조건을 드러내는 본 연구는 시스

템/환경-차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건부여되는지 고찰함으로써 시스템이 접근할 수 

없는 맹점, 즉 자체 형성 맥락에 접근한다. 이는 전체적 포섭인 장을 상대화시키는 

전제 작업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전체적 포섭을 상대화시키기란 쉽지 않은데 일본사

회가 이를 극복해서 자각적으로 사회구조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제공하는 신뢰기반 형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 

        

주요어: 신뢰기반, 생활보장 시스템, 의미론, 틀 문화, 장 구조, 전체적 포섭 

학 번: 2003-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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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일본의 ‘생활보장’에서 자명성의 변화 

1990년대 일본에서 탈공업화 경제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상황의 악화 등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은 대체로 생활의 보장

이 확실하다고 기대하며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취직이나 생활, 노후에 불안을 안고 일상을 살아간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불투명

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규정되지 않은 미래를 수반하는 현재를 살지 않으

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경제성장을 되풀이하면서 

일본인은 안정된 일상을 전제할 수 있었고 지금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래가 확실하다고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신뢰기반이 구

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학력에 맞는 취직자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즉 어느 수준

의 학교를 나오면 어느 수준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전망할 수 있었다. 기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는 9년간 획일적

인 의무교육 후 일제히 치르는 입시를 통해 각종 고등학교에 간다. 대학 진학을 기대

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학교 졸업 후 취직할 것이라 예측

했다. 고졸이라도 취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진로지도 교사는 비진학 졸업생을 기

업에 보내는 일을 학교업무로 생각해서 오랫동안 기업과 단단한 연계고리를 구축한

다. 이를 통해 학교와 기업간 제휴가 견고해지고 졸업생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고 

학교에서 기업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Brinton, 2008=2008: 51-67). 고등

학교 입시를 거쳐 대학에 가는 경우에도 대학 수준에 따라 입학 시점부터 어느 수준

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었다.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만 하면 일류 

기업으로 취직할 가능성이 열린다. 일단 일류 기업에 들어가면 종신고용(終身雇用)이 

관행이므로 ‘일류 기업의 사원’이라는 사회적 서열에서 밀리는 일은 없다. 일류 대학, 

일류 기업으로 가면서 “하한선이 보장되는 동시에 장래 가능성도 보증되는 위치”(山

本, 1995: 27)가 기대된다. 이렇듯 중학교에서 시작되어 대학까지 10년에 걸친 일본 

교육시스템의 ‘파이프 라인’을 타기만 하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는 일에 개

인적 부담은 없었다.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는 일본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시 입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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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통한 선별이 직업을 가르는 기능을 이른 시기부터 완만하게 해왔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교육시스템에서 각 고비마다 입시를 통해 실시되는 완만한 선발

은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한도를 자각시켜 서서히 단념시키는 효과를 가졌다(山田, 

2004b: 86-92). 교육시스템의 이 기능은 이른 시기에 사람들의 행동기대를 일반화한

다. 행동기대의 일반화는 인생기로마다 경험해가는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

다. 선택의 제한 덕분에 개인의 선택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미래에 큰 변화가 없다

고 기대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더구나 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취직하면 종신고용이 관습화된 일본에서는 정년퇴

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블루칼라 근로자도 전직

을 원하지만 않는다면 종신고용을 기대할 수 있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제조업의 

노동수요가 높아서 블루칼라의 화이트칼라화가 이뤄졌기에 블루칼라 근로자도 실업을 

우려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고도성장 과정의 ‘춘투(春闘)’ 시세로 인해 임

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소득격차도 축소되었다. 급여소득

이 평등해지자 사람들의 생활양식 차이가 거의 없는 생활양식의 균등화가 실현되었

다. 게다가 종신고용과 함께 연공서열(年功序列)도 관습화되어서 회사에 계속 재직만 

하면 남성 세대주의 급여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 즉 가족임금을 얻을 수 

있었다. 남성 세대주의 급여가 가족임금에 도달하자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이 

전업주부인 가정(‘남성가득(稼得)－전업주부’형)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표준모델로 정

착했다. 결혼이 여성의 ‘영구취직’이라 불린 시대가 계속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결혼

에 따른 퇴사(‘코토부기 퇴사(壽退社)’) 후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들은 결

혼생활을 유지하기만 하면 생활이 곤란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일본인은 일찍부터 일자리와 직장의 안정을 기대하고 표준적인 가족을 

만듦으로써 미래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었다. ‘미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

는 ‘중류’ 의식이 침투해 있던 방대한 층에서 공유되었다.1) 소위 ‘신중간대중(新中間

大衆, new middle mass)’에는 화이트칼라 뿐 아니라 블루칼라, 농민, 자영업자도 많

이 포함되었다. 이 방대한 층의 ‘대중’이 <현재>와 <미래적 현재>의 연결은 확실하다

1) 고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일본인들 사이에는 자신의 생활이 ‘중간’ 수준이라는 자기평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일본 총리부(總理府)가 1958년 이래 실시하는 ｢국민생활에 관한 여

론조사(國民生活に關する輿論調査)｣에 따르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상, 중중, 중하’ 어딘가

에 속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0년대 후반에는 90%를 넘었다. ‘1억총중류(1億總中流)’로 불

리는 중류의식이 확대된 것이다. 무라카미 야수수케(村上泰亮)의 말에 따르면, 이는 상·하를 

격리하고 완충대로서 계층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있던 “전통적인 의미의 중류계급”과는 다르

다.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지 않는 거대한 대중”, 즉 ‘신중간대중(新中間大衆)’의 출현이었다

(村上, 198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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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감각을 가졌고 이 연속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반성 없이 일상생활의 

기초로 삼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메리 브린튼(Mary C. Brinton)은 1960∼80년대 형성된 일본의 

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원활한 이행 및 ‘인생도정(道程)’의 표준화는 1990년대 이후 일본상황과 

비교해도 특별했다고 지적한다(Brinton, 2008=2008: 26-27). 알찬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이 시기 일본인은 대내·외적으로 봐도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것, 자명한 것

으로 여기며 일상을 영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은 자신이 설정한 있어야 할 미래상황과 현실

의 괴리를 체험한다. 이렇게 되자 그때까지의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현재>와 <미래적 현재>의 연결을 확실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확실함을 자명한 것으

로 인식한다. 미래에도 변함없으리라는 기대로부터 안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첨예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대중의 공통인식이 된다. 

종래의 자명성이 변하고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실감은 의지할 기반을 잃은 

데 따른 아노미(anomie) 반응을 일으키고 심적인 왜곡을 발생시킨다. 일본에서 이 심

적인 왜곡이 여기저기서 의식할 만한 수치로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이다. 야마다 마사히로는 특히 1998년 중장년 남성 자살자가 급증해

서 한 해 자살자 수가 처음으로 3만 명대에 돌입하고 이후 그 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2) 이 해를 기점으로 불안의식이 표면화되었다며 이를 ‘1998년 문제’라고 부른다

(山田, 2004a: 24-28). 더불어 1998년을 전후해서 이혼과 아동학대의 증가, 실업자

와 ‘니트(NEET)’3)의 증가, 청소년 범죄와 등교거부의 증가, ‘사회적 히키코모리(ひき

こもり)’4)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 자살자의 연령대는 한창 일할 나이인 중장년층이 

2) 2013년 3월 14일 일본 내각부(內閣部)가 발표한 ｢헤이세이 24년 자살 개황(平成２4年中に

おける自殺の槪況)｣에 따르면 2012년 자살자수는 27,858명으로, 전년 대비 2,793명(9.1％) 

감소했고 1997년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3만 명을 밑돌았다.

   (http://www8.cao.go.jp/jisatsutaisaku/toukei/h24.html）

3)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f Training)’란 취직·취학하지 않고 직업훈

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한다. 일본적 특징으로서 부모와 동거하고 가족이 생활

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齊藤, 2006: 224, 226). 후생노동성의 ｢니트 상태에 있는 젊은

이의 실태 및 지원책에 관한 조사 연구(ニートの狀態にある若年者の實態及び支援策に關する

調査硏究)｣(2007.6.28)는 니트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니트 상태부터 지속적으로 보이는 심리

적 특징으로 사람이나 활동에 대한 수동성, 살아가려는 기본적 욕구의 희박함, 희박한 대인

관계 등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http://www.mhlw.go.jp/houdou/2007/06/h0628-1.html）

4)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타마키(齊藤環)는 사회적 히키코모리를 “① 6개월 이상 자택에 틀어

박혀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②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이 아닌 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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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지만  20~30대 젊은이의 사인 1위도 자살이 차지한다(清水·上田, 2010: 9). 

‘1998년 문제’는 고용이나 가족처럼 개인 생활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불안

을 느끼고 현재가 ‘살기 까다롭다(生きづらい)’고 실감한 데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신

뢰기반이 와해되고 현재의 결정이 미래를 보증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스크적인 

선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명성이 변하면 개인은 리스크에 노출된다. 본 연구에서 ‘리스크’ 개념은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리스크론에 의거한다.5) 루만의 

리스크론에서 리스크란 ‘결정’6)한 결과 초래되는 미래의 손실 가능성과 관련된다

(Luhmann, 1991=1993: 21-23). 일반적인 용법에서 리스크는 ‘취직 못 하는 리스

크’, ‘실업 리스크’, ‘가족의 리스크화’ 등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예지불능의 일을 

지칭한다. 반면 루만의 리스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되기는 해도 리스크와 결정

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루만의 리스크란 예기되지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거나 손해가 초래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손해

가 현재 시점의 결정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내포한다.7) 이런 루만의 정식에 따르면 

어떠한 결정도 리스크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결정은 없다. 

왜냐하면 결정이란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미래가 내다

보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모든 면을 현재에서 결정지음으로써 

미래의 가능성 영역을 제한한다. 이것은 개인에게 과대한 부담이다.

한다(齊藤, 2006: 41). 일본 내각부가  2010년 7월 발간한「젊은이의 의식에 관한 조사-히

키코모리에 관한 실태조사(若者の意識に關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關する實態調査-)｣에 따르

면 광의의 히키코모리 수는 당시 69.6만 명으로 추정된다. 

   (http://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pdf_index.html）

5) 참고로, 루만의 리스크론은 ‘에코로지적 리스크’를 말하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리스

크 사회론’과 다르다. 벡이 제창하는 리스크 사회란 근대화를 진행시킨 결과 비가시적이고 

예견할 수 없고 제어하기 어려운 (인공의) 리스크가 증대하는 사회다. 이때 리스크는 인간

의 오감으로 파악하기 어렵다(Beck, 1986=1998). 벡의 리스크 사회론은 개인화의 제창과 

함께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널리 수용되었지만, 이 리스크 개념은 “처음부터 

테크놀로지의 귀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초래하는 위협의 의미로 환원”(小松, 2003:　

29)된다는 지적도 받는다. 반면 니콜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리스크 사회라는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리스크를 기피하는 리스크적 태도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아닐

까.”(Luhmann, 1997=2009: 1417)라는 물음을 던진다. 즉 루만은 “리스크 사회를 이야기

하는 리스크성”이라는 역설적 물음을 던진다. 

6) 엄밀하게 말해서 루만의 시스템이론에서 ‘결정’은 경제학·심리학의 의사결정과 다르다. 루만

의 결정은 시스템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7) 루만은 ‘리스크’와 ‘위험’의 차이를 미래적 손실이 (시스템의) 결정에 귀속될지, 환경에 귀속

될지의 차이라고 말한다(Luhmann 1991=1993: 22). “위험은 자신과 관계없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손해가 상정되는 반면 리스크는 자신이 할지 안 할지에 따라 일어나거나 일

어나지 않는 손해가 상정된다”(Luhmann, 1990=2009: 231)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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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만이 말하는 리스크를 앞서 일본의 상황에 대비시켜 보면, 1990년대 이전 일

본에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일본 나름의 전제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일상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기에 결정에 따른 범위

는 한정되었고 개인의 과도한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결정이 리

스크를 수반한다고 자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익숙한 것들이 미래에도 연속됨을 자명하다고 여길 수 없게 되자 그때까지의 기대는 

뒤집어지고 불신에 찬 전망이 찾아든다. 하나하나의 결정이 미래의 확실성으로 이어

진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결정을 큰 부담이라고 자각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 리스크의 현재화란 예지불능 사태가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개인

에게 결정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예전과 달리 부담이 가해진다는 실감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의 현재화란 리스크의 ‘보편화’가 아니라 리스크의 ‘자각화’라고 하겠

다.

현재와 미래의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실감이 새로운 자명성을 형성하게 되면 미

래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말하는 ‘예언의 자기실현(self-fulfilling prophecy)’처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선취 

반응으로서 현재를 구속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예언의 자기실현’에 해당하는 하

나의 태도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다”(山田, 2004b: 4)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태도로, 아예 

미래와 관련이 끊어진 ‘현재로 도피’라 하겠다. 또 다른 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데서 비롯된 현재의 괴로움에서 해방을 선택하는 태도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이 현재를 억누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두 태도 모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데 따른 현재의 대처법인데, 전자는 사회적 히키코모리나 니트에, 후

자는 자살에 해당된다. 양자 모두 <현재>와 <미래적 현재>의 이어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데 고통을 느끼고 ‘리스크의 자각’을 강요하는 현재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반사회적이라기보다 비사회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어

찌 보면 사회적 히키코모리나 니트처럼 ‘현재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혜택 

받는 자인지도 모른다. 히키코모리나 니트는 부모에 대한 ‘패러사이트’8)가 가능하므

8) ‘패러사이트’란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이라는 야마다 마사히로의 조어에서 따온 

말이다. 야마다는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1999)에서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는 미혼자가 마치 

부모를 숙주(宿主) 삼아 기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패러사이트 싱글’이라 명명했다. 야마

다는 패러사이트 사회의 행방(パラサイト社會のゆくえ)(2004)에서는 5년이 지난 2004년 

현재, 패러사이트 싱글을 둘러싼 생활상황은 일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부모에게 의존해

서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패러사이트’인데, 노동상황이 변하고 그들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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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주위의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젊은이는 ‘넷 카페 

난민’이나 ‘워킹 푸어’가 되어 도피도 못한 채 그저 현재를 살 뿐이다.

이상의 고찰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가다듬자면, 이와 같은 사회적 병

리문제를 일본사회가 안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하는 것이다. 1997년 일어

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대불황을 그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확실히 일본은 

경제침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시 더 심각한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이 20년이 되고 더 나아가 

30년에 진입할 것이라 예감하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폐색이 뒤덮인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가 회복

되면 사태는 해결될 것이라 보아도 될까. ‘1998년 문제’가 나타나는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한 것이 경제침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값을 넘

는 계기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다고 본다. 단순한 경제불황에서 일본적 현

상의 원인을 찾기보다, 오히려 풍요를 누려온 일본사회는 “고작 경기악화로 사람들을 

죽음에 몰리게 하는 취약한 사회”(清水·上田, 2010: 154)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품는

다. 미래가 확실하다고 기대할 수 있었던 일본이 구축해온 신뢰기반이 앞서 브린튼이 

지적한 것처럼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자 1990년대 이후 일본상황과 비교해도 

특별했다면, 특별한 그만큼 이 기반이 와해되자 일본사회의 독특한 병리현상이 드러

난 것이라 본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재>와 <미래적 현재>의 이어짐이 자명하다고 인식하게 만든, 지금까지 구축돼 온 신

뢰기반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도대체 그 기반이 어떤 것이기에 사람

들에게 나날의 생활에서 신뢰를 제공하고 미래를 안심하게 하다가 사람들을 병리적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는 양면성을 초래하는 것일까. 즉, 그 신뢰기반의 실체는 어떤 

조건들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본 연구는 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질문

본 절에서는 먼저 야마기시 토시오(山岸俊男)의 신뢰와 안심 논의를 비판적으로 

년이 되면서 부모와 동거해도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지는 못하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증가하

고 있다(山田, 2004a: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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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면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루만의 신뢰와 신뢰기반을 심도 있게 이해한 후 본론

을 이끌어갈 논문의 목적과 질문을 제시한다.

1) 신뢰와 신뢰기반

야마기시는 저서 안심사회에서 신뢰사회로(安心社會から信賴社會へ)(1999)에서 

그동안 일본은 안정된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에 의해 지탱되고 있어서 타자를 신뢰할지 

안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는 사회였다고 말한다(山岸, 2010: ⅱ). 기업에서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축으로 한 안정된 고용관계가 가정에서는 낮은 이혼율로 대표

되는 안정된 가족관계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형성해 왔다. 일본에서

는 신뢰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에 앞서 이미 “안정된 사회관계 안에서 안정된 

생활이 보장”(山岸, 2010: 8)되었다는 것이다. 

야마기시는 ‘신뢰’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기대로서 신뢰”(山岸, 2010: 16), 즉 

“상대방이 자신에게 착취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山岸, 2010: 19)라는 의미

로 제한한다. 이어서 이 신뢰에 속하는 두 가지 ‘기대’를 구별한다. 하나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행동경향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그 의도를 기대”하는 것(=신뢰)이며, 다

른 하나는 “상대방의 손익계산에 근거해서 그 행동을 기대”하는 것(=안심)이다(山岸, 

2010: 20). 전자는 상대방의 선의를 확신하거나 자신에 대한 행동경향을 이미 알고 

있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태, 신뢰다. 

반면 후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상대방의 행동이 그의 손실로 이어질 때 상대방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 안심이다. 타자가 ‘제재

(Sanction)’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산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방

의 행동에 의해 자신이 위험에 놓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그만큼 제거된다. 안심은 

이때 얻어진다. 

야마기시는 일본에서 안심은 집단주의적인 사회관계 하에서 제재 가능성이 기능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서 생겼다고  

본다. “관계의 안정성이 그 내부에서 멋대로 행동할 수 없게 제어하는 작용”(山岸, 

2010: 22-23)을 하므로 안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안정된 사회관계는 세계화에 노출되자 취약성을 드러내고 이제 

일본사회는 안심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제 일본은 “집단의 유대 바깥으로 나온 개

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는가”(山岸, 2010: 9)라는 문제를 안게 된다. 야

마기시는 이 안심의 붕괴를 계기로 해서, 관계의 안정성으로 안심을 보장해 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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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심사회’에서 타자 일반에 대해 시뢰하는 사회, 즉 ‘신뢰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고 주장한다.

야마기시의 이 고찰을 후술하는 일본의 ‘장(場)’ 구조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해

석할 수 있다. 야마기시가 말한 안심과 신뢰는 각각 장 <내부>와 장 <외부>에 해당

한다. 일본에서 장 <내부>는 집단주의적인 관계의 안정성으로 형성되고 장 <외부> 

사람에 대한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장 <외부>는 <내부>의 연장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는 구별되고 이질적인 가치체계가 지배한다. 그런데 안정된 <내부>

가 붕괴하자 <외부> 사람과 관계를 구축해야 할 상황이 초래되었다. 야마기시는 <외

부> 사람들간의 관계를 일반적 신뢰로 보고 닫힌 <내부>를 열고 <외부>의 타자 일

반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야마기

시 식으로 안심과 신뢰를 <내부/외부> 구별로 평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대신, 본 

연구는 시간적 함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 <내부>의 신뢰와 안심을 제시하고자 한

다.

우선 신뢰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타자에 대한 신뢰는 구체적인 사람과 과

거 경험에서 생긴다”는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의 지적처럼(Uslaner, 2003=2004: 

123), 신뢰는 과거 경험에서 길러진 익숙함과 친숙함(familiarity)을 기반으로 한다. 

루만은 익숙함과 친숙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익숙함과 친숙함은 상대적으로 확실한 기대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잔존(殘存)하는 리스크를 흡수한다. 그러나 이 익숙함과 친숙함은 좋은 기

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익숙함과 친숙함은 좋든 좋지 않든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익

숙함과 친숙함은 신뢰의 전제이면서 불신의 전제도 된다. 미래에 대해 규

정된 태도를 취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그 양식이 어떠하든, 익숙함과 친숙

함이다. (Luhmann, 1973=1990: 31) 

익숙하고 친숙한 세계에서는 익히 아는 일들이 존속하고 확증된 일들이 되풀이

된다(Luhmann, 1973=1990: 32). 신뢰는 이 익숙함과 친숙함의 존속과 반복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형성된다. 익숙함과 친숙함은 리스크를 소거하지는 않지만 리스크를 

경감시킨다(Luhmann, 1973=1990: 57). 신뢰에 찬 사람은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전

제로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익숙함과 친숙함을 전제로 타자(혹은 사회)를 신뢰하고 미래에 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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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경험에서 길러진 익숙함과 친숙함 덕분에 얻는 정보를 단서

로 해서 타자를 신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규정된 태도를 취할 수 있다.9) “신뢰를 

가진 사람은 마치 규정된 가능성 밖에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사

람은 자신의 <현재에서 미래>를 단 하나의 <미래적 현재>로 고정”(Luhmann, 

1973=1990: 33)하는 것이다. 이때 익숙함과 친숙함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단서, 

즉 ‘신뢰기반’10)이 된다. 신뢰기반이란 사람이 규정되지 않은 미래에 임하기 위한 

“도약대 역할”(Luhmann, 1973=1990: 57)을 한다.

신뢰는 과거에 의거하고 미래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과거를 

기반으로 삼아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현재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Luhmann, 1973=1990: 33). 신뢰의 이러한 기능을 염두에 두고 제재를 생각하면, 

제재는 야마기시가 말하는 것처럼 신뢰와 구별된 기대(=안심)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

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면 서로가 이 가능성을 계산에 넣고 신뢰를 배신하지 않

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는 신뢰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Luhmann, 1973=1990: 59). 과거 경험에서 입수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규정할 때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데, 제재 가능성을 예견하면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신

뢰의 리스크는 줄어들어 결국 질서 형성을 보완하다.

신뢰와 제재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은 신뢰와 대립되지 않는다. 신뢰를 

통해 규정되지 않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적 현재>의 이어짐이 

확실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현재>와 <미래적 현재>의 동일성 정도

에서 비롯되는 지속성에 따라 안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안심의 

붕괴는 <현재>와 <미래적 현재>의 이어짐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첨예화해서 생긴

다. 결국, 안심의 붕괴란 야마기시가 말하는 것처럼 제재가 기능하는 집단주의적인 

사회관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11)

야마기시는 일본은 서구사회에서 보이는 일반적 신뢰가 약해서 번잡한 많은 규

제가 보완하므로 비효율적인 사회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신뢰가 효율을 낳고 불신이 

비효율을 낳는다고 본다(山岸, 2010: 5-6). 그러나 불신 또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규

9) 루만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관

적인 세계 구상에서 신뢰가 정당화될지 안 될지 객관적인 단서를 찾는다. 선행 정보가 없으

면 신뢰는 거의 불가능하다”(Luhmann, 1973=1990: 57). 

10) 루만은 “모든 신뢰기반은 일어나는 일들의 변전(變轉) 속에서 지속적인 연속체로서 현재”

라고 말한다(Luhmann, 1973=1990: 19). 

11) 야마기시도 ‘사회적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행동 여하에 따라 

자신이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山岸, 20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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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대응을 강화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능

적으로 둘은 등가다(Luhmann, 1973=1990: 131-142). 신뢰나 불신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 ‘전략적 행위’다. “타자의 가능한 행동이 자신의 행동 계획에 적합하다고 생각하

면 타자를 신뢰”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신을 품는다(Luhmann, 1973=1990: 

134). 사람은 불신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규정되지 않은 미래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결국 불신을 통해 전략적으로 행위하는 기반 역시 과거의 경험이고 기억이며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익숙함이라는 점은 신뢰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효율/비효

율>이 <신뢰/불신>을 함의하지 않을 뿐더러 <신뢰/불신>이 <효율/비효율>의 기준도 

아니다. 신뢰=효율, 불신=비효율로 해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뢰/불신> 구별에 대

한 연구자의 가치해석이며 현상에 대한 2차적 판단이다. 

타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일정한 정보

를 제공하는 과거 경험을 통해 길러진 익숙함과 친숙함, 즉 신뢰기반이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서구에는 서구의 신뢰기반이, 일본에는 일본의 신뢰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얻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신뢰의 양상도 당연히 달라진다. 따라서 야마기

시가 강조하는, 서구는 신뢰사회이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신뢰가 약한 사회라는 것은 

현상 측면에서 그러할 뿐이다.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신뢰기반 형성에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표면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 근원

적인 것, 즉 신뢰와 불신의 기반이 되는 전제를 다룬다. 야마기시의 지적대로 일본이 

불신을 낳는 사회라면, 중요한 것은 그 전제가 되는 일본에서의 신뢰기반이 그 사회 

자체의 어떠한 조건으로 형성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시각이다.

2) 연구의 목적과 질문

①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자명했던 것이 이제 자명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종래의 신뢰기반 ―

질서― 이 과연 무엇에 근거했는지 회의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현재 일어나는 병리적 

현상들의 원인은 기존 질서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지 않고 현재 안게 

된 상실감의 반동으로 과거로 무조건 회귀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일

상에서 자명한 일들을 인식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 질서의 연속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질서가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로 형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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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데 궁극적

인 목적을 둔다.

이에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우선, 일본사회 표면

에 나타난 질서를 소여(所與)로 보지 않고 자명한 것들이 어떤 조건 토대 위에서 형

성되었는지 분석한다. 둘째, 이 분석을 통해 기존 질서형성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마

지막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율성이 더 많이 확보된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각

을 제공한다.

② 연구의 질문

일본에서는 생활이 보장되고 미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 나름의 익숙함과 친숙함, 즉 신뢰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어느 사회나 사

람들은 생활의 보장에 대해 기대 (혹은 좋지 않은 기대)를 품는다. 그 양상이 사회마

다 달리 나타나는 것은 신뢰기반이 그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아 조건부여되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일본의 풍토에서 형성된 문화를 ‘틀 문화’로 규정하고 이 문화에서 나

온 구조로서 ‘장(場)’을 주목한다. 장은 틀로 인해 <외부>와 구별된 <내부>다. 더불어 

장 <내부>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구별된다. 결국, 일본의 신뢰기반은 이 <내부/

외부> 구별의 <내부>에서 의미론적으로 조건부여되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 관점에

서 본 연구는 일본의 생활보장 현상은 장 구조의 의미론 동태와 밀접하다고 보고 이

를 토대로 다음 질문을 던진다.

• 장 구조의 제약을 통해 생활보장에 대한 신뢰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장 구조가 생활보장에 대한 신뢰기반을 조성한 한편 어떻게 해서 개인을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게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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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시스템 이론 분석과 연구방법

1. 사회시스템 이론을 일본 사례에 적용한 기존연구

루만의 사회시스템 이론, 특히 의미론 연구 방법론을 일본사회 사례에 적용시킨 

연구는 거의 없다. 필자가 아는 한 스즈키 히로키(鈴木弘輝)의 박사논문 일본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시스템 이론적 고찰: 메이지부터 헤이세이까지 커뮤니케이션의 변천

에 착안해서(日本の學校敎育の社會システム理論的考察: 明治から平成までのコミュニ

ケーションの變遷に着目して)(2006)가 연구논문으로서는 유일하다. 스즈키는 현재 

일본에서 아이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사회공헌이나 경력 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

모를 위해서’라든가 ‘주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등, ‘학생의 가까운 인간관계에 호

소’하는 ‘근접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전개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언제

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탐구하기 위해 메이지(明治)기(1868-1912)의 학생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사회시스템 이론을 이용해서 메이지 이후 교육 담론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하여 일본에서 ‘학교교육의 의미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밝힌 후 오늘

날 학교교육 현상(現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방을 제시하고자 했다. 

스즈키는 커뮤니케이션의 전개를 살피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이용했

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동기부여 촉매(觸

媒)장치를 말한다. 루만은 교육에는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즉 ‘아이’와 ‘경력’

이 작용한다고 말한다. ‘아이’라는 미디어는 상황을 <아이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두 항으로 나누고, 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에 촉매가 된

다. ‘경력’이라는 미디어는 상황을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두 항으로 나누고, 학습하는 본인의 동기를 부여한다. 스즈키는 이 커뮤니케이션 미

디어라는 시각을 토대로 메이지기 학교개혁 이후 교육 담론을 고찰했다. 

메이지기 초기 토착적인 습속에 침윤돼 있던 사람들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설립된 초등학교에서는 예전에는 없었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채택되었다. 즉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와 같은 자가 교사이며, ‘부모 마음에 응하는 아이’와 같은 자

가 학생이라는 모델이다. 그런데 ‘교사-학생 모델’로서 채택된 이 ‘부모-자식 모델’은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 부모-자식’이었다. 스즈키는 국민적 일반화를 위

해서 채택된 이 ‘(이상적) 부모-자식 모델’이 천황과 신민의 관계를 국민에게 이해시

키기 위한 ‘천황-신민 모델’에도 원용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당초 ‘교사-학생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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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를 위해서, 나아가 ‘천황-신민 모델’의 일반화를 위해서 이용된 ‘(이상적) 부모

-자식 모델’이 재귀적으로 ‘현실 부모-자식’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부성적(父性的) 온정주의(paternalism)로 이해된 ‘학교’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위로는 ‘국가’에서 ‘천황-신민 관계’, 아래로는 ‘이에’에서 ‘가장-가족 관계’로 

확장되었다. 다이쇼(大正)기(1912-1926)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온정주의라는 동질적

인 통합 원리로 ３자가 의미론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다. 이 온정주의는 다이쇼기에 등

장한 ‘신중간층’ 가족에서 ‘가족애’나 ‘모성애’의 표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루만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상대방의 체험을 지향해서 

행위하도록 재촉하는 상징이다. 즉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동기부여의 촉매장치다. 그런데 온정주의는 ‘상대방의 행복’을 목표로 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사태를 촉매한다는 점에서 사랑과 유사하지만, ‘상대의 기쁨’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온정주의에 기초한 사회관계의 조직화를 

통한 베풂은 받는 본인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상관이 없다.  

전후 상징 천황제 하에서 ‘신민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천황의 표상은 쇠퇴한다. 

그러나 ‘국가 모델’의 통합원리에서 온정주의는 탈락했어도 ‘학교 모델’과 ‘가족 모델’

에서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여전히 기능했다. 스즈키는 온정주의의 의미론이 

중간집단(학교)과 하위집단(가족)에만 남고 전체사회의 질서 모델에서 탈락한 것이 학

교교육 및 가족관계에 점차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고도성장기에는 문제는 비교적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의 ‘기회 평등’이 제창되고 

열심히 하면 자신도 가족도 회사도 국가도 풍요로워진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저성장기 때부터 경쟁 긍정적인 ‘기회 평등’이 경쟁 부정적인 ‘결과 

평등’으로 바뀐다. 이어 ‘마음의 이해’나 ‘카운셀링 마인드’가 교사-학생관계를 구동하

기 시작하고 동기부여에서 ‘국가’에 이어 ‘사회’(중간집단, 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스즈키는 부모-자식 관계와 교사-학생관계가 의미론 측면에서 미분화 상태에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회’가 분리됨으로써, 근대교육의 도식 —부모-자식 관계의 ‘근접성’에

서 사회관계의 ‘전체성’으로 동기부여의 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교사-학생관계가 

담당했던 근대교육의 도식— 이 기능부전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아이의 경력 

형성의 동기가 됐던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인생’이라는 도식에 대한 기대가 상

실됨에 따라 이 동기부여도 희미해졌다. 이로써 ‘사회공헌’이나 ‘경력형성’, ‘하고 싶

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동기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주변이 그렇게 하기 때문

에’라는 극단적인 근접성만 남았다. 그 결과 ‘부모’나 ‘주변’이 기능하지 않는 사회층

에서는 동기부여를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부모’나 ‘주변’이 동기를 줄 수 있는 계층에

서도 ‘부모’나 ‘주변’이 무관한 단계(대학진학 등)에 이르자마자 동기부여가 고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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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눈에 띄기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스즈키는 그 처방전으로 ‘감정교육’(R. Rorty)의 실천을 주장한다. ‘정서적 믿

음’(attachment)이 받아들여지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특정한 ‘역할’이 아니라 ‘인격’에 조준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교사-학생간에 

‘정서적 믿음을 배양’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 ‘평등하게 배분된 교육 자원’이나 

‘학령기에 집중적으로 획득한 지식’을 자신이 ‘생성하는 지식’=‘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필요한 지식’으로 활용하면서 ‘학력이나 지위 지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경제적인 

풍요가 아닌 생활’을 모색하는 학생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스즈키는 학교교육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메이지 이후 교육 담론의 변천을 

사회시스템 이론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학교교육의 의미론 전개를 밝힌 후 오늘날의 

문제를 지적하고 처방전을 제시했다. 스즈키의 분석에서 일련의 흐름은 본 연구의 흐

름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차이도 있다. 

첫째, 교육시스템이 시스템 자율성의 근거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보유하

는 자율적인 기능시스템인 데 반해, 본 연구가 다루는 생활보장 시스템은 생활보장을 

테마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지시 연관으로 인해 의미가 압축되어 형성된 ‘창발(創

發, Emergenz)적 질서’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 질서를 ‘사회의 현상은 필연적이지

도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루만의 ‘우발성(Kontingenz)’12) 개념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

한다. 스즈키가 커뮤니케이션의 변천에서 의미론의 전개를 탐색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의미론이 ‘문화의 일부’라는 점에 착안했다. 문화에서 추출되는 의미론을 설정해 놓고 

분석의 틀을 현상(現象)과 의미론이 상호 관련된 동태를 탐색하는 형식으로 잡는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미론의 ‘의미처리’ 기능이다. 본 연구에 관통하는 분석시각

은 ‘일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장 질서는 이 의미론의 의미규정으로 현재화되

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스즈키와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현상은 의미론의 의미처리를 거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

회의 현상, 즉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의미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스즈키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처방전을 제시했다면, 본 연구는 

처방전은 시사하는 데서 그친다. 그 대신 지금도 변해가는 생활보장 질서가 진정한 

변화인지 아닌지를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변화는 생활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의 사회구조에 관련되는 문제임을 제시한다. 

12) 필연적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루만은 ‘우발성(다를 수도 있음, Kontingenz)’이라

고 표현한다. 우발성이란 “필연성과 불가능성 양쪽의 부정으로 얻을 수 있는 양상적 개

념”이다. 따라서 우발성이란 “실제로 있는 듯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형태도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長岡, 200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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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시각

1) 사회학적 관찰 

루만은 사회학에 시스템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그는 실제로 보이는 것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에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해명한다. 사람들이 일상에

서 의거하는 자명성이 획득되는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이론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듯 루만은 현상은 항상 불가피하게 다른 가능성을 수반한다고 본다. 즉, 어

떤 현상이 실재할 수는 있지만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관심의 초점은 가능하지

만 필연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실재하는 저대로 나타나는가이다. 따

라서 루만 이론은 일상의 질서를 소여로 전제해 놓고 거기에서 결여되었다고 생각되

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묻는다. 루만은 

이런 방법론적 접근을 ‘2차 등급의 관찰(Beobachtung zweiter Ordunung)’이라 부르

고 사회학이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Luhmann, 1997=2009: 1448). 

루만 이론에서 사회시스템(soziale Systeme)은 커뮤니케이션13)을 구성요소로 한

다. 즉, 커뮤니케이션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의미의 지시연관이 반복되어 

의미가 응축됨으로써 익숙하고 친숙한 의미공간, 즉 어느 특정한 창발적 질서가 형성

된다. 이 창발적 질서가 바로 사회시스템이다.14) 시스템의 요소(커뮤니케이션)는 시

스템 내부에서 생산된다. 요소의 생산은 현존하는 요소들을 전제로 이에 제한을 받으

13)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을 보내는 사람(송신자)으로부터 받는 사람(수신자)으로 정보가 이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전되는 정보가 송신자와 수신자에 동일할 경우도 있지만 동일

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루만은 “정보의 동일성은 그 정보의 내용에 따라 미리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밝혀진다”(Luhmann, 1984=1993: 218)고 

말한다. 루만은 이전 메타포의 존재론적 발상을 사용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전

달, 이해의 각각 선택성의 통일체로 정의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전달과 정보의 차이의 의

미가 이해되고 이로 인해 후속의 커뮤니케이션이 선택되면서 이뤄진다”(Luhmann, 

1997=2009: 612-613). 정보와 전달의 차이가 관찰되고 이 차이가 이어지는 커뮤니케이

션의 선택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선택이 종합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창발

적 사상(事象)으로 성립된다.

14)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전제로 하자만 루만은 인간을 사회(사회시스템)의 부분이아니라 그 
환경의 일부로 본다. 왜냐하면 사회는 인간이나 인간의 자연(본성)으로 환원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사회는 인간으로 환원할 수 없는 창발 수준에 속하는 실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제2장 사회시스템 이론 분석과 연구방법

- 16 -

면서 계속적으로 이뤄진다. 즉, 요소의 생산은 요소간의 회귀적인 네트워크(자기참조, 

Selbstreferenz)를 통해 이뤄진다. 루만은 이 요소의 재귀적인 재생산을 ‘작동

(Operation)’이라 부른다(Luhmann, 1984=1993: 76-77). 루만은 “어떻게 해서 시스

템이 스스로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체의 작동에 작동이 연결됨으로써 무엇인가 환경(Umwelt)과 선을 그음

으로써만 시스템이 스스로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낸다. 시스템의 계속적인 

작동은 시스템의 재생산이며 동시에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의 재생산이

다.15) 

커뮤니케이션에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면서 이뤄진 특정한 의미의 응축으로 환

경과 차이가 생기고 이로써 창발적 질서가 형성된다. 어떠한 시스템도 그 환경과 무

관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창발적 질서는 늘 환경을 수반한다. 이 시스템/환경이라는 

구별이 루만의 시스템이론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시스템은 스스로를 환경과 구별하는 이 차이를 볼 수 없다.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시스템이 스스로 어떤 조건으로 형성되었는지 볼 수 있고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자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볼 수 없으므로 시스템으로서는 시스템

은 필연적이고 대체 불가능하게 형성된다. 반면 사회학적 관찰은 시스템/환경 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시스템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는지 알 수 있다(Luhmann, 

1997=2009: 1450). 루만은 사회학적 관찰이 ‘2차 등급의 관찰’인 데 반해 시스템이 

행하는 관찰을 ‘자기관찰(Selbstbeobachtung, 1차 등급의 관찰)’이라 부른다. 

이하에서 시스템 형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사회학적 관찰의 분석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형성의 출발점에 대해 루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제한(際限) 없는 세계 (즉,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인 세계 ―인용자)가 하나

의 경계선(=구별 ―인용자)으로 재단되고 그 결과 한 쪽에서는 어떤 시스

템이 활동하고 다른 한 쪽은 그 시스템의 환경으로 간주된다. (중략) 분석

대상이 되는 시스템마다 그 시스템의 다른 쪽이 환경이 된다.16) 

15) 니클라스 루만, 1993, ｢일본어판 서문(日本語版への序文)｣, 니클라스 루만, 佐藤勉監訳, 
사회시스템이론 상(社會システム理論 上), 恒星社厚生閣, ⅱ.

16) 니클라스 루만, 1993, ｢일본어판 서문(日本語版への序文)｣, 니클라스 루만, 佐藤勉監訳, 
사회시스템이론 상(社會システム理論 上), 恒星社厚生閣,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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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시스템의 자기관찰]                                       

                             (구별)                                       

 

 

                     (한 쪽 지시)            

                               

                                     

                             시스템의 작동17) 

                                                           

 가능성 

 (세계) 

 현시화　

 

 잠재화

    세계

 (의미지평)　

현실성

(시스템) 

<그림2-1>은 이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2-1> 자기관찰로 인한 시스템의 생성 과정: 시스템/환경-차이의 형성

세계는 모든 의미 가능성을 내포한 “마크되지 않는 공간(unmarked 

space)”(Luhmann, 1997=2009: 158)이며 시스템의 자기관찰은 이 (의미)세계에서 

이뤄진다. 시스템이론에서 ‘관찰(Beobachtung)’이란 하나의 구별을 필요로 하고 이 

17) 루만은 ‘의미(Sinn)’를 “의미 그 자체에도 적용되는 ‘차이가 없는(differenzlosen)’ 개

념”(Luhmann, 1984=1993: 93)으로 규정한다. 의미는 항상 다음 의미를 지시한다. 그런

데 이 의미지시 연관은 의미의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원래 의미의 외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다시 말해, 의미지시 연관은 항상 ‘통일체(Einheit)’로 나타난다. 그러므

로 의미지시 연관은 자기참조(Selbstreferenz)적이고 회귀적이며 불가피하게 폐쇄적이다. 

또한 의미 그 자체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어법상 <유의미/무의미>라는 구별로 사

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어떤 사태가 ‘의미가 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

미를 전제로 한다. 즉. 의미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기에 사용

상 ‘부정할 수 있는 의미’와 개념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의미’는 구별돼야 한다.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의미’에는 대항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 점에서 의미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의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의식하고 

커뮤니케이트할 때는 항상 의미가 사용된다. 차이가 없고 대항 개념도 없는 이 의미는 외

부가 아니라 내부에 특수한 구별을 마련함으로써 거기에 대항 개념을 들여놓는다. 그 구

별이란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과 이 주어진 것으로 봐서 가능한 것”(Luhmann, 

1984=1993: 115, 밑줄은 루만)이라는 ‘차이’다. 의미의 자기참조적이고 회귀적인 지시연

관으로 인해 한 쪽에 ‘현실성(Aktualität)’의 의미공간이 생기고 지시연관에서 제외된 의미

는 잠재화되면서 다른 한 쪽에 ‘가능성(Möglichkeit)’의 의미공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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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의 한 쪽을 지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Luhmann, 2002=2007: 160). 자기관찰을 

시도하는 시스템은 세계에 구별을 새겨놓고 그 한쪽을 지시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내

는 것이다.  

시스템이 세계에 구별을 새겨넣는 이유는 모든 의미 가능성을 내포한 세계는 시

스템보다 ‘복합적(Komplexität)’18)이기 —즉, 요소의 관계 수가 많기— 때문이다. 세

계에서 요소들간의 가능한 관계 수는 많고 시스템의 요소 결합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

에 세계의 모든 가능한 요소를 시스템 내에서 관계매길 수 없다. 시스템은 자체 작동

으로 요소와 요소의 관계를 제한하고 많은 가능성 중에서 일부만 반영한다(Luhmann, 

1987=1996: 22). 이 제한을 담당하는 것이 시스템 자체의 구조(Struktur)다. 시스템

의 구조로 인한 한정은 시스템의 작동에 수반되는 내재적 한정으로, 이를 통해 선택

적으로 요소를 관계지워서 세계보다 복합성이 감축된 —즉, 요소의 가능한 관계의 수

가 적은— 보다 고도의 질서 —‘구조화된 복합성’— 를 확립한다(Luhmann, 

1968=1990: 123). 이 구조화된 ‘고도의 질서’가 바로 ‘창발적 질서’(시스템)다.

앞서 말한 대로 시스템은 세계에 새겨넣은 구별을 볼 수 없다. 자기관찰에서 구

별과 지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구별은 시스템 자체를 포함하는 ‘자기 내포

적’인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Luhmann, 1990=2009: 70). 이 구별은 시스템의 맹점이

며,19) <그림2-1>에서 알 수 있듯 시스템/환경-차이가 된다. 사회학적 관찰은 시스템

/환경-차이가 시스템 자체 구조적 제한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 봄으로써 시스템의 맹

점에 접근하고자 한다.20) 

18) ‘복합적’이란 ‘복잡하게 뒤섞인 것(Komplikation)’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루만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용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내재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와 어떤 시점에서도 결합할 

수 없을 경우　 실제로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의　 집합을 복합적이라 표현한다.” 

(Luhmann, 1984=1993: 37) 

     ‘Komplexität’의 번역어로 ‘복합성’과 ‘복잡성’이 있으나, 나가오카 가쓰유키(長岡克行)는 

루만의 저서 권력(權力)의 역주에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론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수(내지는 이질성의 정도)를 복잡성이라고 부르고, 요소간 관계의 수(내지 종류)를 

복합성이라고 부른다”(長岡, 2003: 201)고 설명한다. 루만의 사용방법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번역어로 ‘복합성’을 사용한다. 

19) 루만은 맹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찰은 자신의 구별을 이용해사 볼 수 있는 것

만 볼 수 있다. 관찰은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Luhmann, 1990=2009: 72)

20) 사회학적 관찰(2차 등급의 관찰)이 시스템의 자기관찰(1차 등급의 관찰)보다 우위에 있지

는 않다. 2차 등급의 관찰은 “객관적으로 보다 나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지식”을 제공할 뿐이다(Luhmann, 1986=2007: 55). 그 이유는 1차 등급의 관찰에

서 “시스템은 시스템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시스템

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볼 수 없다”(Luhmann, 1986=2007: 49). 이에 

반해 2차 등급의 관찰은 관찰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

다”(Luhmann, 1986=2007: 53)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 연구의 분석시각

- 19 -

시스템이 세계에 새겨넣은 구별, 즉 시스템/환경-차이에 관심을 갖는 의의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루만의 시스템이론에서 자기관찰하는 시스템은 ‘인식하는 

시스템’(Luhmann, 1988=1996: 229)이다.21) 루만이 “구별은 구별하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나타낸다”(Luhmann, 1990=2009: 72)고 말하는 것처럼, 구별의 선택은 인식

하는 시스템이 세계를 인지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세계가 “헤아릴 수 없는 잠재적 가

능성이며 가상의(virtual) 정보”(Luhmann, 1997=2009: 36)의 지평이기 때문에 시스

템의 ‘정보처리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별은 누가 긋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구별은 자의적이다. 같은 자극에 대해 사회시스템마

다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구별이 다르게 그어지기 때문이다. 구별은 그 시스

템의 모든 방향성의 기초이며(Luhmann, 1990=2009: 70), 구별 설정으로 인해 무엇

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구별을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 구별이 어떠한 구조적 한정을 받

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관찰의 시각에 섬으로써 사회가 제약을 통

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시스템 내부에서는 필연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 

다를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 형성 때 이뤄지는 구조의 의미규정을 분석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2) 문화와 의미론: ‘틀 문화’

① 문화와 의미론

시스템은 그 구성요소(커뮤니케이션)를 시스템 자체 인식(=관찰)22)을 통해 재생

21) 칠레의 생물학자이자 신경생리학자인 마투라나(Humberto R. Maturana)와 바렐라

(Francisco J. Varela)는 “지각은 외부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

템 외부에 있는 세계를 시스템 내부에서 구성한 것”이라는 신경시스템의 자기참조적 폐

쇄성 테제를 도출했다. 그들의 구성주의적 인지이론의 성과가 시스템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Kneer/Nassehi, 1993=1995: 60). 지각이 자기참조적이고 폐쇄적인 신

경시스템 내부에서 구성되는 것처럼 시스템도 자기참조적이고 폐쇄적인 작동, 이른바 시

스템 자체의 ‘인식’ 활동을 통해서 시스템의 요소를 재생산한다(Luhmann, 1988=1996: 

227). 이런 점에서 루만의 시스템이론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으로 불린다. 

22) ‘인식’은 시스템이론의 ‘관찰(Beobachtung)’ 개념과 동의다. ‘인식하는 시스템’은 ‘관찰하는 

시스템’(Luhmann, 1993=2003: 9)이기도 하다. 단 조건이 있다. 루만은 “관찰은 그것이 

시스템 내에서 반복 가능한 결과들을 초래할 경우, 그에 한에서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말

한다(長岡, 2006: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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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 이는 그 시스템 자체 구조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구조의 기능은 “시스템의 

(요소결함 —인용자) 가능성을 한정하고 그 가능성을 미리 대강 선별”(Luhmann, 

1984=1993: 104)하는 데 있다. 구조로 인한 조건부여를 통해 어떠한 요소가 받아들

여지고 거부되는지 가능성 영역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 선택에 대한 조건부여에는 사

회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Luhmann, 1984=1993: 337). 즉, 시스템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문화(Kultur)’다. 

루만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신속하게 수용하거나 상

대방이 수용할 것이라 신속하게 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테마의 스톡”을 문화

라고 했다(Luhmann, 1984=1993: 257). 시스템이론에서 이 문화개념은 규범적인 의

미내용을 내포하지 않는다. 루만은 “사회가 자신의 기억을 지시하기 위해 문화라는 

개념을 발명했다”며 문화는 “사회적 기억”이라고 정의한다(Luhmann, 1997=2009: 

665).23) 루만은 기억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억은 단지 과거 상태 내지 일어난 일을 보존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이 아니다. 지나간 일을 작동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기억 또한 그때그때 현

시적인 작동에서만, 즉 현재에서만 사용된다. 그러므로 기억 본래의 기능은 

지나간 일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다. 기억의 기능은 오히려 상기와 망각의 

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다. (Luhmann, 1997=2009: 304) 

특히 루만은 ‘망각’이란 과거의 일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

(Luhmann, 1997=2009: 656).24) 상기와 망각은 특정한 기억을 현재 이용할 수 있을

23) 문화에 대해서 파슨스(Talcott Parsons)가 행위시스템의 일반이론에서 ‘잠재적 패턴 유지

(latent pattern maintenance)’라는 기능을 상정하고 이를 행위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인 문

화시스템의 과제라고 보았다. 파슨스 이론에서는 인간이 사회를 형성한 이래 문화는 존재

해왔다고 전제한다(Luhmann, 1997=2009: 664). 루만은 파슨스 이론의 문화 개념에 대해 

“사회시스템 구성에서 문화적 코드의 발생과 기능을 해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적

으로 사회시스템의 구성은 항상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코드에 의거해서 이뤄진다고 생각

되었다”(Luhmann, 1984=1993: 160)고 지적한다. 반면 루만은 파슨스처럼 문화를 존재론

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루만의 사회시스템 이론에서 시스템은 선택 —복합성의 감축— 

을 통해 규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응한다. 이때 시스템은 “가능한 테마의 스톡” 즉, 기억

(문화)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모든 작동은 그때그때 그 시스템의 역사적 상태

가 축적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Luhmann, 1997=2009: 149). 시스템은 그 자체의 역사를 

벗어날 수 없고 역사가 축적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Luhmann, 

1997=2009: 181). 문화는 시스템 선택에 조건을 부여한다. 따라서 루만의 사회시스템 이

론에서는 “문화적 코드의 발생과 기능”에 대한 해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24) 루만은 망각의 기능을 “앞서 이뤄진 관찰 결과를 고정함으로써 일어나는 시스템의 자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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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는 없을지를 의미하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기억(문화)의 기능인 것이다. 

또한 ‘가능한 테마의 스톡’(문화)이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보관될 경우를 

‘의미론(Semantik)’25)이라고 부른다(Luhmann, 1984=1993: 257). 커뮤니케이션은 의

미론에 근거함으로써 신속하게 이해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루만은 의미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요하고 보유할 가치가 있는 의미론은 문화의 일부이자 사상사 및 정신사

를 통해서 전해지는 문화다. 문화는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절한 기여와 적절하지 않은 기

여를 구별하거나 혹은 테마의 옳은 사용과 옳지 않은 사용을 구별할 수 있

도록 하는 의미규정이다. (Luhmann, 1984=1993: 257) 

구조적 조건에서 시스템 자체 의미론이 성립되고 이 의미론의 의미규정으로 시

스템/환경-차이가 선택되어 시스템이 나타난다. 루만은 이러한 사회의 의미론의 장비

를 “의미처리 규칙의 스톡”(Luhmann, 1980=2011: 10)이라 부른다. 시스템의 맹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학적 관찰은 시스템이 사용한 의미론의 의미처리(=의미규

정)에 주목한다.

② ‘틀 문화’

사회시스템 이론에서 문화는 사회적 기억으로 정의된다. 축적된 의식의 선택성을 

유지하면서 그 이후의 의식의 방향을 제한한다는 기억의 기능을 사회에서는 문화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만은 “문화는 익숙한 것 대신 다른 것이 가능하다는 발

상을 막는다”(Luhmann, 1997=2009: 666)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문화가 축적된 커

뮤니케이션의 선택성을 유지하면서 익숙함을 형성하기에 그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의 

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밀한다(Luhmann, 1997=2009: 655). 

25) 루만의 의미론 개념은 슈츠(Alfred Schutz)나 버거(Peter L. Berger), 루크만(Thomas 

Luckmann)이 논하는 ‘축적된 지(知)의 스톡’과 유사하다. 그러나 타카하시 토오루(高橋徹)

의 지적에 따르면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의미론이 “자각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의식에 

배어 있고 일상생활의 현실을 구성하는 의미의 축적체처럼 기저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

(高橋, 2002: 29)라는 점이다. 슈츠·버거·루크만의 ‘경험의 집적’이나 ‘의식 속에 침전된 

경험’에서는 사회적 경험 뿐 아니라 개인적 경험의 집적도 중요하다. 이에 반해 의미론은 

기저수준에서 기능하지 않고 “기저의 의미 축적체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주는 

보다 특정한 역할을 한다.” (高橋, 20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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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한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신속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필자는 이런 사회적 기억=문화의 배양에는 일본 풍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 풍토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축적되어 익숙함이 형성된다고 보고, 일본 풍토로 

문화를 규정해서 의미론을 추출하고자 한다.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는 일본 풍토의 조건으로 배양된 문화를 단적으로 

‘틀 문화’라고 부른다. 야마모토는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분지) 혹은 세 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거나 바다와 접하는 일종의 분지(준분지) 지형이 일상생활의 틀이었다고 본

다(山本, 2007: 77-78). 이러한 틀에서 나날의 생활을 해온 일본인은 고래로부터 산

골짜기마다 무리지어 땅을 개척하고 쌀농사를 지어왔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에서 

주로 쌀농사를 짓는 국지적이고 집단적인 정주생활은 수렵이나 유목을 주로 하는 이

동적 생활과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낳는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재귀적 형성으로 

익숙함이 형성되고 사회적 기억=문화가 배양된다. 본 연구는 ‘틀 문화’라는 말이 사회

적 기억을 함의한 일본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 사회시스템 

이론의 측면에서 일본 문화를 ‘틀 문화’로 규정한다. 

풍토적 틀은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틀에 속한다. 이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운명

과 같다. 틀을 전제로 한 이 존재방식은 사람의 의식에 반영된다. 이는 “자신을 규정

하는 것은 중앙이 아니라 주위이며 자신을 살리고 보호해 주는 것도 주위”(山本, 

2007: 79)라는 의식이다. 그리고 사람은 “틀 내에서 이 틀의 은혜를 받고 이에 의존

하는 한 생존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山本, 2007: 80)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이 틀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틀로 생긴 공간, 즉 ‘장’26)을 어떻게 규정

하는가가 우선 과제가 된다. 이런 틀 문화에서 개인과 절대적 틀의 관계에서 <부분/

26)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본의 집단구성 원리를 설명하고 일본사회가 ‘장을 강조하는 

사회’라고 명시한 사람은 사회인류학자인 나카네 치에(中根千枝)였다. 나카네는 종적 사

회의 인간관계(タテ社會の人間關係)(1967)에서 집단구성 원리로서 ‘자격의 공통성’과 ‘장

의 공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사회적 개인의 일정한 속성”을 나타내는 자격에 반해 “일정

한 틀을 통해서 일정한 개인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를 장을 통한 집단구성으로 보

았다(中根, 1986: 27). 그리고 자격보다 장의 틀이 일본에서 사회적 집단구성·집단의식에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장의 공유로 구성된 집단은 “틀로 인해 폐쇄된 세계를 형성하

고 성원의 정서적이고 전면적인 참여로 일체감이 조성되고 집단으로서 강한 기능”(中根, 

1986: 70, 밑줄은 中根)을 가지게 된다. 

    장에서 형성된 이 정서적인 의식은 일본의 공동체를 단순히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의 번역어로서 의미 뿐 아니라 일본적 성격을 부여한다. 이 함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쿠

타 케이이치(作田啓一)는 “집단생활을 성화(聖化)하는 규범을 내포한 의미”를 담아서 ‘공동

체’ 대신 ‘공동태(共同態)’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와시마 타케요시(川島武宜)는 “인정과 

의리라는 사회규범”을 내포한 의미를 담아서 ‘협동체(協同体)’를 사용했다(作田, 197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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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라는 의미론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틀 문화에서 <내부/외부> 구별도 추출할 수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에서 무리지은 일상생활에서는 ‘내부’ 관념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에 <내부/외부> 

구별을 심어준다. 이 <내부/외부> 의식이 잘 드러나는 곳이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반드시 속하는 틀의 원형(prototype)인 ‘집’이다. 집을 기준으로 <내부/외부>가 구별

된다. 일본어로 ‘內’를 ‘우치’로 발음하거니와 ‘家’의 발음에도 ‘이에’와 함께 ‘우치’가 

있다. <내부/외부>를 구별하는 의식은 가족구성원의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내가 외부인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우치 사람(うちの人)’이라 부르고 남편은 아내

를 ‘家內(かない)’라 부른다. 가족구성원은 ‘우치의 자(うちの者)’가 된다. 가족구성원

이 ‘우치의 자’로 묶이듯 <내부>에서 구별은 중요치 않다. 즉, “‘내부’에서는 개인의 

구별은 소멸된다.” (和辻, 2003: 173, 밑줄은 和辻) 

집에서는 이 생활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즉 개인의 구별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つながり)가 중시된다. 와쯔지 테쯔로

우(和辻哲郎)는 이런 개인 관계를 “구별 없는 관계(へだてなき間柄)”(和辻, 2003: 

173)라고 부른다. 집 <내부>의 구별인 <부분/전체>는 <구별 없는 관계>인 <개인>과 

집의 <전체성>으로 나타난다. 집에서 볼 수 있는 <내부/외부> 구별과 <개인>과 <전

체> 관계는 일본인의 삶의 방식, 일본적 집단의 방식 —관계주의(間柄主義)— 을 집

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와쯔지의 ‘구별 없는 관계’라는 말을 틀 문화의 

개인간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한편 서양에는 일본처럼 구성원의 관계를 중시하고 집을 기준으로 <내부/외부>

를 구별하는 의식이 없다. 서양에서는 개인의 마음이 <내부/외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다(和辻, 2003: 173). 일본에서 집의 틀이 최소단위라면 서양에서 최소단위는 개인의 

마음까지 축소된다. 이 개인 마음의 <내부/외부>는 집 안에서 개인 방의 <내부/외

부>에 반영된다. 와쯔지는 서양의 <내부/외부> 관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양에서는 —인용자) 한편으로 일본의 집은 문단속하는 개인 방까지 축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가정 내 단란은 마을 전체로 확대된다. 여기에서

는 ‘구별 없는 관계’가 아니라 구별되는 개인(へだてある個人)간 사교가 이

뤄진다. 그러나 이는 방에 대해서만 외부이고 공동생활의 의미로는 내부다. 

마을의 공원이나 왕래도 ‘내부’다. 일본 집의 담이나 울타리에 해당하는 것이 

방의 자물쇠까지 축소되기도 하고 마을의 성벽이나 수로까지 확대되기도 한

다. 일본의 현관에 해당하는 것은 마을의 성문이다. 따라서 방과 성벽의 중

간에 존재하는 집에는 그다지 중대한 의미는 없다. 사람은 매우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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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구별되는 반면 매우 사교적이고 구별되는 개인간의 공동(共同)에 익

숙하다. 즉 집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和辻, 2003: 175, 밑줄은 和辻) 

서양에서는 <내부/외부> 기준은 집이 아니라 개인의 방이며 <내부/외부> 구별의 

<외부>에 새로운 <내부/외부>가 들어간다. 이것이 거듭되면서 <외부>가 유연하게 확

장될 수 있다. 

본론의 분석에 앞서 <구별되는 개인/구별 없는 관계> 구별과 함께 <내부/외부>, 

<전체/부분> 구별을 틀 문화에서 나온 1차적 의미론으로 규정해 놓는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에 대한 시각 

루만의 시스템이론은 객체이론(Objektstheorie)이 아니라 차이이론

(Differenztheorie)이다(長岡, 2006: 112). 이 이론은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27)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란 사회에서 일어

나는 현상을 주어진 전제, 즉 소여로 보고 주체/객체 인식 도식을 토대로 한 분석이

다. 주체/객체 인식 도식의 전제는 현실을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 —정태적

(靜態的)인 객체—의 구별이다. 주체/객체 구별로 대상에 임하는 방법은 대상에 대해 

규범 내지 평가적인 척도를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의식을 환기

시키는 방법이 된다. 반면 시스템/환경-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태도는 주체/객체 

인식 도식의 분석에서 탈피한다. 이 태도는 “통상적인 것은 개연성이 낮은 것

(Unwahrscheinlichkeit)”(Luhmann, 1984=1993: 177)이라 보는 방법, 다시 말해 일

상적으로 익숙한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

떻게 가능해지는지 묻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에서 대상은 관찰자에게 인식되는 객체

가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대상, 즉 동태적(動態的)인 대상이

다.  

인식과 대상의 관계에서 주관주의적 인식론은 다수의 시각을 전제로 논의하나, 

그 시각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객관주의적 인식론은 다수의 측면을 가진 실재를 전제

27) 시스템/환경-차이는 부분/전체, 인풋(input)/아웃풋(output)을 대신하는 시스템이론의 제3

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자리매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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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나, 어느 측면에서도 실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Luhmann, 1990=2009: 

579). 주관주의적 시각의 다수성이든 객관주의적 실재 측면의 다수성이든 루만의 구

성주의적 인식론28) 입장에서 보면 결국 연구자의 인지의 산물이고 연구자가 사용하

는 구별에 의해 제한된다(長岡, 2006: 616). 다시 말해 주관주의적 혹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의한 연구는 다수의 시각, 다수의 측면에서 연구자가 하나의 측면을 선택한

다는 자의성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루만의 구성주의적 인식론에서는 양자의 어

려움이 근본적으로 극복된다. 구성주의적 인식론은 시스템이 자체 인식을 통해 시스

템과 환경을 구별하고 현상을 만들어내는 동태성에 주목한다. 즉, 이 방법론적 접근

은 표면에 나타난 결론을 소요로 보지 않고 그 결론을 이끈 조건을 보려고 한다. 

