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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성은

본 연구는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 사회과학의 변
동을 전문화와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
화 중 한쪽을 옹호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상’으로서
전문화, 대중화와 ‘당위’로서의 전문화, 대중화를 구분하여 우선 1970년대부
터 2000년대까지 역사적 현상으로서 전개된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과
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에 당위적인 차원
에서 전문화와 대중화 갈등이 부각된 이유를 밝히고 향후 한국 사회과학의
지향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근대계몽기에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 서구의 사회과학
지식을 수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하여 제도화
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해방 후 3년의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고등교
육과 연구 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미국의 인적, 물적 지원 등에 힘입어 사회과학의 제도화가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대학마다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학과가 설치되고 분과학문을 대
표하는 전문 학회들이 설립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인 제도화
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제도에 사회과학 개념이 명확하
게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며, 오늘날에도 사회과학의 범주
와 분류에는 모호한 면이 적지 않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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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제각각인 분과학문들과 다양한 지식들이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학, 정치학, 사
회학의 전문화, 대중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대표하
는 전문 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인데, 이들은 한국
전쟁 이후 설립되어 2000년대까지 비슷한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했다. 전문
적 지식과 대중적 지식의 구분은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 등을 통해 사회과학
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면서 가능해졌고, 더욱 직접적으로는 대학 제도와 전
문 학회에서 아카데미즘을 명확하게 구현한 것과 연관된다. 전문 학회들은
여러 노력을 통해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분리시켰으며, 연구와 교육 모두
에서 아카데미즘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지향을 확립했다. 학회지들은 초기의
일반 잡지 같은 형태에서 벗어나서 연구논문의 요건과 동료 평가를 통한 게
재 절차 등을 확정함으로써 전문 학술지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사회과학자들
의 학술활동도 제도화 초기에는 신문, 잡지, 단행본 등에 넓게 퍼져 있었으나
점차 전문 학술지의 연구논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과
학의 전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 제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전문직업인 학자들과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대학 외부에서 다양한 학술활동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학술운동을 표방하는 여러 학
술단체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체제에 비
판적인 학문을 추구하며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형성했
다. 또한 대중사회로의 전환과 문화산업의 발달로 저널리즘 영역이 확대되면
서 인문사회과학 지식이 대중에게 소통되는 경로가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저널리즘 영역에서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지식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진 현
상을 ‘사회과학의 대중화’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1980~90년대에는 아카데
미즘과 저널리즘이 융합하면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라는 독특한 지향이 생
겨났는데, 이는 당시 대학과 언론이 제대로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
에서 등장한 대안적 가치이다.
1995년 정부의 교육개혁 이후 대학 교육이 대중화를 넘어 보편화 단계에
들어서고 대학원 교육 역시 대중화되자,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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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는 교육에서 아카데미즘적 지
향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연구와 교육의 가치를 분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제도에 속한 연구자들은 교육에서
상품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정책 등이 제시하
는 전문화의 척도에 맞춰서 학술활동을 수행해야만 했다. 사회과학계의 주류
연구 경향에 불만을 품은 연구자들이 아카데믹 저널리즘을 지향하며 대중의
문제의식에 가까운 지식을 추구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카데
미즘의 규율화와 저널리즘의 상업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학 외부의 학술활
동이 축소되었고 아카데믹 저널리즘은 소멸에 가깝게 쇠퇴하였다. 더욱 공고
해진 대학과 언론의 분업 체계에서 전문화를 위한 전문화, 대중화를 위한 대
중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정작 전문화와 대중화의 궁극적인 목
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학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다.