따라서 루만의 시스템이론을 토대로 분석하는 본 연구 역시 대상을 정태적으로 

보는 주체/객체 인식 도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스템으로서 일본의 ‘생활보장’을 다

루되, 그 생활보장 시스템을 일본적으로 현출시키는 그 환경과 차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 생활보장에 대한 기존연구와 시각 차이 

① 기존연구의 검토

‘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를 다룬 주된 연구로 미야

모토 타로우(宮本太郎)의 생활보장(生活保障)(2010)과 오오사와 마리(大澤眞理)의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 시스템(現代日本の生活保障システム)(2007)이 있다. 필자는 

이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근본적 차이는 대상에 대한 관찰 태도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이들의 논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야모토는 생활보장에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활을 안정시킨 기

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생활보장’이라

는 관점에서 일본사회가 직면하는 상황을 정리해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길을 탐색

한다. 종래 일본의 생활보장은 사회보장보다 장기적 고용관행과 공공사업으로 고용을 

제공해서 생활을 지탱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형태의 생활보장은 한계를 노

출하고 있다. 미야모토는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과 고용을 단단하게 연계시키는 생활보장의 기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는 생활보장을 사회보장에 한하지 않고 사회보장과 고용을 연결한 말로 정의한다. 이 

28) 각주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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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많은 사회보장 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참

조한다. 이들 국가는 사회보장 지출의 상당 부분을 직업훈련이나 생애교육,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등 ‘고용 액티베이션(activation)’을 위해 사용한다. 미야

모토는 일본형 생활보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고용을 상승적으로 발전

시킨 스웨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미야모토는 우선 일본형 생활보장이 해체되는 와중에 사회에 어떠한 균열과 분

단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분단에는 첫째, 정규직 근로자층과 비정규직 근로자층이 

있고 둘째, 젠더와 인종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외국인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 정규와 비정규, 젠더, 인종 등 균열이 복잡하게 교차하

면서 사회를 뒤덮고 있다.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 사회보장은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제도적 배제’(제도에 가입을 인정하지 않음)와 ‘실질적 배제’(제도에는 가입해도 현실

적으로 보험료나 자기부담을 낼 수 없음)로 인해 분단을 고정‧확대시키는 실태다. 그

는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이 왜 어려운지도 검토한다.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사람들은 

‘큰 정부’나 ‘복지를 중시한 사회’를 지지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

이 뿌리 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데 거부감을 느낀다. 미야모토는 이 불

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의 가능한 룰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미야모토는 종래 일본형 생활보장의 기제를 정리하고 그 해체 과정을 검

토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고용에 역점을 둔 스웨덴형 생활보장의 기제와 현상을 검토

한다. 이로써 앞으로의 생활보장 비전으로 고용과 사회보장을 예전보다 밀접하게 연

결시킨 액티베이션을 제창한다. 액티베이션이란 사람들이 각자 원할 때 일하기 시작

하거나 퇴직을 전제로 취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액티

베이션은 다양한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생활보장이다.

또한 미야모토는 고용을 지탱하는 정책을 기능별로 정리한다. 첫째, 직업훈련 등

을 통한 사회 및 고용으로 참여지원, 둘째, 균등대우 등 일한 대가의 강화, 셋째, 지

속 가능한 산업과 고용의 창출, 넷째,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등 노동시간의 

단축과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필요할 때 일시 휴직 등이다. 그는 이들이 서로 상승

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첫 번째 참여지원에서 ‘일방통행

형’ 사회에서 ‘교차점(交叉點)형’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고 제창한다. 즉, 일하기 시작

해도 다시 배울 수 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족을 돌보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으

며,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후도 노동시장에 돌아갈 수 있고 몸과 마음

이 약해져도 대처하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지원이다. 이들은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사전적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반드시 주체가 

될 필요는 없고 NPO나 협동조합 등 공익을 지향하는 민간사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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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보장 정책과 함께 부담에 대해서도 일관된 룰을 제시해 신뢰조성 장치가 갖

추어질 필요성을 지적한다.     

한편, 오오사와는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 시스템에서 남성이 가계수입을 담당하

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주로 짊어지는 ‘젠더’ 관계가 20세기 복지국가의 한 기축이

었으나 경제 세계화와 후기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종래의 생활보장 시스템은 기능부전

에 빠지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오오사와는 특히 일본

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배제를 촉박

하는 역기능 현상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생활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보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할지 살펴보고 현대 일본의 생활보

장 시스템을 역사적·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탐색한다. 그런데 ‘생

활보장’을 ‘사회보장과 고용이 연결된 말’로 보는 미야모토의 정의와 달리, 오오사와

는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정책 뿐 아니라 가

족, 기업, 커뮤니티, 비영리 공동조직 등의 제도·관행이 정부의 사회정책과 적절하게 

접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체를 ‘생활보장 시스템’으로 부른다. 

오오사와는 우선 20세기 복지국가 형성의 기축요인을 검토하면서 경제위기 시대

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와 관련을 정리한다. 이어 생활보장의 관점을 원리

적으로 고찰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채우는 욕구에는 구매력에 뒷받침된 

‘수요(demand)’와 그렇지 않은 ‘필요(need)’가 있다. ‘필요’는 개인의 ‘복지’ 및 사회

참여에 불가결한 생활필수품으로 간주되는 자원에 대한 욕구다. 이 ‘필요’를 공적‧사
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생활보장’이다. 그런데 20세기 복지국가는 이 다양하고 개

별적인 ‘필요’의 부족, 즉 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의 부족을 ‘남성가득(稼得)자’의 가득력

의 상실로 일원화시켰고 그 원인도 주로 고용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했다. 그리고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응은 주로 소득이전이었다. 

오오사와는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레짐’ 모델을 재편하고자 한다. 일본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남성

가득(稼得)’형, ‘양립지원’형, ‘시장지향’형의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한다. 그는 1980년대 

일본의 생활보장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개관한 후 일본이 강고한 ‘남성가득’형 사회

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오오사와는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199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되

돌아본다. 1990년대에는 정부의 각종 정책영역에서 다양한 구호가 나타났으나 생활

보장 시스템은 재구축되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기업이 생활보장 역할에서 철수하고 

가족의 역할이 과잉적으로 기대되면서 결혼난을 초래했다. 이는 출생률 감소와 고령

화의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오오사와는 생활보장 시스템을 국제비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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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작은 복지정부’이면서 ‘큰 토건(土建)정부’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남성가

득’형을 계속 중시한 결과 가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갈 수 없게 되었고, 차세대 육

성 기능, 최저생활보장 기능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2001년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며 등장한 고이즈미(小泉) 정권은 생활보장 시스템을 ‘남성가득’

형에서 ‘양립지원’형으로 이행시킬 필요성을 내각의 기본방침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적 구호에 그쳤다. 그 사이에도 기업과 가족에서는 생활보장에 대한 기

능부전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회보험조차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되는 역기능 

양상을 낳고 말았다. 

여기에서 오오사와가 현상 타개책으로 내거는 생활보장 시스템 재구축의 키워드

는 ‘유니버설화’다. 이 처방전은 사회정책의 중심을 소득이전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고, 

소득이전을 하더라도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지나치게 사회보험 급부에 의존하는 현상

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원래 다양하고 개별적인 생활보장 요구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

용 가능한 유니버설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통해 충족된다. 이 유니버설 서비스

의 주체는 정부에 제한되지 않는다. 유니버설 서비스가 보장되면 보다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니 유니버설 서비스가 더 잘 이뤄지는 순환이 나타난다. 오오사와는 

유니버설 서비스의 열쇠는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 공동’에 있다고 보고 배제를 넘어

서 함께 사는 사회를 그려낸다. 

②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본 연구의 시각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미야모토도 오오사와도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일본사회가 

직면하는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했다. 그들은 보다 많은 

사람을 포섭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재구축하는 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는 같다. 미야모토는 스웨덴이 직면하는 문제도 지적하지만 스웨덴의 전형적인 액

티베이션에서 참여지원을 위한 힌트를 얻는다. 오오사와 또한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 

공동’으로 유럽의 실천사례를 소개한다. 둘 다 일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형

태의 생활보장 제도를 외국사례를 참고삼아 모색했다. 미야모토가 구상하는 액티베이

션은 사람들이 각자 원할 때 일하기 시작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취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등 사람마다 다양한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생활보장이다. 오오사와가 구상

하는 유니버설 서비스도 다양하고 개별적인 생활보장 요구에 대응함을 기본으로 한

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개인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보장의 재구축

을 지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다. 이는 각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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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대상을 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는 주체/객체 인식 도식으로 대상을 보는 대신 시스템/환경-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므로 그들과 접근방법이 다르다. ‘통상적인 것은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태도는 자명성에 대해 회의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생활이 보장된

다고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일본 나름의 신뢰기반은 다른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현재 상황에서 봐도 있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개연성이 낮은 생활보장 질서

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조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스템/환

경-차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다. 이 분석의 대상은 동태적이다. 현상은 자체 구조

로 제한받으면서 구성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오오사와가 주장하는 ‘남성 가득’형 

생활보장 시스템은 자체 구조적 제한을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여성도 남성도 가

정과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립지원’형의 실현이 어려운 것 또한 구

조적 이유가 있다. 이 구조적 조건을 밝힘으로써 생활보장 신뢰기반의 특징과 개인이 

어떤 위치에 놓였었는지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왜 생활보장인가

미야모토와 오오사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가 사회보장이 아니라 생활보장의 관

점을 사용하는 데는 일본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정부에 의한 사회보장보

다 가족과 기업의 생활보장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배경이 있다. 사회보장

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생활이 보장된다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기업의 생활보장 기능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생활보장의 기능부전이 가족과 기업에서 진행되고 사람들은 현재 생

활이 미래에도 확실하다고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가족, 기업, 정부라는 개인을 둘러

싼 생활보장 공급체계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개

인 차원을 넘어 일본사회 전체에 만연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야모

토는 “생활보장은 사회의 큰 그림(grand design)이 바뀔 때 필요한 시각”(宮本, 

2010: ⅴ)이라고 말한다. 기능부전에 빠진 일본 생활보장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새

로운 제도를 구상하는 것은 일본사회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 

그들처럼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은 본 연구의 취지가 아니다. 구조적인 조건에 주

목하는 입장에서 일본사회의 생활보장 재구축과 일본사회의 사회구조 변화가 관련됨

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는 일본사회의 구조가 변화되면 기존 구조와는 다른 개인 위

주의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급하게 말하면, 이 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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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넣은 제도 마련을 주장하는 미야모토와 오오사와의 정책적 문제제기와 결론적으

로 같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온 시사점은 개인 위주의 구조적 의의를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① ‘생활보장’

생활보장이라는 말은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생활보호와 유사한 막연한 의미로 

특별한 주의 없이 다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발표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社會保障制度に關する勸告)｣는 “모든 국민이 문화적 사회

의 성원이 될 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활보장이라 했다. 그리고 

생활보장의 중심에 사회보장을 두고 그 뿐 아니라 생활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

제발전과 “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

다. 즉 생활보장은 사회보장 및 고용과 연계되고 경제발전과 결부되면서 실현된다고 

보았다(宮本, 2009: ⅳ-ⅴ). 마찬가지로 미야모토 타로우도 생활보장을 “고용과 사회

보장을 연결시키는 말”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이 보장되고 혹은 다시 일할 수 있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생활보장

이란 고용과 사회보장이 잘 맞물려서 그러한(생활이 성립되는 —인용자) 조건이 실현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宮本, 2010: ⅳ). 오오사와 마리는 가족·기업·커뮤니티·비영

리조직·정부가 마련하는 제도를 모두 포함한 그 전체를 ‘생활보장 시스템’이라 부른다

(大澤, 2007: 7). 

생활보장은 논자에 따라 정의가 다른데, 본 연구가 사용하는 생활보장에 가까운 

정의는 지혜장(知惠藏)(2007년판)에 나온 우에무라 쿄우코(上村協子)의 그것이다. 

우에무라는 “생활보장에는 생명보험이나 가족간 원조 등 ‘자조(自助)’, 이웃간 서로 

돕거나 NPO·생활협동조합·기업복지 등 ‘공조(共助)’, 사회보장 등 ‘공조(公助)’가 있

다”고 정의한다. 우에무라는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를 혼용한 생활보장 설계

가 개인차원 및 국가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해설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보장 등 가족간 원조인 ‘자조(自助)’, 이웃간 서로 

돕거나 기업복지 등 ‘공조(共助)’, 정부에 의한 공적 복지인 ‘공조(公助)’라는 구분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자조·공조·공조로 생활의 영위를 보장하는 것’을 ‘생활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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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② 생활보장 시스템

오오사와는 ‘생활보장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보되기 위해

서는 가족, 기업, 커뮤니티, 비영리 공동조직 등의 제도·관행이 정부의 

‘사회정책’과 적절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가족과 기업은 미크로, 커뮤

니티와 공동조직 등은 메조 수준에 있고,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제도는 매

크로 수준에 있지만, 지방정부 자체 서비스 등은 메조 수준에 있다. (생략) 

이 전체를 ‘생활보장 시스템’으로 부른다. (大澤, 2007: 7) 

오오사와의 정의에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그는 미크로·메조·매크로 

수준에서 제도와 관행이 적절하게 결합해서 체계적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생활보

장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시스템 이론을 토대로 하는 본 연구가 사용하

는 ‘생활보장 시스템’은 오오사와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 전술한 대로 사회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을 구성요소로 한다. 커뮤니케이션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

고 의미의 지시연관이 반복되어 의미가 응축됨으로써 익숙하고 친숙한 의미공간, 즉 

어느 특정한 창발적 질서가 형성된다. 이 창발적 질서가 사회시스템이다. 생활보장 

시스템의 경우 그 구성요소인 커뮤니케이션은 생활보장을 테마로 이뤄진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생활보장 시스템이란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에 의해 생

활보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형성되는 (창발적) 질서’로 정의할 수 있

다.

단,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은 시스템/환경의 차이라는 점이다.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에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면서 이뤄진 특정한 의미의 응축으로 

환경과 차이가 생기면서 형성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늘 환경을 수반하면서 형성된다. 

이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는 구조적 조건, 즉 의미규정을 받고 있다. 시스템/환경의 차

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차이가 어떤 구조적 조건을 받아서 시스템이 형성되는

지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보장 시스템을 다음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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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정부

     (公助)

 

 가족

 (自助)

 이웃, 기업

  (共助)

                                                                                    

<그림2-2>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로 형성된 생활보장 시스템

③ ‘복지’

후지무라 마사유키(藤村正之)는 ‘복지’에 대해서 “최저생활 수준 이상의 보다 향

상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바람직한 생활상태로 규정되는 경우와,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목표로 한 제도 및 정책으로서 사회복지를 약칭해서 규정

되는 경우가 있다”(見田·栗原·田中, 2001: 757)고 지적한다. 또한 후지무라는 “일본에

서 이 개념이 일원적인 가치부여적 문맥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서구에서

는 공정(justice)과의 논리적 관계가 문제될 경우가 많다”(見田·栗原·田中, 2001: 

758)고 지적한다. 2004년 간행된 복지의 공공철학(福祉の公共哲學)에서는 ‘복지’를 

“사회보장을 핵심으로 한 복지국가 내지 복지사회 ‘제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사람들

이 사적·공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로 추구하는 복지 또는 행복이라는 ‘이념’을 의미”한

다며, “이념은 제도에서 구현된다”고 설명한다(塩野谷, 鈴村, 後藤編, 2004: ⅰ). 양자

의 ‘복지’ 개념에 이념과 제도가 내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가 ‘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이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복지’란 사

　정부

 (公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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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 등 제도이면서 동시에 최저생활 수준 이상의 향상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바람직한 생활상태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4) ‘복지관’을 다룬 기존연구 

생활보장에서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 삼자는 복지 공급면에서는 상보적

이지만 가족·이웃·기업의 생활보장(自助·共助) 기능은 정부정책(선택,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 ‘자조·공조·공조’의 혼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생활보장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국가가 법제상·행정상 사용하는 ‘복지 관련 관념’(이하 복지관)에 좌우된다. 

국가의 복지관의 변천과 역사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시다 타케시(石田雄)가 분석

한 바 있다.29) 이시다는 복지를 “사회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사람의 생활개선을 도모

하는 것”(石田, 1983: 176)이라 규정한다. 그리고 국가권력 측의 복지 개념을 사용하

는 것이 ‘억압자의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이시다는 “일본이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강한 관헌(官憲)지배 국가였다는 점에서 권력 측이 사용한 개

념이 사회에 널리 유통됐음은 부정할 수 없”고 “국가권력 측의 개념도 권력에 반대하

는 운동에 대응해서 변해 갔다”는 점을 들어 “국가권력 측이 사용한 개념을 단서로 

해도 역사의 역동적인 대항 관계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石田, 

1983: 177). 이 점은 필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이론적으로 말하면 시스템

의 작동은 폐쇄적이지만 시스템은 환경의 영향에 열리고 그 영향을 자극으로 삼아 시

스템은 재생산을 되풀이한다. 시스템은 사회적 동의를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정치시스템은 다른 부분시스템들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환경의 영향을 전

제로 한다. 이시다가 말한 것처럼 국가권력(정치시스템) 측의 개념도 권력에 반대하

는 운동(환경의 영향)과 대응해서 변한다.

이시다는 전전(戰前,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후 ‘복지’의 의미내용 변화를 역

사적·사회적 문맥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이시다의 목적은 “근대 일본에서 지배적이던 

복지관의 의미내용 변화를 살핌으로써 일본 복지관의 역사적 특질을 규명”(石田, 

1983: 176)하는 데 있다. 이시다는 특히 복지관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9) ｢근대일본에서 사회복지 관련 관념의 변천｣, 근대일본의 정치문화와 언어상징(｢近代日

本における社會福祉關聯觀念の變遷｣, 近代日本の政治文化と言語象徵) 제5장, 1983.    

｢복지관념의 비교정치문화적 특질｣, 일본의 정치와 어휘(상): ‘자유’와 ‘복지’(｢福祉觀念

の比較政治文化的特質｣, 日本の政治と言葉 (上): ｢自由｣と｢福祉｣) 후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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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제도나 정책은 국가 책임 하에 재정을 지출해서 유지하고 실

시할 경우, 그것을 추진하는 혹은 적어도 그것을 용인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고 이 합의를 지탱하는 일정한 복지관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복지관

은 각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뿌리내린 것이어야 비로소 정당한 기능을 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石田, 1989: 239)

이시다의 이런 시각은 복지의 의미변화를 단순히 정치권력 측의 조작이라는 측

면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문화적 전통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비교적 가깝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시다 역시 주체/객체 인식 도식 하에서 대상에 임한다는 점이다. 복지관

의 변화를 역사적·사회적 문맥에서 분석하는 시도가 현상에 대한 고찰에 머무르고 있

다. 다시 말해 표면에 나타난 것을 결론 —소여— 으로 다룬 분석인 것이다. 시스템/

환경-차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입장과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본 연

구가 주목하는 것은 표면에 나타난 결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러한 결론에 이르게 한 의미다. 의미변화를 살펴보려는 시도는 비록 같아도 이 점에

서 분석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편, 전전 복지관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사회사업’이라는 명칭은 ‘후생사업’으

로 바뀐다. 이시다는 이와 함께 사회사업의 실체에도 변화가 포착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체 변화를 이름이 바뀐 결과로 보고 양자간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무리

다. 아마 이름의 변화와 실체의 변화는 상관관계를 갖겠지만 이 상관관계

는 시대변화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石田, 1983: 12)

이시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연구가 표면에 나타난 결론

으로서 실체와 이름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체의 변화가 이름이 

바뀐 결과가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무리’라는 이시다의 판단은 옳다. 주체/객체 인식 도식으로는 하나의 인과관계를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스템/환경-차이를 대상으로 하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에서는 실체 

변화를 구조 변화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인과성을 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루만은 시스템이론에서 인과성을 보는 시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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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을 통해서 제어되고 변화되는 것은 (중략) 항상 시스템의 재생산에 필

요한 원인의 일부만이다. (중략)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시

스템 —인용자)의 특수한 활동이 필요하다. 특정한 원인을 특정한 작용에 귀

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때 무수하게 존재하는 기타 인과요인에서 선택

을 해야 한다. 이 귀속은 귀속관심에 따라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 있

다. (중략) 어느 인과관계가 채택(선택)될지 알고 싶으면 관찰자를 관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느 귀속도 우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Luhmann, 1997=2009: 137-138) 

시스템의 작동으로 제어되는 것은 “시스템의 재생산에 필요한 원인의 일부만”이

다. 시스템의 작동은 “무수하게 존재하는 기타 인과요인에서 선택”을 통해 “특정한 

원인을 특정한 작용에 귀속”시켜서 시스템을 생산한다.30) 시스템은 자체의 작동을 통

해 특정한 인과관계를 선택한다. 이것은 시스템 작동에 수반되는 규제, 즉 의미론의 

의미규정으로 이뤄진다. 

본 연구는 이시다처럼 각 시기에 지배적이던 복지관의 의미내용 변화를 역사적·

사회적 문맥과 함께 추적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복지관의 의미 변화를 표면에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구조(의미론)를 탐색하기 위한 지표로 삼

는다. 이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연구방법

전술한 인용에서 이시다는 복지에 관한 제도나 정책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합의

가 전제되고 이 합의를 지탱하는 일정한 복지관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복지관은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뿌리내린 것이어야 정당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복지관과 합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것을 문화적 전통이 지탱한다는 것이다. 이 

복지관과 합의는 의미의 세 가지 차원 중 사태차원(Sachdimension)과 사회적 차원

(Sozialdimension)에 관련된다. 

의미는 세 가지 차원, 즉 사태차원, 시간차원(Zeitdimension), 사회적 차원으로 

30) 단, 루만은 ‘작동의 인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시스템의 작동이 환경조건에 인과적

으로 의존”하고 또한 “시스템의 작동이 환경상태를 인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Luhmann, 1997=200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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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다. 사태차원은 <이것/이것 외>, 시간차원은 <과거/미래>, 사회적 차원은 <자

아/타자> 차이로 구성된다.31) 의미의 사태차원에서 의미 지시된 <이것>이 현시화(現

時化)되고 <이것 외>는 가능성 영역으로 잠재화된다. 지시된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에서 ‘테마’가 된다. 생활보장 시스템의 경우 테마는 정치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 목표인 복지이념(복지관)과 관련된다(Luhmann, 1981=2007: 

36-37). 따라서 복지관을 지표로 삼으로써 생활보장 시스템에서 사태차원이 현시화

되고 복지 테마가 설정된다. 또한 사태차원의 테마에 호응해서 시간차원에서 현재가 

미래와 과거를 규정하는 성격이 강화되어 현재가 ‘시점화(Punktualisierung)’로 나타

난다.32) 즉, 생활보장에서 테마의 변화와 함께 시기구분이 설정된다. 사회적 차원은 

자아의 관점(perspective) 뿐 아니라 타자의 관점까지 고려할 때 나타나는 의미차원

이며, 이시다가 말한 ‘합의’를 의미한다. 이 차원에서 자아는 타자가 자신과는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자아로 의식한다. 즉, 타자 역시 또 다른 자아로서 그 사람 

나름으로 (사태차원의) 모든 테마에 대해 의미를 체험하기 때문에, 타자가 의미를 자

31) 각 의미 차원에서 시스템 형성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시간차원에 대해 추가 설명해 둔다. ‘마크되지 않는 공간’인 세계는 모든 과거와 미래를 수

반한 세계다. 그 세계로부터 시스템의 형성, 특히 시간차원에서 ‘현재’의 불출

(Ausdifferenzierung)은 과거와 미래를 독자적으로 규정한 “과거와 미래 차이의 통일

성”(Luhmann, 1997=2009: 1324)으로 나타난다. 시스템 특유의 시간으로서 현재가 분출

하는 한편, 규정되지 않은, 즉 선택되지 않은 과거와 미래의 다른 의미해석들은 가능성 영

역으로 잠재화된다. 시간차원에서는 “현재 무엇이 과거·미래인지는 현재와 함께 항상 변해

간다”(Luhmann, 1997=2009: 1323)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테마

        

      현재

    (과거/미래)
        

    자아/타자 

     관점 일치  

   

     테마의 가능성

    

       미규정의 

      과거와 미래
      

     자타의 관점 

    불일치의 가능성 
    

        

          【사태차원】                  【시간차원】                  【사회적 차원】 　

32)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성찰에서 “내 일생의 전체 시간은 무수한 부분으로 분할

될 수 있고 각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전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전에 존재했

기에 지금 내가 존재해야 한다고 귀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존재를 

확신하는 근거를 신의 창조행위로 봤다. 루만은 17세기 나타난 데카르트의 이런 시간 개

념을 현재의 ‘시점화’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보았다(高橋, 200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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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체험하는 것처럼 체험하는지 다르게 체험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회적 차원의 

측면에서 한 테마에 대해 사람들간 불일치나 기존과 다른 의미규정이 예측될 경우 시

스템은 시스템의 동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설득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

션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흐름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리라 기대되는 역사적‧문화적 형

성물”(高橋, 2002: 27)을 활용한다. 즉, 새 의미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이 하나의 의미를 이룸으로써 각 시기의 생활보장 시스템이 형

성된다. 그리고 의미의 세 차원의 해체와 결합으로 생활보장 시스템이 변화해간다. 

시스템 형성의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시스템의 형성          기존 의미구성의 동요          의미의 세 차원 해체  

                               (복합성의 증대)

    의미의 세 차원의 결합                    새 의미규정  (의미의 재구성)

      (복합성의 감축)

                                                                                   

<그림2-3> 시스템 형성의 메커니즘33)

시스템 형성의 메커니즘이 순환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회시스템

의 요소인 커뮤니케이션은 환경시스템인 의식시스템(psychische Systeme)을 전제로 

하고 의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극(Irritation)’을 받는다(Luhmann, 1997=2009: 

108). 그때마다 시스템은 관련되는 구조로 불확실성을 흡수하면서 자체 복합성을 갖

33) 이 순환적인 시스템 형성을 인과론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루만은 이 점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복합성이 먼저 증대했기에 복합성을 감축하는 형식이 

등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자가 후자의 원인 또는 동기라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인과적으로 보면 양자는 단지 상관적으로만 가능하며 서로 제약하고 있다.” (Luhmann, 

1973=1990: 10)

    복합성의 증대 및 감축의 국면에서 시스템이론은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의 사고

를 채택한다. 기능분석이란 ‘Functional’의 어의대로 함수적인 발상으로 루만은 기능분석의 

특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능적인 분석은 먼저 확실한 기초, 확증된 지식, 눈 앞

에 있는 소여의 것과 연관시켜서 그로부터 이차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적

인 분석은 궁극적으로 문제에 준거해서 그 문제에 대한 복수의 해결법을 발견하려고 시도

한다.” (Luhmann, 1973=1990: 3)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란 복합성의 증대를 의미한다. 문제(복합성의 증대)에 대해 복수의 

해결법이 있고 시스템은 작동을 통해 이 복수의 해결법 중에서 선택(복합성의 감축)해서 

시스템을 존속해간다. 이 선택이 의미론의 의미규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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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다. 그러나 시스템 작동의 반복으로 의미가 집적되어간 결과 의미의 참조과잉 상

태, 즉 의미의 가능성이 증대한다(=복합성의 증대). 그러자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의

미론이 불안정해지고 종래 의미규정으로는 이 사태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그 때문

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물에 대한 의미규정의 불일치가 빈번하게 생기거나 그러한 사

태에 대한 예측이 높아지는 사태가 일어난다(高橋, 2002: 26).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운 사태에 적응한 의미론이 기존 구조로부터 이용되거나 구조를 단서로 새롭게 창출

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시스템은 형성을 거듭한다. 

시스템의 구조는 고정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구조 뿐이고 구조의 변화로 시스

템 상태는 변한다. 따라서 <그림2-3>의 시스템 형성과정은 시스템의 구조 변화로 추

진된다. 시스템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루만은 

이 구조 변화를 진화론의 ‘변이(變異)/선택/재안정화’라는 순환 메커니즘을 통해 이해

한다. ‘변이’란 기존의 재생산 패턴에서 일탈하는 요소(커뮤니케이션)의 생산을 의미

한다. 기존의 의미규정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요소가 생산된 것이다. 이것은 <그림

2-3>에서 ‘기존 의미구성의 동요’가 생겼음을 뜻한다. ‘선택’ 국면에서 일탈한 요소를 

단서로 시스템이 내재적으로 새롭게 한정되고 상황에 적응된 새로운 의미규정으로 요

소를 관련시키는 의미연관이 선택된다. ‘재안정화’ 국면은 긍정적인 선택이든 부정적

인 선택이든 변이로부터 선택이 이뤄진 후의 시스템 상태를 의미한다(長岡, 2006: 

419).34) 루만은 “구조화된 질서의 구축과 파괴”를 이 순환 메커니즘을 통해 파악하

고 “사회적 질서의 진화”라 부른다(Luhmann, 1984=1993: 187). 확인해 두어야 할 

점은 사회적 진화는 단선적인 단순한 성장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화 과정은 어디

까지나 ‘선택’ 과정이다. 어떤 질서가 가능할지는 이 선택과정에서 정해진다. 사회마

다 다른 양상이 나타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선

택되기 때문이며 그 사회의 특색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다. 이 선택은 의미

론의 의미규정으로 이뤄진다. 

요약하면, 복지관을 지표로 사태차원에서 테마가 설정되고 시간차원에서 현재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마지막 남은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론의 의미규정을 분석하는 데 

34) 루만은 진화의 순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Luhmann, 1990=2009: 606).

         

    안정화 　　　　 　변이　　　　　　 선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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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후에 걸

쳐 북지관은 자선구제관, 사회적 연대, (전시)국민후생, 생존권을 위한 공적부조, 복지

국가, 일본형 복지사회로 나타난다. 이런 사태차원에서 테마의 변화는 환경에서 받은 

자극에 대해 기존의 의미규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존 의미의 

세 차원이 해체되고 새로운 의미규정으로 다시 결합됨으로써 생활보장 질서가 형성되

었음을 복지관의 변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론의 의미규정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즉, 

틀 문화에서 추출한 <내부/외부>, <부분/전체> 등 의미론의 동태를 통해 의미규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때 문화를 규범으로 삼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대로 사회시스템 

이론에서 문화는 ‘사회적 기억’으로 정의되고 상기와 망각을 규제한다. 따라서 사회시

스템 이론 분석은 연역적이지도 귀납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발견적(heuristik)’으로 

이뤄진다(Luhmann, 1973=1990: 3). 

본 연구에서 생활보장 시스템은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에 의해 생활보장

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형성되는 (창발적) 질서’다. 이 생활보장 시스템

의 시스템/환경-차이가 어떠한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생활보장을 

테마로 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된 질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의미론 

분석은 일종의 담론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담론’(discours)이란 언어 형태의 일종

으로 질서를 이룬 ‘언표(énoncé)’35)의 집합이며, 담론 분석은 “언어의 일원적인 공간

에서 언어로 인한 담론의 재편성 작업”이다. 또한 담론 분석은 담론의 분포와 배열에

서 언어가 아닌 작용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발견적(heuristik) 방법이다(橋爪, 2006: 

191-195). 이런 점들은 의미론 분석과 유사한다. 단, 의미론 분석과 담론 분석이 다

른 것은 의미론 분석이 담론을 사회구조로 규정·조건부여된다고 본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하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 생활보장을 테마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된 질서(담론)가 어떠한 구조적 조건으로 제약받으면서 형성되는지를 탐색(발견)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35) ‘언표(énoncé)’란 더 이상 작은 단위로 분해할 수 없는 하나의 집합의 발화나 서자(書字), 

행위(의 기록) 등을 의미한다(橋爪, 200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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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의 구성과 자료

① 논문의 구성

1874년 메이지 정부는 자선구제를 이념으로 하는 ｢휼구규칙(恤救規則)｣을 제정

했다. ｢휼구규칙｣은 국가의 공적구제에 앞서 가족 부양과 ‘인민상호의 정의(情誼)’, 즉 

광범위한 인민상호 구제를 요구하는 제한적·보충적인 것이었다. 이런 구제원칙은 메

이지 정부가 들어서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막번(幕藩)적·봉건적 구제원칙이었으나 

｢휼구규칙｣은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권위로 확인하고 국가적 구제법의 규범임

을 밝힌 것이다(小川, 1959: 298). ｢휼구규칙｣은 국가가 지지·강행한 구제법이 어떠

한 것인지 널리 밝힌 근대 일본 최초의 구제법이다. 이 ｢휼구규칙｣의 복지관인 자선

구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복지관은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해간다. 전전에는 틀의 

원형인 집(가족)을 중시하는 일본의 가족제도인 이에제도가 존재했고 전후에는 이 제

도는 폐지된다. 이는 생활보장 질서 형성에 영향을 준다. ｢휼구규칙｣이 엄격한 제한

적·보충적인 구제법으로 머무를 수 있었던 것도 전전 가족주의의 영향이 크다. 이 점

을 감안해서 생활보장 질서를 전전(제3장)과 전후(제4장)로 크게 나누고 각각 세 시

기로 구분한다. 즉, 전전은 자선구제관, 사회적 연대, (전시)국민후생으로, 전후는 생

존권을 위한 공적부조, 복지국가, 일본형 복지사회로 구분된다. 

생활보장 질서가 각 시기에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환경에서 받은 자극으로 의미

가 집적되어간 결과 기존 시스템의 자체 의미구성(구조)으로 불확실성을 흡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태에 적응한 의미론의 의미규정으

로 새로운 생활보장 질서가 형성된다. 제3장 두 번째 시기부터 먼저 시스템이 새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환경 변화(복합성의 증대)에 대해 설명하고 새 의미구정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이하 시기구분과 각 시기 복지테마를 환경 변화와 함께 간략

하게 제시한다.          

제3장 전전의 첫 번째 시기는 메이지(1868-1912)기에서 다이쇼(1912-1926)중

기까지다. 이 시기는 ‘자선구제’라는 이름으로 복지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이 복

지관을 토대로 메이지 정부가 ｢휼구규칙｣을 제정했다. ｢휼구규칙｣은 국가가 요구호자

(要救護者)를 구제할 의무를 지는 ‘의무 구제주의’가 아니라 ‘제한적인 구제주의’였다. 

가족이나 인보(隣保)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고 공적구제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

는 사람만 구제 대상이 되었다. 이 때 구제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은혜로 여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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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18년 발생한 쌀소동을 계기로 빈부 차이로 인한 불만이 높아졌다. 이때부터 

1937년 중‧일 전쟁까지가 두 번째 시기다. 기존 농업본위 시대에서 가난은 개인적 가

난으로 한정할 수 있었지만 자본제 시대에 들어가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제도 

미비에 따른 ‘사회적 가난’이 나타난다. 일본이 ‘사회’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사회의 발견’), 기존 의미규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복지테마는 자

선·박애를 기초로 한 자선적 구제사업에서 ‘사회적 연대’ 사상을 이념으로 한 사회사

업으로 전환된다. 

세 번째 시기는 1937년 중‧일 전쟁부터 패전까지다. 전쟁을 계기로 완전한 전시

체제에 들어가면서 모든 활동은 ‘고도 국방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적을 지향할 것이 

요구되었다. 사회사업도 국내 체제의 일환으로 이념과 성격의 전환이 요구되고 ‘고도 

후생국가 건설’이 목표가 되었다. 

제4장 전후의 첫 번째 시기는 연합국군 점령기다. 우선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가 

전후에도 존속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에제도 폐지에 따른 민법개정을 둘러싼 가족

제도논쟁을 구조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논쟁으로 보고 분석한다. 점령기에는 

전전의 자명성이 변함에 따라 기존 의미규정이 아닌 새로운 의미규정으로 생활보장 

질서를 확립해야 했다. 공적부조 재편이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의 지시로 

요구되고 이로 인해 생존권(권리) 문제가 부상한다. GHQ 요구라는 환경 자극에 대해 

일본정부는 자체 의미구정으로 ｢생활보호법｣을 마련한다. 

두 번째 시기는 고도성장기다. 이 시기는 복지국가 건설이 선진국으로의 길로 간

주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이념이 실현되면 될수록 인

권 제한이 강화된다’는 식으로 자유와 권리 억제로 성립되는 복지국가였다. 이 모순

된 논리는 공공의 복지를 주장한 개헌론(1955∼1956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

듯 한 쪽에서 <공>을 주장한 현상이 나타난 반면, 한 쪽에서 ‘마이홈 지향

(family-oriented)’이라는 <사>로 도피하는 생활방위 현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 시기는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일본형 복지사회’가 확립‧존속한 시기로 

설정한다. 석유위기를 계기로 ‘복지 재검토(福祉見直し)’가 부상한다. 이 시기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했다. 첫째 생활이 계속 향상되리라는 기대의 변화, 둘째 복지

국가가 되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다는 목표의 상실, 셋째 탈산업화에 따른 가치관

(욕구)의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변화에 즈음해서 나타난 것이 ‘라이프사이클’ 구상

이다. 이를 구체화시킨 생애설계계획(生涯設計計劃)에는 ‘일본형 복지사회 비전(日

本型福祉社會のビジョン)’이라는 부제가 달렸고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말이 처음 등

장한다. 1979년 오오히라(大平)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을 계기로 ‘일본형 복지사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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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정치적 구호가 되고 새로 생활보장 질서가 형성된다. 

제5장에서는 제3, 4장에서 의미론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전체적 포섭의 특징과 

근대 이전 사회인 분절(分節)사회의 특징과 유사점을 검토한다. 이어 1990년대 일어

난 고용관행의 붕괴로 인한 격차의 의미를 고찰하고 새로운 생활보장 질서의 전망에 

대해 검토한다.    

② 자료

생활보장에 관한 테마(사태차원의 테마)는 정부의 목표인 복지이념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관료나 정부측 지식인의 복지관련 담론이 본 연구가 다루는 1차 자료가 

된다.

 전전에서 전후에 걸쳐 북지관은 자선구제관, 사회적 연대, (전시)국민후생, 생존

권을 위한 공적부조, 복지국가, 일본형 복지사회로 변해간다. 전전 복지관인 자선구제

관, 사회적 연대, (전시)국민후생으로 형성된 생활보장 질서를 탐색하는 단서가 되는 

자료로서 이노우에 토모이치(井上友一), 쿠보타 세이타로우(窪田靜太郎), 오가와 시게

지로우(小河滋次郎) 등 당시 행정관료들의 집필 논문들이 있다. 이노우에가 쓴 구제

제도요의(救濟制度要義)(1909)는 구제제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체계적인 저술로 당

시 일본의 전통적인 복지관의 특색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또한 쿠보타의 논문들은 저

작집 쿠보다 세이타로우 집(窪田靜太郎集)(1980)에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빈부관

을 알 수 있다. 오가와 시게지로우·나마에 타카유키(生江孝之)·타고 카즈타미(田子一

民)·야마구치 타다시(山口正) 등 11명의 행정관료나 지식인의 논문이 사회복지고전

총서(社會福祉古典總書)(1980-1983) 전6권에 수록되어 있다. 

전후 연합국군 점령기 공적부조 확립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연구소가 낸 점령기 

사회복지 자료에 관한 연구보고서(占領期における社會福祉資料に關する硏究報告書
(1979)가 유용하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점령 당국의 공문서와 점령 당국측과 일본정

부측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어 공적부조 확립 때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다. 고도성장기 나타난 복지국가 이념은 인권제한과 맞물린 

복지이념이었다. 이 이념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의 배경이 되는 의식을 알기 위해서 

공공의 복지 증진을 주장한 정부여당의 개헌론을 자료로 삼았다. 개헌론자들의 사고

가 담겨진 자료로 헌법조사회편 ｢헌법조사회보고서(憲法調査會報告書)｣(1964), 개헌

론자들이 만든 소위 17명 의견서 ｢헌법개정의 방향(憲法改正の方向)｣(1964)이 있다. 

다음 복지이념으로 일본형 복지사회가 나타난다. 일본형 복지사회의 맹아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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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라이프사이클 구상은 무라카미 야수수케(村上泰亮)와 로우야마 쇼우이치(蠟山昌

一) 등이 작성한 생애설계계획: 일본형 복지사회 비전(生涯設計計劃: 日本型福祉社會

ビジョン)(1975)에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니혼경제신문의 기획으로 신문지면에서 라

이프사이클 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내용은 복지논쟁: 라이프사이클 계획을 둘러싸

고(福祉論爭: ライフサイクル計劃をめぐって)(1975)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형 복지사

회 이념은 오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 때 정치적 구호로 등장한다. 이 구체적 

내용은 신경제사회 7개년 계획(新經濟社會7ヵ年計劃)(1979), 오오히라 수상의 정책

연구회보고서 가족기반의 충실(家族基盤の充實)(1980), 문화시대의 경제운영(文化

の時代の經濟運營)(1980),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발간한 연수총서8 일본형 복지사회

(硏修叢書8 日本型福祉社會)(1979)에서 알 수 있다. 

전전 일본의 가족제도인 이에제도의 논리에 관한 자료로 문부성이 발간한 국체

의 본의(國體の本義)(1937), 헌법학자인 호즈미 야쓰카(穗積八束)의 논문들이 있다. 

그 밖에 카와시마 타케요시(川島武宜)의 저서 일본사회의 가족적 구성(日本社會の家

族的構成)(2000), 이소노 세이이치(磯野誠一)와 이소노 후지코(磯野富士子)의 저서

『가족제도: 순풍미속을 중심으로(家族制度: 淳風美俗を中心として(1968) 등을 이에

제도 논리를 알 수 있는 보완 자료로 삼았다. 

전후 연합국군 점령기 민법개정 때 일어난 가족제도 논쟁에 대한 분석에서 민법

개정 요강의 성립과 민법개정 법안의 입안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와가츠마 사카

에(我妻榮) 전후 민법개정의 경과(戰後における民法改正の經過)(1956)를 참고했다. 

또한 와가츠마 이외 논쟁자들의 주장을 알 수 있는 글들이 각종 학술지나 책에 수록

되어 있어 당시 구조변화에 대한 논쟁자들의 반응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

다. 

생활보장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내부/외부>, <부분/전체> 의미론을 관계

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야마모토 시치헤

이(山本七平),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카토우 슈우이치(加藤周一) 등 연구자들의 

일본사회에 대한 분석을 틀 문화의 특색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도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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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족 및 의제적 가족의 ‘상호부조’적 시스템

1. 가족 및 지역 공동체와 ‘인민상호 정의’

1874년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메이지 정부가 제정한 태정관달(太政官達)36) ｢휼구

규칙(恤救規則)｣은, 1929년 ｢구호법(救護法)｣(1932년 시행)이 제정될 때까지 전전 반

세기가 넘도록 일본의 기본적인 공적 구제제도로 존속했다. ｢휼구규칙｣은 국가가 요

구호자(要救護者)를 구제할 의무를 지는 ‘의무 구제주의’가 아니라 ‘엄정하게 제한적

인 구제주의’였다(井上友一, 1909: 168). 구제에 제한을 둔 이유는 부국강병을 목표

로 삼았던 메이지 정부에게 亂救(난구) 방지와 국비지출 억제가 국가적 과제였기 때

문이지만, 한편에서 이 제한적 구제주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골육(骨肉) 서로 부양하

고 인보(隣保) 서로 돕는 친애우의의 도의(道義)를 약화시키고 빈민으로 하여금 평소

에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임무를 태만하게 해서 독립자조의 정신을 쇠약하게 할 

우려”(井上友一, 1909: 172)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요구호자를 구제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인민상호간 정의(情誼)’를 약화시켜서 일본 특유의 순풍미속(醇

風美俗)을 파괴하고 惰民(타민)을 조장해서 오히려 질서붕괴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논리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토대로 하는 서양의 구빈제도 도입을 반대하

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적인 구제의 대상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가족이나 인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고 ‘연휼(憐恤)’할 길이 없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의 극빈자여야 했

다.37) 가족이 있고 극빈이라 하기 어렵다면 아무리 빈곤에 시달려도 공적구제를 받을 

수는 없었다.38) 이렇듯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어서 공적구제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36) 메이지 초기 태정관(太政官)이 공포한 법령 형식에서 ‘태정관달(太政官達)’과 ‘태정관포고

(太政官布告)’가 있었다. 각 관청 및 관원(官員)에게 훈령으로 내려진 것을 태정관달, 전국 

일반에 대한 포고는 태정관포고라 불렸다. 

37) 구체적으로 피구제자는 독신 극빈자로서 노쇠(70세 이상), 유약(幼弱)(13세 이하), 폐질(廢

疾)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독신자가 아니라면 그 가족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피구제자와 같은 상황일 경우만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었다.

38) 오가와 시게지로우(小河滋次郎)는 구휼십훈(救恤十訓)(1912)에서 “궁민의 실질을 정사

(精査)하고 궁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 구호하는 한편, 이

를 구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명의나 수단으로도 결코 공적이거나 사적인 베풀음

을 엄금해야 한다”(小河, 1980: 301)고 말했다. 이렇게 제한적 구제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이 구제를 위해 지출한 공비와 피구제자 수는 적었다. 영국이 구빈

사업에 지출하는 공비는 연간 약 1억4,000만엔, 피구제자 총수는 약 80만명 내지 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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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태인 사람만 피구제자가 된 반면,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은 빈곤자는 ‘건

강한 구빈자’로 처리되었다(井上友一, 1909: 186). 게다가 구제받는 “궁민이 독립생

활하는 빈민 이상의 편리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되”(小河, 1980: 326)고 그저 “노명(露

命)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구제”(田子, 1982: 121)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구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최저수준으로 제한했다.39) 즉, ｢휼구규칙｣에 의한 공

적구제는 어디까지나 ‘생존 유지’를 위한 구제 차원에 그쳤다. 

“골육 서로 부양하고 인보 서로 돕는 친애우의”라는 취지에 따라 “궁민이라도 

다른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국가는 구제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이야말로 개인주의가 

확립된 서양국가에서는 볼 수 없고, 일본의 가족제도에서만 가능했다(生江, 1912: 

132, 135). 당시 내무성지방국부현(府縣)과장이던 이노우에 토모이치(井上友一)가 “여

러 나라 중에서 구빈법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일본 뿐”(井上友一, 1912: 

11)이라고 한 데서 드러나듯이, ｢휼구규칙｣은 근대적인 구빈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유명무실했던 ｢휼구규칙｣의 미비함은 일찍부터 지

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40) 장기간 존속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성립 자체는 가능한 일

이기는 하나 필연적이지는 않고 일본만의 의미해석이 있었기에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휼구규칙｣으로 형성된 생활보장의 질서를 지탱한 의미규정은 

무엇일까.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고찰한다.

1) ‘가난’에 대한 재규정: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 

메이지 정부가 ｢휼구규칙｣의 대상을 극빈이면서 가족이나 인보의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자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좁힌 제한적 구제주의를 채택한 데는 누

가 공적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전제가 있었다. 즉 ‘빈부’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

인 데 반해, 일본이 구제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공사(公私)를 합해 연간 약 13만2,000엔, 

피구제자 수는 약 1만5,000명에 불과했다(小河, 1980: 299). 

39) 지급량은 노쇠자 및 폐질(廢疾)자: 1개년 쌀 1石8斗, 질병자: 하루 쌀 남성 3合, 여성 2合, 

유약자: 1개년 쌀7斗 등 피구제자에 따라 달랐다. 이 구호쌀을 피구제자 소재지의 지난달 

하미(下米)시세를 참고로 해서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되었다(山崎, 1982: 254). 

40) 구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근본적인 빈곤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궁민구조법안

(窮民救助法案)｣(1890년)과 ｢휼구법안 및 구빈세법(恤救法案及び救貧税法)｣(1897년)이 제

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궁민구조법안｣은 의무적 구제 취지를 명시하고 진보적이었으나 

“인보상부의 정의에 맡겨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휼구법안 및 구

빈세법｣도 의무적 구제를 명시했으나 회기가 절박하다는 이유로 심의되지도 않았다(山崎, 

1982: 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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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치다 히로토시(土田弘敏)는 빈민구조론(貧民救助論)(1902)의 ｢빈이란 무엇인

가(貧トハ何ソヤ)｣라는 절에서, ‘결핍’과 ‘잉여’로 빈부를 구별하는 데 반대한다. ‘결

핍’을 ‘빈(貧)’으로 보고 ‘잉여’가 ‘부’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빈부를 규정하면 빈부의 

의의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다며, 그 대신 결핍의 <유/무>로 ‘빈’ 즉, 가난을 정의

할 것을 주장한다(土田, 1902: 1-6). 쯔치다는 이 논거를 식욕을 예로 들어 설명한

다. 식욕을 채운다는 점에서는 “노동자의 검소한 음식이나 왕의 음식”은 같다. 식욕

을 채우는 수단의 차이는 있어도 식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달성되기 때문이다. 문

제는 “포식하기 어려운 사람과 차이”가 존재하는 데 있는데, ‘가난’을 정확하게 규정

하기 위해서는 수단의 과·부족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수단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결핍/잉여>의 구별이 아니라 결핍의 <유

/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쯔치다는 결핍자란 “필요한 수용을 채울 방법이 없

는 사람”이고 채울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난’이라 불러야 한다고 본다(土田, 1902: 

2).

이런 식의 ‘가난’ 관념은 쯔치다 뿐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내무성 관료 쿠보타 

세이타로우(窪田靜太郎)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빈궁(貧窮)｣(1920)이라는 글에서 ‘가

난’이란 한 시대, 한 사회가 객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자료”가 없

다고 인정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욕망이 커지면 경제적 자료가 욕망을 만

족시킬 수 없어서 생기는 가난을 ‘상대적 가난’, 욕망의 변동 없이 경제적 자료가 감

소해서 생기는 가난을 ‘절대적 가난’으로 구분했다(窪田, 1980b: 268-269). 

이들의 논의에서 유추하면, ｢휼구규칙｣의 배경이 된 ‘가난’이라는 관념은 <결핍

의 유/결핍의 무>, 즉 <절대적 빈 / [상대적 빈/부]>의 구별로 정의할 수 있다. <상

대적 빈/부>는 ‘결핍’이 아니라 ‘부족’이다. 또한 상대적 빈은 ‘부’와 비교하면 그 욕

망이 채워지는 정도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빈’에 불과하다. 이 ‘주관적 빈’은 쯔치다도 

쿠보타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았다. 생존에 관련되는 절대적인 결핍만 ‘가난’으로 보

았던 것이다. 

쯔치다는 가난이 발생하는 일반적 원인을 “개인과 관련 없는 사변(事變)”으로 보

고 그 예로 홍수, 지진, 기근 등 천재지변을 들었다. 이런 일반적 원인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이 절대적 가난에 빠진다. 또한 쯔치다는 질병, 폐질(廢疾), 술 등을 개인적 

원인으로 보고 이것을 유과실과 무과실로 나누었다. 유과실이란 나태, 방종, 낭비 등

이고, 무과실은 유년, 노년, 질병, 양육자 사망 등이다(土田, 1902: 8).41) 

41) 쿠보타 세이타로우(窪田靜太郎)도 같은 분류를 한다. 쿠보타는 개인적 원인을 ‘유과실’과 

‘무과실’로 나누지 않고 ‘자동적’, ‘타동적’으로 구분한다(窪田, 1980a: 261).  

    쯔치다가 제시한 ‘가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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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근본적으로 욕망을 채울 경제적 자료가 없는 것 ―수단의 결핍― 이고 경

제적 자료가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뿐이라고 여겨졌다(村松, 

1933: 43). 따라서 ｢휼구규칙｣의 구제대상은 첫째, 유년, 노년, 질병 등 무과실의 극

빈자, 둘째, 구제받을 가족이 없는 ‘환과고독’한 자가 된 것이다.42) 유년, 노년, 질병 

등 무과실의 ‘일할 수 없는 사람’이 공동체적 구제를 받지 못하면 국가의 구제 없이

는 살아갈 수 없으니, 이런 사람에 한해서 공적구제가 베풀어졌다. 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비록 빈곤에 시달려도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나 ‘건강적 

구빈자’였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제범위를 넓히면 난구(亂救)가 되고 타민(惰民)

을 양성하고 또 다른 빈민을 낳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한편, 욕망이 커지자 경제적 자료가 욕망을 채울 수 없어 생기는 ‘상대적 빈’으로 

인한 빈부차이는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메이지 초기 

계몽사상가의 한 사람인 카토우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진정대의(眞政大意)(1870)에

서 “빈부를 균등하게 하려는 논의는 (중략) 불기(不羈) 자립의 정(情)과 권리를 속박

하는 것”(加藤弘之, 1870下: 14)이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라도 이런 (불기자립의 ―인용자) 정이 있어야 지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서로 경합하는 정이 있어야 사람들이 저절로 행복할 수 

있다. 이 정이야말로 자연과 세상의 개화를 진척시켜서 (중략) 결국은 국가

의 부가 서서히 늘어난다. (중략) 지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근면하면 

할수록 스스로 부를 늘리고 근면하지 않으면 않는 만큼 빈을 늘린다면 어리

석은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도 스스로 근면해지고 자연히 천부의 재주와 능

력을 닦아 각각 상응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빈부를 균등하게 하려는 

제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게으른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빈곤은 더욱더 심해지고 국가의 곤궁, 풍속의 퇴폐를 일으키는 근본이 된

다. (加藤弘之, 1870下: 13-15）

                         일반적 원인 

  가난의 원인                                     유과실(일하지 않는 사람)

                         개인적 원인      

                                                  무과실(일할 수 없는 사람) 

     

  

  

  

  

  

  

        

42) 천재지변 등 일반적 원인으로 인한 절대적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재구조기금법(罹

災救助基金法)｣(1899년)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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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우가 말하는 것처럼 ‘불기자립의 정’은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근면을 야기하

는 측면이 있다. ‘불기자립의 정’에서 나온 ‘경합하는 정’이 경쟁자가 있고 승부를 결

정하는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이라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이뤄지는 정신적인 

경쟁이기 때문이다. 이 정신적 경쟁은 배타적이라기보다 축적되는 성격의 것이다. 그 

축적의 차이가 ‘부’를 더욱더 추구하는 노력을 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를 향한 

상승 지향은 사회 하층에서 불만이 침전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진다. 비(非)제로섬

적인 정신적 경쟁은 국민 상호간 관계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하층민의 불만을 상승 

지향으로 유도해 인민의 근면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 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리로는 빈과 부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인민의 근면을 저해하고 

“타민(惰民)의 의뢰심을 조장”(井上友一, 1909: 191) 하는 데 다름 아니다. 

이런 발상은 틀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구조적으로 조건부여된 측면이 있다. 틀 문

화에서는 <전체>가 <부분>에 앞서고 <전체> 질서에 맞춰 <부분>인 개인은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전체성>에서 나온 문제는 개인의 <내부>, 즉 내심의 문제

로 환원시켜 처리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외부>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확립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의 외부 표출은 억

제된다. 이러한 틀 문화의 구조적 조건이 반영되어 <상대적 가난>의 문제는 제도를 

확립해서 외부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이 마음을 바꾸면 자신 내부의 ‘정

신적 경쟁’을 이끌어내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휼구규칙｣에서는 일할 수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궁민구제이지

만 일하지 않아서 굶주리는 사람은 빈민이어도 궁민이 아니므로, 그런 사람에게 베푸

는 것은 ‘타민양성’이라는 사고가 당연시되는 질서가 형성되었었다. 이로써 공적구제

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정신적인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 즉 일할 수 없는 사람이면

서 상부상조를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도 배제된 절대적 빈곤자로 제한될 수 있었

던 것이다. 

2) 권리, 의무의 일본적 의미

일본의 제한적 구제주의는 구제비 증가를 고민하는 서양의 의무적 구빈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진의 입장에서 취한 대책이었다. 이노우에는 ｢감화구제사업의 요

강(感化救濟事業の要綱)｣(1912)에서 영국의 사회문제 연구가인 웹 부부(Sidney and 

Beatrice Webb)가 방일했을 때 “일본에 구빈법이 없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다. 

(중략) 빈민에게 구제를 받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싶다. (중략) 다른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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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을 만들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일본은 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잘 생각하라”(井

上友一, 1912: 11)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43) 메이지 정부는 

서양에서 구제비가 커지는 원인은 구제 청구를 권리로 보는 데 있다고 보고 서양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권리’가 있다는 생

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은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水野, 

1911: 104). 

일본에 구빈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인의 권리의식 

유무와 관련된다. 메이지기 이전까지 ‘권리’라는 의미내용을 가진 일본 고유어는 없었

다. 막부 말기 난학자에 의해 네덜란드어 ‘regt’에 대응하는 일본어로 ‘권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川島, 1966: 49). 문제가 되는 ‘권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의 권리 의식은 메이지기 이전에도 존재했다

— 상하 관계에서 아래에서 위로 ‘청구하는 권리’다. ‘권리’가 번역어로 사용될 때까지 

이 개념을 나타낼 말이 없었다는 것은, 이 말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존재하지 않았거

나 설령 존재했다고 해도 달리 해석되었고 ‘권리’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런 의미의 ‘권리’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던 것이다. 

한편 서양에서는 16세기 후반 ‘권리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사고가 확립되었다. 

루만은 홉스(Thomas Hobbes)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은 그 자체로는 죽이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신체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미래를 예측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제2의 인공적 자연=본질이라는 의미의 개인이 된다. 단, 이를 위해

서는 임의로 법을 설정하는 권한을 주권자에게 ‘위양(委讓)’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권리와 의무가 대응한다. (Luhmann, 1993=2003: 

544-545) 

아직 공법이 없고 지역에 따라 다른 법질서가 존재했던 서양에서 16세기 후반,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 정치적으로 관철된 권력에 두는 ‘정치와 법의 통일성’이라는 

관념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정치와 법의 통일성’의 성립과 개인의 권리는 서로 맞물

려 있다. 루만에 따르면 “시민으로서 사람의 개인성은 법과 정치의 통일성에 의거”하

43) 이시다 타케시(石田雄)는 웹 부부가 빈민굴을 시찰했을 때 “일본정부는 왜 이렇게 불결한 

빈민굴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을까. 영국정부라면 바로 매수해서 빈민굴을 일소시키고 근로

자를 위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것이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일본 당국자가 웹 부부가 

일본 제도를 예찬한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지적한다(石田, 1989: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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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통일성 역시 “개인이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데 불가분의 형태로 관련되

어”(Luhmann, 1993=2003: 545) 있는 것이다.44) 

이노우에는 구제제도요의(救濟制度要義)(1909)에서 서양에서 궁민이 구제를 요

구하는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의 의무구제 제도의 이상은 지방단체나 국가에 대해 그 관할 궁민을 

구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을 뿐이다. 지방단체가 궁민의 구제 의무를 

지고 궁민은 단체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의 추

세를 형용하는 표현일 뿐 행정법리상 승인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 운용에서 의무주의 구빈제도의 폐단이 무서운 것은 서양의 사적

(史蹟)으로 보아 명확하다. (井上友一, 1909: 185-186) 

서양에서 ‘정치와 법의 통일성’ 관념의 성립과 개인 권리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

한다면, 구제제도에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의 추세로서 권리 관념의 

등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가 법으로 승인되는 후천적

(後天的)인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승인 이전의 근원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법 설정 권한을 주권자에게 위양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서양의 개인권리의 이러한 성립에서 국가든 지방단체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노우에가 말한 것처럼, 궁민에게 구제의 권리가 있

고 국가와 지방단체가 구제의 의무를 진다는 ‘사실의 추세’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나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의식이 깊게 뿌리내린 서양에서 영국에서는 교구가, 독일

에서는 지방자치체가 구제의 책임을 졌던 것처럼(池田敬正, 1986: 193), 빈민구제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위임되더라도 지방과 궁민간 권리·의무관계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

다.45)

                                   국가

     법 설정권한의 위양      권리       의무

                                   개인

44) 서양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음 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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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우에는 일본의 ｢휼구규칙｣에 대해 “의무 구제주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궁민에 대해서는 국가의 은전(恩典)으로서 일정한 구제를 한다고 해도 궁민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구제 사무를 지방자

치에 방임(放任)하지 않고 구제의 허용 여부는 일체 국가 행정이 장악한다. 

(井上友一, 1909: 186) 

실제로 ｢휼구규칙｣은 국민에 대해 선포하는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가 아니라, 

부현청(府縣廳)에 한정된 ‘태정관달(太政官達)’ 형식으로 영달(令達)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궁민의 생활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한 뒤 중앙의 상급 청에 구제 허용 여부를 

문의해야 했다(田子, 1982: 121).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휼구규칙｣의 공포, 즉 지방 

위임을 통해 “행정청은 궁민을 구제할 의무를 지지만 이것은 상급 청과 관계에서이

며, 인민에 대한 의무는 아니”(小川, 1959: 278-279)라는 것이다. 

<부분/전체> 구별은 <상/하> 구별로 보완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데(Luhmann, 

1997=2009: 1223), ｢휼구규칙｣에서 나타난 공적구제 방식은 이 구조적 제한을 받고 

있다. 권한과 의무 관계는 상급 관청(중앙)과 하급 관청(지방)이라는 <상/하>관계에 

회수되고 완결되는 것이다. 한편 궁민은 바깥에 방치되어 버린다. 궁민에게는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제가 부여되는 형태이니, 이것은 ‘있기 어려운(有

り難し)’ 것이므로 구제는 더욱더 ‘고마운(有難い)’ 은혜가 되어버린다. (아래 그림 참

조)

                      국가        

                          위임

                      지방

                           

          청구의 권리       구제의 의무

                      궁민       

45) 서양의 구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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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구제 허용            

     위임        여부의 권한       의무

                              지방

                                 

                                   은혜

                                 궁민                           

<그림3-1> ｢휼구규칙｣의 권리와 의무 관계

 

<그림3-1>처럼 생활보장의 <전체> 질서가 <상/하> 구별로 인해 <국가와 지방

의 상하 위임 관계>와 <[국가-지방]과 궁민의 은혜 관계>로 이분된다. 이런 의미규

정으로는 구제받을 권리 의식이 생길 수 없다.  

쿠보타 세이타로우는 “우리 동포 일원이 아사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구제하

는 것은 사회정의의 요구라는 생각에서 나온 규칙”(窪田, 1980b: 274)이 ｢휼구규칙｣
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차마 볼 수 없다”는 양심의 고통은 “공동생활에 따른 인

성의 자연적 요구”(窪田, 1980b: 277)라고 했다. 틀 문화로 구조적 제한을 받기 때문

에 절대적 가난에 대한 국가의 공적구제는 의지할 곳 없는 ‘환과고독’한 동포가 아사

하는 것을 차마 못 본다는, 어디까지나 연민의 정에서 나온 인도적 구제, 즉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자선”(小河, 1980: 295)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3) 가족, 지역 공동체의 상호부조 

① 가족 공동체의 상호부조 

｢휼구규칙｣에서 독신주의가 명기되고 엄격한 제한주의가 가해진 것은 일본 고유

의 장점으로 여겨진 가족제도와 인보상조의 미풍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오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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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지로우(小河滋次郎)가 “이 미풍의 기초 위에 우리의 독특한 구제제도를 설정하기를 

열망한다”(小河, 1980: 309)고 한 것도 서양의 제도를 모방해서 구빈 청구를 개인의 

권리로 하는 개인주의가 가족 내에 침투해서 상조의 미풍이 파괴될까 우려했기 때문

이다. 이것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는 일본사회의 근간에 관한 문제였다. 토코나미 

타케지로우(床次竹二郎)는 일본의 가족구성원간 상조의 미풍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국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있다. (중략)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형

은 형, 동생은 동생이라는 식이 상당히 있다 (중략). 우리나라는 가족을 사

회의 단위로 한다.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도와야 한다. 

형제는 서로 사이좋아야 한다. 일가 화목하고 하나인 것이다. 이 ‘이에

(家)’에서 세상에 폐를 끼치는 사람을 배출해서 타인의 구제를 바란다면 

이에의 치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래의 사회조직이다. (중략)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풍속을 유지하는 것이 자선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床次, 1910: 223) 

개인주의가 발달한 외국과 달리, 일본 가족의 장점은 부모와 자식, 부부가 상부

상조해서 하나가 되어 가장을 중심으로 혼연융합하는 “일가 화목하고 하나”인 데 있

었다. 그런데 일본의 ‘이에’제도46)는 ‘현재’ 가족만의 결합에 의한 제도가 아니다. 국

체의 본의(國體の本義)(1937)는 일본의 이에 생활은 “부부, 형제 같은 평면적 관계 

뿐 아니라 그 근간은 부자의 입체적 관계”(文部省, 1937: 43)라고 한다. 이 부자의 

입체적 관계는 현재의 가족을 초월해서 과거로부터 미래로 ‘부-자-손(父－子－孫)’으

로 이어져 하나의 ‘계(系)’를 이룬다. 

46) 가족제도는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일본의 가족제도는 전근대적인 인

간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에’제도였다. 일본의 서민 사이에 ‘이에’ 개념이 나타난 것은 

에도(江戶) 중기이며, 제도로서 성립된 것은 메이지 시대였다. 특히, 메이지 민법(1898년)

은 ‘이에’를 ‘호주권으로 통솔되는 이에’라고 표현했다(川島, 2000d: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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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족이 평면적 관계를 이루는 반면 실제로 ‘이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부－자－손’의 관계, 즉 계승이다. “우리는 선조의 생명의 연장이며 자손은 우리의 

생명의 계속이다”(穗積, 1910: 53)고 하는 것처럼, 이에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

는 ‘생명의 계승’으로 영원히 계속된다. 정치운동가 쯔다 코우조우(津田光造)는 일본

의 가족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족을 하나의 경제 단위 생활체로 보고 이로써 하나의 전체적인 생명의 흐

름으로 삼는다. (중략) 이것은 개인으로부터는 결코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다는 기초관념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사회 혹은 국가의 조직단위나 

기본이 될 수 없다. (津田, 1933: 77) 

이에는 일단 성립되면 인위로 해제할 수 없는 하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개인의 

생명은 길다 해도 한계가 있는 반면 이에의 생명에는 한계가 없고 “천지(天地)와 함

47) 나카네 치에(中根千枝)에 따르면 양자·데릴사위의 제도가 발달된 일본에서는 “어머니란 성

원권을 획득하는 근원이 못 된다”는 이유로 그 위상은 약하고 ‘아내’의 위상도 아버지-아

들의 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주부’의 위상은 남편이 사망하고 아들이 아직 어

릴 경우 가장권을 대행하는 등 ‘이에’ 제도에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어서 ‘어머

니’, ‘아내’의 핸디캡이 보완된다고 지적한다(中根, 1980: 19-24).

　　         

　　　　　      <과거>      조상   

                                 

                            가장          아내　(어머니, 추부)47)

                <현재>                           

                            장남          차남        삼남

                               

       

                <미래>      자 손    

  

                          

<그림3-2> 평면적‧입체적 가족 관계로 형성된 ‘이에’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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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끝이 없는 성질”로 여겨졌다(日本国体宣揚普及会, 1936: 18). 따라서 개인이 아니

라 이에를 대표하는 현재 가족이 사회 단위로 생각되었다. 

이에는 가족구성원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개인을 초월한 견고한 ‘틀’이다. 

이에는 개인을 포섭하는 절대적인 <전체>로 받아들여진다. 틀로 정해진 이 <전체>로

의 참가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이 그 장에 태어남으로써 

이뤄지고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참가다. 자유의사로 인한 참가

가 아닌 이상, 개인의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라는 절대적 <전체>의 <부

분>인 가족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상을 받아들이고 전체의 ‘조화’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전체성에 ‘귀일(歸一)’해서 ‘자타불이(自他

不二)’를 실현하는 것이 전체에 포섭된 개인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川島, 

2000d: 195).

또한 쯔다는 일본의 이러한 가족주의에서 ‘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의 가족주의는 사회의 기조를 서양 근대국가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주장에 두지 않고 가족이라는 전체에 대한 봉사에 둔다. (중략) 그 가

족 내 생활권의 평등은 사회적으로 독립한 한 개인으로서 평등한 것이 아

니라 가족 생활체의 일부로서 (한 구성요소로서) 평등한 것이다. (津田, 

1933: 78) 

무엇을 평등으로 보고 무엇을 불평등으로 보는지 <평등/불평등> 도식은 기준을 

필요로 한다(Luhmann, 1993=2003: 119). 쯔다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주의

와 가족주의는 그 기준이 다르다. 개인주의에는 개인의 권리와 평등이, 가족주의에는 

전체에 대한 봉사와 평등이 대응한다. 그런데 실제 가족구성원의 지위는 같지 않는데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위가 <부등(不等)>한 구성원

은 각자가 전체에 귀일해서 그 지위에 맞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는 <동등=평등>한 

것이다. 쯔다가 말한 것처럼 가족구성원은 “가족 생활체의 일부로서 평등”하다. 따라

서 가족주의에서 평등은 같은 <전체>에 속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어디까지나 틀 

내의 평등이다. 가족주의에서는 <평등/불평등> 도식의 기준은 <내부/외부>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평등 관념이 생길 수 없다.  <내

부/외부> 구별이 보편적인 평등 관념을 억제하는 구조적 제한이 되는 것이다. 

한편, <부분/전체> 구별에서 개인이 이에에 귀일해서 “개인과 이에가 하나를 이

룬다”(穗積, 1910: 10)는 <부분>과 <전체>의 통합은, <부분>에 <상/하> 구별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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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면서 보완되고 해석된다(Luhmann, 1997=2009: 1223). 즉, 가족 <내부>에서는 

위계적 질서가 세워진다. 다만 <구별되는 개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별 없는 관

계>의 정서(整序)이며,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그 ‘관계의 정서’로 인한 질서의 확립이

다. 이 틀 내에서 관계의 정서는 틀에 가입하는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山本, 1985: 

171). 이에에서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전체 내에서 자신의 지위(status)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 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태어

난 순서’로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질서로서 수긍되어야 한다. 

<상/하> 구별은 ‘태어난 순서’라는 조건을 통해 <윗사람(目上)/아랫사람(目下)>의 이

원적 규범이 되고 이에에서 개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을 마련하게 된다.  

‘태어난 순서’로 인한 질서는 움직일 수 없는 질서로서 가족구성원에게 ‘권위’로 

다가온다. 이 권위의 첫 번째 수행자는 가장, 아버지, 남편이며, 각각 가족, 자식, 아

내에 대해 ‘권력’을 가진다(川島, 2000a: 6-7). 한편,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무

사(無私)의 봉사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자애로 대한다”(磯野·磯野, 1968: 93)

고도 한다. 따라서 헌법학자인 호즈미 야쓰카(穗積八束)는 가장의 권력을 “자애인 보

호의 권력”(穗積, 1910: 9)이라고 말했다. 일견 모순된 ‘자애인 보호’와 ‘권력’의 통합

이 어떤 구조적 조건으로 가능한 것일까. 

가족의 한 구성원(부분)인 가장에게 ‘전체 내부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권력이 주

어지는 것은 가장의 선조와 자손의 연쇄고리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가장은 이 

전체성의 현재 대표로서 권력을 가지지만, 그 또한 이에가 있기에 가장이며 어디까지

나 이에에 의해 주어진 지위다. 따라서 가장이라 해도 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 가장

이라도 “자신을 오직 긴 쇠사슬의 한 고리”(柳田, 2001: 270)로 인식해서 오로지 이

에를 계승·발전시켜 자손에게 전달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가장의 권력은 이 책임에 

맞게 생긴다. 그런데 이 책임과 권력은 마주하지 않는다. 책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이에의 계승·발전으로 향하는 데 반해, 권력은 현재 가족으로 향한다. 책임

과 권력의 관계에서 보통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권력)에 대해 책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책임은 한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절대화된 전체성에 대한 책임이 먼저 

생기고 이에 대응해서 구성원에 대한 권력이 발생한다. 가장이 이에의 번영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고 의식하면 할수록 현재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권력은 절대적

인 것이 된다. (아래 왼쪽 그림 참조)

한편,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무사(無私)의 봉사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에게 자애로 대한다”고 할 때는 양자가 마주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해

도 “가족이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조의 위령(威靈)에 복종”하기 때문이고 자애 

또한 “가장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선조에 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모두 ‘이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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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발전’을 전제로 한다(穗積, 1910: 9-10). (아래 오른쪽 그림 참조)

 

한 가지 <상/하> 도식으로는 ‘자애인 보호’와 ‘권력’의 통합은 모순된다. 그러나 

<상/하>(가장/구성원) 구별이 또 다른 <상/하>(선조/가장·구성원) 구별에 들어가면서 

‘자애인 보호’와 ‘권력’은 위 그림처럼 ‘책임·임무’를 매개로 결부된다. 그리고 가족구

성원에게 가장의 ‘권력’은 ‘보호’가 되고 게다가 그 보호는 ‘선조의 위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현재 가족구성원에게 이에의 존속은 절대적 사명이므로 구성원간에 <이에를 계

승하는 사람/계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구별이 생긴다. 이에를 계승할지 여부는 태

어난 순서로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미래가 정해진다. 이에

를 대표하는 가장은 원칙적으로 선대(先代)의 가장의 장남이며, 그 후계자도 반드시 

가장의 아들이라는 위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장남이 상속하는 것은 호주의 지위

이자 그에 따르는 책임, 권한, 선조제사, 재산 그 모든 것이다(磯野·磯野, 1968: 98). 

그런데 이 재산은 가장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가장은 단지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통

솔할 책임을 조상에 대해 지는 것이다. 가장을 상속할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養子) 

또는 데릴사위를 받아들여 이에의 계승을 지켜간다. 이에를 계승하는 조건은 혈연관

계 여부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위상이다. 후계자는 아들의 지위를 가진 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 후계자는 이에의 정식 성원이 되지만, 후계자 이외, 즉 차남과 삼남 등

은 다른 이에의 양자가 되거나 ‘분가(分家)’해서 새로 이에를 차리게 된다.48) 

48) ‘분가(分家)’란 단순히 ‘본가(本家)’와 다른 살림을 차린다는 뜻이 아니라 본가와 같은 마을

이나 촌락에서 통상적으로는 본가에서 재산 일부를 나눠 받아서 독립된 살림을 차린다는 

　  　　이에의 계승·발전                         이에의 계승·발전

                                                               

                  ①(책임․임무)                (책임․임무)       (위령에 복종)

               가장                                     가장

          　　    ②(권력)                  (자애인 보호)    　

            　　　　　　　　　　　　　　　   　　              (무사의 봉사) 

              구성원                                   구성원 

<그림3-3> 가장의 ‘자애인 보호의 권력’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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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에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위상이 낮은 차남, 삼남이다(中根, 2002: 129). 양

자가 되지도 분가를 차리지도 않는 차남, 삼남은 생가를 떠나 도시에 가서 농촌 출신 

근로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살림은 달라도 분가는 아니므로 여전히 생가

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졌고, 가장은 잠재적인 부양 의무를 진다. 가장의 ‘자애인 

보호의 권력’이 농촌 출신의 도시근로자에게도 미친 것이다. 그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을 감수하며 저임금 근로자로서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 실직을 해도 생가와 깊은 유대 때문에 생활이 보장된다고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촌의 이에는 한편으로 불완전한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처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실업노동자의 1차적 흡인처가 되었다. 이 때문에 실업은 

실업으로 현상화되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업은 제도로서 대책이 마련되

기보다 농촌의 가족문제가 되고(磯野·磯野, 1968: 33) 가족의 상호부조로 처리할 문

제로 다루어졌다.49) 개인의 생활이 틀 <내부>에 속함으로써 보장된다는 <내부/외부> 

구별의 구조적 조건 때문에 <외부>에서 개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생활보장에 관한 

일반 규범은 성립이 억제된 것이다. 

② 구제와 치욕감의 구조 

앞서 인용한 토코나미 타케지로우가 “이에에서 세상에 폐를 끼치는 사람을 배출

해서 타인의 구제를 바라는 것은 그 이에의 치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구

제받는 것을 ‘이에의 치욕’으로 느낀다. ‘치욕(恥)’은 누구나 가지는 인류 공통의 감정

이지만 무엇을 치욕으로 느끼고 무엇을 치욕으로 느끼지 않는지는 그 사회와 그 사회

에 사는 사람들의 상호침투에 따라 달라진다. “구제를 바라는 것은 그 이에의 치욕”

한정적이고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차남과 삼남이 분가해서 독립된 ‘이에’를 차리

기 위해서는 본가에서 받은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고, 본가에서 재산을 받지 못한 채 독립

해서 살림을 차린 경우 분가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이 경우 차남과 삼남이 아버지나 장남

과는 다른 살림을 차려서 생활해도 분가 신고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살림은 

달라도 분가 신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본가의 가장은 

부양의무를 잠재적으로 지게 된다. 또한 다른 토지에서 독립된 살림을 차리고 있는 차남, 

삼남이 분가 신고를 하는 것은 조상 전래의 본가가 있는 장소인 본적지 이외의 지명을 호

적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향과 절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분가 신

고를 하는 데 대해 심적인 저항이 컸다(川島, 2000b: 68-73). 

49)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한 인구가 도시에 정착하지 않고 여전히 

출신 농촌과의 혈연적 혹은 경제적 유대를 끊지 못해서 도시 생활이 곤란에 직면했을 때 

다시 출신지인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시시민이라는 자각의 발달를 방해했다”고 지적

한다(中村, 1989: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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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느끼는 것은 일본인이 수긍하는 치욕의 감정인데 어떻게 이런 식의 치욕의 감정

이 생기는 것일까. 사키사카 히로시(向坂寬)의 치욕의 구조(恥の構造)(1982)를 참고

하면서 일본에서 구제받는다는 데서 생기는 치욕의 감정의 구조적 조건을 고찰한다. 

국화와 칼(菊と刀)(1967)의 저자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가 일본문화를 

‘치욕의 문화(shame culture)’, 서구문화를 ‘죄의 문화(guilt culture)’로 규정하고, 

‘죄’가 아니라 ‘치욕’을 기조로 한 일본인의 행동원리를 분석한 것은 유명하다. 개인의 

내면을 규제하는 원리인 죄에 반해, 일본인에게는 외면적 규제원리인 치욕이 중요한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 베네딕트의 주장이었다. 

치욕은 타인의 세평에 대한 반응이다. 사람은 사람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

거나 거부당하거나 혹은 비웃음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치욕을 느낀다. 어느 

경우든 치욕은 강력한 강제력이 된다. 단 치욕을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적어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예가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려낸 이상적인 자아에 어울리는 행동

을 의미하는 나라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비행을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도 죄

의식으로 고심한다. 그 죄책감은 죄의 고백으로 경감된다. (Benedict, 

1967=2009: 273) 

‘치욕의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는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추측”하고 “그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방침을 정한다”(Benedict, 

1967=2009: 274). 이것이 강제력으로 작용해서 어떠한 행동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이다.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의 정신생활과 문화의 전체상을 그려낸 베네딕트의 분석

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비판도 받았다. 일본을 ‘치욕의 문화’로 보는 데 대한 반론은 

베네딕트가 ‘공치(公恥)’만 지적하고 ‘자치(自恥)’를 못 본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

본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세평에 신경”쓰면서 생기는 치욕의 감정은 치욕의 한 측

면인 공치에 불과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치욕을 느끼”는 ‘내면화된 치욕’ 의식도 있

다는 것이다(向坂, 1987: 26-27). 일본인은 치욕을 ‘덕(德)의 근본’으로 보는데

(Benedict, 1967=2009: 274)50) 이런 식으로 치욕을 도덕의 기초로 생각하는 것은 

공치 이외에 내면화된 치욕의 의식, 즉 자치 의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50) 이에 반해 미국은 도덕의 기초를 죄책감에 두려고 했다. 만약 죄의식보다 치욕이 커질 경

우 이를 ‘도덕의 해이’로 인식한다(Benedict, 1967=2009: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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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간

　　　　　　　　　　　　　　　　　　　　　　　　　　　(장)　

             <서양>         　  　　　　　　　   　　　<일본>

<그림3-4> 서양과 일본의 ‘치욕’ 구도                                              

(向坂, 1987: 151,161, 일부수정)

사키사카의 정의에 따르면, 공치란 “사람이 비밀로 삼고 싶은 자신의 열등한 부

분(약함, 흉함, 더러움,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또한 그렇다고 예측될 

때 느끼는 감정”(向坂, 1987: 9)이다. 이 심정 뒤에는 무엇을 열등하다고 생각할지 

결정짓는 전제가 되는 일정한 가치의식이 자리한다. 이것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

간의 마음”이라는 근원적인 감정이다. 사키사카는 이 근원적인 감정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내면의 감정을 자치로 보고, 자치를 “영원적인 것(=진·선·미)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식에서 유래되는 공포”로 정의했다(向坂, 1987: 32). 치욕이라는 감정

은 자치만도 공치만도 아니고 양자의 상관관계, 즉 자신의 가치의식과 그에서 벗어나

는 데 대한 세평의 상관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단, 일본의 경우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장에 속하고 개인보다 장이 우위에 있

다. 따라서 일본에서 자치를 일으키는 ‘영원적인 것’이 서양의 ‘신’이 아니라 ‘장’과 

겹친다는 특색이 있다. 이 때문에 자치가 세평을 의식하는 공치와 분리되지 않는다. 

베네딕트가 ‘치욕의 문화’로 주장할 만큼 치욕의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은 자치가 공

치에 직결되어 치욕의 감정이 강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신의 

   목소리

  개인

　　장

　  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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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개인>인 서양의 개인은 영원한 ‘선(善)’인 신의 눈은 막을 수 없는데, 

그 눈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곧바로 도달한다. 이 영원한 신

의 목소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의식할 때 자치의 감정이 생긴다. 신의 목소리와 자

신의 이성을 철저하게 음미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지침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행동 지표가 자신이 사는 장을 관통해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때 ‘장의 의견’은 세인

(世人)의 눈으로 의식되고, 이에 어긋날 경우 비로소 공치의 감정이 생긴다(向坂, 

1987: 154). 

한편, <구별 없는 관계>인 일본의 개인은 전체에 귀일하고 개인과 개인의 구별 

없는 결합을 존중하는 것이 ‘선’이며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 선은 개

인이 속하는 장을 통해서 보이므로 장의 의견에 좌우된다. 장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

이 선이 된다. 따라서 장에서 벗어난 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向坂, 

1987: 161-162). 일본에서 자치는 이 ‘영원한 장’이 정한 선에서 벗어남으로써 생긴

다. 그리고 장의 의견에 어긋난다는 것이 ‘세간(世間)’의 눈을 통과해서 개인에게 돌

아올 때 공치를 느낀다. 자치나 공치가 장을 매개로 이런 식으로 직결되면서 세간의 

눈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본인의 통상적인 행동양식이 된다. 

여기에서 ‘세간’이라는 일본어는 독특한 함의를 가진다. 도이 타케오(土居健郎)는 

일본인의 <내부>와 <외부>의 생활공간은 엄밀하게 말해서 세 가지 동심원으로 이뤄

지고, 가장 바깥 쪽 원을 알지 못하는 ‘타인’, 개인 주위의 안쪽 원을 ‘집안(身內)’, 동

료(仲間內)로 본다. 도이는 ‘거리낌의 유무(遠慮の有無)’를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

는 기준으로 보고, 안쪽 원을 ‘거리낌이 없는 집안 세계’, 바깥쪽 원을 ‘거리낌이 작용

할 필요가 없는 타인의 세계’로 하고, 그 중간을 ‘거리낌이 다소 작용하는 인간관계’

의 영역으로 보았다(土居, 1984: 39). 이 영역이 세간이다. 즉, 집안보다 가까운 존재

는 아니지만 관계 없는 타인처럼 먼 존재도 아닌, 별로 친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관계

가 있는, 집안과 타인의 중간대에 위치하는 것이 세간이다. 그리고 집안과 세간은 

<내부/외부>의 관계가 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집안과 세간이 <내부>가 되고 ‘장’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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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구제받는 것을 치욕으로 느끼는 일본인의 의식을 고

찰하면, 장의 원형인 이에가 지향하는 것 ―또한 세간에서도 공유하는 의식― 은 “부

모는 자식을 키워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도와야 하며 형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 일

가 화목하고 하나”가 된다는 이에의 이상형이다. 이에의 전체성에 귀일하는 개인은 

이상적인 이에를 지향하고 이에에서 일어난 문제는 되도록 이에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에에서 세상에 폐를 끼치는 사람을 배출해서 타인의 

구제를 바라는 것”은 이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어긋난다. 이에의 이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집의 약함을 세간에 드러내는 일이고 이것은 “비밀로 하고 싶은 

열등한 부분이 사람에게 노출”됨을 의미한다. 개인은 여기로 향하는 세간의 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치와 공치가 수렴해서 ‘치욕의 지상성(至上性)’(向坂, 1987: 130)

이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실제로 궁민을 구제할 경우 구제 자체가 ‘음덕(陰德)’으로 이

뤄져야 한다(小河, 1980: 377). 

구제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보면 되도록 숨어서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렇게 해야 구제받는 사람의 염치를 잘 보전할 수 있다. (중략) 구제라는 간

판 밑으로는 진정으로 구제가 필요한 궁민을 모을 수 없다. 모여드는 사람

들은 惰民이 아니면 무치(無恥)의 거지 또는 부랑자다. 일반 궁민을 굳이 

이곳에 수용하면 필연적으로 진정한 궁민의 마지막 염치를 파괴·소멸시키

　　　　　　　　　　　　　　　　　　　　　　　　 

                                                타인　　

　　　　　　　　          　　　　　　　　　　　　　　 

                                                     세간

　　　　　              　　　　　　　　　　　　　　　　　　　

　　　　　　　　　　　　　　　　　　　　　　　　 

                                                  집안(身內)

                                                 동료(仲間內)

　　　　　　　　　　　　　　　　　　　　　　　　　　　　

　　　　　　　　　　　　　　　　　　　　　　　　　　　　

　　　　　　　　　　　　　　　　　　　　　　　　　　

<그림3-5> 일본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세간’의 영역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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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적어도 마비시킴으로써 결국 소위 거지근성을 양성· 순치시키는 결

과가 된다. (小河, 1980: 374) 

감옥학자이면서 후기에 사회사업에 진력한 오가와 시게지로우는 “염치는 도덕의 

근원”이라며 “무료치료라는 이름 아래 치료받는 것을 꺼리”는 궁민의 염치를 ‘빈민의 

미풍’이라고 말한다(小河, 1980: 373). 이 ‘마지막 염치’는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무

료치료를 시행해서 세간의 눈에 익숙해지면 파괴되고 마비된다. 염치심이 마비된 궁

민은 ‘구제 간판 아래’ 늘어서서 세간에 노출되는 것을 치욕으로 느끼지 않는 ‘무치의 

거지 또는 부랑자’에 불구하고 “염치없이 구제받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이를 절박

한 아사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믿는 궁민이야말로 ‘진정한 궁민’(小河, 1980: 376)

이라 생각했다. 

비록 구제받을 자격을 가진 궁민이라도 그 궁민이 진정한지 아닌지, 즉 궁민의 

<真/非真>는 염치심의 <유/무>에 달렸다. 궁민이라고 해도 치욕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은 진정한 궁민이라고 할 수 없고, 염치의 미덕을 보유하기에 아사하는 것도 불사할 

만큼 동정할 만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어야 진정한 궁민으로 인정된 것이다. 

③ 의제적 가족 공동체의 상호부조 

오가와는 “우리 모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조 구제하는 법률적 또는 도

덕적 의무를 진다”(小河, 1980: 307)고 말한다. 그리고 “가령 (공적)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도 연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부조를 맡기는 방법도 있고 인보상

조 활동이나 읍촌의 자치단체의 힘으로 상호구호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

다”(小河, 1980: 310)며 “만약 궁민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먼저 부조 공

제(共濟)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그 법적 또는 도덕적 의무를 지우도록 

노력해야 한다”(小河, 1980: 308)고 말한다. 어떠한 사람이든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

활하는 이상,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연고 있는 사람’이나 ‘인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구호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고 있는 

사람’이란 “소작인의 경우 지주 또는 직공의 경우 제조가와 같은 가장 밀접하게 공통 

이해(利害)를 가진 관계”(小河, 1980: 308)의 사람이며, 그들은 ‘주종의 연(主從の緣)’

을 맺고 있다. 한편, ‘인보’란 이웃 지역의 소수의 호를 한 단위로 결합한 생활공동체

다. 일본 에도시대에 ‘5인조(五人組)’라 불린 다섯 호(戶)를 단위로 한 인보조직이 구

성되었고, 그 조합원은 치안, 납세 등에서 연대책임을 질 뿐 아니라, 빈곤자 구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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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상호부조, 생활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서

로 협력했다. 

가. 주종관계에 의한 구제보호 

일본 주종관계는 부자관계의 유추인 데 특징이 있다.51) 에도시대에는 셋집 주인

(家主, 야누시)에 대해 세든 사람을 ‘店子(타나코)’, 지주에 대해 소작인을 ‘小前(子ま

へ, 코마에)’, 비복(婢僕)을 ‘이에의 子’라고 지칭했다(小河, 1980: 313-314). ‘셋집 

주인은 부모와 같고 세든 사람(店子)은 자식과 같다’고 말해진 대로, 양자 관계를 부

모와 자식 같은 관계, 의제적(擬制的)인 부자관계로 간주했다. 부자관계는 가족 내에

서도 부부관계나 형제관계와 달리 특별하다. 부자관계는 자연 발생적이고 이에가 존

속하는 한 대를 이어 계승되므로 영속적이다. 부부와 형제도 이에의 존속을 위해 일

치단결하지만, ‘부부는 원래 타인’,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고 말하듯 그들은 잠재적

으로 장에서 떠나고 무연(無緣)의 세계에 사는 타인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부자관

계는 집안(身內)의 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원성을 담보하는 이에에서 ‘부－자－

손’ 라인은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듯 부자관계를 이상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

에 실제 부자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도 부자관계에 준하는 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관계의 <깊음/얕음>을 가늠하게 된다. 

일본 상업을 지탱한 가족기업에서도 종업원은 고용주(가장)에게 봉사하는 고용인

임과 동시에 그 ‘이에의 성원’으로 간주되었다(有賀, 1970: 318). 가족기업의 주종관

계는 부자관계로 간주되고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는 관계로 생각되지 않았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줄 뿐 아니라,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항상 그에게 따

뜻한 보호를 주는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가족주의에 지탱된, 부자관계로 유추된 주

종관계야말로 종업원이 생활이 보장된다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 

나. 인보 공동체에 의한 구제보호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후 메이지 초기 수년간은 번정(藩政)시대의 민치(民

51)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도 봉건적 주종관계에 대해 “계약적인 요소가 내재하는 것은 부

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주종관계가 정상적일 경우 거기에 내재하는 의식은 근대적인 쌍무

계약보다 가족 내 부자관계의 유추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한다(丸山, 196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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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방침이 지속되고 에도시대에 발달한 5인조 제도는 종래처럼 기능했다. 그러나 

1888년 市町村制가 공포되자 5인조 제도는 민간전승적 제도의 지위에 머물게 된다. 

이 때문에 5인조 제도가 일부 존속하면서 더 발전하는 곳도 있었지만 소멸한 곳도 

적지 않았다.52) 5인조의 존속 여부는 “5인조 제도가 있는 지방에서는 이상하게 극빈

자가 적다”(西村, 1938: 97)고 한 것처럼, 궁민의 구제보호에서 현저히 드러난다. 

다섯 호가 한 조를 구성하는 5인조는 “‘한 조 한 가족(一組一家)’의 정신을 기본

으로 하고 그 조직원은 혈육을 나눈 한 가족, 조장(組長)은 부모, 조합원은 형제와 같

다는 신조로 구성되었다”(桑原, 1941: 5). 5인조는 가족처럼 생활공동체로서 조합원

의 화수도난(火水盗難), 환과고독, 친척이 없는 노인과 유아의 구제 등은 물론, 생활

의 모든 면에서 협력공조를 다한다. 이 ‘한 조 한 가족’을 이룬 5인조 공동의 장은 이

에처럼 영속적이다. 5인조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장이나 조합원

이 사망해도 그 자식, 자손에게 계승되므로 이 장은 영원이 존재한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조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합원들 사이에는 다른 조에 편입된 친척 이

상의 강한 친화성이 유지되었다(桑原, 1941: 10). 따라서 조합 내에 노쇠자, 폐질자, 

고아가 발생할 때, 법률로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나 설사 있어도 적당치 않

은 경우 조합원이 대신해서 부양 임무를 진다. 

이렇듯 ‘인민상부’에 의한 궁민의 구제보호는 그 궁민이 속하는 장의 세로·가로 

관계, 즉 수직적(주종)·수평적(인보) 인간관계가 의제적 부자, 의제적 가족 관계로 간

주되면서 이뤄져 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를 형성했다. 

다. ‘인정’, ‘은(恩)’, ‘의리’

주종관계와 인보관계는 의제적 부자관계, 의제적 가족관계로 간주됨으로써 개인

이 몰아(沒我)하는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생물학적 가족 사이에서야 부모 마

음, 자식 마음, 형제 정애라는 가족의 ‘인정(人情)’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지만, 주종

관계나 인보관계에서 이 인정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52) 다시 5인조 제도의 부흥 기운이 일어난 것은 1908년 ｢무신조서(戊申詔書)｣ 직후였다. 당

시 독일의 지방제도를 모방한 町村制가 농촌 실정에 충분히 적합하지 않자 보완기관으로

서 5인조 제도가  필요했다. 다이쇼(大正) 시대에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농산

물가가 폭등해 수입이 격증하자 농민생활이 화려해지지 않도록 농촌생활개선이라는 측면

에서 부활운동이 일어났다. 쇼와(昭和) 시대에 들어서 대공황으로부터 경제 경정(更正)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면에서 농촌의 인보공조 정신을 부활시키려는 기운이 일었다(西村, 

1938: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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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적 관계에서는 인정이 ‘의리’와 ‘은(恩)’의 감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나

카무라 하지메(中村元)에 따르면, 본래 의리란 불교의 중요한 관념으로 ‘사항의 까닭’, 

‘이법(理法)’을 의미하지만, 일본인이 사용하는 일반적 용법은 ‘사람에게 받은 은고(恩

顧)’, ‘윗사람에 대한 의무’라는 의미였다. 또한 인정이란 원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해력’을 뜻하지만, 일본인의 용법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 ‘동정(なさけ)’, 

‘자애(いつくしみ)’, ‘배려(思いやり)’를 뜻한다. 즉,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

용되고 있다(中村, 1989: 121). 일본인은 인정을 받으면 은의 감정을 안게 된다. 그

리고 은을 느끼면 심리적 부채가 생기고 보은(報恩)의 의리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실제 부자관계에서 인정이 존재한다 해도 은이나 의리의 감정은 생기지 

않는다. 부모의 인정이 아무리 크고 지속적이라 해도 그것이 자식에게 은이라 의식되

기는 어렵고 부모 측도 자식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은이라고 의식하는 일은 드물다. 

이 때문에 의리의 감정도 부자간에는 생기지 않는다. 의리는 부자와 같은 “특정하게 

친밀한 관계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해 어떤 방

법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유래”(源, 1969: 27)한다. 이런 이

유에서 히메오카 쯔토무(姬岡勤)는 “은을 은이라고 의식하는 전제조건은 자타의 분

립”이라고 말한다(姬岡, 1944: 187). 부자관계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관계로 분립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은이라는 의식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흔히 자식을 가져서 알게 

된 부모의 ‘은’이라고 하지만 이는 자식을 낳고 부모와의 관계를 객관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감정인 것이다. 은의 감정은 부자간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은의 

의리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 의제의 부자, 의제의 가족관계에서는 은과 의리의 감정이 필요하다. 혈연은 

해체될 수 없다. 그러나 혈연이 아닌 것을 혈연처럼 다루기 때문에 해체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은과 의리로 의제관계를 떠받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은과 감사하는 마음은 주종·인보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주종관계에서는 주인이 종(從)에게 인정을 베풀면 종은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은)을 가지게 된다. 인보관계에서는 조원이 다른 조원에게 신세지는 데 은을 

깊이 느끼고 힘이 닿는 한 보은하려는 의리를 품는다. 이로 인해 온정을 더 많이 베

푸는 순환이 이뤄진다. 

주종·인보관계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은 것인데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장 <내부>의 <구별 없는 관계>에서 인정, 은, 의리라는 인간관계의 긴

밀함을 담보하는 도덕규범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구호하는 측은 인정을 베풀어서 은

을 느끼게 해야 하고 구호받는 측은 보은의 의리를 느껴야만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

(恩知らず)’에게는 인민상부의 인간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가족주의 뿐 아니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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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도덕규범으로 인민상부의 신뢰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2. 사회사업의 출현과 ‘사회적 연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열된 호경기가 전쟁의 종식과 함께 수그러들자 그 반동

으로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졌다. 1918년 도야마현(富山縣)의 한 어촌에서 일어난 소

요사건이 사람들의 잠재적 불만에 불을 붙여 소위 ‘쌀소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메이지 이래 정치적 소요가 일어난 적은 있어도 생활의 위협으로 인한 소요사태의 전

국적 확산은 예측되지 않는 일이었다. 또한 이 소요사태 근저에 사상문제나 노동문제

가 있는 것이 종래 볼 수 없던 현상이었다(生江, 1983: 40-41). 쿠보타 세이타로우

는 이 쌀소동을 “사회계급 갈등의 단서가 나타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窪田, 1980e: 

508). 이 사태는 ‘사회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정

부는 ‘사회’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사회’라는 말은 사용하기 꺼려졌고 메이지 이래 정부의 공문서

에도 ‘사회’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사회라는 말에서 위험사상으로 여겨졌던 사

회주의적 좌경사상이 상기되었기 때문이다(安藤, 1940: 8). 그 때문에 필요한 경우조

차 사회라는 말의 사용은 회피되었다.53) 이렇듯 사회의 존재를 자각하지 않을 수 있

었던 것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에 귀속시키고 개인에 귀속할 수 없는 

사항은 이례적인 일로 보고 비국가적 현상으로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福田, 1922: 

17). 그러나 개인과 국가의 이원적 도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선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사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라는 말을 쓰

지 않으면 시대정신과 배치된다”(生江, 1983: 45)고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1) ‘가난’의 분화: <사회적 가난>의 출현 

｢휼구규칙｣이 제정된 당시 빈곤을 사회문제로 보는 것보다 천재지변이나 개인적

인 원인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아직 ‘농업본위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일본

에서 자본제는 메이지(1868-1912) 말에서 다이쇼(1912-1926) 시대 사이에 확립됐

53) 타고 카즈타미(田子一民)에 따르면, 원래라면 ‘Social Reform’의 번역을 ‘사회 개량’으로 

해야 하는데도 “사회라는 말은 좋지 않다”고 이노우에 토모이치(井上友一)가 고심해서 ‘지

방 개량’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田子, 198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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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전에 산업의 기본은 농업이었다. 인구 대부분이 자급자족적 생활을 하던 시

대에는 빈곤이 직접적으로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발상조차 없었

다. 빈민이라고 하면 모두 사회제도와 관계없는 ‘개인적 가난’으로 생각된 것이다. 

‘일본 사회사업의 아버지’로 불린 나마에 타카유키(生江孝之)는 이 농업본위 시대

의 개인적 가난을 ‘고정적 가난’이라고 부른다. 고정적 가난이란 ‘가난의 고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자손손(子子孫孫) 대를 이어가며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개인적 

원인의 일시적 혹은 계속적인 빈곤 상태”(生江, 1983: 22)를 말한다. 이른바 고정된 

국부적인 장에서 생기는 빈곤이다. 이 시대에 빈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반적 원인

을 제외하면 어디까지나 개인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는 많아도 여러 곳에

서 집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국부적이자 산발적이었다(小河, 1980: 310). 이러한 원

인의 단순성, 발생의 국부성 때문에 개인적 가난에 대한 부양·보호를 가족이나 인보

에게 기대할 수 있었다. 이 두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간 독지가, 특히 기독

교도 및 불교도에 의해 마련된 사설의 자선구제 사업에 의지해서 공적구제 지출을 억

제할 수 있었다(生江, 1983: 22). 어디까지나 공적구제는 최종적이며 ‘생활보호’라기

보다 ‘생존보호’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은혜적 구제로 

자리매김되었다. 

자본제의 확립과 함께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임금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

인적 가난이라고 해도 종래 농업본위의 고정적 가난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빈곤에 빠지는 무과실의 개인적 가난이 늘어나게 된다. 그때까지는 개인적 가난에 빠

지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선조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이외의 이유로 빈곤에 빠진다고 생

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발견’ 이후 사람이 실직으로 곤궁해지는 것

은 이제 개인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시대적인 원인임이 분명해지고, 소수가 

아니라 대량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사

람이면서 부득이하게 빈곤 생활을 하는 사람”(村松, 1933: 43), 즉 <일할 수 있는 빈

곤자>가 출현하게 되었다. 개인에게 원인을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원인에 의한 빈

곤, <사회적 가난>이 ‘사회의 발견’과 함께 인식된 것이다.54)

전국적으로 사회제도의 결함 때문에 경제부진이 민중생활을 직격해서 ‘생활 불

능’에 몰리게 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명(露命)을 

유지해 준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보통 생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로(田子, 1926: 

70) 즉, ‘생존의 보호’에서 ‘생활의 향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 결과가 1929년 ｢
54) 나마에 타카유키(生江孝之)는 ‘사회적 가난’을 “사회적으로 동일한 입장에 놓이게 된 민중

이 사회적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빈곤에 빠진다”고 정의한다(生江, 198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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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법｣이 제정되었다. ‘생존’이 아니라 ‘생활’에 비중을 둠에 따라 빈곤을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으로 구별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기존의 공적구제는 

“다른 구제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절대적 가난>(=극빈)으로 보고 

“최소한도의 의식주(衣食住)를 얻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을 <상대적 가난>(=빈곤)으

로 보며, 구제 대상을 극빈이고 무과실의 개인에 한정했다. 그러나 ｢구호법｣에서는 

극빈과 빈곤의 구별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태”(山崎, 1982: 261)인 개인이 공적구제의 대상이 되었다.55)

생활의 위협을 받고 일어난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진정된 후도 생활의 위협은 사

라지지 않고 불만은 다시 잠재하면서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었다. 이제 사회문제에 대

처해서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구호법｣이 마련됐다고 해도 이

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구조사업에 중점을 둔 법이어서 사전적인 보호사업의 충실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독지가에 의한 기존의 자선적인 사적 구제는 사회적 가난이 

전국적으로 대량 발생한 상황에서는 무력했다. 이제 “빈부의 차이, 직업상 지위 등에 

따른 사회계급의 조화를 꾀하는”(窪田, 1980e: 508) 사회사업이 요망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선·박애를 기초로 한 자선적 구제사업에서 사회적 연대사상을 기초로 한 사회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55) ｢구호법｣은 피구호자의 자격조건에서 ｢휼구규칙｣의 독신요건은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정

신 혹은 신체의 장애 또는 노쇠, 유약, 출산 등의 사유로 일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빈곤 때문에 생활할 수 없는 경우”(山崎, 1982: 260)에 한정한다는 제한이 마련되었다. 

“빈곤 때문에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태”(山崎, 

1982: 260)라고 생각되었다.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 사람에 대한 구호에서 생활 

빈곤자에 대한 구호로 자격 범위는 넓어졌지만, 대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되었

다. 빈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생각

되면서 그 인정 기준은 가족이 되지만, “정신 혹은 신체의 장애 또는 노쇠, 유약, 출산 등

의 사유로 일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구호의 객체는 개인이 되고 

그 가족에 미치지 않는다(山崎, 1982: 261). 가족을 기준으로 빈곤을 인정하지만, 그 내에

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구호 자격을 한정한 것이다. 이것도 亂救(난구)의 폐단을 

막고 惰民(타민)을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구호법｣에서도 차마 내버려 두기 어려운 

요구호자만을 구호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권

리가 인정된 것이 아니었고 구호 신청이 거부당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山崎, 

1982: 269).  

    ｢구호법｣으로 구제가 ‘확대’됨에 따라 ｢휼구규칙｣과 비교해서 구호비용과 구호 인원수는 

증가했다. ｢휼구규칙｣이 실시된 1931년 구호 총수는 30,534명, 구호비용 총 62만엔인 데 

반해, ｢구호법｣ 실시로 1932년 구호 인원은 163,416명, 구호비용은 총3,646,260엔으로 

늘었다(小川, 196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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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연대사상의 일본적 수용 

‘사회적 연대(Solidarité)’56)는 프랑스의 정치가 레옹 부르주아(Léon Bourgeois)

가 제창한 사상으로, 근세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만족할 수 없고 또한 공산주의나 

국가주의 사상을 신봉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환영받아 19세기 말쯤 유행했다(山口, 

1939b: 62). 일본에서도 내무성 사회국장인 타고 카즈타미(田子一民)가 사회사업(社

會事業)(1922)의 모두에서 일본의 “사회사업은 사회적 연대사상을 출발점”(田子, 

1982: 11)으로 한다며, 이 사상을 일본사회사업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그런데 부르

주아의 사회적 연대는 국가계약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약 관념의 토대가 없는 일본

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다(山口, 1939b: 65).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외래사상 수용에서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지적한 대로 일본에서는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까지도 과거와 

‘대결’ 없이 차례로 수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의 승리는 놀랄 만큼 빠르다”(丸山, 

1980: 12). 마루야마는 그 이유를 외래사상의 수용에서 외래사상과 ‘대결’할 수 있는 

‘과거’(전통사상)가 의식적으로 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게다가 강인

한 축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일본의 전통사상은 근대화와 함께 존재가 희미해지고 단

편적 성격이 짙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감정이나 의식에 깊숙이 잠입해버려 대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전통사상이 새로운 사상과 대결하는 원리로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래사상을 도입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실제로 받아들여진 외

래사상은 “역사적 구조성이 해체되거나 사상사적 전제가 제거된 채 부품으로서 받아

들여진다.”(丸山, 1980: 14)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이러한 외래사상 수용법을 ‘단장취의(斷章取義)’라고 부른

다. “장을 자르고 뜻을 취한다”, 즉 원전의 문장을 분해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방법이다(山本, 1984: 12). 단장취의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대상화되지 않

고 의식에 깊이 잠재하는) 일본의 전통사상이다. 일본에 친숙한 발상을 기준으로 일

본인의 습속에 뿌리내린 생활감정에 호응하는 부분만 부품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외래

사상이 일본인의 ‘상식’과 마치 일치하는 듯한 사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본의 외래

56) 야마구치 타다시(山口正)에 따르면 ‘Solidum’라는 말은 “로마의 법학자가 여러 명의 채무

자가 전체로서 책임을 질 경우의 채무상 책무를 표현한 말로, 모든 사람이 동일체의 지체

(肢體)처럼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는 뜻”이며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

을 위하여”를 표어로 했다(山口, 1939b: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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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수용에서 <전통>과 <비전통>의 구별로 인한 대결은 없고 그저 ‘무한포옹’할 수 

있는 <전통> 안에 <비전통>이 포섭될 뿐이다. 이 때문에 전근대와 근대가 연속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문맥에 따라 자기들의 정신구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 ‘사상’을 받아들였다기보다 그 ‘표현’을 단지 채택한 데 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일본에서 외래사상을 기초로 삼아 제도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표면상의 권위를 부

여하는 데 지나지 않고 내용은 일본인의 사유방법에서 일탈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외래사상 도입과 근대적인 표현을 통해 권위가 부여됨으로써 역으로 전통적 사상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부르주아의 사회적 연대 사상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에서 사회사업의 지도개념

으로 ‘사회적 연대’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운용하는 사람은 

‘단장취의’적 수용에 거부감이 없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생겨난 전제까지 

음미하고 전통과 대결한 끝에 도입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의 발견으로 인해 증대

한 복합성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연대를 도입했으나 결국 새 의미규정은 기존 

구조의 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래에서 우선 부르주아의 사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본이 사회적 연대 이름

으로 어떠한 의미규정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생활보장 질서를 형성했는지 고찰한

다. 

① 레옹 부르주아의 사회적 연대 사상 

가. ‘사실로서 연대’와 ‘의무로서 연대’ 

부르주아는 ‘연대’의 관념을 ‘사실로서 연대’와 ‘의무로서 연대’로 구별한다. 사실

로서 연대란 일정한 현상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자연적·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연대를 

의미한다(Bourgeois, 1925: 160=1932: 88). 그 가장 적절한 예는 생물을 조직하는 

각 세포간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전체는 부분을 위해, 부분 

또한 전체를 위해”(Bourgeois, 1925: 28=1926: 61-62) 존재하고 각 세포는 통일적

으로 결합되어 세포간 상호의존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인

간 또한 이 생물연대의 상호의존 관계에서 예외가 아니다. 생명, 노동, 사상 등 인간

의 모든 활동에서 상호의존 관계가 존재한다(Bourgeois, 1925: 21=1926: 55). 이런 

의미에서 개인은 고립되지 않고 개인과 다른 모든 사람과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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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인간이 사회에서 연대하는 것은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사실이다.  

사실상의 연대가 자연적이고 현실로서 존재하는 연대인 반면, 의무로서 연대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준수해야 할 의무의 관념을 전제로 한 연대다

(Bourgeois, 1925: 160=1932: 88). 부르주아가 ‘의무’ 관념을 일부러 도입해서 인위

적 연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로서 연대에는 부정(不正)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이다. 사실로서 연대에서는 사람이 혜택 뿐 아니라 동시에 부정·

해악·위험에도 노출된다(Bourgeois, 1925: 177=1932: 106). 따라서 사실로서 연대

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로서 연대에서 의무로

서 연대로 전환이 요구된다. 그런데 논리상 두 연대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는데 사실

로부터 의무로 이행을 도모하려면 작위적인 사색이 필요하다. 부르주아가 사회적 연

대 사상을 제창하면서 탐구한 것은 “생물학적인 연대 사상이 어떻게 해서 인간 연대

의 의무 관념에 근거한 사회조직이라는 사고를 도출할 수 있는가”(Bourgeois, 1925: 

162=1932: 90)였다. 그는 연대를 자연의 목적이 작용하는 대로 놔두는 것 아니라, 

인간사회의 목적에 맞도록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여기에 자

연적 사실에서 규범으로, 수동적 연대에서 능동적 연대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긴장

을 볼 수 있다. 이 사실로서 연대에서 나아가서 의무로서 연대를 성립시키기 위해 부

르주아가 양자간 이행의 관건으로 삼은 것이 ‘정의(正義)’의 관념이다. 　　　

나. 사회적 목적으로서 ‘정의’ 

부르주아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특질, 노력, 기타 그 사람의 진가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준해서 현재 자신이 “있어야 할 상태”를 상기한다고 한다

(Bourgeois, 1925: 82=1926: 91). 그러나 자신이 노력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 상태가 자신과 타자간의 “공평한 사회적 가치의 부재”로 인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부르주아는 형평성이 결여된 ‘부정의(不正義)’로 간주한다. 부르주아가 제창하

는 사회적 연대 사상에서 ‘현재’와 ‘있어야 할 현재’의 일치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공평성’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이다. 

그런데 정의는 사실로서 연대에서 결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의는 결코 자연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실로서 연대의 결과는 반드시 정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자연은 부정(injuste)이 아니지만 정의 바깥의 것(ajuste)”(Bourgeois, 

1925: 169=1932: 97)이다. 사회구성원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회적 가치가 통용

되도록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다. 그리고 이 이상적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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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시키기 위해서 연대의 결과가 정의와 합치할 수 있도록 ‘사실’에서 ‘규범’으로 전

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무로서 연대에서만 가능하다. 

다. ‘사회적 채무’의 상환인 사회정책 

부르주아는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채무자”(Bourgeois, 1925: 

91=1926: 101)라고 한다. 인간이 현재의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인간의 

능력 및 활동의 축적에 의존하기 때문이자, 동시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증대시킨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모두 사회로부터 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자연적 사실로서 연대에서는 과거의 성과가 현재에서 부정하

게 분배된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누리고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회로부터 덜 얻는다. 

사실로서 연대에서는 부정 분배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의 결과가 생긴

다(Bourgeois, 1925: 91-93=1926: 100-103). 여기에서 정의는 이익과 손실의 균형

을 맞추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의무 연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서 사실로서 연대로 인해 생기는 부정 결과를 정의에 적

응하도록 수정해 나가는가. 우선 사실의 연대에서 이익과 교환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

실에 대한 보장에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Bourgeois, 1925: 96=1926: 106). 부

르주아는 이 동의를 얻기 위해 ‘준사회계약(quasi-contrat social)’57)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준사회계약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평한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상 계약 

관념을 확대시켜서 한 사람과 사회 전체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공평한 관계를 성립시

키려는 것이다. 

단, 이 준사회계약으로 인한 연대의 관념에서 사법계약처럼 몇 명이 어느 정도 

채무를 지고 몇 명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리 동일하게 사회적 부채를 지출받아 각 계약자를 비교적 

공평한 위치에 서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해도 부정의에 빠지지 않

57) 부르주아가 ‘준사회계약’을 도입하는 논리는 이렇다. “사회적 의무에 관한 한 실제로 사전

에 미래 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은 명확하다. (중략) 사회가 존재하는 이상 또한 사

회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전체의 암묵적인 동의로 성립되는 이상, 오래전부터 준계

약이라는 이름이 민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준계

약이란 과거로 소급시킬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하나의 사전적인 계약이다. 다시 말해 당사

자들이 만약 미리 자유롭게 참가해서 이 권리관계의 설정에 동의를 한다면 거기에 표시된 

의사의 해석으로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모든 원리를 그대

로 준계약의 효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Bourgeois, 1925: 87-88=1926: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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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Bourgeois, 1925: 232=1926: 137-138)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사람들

을 준사회계약을 통해 의무적으로 연대에 가입시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부채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계약자로서 평등한 위치에 서게 해서 사회적 정의

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 준사회계약에 따라 ‘권리’에는 기존 해석과는 다른 의미가 부가된다. 부르주아

는 종래 처럼 정의를 “각 사람의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충

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낡고 단순하다고 본다. 사회적 연대 사상에서 인간은 서로 의

존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집단의 일부를 이룬다는 사고가 권리의 

새로운 전제가 되어야 한다(Bourgeois, 1925: 167=1932: 95). 구성원은 연대 책임

을 전제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때 전체 사회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연대 책

임이 권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의가 사회에서 통하는 조건이 된다. 

부르주아는 이 준사회계약 개념에 입각해서 상호부조 제도를 법적으로 수립함으

로써 사람들간의 이익과 손실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채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

다. 그 상호부조 제도란 첫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무상교육, 둘째 정신형성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셋째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이다. 이 세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사회

정책 제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납세능력에 비례해서 지출한다. 즉 누진과세

의 도입이다(Bourgeois, 1925: 235-240=1926: 140-145). 

이러한 상호부조를 고안하면 국가가 이익과 손해를 공동부담하는 사무를 관장하

는 기관이 되지만, 국가를 창의자(創意者)로 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르주아는 창의

자로서 위에서 사람에게 명령하는 권위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

한 상호부조 제도는 사람들간의 사회적 합의로 지지된다고 보았다(Bourgeois, 1925: 

93-94=1926: 103). 부르주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법률은 국가가 마련하

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법률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사회생활상의 조

건을 정하기 위해서 성립시킨 사람들간의 합의의 표명이다”(Bourgeois, 1925: 

93-94=1926: 103). 국가의 법률로 실현되는 연대는 국가의 창의도 아니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계약에 준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

이다. 

② ‘사회적 연대’의 일본적 수용   

가. ‘장’의 사회로의 확대: ‘우리 가족’에서 ‘우리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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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 사상을 일본 사회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은 타고 카즈타미는 이 사상

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는 유기체라고 한다. 유기체란 세포인 각 분자가 통일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건장한 남자도 한 마리의 이를 전체를 총동원해서 제거하려

고 한다. (중략) 유기체인 신체는 자연‧필연적으로 일부의 고통을 다른 부분

이 공동 책임으로 제거한다. 이것은 자선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다. 전신(全
身) 연대라고 해도 좋다. (중략) 사회는 신체와 같이 유형적 유기체는 아니

지만 유기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손이 자선 때문에 한 마리 이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 일부의 고통, 예를 들어 극빈, 빈궁 같

은 사회 질병을 제거하는 것을 자선이라 할 수는 없다. 혀가 제멋대로 하

면 위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것처럼, 사회 일부가 제멋대로 하면 다른 부분

의 불화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요컨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부, 일

부로 이뤄지는 전체, 우리 사회의 관념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사회도 개인

도 진보하지 못 한다. (田子, 1982: 15-16, 타고가 ‘유기체’라는 의미로 

‘조직체’라고 쓴 부분은 ‘유기체’로 고쳐 씀) 

타고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 또한 신체와 같은 유기체로 인정되는 한, 사회 각 구

성원은 모두 통일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유기체인 신체에서 일부의 

고통을 다른 부분이 제거해서 신체 전체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사회구성원은 서

로 의존하면서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서 사회 전체의 조화를 유지할 책임과 의

무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를 이런 식으로 생리적 유기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은 타고만이 아니라 나마에 타카유키도 그렇다. 나마에는 “일부에 장애가 생긴 경우 

사회로서 이것을 회복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사회 일부에 약

자, 빈자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회적 강자, 부자가 보호하는 의무를 지니는 

것이 자연의 도리”(生江, 1983: 32)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회가 유기체라고 해도 부르주아의 경우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계약

적’ 유기체였다. 사회적 연대를 단지 생물을 조직하는 세포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유

추(analogy)로 해석하면 자연적 연대의 부정의를 사회적 연대로 가져오는 결과가 된

다. 계약 관념이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의무 연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는데 

계약 의식이 원래 희박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기체관을 받아들일 지반이 없다. 일본

에서는 사회적 연대가 생리적 유기체의 관계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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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는 사회적 연대 사상을 ‘우리 사회’라는 관념으로 간주했다. 이는 일본에서 

발달한 이에제도에서 나온 ‘우리 가족’ 관념의 유추다. 이에제도의 가족공동체에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중시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전체에 귀일하는 몰아

(沒我)의 논리가 지배했다. 가족구성원은 이에의 유지 발전을 위해 가족공동체를 일

심동체의 운명공동체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

시되었다. 가족공동체의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

는 데 기초가 된다.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처럼 ‘우리 사회’로 생각한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동화되고 일체를 이룬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공동체에서 

개인의 이익 주장이 부정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사회 일부가 제멋대로 하면 다른 

부분의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이 전체인 사회를 위해 존재

하는 몰아의 논리를 적응시키려 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우리 사회’로 보는 일본의 사회적 연대 사상은 종래 ‘자선’

과는 다르다. 나마에는 자선사업에 대해 “약자, 빈자에 대해 동정측은(同情惻隱)의 정

이 우러나오는 것은 인심의 자연이며, 이 감정이 발로해서 자선 행위가 이뤄진다”(生

江, 1983: 22)고 한다. 자선사업은 궁민에 대한 측은이나 자비심이 동기가 된 인도박

애의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인정의 발로인 자선은 임의적이고 꼭 하

지 않아도 되지만 연민의 정, 동정심에서 행해진다. 그만큼 자선은 특별하고 고상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쿠보타 세이타로우는 이러한 자선은 ‘타인을 대하는 것(他

人行儀)’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자선사업은 “타인의 일, 필요 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워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해라는 식으로 생

각하기 쉽다”(窪田, 1980d: 424-425)는 것이다. <그림3-5>에서 제시한 대로 ‘타인’

이란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장 바깥에 있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다른 장에 속하는 타인이 다른 장의 타인인 궁민이 안타깝다

고 위에서 아래로 베푼다. 이것은 사회를 자신과 일심동체로 생각하는 ‘연대’의 사고

가 아니다. ‘우리 가족’처럼 사회를 ‘우리 사회’로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주의가 이뤄졌

던 <내부>를 사회로까지 확대해서 가족의 <구별 없는 관계>를 사회에서도 일어나게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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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사회적 연대>

                                                                         

<그림3-6> ‘자선’에서 ‘사회적 연대’로 이행: ‘장’의 사회로의 확대 

위 그림과 같이 일본의 사회적 연대는 장 <내부>를 사회로까지 확대시켜서 그 

안에서 상호부조의 구제를 지향한다. 사회는 가난한 동포를 가족을 대하듯 구제하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발로하는 장이 된다.

타고는 장의 구성원간 “인간적인 성정(性情)을 용인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는 사회적 연대 사상을 완전히 구현할 소지가 원래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사회적 연대의 관념은 우리 가족에서는 일찍 발달했었다. 부모와 자식, 형

제간에 자선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족, 우리 집이라는 의식이 

잘 발달했기 때문이다. (田子, 1926: 15) 

부모 자식에 자선사업은 없다. (중략) 부자간에는 자연스럽게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돕는 감정이 존재한다. (중략) 형제간에 자선사업은 없다 (중

략) 당연히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소위 사회적 연대라는 사상은 별반 설명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 (田子, 1926: 81) 

‘우리 가족’, ‘우리 집’에는 이에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가족’ 구성원이 

상부상조하는 의식이 침투해 있다. 가족이 서로 돕는 것이 자유이거나 임의가 아니

라, 생활공동체인 장 내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르주아의 사상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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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연대’는 이미 ‘우리 가족’에서 경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자선에서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사회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부르주아의 연대사상이 일본에서 생리적 유기체의 연대에 머무르고 의무의 연대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에서는 고정된 틀이 전제로 자리 잡고 이 장에서 

이미 ‘연대’가 구현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에 포섭되지 않는 <구별

되는 개인>의 경우 타인과 타인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이 필요해진다. 

즉, 자연적 사실에서 규범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장에 포섭되는 <구별 없는 관계>

인 일본의 경우, 고정적 틀 때문에 내부의 확대로 타인을 포섭할 수밖에 없다. 타인

의 내부화라고 할 수 있다(<그림3-6>참조). 여기에서 (타인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간

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부 규

범을 적용하면 된다. 여기에서 자연적 사실에서 규범으로, 수동적 연대에서 능동적 

연대로 나아갈 소지는 없다. 부르주아의 경우 사회적 연대를 단지 생물을 조직하는 

세포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유추로 해석하면 자연적 연대의 부정의를 사회적 연대로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연‧사실에서 의무로의 이행이 불가피했다. 반면 일본

의 경우 사회적 연대는 생리적(자연적) 유기체의 관계로 이해되었다. 일본에서 자연‧
사실에서 의무로 전환 없이 사회적 연대사상을 ‘이해’하는 데 저항이 없었던 것은, 원

래 일본에서 자연상태를 부정의로 보는 시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사회적 연대를 장의 <내부> 확대로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한 일

본의 자연관에 대해 살펴본다.