계량화된 연구 업적 평가와 이에 근거한 연구 지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
제가 아니라 사회과학계의 자율적 규제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특정한 학술활동에 보상을 집중시킴으로써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
성과 다양성이 침해되었다. 경제학은 표준화된 과학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학
계가 당위로 제시한 전문화를 지향하는 데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정치학은 대중의 관심사인 한국 정치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양적으로 팽
창하긴 했지만 저널리즘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사회학은 대
중적 인기의 하락 가운데 다른 분과학문들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는 지식인의 학술활동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
게 되었다. 사회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균
형이 깨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
대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
차 커지고 있다. 아카데미즘이 추구하는 전문화와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대중
화 사이에서 사회과학의 공공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성찰적 역할로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 다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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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문제 제기
난해한 소설을 쓰기로 유명한 작가 이인성은 한 인터뷰에서 ‘열다섯 시간
노동과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 그리고 캄캄한 땅 속을 뚫고 올라온 광부들
이 당신의 소설을 읽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엘리
트주의에 빠져서 소수의 지식인만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며,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히느냐보다 열
악한 삶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문학적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한다(김정한 외,
1992: 342-343).
이러한 문답은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부르
디외(P. Bourdieu)는 “사회학이 오로지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되어
야 한다면, 그런 사회학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단
언하며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역시 ‘독자로 지식인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질문을 받자 “사회학자가 말한 것을 수용할 만한 기술적 수단이 있
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나 이유가 없거나 오히려 거부하
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며, 사회학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할 만한 수단(이론적 교양)이 없다는 것이 사회학자의
불행”이라고 고민을 토로한다(Bourdieu,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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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어렵다는 점과 권력이 은폐한 현실을 폭
로하면서도 권력의 인정을 기대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사회과학은 “지배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배를 합리화하는 메커니즘의 학문”(Bourdieu, 2004: 31)
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런데 대중을 상대로 개종을 요구하는 포교자가 되거
나 대중이 원하는 것만 말함으로써 인기를 끄는 사회과학자 역시 진정한 학
자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이상적인 사회과학자는 “지적 권력이 행사하는 무
기를 사용해서 지적 권력에 대항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들”(Bourdieu,
2004: 9)을 수행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식인의 지식 생산
과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성찰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이 지식을 독점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대중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르디외는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철학, 기
호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사회학에 대해서만큼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지만(Bourdieu, 2004: 7), 대중사회에
서는 물리학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런데 오
늘날 전문적 지식과 대중적 지식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의 지
식인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안에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문적 진보
만을 추구하며 난해하고 비세속적인 글을 쓰며, 다른 한편의 지식인들은 저
널리스트나 토크쇼의 사회자, 손님이 되어 대중매체 쪽으로 옮겨 가는 추세
가 뚜렷하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전문화를 위한 전문화, 대중화를
위한 대중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전문적 지식의 추구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있는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
과학은 지식의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전문화와 대중화는 단
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즉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삶에
유용한 지식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
다. 그런데 공공성을 위해 사회과학의 어떠한 지식을 전문화할 것인가, 혹은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길고 지난한 토론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지식인의 창조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식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
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과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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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는 대체로 동의할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과학은 과연 어떠한가? 근대 초기에 서구의 사회과학
을 수용하기 시작한 이래 수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학문의 발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전문화와 대중화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
된 것은 사회과학의 전문성과 대중성이 상당히 높아진 2000년대 이후의 일
이다. 정태석(2010)은 사회과학자들이 책을 써서 출판하기보다 학술지에 연
구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만을 상대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회과학이 대중의 공론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제도화된 학
계 내부에서만 소통되는 점을 문제시한다. 또한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이 극도
로 전문화되거나 사회공학적인 학문을 지향하면서 대중과의 접점을 잃어가고
학문 후속 세대의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
리가 높다(이상주, 2001; 강내희, 2003; 김원, 2008; 이기홍, 2008 등).