나. 일본의 자연관 

사가라 토오루(相良亨)에 따르면, 메이지20년(1888년)대 후반에서 메이지30년

(1898년)대로 들어서면서 일본에서 ‘자연’이라는 말이 ‘nature’의 번역어로 ‘자연계’라

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nature’라는 의미로 ‘천지’, ‘만물’, 

‘우주’ 등이 사용되고 ‘자연’은 예부터 주로 ‘자연의’, ‘자연히’ 등 형용사나 부사 용법

으로 사용되었다. 1892년판 일본어사전 겐카이(玄海)에 ‘자연’이 명사로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オノヅカラ然ルコト)’이었다. ‘자연계’라는 의미의 

‘자연’의 명사적 용법이 이 시기에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相良, 1979: 

227-230). 이렇게 일본에서 ‘자연’은 인간과 대립하는 자연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

자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自ずから然ること)’, 즉 ‘본연의 모습’, ‘있는 그대

로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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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사상—‘자연’과 NATURE(翻訳の思想―｢自然｣とNATURE)(1977)의 저

자, 야나부 아키라(柳父章)는 일본어 ‘자연’은 ‘nature’의 번역어가 된 후에도 이 본래

의 의미가 남아 양자가 혼재한다고 지적한다(柳父, 1977: 32). 한편, 야나부는 ‘자연’

과 ‘nature’의 공통점으로 ‘인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nature를 대하는 인간 주체는 ‘인위’다. 또는 ‘인공’, ‘작위’의 주체다. 따라서 

nature는 ‘인위’와 대립하면서 ‘인위’를 불가결한 대립자로 지닌다. 그러나 

‘자연’이 ‘인위’와 대립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이다. 즉, nature

는 ‘인위’와 대립하지만 양립한다. 반드시 양립한다. 이에 반해 ‘자연’은 ‘인

위’와 대립하지만 양립하지 않는다. ‘자연’도 nature도 ‘인위’와 대립한다고 

할 때 이 측면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 (柳父, 1977: 49) 

‘nature’와 ‘자연’은 인위와 대립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nature’가 인위와 양립하

는 데 반해 ‘자연’은 인위와는 양립할 수 없고 부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어사전 다이지센(大辭泉)(1998년판)을 보면, ‘인위’는 ｢1.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사람의 소행. 2. 자연상태에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작위’는 ｢1.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 2. 사실인 것

처럼 고의로 손을 대는 것. 꾸며낸 일. (3. 법률용어로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거동)｣
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작위적’이라고 할 때 ｢고의로 하는 모양. 부자연스러움이 

눈에 띄는 모양｣으로 ‘작위’의 2의 의미에 해당한다. ‘nature’의 반대개념으로서 ‘인

위’ 및 ‘작위’의 의미는 모두 1의 의미, 즉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실체인 자연에 대해 주체로서 ‘인위’이며, 

<주체/객체>의 의미로 대립하지만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주체가 없는 객체, 객체

가 없는 주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자연’의 반대개념으로 부정되는 ‘인위’

의 의미는 2의 ‘자연상태에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이며 고의적인 ‘꾸며낸 일’로서 ‘작

위’의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한다. 이 ‘인위’는 작위적인 행위로서 ‘부자연스러움’을 낳

는다. 이 경우 ‘인위’가 자연에 대한 고의의 소작(所作)으로 생각되어 ‘자연’은 ‘인위’

와 양립할 수 없고 부정의 대상이 된다. ‘인위’, ‘작위’의 의미가 1은 nature의 번역인 

자연에 대응하는 반면, 2는 본래의 ‘자연’에 대응한 의미가 된다. 일본어 자연에는 

nature의 번역어의 의미와 본래 ‘자연’의 의미가 혼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대

립개념인 인위, 작위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양에서는 <nature/인위>가 대립하면서 양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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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nature가 상대화되는 반면, 일본의 <‘자연’/인위>는 대립하면서 ‘인위’가 

부정되기 때문에 ‘자연’이 절대화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자연을 ‘완성된 상태’로 보

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절대화하고 ‘완성된 상태’로 생각하면, 그 반대는 ‘결여된 

상태’가 된다. 이는 ‘인위’가 아니라 ‘부자연(不自然)’이다. 일본 본래 ‘자연’은 ‘nature’

처럼 <주/객> 도식으로 파악할 수 없고 주객이 통합되고 절대화된 <완전>이다. 일본

에서 ‘자연’의 의미는 <완전/결여> 도식으로 파악되고 <자연/인위> 대신 <자연/부자

연> 구별이 적용된다.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일본인이 자연과 완전한 조화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식

을 가장 강하게 가진다”(山本, 1984: 95)고 강조한다. 일본인의 이런 의식은 ‘人(히

토, 사람)’라는 말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다. ‘人’의 어원은 ‘靈止(히토)’로 이것은 영

(靈)이 머무는 존재라는 의미다. 이 말은 “살면서 대자연인 영력과 합일(合一)하고 싶

은 일본인의 심정”에서 생겼다고 생각된다. 사키사카 히로시는 이러한 심정을 “어머

니 대지의 품에 안겨서 무아(無我)가 되는 것을 최상의 종교적 경지로 보는 일본인”

의 특색이라고 지적한다(向坂, 1979: 125). 

일본인에게 ‘자연’은 <완전>이며 ‘부자연’은 <결여>다.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

는 것처럼, 자연의 도리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순응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도

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에게 자연은 인위적으로 손을 대야 하는 

무질서가 아니라 절대적 질서다. 이 자연의 질서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존재한다. 인간은 오직 자연의 도리에 맞게 자기 생

활을 영위하면 되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자연은 부정은 아니지만 정의 바깥의 것”이라 생각했다. 즉, 자연에

는 정의가 구현되는 질서가 없다. 따라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확립해서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예부터 일본에서 자연에는 ‘자연의 도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 

일본인에게는 자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만약 사회에 

결함이 있다면 인위적‧작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된다. 사회에 구

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의 원리를 사회로 확대해 ‘부자간 자연의 정’을 

적용시켜 사회를 위해 진력하는 정신을 이끌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구제는 

제도의 확립보다 우선 ‘우리 가족’처럼 ‘우리 사회’로 사고를 전환시켜서 실현된다. 부

르주아의 경우는 인위적인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의무의 연대로 이행했으나, 일본은 사

고의 전환을 통해 자연적 연대가 사회사업의 지도이념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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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사회사업을 지탱한 의미조건: 정의와 인도 ‧ 의무 ‧ 행복 ‧ 자유 

① 정의와 인도

부르주아의 사회적 연대사상은 정의를 사회의 목적으로 했다. 부르주아는 개인이 

자신의 진가로 얻을 수 있다고 상기하는 ‘있어야 할 상태’가 현재에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공평한 사회적 가치의 부재’로 보았다. 부르주아의 경우, 무엇을 정의로 보고 

무엇을 부정의로 볼 것인가라는 <정/부정>의 선택기준은, 사회적 가치의 평등성을 전

제로 공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다. 부르주아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향해 자연적 

연대에서 의무적·인위적 연대로 이행시킴으로써 자연적 연대를 상대화시켰다. 부르주

아의 사회적 연대사상에서는 사실로서 존재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속성의 차별은 정의

의 관념을 도입해서 메울 수 있었다. 부르주아가 제창한 사회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연대의 일본에서 속성은 사실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속성에 따라 

분수에 맞는 행동을 통해 질서가 유지된다. 일본에서도 사회적 연대사상과 관련해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부르주아처럼 속성에 따른 차별을 메워주기 위한 정의가 아니

다. 원래 일본어 ‘정의’의 의미는 ｢1 사람으로서 도리에 맞고 옳은 것. 2 올바른 의

의. 올바른 해석. 3 인간의 사회행동의 평가 기준이며 위반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수

반하는 규범｣(大辭泉1998년판)인데, 1의 의미에서 <정/부정>을 가르는 기준이 ‘사

람으로서 도리’, 즉 인도(人道)에 맞는지 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토코나미 

타케지로우는 사회적 연대의 근본사상을 ‘정의와 인도’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정의의 관념은, 사회의 분자(分子)인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의 정당

성 여부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 판단을 토대로 사회사업을 실

행하고 사회생활을 정의의 기초 위에 서게 하려는 것이다. (중략) 더구나 

인류의 진보와 행복을 바라고 모든 사회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넓은 인도적 

정신이 근저를 이룬 것이 (중략)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長谷川, 

1920: 82) 

토코나미의 발언을 보면, “사회의 분자인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의 정당성 여

부”라는 <정/부정>의 선택기준은, “모든 사회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인도적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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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제삼자가 인도적 관점에서 판단해서 사회사업이 이뤄진 결과 부정이 제거

되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타고 카즈타미도 정의와 인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정의란 좋은 원인으로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독려하

고 나쁜 것을 배척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이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의 관념

만으로 안 된다. 인도를 주장해서 이로써 세상일을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옳고 그름만으로 세상을 다룰 수는 없다. (田子, 1926: 84) 

토코나미는 <정/부정>의 선택기준을 인도적 관점에 두었고 타고는 인도를 정의

보다 상위에 자리매김했다. ‘우리 사회’가 부모와 자식의 자연스러운 정과 같이 측은

(惻隱)의 정이 발로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관념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의 조

화를 유지하려면 정의에 앞서 <정/부정>을 가리는 기준인 인도적 정신이 확립되어야

만 한다.

➁ 의무

부르주아는 정의의 관념으로 의무적 연대를 도출했다. 과거의 성과가 현재에서 

부정하게 분배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의는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고 사회

적 의무를 다하는 의무 연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의 해석이 

다르고 사회적 연대를 의무연대가 아닌 자연적 연대로 이해하는 일본에서는 의무 또

한 부르주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마에는 전술한 것처럼 

“사회 일부에 약자, 빈자가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사회적 강자, 부자가 보호의무를 

지는 것은 자연의 도리”라며 강자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의무로서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약자로서 의무를 요구한다. 

사회적 연대책임이라는 관념은 각자가 그 지위, 계급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을 말한다 (중략).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대에는 개인

의 봉사정신이 지극히 필요했듯이,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복지증진을 주

요목적으로 하는 현재에는, 예전의 개인에 대한 개인봉사정신을 기조로 그 

정신을 확대해서 사회를 위해 힘을 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을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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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고 한다. (生江, 1983: 33) 

설령 약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위, 계급, 즉 그 분수에 맞게 스스로 노력하는 

정신이 요구되고 이를 사회봉사로 보는 것이다. 일본의 자연적 연대에서 의무란 사회

봉사의 의무가 된다. 따라서 지향하는 사회사업의 내용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각 사

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하는 것”(生江, 1983: 34)이 된다. 

사회봉사라는 발상은 가족구성원이 이에의 유지발전을 위해 하는 ‘무사(無私)의 

봉사’를 유추한 것이다. 가족구성원이 각각 지위에 맞게 봉사해서 선조의 의지를 자

손으로 계승하는 것이 책무라는 논리가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대라는 사상에는 자연적 연대, 즉 세포가 서로 결합해서 유기체적으로 

관계맺는 것처럼 (중략) 개인이 인류사회의 한 채무자로서 선조의 선물을 

후대 자손에게 계승하지 않으면 문화의 의의는 없어진다. (矢吹, 1982: 

123) 

부르주아의 사회적 연대사상에서는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사회구성원은 사회에 

태어나면서 부채를 떠안는 사회적 부채자였다. 그러나 과거 성과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는 같은 부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과 적

게 얻는 사람이 생긴다. 따라서 이 부채의 상환, 공동부담으로 연대의무가 이뤄졌다. 

따라서 부르주아가 말하는 의무는 일본처럼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그 기저에 신분에 맞는 봉사라는 사고는 없다. 한편, 사회가 하나의 장이 

되고 개인은 그 안에서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일본의 경우, 개인이 받는 이

익의 과다(過多)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타고는 초과누진세 등의 방법은 부(富)의 

제한이고 국가권력의 행사라며 부정적이다. 사회사업의 입장은 부의 균형보다 모든 

사회인의 행복을 희망하는 보호주의를 취한다고 주장한다(田子, 1982: 22-23). 

부르주아의 경우, 현재를 사는 사람은 과거 성과의 채무자로 그 수혜의 불균형의 

해소는 현재 사회정책으로 실현된다. 일본에서는 현재를 과거에서 미래로 잇는 고리

로 생각하는 가족제도의 유추 때문에, 현재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받은 성

과는 선물로 간주하고 ‘은혜’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이 선조의 선

물을 자손으로 계승해가는 책무를 진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사회적 연대는 ‘보은의 

의무’(矢吹, 1982: 124)라 생각되고 사회 전체를 위한 의무봉사라는 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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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행복 

타고 카즈타미는 사회사업은 사회적 연대 사상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회생활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노력”(田子, 1982: 11-12)이

라고 했다. 그리고 사회의 진보와 개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생행복사업’, ‘성육

행복사업’, ‘직업행복사업’, ‘생활행복사업’, ‘정신행복사업’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사회

사업을 분류했다. 

그런데 원래 행복이란 만족에서 얻어지는 감정이다. 행복한지 아닌지는 무엇에 

만족하는지에 달렸고 무엇에 만족하는지는 그것을 느끼는 인격에 달려 있다. 인격에 

관계되는 감정인만큼 그 인격을 자극하는 사회에 따라 행복의 해석은 달라진다. 즉, 

무엇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지에 보편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도 ‘행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에게 행복은 결코 사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행복은 내적인 것이고 사람이 피난하는 개인 방 내부에 존재한다. 개인적 행

복이고 매우 높은 도덕적 행복이어서 아무도 이것을 해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어렵다.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서 분

할할 수 없고 외부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다. 사회의 이상은 모든 사람들의 

정의다. (Bourgeois, 1925: 166-167=1932: 94-95) 

<구별되는 개인>의 경우 <내부/외부>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까지 축소된

다. 부르주아가 말한 대로 개인적 행복은 <내부>인 개인의 마음에서 생긴다. <구별되

는 개인>에게 행복이란, 개인이 스스로 취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과의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는 감정이다. 이 사적인 행복이 공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개인이 자신과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행동할 때 

보편적인 가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정의의 관념인 것이다.

한편, <구별 없는 관계>인 일본에서는 <내부/외부>를 가리는 경계는 개인의 마

음이 아니라 개인이 소속하는 장이다. 장이 개인이 만족할지 안 할지 기준이 된다. 

인간은 아무리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충분해도 혼자 만족하며 즐겁게 살 수 

없다. 적어도 부자 형제,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지 않으면 만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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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없다. (窪田, 1980d: 424)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에게는 “가족 전원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

이 되고 “가족 일원의 불행은 온 가족의 불행”(津田, 1933: 11)이 된다. ‘사적 행복’

은 ‘장의 행복’에 흡수된다. 개인의 <행복/불행>은 장의 <행복/불행>에 좌우되는 것

이다. 

사회라는 것은 일가일족과 같다. 따라서 인간은 단결해서 사회를 만들고 

생활해야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사회 내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비로

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窪田, 1980d: 424) 

이제 사회 전체가 행복한 것이 바로 개인의 행복이 된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행

복이 사회의 행복에 흡수되어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으로서 실현된다. 부르주아

는 사적인 행복이 공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일본에서 행복은 공적인 

가치가 되고 사회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58)  

➃ 자유

타고 카즈타미는 사회사업은 “현대 및 미래 사회를 토대로 사회생활에 자유를 

주고 부자유를 제거하는 계속적인 사회적 노력”이라고 말했다(田子, 1982: 20). ‘부자

유를 제거’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발상은 장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타

고가 말하는 자유는 ‘사회생활의 자유’에 한정되는 점이 중요한데, 이 사회사업의 목

적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어떠한 종류의 ‘부자유’와 대립되는 자유인지가 주목할 점이

다. 

타고는 헌법학자 호즈미 야쓰카의 ‘보호는 복종이다’라는 말에 근거해서 행복과 

같이 자유를 주는 것을 사회사업의 목적으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58) 쿠보타 세이타로우는 사회사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중

략) 같은 사회에서 비교적 불행하고 불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서 보다 나은 행복 

상태에 두는 것, 다시 말해 보다 나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요컨대 가급적 전체 문화의 

수혜를 입게 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으로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 

사회사업이다.” (窪田c, 198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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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丁稚)이 복종하는 것은 부자유이지만 생활은 자유롭고 전혀 불안을 느

낄 일이 없었다. 지금은 자유계약 아래서 근로자의 계약은 자유이지만 생

활은 불안하다. (중략) 자유계약의 결함을 사회사업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田子, 1982: 24-25) 

봉건시대부터 있는 丁稚제도에서 사환은 주인과 절대적 복종관계에 있고 일상생

활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주인집의 규칙에 따랐다. 그 점에서 ‘복종에 따른 부자유’

를 겪는다. 그러나 주인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적당한 시기에 주인집의 상점이름을 사

용해서 자신의 가게를 마련할 수 있었다(のれんわけ). 또한 주인집에 있으면 불경기

에도 ‘의식주(衣食住)에 부자유’를 느끼는 일은 없었다. 그 의미에서 ‘생활은 자유’였

다(田子, 1982: 24). 한편, 민법으로 노사간 자유계약으로 인해 불경기 때 근로자는 

해고될 가능성 때문에 ‘생활의 자유’가 위협된다는 불안이 항상 뒤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의 자유’의 대립개념인 ‘의식주의 부자유’에서 사용되는 

‘부자유’와 ‘복종에 따른 부자유’라고 할 때 ‘부자유’의 의미는 다르다. 일본어 ‘부자

유’의 의미에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부족함이나 결함이 있어서 곤란한 것. 

불편한 것｣(大辭泉1998년판) 등이 있다. 그리고 ‘부자유’의 영어표기에는 ｢1. <불

편>inconvenience, 2. <가난>poverty, 3. <신체의> disability｣가 있고 ‘freedom’이

나 ‘liberty’에 대립하는 ‘captivity’, ‘slavery’의 의미는 없다. ‘부자유’라는 말의 용법

에서 일본인은 흔히 의식주가 채워지는 것을 ‘부자유가 없는 생활(不自由のない生活)’

이라고 말하고 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돈에 부자유하다(金に不自由する)’고 표현한

다. 일본인에게 ‘부자유’란 단순히 불편한 것, 금전적인 불편 때문에 궁핍하다는 경제

적 측면이 강하다. 자유에는 여러 함의가 있지만, ”부자유가 아니다“는 의미의 ‘자유’

는 불편, 궁핍이라는 의미의 ‘부자유’와 대립한다. 따라서 생활로 한정할 수 있다.59)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에 따른 부자유’는 보호 덕분에 ‘생활의 자유’로 해소되는 

‘부자유’로, 불편을 강요당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된다. 보호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생활의 자유’는 ‘주어지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패트

릭·헨리)라는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자유, ‘획득하는 자유’의 의미는 아니다. 

생활의 <자유/부자유>의 조건은 보호의 존재 여부다. 이에 따라 <안심/불안>이 

59) 이러한 ‘자유’의 의미, 즉 부자유를 해소한다는 의미의 자유의 정의는 에도시대에 나타난

다. 일본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스즈키 쇼우산(鈴木正三)은 상인의 임무를 “부자유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상인의 매매·유통을 ‘자유’의 기초로 보았다(山本, 199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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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 즉, 복종해서 ‘부자유(불편)’여도 보호가 있으면 생활은 자유이고 안심이 된

다. 계약으로 자유로워도 보호가 없으면 생활이 ‘부자유’이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하

다. 사회사업은 이 상황에서 ‘보호’ 역할을 해서 생활의 “부자유를 제거하는 계속적인 

사회적 노력”을 하는 사명을 지게 되는 것이다.60)

한편 ‘자유’에 대한 부르주아의 언급을 보면, “참된 자유는 사회적 부채의 상환에

서 시작한다”(Bourgeois, 1925: 101=1926: 111), 또는 “인간은 상호 결합상태에 동

의해서 해방될 경우만 진정한 자유가 된다”(Bourgeois, 1925: 177=1932: 106)고 말

한다. 이 근저에는 ‘해방’이 있다. 사람들이 연대에 동의하고 사회적 부채를 승인해서 

그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부채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

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사회조직이 만들

어진다. 여기에서 자유는 사회정책의 조건이며 목적이 아니다. 

타고는 “현대사회는 사회사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田子, 1982: 23) 고 말한

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공정성을 지향해서가 아니다. 계약의 ‘자유’의 만연에 따른 

‘생활의 부자유’를 제거하는 것, 이로써 ‘생활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일

본 사회사업의 사회적 목적은 여기에 있다. 

3. 국민후생사업과 ‘군민일여’

1) ‘후생’의 출현: 사회에서 국가로 

만주사변(1931-1933년)을 계기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국외라는 <외부> 

의식이 강해지면서 <내부/외부>를 경계짓는 ‘국가’에 대한 의식도 강해진다. ‘국가’의

식의 대두와 함께 <내부>(국내)에 대한 의식도 깊어진다. 이는 종래 사회사업에 대한  

근본적 수정 요구로 나타났다. ‘사회의 발견’으로 나타난 종래 사회사업을 지탱한 의

미규정으로는 ‘국가의 재발견’으로 증대한 복합성에 대응할 수 없고 새로운 환경 변

화에 대응한 의미규정으로 생활보장의 질서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이 요청은 가속화되고 1938년 1월 ‘국민체력의 향상 및 

국민복지의 증진’을 사명으로 후생성이 설치되었다.61) 같은 해 ｢국가총동원법(國家總

60) 일본의 <자유/부자유>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복종 (=부자유)            보호 = 안심  (생활의 자유) 

계약의 자유              무(無)보호 = 불안  (생활의 부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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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員法)｣이 제정되고 완전한 전시체제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활동이 ‘고도국방국가 건

설’이라는 국가 목적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되었다. 사회사업 또한 국내체제의 

일환으로서 신체제 정비에 즉시 대응하게끔 그 이념과 성격의 전환이 요구되고 사회

사업의 목표는 ‘고도 후생국가의 건설’이 되었다(日本社會事業硏究會, 1997: 9). 　　　

사회사업가인 야마구치 타다시(山口正)는 ‘후생’이란 “입을 옷이 있고 굶지 않으며 춥

지 않아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山口, 1939a: 2)는 의미이며 ‘국민후생’은 

“경제, 건강, 교화 및 도덕 등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공적 작용 및 모든 사회적 행동

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생사업’은 “이러한 다방면의 국민후생을 추구하는 

노력 가운데 한 특수한 부분, 즉 보호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山口, 1939a: 

6). 종래 ‘사회사업’은 그 명칭을 바꿔 ‘후생사업’이 됨으로써 국가적 보호책의 일부로

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임이 명확해진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에 대해 <내부/외부>를 경계짓는 국가에 대한 의식이 강해짐

으로써 단순히 <내부>가 사회에서 국가로 확대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연대를 이념

으로 한 종래 사회사업은 <내부>를 사회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주의를 사회에 적용할 

수 있었다. 부르주아의 사회적 연대와 달리, <외부>에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사회로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본 자체의 자연관이었다. 한편, 

후생사업의 경우 국가주의, 일본주의, 국민주의, 전체주의 등 역사성의 강조가 그 기

초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사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는 건국 3천년 역사를 통

해 무궁(無窮)하게 흐르는 일군만민(一君萬民) 주의가 있고 군민일여(君民一如)의 도

의적 가족국가가 있다. 경제도 사회사업도 그 지도원리는 모두 여기에서 나오고 에기

에 귀일하지 않으면 일본인의 마음을 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古屋, 1938: 22)며 

전시 사회사업의 원리는 그 일본적 성격에 눈을 떠서 이를 자각하는 데서 찾아야 한

다고 주장되었다. 

종래 사회사업은 사회적 연대주의를 기초 사상으로 사회를 유기적 전체로 이해

함으로써 개체(個體)를 결합해서 전체를 만들어 냈다. 한편 후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와 개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하지만 먼저 개체가 결합되는 것이 아리라 전체

성이 앞서면서 전체와 개체의 관계가 강조된다. 이 점에서 사회적 연대주의와 차이점

이 부각된다(山口, 1939c: 23). 이렇듯 <전체>와 <개인>의 관계가 강조됨으로써 성

립된 ‘일군만민’, ‘군민일여’의 도의적 가족국가는 “종적으로는 주권과 국민이 역사적 

61) 1938년 1월 내무성에서 위생국과 사회국이 분리되면서 후생성이 설치되었다. 후생성의 탄

생 배경에는, 징병 검사에서 국민체력의 열등을 우려한 육군군부의 강한 요망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안정 뿐 아니라, 국방을 목표로 한 국민 체력의 향상도 후생성의 중요 

과제였다(牧, 1938: 26). 



                                                          3. 국민후생사업과 ‘군민일여’

- 89 -

 <과거>      황조                    조선        

                                                                             

                                                                      <대우주>

                                                            <소우주>          

<현재>     천왕 (군)                  신민  (부    자)    

                          (충)                   (효)

        

<미래>

‘혈연’관계로 결부되고 횡적으로는 국민이 서로 같이 전체적으로 연결”(大久保, 1934: 

17)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사회의 발견’에서 ‘국가의 재발견’으로, 후생사업에서 가족

주의의 국가로 확대는, 단순히 <내부>의 확대가 아니라 종적 관계, 즉 <내부>의 <부

분/전체> 구별에 <부분/전체> 구별이 들어감으로 인한 <내부>의 확대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가족국가 구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3-7> <부분/전체> 구별의 중층으로 형성된 가족국가의 구도

종래 사회사업은 ‘사회적 연대’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향상’을 사업의 근

간으로 했다. (‘우리 집’의 유추인)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봉사의 의무가 있고 <보호자/피보호자> 구별은 <강자/약자>, <빈/부> 구별로 조

건부여되었다. 반면 국민후생을 추구하는 후생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국가로 <내

부>가 확대됨으로써 종래 <보호자/피보호자>가 <국민>으로 통합되고 새로 <군(君)/

국민> 구별이 도입된다. 종래 보호자든 요보호자든 일군만민에서 모두 <국민>이며 

새로운 <군/국민> 구별 하에서 국민 내에 구별은 없고 국민 전원이 피보호자가 된다. 

따라서 후생사업은 고도후생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시설을 정비·확충해서 온 국민

의 생활안정 및 체위의 보유‧증강을 도모할 것이 요청된다. 그 뿐 아니라 종래 사회사

업의 대상이 된 요보호자층도 인적 자원으로 보호육성해서 일본의 국방 및 산업자원

의 유지 배양을 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日本社會事業硏究會, 1997: 3). 종래 사회사

업에서 보호받았던 빈궁자·노령자·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국가 신체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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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분수에 맞는 생산 활동이 요구된 것이다.62) 이제 후생사업의 사명은 온 국민을 

생산적 근로계급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활을 안정시켜 표준생활에 끌어 올리는 것이 

된다. 

2) ‘충효일치’에 의한 조직논리와 혈연논리의 융합 

이에에서는 개인을 초월한 전체성이 가족관계를 포섭하고 그 대표인 가장은 때

로 ‘천(天)’으로 관념되고 초월적인 신성한 권위의 소유자로 인식되었다(川島, 2000c: 

127). 이러한 작은 이에들이 모여서 일대 국가를 이룬다. 황실은 천조(天祖)의 직계로

서 국민의 종가(宗家)로 간주된다. 가장을 ‘천’으로 삼는 ‘소우주’인 ‘작은 이에’가 천

황을 ‘천’으로 삼는 ‘대우주’인 ‘큰 이에’, 즉 국가에 포섭된다. <부분/전체>의 통합체

인 소우주가 <부분>이 되고 전체인 대우주에 통합된다(<그림3-7>참조).

이렇듯 <부분/전체>가 <부분/전체>에 들어가며 가족주의의 장이 확대됨에 따라 

<내부>의 부자간 ‘효(孝)’가 보다 큰 <내부>의 군민간 ‘충(忠)’과 도덕적으로 같은 성

질로 여겨진다.63) ‘작은 이에’와 이를 포섭하는 종가=국가라는 ‘이에’의 대소 차이에 

따라 명칭이 다를 뿐 가족국가에서 충과 효는 일치한다.64) 그런데 일본에서 충과 효

62) 일본사회사업신체제요강-후생사업대강-(日本社會事業新體制要綱-厚生事業大綱-)(1940)

은 후생사업의 대상을 ‘성원 자격을 소유하는 사람’, ‘성원 자격이 결여된 사람’, ‘성원 자

격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사람’(빈곤자)으로 분류했다. ‘성원 자격을 소유하는 사람’은 봉

급생활자로서 보통 생활을 보내는 사람으로 표준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생활 지도의 대상

이 된다. ‘성원 자격이 결여된 사람’은 선천적인 불구 폐질과 후천적인 질병·실업자 등으

로 전자는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기대할 수 없지만, (중략) 본인, 그 가

족, 이웃, 국가사회의 복지 안녕을 위해서 보호 구제가 필요”하고, 후자는 보호 육성해서 

신속하게 국가의 성원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중

간적 존재인 ‘성원 자격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표준생활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인

적 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후생사업의 사명으로 했다(日本社會事業硏究會, 1997: 

12-15). 

63) 이노우에 테쯔지로우(井上哲次郎)는 일본의 가족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작은 가족이 이미 가족제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모여서 일대 국가를 이룬다. 국

가 전체가 그것이다. 작은 가족은 그것을 축소한 형태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은 가족 내에

서 가장에 대해 효(孝)를 실천하는 것과 큰 가족에서 군(君)에 대해 충(忠)을 실천하는 것

은 도덕으로서 같은 성질이다. 단지 대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큰 것을 충으로 하고 작

은 것을 효로 하는데 큰 것을 대효(大孝)라고 해도 지장이 없다. 그리하여 그 작은 것은 

소충(小忠)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단지 대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하고 있

는 것 뿐이고 실은 같은 도덕이다. 그 의미에서 충효일치라고 할 수 있다”(井上哲次郎, 

1912: 270). 

64) ‘충효일치’는 천황에 대한 ‘충’과 ‘이에’의 선조숭배가 일치하는 데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현재 가족의 선조는 황조황종(皇祖皇宗)을 모셔온 신민(臣民)이기도 했다. 현재 가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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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지만 원래 중국의 고전유교에서 충효일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의 기본

도덕인 오륜(五倫)에서 주군에 대한 ‘의(義)’(=忠)와 부모에 대한 ‘효’는 서로 다른 개

념과 규범으로 엄중히 구별된다.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禮記)에는 ‘군신의합, 부

자천합(君臣義合, 父子天合)’이라는 명제가 있다. “‘충’이 기능하는 군신관계는 후천적

이고 인위적인 관계, 즉 ‘의합’인 데 반해, ‘효’가 기능하는 부자관계는 사람의 힘으로

는 어찌 할 수 없는 선천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 즉 ‘천합’으로, 신하는 군주에게 세 

번 간언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군주를 떠나지만 자식은 아버지에게 세 번 간

언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흐느껴 울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여겨졌

다”(世界大百科事典2007년판). ‘의’과 ‘효’의 경계에서 두 규범의 불일치 때문에 긴

장이 생길 경우 주군에 대한 ‘의’보다 부모에 대한 ‘효’가 우선시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충과 효는 일치될 뿐 아니라 효가 충에 붙는다. “충을 떠나서 

효는 존재하지 않고 효는 충을 그 근본”(文部省, 1937: 47)으로 삼는다. 원래 ‘효’는 

직접 접하는 육친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이고, ‘충’은 자신의 생애 보증

에 관한 주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이다. 이 ‘효’에서 ‘선천적이고 자

연스러운 관계’인 혈연논리가, ‘충’에서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관계’인 조직논리가 도

출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충효일치로 인해 이 혈연논리와 조직논리가 융합해서 애

매모호해진다. 따라서 “의는 군신, 정은 부자(義は君臣、情は父子)”라는 말의 의미대

로 도리상 군과 신의 관계라도 정의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가 이뤄진

다. 말하자면 조직논리가 의제적 혈연논리로 장식되고 인위적 관계가 자연적 관계로 

간주되면서 공적인 세계와 사적인 세계가 융통자재로 유동한다. ‘군민일여’의 <전체

성>은 이러한 혈연의 논리와 조직의 논리의 융합으로 지탱되어 성립된다. 

이렇듯 혈연의 논리와 조직의 논리 융합에 따른 의제적 가족의 국가로 확대와 

함께 등장한 후생사업의 보호구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후생사업은 단순히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국민에게 

가치 많은 동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중략). 이렇

게 생각하면 구제를 청구한다든가 구제를 받는 권리 등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 국가에 대

자손으로서 선조의 충성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를 현재에서 살려서 후대에 전달하는 일에

도 책무를 진다. 황조황종을 모신 의지도 계승하는 것이다. “천황에 대해 충절(忠節)의 진

심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선조의 유풍(遺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의지를 계승하는 것

은 부조(父祖)에 대한 효로 이어진다(文部省, 1937: 47). 이로써 “충을 떠나서 효는 존재

하지 않고, 효는 충을 그 근본”으로 한다는 충효일치가 도출된다(文部省, 193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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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주어진다. 다시 말해 국가에 봉사하고 의무를 하

기에 구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은 천조(天祖)의 마음에 따르고 천양

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모시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으며 이 

이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각자 그 업무에 힘쓰고 그 분수를 다하는 것

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山口, 1939c: 9-10) 

<그림3-3>에서 제시한 대로 이에에서 가족구성원은 선조의 위령을 받들고 각자 

분수에 맞게 무사(無私)의 봉사를 하고 가장에게 순종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것과 마

찬가지로 (혈연의 논리와 조직의 논리 융합으로 인한) 의제적 가족국가에서도 국민은 

천양무궁의 황운(皇運)을 모심으로써 각자 분수를 다하고 그 업무에 힘쓰는 것이 당

연시된다. 그리고 이에에서 가장이 구성원을 보호한 것처럼 가족국가에서는 후생사업

이 “일본 국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황은(皇恩)을 받고 있는 국민의 보호”(山口, 

1939c: 10)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에서 개인의 권리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후

생사업이 국민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어려움이나 장애를 제거해서 행

복을 초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에처럼 어디까지나 국가, 즉 <전체성>에 봉사하기 

때문에 구제되고 보호되는 것이다. 

3) 국민후생의 이념: ‘물심일여’ 

전시 신체제 하에서 사회사업은 후생사업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되고 

그 모든 기능을 발휘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려서 천양무궁의 황운을 모시는 체제가 

된다. 

이 국민후생은 ‘물심일여’(物心一如)를 이상으로 한다(山口, 1939a: 5). ‘일여’란 

원래 불교용어인데 속류화(俗流化)되면서 종종 “서로 다른 것들의 접합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丸山, 1980: 14). 원래 다른 ‘物’과 ‘心’의 접합은 <그림3-7>에서 

제시한 대로 <부분/전체>의 통합이 새로운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됨으로써 나타

나는 ‘절대적 일존(一尊)’으로 조건부여되기에 가능하다.65) 

65) ‘일존(一尊)’이라는 사고는 에도막부의 통치사상을 대표하는 지식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

白石)의 기독교 금지 논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라이는 서양기문(西洋紀聞)(1715년경)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臣)은 군을 천(天)으로 삼고 자식은 아버지를 천으로 삼으

며 아내는 남편을 천으로 삼는다. (중략) 군신, 부자, 부부 관계를 제외하고 천을 받들 길

은 없다. 만약 우리 군 이외에 모시는 대군(大君)이 있고 우리 아버지 이외에 모시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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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조에서는 바로 위의 부모를 천(天)으로 보고 부모는 그 위의 주군을 천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계층적으로 자신의 바로 위를 절대화해 감으로써 집단 내 질서가 

유지된다(山本, 1993: 36). 한편, 일신교를 신앙하는 서양의 경우 개인이 ‘천’(신)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주군과 함께 두 개의 ‘천’이 존재한다. ‘진정한 천’과 ‘자신의 바

로 위의 천’이라는 두 천을 받들게 되고 충성의 대상이 양극화된다. 그런데 이 충성

의 양극화는 종교에 근거하는 정신적 질서와 세속적 질서의 두 측의 병립을 의미한

다. 이로써 <양극>구조로는 ‘물(物)’과 ‘심(心)’이 ‘일여’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양극

으로 인한 긴장관계로 양자는 상대화되므로 개인이 어느 한 쪽에 몰아(沒我)·귀일(歸

一)하는 일이 없다. 일본의 충성 일극화와 서양의 충성 양극화를 <그림3-8>처럼 도

식화할 수 있다. 

                                                <천> 

                                                             

                                                      

    <천>               <천>                          <천>

                                                            

　　　　　　　　　　　　　　　　　　　

　　　　　　　　　　　　　　　　　　                   개인

                   

             개인

                                             

            

          <양극>                                  <일극>         

                              

<그림3-8> 충성 일극화와 충성 양극화의 구도  

<양극>구조인 서양에서 근대국가는 진리라든가 도덕적 가치에 관해서 중립적 입

장을 취한다. 그 가치의 선택과 판단은 다른 사회집단 (예를 들면 교회) 내지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국가주권의 기초는 이러한 내용적 가치에서 사상(捨象)된 순수하게 형

(大父)가 있고 그 존귀(尊貴)함에 우리 군, 아버지가 못 미친다고 하면, 이에에는 이존(二

尊), 나라에는 이군(二君)이 있는 것 뿐 아니라 군을 홑으로 보고 아버지를 홑으로 보게 

된다. 이보다 큰 문제는 없다”(新井, 19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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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법 기구 위에 두어진다. 이로써 서구의 절대군주는 그 지배근거를 공적 질서

의 유지라는 외면적인 것에 둔다(丸山, 1964: 13). 이에 따라 개인 내면의 마음의 문

제와 외면적인 행동의 문제가 구별된다. 개인은 (외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면적 행

동이 법으로 규제되었어도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침입하는 일은 없고 개인의 발상의 

자유는 확보된다. <통치자/피통치자>의 관계는 <형식/내용>, <외부/내부>, <공적/개

인> 구별로 조건부여된다. 

반면 <일극>구조인 일본에서는 천황은 형식적인 법체계에 흡수되지 않는다. 원

래 일본의 건국창업은 황실의 힘으로 이뤄졌고 황실은 역사적으로 법률을 초월한 존

재로 관념되었다(井上哲次郎, 1912: 48). 천황은 ‘도덕의 천원체(泉源體)’로 시비와 

선악을 넘은 존재이자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 권력의 부여자가 된다. 여기에서 

‘권위’와 ‘권력’이 일체화된다. 이로 인해 법과 도덕이라는 <외적/내적> 강제가 국체

(國體)로부터 일원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양과 반대로 개인

의 내면적 마음과 외면적 행동이 미분리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개인은 내면적 마

음을 전환해서 자신의 외면적 행동을 규제하고 이로써 (외부) 질서의 확립을 꾀한다. 

이는 내면의 동질화에 의한 질서 확립이다. 당연히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은 제한된

다. <일극>구조에서는 절대적 가치가 무제한으로 그리고 자유자재로 개인의 정신영

역에 침투한다.66) <통치자/피통치자>의 관계는 서양처럼 <형식/내용>, <외부/내부>, 

<공적/개인> 구별로 조건부여되지 않고 이 구별들이 통합된 ‘물심일여’의 전체적 포

섭이 된다. 

물심일여를 이상으로 한 후생사업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 향상을 위해 노

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신체의 건강을 통해 정신의 건강을 기하는 데 둔다. 후생사업

에서 보호성의 목적은 물질성과 함께 정신적 교화에 있는 것이다(山口, 1939c: 12). 

야마구치 타다시는 물심일여를 강조하는 후생사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사업은 객체를 특히 경제적으로 파악했으나 후생사업은 인간적 존재로

서 파악한다. (중략) 후생사업은 요구호자를 생명적으로 파악한다. 인간에 

대한 이런 파악방식은 제도적인 것, 정책적인 것도 따라갈 수 없는 고차원

의 인간주의적 인식이다. 이러한 후생사업은 모든 인간현상을 제도적‧획일

66) 이시다 타케시는 히틀러가 “사람들이 속하는 집단을 파괴해서 그들의 정신의 저항력을 격

파”하려 했다는 만하임(Mannheim)의 말을 소개한다(石田, 1952: 135). 히틀러는 연대를 

단절시켜서 정신적 저항을 저지하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정신적 저항은커녕 그 정신적 권

위의 실체가 천황이다. 오히려 ‘국민정신총동원’(大坪, 1940: 42)으로 인한 보국(報國)으로 

전체주의가 형성되었다. 연대를 단절하기는커녕 연대를 매개로 정신적 기축으로 인한 내면

의 동질화가 이뤄져서 사람들이 국가에 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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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주체적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울러 전인적(全人的)으로 파악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후생사업은 객체를 국민으로서 생활공동체에 복귀

시키는 노력이다. (山口, 1939c: 15) 

이렇듯 후생사업에 의한 보호는 객체인 국민을 물질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

로 교화함으로써 전인적(全人的)으로 파악해서 ‘생활공동체’에 복귀시키려고 한다. 이

는 물심일여의 전체적 포섭인 장에 몰아·귀일시킴을 의미한다.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국내체제 일환으로서 후생사

업은 국민 보호를 통해 (정신적 교화를 이뤄서) 생활공동체=가족국가의 <전체성> 질

서 확립을 도모한다. 이러한 질서 확립은 개연성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전체성> 질서에 맞춰서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전환시켜 마음의 <내/외> 질서를 일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외적 행동을 규제하는 <일

극>구조에서 개인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4. 요약 및 소결

전전 세 가지 복지관, 즉 자선구제, 사회적 연대, (전시)국민후생에서 생활보장 

질서가 어떠한 의미규정·조건으로 형성되었는지 고찰했다. 

전전 첫 번째 시기 자선구제관을 토대로 한 ｢휼구규칙｣은 국가의 공적구제에 앞

서 가족부양과 인민상호구제를 요구하는 지극히 엄격한 제한적 구제주의였다. 구제 

대상은 가족이나 인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고 공적구제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

는 사람에 한정되고, 그 구제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은혜로 여겨졌다. 이 ｢휼구규

칙｣이 반세기가 넘도록 기본적인 공적 구제제도로 존속하여 생활보장 질서를 형성했

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은 것이라 하겠다. 

우선 ｢휼구규칙｣을 지탱한 ‘가난’의 의미는 <절대적 가난/상대적 가난>으로 구별

되고 공적구제 대상은 <절대적 가난>에 한정되었다. <상대적 가난>에는 <빈/부> 구

별이 들어가고 이 <상대적 빈/상대적 부> 구별은 유지되어야 할 구별로 간주되었다. 

즉, 이 구별로 생기는 가난은 ‘부’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끌어낼 수 있어 개인 내면의 

‘비(非)제로섬’적인 정신적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적 빈>의 

문제는 개인의 내면 문제로 회수되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

이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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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구규칙｣에서 구제가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은혜로 여겨졌던 것은 틀 문화의 

의미론인 <부분/전체> 구별에 <상/하> 구별이 보완됨으로써 가능했다. 생활보장의 

<전체> 질서가 <상/하> 구별로 인해 <국가와 지방의 상하 위임 관계>와 <[국가-지

방]과 궁민의 은혜 관계>로 이분되면서(<그림3-1>참조), 권한과 의무 관계는 <국가

와 지방의 상하 위임 관계>에 회수되고 궁민은 권한과 의무 관계 바깥에 방치되어 

권리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 궁민에게는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고마운(有難い)’ 은혜로 여겨진 것이다. 

이런 제한적 구제주의를 취한 ｢휼구규칙｣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순풍

미속(醇風美俗)인 ‘인민상호 정의(情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점이 크다. 이에제도 하

에서 사회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며 가족=이에는 개인의 생명을 초월한 

절대적 틀로 존재했다. 이에에서 가족구성원은 선조의 위령(慰靈)을 받들어 ‘이에의 

계승·발전’이라는 <전체성>을 <개인>보다 우선시했다. 가장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권

력은 ‘이에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나오고 가장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 선조에 대한 

임무로 여겨졌다. 가장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권력과 보호는 이에의 <전체성>으로 조

건부여된 것이다. 즉, 가족 내에서 <상/하>(가장/구성원) 구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이 또 다른 <상/하>(선조/가장·구성원) 구별에 들어가(<그림3-3>참조), <전체

성>에 대한 책임·임무를 매개로 가장의 권력이 ‘자애인 보호의 권력’으로 나타난다. 

가족구성원 또한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조의 위령에 복종하기 때문이며 이에의 

<전체성>을 위해서 무사(無私)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일가 화목

하고 하나가 됨을 이에의 이상으로 지향한다. 이에에서 일어난 문제는 되도록 이에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이 생기고 타인의 구제를 바라는 것은 이에의 치욕으로 여

겨진다. 이 치욕의 감정은 자치(自恥)와 공치(公恥)를 수렴시키는 장 구조로 치욕의 

지상성(至上性)이 일어남으로써 더욱 강열하게 느껴진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보호가 여의치 않을 경우 궁민의 생활은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인보 공동체가 보호했다. 이것 또한 개연성이 낮은 것인데, 이는 의제적 가

족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

된 의제적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장 <내부>의 <구별 없는 관계>는 인정, 

은(恩), 의리라는 도덕규범으로 긴밀함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장 <내부>의 도

덕규범으로 생활보장에 대한 신뢰기반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외부>에도 통용되는 일

반규범을 마련하려는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휼구규칙｣이 존속해서 생

활보장 질서가 형성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메이지 초기 자선구제관으로 형성된 생활보장 질서는 일본이 아직 농업본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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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였고 가난은 개인적 가난으로 한정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제 시대에 

들어가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제도 미비에 따른 사회적 가난이 나타나 이제 기

존 의미규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의 발견’이라는 복합성의 증대에 대

응한 시대에 맞는 생활보장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 의미규정이 요구되었다. 

사회적 연대 사상을 이념으로 한 사회사업에 의한 생활보장 질서는 ‘우리 사회’

를 강조해서 ‘우리 가족’의 유추(analogy)로 가족주의의 장 <내부>를 사회로까지 확

대하는 형태로 현재화되었다. 장 <내부>의 사회로의 확대는 원래 장 <외부>에 있는 

타인을 <내부>에 포섭해서 가족에서 이뤄진 <구별 없는 관계>를 사회에서도 실현시

키려는 것이었다. 사회적 연대 사상을 제창한 부르주아는 자연적·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로서 연대’가 아니라 ‘의무로서 연대’를 성립시키려고 했다. 자연적 사실에

서 규범으로, 수동적 연대에서 능동적 연대로 국면을 전환시키려 한 것이다. 왜냐하

면 “자연은 부정(injuste)은 아니지만 정의 바깥의 것(ajuste)”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대 사상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생리적 유기체적 연대에 머무르고 의무의 연대로 발

전하지 않았다. 사회적 연대를 단지 생물을 조직하는 세포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유추

로 해석하면 자연적 연대의 부정의를 사회적 연대로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체적 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자연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일본의 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nature/인위>가 대립하면서 양립하기 때문에 

nature가 상대화되는 반면, 일본에서 본래 ‘자연’은 <‘자연’/인위>가 대립하면서 ‘인

위’가 부정되기 때문에 ‘자연’이 절대화된다. 일본 본래 ‘자연’은 nature처럼 <주/객> 

도식으로 파악할 수 없고 주객이 통합되고 절대화된 <완전>의 뜻이 된다. 따라서 자

연에는 ‘자연의 도리’가 있고 고의로 손을 댈 수 없는 질서가 있다. 일본인에게는 자

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인 것이다. 이런 자연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때문에 ‘자연적 사실에서 규범으로, 수동적 연대에서 능동적 연대로’ 부

르주아에서 볼 수 있던 국면 전환에 대한 사색(思索)은 나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는 연대를 자연의 목적이 작용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

의 목적에 맞도록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적 사실로서 연대에

서 의무로서 연대로 이행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이 ‘정의(正義)’의 관념이다. 이 이행

에는 인간 내면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긴장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연대는 이미 

‘우리 가족’에서 경험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니 사회를 ‘우리 사회’로 삼고 적용하면 될 

거라고 보았다. 일본에서 사회적 연대는 ‘우리 가족’에서 ‘우리 사회’로 사고 전환으로 

이뤄졌다. 여기에서 개인의 사고 변혁을 요구하는 긴장은 찾아 볼 수 없다. 

일본 사회사업도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의보다 인도(人道)를 우위에 두었

다. ‘의무’에 대해서도 부르주아가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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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반면, 일본 사회사업이 생각한 의무는 가족구성원이 이에의 <전체성>을 위해

서 무사(無私)의 봉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봉사였다. 또한 부르주아의 

연대사상에서 ‘행복’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서 사회의 목적이 될 수 없

으나 일본 사회사업에서는 가족에서 그랬던 것처럼 <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 행

복에 흡수되고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으로서 실현되는 것이기에 사회사업의 목적

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부르주아가 생각한 ‘자유’는 사람들이 연대에 동의하고 사회적 

부채를 승인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부채에서 해방됨으로써 획득된다. 이로

써 사람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사회조직

이 만들어진다. 자유는 사회정책의 조건이며 목적이 아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계약

의 ‘자유’의 만연에 따른 ‘생활의 부자유’를 제거하는 것, 이로써 ‘생활의 자유’를 사

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회사업의 목적으로 했다. 이 또한 가족에서 가장의 ‘자애

인 보호의 권력’이 가능했던 것처럼 개인간 관계에서 ‘보호는 복종’이라는 관계를 가

능하게 하는 장 구조로 조건부여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사회의 발견’으로 형성된 질서를 지탱한 의미규정이 ‘국가의 재발견’으로 야기된 

전시체제라는 복합성 증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의미규정으로 생활보장 질

서를 형성해야만 했다. 사회사업에서 사회로 장 <내부>를 확대해서 가족주의를 적용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후생사업에서도 ‘가족국가’가 강조되었으나 단순히 장 <내

부>가 사회에서 국가로 확대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사업에서 <내부> 확대를 가능하

게 한 자연관 대신 후생사업에서는 역사성이 강조되었다. 후생사업에서는 국가가 종

가(宗家)가 되고 ‘작은 이에’를 포섭하는 형태, 즉 이에의 <부분/전체> 구별이 국가를 

<전체>로 한 <부분>이 됨으로써 장은 국가로 확대되었다(<그림3-7>참조). 이런 구

조적 조건 하에서 충(忠)과 효(孝)는 일치되고 조직논리와 혈연논리가 융합할 수 있었

다. 의제적 가족국가에서는 <보호자/피보호자>, <빈/부> 구별은 <군(君)/국민> 구별

로 대체되고 일군만민(一君萬民) 하에서 국민 전원이 피보호자가 된다. 후생사업이 

국민을 구제‧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표준생활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은, <개인>의 

어려움이나 장애를 제거해서 행복을 초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에에서 그랬던 것처

럼 <전체성>을 위해, 즉 천양무궁의 황운을 모시기 위해 온 국민을 생산적 근로계급

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후생사업은 ‘물심일여(物心一如)’를 국민후생의 이상으로 했다. 물심일여는 

<부분/전체> 구별에 <부분/전체> 구별이 들어감으로써 일어난 <일극>구조로 가능했

다(<그림3-8>참조). 다시 말해 <일극>구조에서 개인의 내면적 마음의 문제와 외면적 

행동의 문제가 미분리 상태에 있기에 가능했다. 이로써 후생사업은 보호성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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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성과 함께 정신적 교화에 둘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을 물질 측면과 정신 측면을 

아울러 전인적(全人的)으로 파악해서 물심일여의 전체적 포섭인 장에 몰아(沒我)·귀일

(歸一)시켜 가족국가를 운명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성> 질서에 

맞춰서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전환시켜 마음의 <내/외> 질서를 일치시킴으로써 자

신의 외적 행동을 규제하는 장 내 <구별 없는 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이기에 가능했

던 것이다. 

(장 구조는 물심일여에 대한 고찰에서 도출된 <일극/양극> 구별을 통해 상대화

된다. <일극>구조는 상대화된 장 구조를 의미한다. 이하 고찰에서 <일극>구조는 장 

구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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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후 일본형 생활보장 시스템                     

: 의제적 가족공동체의 존속

1. 전후 초기 생활보장 시스템의 재편: ‘장’의 존속과 ‘공적부조’의 확립

1) ‘상징’으로서 천황제: ‘장’의 존속

1945년 8월 9일 열린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 포츠담선언 수락 여부가 논의되

었다. 이 회의에서 “천황의 국가정치 대권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받아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정되었다(日高, 1974: 193-194). 일본의 전쟁지도자들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항복결의와 맞바꿔 끝까지 지키려 한 것이 ‘천황의 

국가정치의 대권’, 즉 ‘국체(國體)’였다. 당초 일본이 전쟁을 목표로 내건 구호는 ‘대동

아공영권의 건설’이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민족방위’로 축소되었고 마지막 전쟁 

수행의 대의명분은 ‘국체수호’가 되었다. 국체수호를 일의적(一義的) 목적으로 설정한 

전쟁지도자들에게 항복을 결의하게끔 한 요인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도 있었겠지만, 실은 소련의 대일참전이 더 큰 요인이었다.67) 소련이 참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체를 수호한다는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는 전쟁수행이었다. 그러나 

천황제를 부정하는 소련이 참전하자 소련을 전승국으로 맞을 사태를 생각하면 국체를 

수호한다는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는 영미에 대한 항복이었다. 국체수호라는 한 가지 

명분이 전쟁을 지속하도록 결정시켰을 뿐 아니라 항복을 결정시켰다.68) 전쟁지속이든 

전쟁항복이든 명백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했다. 오직 국체를 지키기 위해

서라면 어제까지 적국인 영미는 오늘부터 협력자가 될 수 있었다. 일본의 전쟁지도자

67) 시미즈 이쿠타로우(淸水幾太郞)는 포츠담선언을 “국체수호를 위해 수락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략) 수호가 한계에 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淸水, 1953: 5). 

8월 9일 ‘어전회의’에 앞서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9일 새벽에는 만주국에서 소련의 대일참전이 개시되었다. ‘어전회의’는 이 상황에서 열렸

다. 시미즈는 일본의 전쟁지도자들이 항복을 결의한 요인으로 원자폭탄보다 소련의 대일

참전에 무게를 둔다. 천황제를 부정하는 소련을 승리자로 맞이하기 전에 영미측에 항복하

는 것이 국체를 수호할 수 있는 남겨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淸水, 1953: 5). 

68) 루만은 ‘결정’과 ‘행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어떤 행위의 의미부여가 그 행위 자체로 

향하는 기대에 반응해서 이뤄질 경우 혹은 그 경우에 한해서 언제든지 결정을 거론해도 

좋다. (중략) 결정이라는 사태가 생기는 것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여

부가 기대와 관련해서 새삼 문제가 될 경우, 즉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 자체가 기대될 경우

에 한해서다.” (Luhmann, 1984=1995: 5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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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국체수호야말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외교섭의 마지노선이었다.69) 

한편,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수락조건에 대한 연합국 측의 대답은, 천황의 권한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제한을 받고 일본의 궁극적인 정치형태는 일본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후 천황제가 존속될지 여

부는 일본 국민의 의지에 달리게 되었다. 당초 미국은 일본에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

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이 천황제를 지지한다고 판단하고 천황제를 유지하

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마크 게인(Mark Gayn)은 저서 일본 일기(Japan Diary)에서 

워싱턴에서 온 최고기밀지령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일본에서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는 데 찬성하지만 일본 

국민은 명백하게 천황제를 지지한다. 따라서 맥아더 원수는 입헌군주제의 발

전 및 천황제의 유지에 대해 일본 국민을 지원하도록 지시받는다. 천황에 대

한 직접적인 가격(加擊)은 민주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역으로 공산주의 및 

군국주의의 양극단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총사령관은 천황의 세망(世望)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인간화를 극비리에 지원하도록 명령받는다. 이상은 일본 

국민에게 감지되어서는 안 된다. (Gayn, 1948=1952下: 17-18) 

전후 천황은 정치적인 대권을 잃고 법적으로는 모든 실질적 권한을 빼앗긴 존재

가 되었다. 정치권력과 정신적 권위의 원천이던 천황의 확고한 지배와 가치체계의 결

합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천황제의 보존과 일본의 민주화가 결부되면서 천황은 민주

주의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천황의 지위는 일본국헌법 제1조(“천황은 일본

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

에 근거를 둔다”)를 통해 일본국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되었다. 

‘상징’이란 사회시스템 이론 용어로 “익숙하고 친숙한 것 안에서 익숙하고 친숙

하지 않는 것을 표출”(Luhmann, 1997=2009: 260)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정의는 우

카이 노부나리(鵜飼信成)의 상징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카이는 “인간으로서 천황의 모습에도 목소리에도 아무런 특별한 실체는 숨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 지위에 두는 것은 바로 눈으로 보는 데서 무언가를 파악

하고 자신이 파악한 무언가에 의해 스스로 지배되기 때문”이며 “상징의 사회적 의의

69) 시미즈 이쿠타로우는 ‘국체수호’를 주창한 전쟁지도자들에 대해 “천황제 권력을 구성하는 

것은 군벌, 관료, 중신(重臣), 재벌 등의 세력이었고 (중략) 체제는 군주제였지만 실제로는 

과두제(寡頭制)”였다며, 그들이 국체수호를 고집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수호가 일

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淸水, 195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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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심리적 자기구속의 매개물로 기능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鵜飼, 1952: 

9-10). ‘익숙하고 친숙하지 않는 것’ 즉, ‘실체 내부에 있는 무엇’이 접촉 가능한 ‘익

숙하고 친숙한’ 모습을 통해 표출된다. 이 표출된 ‘무엇’이란 스스로 감지한 ‘무엇’이

며, 이로 인해 사람은 ‘스스로 지배’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게 된다. 일본 국민이 

‘인간화’된 천황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거기에서 ‘심리적 자기구속’을 끌어냄

으로써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다.70) 

전전 천황은 접촉 불가능한 ‘비밀스러운 것’(Luhmann, 1997=2009: 260)이었고 

이것이 ‘상징’과 같은 기능을 했다. ‘비밀스러운’ 천황은 ‘아라히토가미(現人神)’로 신

격화되어 초월적 존재로 자리매김되었고 국체를 특정한 학설이나 정의로 논리화하는 

것은 회피되었다. 국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한정하고 상대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 

금기시된 것이다.71) 천황을 “인간이라고 느껴도 이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 건국신

화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알아도 이를 입에 담는 것”은 불경죄나 대역죄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久野·鶴見, 1956: 135-136). 국체의 절대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억압을 통해 보호되었다. 이로써 국체는 “망양(茫洋)한 두터운 구름층에 몇 겹이나 

싸여 쉽게 그 핵심이 노출되지 않는”(丸山, 1980: 33) 존재가 되었다. 타케우치 요시

미(竹內好)는 이러한 천황제를 “고체가 아니라 기체로서 자타를 포함하는 장(場)과 같

은 것”(竹內, 1958: 19)이라고 말한다. ‘장’에 충만한 ‘기체’는 ‘푸네우마(空氣)’72)로서 

사람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국민이 천황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고 국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억압된 반면, 

국가와 이에, 천황과 가장이 ‘충효일치’의 논리로 동일화됨으로써 천황과 가장의 이미

70) ‘상징’이라는 말은 헌법 제1조에서 처음 법률 용어로 등장했지만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

吉)는 천황은 이전부터 국민적 결합의 상징이었다고 지적했다(山本, 2004: 314). 쓰다는 

“신은 종교적으로 기도나 제사나 제물을 받고 세세하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일

상생활에 화복(禍福)을 주지만, 천황은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며, 천황의 신격성을 부

정했다(山本, 2004: 312-313). 전전에도 천황은 신격성이 부정된 전후와 마찬가지로 인간

이었지만 동시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다. 천황은 전전과 전후 일관되게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쓰다는 이를 ‘상징’이라 주장한 것이다. 

71) 국체가 법률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치안유지법｣(1925년) 제1조에서 ‘국체변혁’ 기도에 

대한 벌칙규정에서였다. 마루야마 마사오에 따르면, 이때까지는 국체를 특정한 학설이나 

정의로 논리화하는 것은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한정해서 상대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핵심규정은 신중히 피해왔다고 한다(丸山, 1980: 33). 

72) 공기의 연구(空氣の硏究)(1977)의 저자인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일본을 ‘공기(pneuma, 

프네우마)’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이 ‘공기’가 규범이 되고 교의

(dogma)가 되어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구체적 언동에 대한 주

위의 반응으로 ‘체득’되고 그 체득이 집적해서 불문율(不文律)이 되어 사람들을 구속”(山

本, 1997: 14)한다. 장 내의 질서는 이 구속을 통해 유지된다. 이처럼 ‘프네우마’는 사람

들을 구속하는 불문율의 규범으로서 누에고치처럼 사람들을 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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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중복되어 사람들에게 의식되었다. 천황=가장이라는 의식이 심화됨으로써 “천황

의 사진(御眞影)이 각 가정의 가미다나(神棚)나 불단(仏壇)에서 부모·조부모의 사진과 

논리적으로 대응”(鶴見, 1962: 17)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비밀스러운’ 천황은 일상

에서 직접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73)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천황을 ‘비밀스

러운’ 초월적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일상에서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뭔가 송

구스러운(畏れ多い) 경외의 감정―― 를 감지하면서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한다. 이

로써 천황의 정신적 권위는 내면적 기축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46년 1월 1일 소위 ｢인간선언 조칙(詔勅)｣을 통해 천황의 신격은 부정되고 이

제 천황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74) 천황이 ‘아라히토가미’에서 ‘상징’으로 변

하기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존재에서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전후에

는 천황이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서 ‘무엇인가’ 끌어내지는 존재가 됨으로써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 기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천황과 국민의 접촉을 통해 천황의 평판을 

널리 알려야 했다. 마크 게인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황을 인민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국의 어느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듯이(Gayn, 1948=1952下: 

18), 미국은 이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천황을 인민에게 강매”하는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전국순행(全國巡幸)이었다. 전국순행은 1946년 2월부터 1947년 말까지 

관동(關東)지역을 시작으로 2년간 이뤄졌다.75) 신문에 실린 전국순행 기사는 천황·황

실의 인자(仁慈)함·온정을 선전하는 데 기여했고, 천황은 “국민 복지에 열렬한 관심을 

가진 민주적 군주”(Gayn, 1948=1952上: 124)로 만들어졌다.

전전의 천황은 정치적 권력과 정신적 권위의 양면을 겸비했고 따라서 천황제는 

‘폭력’과 동시에 ‘인자함’이 내재하는 ‘양면적(ambivalent)’인 정치체제였다. 천황제의 

‘인자함’에는 “머리를 때릴 뿐 아니라 때린 다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다”(竹內, 

1958: 32)는 식의 허위성을 내포했다. 그러나 천황제의 ‘인자함’을 ‘폭력’에서 떼내버

리기는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민중과의 정치적 긴장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말단 

기구”에서 나타나고 “단계적으로 정치성이 강해지는 지배기구의 상층으로 가면 갈수

73) 루만은 “신은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 안에 존재한다”(Luhmann, 1997=2009: 260)고 말

한다. 

74) 맥아더 연합국군최고사령관은 천황의 신격포기 조칙(詔勅)에 대해 “천황의 신년칙어(勅語)

는 나를 대단히 기쁘게 했다. 이 칙어를 통해 일본 민주화에 대한 천황의 지도적 역할이 

밝혀졌고 자유주의의 선에 맞는 장래 천황의 입장이 정당해지고 분명해졌다”는 감상을 발

표했다(Gayn, 1948=1952上: 82). 

75) 이 2년간 순행은 ‘강행군’이었으나 1948년에는 순행이 한 번도 없었고 황실 관련 기사도 

거의 사라졌다. 그후 1949년 큐슈(九州)순행(5-6월), 1950년 시코쿠(四國)순행(3-4월), 

1951년 히로시마 국체 순행(10월)과 킨키(近畿)순행(11월)이 있었을 뿐이다. 시미즈 이쿠

타로우는 이 점을 보고 1947년 말이 ‘하나의 고비’였다고 지적한다(淸水, 1953: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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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역으로 긴장은 약해지고, 결국 권력의 핵심에 이르러서 국체는 무색의 기체”로 변

하기 때문이다(竹內, 1958: 21). 전후 비군사화 정책으로 군벌이 제거됨으로써 천황

제는 권력(폭력)과의 결합에서 해방되고 다른 측면인 인자함과 온정이 강조될 수 있

었던 것이다. 

전전 확고한 지배와 가치의 체계로서 천황제는 전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

나 그에 대신하는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뤄진 것은 결국 국

체의 본질인 두 가지 측면 중 한 측면(=폭력)을 제거하고 다른 한 측면(=인자함)을 

부각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전전의 천황제가 기초로 삼은 것은 전체적 포섭의 공동

체, ‘자타를 포함하는 장’이었고, 전후에 요구되는 것은 장으로부터 탈각이어야 했는

데 이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실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타케우치 요시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황제로부터 탈각하기 위해서는 천황제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되고 인식을 

위해서는 방법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천황제는 전(全)정신구조로 있기 때문

에 방법은 다른 데서 빌릴 수 없다. 즉자적으로 있는 것을 대자화시키고 초

월적인 것을 현세적(現世的)인 것으로 바꿔서 이로 인해 천황제를 병립하는 

가치들 중 하나로 보는 것, 이것이 인식의 내용이며 탈각을 위한 전제조건이

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생이어야 한다. 인식행위 자체가 만들어내는 방법

이 아니면 안 된다. 물론 다른 데서 힘을 빌리는 것은 필요하고 유익하지

만 어디까지나 보조이고 부가이며 영양일 수 있으나 생명은 아니다. (竹內, 

1958: 25) 

전후 민주화는 <외부>로부터의 ‘부가적 영양’에 지나지 않는데, 타케우치가 말한 

것처럼 그 힘을 빌려서 “천황제를 병립하는 가치들 중 하나”로 상대화함으로써 천황

제를 ‘인식’해서 ‘자생’의 <내부> 변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전후 

일어난 민주화는 사고의 전환에 따른 ‘변화’에 불과했다. 

고정되고 영속적인 장의 영향을 받은 의식은 시간을 공간적으로 파악한다. 터케

우치는 이 ‘시간의 공간화’를 “일본인 일반의 정신구조의 중요한 특징”이라면서 “어

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은 달라도 좋다”는 의식을 허용하게 한다고 지적한다(竹內, 

1958: 26). 바로 어제까지 전쟁을 외친 사람이 아무런 심적 저항 없이 오늘부터 민

주화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체적 포섭인 장에서 사람은 내면의 갈등 없

이 사고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패전은 장 구조를 바꾸는, 다시 말해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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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일으키는 모처럼의 변혁의 기회였으나 일본은 상징 천황제로 천황을 민주화의 

‘절대적’ 위치에 둠으로써 이 기회를 놓친다. 

전후 점령기에 이뤄진 것은 장에 쌓인 단순한 ‘웃물’(폭력)의 제거에 지나지 않았

고 반사적으로 나타난 인자를 강조함으로써 천황은 민주주의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외부>로부터 영향에 대응해서 <내부>에서 (변혁이 아니라) 사고 전

환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전전에 이어 전후도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제어하는 장 구조는 존속하게 된다. 

2) 민법 개정과 가족제도 논쟁: 장 <내부> 규범을 둘러싼 논쟁

포츠담선언은 ‘민주주의 경향의 부활 강화’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일본에 요

구했고 이를 수락한 일본은 헌법 개정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신헌법(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은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 존중된

다”고 규정해서 개인의 독립·자유를 보장하고,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

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

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서 모든 개인의 평등을 보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규정 및 보장은 가족생활의 규정에도 반영되었다. 신헌법 제24조 

제1항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며 혼인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기본임을 확인하고, 제2항은 가족생활에 관련된 법률은 “개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

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래 근대헌법은 입헌국가를 구속하기 위해 성립된 것으로(Luhmann, 

1993=2003: 542) 신헌법의 개인의 자유 및 평등 규정에 따라 입법부는 법을 변경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헌법 제24조 혼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 병경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은 메이지민법의 가족생활에 관한 규정(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이다. 이 친족

법·상속법에 대한 개정법안의 기초(起草)작업은 1946년 신헌법의 초안작업과 병행해

서 이뤄졌다.76) 

제90회 귀족원 제국헌법개정안 특별위원회에서 시모야마 세이이치(霜山精一)는 

76) 1946년 사법성(司法省)에 사법법제심의회가, 내각에 임시법제조사회가 설치되고 이들 기

관에서 다른 법률과 함께 친족법·상속법도 검토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민법개정요강이 

결정되고 친족법·상속법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방침이 결정되면서 이를 기초로 개정법안 

기초에 착수되었다(川島, 196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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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 제24조 제1항의 혼인 규정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 사회조직의 단위는 가족 중심, 민법에서 소위 호주 중심, 호주를 중심

으로 하는 이에를 단위로 인정한다. 이에가 중심이기 때문에 혼인은 이에

의 아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이번 헌법은 혼인을 헌법

에서 부각시키면서 이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취지는 앞으로 일본의 

사회조직은 이에 중심에서 개인 중심, 개인제로 이행한다는 것을 이 24조

는 규정한 것이다. (중략) 이것은 일본 사회조직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규

정이다. (第90回貴族院帝國憲法改正案特別委員會, 1946년 9월 19일) 

메이지민법 하에서 가족생활은 이에를 단위로 하고 이에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은 “이에의 아래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메이지민법에서 혼인

은 부모나 호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메이지민법 750조)77) 본인의 자유의사는 인정

되지 않았다. 부부가 되는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의 혼인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호즈미 야쓰카는 논문 ｢민법이 나와서 충효가 망한다(民法出テテ忠

孝亡フ)｣(1891)에서 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자유계약(혼인)이라는 냉담한 사상은 절대 옛 유럽에

도 없었다. 혼인으로 비로소 이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에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혼례가 있는 것이다. (穗積, 1913a: 248) 

이에는 집단형성의 원형이지만 전술한 것처럼 이에는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현재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에’가 있고, 

사람은 ‘이에’ 내에서 태어나고 죽더라도 ‘이에’는 남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어 

간다”(川島·來栖·磯田, 1955: 3). 과거로부터 미래로 지속되는 이에의 시간(역사) 속

에서 사람들은 현재를 산다. 이에의 역사에 비하면 개인의 ‘현재’는 하찮은 것이어서 

개인의 ‘현재’는 이에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 혼인에서 ‘개인과 개인의 자유의사’는 

없고 혼인은 오직 이에 영속을 위한 ‘부모의 의사’에 의한 결합으로 이뤄진다. 

호즈미가 말한 것처럼 계약에 의한 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가 생기는 것이 

77) 메이지민법 750조 “가족이 혼인 또는 양자(養子)를 들일 경우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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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혼인에 앞서 이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혼인은 단지 이에로의 출입으로 간주된

다. 혼인하는 여성은 밖에서 ‘이에’에 들어오는 여성이며 개인으로서 남편의 아내이기 

이전에 그 이에의 ‘며느리(嫁)’가 된다. 여성은 남편의 이에에 들어가고 이혼을 하면 

본가에 복귀한다. 혼인이란 개인이 아니라 이에와 이에의 결합으로 ‘며느리로 주다(嫁

にやる)’, ‘며느리로 받다(嫁にもらう)’는 표현이 있듯이 “한 이에에서 다른 이에로 여

성의 수수”(川島, 1949: 450)로 관념되었다. 메이지민법 750조가 보장한 혼인에 대

한 호주의 동의는 며느리가 되는 여성의 그 이에로의 ‘출입’에 대한 동의였다.78) 

메이지민법의 기존 규정들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이라는 신헌법

의 혼인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개정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이에제도는 새로운 가

족법에서는 폐지를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민법의 가족제도에 관한 입법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서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개정에 대한 민법학계

의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

를 대표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지나치다고 보는 입장으로 가족도덕을 강조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두 번째는 기초위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와가츠마 사카에(我妻榮)와 나

카가와 젠노스케(中川善之助) 등 입법자의 민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세 번째

는 카와시마 타케요시(川島武宜), 쿠루스 사부로우(來栖三郞) 등으로 대표되는 민법개

정안을 불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카와시마 등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民法

改正案に對する意見書)｣를 학술지에 실어 보다 철저한 가족의 민주화를 요구했다(來

栖, 1949: 83-87). 가족제도 논쟁은 기초위원의 입장에 대해 첫 번째와 세 번째 입

장이 공격을 가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79)  

이 논쟁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해야 할까. 이 점에 관해서 루만은 논쟁의 관여자

들은 새롭게 직면한 상황의 관찰자이며 그들의 논쟁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

고 말한다(Luhmann, 1997=2009: 1400). ‘이에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가족의 민

주화’는 기존 구조의 변경을 요구한다. 논쟁자들의 주장은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

응으로 나타난다.  

이하에서 구조적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세 입장의 주장을 분석한다. 그리고 

78) 관습상 결혼식을 올려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물’로 삼켜진 

며느리는 조금씩 소화되고 공동체의 유기적 조직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했고, 결혼의식은 며느리가 이러한 ‘소화’과정에 들어가는 첫걸음을 결정하고 상징하는 의

미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가풍(家風)에 적합하고 ‘소화’되었을 때 처음으로 결정적으로 혼

가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때 비로소 호적상 가족의 일원으로 등록될 실질적 자격을 갖추

게 된다(川島, 2000b: 75-76). 

79) 세 번째 입장의 공격은 입법기구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논문상 논쟁으

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지나치다고 보는 첫 번째 입장의 공격은 구체적인 입법과정(조사

회, 심의회)에서 초안공격, 수정안 제출이라는 형태로 이뤄졌다(唄, 197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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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부양을 규정하는 친족개념이 논쟁 결과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본다.   

① 보수반대론의 입장: 법과 도덕의 융합

민법개정안에 대한 보수반대론의 입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에제도의 폐지로 인

해 상실된 가족도덕의 질서기능을 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이때 법은 권리관계

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윤리적 규범을 수용한 법으로서 가족생활에 개입해서 그 질

서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보수반대론의 대표격인 마키노 에이이치는 이를 

‘법의 윤리화’80)라고 부른다. 

마키노는 이에제도 폐지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민법개정안이 지나치다고 

생각했고 이에제도를 폐지하는 민법개정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81) 따라

서 이에제도 폐지 반대론자들의 “호주권, 가독(家督)상속, 이에의 삼위일체는 우리나

라의 가족윤리를 지탱하는 중심이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도덕의 퇴폐를 초래

한다”(我妻, 1949: 186)는 우려에 대해 마키노는 이제 신분적·권력적 질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어서 “전통적인 가족윤리로부터 개인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

명한다(牧野, 1952: 9). 그러나 한편에서 그 개인의 인격적인 가치는 소위 원자(原子)

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해방’된 것을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한

다(牧野, 1950: 81). 　

나는 해방 위에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해방을 중요시하지만 해방을 

철저히 하려고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해체해서는 안 되고, 그 해방된 것 

위에 새로운 것을 구성하고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牧野, 

1952: 9) 

전전 가족공동체에서 ‘통합’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가족공동체는 ‘순풍미

속’의 도덕규범으로 생활의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안정된 기대를 제공하는 장이었다. 

개인은 이미 통합이 이뤄진 장에 들어간 순서대로 그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되었다. 

80)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는 “법률학은 새로운 제재를 고안해서 윤리적인 규범을 법률화

한다”(牧野, 1954: 183)고 말한다.

81) 단 마키노는 “헌법 제24조 규정은 우리 가족생활에 대해 부부관계에 근거하는 한 측면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 우리 가족생활이 부부관계만을 기본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牧野, 1954: 172)며 가족을 ‘부부와 미성년 자식’이라는 ‘최소 가족’으로 한

정하는 데 반대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입각해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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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개인과 개인의 규범관계를 준수하고 <전체> 조화를 해치지 않는 것이 거기서 

태어난 <개인>의 필수적인 행동양식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봉건적인 가족윤리에 의한 <전체> 조화는 <개인>의 자유를 속

박해서 성립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 때문에 마키노는 자유를 억압하는 가족윤리로부

터 개인의 해방에 찬성했다. 다만 마키노가 문제로 보는 것은 종래 질서로부터 개인

의 해방은 개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원자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관계가 결여된 ‘무질

서’를 초래한다는 점이었다. 질서는 장 <내부>에 있고 <외부>에는 질서가 결여된다. 

이렇게 <질서/무질서>가 장 <내부/외부>에 대응하기 때문에 <내부>에 규율을 부여하

고 <외부>와 구분짓던 이에제도의 폐지는 장 <내부>에 혼돈을 초래한다. 이래서 마

키노는 “해방된 것 위에 새로운 것을 구성하고 건설”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82) 

이에제도 폐지 후 장 <내부>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 마키노가 제안한 ‘법의 윤

리화’란 ‘가족생활 존중’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키노는 제국의회 귀

족원 본회의에서 ‘가족생활 존중’을 법제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24조가 혼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의 취지는 괜찮지

만 부자관계 또한 헌법에서 분명히 해 두기를 희망합니다. (중략）‘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화목(父母ニ孝ニ兄弟ニ友ニ夫婦相和シ)’한

다는 것이 가족생활에 본질이고 본체이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가

족생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전체에 걸

82) 마키노의 이런 발상에는 ‘개인의 해방’을 ‘인욕(人慾)의 해방’으로 보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지적한 ‘홉스적 자유관’이 근저에 있다. 마루야마는 논문 ｢일본의 자유의식의 형성과 특질

(日本における自由意識の形成と特質)｣(1947)에서 17세기 영국의 사상투쟁에서 ‘구속의 결

여’라고 할 수 있는 ‘인욕의 해방’으로서 자유(필머(Robert Filmer), 홉스)와 ‘적극적으로 

이성적인 자기결정 능력’으로 인한 자유(로크(John Locke))라는 두 가지 ‘자유’의 의미를 

추출했다. 그리고 “유럽 근대사상사에서 구속의 결여로서 자유가 이성적 자기결정으로서 

자유로 적극 추진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는 봉건적 반동과의 격렬한 항쟁에서 새로운 질서

를 형성하는 내면적 에너지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마루야마에 따르면 일본에서

는 토쿠가와(德川) 봉건체제 하에서 “구속의 결여로서 감성적 자유가 자기결정으로서 이성

적 자유로 전화할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토쿠가와 시대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인

욕의 해방 과정을 메이지유신이 일거에 추진했다고 지적한다(丸山, 1995: 154-159). 구속

으로부터 해방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유’가 자기결정으로서 ‘이성적 자유’로 전화하지 않

는다면 그 ‘자유’는 ‘감성적인 자유’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 ‘감성적인 자유’로부터는 새로

운 질서를 형성하는 내면의 에너지는 생기지 않는다. 질서를 형성하는 힘이 없는 단순한 

인욕의 해방에 의한 자유는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구속을 불러일으킨다. 이성적 자유로 전

화하기 전에 구속이 가해지기 때문에 감성적인 자유로부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영

원히 바랄 수 없다. 마키노가 말하는 ‘해방 위 통합’이란 바로 ‘자유’를 감성적 자유에 머

물게 하는 위로부터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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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이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제24조 제1항에서 마련된다면 특히 혼인

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더욱 명백해질 뿐 아니라 그 정신이 한층 더 빛을 

발하고 그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의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중략）원래 현행 민법의 호주중심 제도는 소위 봉건적인 색채가 짙고 

또한 지극히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새롭게 되면서 당

연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가족생활 자체는 평화적·민주적으로 보유

해서 여전히 계속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貴族院第40回本會議, 

1946.10.6.)

헌법 제24조가 혼인에 관해서 규정하고 민법개정안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

조하고 부양해야 한다”고 규정해서 부부간 동거·협조·부양을 의무화하지만 부모와 자

식 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것은 부부간 동거·협조·부양 의무를 부부 한쪽이 이

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원인이 되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혼인관계를 계약에 의한 법적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83) 그런데 마키노는 부부만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부자에 그 규정이 없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부부관

계와 부자관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구성원은 평등하게 “가족생활 전체에 걸쳐 이를 

존중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노의 이런 발상은 부부간 

동거·협조·부양 의무를 법적 규정이 아니라 부부간 ‘존중’을 법이 받아들인 것, 즉 법

의 윤리화로 인한 규정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봉건사회에서 효도의 원칙이 남용된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봉건사회에

서 부부관계 또한 남용되었다. 그 남용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

부간 부양의무가 존중돼야 함과 마찬가지로 부자관계 또한 오늘날 우리 생

활에 맞게 다시 생각해서 귀중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미덕으로서 효도

는 법률로서도 적절하게 보유될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부부간 부양의무

와 부자간 그것에 법률상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할 수 없다. (牧野, 1954: 170-171) 

83) 근대적 가족은 “계약으로 매개되고 사적 소유에 기초를 둔 공동생활체로서 혼인과 사적 

소유(특히 부모의)에 기초하는, 미성년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보호·감독의 개인법 관

계로 성립된다”고 정의된다. (川島, 196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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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부부간 의무규정을 법적 계약이 아니라 도덕적 규범으로 보기 때문

에 부부의 협조 부양 규정을 부자간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생활의 존중’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결국 부자간의 부조 문제, 즉 부모

의 미성년 자식 부양 의무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식의 협력 부조를 법으로 규정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금전적인 부양에 머무르지 않고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로 

노후의 안심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84) 

이에제도에서는 가장이 가족구성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가장 또한 가장의 지위

를 계승한 장남이 가산(家産)을 상속하고 부모와 동거해서 부양하기 때문에 노후생활

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생활에 대한 불안, 즉 매래의 불확실성은 이에제도로 흡수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제도 하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가장이기에 생긴 권위였다(中根 1980: 17). 자식이 존경하는 대상은 이에

의 대표로서 가산을 관리하는 ‘가장’이라는 ‘이에’의 제약을 받은 아버지인 것이다. 이

렇듯 순수하게 아버지이기에 존경받는 ‘부권(父權)’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85) 이

에제도 폐지로 인한 가장의 지위상실은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를 흔들고 법적으로라도 

노후에 안심을 보장받는 것이 절실해진다. 주체적 개인의 자발적인 자유의사로서 부

자간 친애를 새로 키우고 이를 토대로 가족생활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제

도에서 벗어나서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를 위로부터 법으로 담보하는 것 외에

는 노후생활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② 민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 교육으로 가족도덕 강화

개정안에 대한 보수반대론이 ‘법의 윤리화’를 주장한 데 반해 민법개정안 작성에 

종사한 기초위원회의 입장은 ‘법률상’ 이에와 ‘도덕상’ 이에를 구별해서 호주권과 가

독상속 등 민법이 규정한 법률상 이에제도는 폐지하되 도덕상 가족제도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  

기초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와가츠마 사카에는 도덕으로서 가족제도는 일본의 

미풍이며 “장유(長幼) 서로 경애(敬愛)하며 동포 서로 협조”하는 친족 공동생활은 이

84) 마키노는 임시법제조사회 제3회 총회(1946.10.24)에서 “민법을 이대로 둔다면 부모와 관

계는 부양 의무밖에 안 됩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자식이 부양하면 되고 그렇

지 않을 때 자식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됩니다. 이를 과연 민법으로서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我妻編, 1956: 267)고 말한다.

85) 나카네 치에는 “가장권은 개인이 가장의 지위에 있을 때 권위를 가지고, 부권은 아버지이

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中根, 1980: 17, 밑줄은 中根)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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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한다(我妻, 1948: 130). 다만 문제는 메이지민법처럼 도덕과 

법이 융합해서 가족도덕이 법적으로 친권, 가독상속, 부권 등의 권리로 나타나면, 가

족 내 구성원 관계가 지배·피지배 관계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와가츠마는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도 ‘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화목한다’는 것이 인륜의 근

본이고 가족 공동생활의 이상이라는 데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단지 그 

효행이 부모의 권력과 자식의 절대적 복종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애가 장남의 특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식간 차별 대우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화목이 남편의 지배와 아내의 복종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됩

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지배·피지배 관계가 없는 평등한 사람과 사람 사

이에서 저절로 빚어지는 효와 우애와 화목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我妻, 1948: 130) 

가족생활의 이상적 모습은 법률로 도덕을 강제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평등

하되 지배·피지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미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로써 그 도덕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我妻, 

1948: 132). 

와가츠마는 ‘가족생활 존중’을 법률로 규정하고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률

로 의무화하려는 마키노의 주장에는 반대한다.86) 가족생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법개정은 양성의 본질적 평등과 가족원의 존엄을 확인하는 가족생활의 민

주화라는 소극적 측면은 철저히 실현하고 있지만, 상호의 존중·경애·협조라

는 적극적 측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로지 교육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률은 권력을 제거하고 지배·피지배 관계를 

타파해서 각 개인을 평등한 입장에 두는 데만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평

등한 사람이 서로 경애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데는 거의 무력합니다. 이 부분

이야말로 바로 교육이 담당해야 할 독단의 장입니다. (我妻, 1948: 137, 밑

86) 와가츠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덕적 이념으로서 가족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일정불변

의 법률제도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법률제도는 이 도덕적 이념을 

실현·발휘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수단은 오히려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我妻, 194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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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은 我妻) 

이렇듯 와가츠마는 “모든 법률제도는 교육의 힘을 빌지 않으면 결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통감”(我妻, 1948: 143)한다며 가족생활의 질서형성을 위한 도덕교

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와가츠마는 가족구성원의 평등을 강조하고 평등한 사람이 서로 협조해서 가정생

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민주화라고 말한다(我妻, 1955: 65). 이에제도에서는 

구성원의 지위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족의 조화를 이루는 전제였다. 지위

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 분수에 맞게 봉사해서 화합을 이룬다. 와가츠마는 이러한 

불평등한 지위에서 생기는 화합이 아니라, 지배·피지배 관계가 제거된 “평등한 사람

과 사람 사이에 저절로 빚어지는 효와 우애와 화목”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본래의 

이상적인 친족 공동체의 모습이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와가츠마가 주장하는 ‘평등’은 도덕과 법의 분리로 부각된 반사적 평등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에제도는 도덕으로 규율된 장 <내부> 질서를 법이 규

제를 가해서 강화하는 형태로 성립됐는데, 와가츠마가 주장하는 ‘평등’은 법과 도덕의 

분리로 인한 <내부>의 지배‧피지배 관계 제거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자동적인 ‘평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의식 변혁으로 권리의식이 개재한 평등과는 차이가 

있다.  

③ 반대론과 지지론의 ‘치교일치’와 법 

이에제도 폐지로 일어난 가족공동체 <내부>의 질서 혼돈에 대해 마키노는 법의 

윤리화로, 와가츠마는 도덕교육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양자는 법과 도덕의 융

합이냐 분리냐의 차이는 있으나 장 <내부>를 도덕으로 다스리려는 ‘치교일치(治敎一

致)’의 전통적인 사유양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원래 법과 도덕은 규제가 외적인지 내적인지에 따라 구별된다(Luhmann, 

1993=2003: 37). 그런데 법과 도덕을 개인의 <외부>과 <내부>에 대응시키는 이런 

사고는 <그림3-8>처럼 두 가지 ‘천(天)’과 직결되는 <양극>구조를 전제로 한다.87) 

87) 아라이 하쿠세키의 서양기문(西洋紀聞)에는 로마교황의 명령으로 1708년 일본에 잠입한 

이탈리아인 선교사 시도티(Juan Battista Sidotti)를 심문한 내용이 있다. 시도티는 일본의 

법으로 극형에 처해지더라도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며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따라

야 한다. 아무리 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골육형해(骨肉形骸) 따위를 국법에 맡기는 것은 말

할 나위도 없다”(新井, 1936: 75-76)고 말했다.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시도티의 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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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신(臣)은 군(君)을 천으로 보고, 자식은 아버지를 천으로 보고, 아내는 남

편을 천’으로 보는 <일극>으로 질서가 구조화된다. 개인이 직접 ‘천’과 직결해서는 안 

되고 바로 위를 천으로 우러러봐야 한다. 개인이 자신이 속하는 장에서 ‘장(長)’을 천

으로 바라봄으로써 집단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말단의 집단이 계층적 질서에 따

라 위로 위로 질서를 세워가서 전체로서 조화가 이뤄진다. 이 <일극>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그 분수를 알게 하고 마음가짐을 갖게 해서 인간관계를 규정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외적 규제인 법이 아니라 내적 규제인 도덕이다. 도덕

에 의한 내적 규제로 사람들의 발상을 일정 방향으로 교화(敎化)함으로써 장 전체 화

합이 형성되는 것이다. 

“도덕을 치국(治國)의 요구(要具)로 삼는다”(磯野·磯野, 1968: 22)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가 아니라 교화로 다스리는 ‘치교일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88) 따라서 메이지 정부가 개국조약 체결시 굴욕적인 치외법권의 

철폐를 열강에게 승인받기 위해서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근대적 법전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때(민법전 1888년 제1초안 성립), 이에 맞춰서 교육칙어(敎育勅語)가 발표되

고(1890년) 전국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교육에서 “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화목”한다는 가족도덕이 철저히 가르쳐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당시 한 

지방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민법(메이지민법 -인용자)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우리(지방관회의에 참석한 현령(縣令)

들)는 놀라서 사법대신(大臣)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에게 물어봤더니 어

쩔 수 없다 구미(歐美)식 민법이 아니면 치외법권 철폐를 각국이 승인해 주

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바에는 교육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우리 동지들은 열심히 운동을 개시했다. 그

것이 1888년부터다. (石田, 1981: 37, 밑줄은 石田) 

“육체는 그 나라의 세속법을 따르더라도 정신은 ‘우리 법(종교의 가르침—인용자)에 따르

겠다’”는 발상이라고 해석한다(山本, 1997: 434). 외면적 행위는 전면적으로 일본 법률을 

따르되 개인의 내면 문제와 별개로 보는 것이다. 시도티의 발상은 <양극>구조이기에 가능

한 발상이다.

88) 일본을 ‘조선교(祖先敎)의 나라’라고 주장한 호즈미 야쓰카는 “이에는 법률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 순백한 경애와 덕의(德義)가 서식하는 경계다. 법률이 여기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

고 오직 조선교를 토대로 하는 도덕에 위임한다. 이로 인해 가제(家制)는 강고해지고 사람

은 도덕을 중시하여 사회의 미속을 이룬다”(穗積, 1913b: 283, 밑줄은 穗積)고 말했다. 이

에는 조상을 모시는 가장이 가장권을 가지고 통솔하고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 가

족 내 관계는 도덕으로 규제되고 거기에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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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도덕으로 규정되어온 친족 관계가 법제화되면 가족이 권리의무 관계로 

다루어지고 게다가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위해 재판소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의 치외법권을 철폐하기 위한 근대법이라 해도 충효를 핵심으로 한 구래의 가족

도덕과 양립하기 어렵고 근대법의 개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층 더 도덕을 강화할 필요기 있었다. 가령 근대법으로 개인의 권리가 인

정되더라도 권리의식이 발생해서 가족생활을 침입하지 않도록 교육에 기대한 것이다. 

교육칙어는 자신의 권리에 눈 뜬 개인의 발생을 막고 치교일치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

기 위한 방책이었다. 

‘민법전논쟁’89)을 거쳐 제정된 메이지민법(1898년 시행)은 호주권, 부권(父權), 

부권(夫權)을 규정해서 이에제도 사상을 보장했다. 이 규정으로 법은 도덕으로 확립

된 이에 <내부>의 질서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즉, 호주의 권위를 

중심으로 가족간 질서가 유지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기초로 부자간 질서가 유지되며, 

남편의 권위 하에 부부간 질서가 유지되었다(我妻, 1948: 150). 

메이지민법에서 신민법으로 개정에 즈음해서 도덕과 법의 이러한 ‘융합’ 구조를 

피해서는 이에제도 논쟁 관여자들이 ‘가족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었다. 법과 도덕

의 ‘융합’에서 ‘분리’라는 사태에 직면해서 마키노는 법의 윤리화로 다시 융합을 시도

하고 와가츠마는 교육에 의한 도덕 강화로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들의 

주장은 치교일치의 발상, 즉 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④ 민법개정안이 철저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주체적 개인과 법 지배의 확립

앞서 말한 두 입장이 장을 전제로 한 데 반해 민법개정안이 불철저하다고 보는 

입장은 장으로부터 탈각으로 이어지는 견해를 전개했다. 이 입장은 기초위원회가 제

시한 개정안은 법과 도덕을 분리해서 법률상의 이에제도의 지주였던 호주권과 가독상

속을 폐지했으나 ‘이에’의 관념을 일소하지 못하고 가족생활 민주화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 모순은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이에’와 

별 차이가 없는 ‘씨(氏)’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나타났다. 

기존 메이지민법 규정에서 “호주 및 가족은 그 이에의 씨를 칭한다”(메이지민법 

89) 1888년 프랑스인 보아소나도(G.E.Boissonade)를 중심으로 구 민법(메이지21년 민법)을 

기초할 당시 인사편(人事編) 및 상속은 일본 고유의 민정(民情) 관습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해서 일본인 위원들이 기초했다. 그러나 1890년 구 민법이 공포되면서도 “민법

이 나와 충효가 망한다(民法出デテ忠孝亡ブ)”(호즈미 야쓰카)고 주장하는 실시연기파의 공

격으로 소위 민법전논쟁이 일어나 법시행이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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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며 ‘씨’는 이에에 의해 정해졌다. “아내는 혼인으로 남편의 이에에 들어간

다”(메이지민법 제788조)는 규정으로 아내는 남편과 같은 ‘씨’를 사용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이에에 들어간다”(메이지민법 제733조 제1항)는 규정으로 자식의 ‘씨’는 부

모와 같은 ‘씨’가 되었다(我妻, 1949: 158). 한편, 개정안에서는 혼인을 하면 통상적

으로 아내는 남편의 ‘씨’를 칭한다(개정안 제788조 제1항), 이혼하면 아내는 혼인 전 

‘씨’로 복귀한다(개정안 제812조2 제1항)고 수정되었다. 이에제도 폐지와 함께 ‘이에’

라는 말은 사라졌으나 ‘씨’로 바뀌었을 뿐 ‘이에’ 관념이 친족의 공동생활을 여전히 

지배했다(民法改正案硏究會, 1947: 4). (다만 조문 제6차안까지 ‘씨’가 전면에 나왔으

나 “‘이에’를 ‘씨’로 대체시켜 ‘이에’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사령부의 비판으로(川島·

大野, 1986: 76) ‘씨’ 제도는 법률상 실현되지 않았다.) 

기초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개정안에 ‘씨’ 조항을 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지

금 시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경적 가족제도론이 강했”(我妻編, 1956: 

45)던 상황에서 이에제도 폐지 원칙을 지키면서 반대론자에게 민법상 이에라는 법률

관계를 제거할 뿐 ‘현실 친족공동생활’에는 영향이 없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타협의 

의미가 컸다. 또한 이에제도의 침투력이 강력해서 현실 가정생활에서 봉건적 풍습이 

뿌리 깊었기 때문에 민법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너무 많은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도 있

었다.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변화는 소폭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90)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족공동생활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도덕상 이에를 보유하려

는 기초위원들의 방침은 ‘비민주적인 생활의식’의 온존으로 이어진다. 카와시마 등 제

3의 입장은 기초위원들의 개정안이 가족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제

3의 입장에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법률상 이에제도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생활

의식을 온존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이에제도 자체였다. 

현실의 친족공동생활을 지배하는 도덕적 이념으로서 ‘이에’는 성씨(氏姓)

와 선조 제사를 중심으로 서로 협조부조하면서 영원한 지속을 도모하는 친

족공동생활 단체인데, (기초위원들은 —인용자) 이런 의미의 ‘이에’는, 법

률적 제도로서 ‘이에’를 폐지해도 부정되지 않고 부정되어서도 안 된다

90) 와가츠마는 “민법상에서 아무리 사람의 존엄함을 확인하고 남녀의 평등을 정해도 우리나

라의 가정생활의 현실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봉건적인 풍습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각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

한다(我妻, 1948: 117-118). 또한 나카가와 젠노스케(中川善之助)는 이에제도의 폐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부모와 자식도 앞으로는 따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주었다”며 사람들의 질서변화에 대한 당혹감을 전했다(我妻編, 

195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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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민법개정요강안 제1에서 ‘민법의 호주 및 가족에 관한 규정

을 삭제하고 친족의 공동생활을 현실에 맞게 규율한다’는 것은 그러한 취

지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출발점에서는 법률적 제도와 도덕적 이념을 구

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결국 법률상에서도 여러 형태로 ‘이

에’ 관념을 온존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중략) 가족생활의 민주화에서 

민법상 ‘이에’를 폐지할 필요도 있지만, 이보다 더 현실의 친족공동생활

에서 비민주적인 생활의식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며 신헌법이 요구하

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기존 가족생활의 민주화를 막았던 것이야말로 논

자가 주장하는 소위 도덕적 이념으로서의 ‘이에’관념이 아닌가. (民法改
正案硏究會, 1947: 5) 

“비민주적 생활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이 “‘이에’에서 출발해서 ‘이에’ 

밑에 개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에서 출발해서 개인 의사에 근

거해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川島·來栖·磯田, 1955: 19) 인간관계를 구속하

던 바깥 틀이 없어져야 비로소 자유로운 주체자인 개인이 서로의 주체적 의사를 매개

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의 입장에서 도덕은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평등

한 독립자로서 서로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고 협조”(川島·來栖·磯田, 1955: 19)하면

서 키워진다. 한편, 와가츠마는 민법개정 후 가족생활은 “서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

는 평등한 사람과 사람의 협조로 가족공동생활과 부자와 부부간 질서를 유지하려 한

다”(我妻, 1948: 150)고 말한다. 카와시마가 존중의 대상을 ‘인간적 가치’로 보고 와

가츠마가 ‘인격’으로 본 데서 양자의 도덕관의 차이가 드러난다. 카와시마가 말하는 

‘인간적 가치의 존중’이란 보편적이다. 카와시마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도덕’은 자유

로운 독립된 개인의 내면적 확신에 의거한다. 반면 ‘인격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 인

격은 장을 전제로 하고 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장을 전제로 한 ‘인격’은 장 내부에서 

자신의 지위를 매개로 한 기대, 즉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남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기대에 의해 형성된 인격이다. 기존 이에제도로부터 개인의 해방

을 지향한다면 무엇보다 개인의 지고성(至高性)을 평과하는 도덕이어야 한다.

또한 카와시마는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모와 자식간에 친애관계가 자유의사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자식에 대한 ‘부양’은 법률상 권리의무로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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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 문제는 경제적 측면이다. 이것 역시 

원래는 부자간 높은 애정을 기초로 자유의사로 이뤄져서야 도덕적 가치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자유의사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도덕적 관

계가 이미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이 경제적 부양만이라도 보장해

야 하다. 그것은 국가, 공공단체, 보험으로도 가능하지만 부자 등 가족으로 

이뤄져도 목적은 이룰 수 있다. 근대민법의 친족부양제도는 이 사고를 기

초로 한다. (川島, 1950b: 100)

카와시마는 민법이란 “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개인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와 

가족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川島, 2004: 1)하는 법률이라고 한다. 자식의 부모 부

양은 권리의무의 형식으로 법원에서 강제하는 법률관계로서 부양이며, 이 경우 문제

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봉사의무일 수 없고 경제적 측면에 한정된다. 여기에는 부모

와 자식의 친애관계는 마키노의 주장처럼 법률로 규제해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독립

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의 자유의사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입장이 생각하는 ‘부양’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률제도다. 안정된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는 도덕

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개인간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 지배로 형성된 질서에서 얻어지

는 것이다.

⑤ 개정 민법의 ‘친족’ 개념  

민법개정을 둘러싼 가족제도 논쟁을 거처 민법의 친족 개념은 어떻게 변경되었

을까. 

민법개정요강 심의 과정에서, 1946년 8월 14일 사법법제심의회 제2회 총회까지

만 해도 “민법상의 ‘이에’를 폐지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명기했던 요강안 제1이 너

무 노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마키노의 제안으로 “민법의 호주 및 가족에 관한 규

정을 삭제하고 친족 공동생활을 현실에 입각해서 규율할 것”이라는 기교적인 표현으

로 수정되었다(我妻編, 1956: 75). “친족 공동생활을 현실에 입각해서 규율할 것”이

라는 표현을 요강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로부터 친족 공동생활의 실태가 현실에서 변

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오히려 이를 민법이 승인했음을 의미한다. 보수반대론자들이 

이 표현을 고집한 데는 근대 가족법에서 가족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족생활의 범

위를 최소 가족인 ‘부부와 미성년 자식’으로 한정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었다.91) 부

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를 법률로 규제하려 한 그들에게는 “친족 공동생활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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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미성년 자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걸친 부자와 부부의, 가능

한 한 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된 공동생활단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경애·부조의 도덕

을 발휘시키는 것”(我妻, 1948: 120)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 요강이 입법으로 실현된 것이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

고 규정한 민법 제730조였다. 이것은 메이지민법에도 외국의 민법에도 유례가 없는 

규정이었다(牧野, 1950: 79). 이 조항이 성립하는 데 한 몫 한 마키노는 “부부간 부

조 의무를 부자간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생긴 것”(牧野, 1952: 9)이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92) 이 제730조 조문이 직접적으로 ‘효도’를 규정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효도’, 

즉 부모에 대한 자식의 봉사적 부양을 법률상 의무화하려 한 의도가 담겨 있다.

‘서로 돕기’ 의무를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에게 부과한 이 제730조는 부양에 

관한 민법 규정과 함께 ‘친족’ 개념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친족’의 범위는 개정

민법 제725조에서 “6촌 내 혈족, 배우자, 3촌 내 인척”으로 규정되고 친족의 ‘단체

성’이 부각된다. 그리고 부양에 관해서서 개정민법 제877조에서 직계혈족 및 형제자

매간에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3촌 내 친족간(며느리와 시부

모 관계도 포함)에서도 부양의무가 생길 수 있게 했다.93) 3촌의 범위까지 부양 가능

성을 인정한 것은 근대법에 유례없는 넓은 것이었다(川島, 1961: 113). 부양의무의 

‘발생 요건’에 관해서 메이지민법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했는데

(메이지민법 제959조 제1항),94) 개정법에서는 이 규정은 없어지고 요건에 관한 규정

도 사라졌다. 다만 부양의 수준과 방법을 가정재판소가 정할 때 부양권리자의 수요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일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민법 제

879조).95) 또한 부양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는, 메이지민법에서는 부양권리자와 동거

91) 카와시마는 근대적인 가족 개념을 이렇게 말한다. “우선 주체적인 개인이 그 출발점이다. 

그리고 주체적인 개인의 의사로 이뤄지는 시민적 계약으로서 혼인이 성립한다. 그 다음 

미성년 자식과 부모의 감호양육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주체적 개인인 미성년 자

식과 부모(부부)가 구성하는 집단이 근대적 의미의 가족이다. 이것은 계약으로 매개되고 

개인적 소유에 기초를 둔 공동생활체로서 혼인과, 개인적 소유(특히 부모의)를 기초로 한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보호·감독의 개인법 관계로 성립된다.” (川島, 1961:31, 

밑줄은 川島)

92) 카와시마는 제730조의 입법 취지에 대해 “‘부양’ 이상의 원조·봉사 의무(특히 효도)를 직

계혈족간 뿐 아니라 동거친족간에도 인정해서 효도와 친족공동체를 법적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川島, 1961: 37). 

93) 개정민법 제877조 제1항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2항 “가

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전항(前項)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 3촌 내 친족

간에도 부양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94) 메이지민법 제959조 제1항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신의 자산 또는 노무로 생활

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존재한다.”

95) 개정민법 제879조 “부양의 수준 및 방법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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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부양할지 혹은 ‘생활 자료’를 지급하여 부양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동거할 

필요 없이 경제적인 생활 유지 및 부조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는데(메이지민법 제961

조),96) 개정법에서는 이 부양의무자의 선택 규정은 폐지되고 부양의 수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협의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

을 경우 가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했다(민법 제879조). 

이렇게 제730조와 함께 부양의무의 발생 요건과 내용이 수정된 결과, 직계혈족

(특히 부자)간 및 동거 친족간 부양의무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는 요건은 필요

없게 되고 경제적 부조라는 내용에 한정되지도 않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부양 이상

의 협조 부조라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봉사, 즉 ‘효

도’를 법으로 정했음을 의미한다(川島, 1950a: 75). 또한 민법 제877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면서도 가정재판소가 3촌 친족까지 부조 

및 부양의무를 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양에 있어서 친족 ‘단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川島, 1950a: 77). 혈연관계에 있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념이어

야 할 ‘친족’ 개념은, 부양의무 규정으로 인해 이에제도 폐지 후도 민법에서 ‘단체’ 개

념으로서 살아남게 된 것이다.

3) 공적부조 확립과 ‘보호’받는 권리로서 ‘생존권’

종전 직후 대량으로 발생한 빈곤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공적부조의 재편이 시급

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는 1946년 2월 27일 일본정부에 모든 빈곤자

에 대해 차별적 또는 우선적 취급을 하지 않고 적절한 식량, 의류, 주거 및 의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지령한 각서 ｢사회구제(Public Assistance)｣(SCAPIN775)를 

발행했다.97) 여기에서 제시된 소위 공적부조 3원칙, ‘무차별 평등 원칙, 공적 책임 원

칙, 필요 충족 원칙’98)은 전후 일본 사회복지 행정의 한 기초가 되었다.  

은 협의할 수 없을 경우 부양권리자의 수요,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일체 사정을 고려해

서 가정재판소가 정한다.”

96) 메이지민법 제961조 “부양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며 부양하거나 동거

하지 않으면 생활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는 부양권리

자의 청구로 부양방법을 정할 수 있다.”

97) GHQ는 1945년 12월 8일자 각서 ｢구제 및 복지계획에 관한 건(救濟ならびに福祉計劃に關

する件)｣을 내서 빈곤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수립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생활곤궁자긴급생활원호요강(生活困窮者緊急生活援護要綱)｣을 내각회의를 거

쳐 12월 31일 각서로 제출했다(｢구제복지에 관한 건(救濟福祉に關する件)｣). GHQ가 이 

안에 대해 조건을 붙여서 동의해서 각서로 내놓은 것이 ｢SCAPIN775｣이다(社會福祉硏究

所, 197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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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정부는 공적부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 3원칙을 제안한 GHQ 공

중위생복지국장 샘스(Crawford F. Sam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점령 전 일본 제도에는 자선이라는 것이 있었다. (중략) 빈자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준다는 원칙 하에 대부분 고아원과 시설들

이 운영되고 있었다. (중략) 당시에는 자선과 구별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

는 일본어가 없었다. 그들은 늘 자선이라는 용어를 떠올렸다. 나는 전쟁으

로 가난과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민의 봉사자가 되고 모든 인

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 일본인에게 그런 모든 

사고가 새로웠다. 그들은 과거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것을 나타

내는 말이 없었던 것이다. (社會福祉硏究所, 1979: 211) 

따라서 공적부조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전전 체제에 있던 ‘자선’의 복지관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한 기능인 복지에 대한 사고를 획득”(社會福祉硏究所, 

1979: 213)할 필요가 있었다. 

GHQ 공중위생복지국 복지과장대리였던 네프(Nelson B. Neff)는 샘스 대령 앞으

로 각서 ｢공적부조; 해석 및 이해를 통한 공적부조의 용인(公的扶助; 解釋及び理解に

よる公的扶助の容認)｣(1946년 5월 18일)에서 “공적부조 및 공적복지의 재평가 및 새

로운 정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종래 일본의 ‘부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호에 관한 일본의 낡은 봉건적 견해는 예를 들면 증조부모에 대한 가족 

케어(care)는 가족의 책임, 고용인(奉公人)에 대해서는 주인의 책임, 피지배

자에 대해서는 지배자의 책임,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隣組)의 책임을 강조

하는 것이 전반적 이해였다. 면식 없는 사람에 대한 지역사회의 케어 책임

은 신중히 회피되었다. (社會福祉硏究所, 1979: 124) 

98) ‘무차별 평등의 원칙’은 “일본제국정부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지방정부기관을 통해 빈곤

자에게 차별 또는 우선적 취급이 아니라 평등하게 적절한 식량, 의류, 주택 및 의료 조치

를 제공하는 단일한 전국적 정부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 ‘공적 책임의 원칙’은 “일본제국

정부는 1945년 4월 30일까지 본 계획에 대한 재정적 원조 및 실시책임태세를 확립할 것. 

따라서 개인이나 준(準)정부기관에 위양 또는 위임하지 않을 것”, ‘필요충족의 원칙’은 “곤

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총액의 범위 안에서는 제공된 구제 총액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社會福祉硏究所, 197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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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내부/외부> 구별로 <면식 있는 사람/면식 없는 사람>이 구별되었고 장 

<내부>의 <면식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부조의 관심을 가졌다는 지적이다. 이 <면식 

없는 사람>에 대한 부조는 ‘자선’이었다. <그림3-6>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선은 <외

부> 장의 사람을 구제하는 것, 즉 면식이 없는 ‘타인’을 동정하는 임의적 베풂이었다. 

네프는 “공적부조 및 공적복지에 관한 새 입법을 준비하는 공무원, 공적부조에 

대한 태도 변화의 선전·보급에 노력하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적부조에 

관한 다음 설명을 첨부했다.  

민주주의 자체가 일반인에 대한 관심 및 일반인에 대한 신조(信條) 위에 구

축되어 온 것이며 서비스에 관한 정부의 조치는 이 관심의 결과이자 신조

의 표명으로서 발전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社會福祉硏究所, 1979: 

125) 

민주주의는 장 <내/외>로 <면식 있는 사람/면식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합시킨 <일반인>에 대한 관심 및 신조 위에서 구축된다. 그리

고 일반인에 대한 관심 결과와 신조의 표명으로서 발전한 공적부조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정부(복지)기관이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개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사

정 때문에 나날의 식량, 주거, 의류 또는 의료의 니드(need)를 조달할 수 

없는 시민에게 이를 공급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정부의 조치가 

공적부조다. (社會福祉硏究所, 1979: 124) 

또한 공적부조를 받는 ‘권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적부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모순 없이 운용되어야 하다. 민주

주의는 개인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성립되고 공적부조의 모든 정

책·기준·관행은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질병이나 실업으

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나 기회를 잃은 사람은 시민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잃지 않는다. 어떤 양식의 공적부조 신청자 및 수급자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유한다. (社會福祉硏究所, 

1979: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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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를 받는 사람은 개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경제적 자립의 

능력 또는 기회를 잃은 데 불과하고 인간으로서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들은 “유익한 생활 및 충분한 보장의 권리”(社會福祉硏究所, 1979: 125)를 가진다. 

이러한 공적부조 사상은 그 후 제정된 신헌법 제2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

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서 

지지되었다. 

GHQ가 제시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적부조는 이렇듯 일본에 장 <내부/외부> 구

별 —<면식 있는 사람/면식 없는 사람> 구별— 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즉, 장 구

조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었다. 새 질서 형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요구(자극)에 

어떠한 의미규정으로 대응했는지 이하에서 고찰한다.

① 반사적 이익으로서 ‘생활보호’ 

「SCAPIN775」를 토대로 공적부조를 통괄한 기본 법규로 ｢(구)생활보호법｣
(1946년 9월 공포, 10월 시행, 이하 ｢구법｣)이 마련되었다. ‘생활보호’라는 말은 ｢구
법｣ 제정 당시 새로 만들어졌다. 샘스가 미국의 ‘Social Security Law(사회보장법)’와 

같은 법률을 만들 것을 요청하자 당시 후생성 사회국장이던 카사이 요시스케(葛西嘉

資)가 이렇게 명명하고 영어로는 ‘Daily Life Security Law’로 표기했다. ‘보호’라면 

영어로 ‘Protection’이다. ‘Security’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생활보장’이 되어야 한다. 

카사이는 이에 대해 “보장이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국가가 보호한다는 생각”이었다

고 말한다. 다만 ‘Protection’이라고 표기하면 샘스가 그 속셈을 알고 반대할 것을 우

려해서 ‘Protection’ 대신 ‘Security’로 한 것이다. 당시 복지행정 측은 개인이 권리로

서 공적부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법’

이어서는 안 되고 ‘생활보호법’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社會福祉硏究所, 1979: 

280-281). 

명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도는 ｢구법｣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구법｣에서

는 생활빈곤자가 공적부조를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소위 ‘보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면식 있는 사람/면식 없는 사람>이 통합된 <일반인>은 <보호자>인 국가에 

대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피보호자>로 간주된 것이다.  

보호청구권을 부정하는 복지행정 측의 견해는 1949년 2월 5일자로 아이치현(愛

知縣) 지사가 후생성 사회국장 앞으로 ｢보호 청구권에 관한 의의조회(保護請求權に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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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疑義照會)｣를 보내자 후생성이 그 답변으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 앞으로 

보낸 통지에서 드러났다. 

먼저 아이치현 지사의 의의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가. 

2. 보호를 청구할 권리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요보호자는 단순히 보호받

는 자격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본법과 헌법 제25조의 관계는 어떠

한가. (小山, 1951: 108) 

이 의의조회에 대해서 후생성은 개인은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그리고 헌법 제25조와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래 제25조는 “‘모든 국

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부문에서 사

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의 공공적 배

려 (중략), 국가의 정치적 혹은 도의적 책무를 강조한 것”(小山, 1951: 110)일 뿐이

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기다 테쓰로우(木田徹郎)에 따르면, 원래 제국헌법개정안 제25조(개정안 제23조) 

“법률은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의 복지, 생활의 보장,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을 위

하여 입안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중의원에서 “생존권 확인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으로 변경”(木田, 1990: 304)되었다. 따라서 제25조는 국가의 정치적·도의적 책

무라 하더라도 국가에 적극적인 입안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었다. 헌법 제25조 제1

항에서 말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법이 일정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데 머무르는 ‘반사권’이라며, 청구권이 법으로 부여되고 보장되는 권

리 ―협의의 권리― 가 아닌 소위 ‘광의의 권리’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헌법 제25조의 

권리는 원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라는 것이다(小山, 1951: 110).99)

99) 1948년 최고재판소 판결(‘식량관리법의 합헌성’에 관한 사건, 1948.9.29)에서 최고재판소

는 헌법 제25조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헌법 제25조 제2항은 (중략) 사회생활

의 추이에 따라 적극주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회시설의 확충·증진 노력을 국가임무의 하나

로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제1항은 마찬가지로 적극주의 정치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국정운영을 국가책무로 선언한 것이다. 이

는 주로 사회적 입법의 제정 및 실시로 이뤄져야 하지만 생활수준의 확보·향상도 국가임

무의 하나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민일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러한 책무를 부

담하고 이를 국정상 임무로 삼았으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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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의 이러한 견해로는 ｢구법｣이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더라도 그 근거인 헌법 25조 역시 청구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모순이 존재하기

는커녕 ｢구법｣은 헌법 정신을 반영한 법률이 된다. ｢구법｣은 “국가의 책무 수행의 반

사적 효과로서 보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보호받을 경우 생기는 

법률관계를 규정한 데 그치”는 것이었다. 게다가 후생성은 빈곤자의 생활보호를 국가

의 책임으로 한 취지는 “국민 측에서 보호받을 경우 품게 되는 비굴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小山, 1951: 112). 

빈곤자의 생활보호는 국가의 ‘공공적 배려’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라는 

후생성의 입장은 GHQ가 당초 생각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생활보장

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중략)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독립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조건에서 주어져야 한다”(一番ヶ瀨·井岡·遠藤編, 2000: 29-30)며 오직 개인의 

곤궁만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공적부조는 “케어가 필요한 사람 뿐 아니라 케어를 제

공하는 사람에게도 보장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굶주림이 거리를 습격할 경

우 아무도 약탈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증은 없다”(社會福祉硏究所, 1979: 125)고 강조

했다. 여기에는 <사익> 추구가 <공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원리가 있다. 

｢구법｣은 제1조에서 “이 법률은 생활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활을 

국가가 차별적 또는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해서 사회의 복지 증진

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구법｣에는 최저생활보장의 취지를 밝힌 조문

은 없었다. ｢구법｣ 개정 당시 후생성 보호과장이던 코야마 신지로우(小山進次郎)는 

“구법은 분명하게 사회복지의 법이며 사회보장의 법이 아니었다”(小山, 1951: 83)고 

지적한다. ｢구법｣의 최우선 목적은 빈곤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었다. ｢구법｣은 ｢SCAPIN775｣ 원칙을 반영

해서 “요구호자에 대한 생활보호 원칙이 국가책임으로 명문화”(小山, 1951: 16)되었

다고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생활보장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에 대한 책임 

원칙을 명문화한 데 불과했다. 여기에는 <개인>에서 <전체>로 이익이 확대된다는 사

고는 없고 <개인>이 얻는 이익은 <공공>의 복지 증진을 통한 ‘물흐름 효과

(Trickle-down effect)’에 지나지 않았고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시되었다. 

로 이 책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즉, 이 규정에 따라 직접 국민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현실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입법 및 사회시설의 

창조·확충을 통해 비로소 국민 각각의 구체적·현실적 생활권이 설정되고 충실해진다.” (小

山, 195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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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받는 권리로서 ‘생존권’ 

｢구법｣에서 ｢(신)생활보호법｣(1950년 5월 공포·시행, 이하 ｢신법｣)으로 개정은 

‘사회복지의 법’에서 ‘사회보장의 법’으로 전환이기도 했다. 사회보장 제도인 이상 ｢신
법｣은 보호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복신고제도(不服申立制

度)가 마련되었다.100) ｢신법｣은 ‘생존권’을 인정한 현대적 공적부조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생존권’ 이념을 적용했다고 해서 ｢구법｣이 보여주는 <전체→개인> 

도식이 <개인→전체>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마키노 에이이치가 “사회보장이란 국

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존권으로 국민을 국가적

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자유권적 인권에서 생존권적 인권으로 

발전한다”(牧野, 1954: 175)고 하는 것처럼, 생존권은 국가적 통합의 수단으로 생각

되었다. <전체>를 우선시한 점에서 ｢신법｣도 ｢구법｣의 차이는 없다.

‘자유권’과 ‘생존권’ 양자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대비시키는 견해는 와가츠

마 사카에가 논문 ｢신헌법과 기본적 인권(新憲法と基本的人權)｣(1948)에서 전개했다. 

와가츠마는 이 논문에서 “19세기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오직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20세기 헌법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서는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여가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며, 전자의 기본적 

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후자를 ‘생존권적 기본권’(=생존권)으로 대비시켰

다(我妻, 1970a: 110).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권리로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제한이 요구된다. 반면 생존권은 자유권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권리이면서도 더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으면 그 실현이 위태로워지는 권리로 인식되었다(我妻, 1955: 70). 

또한 와가츠마는 “생존권은 자유권처럼 개인이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개

인과 국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선다. (중략) 이 추이를 개인

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我妻, 1970a: 175)며 생존권의 배

100) 불복신고제도는 ｢(신)생활보호법｣에서 처음 확립되었는데 그 골격의 원형은 1949년 5월 

1일 후생성령개정에서 마련됐다. 후생성 사회국장 통지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에 관한 건｣(1949년 4월 21일자)은 이 불복신고제도의 취지에 대해 “불복신고는 법률적

으로 말하면 법시행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법을 올바르게 운용하도록 재촉하기 위한 기연

(機緣)에 그치며, 이것으로 요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보호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다(小山, 1951: 38). 따라서 법이 개정돼서 사회보장법제가 현대

적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도 내면적으로 ‘권리체계’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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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공동체주의 사상을 보았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데 따른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강조했다. 

‘생존권’의 보장은 현실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익을 보는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의 배려가 있어도 배려받는 각자가 스스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무를 자각

하고 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我妻, 1970b: 74-75) 

GHQ는 공적부조를 정의하면서 부조를 받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

다. 공적부조 행정의 임무는 최저한도의 조사를 하고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리스트의 작성 및 장래 고용 전망을 포함한 현상에 대해서 진실

한 보고를 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행정절차상의 의무를 부과했다(社會福

祉硏究所, 1979: 125). 여기에는 기본적 인권에 수반되는 의무라는 발상은 없다. 전

(前)국가적 기본적 인권은 오직 침해돼서는 안 되는 천부인권이며 의무와 결부되는 

권리가 아니라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지는 권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본적 인권을 

자유권과 생존권으로 나누고 생존권을 전국가적 권리로부터 떼어내 이른바 후(後)국

가적 권리로 배치하기 때문에 국가의 ‘배려’를 받은 대가로서 책무가 생긴다. 

공동체 이념에서는 개인의 모든 권리는 공공의 복지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더구나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이 의무를 자각하고 충실해야 한다. 

(중략) 18세기 말 천부인권 사상에서는 한쪽에 국가의 주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 개인의 자유권이 있었다. 자유권을 오직 개인중심, 권리중심으로 생

각해도 국가로서 단일성이 파괴될 우려는 없었다. 그러나 공동체 이념에서

는 이 대립이 지양된다. 국민 스스로가 그 기본적 인권의 의무성을 자각하

지 않으면 국가의 단일성은 파괴될 것이다. (我妻, 1970a: 248) 

개인과 국가가 대립 관계 ―<양극>구조― 에 있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국가의 

단일성’을 파괴할 일은 없다. 오히려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익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전체의 부분으로서 전체에 포섭되고 개인과 국가가 유기적

인 관계 ―<일극>구조― 에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 ‘국가의 단일

성’은 파괴에 이른다. 여기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익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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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되고 단순한 ‘사리사욕’으로 귀착된다.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에

게는 이익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자 ‘분

수’에 맞는 책무가 요구된다. 

공적부조가 보장하는 생존권은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지는 <개인> 위주의 권리라

기보다 <전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국가권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그 대가로 공동체 <내부> 일원으로서 의무가 수반되는 권리에 불과하게 

된다. 

2. ‘공공의 복지’ 위주의 복지국가론

1955년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된 후 1960년 이케다(池田) 정권이 소득배증(倍增) 

정책을 실시할 때까지 일본경제는 확대과정에 있었다. 경제기획청은 1956년 ｢경제백

서｣ 말미에서 “이제 ‘전후’가 아니다”고 선언하고 전후회복에서 벗어나 근대화로 뒷

받침된 안정된 경제성장으로 전환했음을 표방했다. 경제번영은 국민의 생활양식에 변

화를 초래했다. 1955년경에는 ‘3종의 신기(神器)’(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로 대표되는 

가정용 전자기기가 보급되어 소위 ‘소비혁명’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 후 사상 공전의 

호경기(‘이자나기 경기’, 1965년 11월-1970년 7월)로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3종의 신기’에서 벗어나 ‘3C’(Color television, Cooler, Car)라는 내구소비

재가 보급되었다. 이제는 의식(衣食)과 내구소비재에 대한 불안이 없는 생활이 당연

시되었다. 생활양식의 균질화·평등화는 국민의식의 균질화를 초래하고 자신의 생활이 

상층도 아니고 하층도 아닌 중간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거대한 ‘신중간계층’이 등장

했다(村上, 1998d: 346).101) 

한편,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지역간·산업간 인구이동으로 도시화가 진

행되면서 전후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전통적 지역공동체와 ‘이에’적 직계가족

은 해체되고 세대규모의 축소·세분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사회보

장을 대체하고 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온 지역공동체와 직계가족이 해체하자 사회보장

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하라다 수미티카(原田純孝)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101) 그런가 하면 1952, 1953년경부터 저소득계층이 고정화되었다. 1957년도 국민경제는 8%

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경제이중구조로 인해 가계격차가 확대되고 불균등화가 

초래되었다(吉田, 1972: 342). 1958년 ｢후생백서｣는 저소득층을 “국민생활의 앞길에 새

까맣게 가로놓인 철의 벽”이라고 표현하고 “경제대책과 병행해서 더욱 효율적인 사회보

장시책의 실시”를 호소했다. 더 이상 “사회보장정책은 경제정책의 이차적 대책이 아니”

라며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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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용,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이를 메커니즘화해서 실현되는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세 가지 사이에 이른바 

일종의 순환적인 상호규정관계가 존재했다”(原田, 1988: 330)고 지적한다.102) 경제성

장이 그 전제인 지역과 가족에 자극을 줘서 변화를 일으키고 이에 대응해서 사회보장

제도가 정비되어 다음 경제정책의 전제를 마련한다는 재귀적 과정이 성립된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03) 

1960년 ｢복지국가로의 길(福祉國家への途)｣이라는 부제를 단 ｢후생백서｣는 복지

국가 건설의 두 축으로 경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거론했다. “빈곤에서 해방된 풍요

로운 사회”의 실현이라는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는 “완전고용 달성과 최저임금제 확

립”이 가능하도록 경제를 번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해 책정된 ｢국민소득배증

계획(國民所得倍增計劃)｣(이하, ｢배증계획｣)은 경제계획으로는 처음 ‘복지국가’를 목표

로 내세웠다.104) ｢배증계획｣은 주요과제로 충실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향상을 내

세워 이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근대 복지국가로서 의무”라고 강조했다(經

濟企劃廳編, 1961: 10-11).

이어 1965년 책정된 ｢중기경제계획(中期經濟計劃)｣105)은 일본이 소득의 재분배

102) 하라다 수미티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3년까지 계속된 고도 경제성장은 결과적으

로 가족을 둘러싼 문제를 한층 광범하고도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과 생활보장기능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전제로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핵가족화·소가족화를 더욱 진행시키고 가족기능의 저하·단순화를 불

가피하게 했다 ―혹은 오히려 그러한 가족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만 고도 경제성장의 지

속이 가능해졌다― 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原田, 1988: 329-330)

103) 루만은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가 만들어져가는 재귀적 속성을 ‘자동구동장치가 달린 자동

차’(Luhmann, 1981=2007: 10)라고 표현한다.

104) ｢배증계획｣을 계기로 경제계획에서 국민생활 및 복지에 대한 취급이 달라진다(井上·新井, 

1971: 164). 1955년 책정된 ｢경제자립5개년계획(經濟自立5ヵ年計劃)｣은 그 계획 목적을 

경제자립과 고용증대에 두고 경제안정과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실현하려 했지만, 사회보

장에 관해서는 고용정책 구제에서 제외된 사람의 구제에 그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

다. 1957년 ｢신장기경제계획(新長期經濟計劃)｣ 역시 경제안정을 도모하되 가능한 한 경

제를 성장시켜 국민생활수준을 높이고 완전고용 상태에 접근하고자 했지만, 사회보장정

책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저한도 생활보장에 머무르고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

소한으로 억제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정책이 소극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생활보장기능이 사회보장을 여전히 대체했기 때문이다.