지식의 전문화와 대중화는 원래 길항 관계에 놓이기 쉽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지식인과 대중의 거리가 멀어지고 전문적
지식과 대중적 지식의 간극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지식을 생산하는 입장에
서는 전문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추구하기보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둘러싼 갈등은
서두에서 제시된 예와 같이 지식인 개인의 고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문제가 사회과학자 개인의 고민이나 동료 사회과
학자들에게 현재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을 촉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
식 생산과 유통 구조 전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개인
이나 집단 일부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의 전문화 경향은 사회적 합의나 수요에 따
른 것이라기보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의 개입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측면이 적지 않다. 오늘날 표준화된 연구 업적 평가와 이에 기반을 둔 물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되는 지식 생산의 방향은 권력이 규정한 의
미에서 전문화 일변도로 몰려 있다. 권력의 개입에 의해 국제 경쟁력 등 특
정한 가치가 최우선의 기준이 된 상황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학술활동의
경우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은 지식 생산·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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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협할 여지가 있는데, 사회과학자들이 스스로 중시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더 많은 보상이 따르는 지식 생산·유통 양식이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지식은 삶을 위한 수단이며, 특히 사회과학의
지식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도구로서 봉사해야 한다. 그런
데 오늘날 한국의 사회과학이 그러한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
이다. 고등학교에서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과목을 가르치고 대부분
의 대학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개론 등을 교양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
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대해 어떤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학생이 아닌 대중, 예컨대 ‘열다섯 시
간 노동과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 그리고 캄캄한 땅 속을 뚫고 올라온 광
부들’의 삶에 사회과학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과학의 발달에 있어서 전문화와 대중화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 조
건과 환경의 변화가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켰
는가?’라는 질문을 우선 제기한다. 한국의 사회과학계와 대중매체를 통한 지
식 생산·유통 양식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1990년대 이전에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았던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문제가 2000년대 이후에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상’으로서 전문화, 대중화와 ‘당위’로서의 전문화, 대중
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는 사회과학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된 현상인 동시에, 어느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
할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당위적인 지향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상으로서
전문화, 대중화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성찰적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작업인 동시에 당위로서의 전문화, 대중화, 즉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 현상으로서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가
활발히 전개된 시기로서 주로 1970~1990년대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으
며, 당위로서 전문화, 대중화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진 시기로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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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를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연구의 질문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
에서 현상으로서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둘
째, 당위로서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의 사회과
학계와 대중매체의 사회과학 지식 생산·유통 양식을 둘러싼 변화를 관찰하
며, 과거에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문제를 논
란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 사회적 조건을 분석한다. 또한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당위로서 지향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지식 생산·유통의 자
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바람직한지 논의한다.

2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과학의 사회학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는 사회과학의 형성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
다. 한국에 소개된 연구로는 버날(J. Bernal)이 정리한 사회과학의 역사
(1954), 사회과학의 논리를 둘러싸고 1960년대에 9년 동안 이루어진 아도르
노(T. Adorno)와 포퍼(K. Popper), 알베르트(H. Albert)와 하버마스(J.
Harbermas)의 논쟁(Habermas, 1970; Adorno 외, 1978), 사회 연구와 이
론의 토대에 대한 델란티(G. Delanty)의 연구(1997; 2000), 사회과학의 철
학적 기반에 대한 윈치(P. Winch)(1958), 휴즈(J. Hughes)와 샤록(W.
Sharrock)(1999), 아우스웨이트(W. Outhwaite)의 연구(1987; 2000)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사회과학의 정체성을 확립하
기 위해 사회과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 사회
과학의 인식론·방법론적 특성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추상적 차원에
서 ‘사회과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 사회과학의 인식론·방법론적 특성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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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의 철학’이라고 부른다.