105) ｢배증계획｣ 이전의 경제계획은 모두 계획기간 도중 변경해야 했다. 현실의 경제성장이 

계획이 상정한 것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증계획｣기간(1961-1970) 중 1965년 

｢중기경제계획｣이 나온 것은 ｢배증계획｣이 성장률을 낮게 책정해서가 아니었다. ｢중기경

제계획｣의 목적이 ‘왜곡(ひずみ)’의 시정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논리를 복지논

리에 앞세워서는 소비자물가의 급등, 생활환경시설의 뒤떨어짐, 공해 발생, 교통사고 격

증, 출퇴근길의 혼잡, 과밀도시 문제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국민복지의 향상을 손상

시켰기 때문이다(經濟企劃廳編, 196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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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적인 환경개선 등 사회개발 정책에 주력하는 시기로 들어선 당시 상황을 “중

진국 단계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선진국에 걸맞는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첫걸음”(經濟

企劃廳編, 1965: 9)이라 보았다. 이런 식으로 균형 있는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을 통

해 사회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중진국에서 선

진국으로 입성하는 길로 간주되었다. 이제 ‘복지’에는 일본을 근대화시켜 선진국으로 

이끄는 플러스 상징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복지국가 이념이 실현되면 될수록 인권 제한이 강화된다”(渡

邊, 1964: 9)는 말대로, 일본이 지향한 복지국가는 자유와 권리 억제로 성립되는 복

지국가였다. 이 모순된 논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 1955∼1956년 개헌론106)에서 논

의된 복지국가론이다. 개헌론자들은 “사회질서 유지, 공공의 복지 증진”으로 복지국

가의 지향점을 정하려 했다(憲法調査會, 1964: 601). 이 ‘공공의 복지’는 헌법 제12

조107), 제13조108)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제한할 때 원용된 개념이다. 권리 및 자

유를 제약하는 법의 위법성에 대해 해석론이 대립했을 때 <합헌/위헌>을 가리는 기

준을 제공하고 인권 제한의 합헌성을 보장해 준 것이 ‘공공의 복지’였다(樋口, 1972: 

37). 개헌론자는 이 ‘공공의 복지’를 강화해서 기본적 인권이 제약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길이었다.

본 절에서는 우선 개헌론의 복지국가론을 다룬다. 그리고 고도성장기에 나타난 

‘마이홈 지향(family‐oriented)’ 현상을 고찰한다. 소위 마이홈 주의는 사회적 불만을 

생활권 밖에 나가서 적극 해소하려 하지 않고 사생활을 방위하는 개인적 대책을 세우

는 현상이다. 복지국가 건설에서는 <공>이 강조되는 반면 개인은 <사>생활을 중시하

는 이 이중적 현상이 어떤 구조적 조건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106) 히구치 요우이치(樋口陽一)는 개헌론의 동향을 이렇게 설명한다. “1955∼1956년 피크였

던 개헌론은 다수 위원의 견해라는 형식으로 ｢헌법조사회보고서｣에 집약된 후 현실 정치

의 표면에서 일단 후퇴했다. 그 사이 개헌론이 일본국헌법의 명문을 변경해서 달성하려 

한 것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헌법의 해석·운용을 통해 실현되었다. 특히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입법을 합헌으로 정당화시킨 상징이 헌법 제13조(및 제12조)다. 

여기에 명시된 공공의 복지 관념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樋口, 1984: 67) 

107) 헌법 제12조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

해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108)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을 필요로 한

다.”



                                                    2. ‘공공의 복지’ 위주의 복지국가론

- 131 -

1) 개헌론의 일본식 복지국가론

① ‘공공의 복지’ 위주의 복지국가

1956년 설치된 헌법조사회109)에서 현행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거론된 문제는 제3장에서 권리 및 의무 규정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것은 없는지, 기본적 인권의 한계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등

이었다(憲法調査會編, 1964: 169). 헌법조사회위원 중에서 개헌을 적극 주장한 히로

세 히사타다(廣瀨久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헌법은 국민 개인을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이끌고 있다. 즉, ‘개인존

중·국가경시’의 경향이 현저하다. 이것은 메이지헌법 하에서 지나친 군

국주의와 경찰주의에 대한 반동이라 생각되지만, 더불어 현행 헌법 제3장

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문제에서 국가와 개인을 오로지 대립항쟁 관계

로 보고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자유를 주장하는 권리장전(權利章典) 사

상에만 근거한 결과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서는 인간 존엄의 확

립과 함께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 국민 각자의 책임이 요구된다. 즉, 국가

와 개인은 대립항쟁 관계가 아니라 혼연일체 관계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인 국민복지를 확보 증진해야 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국민의 상호협력

과 국가시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 사회연대적 의무와 함께 복지국

가 실현을 위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

서 제3장에서 ‘대립 편향’ 태도를 ‘조화 균형’ 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3장의 표제를 ‘국민의 복지 및 책무’로 변

경해야 하고 국민의 사회연대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

의 복지 및 사회, 국가가 건전한 존립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권리·자

유가 제약받게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憲法調査會編, 1964: 

170-171)

109) 헌법조사회는 ｢헌법조사회법｣(1956년)에 따라 설치되었고 그 임무는 일본국헌법을 검토

해서 관련 문제를 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내각 및 내각을 통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었다(憲法調査會編, 1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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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개인의 ‘대립 항쟁’ 관계는 <양극>구조에서 가능하고 <일극>구조에서 국

가와 개인의 긴장 관계는 장 <전체성> 내에서 해소된다. 이에제도 하에서 가장과 가

족구성원이 이에(전체)의 번영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 국가와 개인은 마주하고 긴장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전체>의 번영을 지향해서 ‘혼연일체 관계’를 이

룬다. 국가에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이 있고 개인에게도 “국민 각자의 

책임”이 있다. 주의할 점은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나 복지국가, 즉 전체복지 실현이라

는 <전체>를 향한 책임이며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개인은 단지 

이뤄진 전체의 복지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누릴 뿐이다. 한편 “국민 각자의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공무원이든 산업인이든 노동자든 여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각자의 

직역”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自由黨憲法調査會, 1956: 177). 

국민은 각자의 직역, 즉 장 내에서 각자 자신의 ‘분수’에 맞게 경제발전에 협력해서 

전체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요구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헌법조사회의 적극적인 개헌론자들이 만든 

소위 17명 의견서 ｢헌법개정의 방향(憲法改正の方向)｣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헌법에서는 국민의 사회적 책임, 공공적 의무

가 최대한 살려지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중략) 현실적으로 국가가 존

립해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성원인 국민 개인에게 보다 많은 의무를 요

구하고 실제로 의무를 부과한다. (중략) 국민이 법을 지키는 의무 및 국가

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명기해야 한다. (중략) 국민 각자의 건전한 국가 관

념을 기르고 국민이라는 자각을 높이는 교육적·계몽적 의미에서 분명히 

헌법에 써넣는 편이 낫다. 오늘날 공덕심이 결여되고 비도덕적 언동이 심

각한 상태에서 이 필요성은 더욱 통감된다. (憲法調査會, 1964:　604)

평화적인 전체 질서와 공공의 복지를 바란다면 개인은 전체에 충성, 복종, 봉사

의 정신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일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에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은 <전체>가 <부분>에 대

해 불변고정의 절대로서 <부분>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일본의 <공/

사> 관계의 성립 과정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로 한다.



                                                    2. ‘공공의 복지’ 위주의 복지국가론

- 133 -

➁ 일본의 <공/사>관계 

일본어의 <공>과 <사>에는 중국어 ‘공’과 ‘사’와도 영어 ‘public’, ‘private’과도 

다른 뉘앙스가 있다. 고대 일본에는 <오오야케>라는 순일본어가 있었다. ‘공’이라는 

중국어 관념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어 <오오야케>로 인식하고 ‘公’(음독; kō, 훈

독; ōyake)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일본어의 <공>에는 중국어 ‘공’에 없는 <오오야케>

의 의미도 포함되었다.110) 

<오오야케>란 고대 일본사회의 기초단위인 농업공동체의 핵심 시설 ‘야케’에서 

유래하고, 고대 최소공동체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오오야케>는 ‘큰 야케’, 즉 

‘야케’ 중에서도 일등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또한 여기에 직속하는 수장을 가리

키는 말이기도 했다(加藤典洋, 2007: 188). 이런 식으로 <오오야케>는 공공성과 수

장성의 요소를 포함한다. 

<오오야케>는 작은 공동체인 ‘야케’가 연합해서 보다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

층구조로 형성된다. 예를 들면 “부부와 부자로 이뤄지는 가구를 한 단위로 하고 이어

서 근처 가구들이 모여서 복합적 대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이 복합적 대가족이 다수 

모여서 동속(同屬)집단을 형성하고 이 동속집단이 모여서 부락국가를 형성”(三戶, 

1978: 74-75)한다. 그리고 상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위의 공동체는 해체되지 않

고 이전과 변함없이 폐쇄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田原, 1995: 96). 

이 중층구조의 <오오야케>가 최종적으로 일본국이 되고 그 수장인 천황(혹은 조정; 

朝廷) 또한 <오오야케>로 불렸다. 

중층구조로 형성된 <오오야케>는 각 수준의 공동체에서 지배적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오오야케(公)>의 반의어인 <와타쿠시(私)>는 <오오야케>(공동체·수장)에 종

속하는 공동체 및 사람이 된다. 이렇듯 상급 공동체는 하급 공동체를 포섭해서 공동

체의 확대가 중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오야케>와 <와타쿠시>, 즉 <공>과 

<사>는 상하관계로 파악된다.111) 

110) 중국의 ‘공’은 정부기관이나 기구를 의미하고 대개 공평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溝口, 

1995: 167-168).

111) 타하라 쯔구오(田原嗣郞)는 일본의 공사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가 공동체의 

적층(積層)으로 이뤄지는 곳에서 상급 공동체는 하급 공동체를 포섭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다 큰 세력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하급의 ‘공’은 상급의 ‘공’ 앞에서는 ‘사’가 되고 만

다. 여기에서 공사관계는 중층적으로 형성된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공·사는 단순히 상하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田原, 199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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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공

　　　　　　　　　　　　　　　　　　　

　　　　　　　　　　　　　　　　 사

　　　　　　　　　　　　　　　　 공

　　　　　　　　　　　　　　　　 사

　　　　　　　　　　　　　　　   공

　　　　　　　　　　　　　　　　　　　

　　　　　　　　　　　　　　　　 사

　　　　　　　　　　　　　　　　　　　

                                          

<그림4-1> 일본 공사 개념의 중층적 구도 

<공>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공성을 나타내는데, 이 <공>은 보다 큰 상위의 장

에서는 <공>이 될 수 없고 <사>가 된다. 그런데 이 <사>는 상위의 <공>와 대립하지 

않는다. 상위의 <공>이 등장하면서 <사>로 내려간 것이다. 따라서 <사>는 <공>과 

‘대립’한다기보다 <공>의 ‘부정(否定)’ 개념으로 봐야 한다. <사>는 <공>이 아닌 것, 

즉 <비공(非公)>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공/사> 관계는 영어의 public/private 

관계와 대조적이다. “개인에게 속한다”는 의미의 private의 반대어로서 public은 개인

에 속하지 않는 것, 즉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누구에게

나 열려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다(三戶, 1978: 71). <공>이 있기 때문에 <사>가 관념

되는 것과 반대로 private이 있기에 public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공/사> 관계는 <일극>인 장 구조이기에 가능하다. 앞서 본 개헌론의 북

지국가론을 이 장 구조에서 나온 <공/사>구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4-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 단계의 <공>은 <사>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

에 상대적이지만 최상위의 <공>은 <사>가 될 수 없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면 최상

위의 일본국이 <공>이라는 자명성은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전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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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것이다. 반면 최소단위인 개인 입장에서 <사>는 <비공>으로서 <공>이 있

어야 비로소 관념되기 때문에 자주성·자율성이 수반되지 않은 <사>가 된다. 즉 복지

국가 건설에서 개인은 단지 위로부터 온정주의(paternalism)적인 개입을 통해 복지를 

누리는 객체로 전락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공>이 있기에 

<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 이전의 권리”(石田 外, 1956: 105)로서 기본적 인권

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겠다는 생각은 정착될 수 없다. 이로써 ‘복지국가 이념이 실

현되면 될수록 인권 제한이 강화된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장 구조에서 사람은 권리를 추구하고 복지를 형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복지를 반

사적으로 향수하는 객체로 귀착된다. 복지국가 건설은 개인의 주체적 참여가 없는 

“국가권력의 전속 사항”(池田政章, 1964: 171)이 된다. <공공>의 복지 증진으로 인

한 복지국가가 지향되는 한편,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가 되지 못한 개인은 <사>의 영

역으로 들어가버린다.  

2) 마이홈주의의 출현: <사>로의 도피

1955년 이후 본격화된 고도 경제성장으로 소비생활이 향상되고 소비영역이 물

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소위 대중소비시대에 돌입한다. 가정생활이 경제번영

을 배경으로 한 생산단위에서 소비단위로 이행하면서 ‘마이홈주의’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사회의식이 등장했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쳐 특히 

도시 근로자 가족의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말로서, 이 시기 다수의 일상적 의식을 포

착한 유행어가 되었다. 

‘마이홈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애매하고 엄밀한 정의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에서 

일정한 생활 이미지가 떠오른다. 우선, ‘마이홈주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기집 

마련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된다. 또한 ‘3종의 신기’로 대표되는 가정용 전자기기가 보

급되고 ‘3C’로 생활의 물적조건이 변함에 따라 생활자재를 갖추는 것이 마이홈주의적 

생활의 이상상이 된다. “일본민중이 (중략)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적인 공

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내구소비재를 갖추고 적어도 그 내부에 관해서는 공권력의 간

섭도 받지 않겠다는 생활양식”(庄司興吉, 1980: 188)이 마이홈주의적 생활로 고정화

된다. 

한편 마이홈주의는 “폐쇄적인 가정으로 사화(私化, privatization)”(石田, 1975: 

318)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마테 시게루(山手茂)가 소개하는, 하마시마 

아키라(浜島朗)와 사미조 마코토(三溝信)의 마이홈주의 정의를 참조하면, 하마시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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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다 큰 사회나 체제로부터 떼어버리고 자신이나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오직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생활의 쾌적화에 광분(狂奔)해서 자그마한 행복만을 추구”

하려 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미조는 “도피는 사회에 대한 주체성을 포기하고 자신이 

간신히 주체적일 수 있는 영역으로 도망치는 형식으로도 이뤄진다. 즉, 작은 상황(小

狀況)에 매몰돼서 큰 상황(大狀況)에 무관심해지는 방법이다. 이 전형은 소위 마이홈

주의에서 볼 수 있다. 가정만 목적이 되고 일가단란, 자식성장이 유일한 사는 보람(生

きがい)이 되는 상태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야마테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깊

은 관련을 보지 않고 사회와 가정을 대립적으로 파악해서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어 사

는 보람을 잃었기 때문에 가정을 마지막 하나의 구원으로 보는 사고방식과 생활태도

가 마이홈주의”라고 규정한다(山手, 1974: 200-201). 또한 쇼우지 코우키치(庄司興

吉)는 “마이홈주의는 민중이 국가의 지배망으로부터 적어도 의식면에서 도피하고 권

력의 전횡에 대해서는 이해(利害)관심 면에서 반사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거기에 “국가의 교화(indoctrination)를 무시해서 ‘내 집의 행복’ 추구에 

전념하는 민중”이 등장했다고 보았다(庄司興吉, 1971: 254). 

이들의 정의에서 공통된 특징은 마이홈주의의 도피적 성격을 강조하는 점이다. 

마이홈주의는 가정생활을 축으로 ‘사생활’을 우선시하고 거기에서 사는 보람을 찾아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데, 한편으로 도피의 장으로서 가정이라는 틀 내에 틀어박히고 

가정 외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생활태도를 나타낸다. 타나카 요시히사(田中義

久)는 마이홈주의 경향으로 드러난 이 ‘사생활’에 가치의 중점을 두는 생활의식을 ‘사

생활주의(privatism)’라고 부르고 그 민중상을 ‘사민(私民)’이라고 파악했다. ‘사민’이

란 근대 유럽의 ‘시민’과 달리 “즉자적인 의미에서 사인(私人)의 생활과 이익을 우선

시하는 자그마한 생활윤리에 지탱된 민중상”(田中, 1974: 53)으로 정의된다. 

‘사민’이 이 시기에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다. 타나카는 그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그 배경—인용자)은 만들어진 ‘번영’의 슬로건 하에서 사람들이 국가와 

정치에 대해 품는 뿌리 깊은 ‘불신’이다. 사람들은 고물가와 교통사고와 공해

를 초래한 ‘고도성장’의 저변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앙금처

럼 침전시키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생활방위에 애쓰고 있다. 이것은 정치주체

로서 자신의 힘을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개인적 노력으로 그런대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자력으로 내실화하려는 궁지에 몰린 생활방위

로서 사생활주의다. (田中, 1974: 54, 밑줄은 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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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사생활’을 우선하는 생활태도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생활의 향상도 있으나 고물가, 교통사고, 공해 등 도시문제가 심각해진 데 

대한 정치불신이 있다. 게다가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시켜 ‘냉소적인 평가’를 

낳았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생활방위 뿐이었다. 또한 도시문제 뿐 아

니라 ‘60년 안보투쟁’으로 야기된 정치적 관심의 고조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

시키고 사람들이 사생활로 ‘도피’하게 한 요인을 제공했다. 쇼우지는 마이홈주의의 형

성과정을 정치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전후 상황의 하부에서 일본경제는 국제적 조건을 이용해서 부흥했고 이것

은 민중의식에 안보체제라는 새로운 큰 틀을 세우게 한 한편 그 틀에서 벗

어나지 않는 한 민중의 생활을 서서히 향상시켜 갔다. 1950년대 중반 시작

된 ‘고도성장’은 이 과정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안보체제는 평화와 민주

주의에 모순되었고 이 모순이 60년 안보투쟁을 격발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도 민중의 생활은 조금씩 향상되었다. 정치의 계절이 끝났을 때 민중은 생

활향상으로 자신의 것이 된 성과를 어디에 확보하려고 했을까. 고도성장과 

함께 가속도로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극도의 과밀도시에서 무수하게 생긴 

벌집의 작은 구멍 같은 ‘마이홈’이다. (중략) 예전의 가족제도를 대신해

서 마이홈주의가 민중의 의식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庄司興吉, 

1971: 254) 

‘60년 안보투쟁’은 안보체제라는 ‘큰 틀’에 대한 투쟁이었으나 이에 대한 저항이 

실제로 어렵다고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간신히 자신이 ‘주체적’일 수 있는 영역(‘작은 

틀’), 즉 가정으로 도피하게 된다. 타나카가 말한 것처럼 “정치주체로서 자신의 힘에 

대한 하나의 냉소적인 평가”가 그 근저에 있다. 이 점에서 마이홈주의는 일종의 ‘체

념’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112) 

한편 생활방위에 임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112) “인종(忍從)에 내포된 반항은 종종 태풍 같은 맹렬함을 가지고 돌발적으로 타오르지만 

그러나 이 감정의 폭풍 후에는 갑자기 정적(靜寂)에 휩싸인 체념이 나타난다.” 와쯔지 테

쯔로우(和辻哲郎)는 이것을 일본적 성격의 특색으로 보고 “전투적인 염담(恬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和辻, 2003: 165-166). 쿠키 슈우조우(九鬼周造)도 일본문화에는 자연, 

의기(意氣), 체념의 세 가지 계기가 있고 특히 ”자연에 따르는 것은 체념의 기초“를 이룬

다고 했다(九鬼, 1981: 392). 자연에 대해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하는 것이 ‘체념’을 낳는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적 성격에는 체념, 포기, 담박함, 산뜻한 데가 있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염담’이 일본문화의 한 특색을 이룬다고 한다(九鬼, 1981: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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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은 정치로부터 도피,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혁을 초래하지 않고 

결국은 현상을 긍정하는 태도가 된다. 정치적 관심을 잃은 마이홈주의자가 마이홈 외

부에 관해 정치행동에 나서는 일은 없다. 그들이 일어설 때가 있다면 그것은 “마이홈

이 외부에서 침략당할 때 뿐”(庄司興吉, 1971: 255)이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각’은 근로현장에서도 발견된다.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

화로 인해 근로현장에서 소외되고 일하는 보람을 상실한 근로자는 ‘사생활’로 도피해

서 자그마한 사는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 비인간적인 근로현장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는 마이홈이 자발성과 인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

부에 대해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도 그 ‘저항정신’이 밖에 나아가서 적극적으

로 사태를 타개하려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도피라는 ‘냉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 

일본적 특색이 있다. 

사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보람을 느끼며 행복감을 찾는 것

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이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마이홈을 인간성을 지키

는 최후의 보루로서 확보하고 방위하는 것이 비난되거나 야유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매몰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가정만 소중히 여긴 결과, 정치나 직장 등 

가정 밖의 일에 관심을 잃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러한 형태의 마이홈주의가 나타나는 것일까. 

                                                 (공)

                                                           

                                                       (사)

     공                사                               공

　　　　　　　　　　　　　　　　　　　

　　　　　　　　　　　　　　　　　　                사(=개인)

                   

             개인

                                             

            

          <양극>                                  <일극>         

                              

<그림4-2> <일극>구조와 <양극>구조의 공, 사, 개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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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양극>구조의 경우라면 개인이 사생활에 매몰되는 일은 없다. 가정

을 소중히 여겨서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직장을 경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고 ‘일 

지향’ 혹은 ‘가정 지향’의 생활을 나눠서 오히려 서로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

다.113) 그러나 <일극>인 장 구조의 경우 ‘일’도 ‘가정’도 <사>인 개인에게는 <공>이 

된다. ‘큰 틀’의 <공>에서 보면 ‘작은 틀’의 <공>은 <사>가 되지만 개인에게는 ‘작은 

틀’이라 해도 <공>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하

는 것은 다른 한 쪽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는다. <양극>구조처럼 ‘일 지향’과 ‘가정 

지향’이 양립될 경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work-life balance)가 가능한데 공사관

계가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일극>구조로는 양자를 양립하기 어렵다.

마이홈주의가 비난받는 ‘사생활권으로 도피’란, <공>으로부터 <사>로 도피라기보

다 (큰 틀의 <공>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개인 입장에서 보면 ‘큰 틀’의 

<공>(국가, 회사)으로부터 ‘작은 틀’의 <공>(가정)으로 개인이 참여하는 영역이 축소

된 데 따른 현상이다. 전술한 <사>=<비공> 도식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사>는 <비공>이고 <사>는 <공>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즉, <사>는 <공>

에 포섭되어서야 비로소 <사>가 되기 때문에 ‘큰 틀’의 <공>에 소외된 <사>는 ‘작은 

틀’의 <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에 실망하고 일에 보람을 잃고 공해나 교통문제 

등 고도 경제성장으로 초래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공>을 절대화함으로써 겨우 개인=<사>를 유지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극>구조에서 개인과 <사> 사이에 긴장관계가 없

다. 개인이 바로 사적인 존재가 된다. 이것은 일본어에서 ‘사’라는 말이 ‘공’의 반의어

인 ‘사(私)’ 뿐 아니라 일본어의 인칭대명사 1인칭(나=私, 와타쿠시)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키사카 유타카(向坂寬)에 따르면 1인칭 ‘私(와타쿠시)’는 ‘我儘し(와쯔쿠시)’에

113) 하자마 히로시(間宏)는 미국인에게 일본의 ‘마이홈주의’를 이해시키는 데 곤란했던 에피

소드를 소개한다. 미국인은 일본에서 ‘마이홈주의자’가 경멸을 의미함을 이해할 수 없었

다. 하자마는 “마이홈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만 소중히 여기는 결과 

직장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고 타인의 일에 일체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생활의 

행복만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설명을 들은 미국인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장

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왜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이 직장과 사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가정에 잘 하려

고 하면 할수록 직장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지 않는가”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하자마는 “일본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 타인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배타적 

사고를 갖기 쉽다. 이것은 일본인의 전통적인 사유양식이다”고 답했다(間, 1969: 86, 밑

줄은 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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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래된다. ‘我儘し’의 ‘儘し(쯔쿠시)’란 ‘없앰’을 의미한다. 즉 1인칭 ‘私(와타쿠시)’

는 ‘나를 없애는 것’ 즉 ‘무아(無我)’ 혹은 ‘몰아(沒我)’를 의미한다(向坂, 1979: 

85-86). ‘무아’, ‘몰아’이기에 1인칭 ‘私’는 ‘非公’인 <私>와 일치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일본의 경우 ‘I’와 ‘private’이 ‘私’를 매개로 일치하는 것이다. 개인은 1인칭 ‘나

(私)’에 규정되는 것과 동시에 ‘사(私)적’ 존재라는 것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 

‘私(와타쿠시)’의 사전의미를 보면, 1인칭 대명사 ‘나’ 이외에 ｢1, 공이 아닌 자신

만에 관한 사항. 2,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하지 않는 것, 비밀. 3, 자신만의 형편을 생

각하는 것, 제멋대로｣(廣辭苑 第５版) 등이 있다. 1과 2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는 ‘공’의 부정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사>는 그 자체로는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어디까지나 <공>과의 관계에서 부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 차원에서 보았

을 때 <사>를 앞세우는 것은 3의 의미처럼 “자신만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

미가 된다. 마이홈주의가 비난받는 것도 <공>에서 봐서 <사>의 주장으로 비치기 때

문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마이홈주의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큰 틀의 <공>에서 작은 틀의 

<공>으로, 즉 절대성이 좀 더 안에 있는 <공>으로 이행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나타나

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큰 틀의 <공>, 즉 국가 입장에서 보면, <사>로 전환되

어야 할 작은 틀의 <공>(=가정)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개인을 교화하고 충성과 봉사

를 끌어낼 수 없다. 큰 틀의 <공> 입장에서 개인은 작은 틀의 <공>이 아니라 큰 틀

의 <공>에 대해 <비공>이어야 하는 것이다. 

3) 공동체의 생활보장 기능 감퇴와 대응: <사>에서 <공>으로의 시책  

가족과 지역의 상호부조 기능의 쇠퇴는 1960년대 후반 들어 현저해졌다. ｢중기

경제계획｣의 ｢국민생활분과회보고(國民生活分科會報告)｣는 가족 규모의 축소화에 따

른 친족부양의 감퇴와 농촌생활의 도시화에 따른 상호부조 기능의 쇠퇴를 지적했다

(經濟企劃廳編, 1965: 153). 그리고 가족과 지역의 생활보장 기능을 사회보장으로 대

체하려는 방향을 명시했다. 이제 가족과 지역의 생활보장 기능이 ‘여건’에서 ‘변수’로 

바뀌어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가 그 대체로 요구되었다(利谷, 1975: 162). 

경제계획이나 심의회답신은 사회가 어떤 상태가 될지 규정할 수 없지만 사회의 

미래 모델을 만들어낸다.114) 경제계획이나 심의회답신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사회 

114) 루만은 계획이란 사회시스템이 자기묘사(Selbstbeschreibung)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Luhmann, 1984=1995: 858). 계획에서 그려진 사회는 현재 모습과는 다른 미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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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는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생활보장 기능 감퇴에 대한 대응과 맞물려서 마이홈주

의에서 벗어나려는 시책도 볼 수 있다. 현재 복합성 ―마이홈주의의 공사 구조― 에서 

벗어난 이상적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구조적 조건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이 점에 주목

해서 고찰한다. 

① 가정생활 기능의 순화

1967년 3월 책정된 ｢경제사회발전계획(經濟社會發展計劃)｣이 가족문제, 국민생

활의 정책을 책정하는 데 참고한 가정생활문제심의회의 답신 내일의 가정생활을 위

해서(あすの家庭生活のために)(1967, 이하 답신)는 변화된 가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에 따른 가정생활상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시책이 취해야 할 기본

방향을 밝히려고 했다(家庭生活問題審議會編, 1968: 1). 

답신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로서 우선 “사회에서 사는 개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하나의 체계”이며 “인류가 긴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 온 가장 기본적인 생활 단

위”인 가정의 기본적인 역할은 급격하게 진행하는 핵가족화 경향 속에서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종래 이에제도 하에서 사람들은 많은 생활기능을 그 

안에 안고 살아 왔는데, 고도 경제성장 하에서 현대 가족과 가정생활은 그 구조도 기

능도 단순화돼서 오히려 가족집단으로서 본래 모습, 가정생활의 기본적 역할이 분명

해졌다고 지적한다. 답신은 현대 가정의 역할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복

잡해진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성을 확보하는 장’으로서 역할, 둘째 ‘인간형성의 장’으

로서 역할, 셋째 ‘생활을 형성하는 장’으로서 역할, 넷째 ‘생활을 지키는 장’으로서 역

할이다. 이렇듯 인간을 형성하고 인간성을 확보하며 생활을 형성하고 지키는 장으로

서 순화된 가정생활에 기대한 것은 “개인과 사회를 잇는 하나의 굵은 파이프”(家庭生

活問題審議會編, 1968: 10) 역할이다. 여기에서 마이홈주의에 대한 비판을 읽어낼 수 

있다. 

답신은 마이홈주의에 대해 “가정생활이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한 모습

이 된 반면 각각의 가정생활을 사회생활로부터 떼어버리고 자신들만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라며 가족이 마이홈주

의에 틀어박혀서 타자와 관계가 결여되고 배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를 연결하는 가정생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지역사회에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한다(家庭生活問題審議會編, 1968: 7-10). 가정의 순화된 최소한의 기능을 강

야 할 모습을 축으로 복합성이 감축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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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면서 가정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파이프임을 자각시킴으로써 개인에게 가족

은 <절대적 공>이 아니라 <상대적 공>임을 인식시켜서 가정의 외부로 개방을 꾀하려

고 하고 있다. 

또한 답신은 “가정생활의 사회적 측면을 지역이나 기타 사회집단에 참여와 협

력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정생활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의 문화

와 번영을 계승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매개물”이라고 했다(家庭生活

問題審議會編, 1968: 10). 1966년 10월 중앙교육심의회가 펴낸 기대되는 인간상(期

待される人間像)도 “가정의 주요한 기반은 사회와 국가다. (중략) 가정의 구성원은 

자기 집의 이해득실 안으로 닫혀서는 안 되고 널리 사회와 국가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文部省, 1970: 29)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공>은 <절대/상대> 도식을 

수반하면서 현상한다. 개인에게 가정이 <상대적 공>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이 <절대

적 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또한 <상대적 공>이 되어서 매개물 역할을 함

으로써 개인은 궁극적으로 <절대적 공>인 국가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커뮤니티 주의’

1970년 5월 책정된 ｢신경제사회발전계획(新經濟社會發展計劃)｣은 이전 계획인 

｢경제사회발전계획｣이 상정한 이상으로 경제성장이 확대되고 국제수지 여유도 급속히 

높아진 반면, 국내적으로는 각종 불균형이 일어난 데다 일본경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

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전 계획을 재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그 중점 과

제도 이전 계획의 틀을 기본적으로 이어받고 있는데, 이전 계획과 비교하면 경제개발 

및 지역개발의 추진이 더 중시되고 가족 자체에 대한 배려는 적어도 계획의 표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후퇴한 가족 문제는 수상의 자문을 받아 1970년 11월 

작성된 국민생활심의회 답신 인간환경정비로의 지침(人間環境整備への指針)(이하, 
지침)에서 인간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환경 파괴와 관련해서 다루어지고 있

다. 

지침은 ‘환경’을 문제 관점의 축으로 삼고 196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통

적인 농업사회에서 고도공업사회로 이행과 함께 환경파괴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았

다. 그리고 이 환경파괴를 ‘물적 환경파괴’와 ‘사회적 환경파괴’로 나누고, 전자를 “육

체적 위협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후자를 “정신적 황폐 문제를 초래하는 환경”으로 

규정해서(國民生活審議會編, 1971: 7),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환경파괴

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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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경제성장과 풍요로운 생활 실감과의 괴리”가 확대되는 데 따른 ‘불만의 

증대’다. 둘째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학교나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희박화”로 인한 

‘고립감의 증대’다(國民生活審議會編, 1971: 11). 지침은 지역사회에서 고립감이 심

화되는 이유로서 “사람들 중에는 폐쇄적인 지역공동체의 구속과 번거로움으로부터의 

해방에 큰 가치를 찾아내 개인과 가정을 국가나 사회의 상위에 두는 생활관이 정착”

됨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희미해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감

은 “종래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무관심형 주민층을 만들어내 새로운 시민형인 주민층

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國民生活審議會編, 1971: 14). 마지막으

로 셋째는 “가속화하는 기술진보와 정보량의 증대 등 급속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불안감의 증대’다(國民生活審議會編, 1971: 11). 

이러한 국민생활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악화에 대해 지침은 인간을 척도로 

한 “풍요로운 인간환경의 창조”를 새로운 목표로 내세웠다(國民生活審議會編, 1971: 

15).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선 과제로서 “주택, 생활관련 사회자본, 사회적 서

비스의 부족”, “직장의 변화와 과제”, “가족의 변화와 과제”, “집단 형성 및 지역사회

의 변화와 과제” 네 가지 항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두 항목을 보

기로 한다. 

우선 “가족의 변화와 과제”에서 지침은 “앞으로 경제사회의 고도화와 기술문

명의 발전에 따라 자신을 회복하는 장,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장으로서 가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다”며 가정의 기본적인 역할로서 답신의 제언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만들고 지키는 장, 내일의 활력 재생의 장으로서 “생활 거점으로서의 역할”, 

새로운 생명을 낳아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자식을 사회화하는 역할”, 그리

고 “인간성을 확보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개인과 가정을 국가

와 사회의 상위”에 둔다는 마이홈주의의 생활관이 정착하는 데 대해 지침에서도 

가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가정을 상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다음 “집단 형성 및 지역사회의 변화와 과제”에서 “지역공동체의 붕괴는 지

역 주민이 낡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공동체 안에 매몰됐던 인

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미

약한 사회에서는 개인은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반면, 고립감이 깊어지고 개인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감, 불만감, 무력감이 증대하게 된

다”고 지적한다. 그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새로운 커뮤니티는 사람들간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

거 지역공동체에서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돼서는 안 되고 구속

성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침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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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는 “시민으로서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개인 및 가정을 구성 주체로 하고 지

역성과 각종 공통 목표를 가진 개방적이고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집단”이다. 그

리고 “이 새로운 다양한 커뮤니티의 형성이야말로 개인과 가정의 단계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지역주민의 각양각색의 욕구가 충족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國民

生活審議會編, 1971: 47). 

지침은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티에 요구되는 역할로서 ‘거주 환경의 개선’, ‘지

역사회 생활의 내실화’, ‘주민욕구 통합의 장’을 거론하고 있는데, 마지막의 ‘주민욕구 

통합의 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커뮤니티는 주민간 문제와 요구를 통합하는 장의 기능을 가진다. 커뮤니티

는 주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만과 요구 사이의 이해(利害)를 구성원간 합의

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대화를 통한 이 민주적인 방법이 커뮤

니티의 각 구성원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고 주민 스스로도 시민사회의 일원

이라는 자각을 높여간다. 주민의 가정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점차 변하여 

커뮤니티 전체의 이해가 자신의 이해와 연결되면서 생활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커뮤니티는 책임과 합리성이 있는 하나의 

자기주장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마이홈주의를 지양한 ‘커뮤니티 주

의’가 전개된다.(國民生活審議會編, 1971: 48)  

이 ‘커뮤니티 주의’로 만들어진 새로운 커뮤니티는 자신이나 가정만으로는 달성

할 수 없는 자기실현의 장이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 내에서 대화로 각각

의 이해를 조정하고 장 전체의 이해를 자신의 이해에 연결시켜 각자의 생활 향상을 

실감한다는 발상의 ‘자기실현’은 <전체> 향상으로 얻어지는 ‘물흐름 효과

(Trickle-down effect)’라 할 수 있다. 

3. 일본형 복지사회: 의제적 가족공동체의 부활

1973년은 ‘복지 원년’이라고 불리며 복지정책에서 큰 전진을 본 해였다. 같은 해 

2월 책정된 ｢경제사회기본계획(經濟社會基本計劃)｣은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위해서

(活力ある福祉社會のために)｣라는 부제를 달고 사회보장의 내실화를 최우선 정책과제

의 하나로 내세웠고115) 그 상당 부분이 실제로 실현되었다.116) 이로써 국가재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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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히 상승했다.117) 그러나 1973년 10월 일어난 

석유위기를 발단으로 저성장 경제정세 속에서 이 계획의 구상은 파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고도성장기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플러스 상징이던 ‘복지’는 마이너스 상징으

로 전화되고 ‘복지 재검토(福祉見直し)’론이 부상했다. 

이 시기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했다. 무라카미 야수수케는 일본이 동시에 

직면한 세 가지 전환점을 지적한다. 첫째 고도성장으로부터 전환점, 둘째 서구의 사

회패턴을 추구한 자세로부터 전환점, 셋째 산업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선회하는 새

로운 시대로 전환점이다(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144). 

첫 번째 전환점에서 사람들이 갖는 ‘기대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1950년, 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서 완전고용과 실질소득 상승이 실현되자 생활향상을 체험한 사

람들은 앞으로도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생활이 계속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

었다. 그러나 석유위기 이후 ‘광란 물가’로 인해 사람들은 생활 방위에 쫓겨 미래에 

심각한 불안을 안게 되었다. 이제 고도 경제성장 하에서 자명했던 것들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전환점은 ‘목표의 상실’을 초래했다. ｢중기경제계획｣이 사회보장을 선진

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것

을 목표로 한 것처럼, 있어야 할 모습, 달성해야 할 모습을 서구 복지국가에 찾아내

고 그것과 현재의 ‘차이’를 좁혀서 선진국에 돌입한다는 의욕이 복지정책의 추진력이

었다. 이 목표를 상실하자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세 번째 전환점에서 직면한 문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지구 규모의 자원문제와 

115) 이 계획은 ① “모든 노인”에게 “생활설계 기반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연금”, ② “모든 국

민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충족, ③ “널리 국민

일반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설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충족 등 세 가지 항목

을 제시했다(經濟企劃廳編, 1973: 53). 

116) 1970년 이후 복지정책의 주된 동향을 보면 1971년에 아동수당제도가 발족되고 ILO102

호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이 정한 급부항목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다. 1972

년에는 노동안전위생법이 시행되고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도 마련되었다. 1973년에는 

연금제도가 개정되면서 ‘5만엔 연금’이 실현되고 물가 슬라이드제가 도입되었다. 건강보

건법도 개정되고 가족의료급부율이 70%로 인상되었다. 그 외에 고액요양비지급제도의 

신설, 출산급부의 개선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노인의료비지급제도가 도입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무료화가 실시되었다(藤田, 1976: 41). 

117) 일반회계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 예산은 석유위기 이듬해부터 상승했고 1979년에는 

22.4%로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80년에 반전해서 하강경향에 들어갔다. 전

체로 봐서 70년대는 사회보장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난 시기였고 80년대 들어서 사회보

장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했다(古川, 198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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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변화’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다. 의식주가 부족한 시대에는 산

업사회의 미덕이던 근로와 절약의 윤리가 물질적 동기로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산업

사회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충분히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근로와 절약의 윤리

는 공동화(空洞化)되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대두한다(村上, 1998a: 

151-153). 이제 일본을 포함한 산업사회는 이행기를 맞이하고 사람들의 욕구가 변하

면서 혼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룰이 마련되어야 했다.

‘기대의 변화’, ‘목표의 상실’, ‘탈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욕구)의 변화’로 인한 복

합성의 증대에 대해 새로운 의미규정으로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이하 거론할 일본의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일본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복지사회’ 청사

진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계획이다. 이 계획이 새로운 복지이념을 제시해서 어떠한 

구조 변화로 질서를 형성하려 했는지 고찰한다.

1) 라이프사이클론: ‘일본형 복지사회’의 맹아 

1974년은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국제수지도 대폭 적자를 보였고 경제성장률은 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듬해 1월 미키 타케오(三木武夫) 수상은 

시정방침 연설(1975년 1월 24일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고도 경제성장 노

선을 전환시켜 안정성장 및 복지향상 노선으로” 그리고 “양적 확대 시대로부터 생활

중심·복지중시의 질적 충실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고도성장시대의 제도와 관행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설 말미에서 “물적 생활은 간소화시키고 

정신생활은 풍요롭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사는 보람”을 추구할 것을 호소했다. 이 지

침을 구체화시켜서 미키 정권이 내세운 것이 ‘라이프사이클 구상’이었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책연구소가 사무국이 되고 무라카미 야수수케 외 6명의 학자들

이 구체적 시책을 검토해서 1975년 9월 미키 수상에게 ‘사적인 제언’으로 생애설계

계획(生涯設計計劃)을 작성했다. 이 계획에는 ‘일본형 복지사회 비전(日本型福祉社會

のビジョン)’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말이 

등장한다.

생애설계계획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사는 보람을 추구하

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국민경제의 뒷받침으로 실현하는 중기 내지 

장기 계획”이라고 라이프사이클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의 라이프사이클을 4단

계로 구상했다. ① 태어나고 나서 학교교육이 끝날 때까지 시기, ② 취직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까지 시기, ③ 직업인으로서 정년까지 일하는 시기 혹은 기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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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남편을 내조하고 변해가는 가정을 주부로서 관리하는 시기, ④ 노령 시기가 그

것이다(村上·蠟山 外, 1975: 43-44). 그리고 첫째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부터라도 배

울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학습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동관행

을 만드는 것, 둘째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셋째 

“누구나 최저한도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보호받는 사회보장제도”를 육성하

는 것, 넷째 “누구나 안심하고 노령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 등 4가지 

축을 제시했다(村上·蠟山 外, 1975: ⅴ). 

라이프사이클 구상은 정부 시책으로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동

맹과 IMF·JC(전일본금속산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애생활 비전(働く

ものの生涯生活ビジョン)｣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라이프사이클을 축으로 

한 근로자의 이상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생애설계계획｣이든 ｢일하는 사람의 생애

생활 비전｣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미래사회의 모습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방안이 라이프사이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 여기에서 일본의 특

색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안정된 기대로 이끄는 일본

사회 스스로의 절차이며 스스로의 구조에 의거한 현상인 것이다. 

① ‘틀’ 내 ‘틀’로서 라이프사이클 계획

앞서 타케우치 요시미는 ‘시간이 공간화’되는 것이 일본인 정신구조의 중요한 특

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간 파악 방법은 다분히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카토

우 슈우이치(加藤周一)는 일본문화의 시간개념에는 다음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한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직선적 시간’,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적 시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의 보편적 시간’이다(加藤周一, 2007: 36).

첫 번째 ‘시작도 끝도 없는 직선적 시간’은 방향성을 가진 직선으로 직선상에서 

일어난 일에는 선후관계가 있으나 직선 전체를 분할할 수 없다. 이 시간개념은 가족

이나 농촌공동체 등 전통적 공동체의 시간에 해당된다(加藤周一, 2007: 107). 

둘째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적 시간’은 자연적 시간으로 계절의 순환이 해당된

다. 사계절이 명확한 일본에서는 순환하는 자연의 변화가 농경사회의 일상적인 시간

의식을 결정했다. 

셋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의 시간’은 인간의 조건이고 문화에 따라 달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그 대응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加藤周一, 2007: 35). 틀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 ‘인생의 시간’은 틀로서 고정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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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즉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형태로 자신의 생애를 파악한다. ‘공간적 파

악’의 대국적(對局的)인 방식의 ‘시간적 파악’으로는 “자신의 생애를 역사의 한 단계

에서 일정기간을 담당한다고 보고 역사의 진행방향”에 맞추려고 한다. ‘인생의 시간’

을 이렇게 파악하면 자신을 역사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삶으로서 규정하게 된다(山

本, 2007: 90).118) 이에 반해 인생의 시간을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삶의 방식은 

고정된다. 사람은 자신을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각 시기를 통과하며 인생을 보낸다

고 규정한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지탱하는 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전제가 

된다(山本, 2007: 92). 이러한 공간적 파악으로는 사람들의 의식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의 시간’의 각 시기를 4단

계로 설정해서 각 단계의 생활안정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려는 계획이다. 라이프사

이클 계획은 다음 두 가지 기본이념을 내건다. 

1. 생애(라이프사이클) 어느 단계에서도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곤란에 빠진 사람에게는 충분히 상호부조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2. 생애(라이프사이클) 어느 단계에서도 개인의 자조노력으로 향상을 목표

로 새로운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고용, 자가취득(自家取得) 등

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14) 

라이프사이클 계획에서 정부의 역할은 이 두 이념, 즉 최저한도 생활수준과 기회

균등 보장에 한정되고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는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선택에 맡겨진

다(日本經濟新聞社編, 1975:21).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재차 강조하는 것은 이 계획이 ‘내용론’이 아니라 ‘테두리

론’에 머문다는 점이다(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153). 계획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생애의 상세한 설계를 의도하지 않고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애설계(라이프사이클) 계획’은 네 가지 축에서 최저한도 생활수준 보

118)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서구인은 전통적으로 공간적 파악과 시간적 파악의 긴장관계를 유

지하고 그 긴장관계에서 생기는 에너지로 인간이 진보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개

혁과 질서유지의 양면을 모두 갖추는 힘이 내재한다고 지적한다(山本, 200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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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필요한 부담을 지도록 요청한

다. 그러나 이 상호부조의 최소한의 룰을 지킨 다음에 개개인의 자조(自助)

는 자유롭고, 기회균등 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개인이 선택할 여지

가 커진다. 여기에서 국민의 생애(라이프사이클)를 일정한 패턴에 끼워 넣

으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전혀 없다. 반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양한 가치관을 허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는 보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사상이 일관된다. (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15) 

이러한 발상도 틀 문화의 특징을 근거로 한다. 틀 문화는 중심 원리로 전체를 규

율하려 하지 않고 틀을 설정해서 전체를 구속하되 그 틀 안에서는 ‘융통무애(融通無

碍)’하게 해 둔다. 

틀 안에는 일견 ‘중심적 축’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융통무애하다. 틀을 엄

격하게 고정하면서 내부에 융통성·유동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 일본의 전통적

인 사는 방식이다. 따라서 만약 중심적 통제가 가해지면 모든 일본인은 이중

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

상 중심적 통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山本, 2007: 76) 

생애라는 인생의 시간이 <전체> 틀로 고정되고 그 <부분> 또한 네 가지 틀(단

계)로 고정된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융통성·유동성’이 담보되고 ‘개인의 자조 

노력’을 끌어내려고 한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틀 내 틀을 설정해서 구성된 복지계

획이라 할 수 있다. 

② 라이프사이클 계획의 복지관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복지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의 복지이념은 그때까지 복지

이념과는 이질적이고 오히려 이질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기존 

복지이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 복지이념의 배후에는 일종의 저항사상이 있었다. 즉, 복지요구는 

착취당하는 서민측이 저항의 한 형태로서 권리회복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제4장 전후 일본형 생활보장 시스템

- 150 -

사고방식의 법적 표현은 기본적 인권의 확대해석, 소위 사회권 강화 형태

를 취하고, 환경권, 건강권, 교육권 등 새로운 권리주장으로 나타난다. (日
本經濟新聞社編, 1975: 9) 

원래 ‘요구’라고 할 때 ‘지금의 모습’과 ‘있어야 할 모습’ 혹은 ‘달성되어야 할 모

습’의 차이를 염두에 둔다(Luhmann, 1995=2007: 102-103). 일본의 경우 ‘복지요구’

는 현재 일본의 복지수준과 목표로 해야 할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수준 차이에서 정보

를 얻어 일본 사회보장의 미비한 점이 강조되고 그것이 실현요구로 작용해서 일본 복

지행정의 방향을 정해 왔다. 그런데 이 <내부/외부> 차이를 좁히려는 복지요구가 저

항의 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요구실현을 저지하려는 ‘벽’이 <내부>에 존재했음을 의

미한다.

그것은 전술한 것처럼 ‘공공의 복지’에 반하는지 여부가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의 <합헌/위헌> 기준이 되고 이런 ‘공공의 복지’ 우월의 구조가 ‘벽’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복지국가 건설은 ‘인권으로서 복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

민 전체의 복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분적 이익은 늘 ‘전체 앞의 작은 사익(私

益)’(石田 外, 1956: 104)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원래 <내부/외부> 차이를 좁히려고 해도 차이가 차이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거기

에서 나온 요구는 영영 충족되지 않아 복지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에서

는 ‘공공의 복지’ 관념이 권리·자유보다 상위에 위치해서 ‘인권으로서 복지’를 막아 

‘저항 사상’을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 공해 반대와 복지정책 및 헌법의 옹호를 호소하며 소위 

‘혁신 수장’이 잇따라 탄생했을 때 그 벽의 윤곽은 점점 불분명해졌다. 

‘혁신 지자체’가 탄생했을 때 복지요구에 대한 벽은 종적을 감추게 된다. 

저항의 대상은 보이지 않게 되고 저항으로서 복지의 논리는 공전하며 복지

의 비대화는 멈출 수 없게 된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이념은 그 내

부에서 자기 제어하는 논리를 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단순한 저

항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日本
經濟新聞社編, 1975: 12)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복지를 ‘저항으로서 복지’로서 전취(戰取) 대상으로 보는 것

을 부정하지만, 한편으로 복지를 절하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한다(日本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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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新聞社編, 1975: 10-11).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제어’적 복지가 ‘복지절하

(福祉切り下げ)’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 인권을 확대해서 ‘있어야 

할 모습’의 복지를 추구하는 기존 자세와는 다른 차원에서, 복지의 본질은 개인활동

의 필요불가결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불황이라고 해서 재정지출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 (단, 최저한도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우선 불황에서 탈출하고 그 후 복

지사회 건설을 위한 목적세 도입 등으로 경기과열을 막는 재정운영을 주장했다(日本

經濟新聞社編, 1975: 24-25). 그렇다면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제창하는 ‘자기제어 논

리를 내장’한 복지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이 계획은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 맞게 국민이 무엇을 요망하고 있는지, 남녀

별·세대별로 무엇을 정부에 기대하는지 분석해서 과제를 설정했다.119) 그리고 ‘지금

의 모습’과 ‘있어야 할 모습’의 차이를 일본과 서구의 복지수준이라는 <내부/외부> 차

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욕구 차이를 부각시켜 선택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결”(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61)하려고 했다. 즉, ‘<내부/외부> 

차이’에서 ‘<내부>의 각 단계에서 생기는 욕구 차이’로, 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를 전

환시킨 것이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설정한 <미래>에 ‘있어야 할 모습’은 틀 내의 각 단계에서 

<현재> 기준으로 본 <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 <미래>는 <현재>에서 예측 가능

한 <미래>가 된다. 그런 <미래>에 ‘있어야 할 모습’은 <현재> ‘지금의 모습’의 제약

을 받게 된다. 틀 <내부>에서 <지금의 모습/있어야 할 모습> 차이에서 나온 복지요

구는 자기 제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이런 식으로 재구성된 

복지의 의미에 대해 “복지는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

고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경우 복지의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는 

보람을 추구하는 ‘기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13)고 말한

다. 있어야 할 <미래>가 <현재>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제어적이 

되고 이 차이에서 나온 복지요구의 충족은 ‘기반’ 만들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119)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국민의 남녀별·세대별 생활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부해

서 지식을 익히고 싶다”는 생애교육 요망, “자기 집과 땅을 가지고 싶다”는 자가 취득 

욕구, “병이나 노후의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노후 생활 안정 욕구,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바람” 등을 도출했다(村上·蠟山 外, 1975: 29-32). 그리고 

이런 욕구가 실현되면 국민은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요구들

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로 주택, 사회보장, 노후의 생활보장, 교육제도, 노동관

행을 제시했다. 



제4장 전후 일본형 생활보장 시스템

- 152 -

③ 기대되는 인간상: 인내심이 강한 개인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지탱한 것은 서구의 소위 개인주의가 아니었다. 무라카

미는 “자신이 있는 개인의 확립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 집단(특히 기업)의 확립이고 

그 집단으로 귀속감의 고조”가 일본의 고도성장을 지탱했고 특히 “기업으로 대표되는 

‘의제적 가족’의 확립과 의제적 가족간의 경쟁은 일본적 정서와 서구적 제도의 교묘

한 혼합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했다”(村上, 1998c: 328)고 지적한다. 그러나 산업사

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이행에 따라 지금까지 산업사회를 지탱해온 집단과 개인의 관

계는 와해되고 혼란의 시기로 돌입이 예상된다(村上, 1998c: 330). 무라카미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인은 집단 귀속 형태로 사회를 형성해 왔고 제2차 대전 후도 기업에 

집단적으로 귀속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풍요롭다고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이해주장 혹은 생

활의 구체적인 행동 면에서는 개별화(Individuation) 현상이 나타났다. 따

라서 행동 면에서는 개별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그 동향을 ‘흐름’이라

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기업도 지금까지는 필요 불가결한 생활 자료를 제

공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속해 왔는데 이것은 여러 의미에서 완화되지 않

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 귀속의 그러한 장이 점점 상실되어가

는 상태, 게다가 행동으로는 개별화 상태에 놓이게 된다. (日本經濟新聞社
編, 1975: 174)  

집단주의의 상대적 쇠퇴와 개별화의 진행, 이 두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가는지가 

일본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된 것이다. 무라카미는 집단주의의 상대적 쇠퇴를 맞아서 

의제적 가족에 집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본의 집단 

형성 원칙과는 다른 사회의 장이 미래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日本經濟新聞社

編, 1975: 175)고 주장한다. 그리고 있어야 할 집단의 모습이 어떠한 내용이 될지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실되어가는 장에서 미래에 만

들어지는 장까지 과도기”를 견딜 수 있는 개인상(個人像)의 재건을 주장한다(日本經

濟新聞社編, 1975: 175). 

무라카미는 ‘개인’을 다음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한다. “1단계에서 현재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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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불안정한 개인이 되려는 강한 타성이 있다. (중략) 다음 2단계에서 ‘강하고 안

정된 개인’을 만들어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형태의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3단계에서 공공자본 등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의 장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내

용을 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나온다”(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162). 현재는 1단

계의 약한 개인의 타성을 막고 의사결정의 장을 만들어서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3의 단계를 향해 준비하는 2단계에 있다. 이 2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과도

기를 견디는 ‘강하고 안정된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안정된 개인을 육성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라이프사이클 계획의 역할이 된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제창하는 ‘강하고 안정된 개인’이란 자신의 이해만 주장하

는 단순한 개별화를 넘은 개인을 의미한다. ‘강한 개인’이 ‘강한 이기(利己)를 발휘하

는 개인’이라고 오해되지 않도록 무라카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란 ‘주체성을 가진 개인주의’이며, 이해관심을 

사적인 형태로 주장하는 개인주의라는 발상은 없다. 사회연대에 대한 배려

라든가 그때그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주체성을 가진 개

인에게 기대하고 싶다. 그러나 (중략) 주체성을 가진 개인이라 해도 사회적 

연대나 장기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별개 문제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상태, 즉 후기 산업사회가 가진 타성을 생각하면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는 개인, 그 의미에서 이기주의의 흐름을 막기 위한 

유효한 수단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역설적이지만 개인상을 

재건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즉, 어떠한 종류의 집단을 만들거나 어떠한 

종류의 외재적인 가치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중략)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개인으로 돌아가서 그

것을 일종의 연결고리로서 미래의 사회조직, 사회의 장을 찾아가는 것 외

에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日本經濟新聞社編, 1975: 160)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제창하는 ‘강하고 안정된 개인’이란 ‘강한 이기를 발휘하는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모색하는 동안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개인이다. 구체

적으로 “산업사회 후기에 나타난 다양한 가치관의 조화롭지 않은 현상을 자신 내부에 

받아들여서 사회구조 전체를 나름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인내심이 강한 개인”(村上, 

1998b: 324)을 구상하고 있다. 이 ‘인내심 강한 개인’은 장이 재편되어 새로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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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기초로 생각되기 때문에 집단주의와 대결을 의미하지 않는다(村上, 

1998c : 331). 

그렇다면 어떠한 미래집단이 구상된 것일까. 무라카미는 “종래 집단주의 전통에

서 안이하게 길을 찾으려 하면 일본사회의 가능성은 아마도 한정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村上, 1998c: 331)며 ‘이에형 원칙’을 중심적으로 보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그

렇다고 ‘이에형 원칙’을 버려야 한다고 본 것도 아니다(村上, 1998b: 326). 일본이 앞

으로 건설하려는 복지사회는 이제 서구사회를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의 

독특한 이에 역할을 재검토해서 일본사회의 특색에 뿌리내린 일본형 복지사회를 건설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형 집단의 기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

면 일본 기업에 특유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를 단순히 부정하면 안 된

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예로서 핵가족이 아닌 가족, 고령자가 동거하는 3세

대 가족의 가치도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이에형 조직 원칙

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부정할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 기능적 장점을 이용

하면 안 될 이유는 없다. (村上, 1998b: 323) 

이런 식으로 종신고용제나 연공서열제가 있는 기업의 장 그리고 핵가족화가 진

행되기 이전의 일본 가족, 특히 3세대가 사는 가족의 장은 미래집단의 후보로서 가능

성을 시험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려는 것일까. 

‘풍요로운’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미덕이던 근로와 절약의 윤리라는 규범

의식이 무너지고 ‘인욕’의 해방이라는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대두한다. 이 경

우 인욕의 자의화(恣意化)는 다시 새로운 외적 구속을 불러오기 마련인데(丸山, 

1995: 158),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이기주의 흐름을 막기 위한 유효한 수단”은 없고 

외재적 가치로 그것을 제약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계획

은 인욕에 대해 새로운 외적 구속을 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계획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의식을 가진 개인의 탄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지향한 것은 “산업사회 후기에 나타난 

다양한 가치관의 조화롭지 않은 현상을 자신 내부에서 받아들여 사회구조 전체를 나

름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제시하는 개인은 외부

의 일을 개인의 <내심> 문제로 회수해서 소화시키고 스스로를 규제하여 장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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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위해 기여하는 개인이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기대하는 개인은 틀 문화에 변

혁을 일으킬 만한 의식의 변혁을 수반하지 않고 새로운 장 질서를 위해서 참고 기다

리는 개인이라는 데서 틀 문화에 규정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형 복지사회’론

오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수상은 1979년 1월 25일 시정방침 연설(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인이 가진 자주(自主)·자조(自助)의 정신, 배려심이 있는 인간관계, 

상호부조의 관계를 지키면서 이에 적정한 공적 복지를 조합시킨 공정하고 활력 있는 

일본형 복지사회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오히라 수상의 이 연설로 

정치의 정식 무대에서 처음으로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말이 등장한다.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생애설계계획의 부제 ‘일본형 복

지사회의 비전’에서였는데, 미야모토 타로우가 “무라카미 등의 비전은 한편으로 북유

럽 복지국가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일본형 사회시스템도 보다 열린 상태로 해 나갈 필

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데올로기에 물든 것이 아니었다”(宮本, 2008: 98)고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는 주로 분석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적 특성(‘이에의 역할’ 및 ‘의제적 가족으로서 기업의 

기능’)을 이용한다는 발상은 정부 및 자유민주당 내에서 검토되고 정치노선으로 발전

해서 ‘일본형 복지사회’는 “정치적 구호로 사용”(堀, 1981: 37)되었다. 

일본형 복지사회가 제공하는 생활보장은 종업원과 기업의 관계가 단순한 고용관

계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기업에 의존하는 관계로 이뤄졌다. 신규 대학졸업

자의 정기일괄채용,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 폭넓은 직장 내 이동 등 고용관행은 기

업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충성심을 끌어내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이점이 있었

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생계 안정이 확보되고 실업의 불안에 노출되는 일이 

없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형 복지사회는 고도 경제성장 하에서 가족과 지역이 해체하자 공동체로서 

개인의 귀속점이 기업으로 이행해서 기업이 <공>이 되는 ‘기업중심사회’를 형성함으

로써 실현되었다. 자체 구조 변화로 자신만의 질서를 형성한 일본사회는 1970년대 

석유위기 및 80년대 중반의 엔고 불황을 극복하고 90년대 거품경제 붕괴까지 호황을 

누렸다. 선진국에서 나타난 대량 실업의 장기화 현상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경제는 서구 선진국을 능가한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일본 특유의 고용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져 ‘Japan as Number One’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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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에서 개인생활이 과도하게 기업에 의존함으로써 조직에 매몰하는 이

른바 ‘회사인간’화 경향이 나타났다(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編, 1991: 6-7). ‘회사인간’

은 “승진 등 조직 내 성공만을 중시하는 일원적인 가치관”으로 “출세 경쟁에 참여하

는 것이 자기실현이라 믿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고 “조직 때문이라면 법에 걸리

는 아슬아슬한 행동”도 불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기업을 절대적 <공>으로 보는 

귀결로서 “회사인간은 자신이 소속하는 조직만 바라보고 국제문제나 사회문제에 폭넓

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구속과 조직적인 낭비

와 비효율”,120)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구속에 따라 가정에서 남편·아버지의 부재로 인

한 “가정생활의 왜곡”, 복리후생 등 생활전반에 걸친 기업 의존으로 전직(轉職)의 자

유와 기업에 대한 대항력 상실 등의 폐해를 낳았다(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編, 1991: 

7-8). 일본경제가 발전하면서 1일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고수준에 달했지만 ｢경제구

조조정에 관한 여론조사(經濟構造調整に關する與論調査)｣(1978년 9월)에 따르면 일본

인 69.2%가 생활의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풍요로운 사회’의 이면에

서 개인생활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양산된 것이다. 

이하에서 일본형 복지사회의 질서가 어떠한 의미규정·조건으로 가능했는지 고찰

한다.

① 복지이념: ‘활력 있는 복지사회’ 

일본형 복지사회론에서 ‘활력 있는 복지사회’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 말

은 1973년 2월 석유위기가 닥쳐오기 전 ｢경제사회기본계획｣의 부제 ｢활력 있는 복지

사회를 위해서｣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석유위기 이후 그것과는 함의하는 바가 달

랐다. 이 계획은 국민복지를 목표로 해서야 비로소 경제사회의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그때까지 일본의 경제발전을 지탱해온 

‘잠재적인 성장력과 활력’을 국민복지 충실에 연결시킨 경제사회를 ‘활력 있는 복지사

회’라고 불렀다(經濟企劃廳編, 1973: 10). 그리고 국민복지와 연결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부, 기업, 개인의 새로운 역할을 설정해서 정합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생

각했다(經濟企劃廳編, 1973: 11). 여기에서 사용되는 ‘활력 있는 복지사회’가 강조하

120) 일본인의 총실(實)노동시간은 1990년도 2044시간으로 서구 각국과 비교하면 연간 200

∼500시간 많다(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編, 1991: 8). 또한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7년 현재 일본을 100로 할 때 미국 140.1, 서독 130.2, 프랑스 135.0로 서구 선진

국에 비해 낮다.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編, 199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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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국민복지의 충실’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는 없었다.

그런데 석유위기 이후 지향된 복지사회에서 ‘활력’의 의미는 일변한다. 1979년 8

월 책정된 ｢신경제사회7개년계획(新經濟社會7ヵ年計劃)｣은 국민복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개인의 자조 노력과 가족·이웃·지역사회 등의 연대를 기초로 하면서 효

율적인 정부가 적정한 공적 복지를 중점적으로 보장한다는 자유경제사회의 

창조적 활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독자적 길을 선택 창출하는 이

른바 일본형 새로운 복지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經濟企劃廳編, 1979: 

11)

이 방침의 배경에는 저성장 경제정세 속에서 계속해서 종래 방식으로 국민복지

를 추진하면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고 경제사회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위기감이 있

었다. 그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자조 노력과 가정 및 사회 

연대의 기초 위에서 적정한 공적 복지를 형성하는 새로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추

구”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經濟企劃廳編, 1979: 17). 게다가 계획은 “다양해지는 국

민 요구의 변화에 응해서 공과 사가 각자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보다 내수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큰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을 기대”(經濟企劃廳編, 1979: 11)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활력 있고 

발전성 있는 경제사회’는 <공>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면서 효율을 꾀하고 <사>가 그 

상호부조 기능을 다하면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 계획이 나온 지 2년 후에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1980년 12월 설치, 1981년 

3월 활동 시작)가 낸 제1차 답신(1981년 7월)에서는 복지 ‘억제’ 경향이 더 강해졌

다. 제1차 답신은 기본이념으로서 ‘활력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들었고 “개인의 자

립·자조 정신에 입각한 가정·이웃·직장·지역사회의 연대를 기초로 하면서 효율적인 정

부가 적정한 부담 하에 복지의 충실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臨時行政

調査會, 1981: 12). 여기에서 말하는 ‘효율적 정부’란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에만 책임

이 한정된 정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가 “자립·자조의 정신, 자기 책임의 기풍을 

방해하는 과잉 관여를 엄격히 삼가”(臨時行政調査會, 1981: 35)하는 자세로 임해야 

‘자유롭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복지국가 건설에서 ‘일본형 복지사회’ 건설로 정책 전환은 <충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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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로 복지의 의미 변화를 수반했다. 이 변화는 일본을 경계로 한 <내부/외부> 

구별이 아니라 <내부>의 <공/사>구별로 변하면서 지탱되었다. 복지국가 건설은 <내

부/외부> 차이를 좁힘으로써 달성되기 때문에 그 노력은 저절로 <내부>에서 복지 

<충실>을 이끌게 되지만, <내부>를 <공>(=정부)과 <사>(=가정, 기업)로 역할 분담해

서 달성되는 ‘일본형 복지사회’는 <공>의 복지를 위한 지출을 <억제>해도 실현할 수 

있다. 오히려 ‘일본형 복지사회’의 건설은 공적 복지를 억제함으로써 달성된다.  

➁ ‘가정기반 충실’론 

구체적으로 ‘일본형 복지사회’란 무엇인가. 그 요점에 대해 자유민주당의 연구총

서 일본형 복지사회(日本型福祉社會)(1979)는 “(1) 개인이 소속하는 (혹은 형성하

는) 가정, (2) 개인이 소속하는 기업 (또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직업), (3) 시장을 통

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대처 시스템(보험 등), (4) 최종적으로 국가가 마련하

는 사회보장제도” 네 가지를 들었다. ‘일본형 복지사회’는 개인생활을 유지하는 전제

를 안정된 가정과 기업으로 삼고 그것을 시장을 통해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국가가 생

활을 보장하는 형태를 취한다(自由民主黨, 1979: 169).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사회

복지 지출을 가능한 한 압축하고 이를 대신하는 자립·자조·수익자 부담의 강화와 복

지 구입 시스템의 도입”(庄司洋子, 1986: 158)을 꾀하는 노선을 취했다. “가정, 기업 

(및 동업자 단체 등 각종 기능적 집단)이 종래부터 복지의 중요한 담당자인 일본적 

특색”(自由民主黨, 1979: 98)을 앞으로도 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던 것이다.  

‘일본형 복지사회’론이 가정에 기대하는 근거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고령자가 친족과 동거한 것이었다. 1978년 ｢후생백서｣는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74.2%가 자식과 동거하고(1973년 노인실태조사) 동거하는 3세대 가구는 별거하

는 경우와 비교해서 출산·육아·노인 간병에 대한 세대간 상호부조를 기대할 수 있어

서 각자 안정된 라이프사이클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친족 동거의 비

율이 높은 것을 ‘복지의 함축 자산(含み資産)’이라고 표현했다. 

오오히라 총리의 정책연구회의 하나인 ‘가족기반충실 연구그룹’이 작성한 가정

기반의 충실(家庭基盤の充實)(1980)은 이에 대해 “조부모와 높은 동거율, 따뜻한 인

간관계의 존재, 강한 활력 등 지표들은 일본의 가정 및 가정기반이 (중략) 급격한 사

회변동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립자조와 상호부조를 발휘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상대

적으로 안정 및 건강 유지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內閣官房內閣審議室分室·內

閣總理大臣補佐官室, 1980a: 34)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이러한 자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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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그것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선구적 도전”(內

閣官房內閣審議室分室·內閣總理大臣補佐官室, 1980a: 8)이라고 했다. 

자조 노력을 지원해서 가정의 기반을 충실하게 한다는 가족 정책에서 가정과 사

회보장·사회복지 정책의 위치 관계는 고도성장기의 그것과 대조를 이룬다. 즉, 가정을 

지탱하는 정책에서 정책을 지탱하는 가정으로 역전되고 있다(庄司洋子, 1986: 158). 

고도성장기에는 <여건>이던 가족의 기능이 <변수>로 변하는 현실이 인식되자 그 대

체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가 강조되었었다. 그런데 저성장기에 들어서 이를 다시 

<여건>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오늘날의 가족은 

이제 ‘함축 자산’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탕진된 자산에 지나지 않고 그 해체를 방지

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에 의한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보다 진실성 있게 주장

된다(原田, 1988: 391). 

자민당 출간 일본형 복지사회는 “개인을 포섭하는 최소 시스템인 가정의 기반

을 충실”히 하도록 꾀하면서 기업이 이 가정을 지탱하는 큰 축의 역할을 하리라 기

대했다(自由民主黨, 1979: 210). 이제 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동체로서 기능은 

가정에서 기업으로 넘어갔다. <변수>가 아니라 <여건>으로서 공동체 기능을 발휘해

서 ‘일본형 복지사회’의 축이 된 것은 바로 기업이었다.  

3) 공동체로서 기업복지

① 공동체 요청으로서 종신고용제 

‘일본형 복지사회’론이 그리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다양하고 합리적인 

라이프사이클을 설계하고 그 개인을 포섭하는 최소 시스템인 가정이 있다. 그리고 개

인의 라이프사이클과 가정을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自由民主黨, 1979: 210). 이 구도는 아래 오른쪽 그림처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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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업               가정                            가정

                                                      

　　　　　　　　　　　　　　　　　　　

　　　　　　　　　　　　　　　　　　                   개인

                   

             개인

                                             

            

          <양극>                                   <일극>         

                              

<그림4-3> <일극>구조와 <양극>구조의 기업, 가정, 개인 관계

 가정이 개인을 감싸고 그 가정을 기업이 지탱한다는 <일극>구조는 <양극>처럼 

조직(기업)과 공동체(가정)가 절연(截然)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양극>구조의 경우 

양자가 혼재하지 않아 개인은 양쪽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과 가정 뿐 아니라 

정부와 교회(세속과 신성), 직장과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개

인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환할 수 있고 양쪽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대할 수 

있다. 한편 조직(기업)과 공동체(가정)가 혼재하는 <일극>인 장 구조는 기업이 기능

집단이면서도 순수하게 기능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포섭하는 일종의 

‘생활공동체’로 전화(轉化)한다. ‘맹렬 사원(モーレツ社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몸도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나

타나는 것도 자신을 기업이라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공동체 기능은 고도 경제성장기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 농촌공동체의 쇠

퇴와 맞물려서 강화되고121) 종신고용의 관행화로 가시화되었다. 종신고용 관행이 정

121) 코무로 나오키는 근대 자본제사회 성립을 위한 정신적 조건으로 근로 에토스의 성립, 교

환의 규범화, 공동체의 붕괴, 계약 사고방식의 확립 등 네 가지를 지적한다(山本, 1985: 

225), 그런데 일본의 경우 근대 자본제사회 성립과정에서 농촌의 전통주의적 공동체가 

붕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근대 자본제는 농촌공동체에 의해 지탱되었다. 즉, 일본

의 자본제사회는 임금근로자의 생활과 농촌의 특수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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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다.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전반만 해도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명해고를 단행하는 기업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 사이에서 심각한 노

동쟁의가 벌어졌다(兵藤, 1997: 171).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 종신고용제를 중심으

로 한 노무관리가 정착되었다. <일극>구조 하에서 기업은 쇠퇴하는 농촌공동체를 대

신해서 기능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 종업원을 대할 것, 즉 종업원의 생활을 보

장해 줄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사원은 계약으로 고용되기보다 모두 기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안에서 태어나는 식으로 가입한다(山本, 1985: 232). 이것은 ‘정기일

괄채용’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고용관행으로 나타났다. 오오히라 총리의 정책연구회의 

하나인 ‘문화시대 경제운영 연구그룹’이 작성한 ｢문화시대의 경제운영(文化の時代の經

濟運營)(1980)은 ‘정기일괄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기안정고용제가 일반화되면 각 조직체는 자기 회사에서 키운 종업원을 

소중하게 껴안게 된다. 그 결과 각 조직체 모두 인력의 중도채용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채용은 신규 대학졸업자의 졸업에 맞춘 ‘정기일괄채용’이 

중심이 된다. 이 정기일괄채용은 현재 필요한 인원을 필요에 따라 채용하

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채용시즌까지 필요성과 장기안정고용제 하에서 연

령구성의 균형 등 장기인원계획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한 직무와 

관련해서 응모자를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장기안정고용제 하에서 경험을 

쌓아 보다 높은 직무에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응모자는 특정한 직무

에 관한 지식, 경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품, 성격, 일반적 능력 등으

로 선발된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은 대강 적성을 고려해 각 부서에 배속된

다. 그들은 정기일괄채용으로 새로 채용된 사람들이 입사하면 점차 보다 

고도의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형 조직에서 배치 전환도 

‘정기인사이동’ 형태가 된다. 승진에서도 ‘동료(仲間)들과 같이 있고 싶

하라 쇼우지로우(氏原正治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농민이 생산수단을 잃고 노동력의 대

가인 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임금노동의 창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임금노동계급

이 성립되지 않았다. 광공업 부문에서 필요해진 임금노동력은 농업부문의 과잉 노동력에

서 꾸준히 공급되었고, 그 임금근로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출신 농촌과 관계

가 끓어진 형태, 그 의미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임금노동계급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

다. 예를 들면 계절적 또한 일시적인 객지벌이(出稼ぎ) 근로자나, 농가이면서 그 가족노

동의 일부분을 고용근로자로서 임금을 취득하는 반농반공(半農半工)의 경우, 생활의 궁극

적인 근거는 농촌에 있었다. 이들 가족의 생활은 임금과 농업 소득의 합계로 유지되고 

오히려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임금 소득은 농업 소득의 보조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氏

原, 1966b: 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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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에게 뒤지고 싶지 않다’는 희망이 있어서 상당한 단계까지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생략) 될 수 있는 한 동료와 차이가 생기지 않게 조

금씩 이뤄지는 ‘정기 승진’ 제도를 취한다. 이것이 소위 ‘연공서열제

도’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內閣官房內閣審議室分室·內閣總理大臣補佐官
室, 1980b: 78-79) 

정기일괄채용으로 고용되는 신입사원의 채용시험이나 입사식은 공동체 가입을 

위한 자격심사이며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山本, 1995: 48-49). 따라서 공동체 

가입에는 “특정한 직무에 관한 지식, 경험, 능력”보다 “인품, 성격, 일반적 능력”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된 기업은 그 일원인 종업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고 그들은 종신

고용의 전제 하에서 평생 거기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기업은 공동체이기에 종업원의 

생활을 생애에 걸쳐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기대가 형성된다.  

② ‘생활급’의 의미구조 

문화시대의 경제운영은 일본의 경제운영, 경제시스템의 근저에는 “구미처럼 

‘개인’이나 ‘자기(自己)’가 아니라 ‘人間’이라는 일본어가 암시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

(間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문화의 특질”이 확고하게 살아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

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에서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고용되

고 고용된 ‘사람’은 그 회사에 귀속감을 가지고 직장의 ‘동료’ 집단의 일원이 되어 쉽

게 해고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內閣官房內閣審議室分室·內閣總理大臣補佐官室, 

1980b: 77).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업에 노동력을 판매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집단의 일

원인 <인간>으로서 고용된다는 것이다. <양극>구조에서 개인은 “특정한 노동을 특정

한 능률로 수행하는 능력”(氏原, 1966a: 112)이 기대되고 계약을 맺고 기업에 고용

된다. 반면 <일극>구조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전인격이 기업에 매몰적으로 가입하

는 것이다. 

기업에 <근로자>로서 고용되는지 <인간>으로서 고용되는지 차이는 생활임금 사

상에 영향을 미친다. 원래 “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

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으로 유지”(氏原, 1966a: 110)되기 때문에 생활과 임금은 

밀접하게 관련된다. <양극>구조에서 생활임금 사상은 임금문제인 만큼 노동력을 파

는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가 상기되고 임금은 그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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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하다. 임금은 노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임금은 노동시장

에서 성립하는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된다. 반면 노동

력을 판매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인간>을 염두에 두는 <일극>구조에서는 ‘생활하

는 사람’ 즉 <생활자>가 상기되고 생활임금은 ‘생활급’으로 나타난다. 

전후 ‘생활급’ 사상이 구체화된 전형으로는 1948년 전기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산

협)가 요구한 임금체계를 들 수 있다. 전산형(型) 임금체계는 생활보장급(본인급·가족

급)·능력급·근속급의 세 가지 항목으로 기본임금을 구성했다. 이 임금체계가 ‘생활급’

적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생활보장급(본인급·가족급)이 평균 73%라는 큰 비중을 차

지한 데다 실태생계비를 산정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이다(兵藤, 1997: 55). 생활보장급 

가운데 ‘가족급’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었다. ‘본인급’도 독신자보

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 수가 많아질수록 필요한 생활비용

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지급율이 연령별로 차별화되었다(氏原, 1966a: 111). 이렇게 

생활보장급은 가족수·연령을 지표로 결정되었다. 연령을 임금결정의 요소로 고려하는 

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 수도 많아지고 생계비도 많이 든다는 배려 이외에, 

연령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직업에 있는 기간이 길다고 예상돼 그 직업에 대

한 경험과 지식도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연

령을 임금 결정 요소로 하는 것은 경험 연수나 근속 연수를 고려하는 것과 기능이 

같고 합리성을 가졌다(氏原, 1966b: 277-278). 

이런 식으로 <일극>구조의 경우는 <노동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이나 가족수 등 사람의 <속성>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었다. 이 때문에 숙련노동

과 불숙련노동, 중노동과 경노동 등 노동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타당한 임금격차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기 어렵고, 

그 대신 ‘동일 기업’의 종업원에는 직무 여하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평등주의적 배

려가 작용된다. 

③ ‘공정’관

<일극>구조와 <양극>구조의 차이에 따라 ‘공정(公正)’ 관념도 다른 의미로 나타

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근대 산업사회의 법칙이 관철된 <양극>구조의 경우 

“같은 보수의 지불로 같은 효과가 난다고 기대되기 때문에, 고용자간 경쟁에서 공정

성이 이뤄지고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자간 단결의 기초가 마련된다. 근로자 입장에

서도 같은 노력에 같은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자간 경쟁에서 공정성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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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급적 연대의 기초가 마련된다”(氏原, 1966a: 112). 이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자든 근로자든 사회를 횡단하는 연대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고 ‘페어 플레이’ 원칙이 사회에 침투한다. 

반면 일본에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개별 기업의 종업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

회를 횡단하는 계급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일본에서 공정은 <양극>구조의 경우와 다

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일본의 공정에 대해 문화시대의 경제운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人間’, ‘仲間(동료)’, ‘世間’으로 불리듯 ‘間柄(사이)’를 존중하는 

일본의 ‘동료’사회, ‘동료’집단에서는 ‘自分(자신)’, ‘직분(職分)’, 

‘본분’, ‘신분’ 등 ‘분(分)’이 중시되고, ‘분한(分限)’, ‘분제(分
際)’를 지키고 분수에 맞게 각자 분을 다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 분을 알

고 있는 한 각자 대단히 ‘자유’롭다. 반면 분을 모른다고 판단되고 그 도

를 넘으면 지탄받고 따돌림받거나 가장 무거운 벌로서 동료사회에서 ‘배

제(村八分)’되는 경우조차 있다. 분을 지킨다는 것이 동료사회에서 책임이

며, 기대되는 분에 응한 일을 하지 않거나 분을 넘은 할당을 요구할 때는 

동료사회에서 책임추궁되고 따돌림받는다. 이러한 책임 방식이 일본적 공

정의 입장에서 요청되고 항상 동료와 함께 있음으로써 각자 대단히 평등해

진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에서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며 일본적 ‘공정’ 확

보의 길이 된다. (內閣官房內閣審議室分室·內閣總理大臣補佐官室, 1980b: 

89-90) 

일본에서는 기회 평등에 의한 ‘페어 플레이’가 아니라 시합이 시작되기 전부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적인 분배 방법, 즉 ‘페어 셰어’는 무엇일지가 생각된다. 참가

자 전원이 각자 분수에 맞게 ‘각자 그 할당을 얻는다’는 처우의 공평성을 전제로 한 

‘결과의 평등’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內閣官房內閣審議室分室·內閣總理大臣補佐官室, 

1980b: 90-91). 주의할 점은 ‘결과의 평등’은 개별 기업의 종업원 범위 내에서만 적

용되고 그것을 넘은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활급’은 각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 책정되는데 기업 내 노조는 노동력 판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

직이 아니라 “기업 내 할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의 일부분”(山本, 1985: 

246)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을 초월한 전체 근로자의 최저생활이 평등하게 보장

된다는 원칙은 실현될 수 없고 기업별로 불평등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氏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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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a: 115). 

<일극>구조로는 임금률이 노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지 않고 기업별 각 사람

의 속성에 따라 결정된 결과 적정한 노동 배치는 기대할 수 없고 조직간 이동은 어

러워진다. 이것은 일본 자본주의에서 노동시장이 성립될 수 없는 한 요인이다.122) 코

무로 나오키(小室直樹)는 일본에 노동시장이 성립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음

과 같이 지적한다. 

자본주의인지 아닌지의 결정적 분기점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성립 여부다. 

(중략) 노동시장이란 한쪽에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 

생산수단을 사유한 자본가가 있다. (중략) 노동자와 자본가는 인격으로서 완

전히 대등하다. 양쪽 모두 완전히 독립적인 법적 주체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대등하게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매매한다. 이것이 노동과 노동력의 분화이며 

노동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은 노동력 뿐이고 노동, 즉 노동자의 인격이 아니

다. (중략) 인격을 판 것이 아니어서 인간으로는 대등하다. 노동시장이 성립

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는 이것이 없다. (山本, 1985: 243) 

<양극>구조로는 <노동력>을 판매하면서 고용되지만 <일극>구조로는 <인간>으

로 매몰되면서 고용된다. 따라서 <일극>에서는 인격 문제가 야기된다. 착취의 궁극적 

형태도 <일극>인지 <양극>인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양극>구조로는 착취의 궁극

적 형태로 근로자가 ‘물건’이 되는 데 반해 <일극>구조의 경우 ‘가신(家来)’으로 나타

난다(山本, 1985: 244).123)  

인격의 평등과 인간성 중시는 <일극>구조이기에 문제시된다. <양극>구조의 경우 

조직과 공동체의 분리가 절연해서 조직에서 긴장감이 있을수록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해방감이 강한 기쁨으로 느껴진다. ‘인간성 중시’ 문제는 이 전환으로 회수된다. 한편 

이 전환이 불가능한 <일극>구조의 경우 인간성 중시 문제는 공동체의 일원인 종업원

으로서 처우 격차를 시정하고 공평성을 주장해서 기업 내에서 인격의 승인을 얻는 것 

이외에 해결 방법이 없다.  

122) 코무로 나오키는 일본 자본주의에 노동시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로 직업 및 조직간 이

동의 어려운 것 이외에 ‘계약의 부재’를 들었다(小室, 1993: 339-340). 

123) 전전 노동자단체인 우애회(友愛會)를 조직한 스즈키 분지(鈴木文治)는 “노동자가 자본가

의 노예가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노동자도 자주적 사람이다”, “노동자도 ‘사람의 자

식’, 자본가도 ‘사람의 자식’이다”며 인격의 평등을 주장했다(池田敬正, 1986: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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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동조’와 ‘경쟁’: 기업 내 복지의 기능 

기업으로 신입사원의 입사는 정기일괄채용을 통한 공동체로 가입이다. 입사 후에

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훈련받고 점차 고도의 일을 처리하게 되고 ‘기능집단’으로서 

회사 역할이 주어진다.124) 원래 공동체는 평등하고 경쟁이 없으며 발전의 요소 없이 

오직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동체임과 동시에 기업은 기능집단으로서 연

공서열제 하에서 ‘정기승진’ 제도를 통해 ‘동조(同調)’ 내에 ‘경쟁’을 가져온다. 이로써 

종업원의 승진 의욕을 자극해서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화시대의 경제운영은 “장기안정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교묘한 조합으로 ‘동

료’적 조직체 내부에서 연대감, 안심감을 토대로 승진 경쟁의 다이너미즘과 조직체의 

활력을 만들어 왔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① 일본 조직에서 중시되는 ‘일반적 능력’은 이른바 전인격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인간 자체의 가치를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는 조직에서 지위는 일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직장 자체가 귀속 의식을 수반한 ‘동료’ 사회이며 장기안정고용제 하  

   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직 내부로 강하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내 입지는 한층 더 중요성을 지닌다. 

③ 연공서열제 하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지위의 격차는 정년퇴직 때 상당히  

   커진다. 장기안정고용제 하에서 다른 조직체로 옮기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격차는 조직체 내부에서 지극히 큰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노후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 이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약   

   간의 격차도 그 효과가 증폭되어 일본 조직에 활력을 초래했다. (內閣官  
   房內閣審議室分室·內閣總理大臣補佐官室, 1980c: 80) 

124)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공동체 가입은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종신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에 가입하면 이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훈련이 

있고 그것이 끝내야 비로소 기능집단으로서 회사의 역할이 주어진다. 회사는 물론 기능

집단이지만 일본의 경우 우선 회사라는 공동체에 가입하고 그 후 기능집단의 일원으로서 

훈련을 받는다.” (山本, 199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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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조직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강

해진다. 그러나 경쟁의 폭은 연공 질서에서 한정된다. 원래 일본의 연공서열제에는 

조직상 직위가 위라는 것과 의제의 혈연집단으로서 ‘장유유서(長幼の序)’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山本, 1984: 49). ‘장유유서’는 공동체에 가입한 순서대로 결정되기 때문

에 아무리 실적을 올려도 그 서열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만큼 같은 서열의 사람끼리 

경쟁은 치열하고 강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내 경쟁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들어서 기술혁신에 따라 기업 환경이 변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공제로부터 탈피’가 아니라) ‘연공제의 결함으로부터 탈피’를 꾀하는 인사관리혁신

이 요구되었다. “종신고용을 전제로 그 안에서 가능한 한 인사관리의 합리화”의 길을 

추구하는 방책으로 ‘능력주의관리’가 고안되었다(兵藤, 1997: 173). 연공서열제는 기

업에 대한 종업원의 ‘충성’을 배려한 인사관리인데125) ‘능력주의관리’ 또한 종신고용 

관행을 전제로 하고 충성심을 끌어내려고 한 점에서 연공서열제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을 치열한 충성 경쟁에 몰아넣는 계기를 내포했다. 

원래 충성 경쟁은 개인 <내면>의 문제이고 ‘비(非)제로섬(zero-sum)’적인 형태

로 이뤄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충성경쟁은 무제한적이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충성경

쟁은 같은 서열의 사람끼리 경쟁이기에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시다 타케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한다. 

비(非)제로섬적으로 보이는 동조집단 내 충성 경쟁에는 제로섬적 성격이 분

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성의 지위를 다투는 경쟁이며 최고 지위는 

한 명만 차지하므로 이를 둘러싼 경쟁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

로는 정량 없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고 게다가 그 경쟁이 상호 배타적이

라는 이중적 성격에서 동조집단 내 충성 경쟁의 특질을 엿볼 수 있다.(石
田, 1972: 40-41) 

‘충성’은 개인 <내면>의 문제지만 내면의 문제로만 처리되지 않고 폐쇄적인 장 

<내부>에서 한정된 지위로 증명되기 때문에 배타적이지 않을 수 없다. 배타적인 동

시에 무제한적 경쟁이 벌어진다. 

한편 기업 내 복지의 재편이 <일극>구조에서 ‘동조’와 ‘경쟁’의 균형을 잡기 위해

125) 연공서열제에는 긴 근속연수 기간 충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공적이 크기 때

문에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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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뤄진다. 기업 내 복지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하나는 문화·체육·오락, 보건위

생 등 “직장과 일에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인간 관계적 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집 마련을 위한 저축조성·금융지원 등 “종업원의 생활설계 

및 재산형성 확립의 조성과 지도”였다(兵藤, 1997: 182-183). 특히 종업원의 생활과 

관계되는 기업 내 복지는 직접적으로는 종업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귀속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동체이면서 기능집단이라는 특성상 

동조와 경쟁이 혼재하는 가운데 기업 내 복지는 공동체의 일원인 종업원의 의식을 배

양하는 기능을 한 것이다. 

➄ <중심>과 <주변> 

연공서열제든 능력주의관리든 종신고용 관행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어느 쪽도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신고용 관행을 지탱하는 데 충분한 조건이 정비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해고 가능한 완충제(buffer) 마련이었

다. 완충제 역할을 하는 노동에는 “사외공(社外工), 하청근로자 등 중소기업에서 일하

는 근로자와 농촌에서 객지벌이(出稼ぎ) 근로자 혹은 중장년 여성 시간제근무자” 등

이 속했다(兵藤, 1997: 195). 

기능집단으로서 회사에서 일하는 전원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의 회사는 정규적 사원과 임시 고용, 즉 공동체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고

용하고 있다(山本, 1995: 49). 기능집단 <내부>에 <중심/주변> 구별을 만들어서 같

은 회사 내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공동체 일원인 사람>과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

람>이 구별되는 것이다. 

종신고용 관행에서 공동체 종업원은 해고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해고당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의미한다. 문화시대의 경제운영이 지적한 것처럼, 기업 

내 평가는 “인간 자체의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에 해고는 인격의 부정으로 의식된다. 

따라서 종업원을 해고하기 쉽지 않고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부당해고’로 여겨진다.126)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희망퇴직, 즉 본인이 희망하고 자유의사로 스스로 공동체를 떠났다고 해야 한다. 또

126)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당해고는 없다.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다. 

단 하나 허용될 경우가 있다.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해고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은 공동체의 철칙이다.” (山本, 

1985: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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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연히 해고될 만한 사고를 친 경우에도 해고가 아니라 사표를 제출하게 해서 자

유의사에 따른 퇴직 형태를 갖춘다”(山本, 1995: 52). 반면 <주변>에 있는 임시 고용

의 해고는 기능집단과 관계 단절에 지나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 그들의 해고는 인격에 관련되는 문제도 아니고 ‘부당해고’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의 <중심/주변> 도식으로 <공동체 일원인 사람>과 <공

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이 구별되고 이를 기준으로 해고의 의미가 <부당/정당>으로 

갈라진다. 

4. 요약 및 소결

전후 세 가지 복지관(생존권을 위한 공적부조, 복지국가, 일본형 복지사회)에서 

생활보장 질서의 의미규정·조건을 고찰하기에 앞서 전후에도 장 구조가 존속하는지 

여부와 이에제도 폐지를 둘러싼 가족제도 논쟁에서 논쟁자들의 구조변화에 대한 반응

을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후에도 <일극>구조인 전체적 포섭의 장은 존속한다. 전전 비

밀스러운 ‘아라히토가미(現人神)’로서 천황과 전후 ‘상징’ 천황은 개인을 심리적으로 

스스로 구속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전전 확고한 지배와 

가치의 체계로서 천황제는 전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후에 일어난 것은 국체(國

體)의 본질인 두 가지 측면 중 한 측면(=폭력)을 제거해서 반사적으로 다른 한 측면

(=인자함)을 부각한 데 불과했다. 전후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부가적 영양’으로 민

주화가 되었으나 천황을 민주주의의 최고지도자로 절대화함으로써 전체적 포섭의 장

을 대자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은 달라도 좋다’는 ‘시간의 

공간화’ 정신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장 구조이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은 

사고의 변혁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으로 장 구조를 유지한 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

다.

이에제도 폐지를 둘러싼 가족제도 논쟁은 구조변화에 대한 논쟁자들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덕을 치국(治國)의 요구(要具)로 삼는 일본에서 장 <내부>를 규율

하는 규범은 법이 아니라 도덕이다. 이에제도는 ‘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화목’한다는 교육칙어(敎育勅語)의 가르침으로 형성된 장 <내부> 질서를 메이

지 민법이 호주권, 부권(父權), 부권(夫權)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즉, 이에제도는 도덕과 법의 융합으로 이뤄졌다. 신헌법의 개인의 자유 및 평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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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민법은 ‘이에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기

존 구조의 변경, 즉 도덕과 법의 융합 해체를 요구한 것이었다. 

민법개정안에 대한 보수반대론의 입장은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윤리

적 규범을 수용한 법(‘법의 윤리화’)으로 이에제도 폐지로 인해 상실되는 가족도덕의 

질서기능을 대체하려고 했다. 한편, 민법개정안을 작성한 기초위원회의 입장은 법률

상 이에제도는 폐지하되 도덕상 가족제도는 부정하지 않고 교육에 의한 도덕 강화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법과 도덕의 융합이냐 분리냐의 차이는 있으나 두 입장 모

두 장 <내부>를 도덕으로 다스리려는 ‘치교일치(治敎一致)’의 사유양식에서 벗어나지

는 못했다. 

두 입장이 장을 전제로 한 데 반해 민법개정안이 ‘가족 민주화’ 측면에서 불철저

하다고 보는 제3의 입장은 장으로부터 탈각으로 이어지는 견해를 전개했다. 민법개정

안 반대론자들이 윤리화된 법으로 ‘가족생활의 존중’을 규정하자는 것은 부모의 노후

를 자식의 효도로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제3의 입장은 ‘부양’은 도덕의 문

제가 아니라 법제도 문제로 보았다. 즉, (부모의) 안정된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는 도

덕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개인간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 지배로 형성된 질서에서 얻어

진다고 보았다. 이런 가족제도 논쟁을 거처 개정된 민법은 근대법에 유례없는 3촌 내 

친족간까지 부양 가능성을 인정했다. 혈연관계에 있는 ‘개인과 개인 관계’ 개념이어야 

할 ‘친족’ 개념이 부양의무 규정에 따라 ‘단체’ 개념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연합국군 점령기 때 GHQ가 일본에 대해 요청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적부조는 

장의 <내부/외부> 구별로 <면식 있는 사람>과 <면식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면식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부조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롤 통합한 <일반인>에 

대한 관심으로 구축되는 공적부조였다. 이는 일본에게 기존 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

는 것이었다. 그런데 GHQ의 요청과 달리 ｢(구)생활보호법｣은 개인이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고 빈곤자의 생활보호는 국가의 ‘공공적 배려’로부터 반사이익을 누

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공적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통합된 <일반인>이 

<보호자/피보호자> 구별에 들어가서 국가(정부)를 보호자의 위치에 두고 <일반인>을 

권리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피보호자>로 간주해서였다. 이 <보호자/피보호자> 구별 

또한 장 <전체>에 대해서는 <부분>이어서 <피보호자>가 얻는 이익은 <보호자>인 국

가의 <공공성>을 위한 책무 수행으로 얻은 수 있는 반사적 이익으로 어디까지나 ‘물

흐름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개정된 ｢(신)생활보호법｣은 보호에 대한 청구권을 허용해서 ‘생존권’을 인정한 현

대적 공적부조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지만 <보호자/피보호자> 구별은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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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으면 그 실현이 위태로워지는 권리로 인식되었

고 국가의 ‘배려’를 받은 대가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무가 요구되었다. 즉, 생존권

을 전(前)국가적 권리가 아니라 후(後)국가적 권리로 배치하기 때문에 생존권에 의무

성이 수반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런 생존권 배경에는 공동체주의 사상이 있다.

개인과 국가가 대립 관계 ―<양극>구조― 에 있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국가의 

단일성’을 파괴할 일은 없다. 오히려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익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전체의 부분으로서 전체에 포섭되고 개인과 국가가 유기적

인 관계 ―<일극>구조― 에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 ‘국가의 단일

성’은 파괴에 이른다. 여기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익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부정되고 단순한 ‘사리사욕’으로 귀착된다.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에

게는 이익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자 ‘분

수’에 맞는 책무가 요구된다. 

고도성장기에는 복지국가 건설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길로 간주되었다. 그

런데 일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이념이 실현되면 될수록 인권 제한이 강

화된다’는 식으로 권리 억제로 성립되는 복지국가였다. 이 모순된 논리는 장 구조로 

나온 일본의 <공/사>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공/사>관계는 장 구조의 <부분

/전체> 구별에 <부분/전체> 구별이 들어가서 공동체가 중층적으로 형성됨으로써 하

급의 <공>이 상급의 <공> 앞에서는 <사>가 되는 형식으로 형성되었다(<그림4-1>참

조). 이로써 <공/사>관계에는 상하관계가 내포된다. <사>는 <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아닌 것, 즉 <공>에 대해서 <비(非)공>으로 <사>는 <공>이 있어야 

비로소 관념된다. <그림4-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 단계의 <공>은 <사>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지만 최상위의 <공>은 <사>가 될 수 없고 절대적이다. 이렇

게 보면 최상위의 일본국이 <공>이라는 자명성은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전체성>은 절대적인 것이다. 반면 최소단위인 개인 입장에서 <사>는 <비공>으로서 

<공>이 있어야 비로소 관념되기 때문에 자주성·자율성이 수반되지 않은 <사>가 된

다. 즉 복지국가 건설에서 개인은 단지 위로부터 온정주의(paternalism)적인 개입을 

통해 복지를 누리는 객체로 전락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공>이 있기에 <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 이전의 권리’로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하지 않고 보장하겠다는 생각은 정착될 수 없다. 이로써 ‘복지국가 이념이 실현되면 

될수록 인권 제한이 강화된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고도성장기에는 ‘마이홈 지향(family‐oriented)’ 현상이 나타났다. 소위 마이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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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사회적 불만을 생활권 밖에 나가서 적극 해소하려 하지 않고 사생활을 방위하는 

개인적 대책을 세우는 현상이다. 때로 이 마이홈 주의는 도피의 장으로서 가정이라는 

틀 내에 틀어박히고 가정 외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생활태도를 나타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마이홈 주의 또한 장 구조의 <공/사> 구별로 제한을 받은 현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이홈주의가 비난받은 ‘사생활권으로 도피’란, 큰 틀의 <공>에서 보면 <사>로 

도피가 되지만 개인 입장에서 보면 ‘큰 틀’의 <공>(국가, 회사)으로부터 ‘작은 틀’의 

<공>(가정)으로 개인이 참여하는 영역이 축소된 데 따른 현상이다. <사>는 <공>에 

포섭되어서야 비로소 <사>가 되기 때문에 ‘큰 틀’의 <공>에 소외된 <사>는 ‘작은 틀’

의 <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에 실망하고 일에 보람을 잃고 공해나 교

통문제 등 고도 경제성장으로 초래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사람은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공>(가정)을 절대화함으로써 겨우 개인

=<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1973년 10월 일어난 석유위기를 발단으로 저성장 경제정세 속에서 복지는 마이

너스 상징으로 전화되고 ‘복지 재검토(福祉見直し)’론이 부상했다. 이 시기 일본은 ‘고

도성장에 대한 기대의 변화’, ‘서구의 사회패턴 추구라는 목표의 상실’, ‘탈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욕구)의 변화’에 직면했다. 일본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복지사회’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등장했다. 

우선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사고 차제가 장 구조로 제한을 받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의 시간’은 인간의 조건이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시간인데, 틀 문화를 갖는 일본에서 ‘인생의 시간’은 틀로 고정된 시간

이 된다. 즉, 생애라는 인생의 시간이 <전체> 틀로 고정되는 것이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이 인생의 시간(=<내부>)을 4단계로 설정해서 각 단계(=<부분>)의 생활안정

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려는 계획이다. 즉, 라이프사이클 계획은 틀 내 틀을 설정해

서 구성된 복지계획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 계획이 주장한 복지는 ‘자기제어 논리를 내장’한 복지였다. 이것 또

한 장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요구’란 ‘지금의 모습’과 ‘있어야 할 모습’의 차이를 

염두에 둔다. 복지국가 건설이 선진국이 될 길로 여겨졌던 일본에서는 ‘복지요구’는 

현재 일본의 복지수준과 목표로 해야 할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수준 차이에서 정보를 

얻어 일본 사회보장의 미비한 점이 강조되고 그것이 실현요구로 작용해서 일본 복지

행정의 방향을 정해 왔다. 이는 <내부/외부>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

런데 <내부/외부> 차이는 또 다른 차이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차이는 좁힐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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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나온 요구는 영영 충족되지 않아 복지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라이

프사이클 계획은 <내부>(=인생의 시간)의 각 단계, 즉 라이프사이클에서 생기는 욕구 

차이로 ‘차이’를 전환함으로써 ‘자기제어 논리를 내장’한 복지를 가능하게 했다. 라이

프사이클 계획이 설정한 <미래>에 ‘있어야 할 모습’은 틀 <내부>의 각 단계에서 <현

재> 기준으로 본 <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 <미래>는 <현재>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된다. 그런 <미래>에 ‘있어야 할 모습’은 <현재> ‘지금의 모습’의 제약을 

받게 된다. 틀 <내부>에서 <지금의 모습/있어야 할 모습> 차이에서 나온 복지요구는 

자기제어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제어’는 틀 <내부>에 틀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한 것

이다. 

일본이 앞으로 건설하려는 복지사회는 서구사회를 모범으로 삼을 수 없고 일본

사회의 특색에 뿌리내린 일본형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라

이프사이클 계획은 새로운 ‘장’을 모색하는 동안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개인이 이 

시기에 기대되는 개인이라고 보았다. 이 개인을 ‘강하고 안정된 개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업사회 후기에 나타난 다양한 가치관의 조화롭지 않은 현상을 자신 내

부에 받아들여서 사회구조 전체를 나름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인내심이 강한 개인’이

었다. 이 계획이 제시하는 개인은 외부의 일을 개인의 <내심> 문제로 회수해서 소화

시키고 스스로를 규제하여 장 <전체>의 질서를 위해 기여하는 개인인 것이다.

복지국가 건설에서 ‘일본형 복지사회’ 건설로 전환은 복지 <충실>에서 <억제>라

는 의미 변화를 수반했다. 이 변화는 일본을 경계로 한 <내부/외부> 구별이 아니라 

<내부>의 <공/사>구별로 변하면서 지탱되었다. 복지국가 건설은 <내부/외부> 차이를 

좁힘으로써 달성되기 때문에 그 노력은 저절로 <내부>에서 복지 <충실>을 이끌게 되

지만, <내부>를 <공>(=정부)과 <사>(=가정, 기업)로 역할 분담해서 달성되는 ‘일본형 

복지사회’는 <공>의 복지를 위한 지출을 <억제>해도 실현될 수 있다. 오히려 ‘일본형 

복지사회’의 건설은 공적부조를 억제함으로써 달성된다. 일본형 복지사회는 <공/사>

의 <사>에서 가정이 개인을 감싸고 그 가정을 기업이 지탱하는 <일극>구조로 실현되

었다(<그림4-3>참조). 그런데 <일극>구조는 <양극>처럼 조직(기업)과 공동체(가정)

가 나눠져 있지 않다. 조직(기업)과 공동체(가정)가 혼재하는 <일극>구조는 기업이 

기능집단이면서도 순수하게 기능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포섭하는 일

종의 ‘생활공동체’로 전화한다. 이런 구조적 조건 때문에 개인은 기업에 노동력을 판

매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인 <인간>으로서 고용된다. 따라서 <노동력>

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생활급’이 지급된다. 이 때문

에 노동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타당한 임금격차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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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기 어렵다. 그 대신 ‘동일 기업’의 종업원

에는 직무 여하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평등주의적 배려가 작용된다. 일본에서는 기

회 평등에 의한 ‘페어 플레이’가 아니라 최적인 분배 방법, 즉 ‘페어 셰어’는 무엇일지

가 중요시된다. 공동체 전원이 분수에 맞게 ‘각자 그 할당을 얻는다’는 처우의 공평성

을 전제로 한 ‘결과의 평등’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연공서열제에는 조직상 직위가 위라는 것과 의제의 혈연집단으로서 ‘장유

유서(長幼の序)’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장유유서’는 공동체에 가입한 순서대로 결

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을 올려도 그 서열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만큼 같은 서열

의 사람끼리 경쟁은 치열하고 강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면

서도 기능집단 내 경쟁을 끌어낼 수 있다. 

공동체이면서 기능집단이라는 특성상 회사에서 일하는 전원이 공동체를 구성하

는 것은 아니다. 기능집단으로서 회사 <내부>에 <중심/주변> 구별을 만들어서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공동체 일원인 사람>과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 기업 내 평가는 ‘인간 자체의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 <중심>에 있

는 <공동체 일원인 사람>에 대한 해고는 인격 부정으로 인식된다. 반면 <공동체 일

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고는 <주변>에 있는 임시 고용의 해고로 기능집단과 관계 

단절이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의 

<중심>인지 <주변>인지에 따라 해고의 의미가 <부당/정당>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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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 포섭의 특징: ‘자연발생적 신뢰’ 기반

일본의 생활보장 시스템은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

해 의미론상으로 대응하여 질서를 구축해 왔다. 그리고 개인은 장(국가, 기업, 자족)

의 <전체성>에 대해 <부분>으로서 자리매김되고 <구별 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시스템 이론으로 봤을 때 <부분/전체>를 주도차이로 하는 구조는 근대사회 이전

의 사회, 특히 ‘분절(分節)분화(segmentare Differenzierung)’된 사회 (이하, 분절사

회)의 구조로 간주된다. 루만이 소개하는 분절사회 특징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일본 

생활보장 시스템의 특징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절사회와 일본 생활보장 시스

템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10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계(<내부/외부>)가 중시된다. 분절사회는 동등한 부분시스템으로 구분되

고 이들이 서로 환경을 형성하면서 성립한다(Luhmann, 1997=2009: 931). 즉, <부분

/전체> 구별의 <부분>에서 <내부/외부> 구별이 생기는 것이다. 이 부분시스템을 규

정하는 것은 “혈연 및/혹은 영토”다(Luhmann, 1997=2009: 939). 사회가 혈연·영토 

등으로 규정된 같은 종류의 부분시스템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분절사회에서는 경계가 

중시된다(Luhmann, 1997=2009: 938). 일본의 경우 혈연에 관해서는 사람이 태어남

과 동시에 반드시 소속하는 가족이 경계가 되고 틀의 원형(prototype)이 되었다. 여

기에서 <내부/외부> 관념이 형성된다. 집(家)을 ‘우치(內)’라고 부르고 가족구성원을 

‘우치 사람(うちの人)’, ‘家內(かない)’, ‘우치의 자(うちの者)’라고 부르는 것은 <내부/

외부> 구별이 반영된 것이다. 영토에 관해서는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분지) 혹은 세 

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거나 바다와 접하는 일종의 분지(준분지) 지형이 경계가 되었

다. 일본인은 그 틀 내부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내부/외부> 관념을 키워 왔다. 

둘째, <전체성>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 루만은 <전체>인 사회와 <부분>인 가족

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이 존재하기 이전에 “전체사회가 먼저 존재하고 있다”며 “가족

이 전체사회의 분화 형식으로 구성된다. 여러 가족이 모여서 전체사회가 생긴 것이 

아니다”(Luhmann, 1997=2009: 931)고 말한다. 즉, <부분>에 대해 <전체>가 우선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을 중시하는 이에제도가 확립되어 있던 일본에서는 이 사회와 

가족의 <전체/부분> 관계가 가족과 개인의 관계에도 해당된다. 일본의 이에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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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개인의 혼인과 상관없이 일단 성립되면 인위로 해체할 수 없는 하나의 영원

한 생명이었다. 따라서 이에는 가족구성원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개인을 초월

하는 강고한 ‘틀’로 고정되었다. 개인의 생명이 길다 해도 한계가 있는 반면 이에의 

생명에는 한계가 없고 개인의 생명을 초월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한 인

간의 몸은 가볍고 이에와 국가는 무겁다(一身を軽とし家國を重しとする)”(穗積, 

1910: 51)고 하는 것처럼 <개인>은 <전체>앞에서는 하찮은 존재가 된다. 

셋째, 포섭의 형태가 전체적 포섭으로 이뤄진다. 루만은 분절사회에서 개인에 대

한 포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분절사회에서 포섭은 사회의 특정한 분절 —그것도 거주와 생활의 공동체

라는 최소단위, 다시 말해 구체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단위— 에 귀속하는 형태를 취한다. 보다 큰 단위(부족, 씨족)로의 귀속은 

여기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의제적인 묘사, 특히 공통 출신이라는 상징을 

이용하기도 한다. (Luhmann, 1995=2007: 209) 

개인의 포섭은 “구체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단위”로 귀속으

로 이뤄진다. 이런 일상생활상 욕구를 채워주는 “거주와 생활의 공동체”는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으로 포섭은 개인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개인이 태어남으로써 이뤄진다. 

이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참가다. 이에제도가 확립되어 있던 

전전 일본에서는 자유의사로 인한 참가가 아닌 이상,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라는 절대적 <전체>에 대해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가족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

은 이에(전체성)의 발전·계승을 위해서 현실을 개인의 <내심>으로 받아들이고 ‘무사

(無私)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전체성에 귀일(歸一)해

서 자타불이(自他不二)를 실현함으로써 전체 조화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전체에 포

섭된 개인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었다.

분절사회에서 가족보다 큰 공동체로 포섭은 가족을 범형(範型)으로 한 의제적인 

관계로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전전 일본의 지역공동체에서도 의제적 가족관계의 형성

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다. 또한 자선구제관에서 사회적 연대로 복지관이 변하고 

사회사업이 등장했을 때도 사회를 ‘우리 가족’처럼 ‘우리 사회’로 생각함으로써 가족

주의를 확대·적용하려고 했다. 국민후생사업에서도 국가를 가족으로 간주하고 가족의 

질서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통합을 도모했다. 가족의 질서원리, 즉 구성원의 ‘무사

의 봉사’에 의한 화합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봉사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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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려고 한 것이다. 

넷째, 분수가 중시된다. 루만은 분절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는 사회적 질서 내에

서 고정적인 형태로 귀속되고 업적으로 변할 수 없음이 전제가 된다”며 이 고정적인 

지위가 “질서를 위한 규칙이 된다. 그 질서 내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알게 된다”고 말

한다(Luhmann, 1997=2009: 933). 또한 “개인성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으로

서 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특별한 특징을 거론할 때, 그 개인성이 아니

라 다른 개인과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가 (예를 들어 가족, 가족이 속하는 층, (중략) 

주종관계, 연대관계, 직업 등이) 단서가 되었다”(Luhmann, 1995=2007: 91)고 말한

다. 분절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 자

신이 아니라 지위를 개제한 타인과 관계가 된다. 타인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

지는 질서를 통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루만이 지적하는 이러한 분절사회의 특징은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로 조건부여

된 일본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장 <내부>에서 지위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개인

은 자신의 ‘분수’를 자각한다. 그리고 그 분수에 따라 ‘답게(らしく)’ 행동함으로써 타

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전체> 질서에 대해 <내심>의 질

서를 맞춰 가고 더욱더 분수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질서 내 개인의 자기규정은 

순환적으로 강화된다. 장 <내부>에 있는 개인은 <구별되는 개인>으로 있을 수 없다. 

<구별 없는 관계>을 통해서만 개인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내부> 질서 형성에 법이 기능하지 않는다. 루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섭은 확고한 규칙 (예를 들면 혼인규칙, 양자규칙)에 따라 이뤄지지만 명

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절사회에서 포섭은 다기능

적이어야 하며 그 때문에 규칙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보편

적이며 특수한 [어떤 기능에 관한 한 항상 해당하는] 표식을 인식하기에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연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규칙과 행위의 질을 구별하는 능력이 결여 

[규칙을 위반해도 공동체를 위한 행위라면 시인] 되는 일이 많다. 

(Luhmann, 1995=2007: 209-210) 

분절사회에서 질서 형성에 법이 기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생활보

장 시스템에서도 그 질서를 담보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도덕이었다. 분수에 맞는 행

동을 규율하는 도덕이 사람들의 발상을 일정한 방향으로 교화한다. 그런데 도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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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부>에서만 기능한다. 추상적·보편적인 관계를 도덕이 규율할 수 없다. 도덕의 

규율은 구체적인 공동체 <내부>의 특정하고 구체적인 인간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

뤄진다. 따라서 공동체 <내부의 규범>과 <외부의 규범>은 엄중히 구별된다. 그리고 

<내부>의 구성원이 <외부>의 일반규범이 아니라 <내부>에 침투한 규범을 우선한다. 

이 때문에 루만이 지적한 것처럼 “규칙과 행위의 질을 구별하는 능력이 결여”되는 사

태, 즉 공동체 때문이라면 법에 걸리는 아슬아슬한 행동도 불사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도 한다. 

여섯째, <외부>의 사람까지 아우른 <내부/외부> 구별이 통합된 <일반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루만은 분절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인간은 ‘사람’이 아

니다. 이질적인 혹은 적대적인 인간이다. 그러한 인간도 포함하는 인간 일반의 집단

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Luhmann, 1997=2009: 939-940)고 말한다. 마찬가

지로 전후 GHQ가 지적한 것처럼 일본사회에서는 <내부/외부> 구별로 <면식 있는 사

람/면식 없는 사람>이 구별되고 이 구별을 통합한 <일반인>이라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부>의 <면식 없는 사람>은 ‘타인’으로 간주되었다. ‘타인’은 거리낌(遠慮)

이 작용할 필요가 없는 장 밖의 먼 존재였다. <구별 없는 관계>의 대극(對極)인 <구

별되는 개인>의 경우 <내부/외부> 구별의 기준은 장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까지 축소

되기 때문에 개인(타인)과 개인(타인)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덕보다 일반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 <내부/외부>에 따라 규범이 엄중히 구별되고 <내부> 규범이 

<외부> 규범에 우선시되기 때문에, 장에 포섭된 개인은 장 <외부>의 타인과의 관계

를 구축할 수 없다. 전전 가족주의를 사회, 국가로 확대한 것은 ‘인간 일반의 집단’이

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연대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원리

를 확대해서 타인을 장에 포섭할 수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내부>에 속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된다. 분절사회에서 <전체>는 

“자체 경계를 〔전체에〕 귀속하는 인간과 영역을 통해 인식한다. 이 의미에서 전체

사회는 인간으로 이뤄진다”(Luhmann, 1997=2009: 939)고 생각되었다. 이것이 전후 

기능집단이면서 공동체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 (<전체>가 된) 기업에서 종업원이 기

업에 노동력을 판매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인 <인간>으로 고용되는 현

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임금은 <노동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연

령이나 가족 수 등 사람의 <속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임금은 공동체 일원의 생

활을 보장하는 ‘생활급’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의 종류에 따라 달

라지는 타당한 임금격차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기 어렵고, 그 대신 ‘동일 기업’의 종업원에는 직무 여하를 불문하고 획

일적으로 평등주의적 배려가 작용된다. 장에 포섭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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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장에 귀속하는 사람 전원이 각자 분수에 맞게 할

당을 얻어야 한다. 그때 최적인 분배 방법, 즉 ‘페어 셰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된

다. 

루만은 이러한 ‘나눔(sharing)’은 분절사회의 호혜성(reciprocity)의 일부라고 말

한다. 그리고 분절사회에서 호혜성은 “재분배를 위한 행정시스템이 발달하기 이전 단

계에서 사회시스템 내 ‘에너지 균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과도한 이변이라는 

리스크가 회피되거나 보완된다”(Luhmann, 1997=2009: 47)고 말한다.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빨리 석유위기에서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기업의 고용관행이 

과도한 이변을 피해서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위계(<상/하>)가 중시된다. 루만은 “분절사회도 상당한 수준의 위계 차

이를 알고 있었다”(Luhmann, 1997=2009: 954)고 말한다. 즉, <부분/전체> 구별은 

<상/하> 구별로 보완된다. 전전 구빈제도인 ｢휼구규칙｣에서 구제 허용 여부는 일체 

국가 행정이 장악하고 권한(권리)과 의무 관계는 상급 관청(중앙)과 하급 관청(지방)

이라는 <상/하>관계로 회수되었다. 개인에게는 구제받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

은 이 구조로 궁민은 바깥에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궁민에게는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고마운(有難い)’ 은혜로 여겨진다. 또한 

전전 가족공동체 내 상호부조에서도 <상/하>(가장/구성원) 구별이 또 다른 <상/하>

(선조/가장·구성원) 구별에 들어가면서 가장의 권력이 ‘자애인 보호의 권력’으로 현상

했다. 가족구성원에게 가장의 ‘권력’은 ‘보호’가 되고 게다가 그 권력은 ‘선조의 위령

(慰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에게 복종 —질서 내 지위(분수)에 맞는 무사(無私)의 

봉사— 한 것이었다.

기업 내에서는 이 <상/하> 구별은 연공서열제에서 나타난다. 일본의 연공서열제

에는 조직상 직위가 위라는 것과 의제의 혈연집단으로서 ‘장유유서(長幼の序)’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공동체에 가입한 순서대로 결정되는 ‘장유유서’로 <전체>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서열의 사람끼리 치열한 경쟁을 끌어낼 수 있었다. <전체> 내 

<부분>으로서 <동등성>에 <부등성>(상/하)을 가미함으로써 개인 <내심>에서 감사, 

봉사, 경쟁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내부> 질서의 상태를 중시한다. 루만은 “분절사회의 모든 제도는 사회

가 지금 있는 그대로 지속되도록 조정된다”(Luhmann, 1997=2009: 951)고 강조한

다. 이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 중시의 사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용

인하는 ‘상태’ 중시의 사고라 하겠다. 일본의 자연관에서도 이 사고를 엿볼 수 있었

다. 일본에서 본래 ‘자연’은 서양의 ‘인위’와 ‘nature’처럼 <주/객> 도식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주/객> 구별이 통합되고 절대화된 <완전>의 뜻이 내포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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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는 ‘자연의 도리’가 있고 고의로 손을 댈 수 없는 질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인은 자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삶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상태중시로 이뤄진 <전체> 질서에 대한 개인의 이익 추구는 ‘사리사욕’으로 치부한

다. 사회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가정을 중시한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 

<사익(私益)>도 <공익>으로 이어져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발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가 지금 있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중시하는 사고로는 <사익>추구는 <전체>

를 교란하고 조화를 어지럽힐 뿐 <공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상태중시의 사유

양식으로는 사태를 변혁하려는 발상은 나오기 어렵다.

열째, 호혜성이 기능하는 <내부>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루만은 

호혜성이 규범적 기대로 또한 관여자의 합리적 계산으로 결실을 맺는 것은 호혜성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공동생활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의무

(Bindung)와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Luhmann, 1997=2009: 948). 분

절사회에서 호혜성은 “교환관계의 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Luhmann, 

1997=2009: 948) 이용되었다. 봉사 의무가 생활보장의 대가로 강조된 것과 마찬가

지다. <부분>인 <개인>이 얻는 이익은 같은 <부분>(가장, 정부)의 <전체성>을 위한 

노력으로 반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공동체 <내부> 일원으로서 의무가 수

반되는 것이다. 

또한 루만은 “호혜성이라는 근본규범이 취급해온 것은 분절사회의 내적 규제였

다”(Luhmann, 1997=2009: 947)고 말한다. 즉, 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는 장에 속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만이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전체 균형을 해치

지 않는 한 내부 사람으로서 그 지위에 맞는 할당을 얻고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다. 

반면, 장에서 배제될 경우 이런 호혜성은 바랄 수 없다. 루만은 “사회에서 배제는 부

족을 떠나서 다른 부족으로 옮기는 경우든 허용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추방되는 경

우든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뤄진다. 어느 분절에도 포섭되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Luhmann, 1995=2007: 209-210)고 강조한다. 전체적 

포섭이 자명한 사회에서 개인이 장의 포섭 없이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생활이 보장된다는 신뢰의 기반은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로부터 제약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분절사회의 특징과 유사점을 가진 신뢰기반이었다. <개

인>이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전체> 내에서 특정한 불변적(不變的) 속성을 지닌 존재

로 인식되고, 있는 그대로 분수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생활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가

질 수 있었다. <전체>에 동조(同調)하고 적응하면 생활이 보장된다고 예측할 수 있었

던 것이다. 루만은 이런 신뢰를 ‘자연발생적인 신뢰’(Luhmann, 1973=1990: 126)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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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른다. 이 신뢰는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음으로써 —상태를 

중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 혹은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이런 신

뢰는 덜 복합적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즉 분절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신뢰다.127) 

그런데 루만은 이러한 신뢰를 낳는 사회시스템은 “가동적(可動的)인 환경 속에서는 

시스템의 존속도 계속적인 신뢰도 위험할 것”(Luhmann, 1973=1990: 113)이라고 말

한다. 

일본의 생활보장 시스템은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그것은 그동

안 환경 변화가 장 구조의 의미론상 대응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루만

의 지적대로 이렇게 형성된 신뢰기반은 “가동적인 환경 속”에서는 존속할 수 없다. 

1990년 중반 이후 일본이 질서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제 장 구조로는 예전

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형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1990년대 일어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고찰한다.

2. 변화와 전망

1) 일본형 고용관행의 붕괴와 ‘격차’의 출현

일본형 복지사회를 지탱한 기업의 전체적 포섭 기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

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나카소네(中曾根) 내각(1982년 11월~1987년 11

월)은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한 ‘작은 정부’를 제창하고 행정‧재정개혁을 실시했다. 이 

행정‧재정개혁이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걸었지만 일본적 고용관행에는 손을 대지 않고 

부분적인 수정에 그쳤고128) 개혁의 대상은 공무·공공부문에 한정되었다.129) 왜냐하면 

1973년 석유위기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행된 ‘감량경영’에 대해 기업 내 노조는 거

의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파이의 증대를 위해 감량경영에 적극 협력해서130) 일본이 

127) 루만은 “신뢰의 기초를 존재론화하고 신뢰할 만한 특성이나 덕목을 나타내는 관념을 사

용해서 신뢰의 기초가 될 만한 이론적인 표현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고 위

험이 없으며 덜 복합적인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Luhmann, 1973=1990: 113)고 말

한다. 

128) 이 시기 노동법에서 고용관계 조항이 개혁된 배경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고조와 기술혁신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미일통상 마찰에 따른 노동시간 개혁의 

필요성 등이 있다.  

129) 나카소네 내각 하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신적 핵심이던 국철의 분할 민영화가 단행되

어 “노동조합 운동 전체의 변질화와 약화”가 도모되었다(脇田, 2001: 140-141).

130) 1975년 춘계투쟁(春季鬪爭)에서 철강노련은 ‘경제정합성론’을 제창해서 “고용확대와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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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석유위기로부터 경제를 회복하는 데 공헌했기 때문이다. 재빨

리 임금억제에 성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회복한 일본경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

되어 고용관행에는 손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1985년 ｢근로자파견법(勞動者派遣法)｣이 제정되었으나131) 근로자파견이 허용되

는 업무는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고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positive list=허용업무 

열거방식)에 한정되었다. 일본형 고용관행의 장점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견지되어 상

용고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파견 업무의 적용 범위가 신중히 제한되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1993년 경제개혁연구회 보고서(｢히라이와(平岩)리포트｣)를 계기로 

규제완화론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그때도 일본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가 최중요 

과제로 생각되었고 노동분야의 규제완화는 큰 초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후 일본경

영자단체연맹(일경연)을 중심으로 경제단체가 잇따라 요망을 제출하면서 경제분야의 

규제완화는 노동분야의 규제완화로 확대해 갔다.132) 

1996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고 파견 대상 업무가 16업무에서 26업무로 확

대되었다. 1999년 개정 때는 적용 대상 업무의 원칙적인 자유화가 도입되면서 적용 

제외 업무만 규정하는 negative list화 방식이 채택되었다. 단 일방적으로 규제가 완

화된 것은 아니고 상용고용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임시적‧일시적 노동력 수급

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업무 및 기간 제한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3년 다시 개정되

면서 대상 업무의 범위는 확대되고 기간 한정도 완화 및 폐지(26업무 기간제한 폐지)

되었다. 이로써 근로자 수급조정 수단으로서 근로자파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레 억제를 위해 임금 상승률을 적절한 수준으로 정지시켜야 하고 고용확대＝경제성장을 

위해서 적정한 기업 이윤과 투자가 확보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田端, 1989: 86).

131) 1985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이유가 있었다. 석유위기 후 전자화(ME화)로 인한 산

업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있었고 기업이 감량경영을 지향하기도 해서 임시 

전문기술직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파견업이 늘어났다. 파견형 노동은 파견업체의 중간착

취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을 금지하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는데, 인력파견업이 사실상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이를 계속 비합법적 지위에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兵藤, 1997: 

391-393). 

132) 경제단체의 요망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계획에 수용되고 입법화된 배경에는 1995년 

‘규제완화소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부의 노동정책 결정과정의 변용이 있었다. 예전에는 

노동법제의 재편에 있어서 노사정으로 구성된 노동정책심의회가 민주주의적인 정책결정

을 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소위원회의 설치로 기업 측의 경영 전략을 

반영한 요망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수용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었다. 그 이유로서 니시타

니 사토시(西谷敏)는 ①실업률이 5%를 넘어 불황 타개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정치과제로 부상한 점, ②노동자 측의 주된 이익대표인 일본노동조합총연

합회가 규제완화 공세를 받아 종래만큼 자본과 정부의 정책을 ‘이해해 주는’ 태도를 취하

지 않게 된 점, ③행정 개혁=중앙부처 재편에 따라 내각이 대폭 결정권한을 쥐면서 후생

노동성을 포함한 각 부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점 등을 지적한다(西谷, 2004: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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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연의 방침 변화는 1995년 발표된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新時代の日本

的經營)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보고에서 일경연은 “일본적 경영의 기본이념인 

‘인간중심(존중)의 경영’, ‘장기적 시야에 선 경영’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며, 앞으로 

더욱 심화시키면서 견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조성이 풍부한 기업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 시

대를 맞아 “일, 사람,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시킨 경영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 ‘자사형(自社型) 

고용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新·日本的經

營システム等硏究プロジェクト編著, 1995: 3-4). 보고서는 이 ‘고용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 형태의 고용 —‘장기축적 능력활용형’, ‘고도전문 능력활용형’, ‘고용유연형’— 

을 효율적으로 조합시켜서 실현하려고 했다. 장기적 고용관행과 기업 내 복리후생을 

갖춘 종래 고용형태는 기간근로자로 구성되는 ‘장기축적 능력활용형’ 그룹으로 제한 

적용했다. 그리고 장기고용을 전제하지 않는 전문부문의 고용을 ‘고도전문 능력활용

형’, 일반적·정형적 업무를 ‘고용유연형’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유기고용 계약으로 고용

하려고 했다(新·日本的經營システム等硏究プロジェクト編著, 1995: 31-33)133). 일경

연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모든 종업원을 유동화시키는 대신 종래 <장기고

용 종업원>에 <장기고용 종업원/유동화시키는 종업원> 구별을 도입한 새로운 고용관

행으로 대응하려 한 것이다. 이는 <중심/주변> 구별의 <중심>에 다시 <중심/주변> 

구별이 들어가서 <중심>의 축소 및 <주변>의 확대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① 기업 공동체에서 ‘격차’의 의미론: <주변>의 확대  

기업 공동체에서 ‘격차(格差)’의 의미론을 <그림5-1>처럼 제시할 수 있다. 

133) 이 보고서는 정규직 고용의 축소와 유기고용을 축으로 고용의 유동화를 추진하는 것 외

에 연공적 정기승급(昇給)제도라는 종래 임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직능‧업적을 토대로 인사‧
임금 관리의 방향을 내세우는 등 일본적 고용관행의 개편과 외부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지

향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新·日本的經營システム等硏究プロジェクト編著, 

19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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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외부・・・① 기업간 종업원 대우 격차

    중심/주변・・・・② 일본적 고용관행 하 격차 

 중심/주변 ・・・・・③ 일본적 고용관행 붕괴 후 격차 

                                                                                 

<그림5-1> 기업 공동체에서 격차의 의미론 

장 구조에서 <전체>가 동등한 <부분>으로 구분되므로 <전체> 내에서 <내부/외

부> 구별이 존재한다. 이 <내부>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개인간 추상적이고 보편

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람간의 개별적 관계다. 이러한 개인간 관계

가 형성되면서 <내부>에서는 <외부>의 일반규범이 아닌 <내부>만의 규범이 생긴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은 일반규범보다 <내부> 규범을 우선시한다.134) 이렇게 일반규

범보다 공동체 내부의 규범이 중시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과분한 부담을 요

구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 구성원이 <내부> 규범을 지키고 장의 균형을 깨지 않

는 한 <내부> 사람으로서 특전이 주어지고 생활이 보장된다. 

첫 번째 격차인 ‘기업간 종업원 대우 격차’는 이러한 구조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각 기업은 ‘섬’으로 점재(點在)하고 노동력 유동은 그 <내부>에서만 활성화된다. 기업

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노동시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욱 기업의 틀은 

강화된다. 고정된 틀인 기업의 복지는 효율(생산성)을 올려 이를 배분함으로써 실현

된다. 그 때문에 효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보다 높은 급부의 기업 내 복지가 실현되고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격차로 사회적 불공평이 생긴다. 

그런데 이 격차는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았다. 원하기만 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

던 시대에 일본은 평등사회로 인식되었고 오히려 ‘지나친 평등사회’라는 지적을 받았

다.135) 카리야 타케히코(苅谷剛彦)는 이 점에 대해 “닫힌 공간 내에서 경쟁이 이뤄지

면서 그 공동체 내부의 처우 차이에 대한 관심이 키워져 왔다”며 처우의 형식적인 

134) 예를 들면 회사 등에서 내부고발은 일반규범으로는 옳지만 공동체 규범에 대한 반역으로 

인식되어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山本, 1985: 58). 

135) 1999년 경제전략회의 ｢일본경제 재생으로의 전략(日本經濟再生への戰略)｣은 “21세기 일

본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일본형 사회시스템

을 변혁하고 개개인이 창의연구와 도전정신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하고 창

조적인 경쟁사회’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과도한 규제 및 보호를 기

초로 한 지나친 평등사회와 결별”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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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성에 주목한 나머지 그 공동체적 공간을 넘은 “보다 큰 불평등 실태”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苅谷, 2005: 175). <내부>와 <외부>를 함께 시야에 넣었을 

때 일본사회는 격차사회였다. 그러나 경제가 안정되고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을 때는 기업 <내부>의 처우 평등으로 사회 전반이 평등하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격차는 일본적 고용관행 하에서 기업 <내부>의 <중심/주변> 대우 격차

다. <주변>의 근로자, 즉 사외공(社外工)과 하청근로자, 농촌에서 온 객지벌이 근로

자, 중장년 여성 시간제근무자는 공동체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채 경기침체 때 고

용조정의 완충제로 활용되었다. 생활이 보장되는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 제한되었고 

<주변> 사람에게 그 특전은 미치지 않았다. 경제 ‘이중구조’의 하층을 구성한 이들 

근로자는 만성적인 욕구 불만을 안게 되고 사회적 위신의 등급으로 열등감과 굴욕감

을 체험한다.136) 그러나 경제호황기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중장년 여

성의 시간제근무 등 세대(世帶) 내 ‘다취업’이 이뤄져서 고도성장기 생활양식의 표준

화와 맞물려서 이들은 ‘1억총중류화’를 형성했다(兵藤, 1997: 195-196).  

일본적 고용관행의 붕괴로 인한 세 번째 격차는 종래와는 질이 다르다. 고용조정

의 완충제로 활용되었던 두 번째 격차는 공동체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과 공

동체 성원간의 격차로 그들에 대한 해고는 기능집단과 관계 단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일어난 격차는 <중심/주변> 구별의 <중심>에 다시 <중심/주변> 구

별이 들어가서 <중심>이 축소돼서 일어난 격차로 이는 공동체와 관계 단절을 의미한

다. 일본형 복지사회에서는 개인의 라이프사이클과 가정을 지탱하는 큰 기둥 역할을 

기업이 담당했다(自由民主黨, 1979: 210). 바로 기업이 공동체로서 장래에 걸쳐 생활

을 보장해 주고 신뢰기반을 형성했다. 1990년대 나타난 격차 확대는 단순히 일본적 

고용관행 붕괴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이 보장된다고 신뢰할 수 있던 자명성의 붕괴를 

의미한다.

② 사회보장 부담의 <공/사> 구별과 사회안전망 

일본형 복지사회에서 ‘효율적 정부’란 필요한 서비스에만 책임을 한정시킨 정부

136) 미타 무네스케(見田宗介)는 일본경제의 ‘이중구조’의 하층을 구성하는 근로자에 대해 “만

성적인 욕구불만과 일상적인 굴욕체험에서 발생하는 분노 에너지는, 생활권의 폐쇄성과 

사회적 시야의 협소함에 방해받아 갈 곳 없는 무형의 원한의 에너지로 잠재되고 막연한 

폐색감이 도처에서 나타난다”(見田, 1984: 45, 밑줄은 見田)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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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했다. 그리고 정부가 “자립·자조의 정신, 자기 책임의 기풍을 방해하는 과잉 

관여를 엄격히 삼가”(臨時行政調査會, 1981: 35)하는 자세로 임해야 ‘자유롭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활력 있는 복지사회’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면서 효율을 꾀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보장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137) 

1970년대 후반 이래 일본정부는 사회보장료 부담과 조세부담의 합계를 ‘국민부

담’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했다. 그리

고 고복지·고부담은 경제 활력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국민부담률은 50%이하로 억제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왔다(大澤, 2007: 81).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사회보장심의회는 1995년 

7월 소위 ｢95년 권고｣(｢사회보장체제의 재구축—안심하고 살 수 있는 21세기 사회를 

지향해서(社會保障體制の再構築—安心して暮らせる21世紀の社會を目指して)｣)에서 사

회보험료와 조세의 합계를 ‘국민부담’ 대신 ‘공적부담’이라고 했다. <공적부담>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그 반대인 <사적부담>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다. ｢95년 권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은 언젠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 가령 

사회보험료와 조세 등 공적부담이 증대했다고 해도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해

진다면 개인부담, 예를 들어 의료나 사회복지의 이용자부담, 민간보험의 보

험료, 가족에 의한 부양, 간병, 육아 부담 및 복리후생의 기업부담 등이 경

감된다. 반대로 공적부담을 억제하면 개인부담과 기업부담이 증가한다. 원

래 사회보장에 드는 공적부담, 다시 말해 사회보험료와 사회보장 공비 재

원은 적절한 공적급부 수준과 이용자부담금 등 사적부담을 합쳐서 고려해

서 선택·결정해야 한다. 공적부담만을 사전에 급부 수준에서 분리해서 수

량적 목표로 결정할 수 없다. (社會保障制度審議會, 1995: 21)

｢95년 권고｣가 지적했듯이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은 역(逆) 상관관계에 있다. 

일본형 복지사회가 ‘국민부담’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적 고용관행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가족간 상호부조로 생활을 지탱한 <사적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사회보장부담을 ‘국민부담’으로 부름으로써 <사적부담>은 의식되지 않았다. 올바

137) ｢2012년 후생노동백서｣에 따르면, 국민부담률 국제비교에서 일본은 미국보다 높지만 

OECD 가맹국 32개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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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민의 부담은 공적부담과 기업부담 및 개인부담, 즉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을 

합친 것이며 양자의 통합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이 된다. 그러나 <공/

사>부담의 <공>만을 보고 <고/저> 구별, 즉 <고부담—경제억제/저부담—경제활성> 

구별만이 강조되면서 <공적/사적>부담의 구별은 못 보이게 되어 왔다. 

국민부담률 50% 이하로 억제된 사회보장 지출은 오직 회사와 가족에 의존할 수 

없게 된 인생 후반의 연금과 의료에 집중되고 현역 세대의 취직 및 생활을 지원하는 

“인생 전반의 사회보장”은 허술했다(宮本, 2008: 143). 이러한 한정적인 소득재분배

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유지된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안정된 고용으로 생활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형 복지사회에서는 회사가 사회안전망 기능

을 담당했고 사회안전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고용 위기

가 현존한다고 인식된 그때마다 발동되는 조치들이 사회안전망을 의미”(野川, 2009: 

7-8)하는 데 불과했다. 근로자 재해나 실업, 질병 등 드물게 일어나는 소득 중단에 

대비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

은 의지할 데가 없어 빈곤에 빠지게 된다.138)  

③ 격차의 일본적 의미: 신뢰격차

야마다 마사히로는 1990년대에 나타난 격차를 ‘희망격차’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전에 많은 젊은이는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풍요

로운 가족생활을 꾸미’는 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일부에게는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장이 주어

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활불안에 노출되면서 (중략) ‘패자(負け組)’

로서 나날을 살고 있다. 일본사회는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장래에 절망하는 사람으로 분열돼 가는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山田, 

2004b: 5-6)  

138) OECD ｢대일심사보고서 2013년판｣은 “일본은 OECD에서 유일하게 근로자 세대 및 아이

를 가진 세대에서 세금 및 급부를 고려한 후 빈곤율이 높은 국가다. 게다가 상대적 빈곤

율이 일하는 편친(偏親)세대에서 약60%로 OECD 중 가장 높아서 어린이 빈곤의 높은 발

생과 세대를 넘어 빈곤이 계승되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http://www.oecdtokyo2.org/pdf/theme_pdf/macroeconomics_pdf/20130423JapanSurv

      ey2013_overview_J.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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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는 <중심/주변> 구별의 <중심>에 다시 <중심/주변> 구별이 들어가서 나

타난 구별을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장래에 절망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희망’ 대신 ‘신뢰’를 생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뢰기반이 있

는 사람>과 <신뢰기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신뢰를 품을 수 있는 사람>과 <신

뢰를 품지 못하는 사람>의 구별로, 제3의 격차는 ‘신뢰격차’로 보고 있다. 신뢰에는 

희망에 없는 기능이 있다. 루만은 희망과 신뢰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뢰가 실재로 존재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즈음해서 오로지 신뢰에 찬 기대

로 결말이 날 경우 뿐이다. 그 이외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희

망에 지나지 않는다. 한 어머니가 저녁 때 갓난아기를 아이돌보미에게 맡

길 경우 그녀는 여러 희망을 품는다. 만사가 잘 되는 것, (중략) 등등. 그러

나 신뢰가 미치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일 뿐이다. 즉, 일이 발생하면 어

머니는 외출하려고 결심하고 아이를 남에게 맡기려고 결심한 것을 스스로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일. 따라서 신뢰는 항상 아슬아슬한 선택지에 관련

되고, 그 아슬아슬한 선택지에서는 실제로 신뢰를 나타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신뢰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손실이 더 크다. 따라서 신뢰하는 측

은 과대한 손실 가능성 앞에서 타자의 행위의 선택성을 자각하면서 타자를 

대한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확신을 갖는다. 

신뢰는 불확실성을 반성하고 희망은 불확실성을 지워 버린다. (Luhmann, 

1973=1990: 40) 

신뢰와 희망의 차이는 ‘의사결정’ 유무에 있다. 전술한 대로 ‘결정’은 항상 미래

의 불확실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그 결과 초래되는 미래의 손실 가능성

을 내포한다. 즉, 어떠한 결정도 리스크를 수반한다. 신뢰는 이런 리스크를 수반한 결

정과 관련되고 미래의 ‘손실 가능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뢰에는 리스크를 줄어주는 

신뢰기반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그것은 <일극>구조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신뢰’기반

이었다. <일극>구조로 구성된 이 신뢰기반은 주지의 전제(익숙함)가 되고 거기서 사

람들의 신뢰는 배양된다. 사람은 이 신뢰기반=질서를 전제로 신뢰를 품으로써 미래가 

불확실하고 리스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었다.139) 구조화된 질서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줄어줌으로써(Luhmann, 1973=1990: 

139) 루만은 “현재는 복합성을 파악해서 감축하는 잠재적인 기능을 가진다. 신뢰는 현재의 이 

기능을 강화한다”(Luhmann, 1973=1990: 25)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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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신뢰를 품는 사람은 마치 미래가 확실할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거품경제 붕괴 후 <중심/주변> 구별에서 <중심>이 축소되면서 <공동체에 속하

는 사람>이 감소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

는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흡수해서 현재를 살 수 있게 해 주는 신뢰기반이 없

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3의 격차는 다시 말해 신뢰기반의 <유/무>로 나타난 격차다. 

예전에는 공동체=장에 속하기만 하면 불안이 없는 안정된 생활을 기대할 수 있

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리스크를 자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준 것은 장

이었다. 개인이 선택결정을 자각하기 전에 장이 불확실성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개인

은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구조는 현재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 구조에서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해온 개인은 장의 질

서 내에서 자신을 규정했다. 개인으로서 자기규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스스로 자각적인 선택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흡수해야 하는데 개인성이 확립되지 않는 개인은 이에 대처하지 

못 한다. 

한편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극>구조 하에서는 <내부/외부>로 

규범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의 <내부> 신뢰기반은 보편적이지 않다. 게다가 <주변> 

확대의 현재화는 언제 자신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야

기한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욱 집단에 동조하고 

매몰되는데 박차를 가한다. 장 <내부/외부> 어느 쪽에서도 개인은 취약한 상태에 머

무를 뿐이다. 

2) 전망

① 새로운 북지이념의 출현: BI의 가능성  

새로운 복지이념으로서 ‘베이직 인컴’(basic income, 기본소득, 이하 BI)이 주목

받고 있다. BI란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을 단위로 자금력 조사나 취직 요건 없이 무

조건 주어지는 소득”(武川, 2011: 17)으로 정의된다. BI의 특징은 ‘모든 사람, 개인 

단위, 무조건 급부’의 3가지로 집약된다. 타케가와 쇼우고(武川正吾)에 따르면, 일본에

서 처음 BI에 관한 논문이 간행된 것은 2000년이고 그 후 10여년의 일본 BI역사에

서 전반 5년간은 연구자 사이에서도 BI는 곧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 취직과 복

지를 결합시킨 ‘워크페어’(workfare)의 대극(對極)에 있는 유토피아로 이해될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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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武川, 2011: 23-24). BI가 흥성을 보인 것은 후반 5년간인데, 그 배경에 대해

서 타케가와는 “아마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기능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사

람들 사이에서 쌓이고 그 불만의 배출구가 BI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武川, 2011: 

26)고 추측한다. 

그런데 타케가와는 “BI에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이게 된 이유의 하나는 사회보장

에서 사회적 배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BI 이전에 사회적 포섭 정책이 이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武川, 2011: 26). 타케가와가 생각하는 포섭의 정책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복잡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보편주의적인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위 ‘103만엔 벽’140), ‘130만엔 벽’141)을 초래한 세제나 사회보장제도는 ‘남성가득

(稼得) 모델’에 대한 우대가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현재 사회보험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회보험제도에 포섭하는 

것이다. 셋째, 성별, 정규·비정규, 파견 근로자·파견처 근로자의 균등대우의 실현이다. 

넷째,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work-life balance)다(武川, 2011: 26-27). 

그러나 BI를 <일극>에서 <양극>으로의 구조 변화, 즉 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린 

새로운 복지이념으로 본다면 타케가와가 제시한 문제들은 BI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

해야 한다기보다 BI와 함께 해결될 것이 기대된다. 첫 번째 경우 BI는 전업주부, 일

하는 여성·남성을 불문하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개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개인이 개

인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하려는 기대의 지평이 형성된다. 이제 가

정은 종래의 ‘남성 가득 모델’에서 나타난 역할분담의 장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친

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된다. 개인 위주의 새로운 신뢰기반에서는 기존 세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런데 BI는 일하는 남성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100% 

일할 수 있고 금전적인 지원이 특별히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BI론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橘木·山森, 2009: 228)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BI의 장점

140) 연간 65만엔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다(급여소득공제). 또한 이것

과 별도로 모든 납세자가 해당이 되는 소득공제, 즉 기초공제(38만엔)가 있다. 급여소득

공제(65만엔)와 기초공제(38만엔)를 합한 103만엔까지라면 일을 해도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아르바이트·파트 노동을 하는 주부에게 103만엔 이하로 억제하려는 동기부

여가 된다. 

141)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남편(혹은 아내)을 가진 배우자는 제3호 피보험자로 취급되고 국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상태가 된다. 단, 조건이 있다. ‘제2호 

피보험자에 부양되고 있는 20세∼60세의 배우자이면서 연간수입 130만엔 미만인 사람’

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남편의 

부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이 근무

하는 회사에서 아내에 대한 ‘수당’이 나오는 경우, 부양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지급이 정

지될 가능성이 있다. 연간수입 130만엔 이하에 억제했을 때와 비교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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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하는 남성에게도 일을 그만두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장으로부터 배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뻔한 상황에서 현재 포섭된 사람이라도 배제되지 않기 위해

서 앞으로 장에 더욱더 관여하려는 이른바 무사(無私)의 봉사의 동기가 유발된다. BI

는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해 준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

이 아니라 모두가 장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타케가와가 지적한 둘

째,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장 <내부>의 <중심/주변> 구별로 조건부여된 문

제고, 넷째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문제는 <그림4-2>에서 지적한 대로 <일극>구조

의 <공/사> 구별로 조건부여 된 문제, 또는 <그림4-3>처럼 기업과 가정이 나눠져 있

지 않는 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다. 일본사회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실현하기 어

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BI는 이러한 일본사회의 사회구조 변화를 고하는 새

로운 복지이념으로 본다면 BI과 포섭의 정책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BI는 기업을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으로부터 해방한다.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생활보장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은 사람을 고

용하지 않으려고 한다(橘木·山森, 2009: 280). 또한 일단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긴 시

간 노동을 강요하게 된다. BI를 통해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서 

정부로 이행되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생활급’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생활급

이 아니라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립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또

한 기업은 생활보장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면 고용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야마모리 토오루(山森亮)는 1970년대 전후 미국은 넓은 의미에서 BI에 대한 좌‧
우를 초월한 합의가 있었던 시대였다고 말한다(橘木·山森, 2009: 234). 그리고 좌‧우
의 BI 지지자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橘木·山森, 

2009: 237).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좌‧우의 차이는 없다. 

이를 만족시키는 사회보장 제도로 BI가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일본에서 BI라는 새로운 복지이념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 자체가 기존 구조가 환

경 변화에 이제 대응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BI의 출현은 근본적 사회구조 변화의 조

짐으로 볼 수 있다. 

② ‘캐리어’보장 노동시장의 제창

전후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목적에서 먼저 ‘직업 안정’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완

전고용 달성’이 추가되며 그후 특정한 기업에 고용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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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되었다. 석유위기 이후의 법제도는 이 ‘고용 안정’을 목표로 제정되어 왔다 

(諏訪, 2000: 13). 그러나 일본형 고용관행의 전제 조건들이 흔들리면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보장 정책 구상에서 노동시장법제의 이념을 ‘캐리어

(carrier)’ 보장 구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와 야수오(諏訪康雄)는 

앞으로 고용정책을 지배하는 새로운 이념은 캐리어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시장법의 

이념을 일본형 고용관행에 뿌리 내린 ‘고용 안정’보다 ‘캐리어 안정’, ‘캐리어권 보장’

에서 찾으려고 했다(諏訪, 2000: 14-18). 캐리어권은 노동의 ‘양’을 확보하려는 전통

적인 노동권 및 사회권에다 개인의 선택 자유와 책임으로 인한 노동의 ‘질’을 추구하

는 자유권을 추가해서 노동권을 재인식하고 노동법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이념이다(諏

訪, 2000: 14). 

일본의 노동시장은 <내부/외부> 구별로 인해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이 명

확하게 구별된다. 수와는 그 결과 전직(轉職)시장이 정비되지 않고 내부노동시장은 

주로 취직 전과 퇴직 후의 단계에서만 외부노동시장과 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내부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법과 노사관계법이 수비 영역이 되고 외부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법이 수비 범위가 되어왔다고 지적한다(諏訪, 2000: 

19). 수와는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법의 수비 범위에 선을 긋는 것이 아

니라, 내부·외부노동시장을 아울러 규제하는 노동시장법을 구상한다. 즉, 노동시장에

서 노동자의 거래 행위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도록 법체계를 

재구축하려 한다(菅野·諏訪, 1994). 이 법체계는 캐리어권을 수용한 노동권을 기초이

념으로 삼고 ‘캐리어 준비’(자기학습권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권), ‘캐리어 선택’(자기

실현을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의 행복추구), ‘캐리어 형성’(개인의 자기실현과 캐

리어 안정을 위한 선택의 자유), ‘캐리어 전환’(만약의 경우 캐리어를 재시도하는 자

유) 등을 지원한다(諏訪, 2000: 21-22). 즉, 개인의 ‘자기실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이 되는 것이다. 

<내부/외부>로 법이 갈라진 상황에서는 캐리어권을 수용한 노동권은 실현될 수 

없다. 이 노동권을 위한 노동법의 재구성은 장 중심인 <일극>구조에서 개인 중심인 

<양극>구조로의 사회구조 변화를 이끄는 법 제정이라 불 수 있다.  

③ 전체적 포섭 구조의 전망

<일극>에서 <양극>으로 그리고 장에서 개인 중시로의 구조 변화란, <부분/전체>

를 주도차이로 하는 분절 분화된 사회에서 <시스템/환경>을 주도차이로 하고 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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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법·교육·과학 등 기능시스템이 분화된 사회로의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의미한

다.142)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의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 위치

한다. 개인은 사회의 한 가지 기능시스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부합

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분절에 

속하는 분절사회의 전체적 포섭과는 달리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포섭은 “각 기능

시스템의 작용에 모든 국민이 편입되는 것”(Luhmann, 1981=2007: 23)으로 정의된

다.143) 개인은 시스템에 관여하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이용해야 하다. 분절사회에서 

개인에게 장 내부에서 ‘무엇이냐’라는 속성이 중요했다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

서는 ‘무엇을 하느냐’가 포섭을 정한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포섭 질서 하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고성(至高

性)’에 가치가 매겨진다(Luhmann, 1995=2007: 215). 기능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일극>구조의 <구별 없는 관계>로 자기규정한 개인이 아니라 <양극>구조의 <구별되

는 개인>이다. 즉, 기능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규정은 구체적인 공동체를 통해

서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 개인은 ‘개인’이 아니면 안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개인

성이 중요시된다. 자기규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Luhmann, 1995=2007: 91)를 통

해 이뤄진다. 이러한 ‘개인’은 분절사회의 개인과 다른 태도가 요구된다. 

인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요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연 속에서 

142) 시스템이론의 패러다임은 부분으로 구성되는 전체를 거론하는 전통적 이론에서 <시스템/

환경> 차이의 이론으로 전환했다. 근대사회는 “시스템 내부에서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가 

되풀이”(Luhmann, 1984=1993: 9)됨으로써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된다. 그런데 루

만은 “시스템 분화는 시스템 형성의 일반적 패턴에 따라 이뤄진다. 어떠한 형식으로 또

한 어떠한 복합성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분화가 가능할지는, 포괄적 시스템 존립의 전제

가 되는 출발점에서의 차이까지 거슬러 올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Luhmann, 

1984=1993: 10)고 지적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었어도 

현재화되는 사회 모습에는 ‘포괄적 시스템 존립의 전제’ 차이에 따라 사회마다 편차가 있

을 수 있다는 것이다.

143) 루만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배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능적으로 분화

된 사회는 공공재산이나 사적인 재산의 분배에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그 불평등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작용은 사회의 의미론에서 봐서 두 가지 제약이 따른다. 

하나는 이 작용은 일시적인 작용에 불과하고 즉시 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작용은 

각 기능영역에 한정되고 기능영역간의 상호의존은 단절된다. (중략) 각 기능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권력의 획득과 상실, 돈의 획득과 상실, 사랑의 획득과 상실 등은 각 기능시

스템 자체 다이너미즘에 따르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지 않는다”(Luhmann, 1995=2007: 

218).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배제는 일시화와 상호의존의 단절을 특징으로 하고 

개인이 계속적으로 여러 기능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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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합적인 —인용자) 사회질서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렇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가 직면한 그때그때 상황, 자기자신과의 마찰, 갈

등, 변화 등에 적응해 갈 수 있다. 인간은 실제 —그리고 스스로에게만 해

당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하나의 인격을 단서로 타인이 예측할 수 있는 

무엇인가 정체성을 찾아내서 표현해야 한다. (Luhmann, 1995=2007: 98) 

<양극>구조의 <구별되는 개인>은 타자가 기대(예측)할 수 있는 ‘타자’로서 ‘자신

이 누구인지’ 표현해야 하다. 또한 개인은 자신을 발신하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지금 

타자 측에서 관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

는지 살펴야 한다”(Luhmann, 1997=2009: 923). <구별되는 개인>에게는 사람과 사

람의 관계를 고정하는 틀이 없다. 개인의 ‘사교’가 중시되고 이를 위해 ‘교양’ 혹은 능

력을 시사하는 발신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페어플레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일반

규범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개인은 이 원칙을 기초로 사회적 교제 능력을 키우면서 

타자와 관계를 구축한다.

루만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

을 개인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역할 운영과 캐리어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

는 것”(Luhmann, 1995=2007: 97-98)이라고 말한다. 캐리어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역할의 길”(Luhmann, 1995=2007: 97)을 열어 준다. 이미 

“달성된 것이 (앞으로 —인용자) 가능한 것을 조건부여”(Luhmann, 1997=2009: 

1029)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 개인이 무엇을 했는지가 미래의 가능성을 한정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흡수한다. 캐리어를 통해서 과거의 축적이 개인이 미래를 예

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수와 야수오가 제창한 캐리어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바로 <구별되는 개인>을 

지원하는 법이다. 법의 기능은 사람들의 기대에 관련된다. 상호행위에 있어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법에서 나온 기대는 포기되지 않는다. 법 규범은 상호행위에서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법 규범에 따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법은 

규범적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행동 가능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행동에 대한 권한도 

주는 기능도 한다(Luhmann, 1993=2003: 142-143). 캐리어권 법제정은 개인 중심의 

<양극>구조에 맞는 규범적 기대를 형성해 준다. 

<일극>구조는 장에 속하는 개인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공했다. 그 미래는 

말하자면 고정된 틀 내에서 에스컬레이터식 미래다. <양극>구조의 개인을 지원하는 

시책은 이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식 미래를 예측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열린 미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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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BI와 캐리어권 보장 노동법은 개인을 지원하고 미래를 기대하

게 해 준다. 이로 인해 형성되는 신뢰기반은 <일극>구조에서 볼 수 있던 ‘자연발생적 

신뢰’ 기반이 아니다. <양극>구조에서는 “누가 신뢰할 가치가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

게 해서 신뢰할 가치를 가지게 하는지”(Luhmann, 1973=1990: 113)가 문제가 된다. 

루만은 자연발생적인 신뢰에 반해 ‘어떻게 신뢰할 가치를 가지게 하는지’를 고려하는 

신뢰를 “통찰에 기초한 신뢰” 혹은 “인격적 신뢰”라 부른다(Luhmann, 1973=1990: 

125-126). 인격적 신뢰관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의사소통할 수 있고 사회

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인격으로서 표출하는 것, 즉 자기표현이 전제가 된다.144) 인

격적 신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격적 신뢰는 재귀화됨으로써 그 본질적인 부분이 표현 방법이나 매너에 

대한 신뢰로 변한다. 이 형태에서 인격적 신뢰는 신뢰의 기능을 잃지 않고 

그 자체가 (즉, 인격적 신뢰 자체가 —인용자) 통찰 가능하게 된다. 사람은 

상대방의 표현을 표현으로서 통찰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표현에 대해 신

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중략). 상대방이 통찰 가능한 매너에 따른다는 것

은 —특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예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자신

의 표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 결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

에 대한 신뢰를 학습하기 쉬워진다. 이로써 통찰 가능한 매너는 신뢰의 기

초가 되어 다음 일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회관계를 딱딱하게 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나 개인의 감정을 우회한다는 것, 신

뢰관계의 붕괴나 감정적인 제어불능을 회피한다는 것, 즉 보다 대규모의 

복합적 사회시스템의 초석으로서 상호행위의 보다 높은 신뢰성과 계속적인 

가능성을 낳는다는 것. (Luhmann, 1973=1990: 125-126) 

보다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사회시스템에서는 이제 개인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 

불변의 속성을 갖춘 존재로서 신뢰를 생성할 수 없다. 루만은 신뢰를 얻는 원칙은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타자의 기대를 자신의 자기표현에 편입시키는 것”(Luhmann, 

1973=1990: 115)이라고 말한다.145) 그 때문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은 자기표

144) 루만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근본적

인 전제는 인간의 행위가 인격적으로 규정된 행위로서 사람의 눈에 비치게 되는 것이다. 

신뢰는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행위의 동기에 근거한다. 신뢰는 행위의 경험으로 유지되

지만 그 행위는 인격적 표현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인격임을 증명해야 한다.” 

(Luhmann, 1973=199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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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자기표현은 개인의 전략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

기표현의 재귀성으로 인격적 신뢰가 재귀화되어 통찰 가능한 매너가 사회의 신뢰기반

을 형성한다. 그런데 루만은 이러한 신뢰는 “사회질서가 재귀화된 표현을 심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경우만”(Luhmann, 1973=1990: 

114)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즉, 사회는 개인의 자기표현의 기회와 조건을 제도화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개인을 지원하고 개인의 자기표현의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 주는 BI

와 캐리어권 보장 등 이념이 나오는 반면, <일극>구조의 유지·강화 움직임도 나타나

고 있다. 창당 이래 자주헌법 제정을 당의 기본방침으로 정한 자유민주당(이하, 자민

당)은 “일본다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신헌법 제정을 지향

한다”(自由民主黨, 2012: 3)며 2012년4월 일본국헌법개정안146)을 발표했다. 자민

당은 ‘공의 질서’를 위해서 기본적 인권이 제약됨을 헌법에 명기하도록 헌법을 개정

하려고 한다(自由民主黨, 2012: 14).147) 또한 제2차 아베(安倍)내각(2012년 12월 26

일 성립)은 2013년 5월 17일 ｢생활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生活保護法の一

部を改正する法律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스티

그마(stigma)를 유발해서 생활보호 신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148) 이

145) 이는 동조(同調)와 다르다. 루만은 “단순히 적응하고 있는 사람은 자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나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태

를 바꿔 타자의 기대에 응해야 한다”(Luhmann, 1973=1990: 115)고 말한다.  

146) 자유민주당의 일본헌법개정초안에 대해서 

      https://www.jimin.jp/policy/policy_topics/pdf/seisaku-109.pdf. 참조.

147) 자민당은 현행 헌법 제13조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를 개정안에서 “모든 국

민은 사람으로서 존중된다”로 수정했다. 또한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

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을 필요로 한

다”를 ‘공공의 복지’ 대신 ‘공익 및 공의 질서’로 수정했다. ‘공공의 복지’를 ‘공익 및 공

의 질서’로 바꾼 이유에 대해 자민당은 ‘공공의 복지’라는 표현은 의미가 애매해서 이해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애매함 때문에 학설상 “공공의 복지는 인권이 상호 

충돌할 경우에 한해서 그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공익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제약

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는 해석이 주장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익 및 공의 질서’로 

수정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제약은 인권상호의 충돌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것이다(自由民主黨, 2012: 14). 

      ‘개인으로서 존중된다’를 ‘사람으로서 존중된다’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자민당의 설명은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사람(人, 히토)’은 ‘靈止(히토)’에서 유래되며 영(靈)이 

머무는 존재를 의미한다(向坂, 1979: 125). 일본인의 “자연과 완전한 조화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식”(山本, 1984: 95)에서 나온 말이다. ‘공의 질서’를 강조하고 ‘개인’이 아

니라 ‘사람’으로 수정한 것은, <내심> 질서를 <전체> 질서에 맞추는 <구별 없는 관계> 

개인의 습성 강화로 이어진다. 

148) ｢생활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生活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하, 개정

안)은 생활보호 실시기관이 생활보호를 시작하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부양의무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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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사람, 개인단위, 무조건급부’라는 BI 이념과는 정반대다. 새로운 시대에 사람

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정부의 대응은 종래 친족부양 

의무를 강화해서 공적부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회는 변화를 거듭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확실할 수도 있고 불확실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배제가 확대된 사회는 자체 불안정에 반응해서 더한 불안정을 낳

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불확실해진다. 일본사회는 불안정

의 연쇄 속에 있다. 불안정의 연쇄 조건에 눈을 돌리고 이 순환을 차단해서 사회가 

변화해도 기대의 확실성을 제공하는 신뢰기반을 무엇에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장에서 배제되고 신뢰격차가 커지고 불안이 만연하는 사태에 직면해서 일본사회

가 앞으로 <일극>구조를 유지한 채 의미론 변화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자각적 선택으로 미래를 헤쳐 나가는 <양극>구조로 전환하는지, 즉 기존 구

조의 ‘의미론 변화’인지 ‘사회구조 변화’인지 ‘변화’는 같아도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어느 쪽 ‘변화’에서 기인하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신뢰가 자연발

생적 신뢰인지 인격적 신뢰인지 달라진다. 

일본사회가 <일극>구조에서 탈각해서 <양극>구조로 인한 생활보장의 신뢰기반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극>구조로부터 탈각과 맞물린 제도를 받아들이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를 증명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What the World Thinks in 2007’에 따르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부

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8%인 미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국가들이 10%미만인 데 반해 일본은 38%에 달했다(波頭, 2010: 248).149) 미국을 

면으로 통지해야 하고(24조8항),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28

조2항), 관공서나 연금기구, 은행 등에 요보호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 및 수입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9조). 현행법에서도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현행법에서도 생활보호 신청을 원하는 요보호자가 부

양의무자에 대한 통지로 생기는 친족간 갈등이나 스티그마(stigma)를 우려해서 신청을 

단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생활보호의 보족율(補足率: 생활보호를 수급할 수 있는 

세대(世帶) 가운데 실제로 수급하는 세대의 비율)이 20%에 불과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개정안으로 요보호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 및 수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강화되면 더욱 

스티그마를 야기하고 신청을 위축시키게 된다. 

149) 하토리 료우(波頭亮)가 저서 성숙 일본으로의 진로(成熟日本への進路)(2010)에서 소개

한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What the World Thinks in 2007’의 통계 데이

터에 따르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일본 38%, 미국 28%, 영국 8%, 프랑스 8%, 독일 7%, 중국 9% 인도 

8%로 나타났다(波頭, 201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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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많은 국가의 국민 약 90%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일본에서는 그 수가 약 60%에 그치고 세계에서 약자에게 

가장 엄격한 나라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극>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불 

수 있다. 일본에서는 <내부/외부>로 인해 <면식 있는 사람/면식 없는 사람>이 구별

되기 때문에 일본인은 자신이 속하는 장 <외부>의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부조

의 의식이 미치지 못한다. 양자를 통합한 <일반인>에 대한 부조 의식이 생기지 않는 

한 일본은 약자에게 엄격한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사회가 이제 전체적 포섭의 구조를 유지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

음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명백하다. 일본사회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사람

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위

해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가 <일극>에서 <양극>으

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고 변혁’을 전제로 하는 합의여야 한다는 데 일본사회가 

진정한 변화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관찰의 입장에서 일본의 생활보장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스템/환경-차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건부여되는지 고찰했다. 

이는 일본사회가 맹점이기에 접근할 수 없는 자체 형성 맥락에 접근하는 시도였다. 

일본사회가 <일극>의 전체적 포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전체적 포섭인 장을 상대화시키기 위한 전제 작

업이다. 생활보장 시스템의 형성 조건을 드러낸 본 연구는 시스템이 자체 형성에서 

자각할 수 없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전체적 포섭의 상대화를 지원해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체적 포섭을 상대화시키기란 쉽지 않은데 일본사회가 이를 극복해서 

자각적으로 사회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합의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제공하는 신뢰기반 형성의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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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의 정리

199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불황을 겪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 생활의 

보장이 확실하다고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취업할 수 있었고 

종신고용으로 직장이 보장된 남성은 생활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만 하면 생활이 곤란해지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생활보장이 자

명하다는 감각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공유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기반은 선택의 

범위를 일정 방향으로 한정함으로써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흡수해 주었다. 사람들은 

미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에 안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

위 ‘1998년 문제’라 불리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가시화는 기존 자명성이 변했음을 말

해 준다. 일본사회가 구축해온 (생활이 보장되고 미래가 확실하다는 기대를 가능케 

한) 신뢰기반은 생활보장은커녕 오히려 ‘살기 까다롭다’고 느끼게 하고 사람들을 병리

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신뢰기반을 소여로 보지 않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신뢰기반, 즉 생활보장의 질서가 어떠한 구조적 조건으로 형성되었는지, 

거기서 개인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었는지 고찰했다. 

본 연구가 토대로 한 루만의 사회시스템 이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대상을 정태적

으로 파악하는 <주체/객체>인식 도식이 아니라, 동태적 대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시

스템/환경> 도식을 사용하고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데 있다. 

이 방법은 ‘통상적인 것은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즉,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은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실재하는 저대로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는 (루만이 사회학이 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

회학적 관찰의 입장에서 시스템/환경-차이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의 현재화를 가능

하게 한 구조적 조건(의미규정)이 무엇인지 탐색적(발견적, heuristic)으로 고찰했다. 

본 연구는 생활보장 시스템을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에 의해 생활보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형성되는 (창발적) 질서’로 정의했다. 이 생활보장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미규정)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구조에 영향을 주는 ‘문

화’(사회적 기억)룰 일본의 풍토적 시각에서 ‘틀 문화’로 규정하고 거기서 나온 구조

를 ‘장 구조’로 봤다. 장은 틀 문화에서 추출되는 <내부/외부> 구별의 <내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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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내부>에서 <전체/부분> 구별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틀 문화에서 개인은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으로 규정했다. 이런 의미론을 설정해 놓고 메이

지 정부의 공적부조까지 거슬러 올라서 현재까지 생활보장 질서가 어떠한 의미규정으

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봤다. 

분석의 결과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일극>구조는 패전(敗戰)이라는 큰 환경 변

화에서도 변하지 않고 전전에서 전후에 걸쳐 일관되게 사회구조로 유지되어 왔다. 자

선구제관에서 일본형 복지사회에 이르기까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복지관(이념)은 

변하고 생활보장 질서의 양상은 변해 왔으나, 그 형성은 장 구조=<일극>구조의 의미

론 변화로 이뤄졌다. 개인 또한 일관되게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으로 자

리매김되고 자립적·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못했다. (제3, 4장 ‘요약 및 소결’ 

참조) 

장 구조=<일극>구조로 형성된 생활보장 질서는 루만이 말하는 근대 이전의 <부

분/전체>를 주도차이로 하는 분절 분화된 사회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의 생활보장 질서와 분절사회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우선 <내/외>경계가 중시 된다. 

<전체> 내에서 <부분>은 혈연 혹은 영토로 동등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내/외>의식

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구별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은 업적으로는 변하

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내부>에 귀속한다. 따라서 <내부/외부>을 아우

르는 일반적인 인간집단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에서 <개인>간 관계

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람간의 개별적인 관계

이기 때문에 법은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이 될 수 없다. <내부>에서 <개인>은 속

성을 중시하기에 자신의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므로 <상/하> 의식도 생긴다. 이로써 

<내부> 질서가 형성된다. <개인>은 이 질서 내에서 자신을 자각하고 더욱 고정된 속

성에 맞는 행동으로 질서를 형성해간다. 이런 속성을 중시하는 의식은 <과정>이 아

니라 <상태> 중시 사고로 이어지고 <내부>=<전체> 질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

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전체>가 <부분>보다 우선적으

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개인>보다 <전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 <부분>=<개

인>은 <전체>에 매몰하듯이 존재하고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최소단위인 생활공

동체로의 귀속은 전체적 포섭의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이보다 큰 단위로의 귀속은 

의제적인 묘사가 사용된다. <개인>간 상호부조는 <내부>에서 이뤄지므로 <내부>에

서 배제된 사람이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는 <내부>에 

귀속함으로써만 가질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전체> 내에서 특정한 불변적(不變的) 속성을 지

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그대로 분수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생활이 보장된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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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품는다. 일본의 생활보장 질서나 분절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신뢰를 루만

은 ‘자연발생적인 신뢰’라고 말한다. 일본의 생활보장 질서는 이런 신뢰를 육성하는 

신뢰기반인 것이다. 

‘자연발생적인 신뢰’를 낳는 생활보장 질서는 가동적(可動的)인 환경에는 취약하

다. 그 동안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일극>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변화

가 장 구조의 의미론상 대응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변화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일본이 질서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제 장 구조로는 예전

처럼 신뢰기반(질서)을 형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은 <내부>의 <중심/주변> 

구별의 <중심>에 다시 <중심/주변> 구별이 들어가게 해서 <중심>의 축소 및 <주변>

의 확대로 대응했다. 이는 기존 격차와 다른 새로운 격차를 초래했다. 기존 <중심/주

변> 구별에 따른 격차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별에 따른 격차로, <공동체 일원인 사

람/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기능집단 일원인 사람> 구별로 일어난 ‘대우격차’였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격차는 기능집단으로서 기업에서 배제가 아니라 공

동체로서 기업에서 배제로 일어난 격차다. <중심>의 축소로 인해 공동체 <내부>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공동체가 제공하던 생활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증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흡수해서 현재를 살 수 있게 해 주는 신뢰

기반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타난 격차는 ‘희망격차’라기

보다 ‘신뢰격차’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동체=장에 속하기만 하면 불안이 없는 안정된 생활을 기대할 수 있

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리스크를 자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준 것은 장

이었다. 개인이 선택결정을 자각하기 전에 장이 불확실성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개인

은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은 개인으로서 자기규정을 할 필요는 없

고 장의 질서 내에서 <구별 없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했다. 이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스스로 자각적인 선택을 통해서 미래의 불

확실성을 흡수해야 하는데, ‘개인성’이 확립되지 않는 개인은 이에 대처하지 못 한다. 

이제 공동체에서 배제된 개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하나하나의 결정이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현재가 살기 까다롭다고 느끼게 된

다. 게다가 <현재>와 <미래적 현재>의 이어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데 

고통을 느끼고 ‘리스크의 자각’을 강요하는 현재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소

위 ‘사회적 히키코모리’라는 집에 틀어박히는 현상은 마이홈주의에 대한 고찰에서 본 

사적 영역으로의 도피와 같은 구조적 조건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이홈주의에 대한 고찰에서 제시한 대로 ‘큰 틀’의 <공>에서 소외된 <사>는 ‘작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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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집)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는 <공>에 대해서 <비(非)공>으로

서 <공>이 있어야 비로소 관념되기 때문에 개인은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공>(=집)

을 절대화함으로써 겨우 개인=<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성’이 확

립되지 않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때로 이 사적영역으로의 도피는 비판을 

받는다. 개인성이 확립되지 않는 개인주의, 즉 장 <내부>에서 <구별 없는 관계>에 

있는 개인의 자기주장은 단순히 인욕으로 간주되고 이기주의와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

다.

그런데 장 구조로는 개인성 확립이 쉽지 않다. 이는 일본어 1인칭 ‘나=私(와타쿠

시)’가 ‘나를 없앰’, 즉 ‘무아(無我)’ 혹은 ‘몰아(沒我)’를 내포하는 점, 또한 일본의 

<공/사>관계에서 <사>가 <공>이 아닌 것, 즉 <비(非)공>의 의미를 내포하는 점, 다

시 말해 <개인>은 ‘몰아’의 존재이면서 <비공>의 존재인 것으로도 예측된다. 즉, 전

체적 포섭의 장 내로 귀속되어야 자기규정할 수 있는 개인에게 개인성 확립이란 상당

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루만은 개인성이 확립돼서 이뤄지는 신뢰를 ‘인격적 신뢰’라고 말한다. 이는 <구

별 없는 관계>가 아니라 <구변되는 개인>이며, <일극>구조의 대극(對極)인 <양극>구

조에서 형성되는 신뢰다. <구별되는 개인>에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고정하는 틀

이 없다. 중시되는 것은 개인의 ‘사교’이며 이를 위해서 ‘교양’ 혹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시사하는 발신력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페어플레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일반규범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은 이 원칙을 기초로 사회적 교제 능력을 

키우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구축해간다.

자연발생적 신뢰가 아니라 인격적 신뢰가 배양되는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로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작위적인 사색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재도화가 요

구된다. 본 연구가 예로 든 BI(basic income)과 캐리어권 보장 노동법은 <일극>구조

에서 <양극>구조로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개인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장 구조=<일극>구조의 의미론 대응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없음은 일

본사회가 불안이 만연하고 폐색(閉塞)감이 뒤덮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정>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중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사회 불안정에 대한 대응은 이를 증명하듯 장 구조 강화로 가고 

있다. 또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일본인들 사이에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합의도 이뤄

지고 있지 않다. 

사회구조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극>구조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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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토에서 나온 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회구조로서, 긴 세월을 걸쳐 일본사회의 

자명성을 형성해 왔다. <일극>구조의 <내부/외부> 구별의 <내부>에서 <物/心>, <조

직/혈연>, <공/사>, <기업/가정> 구별이 융합 또는 상하 관계를 형성해 왔다. 개인은 

이를 자명하게 여기고 <내부>=장에 매몰하듯 존재함으로써 자기규정을 해 왔다. 그 

개인이 전체적 포섭의 장을 상대화시켜서 <物/心>, <조직/혈연>, <공/사>, <기업/가

정> 구별이 이뤄지는 <양극>구조로 사고를 ‘변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

에 없다. 게다가 일본사회가 전체적 포섭 장에서 벗어나는 것과 일본인의 개인성 확

립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의 사회학적 관찰은 시스템 자체로는 필연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현상이 

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함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시스템이 맹점이기에 볼 수 

없는 자체 형성 맥락에 접근해서 구조적 조건을 드러낸다. 이는 시스템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서 자체 형성 구조를 자각시키는 시도이다. 또한 다른 현상이 나

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체적 포섭의 장을 상대화시켜 준

다.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일본사회가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각적으로 사회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를 제공하는 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사회가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제공하

는 신뢰기반 형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함의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틀 문화로 조건부여된다. 현상과 구조에 관한 본 연구

의 고찰은 생활보장 뿐 아니라 다른 현상을 이해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 관념 및 이에 대한 태도도 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야마모토 시치헤이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는 주기(註記)를 거듭 기입하는 기록(히

스토리아)이라고 한다(山本, 2002: 44). 중세 유대교도에는 ‘도사피스토(tosafist)’라

는, 율법 문서의 난외(도사후토)에 자신의 견해나 주기를 써 넣는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에 대해 그때그때 현재에서 어떤 것은 그대로 하고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

문에는 손을 대지 않고 주기를 추가한다. 그리고 일정 시기에 재편성해서 다시 주기

를 써 넣는다. 이런 식으로 주기를 써 넣음으로써 인간은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

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발상의 길을 따라 왔는지 알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역사적 위치도 분명해진다. 동시에 이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山本, 2002: 43). 유럽의 역사란 이 도사피스토적 주기의 거듭된 ‘기록’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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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사피스토적 해석을 더해 가는 작업은 기독교도나 중국인도 해 왔다고 한다

(山本, 2002: 44).

사회시스템 이론도 역사를 직선상의 시간에서 잇달아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루만은 역사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이라는 특별한 의미차원에서 역사가 구성될 수 있음을 명기(銘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를　일어나는 일들의 시퀀스(sequence)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그렇게 이해하면　현재는 과거 원인의 결과이거나　미래 결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의미의 역사가 가지는 특성은 오히려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의 의미를 자유롭게 포착할 수 있고 일어나는 일들의 시퀀스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역사는 일어나는 일들의 시퀀스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성립된다．의미시스템은 스스로 자유로운 의미를 포착함으

로써 스스로를 한정시키는　 정도에 따라　 역사를 지닌다. (Luhmann, 

1984=1993: 122-123, 밑줄은 루만)  

사회시스템 이론에서 현재는 시스템의 작동을 통해 자체의 과거와 미래를 수반

하면서 나타난다. 이 작동에 수반되는 한정이 그 사회의 역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도사피스토적 해석으로 역사를 구성한다는 발상이 없다. 카토우 슈우이

치는 “일본 문화에서 ‘시간’의 전형적인 표상은 일종의 현재주의”라고 말한다(加藤周

一, 2007: 233). 현재가 중심이기 때문에 ‘과거는 물에 흘려보낸다(過去は水に流す)’

고 하는 것처럼 “현재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거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이상

으로 보는 경향”이 현저하다. 또한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明日は明日の風が吹

く)’고 하는 것처럼 “미래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

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자”는 현재 강조와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방

향에 따라 태도를 정하자”는 상황 적응능력이 나타난다(加藤周一, 2007: 1-2). 이러

한 시간파악은 역사를 “무한의 시작에서 무한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숙명적

인 자연현상을 보듯 보”(山本, 2002: 53)기 때문이다. 시간을 ‘흐름’이라고 말하는 것

도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 ‘흐름’이라는 자연적 발상으로는 인위적·작위적으로 과거에 손을 가할 수 

없다. 그 대신, 때로 일본인은 현재 봐서 좋지 않은 과거를 지워버린다. 실패는 기록

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물에 흘려보낸다’. 일본에도 역사는 있다고 하나 그 양상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르다. 일본은 “그때그때 ‘난외 주기’가 차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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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즉 환경에 대한 순응 방법에 따라 이른바 ‘축’이 되는 본문

을 먹칠해서 지우거나 멋대로 덧붙여 쓰거나 해서 이를 유일한 ‘역사’”로 삼기 때문

에 “실제로는 ‘그 때’에 적합하게 재구성된 그 시점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야마모토

는 지적한다(山本, 2002: 47). 그렇게 되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발상의 길을 

따라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적 위치도 분명치 않게 된다. 당연히 미

래를 예측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재주의 발상에서 과거는 잊히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사고는 나오지 않

는다. 대신, 현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급격하고 과민하게 대응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 대응은 사람이 계절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 재빠르다. 그러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작은 문제라면 극복할 수 있지만 문제가 극한까지 가면 대응할 수 없

다. 이러한 현재중심의 발상에 대해 야마모토는 “과거 모든 실패의 가장 큰 기초”(山

本, 2002: 65)라고 지적한다. 현재 작위적인 과거에 대한 기록과 실패의 기록이 없으

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과오는 되풀이된다. 문제가 일어난 후 대응할 것이 아니

라, 파멸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자연’에서 ‘작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본 연구가 주장하는 <일극>에서 <양극>으로 전환과 맞물려 있다. 일본사회

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양극>구조를 토대로 하면 개인이 중심이 된다. 장에서 

벗어난 개인은 시간에 노출되고 역사해석도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일극>에서 <양극>

으로 이행은 쉽지 않다.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진 전통적 문화는 강고하고 뿌리 깊

다. 코무로 나오키는 저서 위기의 구조(危機の構造)(1991)에서 “전통적인 일본인의 

건망증과 지나친 낙천주의”(小室, 1991: 27)에 경종을 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 일본의 위기의 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고 현실적인 해결 실마

리를 찾기는 절망적일 만큼 어렵다. 더욱 곤란한 것은 일본인은 이런 위기

의 시대에도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음미조차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小室, 1991: 26-27)

코무로는 ‘맹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보이는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많다. 숨겨진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만 결코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보이지 않

는 부분에 숨겨 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부분을 조명해야 하는데 실제는 

반대로 되고 있다. (小室, 199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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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무로의 언급은 일본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사건의 표면만 보는 데 대한 경고여

서 엄밀히 말해 본 연구가 생각하는 맹점과는 다르지만, 맹점에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지적이다. 루만은 맹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시스템 형성의 원리는 이 맹점

에 대한 이해를 내포한다. 그리고 루만이 사회학이 임해야 할 과학적 분석이라고 주

장하는 (그리고 본 연구가 지향한) 사회학적 관찰은 사회가 맹점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그 형성 맥락에 접근한다.  

사회시스템 이론에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다. 본 연구는 일본사회 각 시기

의 현재에 어떠한 사회적 차원의 의미해석으로 사람들이 그 현재를 받아들였는지 분

석했다. 이는 맹점을 수반한 무자각한 현재 ―그것 또한 견고한 전통적 사고로 지탱된 

현재― 를 자각시키려는 시도다. 다시 말해 맹점을 안으면서 즉자적으로 형성된 사회

에 대해 스스로를 대상화시키고 지각‧인식시켜 스스로를 알게 하는 시도다. 필자는 이 

맹점 뒤에 일본이 안는 문제의 해결법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코무로가 말하는 상

상을 초월한 위기의 구조를 인식하고 음미하는 작업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야마모토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인간은 뒤로 향해야 한다”(山本, 

2002: 76)는 랍비의 속담을 소개한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새로운 시대는 항상 기존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식을 쟁취한 뒤에야 열린다”(丸山, 1964: 12)는 라살레

(Ferdinand Lassalle)의 말을 소개한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 현상을 추적하는 식으로 과거를 이해하면 단

락적 이해에 그친다. 사회 현상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근거로 삼아 <과거의 현

재>는 어떠한 현재였는지, 즉 그 당시 현재의 맹점에 접근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현재 불안정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연쇄를 차단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루만의 사회시스템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일본사회가 그때그때 어떤 의미조

건으로 현상했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가 보여준 과거의 ‘발상의 길’은 일본사회가 앞

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일본사회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

나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말하는 

이는 드물다. 일본사회가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데 본 연구가 일

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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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s of modern Japanese livelihood security system  

    - A Luhmannian perspective on the foundations of trust breakdown in     

       Japanese society -

                                                      Hyun, Yoon Kyoung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efore the 1990s, foundations of trust had been constructed in Japan, 

allowing its people to expect guarantee in their livelihood security. Such 

foundations of trust limited the range of decision made by people in their 

daily lives, thus absorbing the risk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Risk is 

always a part of any decision-making process, yet in the case of Japan, as 

mentioned above, such absorption of risk led to a social atmosphere that 

allowed its people to anticipate no substantial change in their future, thus 

putting them at ease. However, materialization of social pathologies of 

so-called ‘1998 problems’ shows the change in existing self-evidentness. This 

thesis argues that the cause for above-mentioned social pathologies was 

created from the existing foundations of trust, rather than coming from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with skeptical viewpoint towards foundations 

of trust, it attempts to analyze the conditions in which the foundations of trust 

can be created.

This thesis uses N.Luhmann’s Social Systems theory as a theoretical 

basi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 of this theory is that rather than statically 

understanding the case using <subject/object> diagram, it uses 

<system/environment> diagram to analyze the case dynamically, and it se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ystem and the environment as the subject of 

analysis. This methodology is interested in analyzing why, although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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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but not inevitable, societal phenomena occur, as they seem to be. 

From the system/environment difference-oriented sociological observation 

stance (2nd class observation), this thesis contemplates the structural 

conditions (prescribed meanings) that enabled the presentization of the 

system, using heuristic approach. As it is not possible to see under what 

conditions the system itself presentized, this approach is also an attempt to 

get close to the weak point of the system and let system realize creation 

structure of its own.

This thesis defines livelihood system as the “(emergent) order formed by 

achieving communications about livelihood security based on self-support, 

mutual support and government support. To explore the structure (prescribed 

meaning) that permits this order, this thesis labels the culture (social memory) 

that affects this structure as a ‘culture of frames’, and it pays attention to the 

‘place (場)’. Place is the <inside> that is being differentiated from the 

<outside> by the frame. Along with this, <part> and <whole> are 

differentiated in the <inside> of the place as well. Also, in the culture of 

frames, individuals exist as the ones that constitute <non-differentiated 

relationships>. This thesis sees that Japan’s foundations of trust has been 

formed by the semantic conditioning in the <inside> of <inside/outside> 

differentiation. In other words, this thesis sees Japan’s livelihood security 

system as very close to the semantics of the place structure dynamics, and 

based on this assumption, it asks two questions: with limitations set by the 

place structure, how did the foundations of trust about the livelihood security 

develop? And, although the place structure constructed the foundations of 

trust about the livelihood security, at the same time how did it also make the 

individuals to remain weak?

Using social welfare perspectives as indicators, this thesis divides the 

Japanese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to two periods, namely before the war 

and after the war, and each period is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In other 

words, this thesis classifies before the war period Japanese livelihood security 

system as charity and relief, social solidarity, (wartime) national welfare 

periods, and after the war period system as public assistance for survival 

rights, a welfare state, and Japanese-style welfare society period.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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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mantics and livelihood security system 

developed in each period.

Analysis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each period indicates that the 

comprehensive inclusion of place structure, or in other words, <unipolar> 

structure, has been maintained as the consistent social structure until now, 

throughout before the war and after the war periods, despite substantial 

societal changes brought by the defeat. Dealing with societal changes from 

charity and relief period to Japanese-style welfare society period,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changed, and so did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aspect, yet both social welfare perspectives and livelihood security 

system developed by changes in the semantics of <unipolar> structure. 

Individuals also maintained their consistency, existing not as a self-supporting, 

independent self but as a part that forms <non-differentiated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a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show many 

similarities to that of N.Luhmann’s segmented society, in which the 

differentiation lies in <part/whole> before the modern period. In such society, 

rather than expressing oneself, <individual> is regarded as one having certain 

permanent attributes, and these individuals have <trust> in having their 

livelihood secure, as long as ones act within their means. Such trust can be 

only seen in a segmented society and in Japanese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N.Luhmann calls this a ‘spontaneous trust’. Japanese livelihood security 

system acts as foundations of trust that foster such trust. A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at produces ‘spontaneous trust’ is weak in a changeable 

environment. Until now, Japan has been able to maintain a <unipolar> 

structure, but it was only because the changes in societal environment were 

insignificant that they could be easily handled by dealing with semantics of 

<unipolar> structure. Since the mid-1990s, Japan has not been able to deviate 

from the systematic chaos. This signifies that <unipolar> structure cannot 

construct the foundations of trust anymore, thus changes in the very structure 

of the society is in need.

Transition from <unipolar> structure to <bipolar> society entails change 

from <non-differentiated relationships> to <differentiated individuals>. 

N.Luhmann defines ‘personal trust’ as the trust that is form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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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individuality. Newly develop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should be the foundation of ‘personal trust’, but 

one can predict that the transition of societal structure won’t be easy. Place 

structure is a social structure that has been influenced by the Japanese 

culture of frames, and for a long time, it has been constructing the 

self-evidentness of Japanese society. Even for the individuals who can 

self-regulate only after belonging to the comprehensive inclusion of place 

structure, a considerable difficulty is expected when establishing individuality 

for each.

For Japanese society to break away from the comprehensive inclusion of 

place structure, it needs to be able to make itself to be on its own account 

(für sich), by recognizing conditions for its self-formation. Yet, as these 

conditions for the self-formation exist as weak points, thus they cannot be 

seen by the system itself. By studying how the difference in the 

system/environment is structurally conditioned, this thesis is able to approach 

self-formation in context. Such work is a prerequisite to relativizing the 

comprehensive inclusion of place structure. As this thesis reveals conditions 

for developing livelihood security system, it is a meaningful work of research 

as it tries to get the system to be aware of what it cannot self-realize in its 

self-formation process. It is not easy to relativize comprehensive inclusion; 

however, whether Japanese society can overcome such difficulty and be able 

to subjectively achieve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becomes crucial in 

constructing foundations of trust that can bring high expectation for the 

future.

Keywords: foundations of trust, livelihood security system, semantics, 

culture of frames, place structure, comprehensive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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