한편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더해 ‘사회과학이 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과학에 대한 성
찰과 반성을 시도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사회과학의 사회학’
이라 부를 수 있다. 사회과학의 사회학으로 분류되는 연구로는 1950년대 미
국의 사회과학을 비판하는 밀즈(C. Mills)의 사회학적 상상력(1959)을 우
선 꼽을 만하다. 또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갈라져 소통이 어려운 ‘두 문
화’ 상태에 대한 스노우(C. Snow)의 고전적 비판(1959)1)을 비롯하여 사회과
학 분과학문의 경계와 제도적 틀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과학의 전면적인 혁
신을 요구하는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연구(1991; 1995) 등도 사회과학
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성찰적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밀즈는 사람들이 인간과 사회, 개인의 삶과 역사,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
호작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그리고 자신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명하게 요약할 수 있
도록 정보를 이용하고 이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자질”이 필요
하다고 본다(Mills, 2004: 16-18). 그는 이러한 정신적 자질을 ‘사회학적 상
상력’2)이라고 부르며, 사회학적 상상력을 계발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임무라
고 규정한다. 그런데 1950년대에 미국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연구 경향인 ‘거
대이론’과 ‘추상적 경험주의’는 사회과학의 임무와 동떨어져 있었기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밀즈는 거대이론이 인간 행위와 사회를 명백하게 기술하고 설
명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으며, 추상적 경험주의는 형식에 주
의하지 않고 세부사항들을 계속 쌓기만 한다고 비판한다.
1) ‘두 문화(two cultures)’라는 말은 지식 체계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갈라지면서 둘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과학자이자 작가였던 스노우는
과학자들과 문학하는 동료들 사이를 오가면서, 두 집단의 사람들이 같은 인종에다 지식
수준, 출신 성분, 수입은 거의 같아도 교양, 도덕, 심리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피차간에 접촉을 끊은 채 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 문제가 자신
의 주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Snow, 2011).
2)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같은 말이다. 밀즈는 자신의 원고를 읽은 정
치학자가 ‘정치학적 상상력’이란 말을 제안했고, 인류학자는 ‘인류학적 상상력’이란 말을
제안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명칭을 붙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
다. 1) 일단 자신이 사회학자이며, 2) 사회과학자들 중에서도 고전적 사회학자가 특히
이러한 상상력을 보다 자주, 한층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판단하며, 3) 뒷부분에서 여러
기묘한 사회학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ills, 200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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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이론과 추상적 경험주의에 대한 밀즈의 비판은 결국 사회과학자의 자
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사회과학자는 자신의 이론과 방법론을
가진 장인(匠人)이 되어야 하는데, 관료화된 사회과학자는 관료 조직에서 연
구의 터전을 마련하며 조직에 속한 유능한 구성원들의 관심사만 연구하는 것
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의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
는데, ‘과학자’로서의 자아상을 추구하며 ‘단순한 저널리스트’를 천박하게 여
기는 관료적 사회과학자들이 주제의 복잡성이나 사고의 깊이와 무관하게 대
중이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밀즈의 비판은 엄밀한 연구 결과라기보다
‘인상 비평’에 가깝다.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주로 중견 학자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학계 전반에 대하여 폭
넓은 비판을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밀즈의 비판에는 사회과학의 사회적
유용성, 사회과학자의 역할, 좋은 사회과학과 나쁜 사회과학을 가르는 기준,
사회과학의 발전 방안,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갈등 등에 대한 논의가
다소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또한 사회과학이 심리학주의를 넘어서 구조적인
공공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회과학의 문제를 결국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사회과학자의 ‘사명감’이나 ‘장인 의식’, ‘진정한 학자상’ 등
을 강조하는 결론도 역설적이다.
한국에서도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는 사회과학계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회과학 원론이나 사회과
학의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연구로 김낙중(1986), 김승현·윤홍근·정이환
(1994), 우석훈(2011)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월러스틴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과학의 제도화를 비판하는 연구로는 윤소영(2011)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서구의 사회과학 이론과 연구 방법을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사
회적 효용이나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보다 사회과학의 토착화나
주체화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 사회과
학의 반성’이란 주제로 열린 1972년 후기사회학대회의 논의를 시초로 한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공동 세미나(1979), 황성모
(1977; 1983), 홍승직(1981) 등에서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변혁론이나 민중적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김진균(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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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7), 김동춘(1997)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3).
황성모(1977)는 토착화보다 주체화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데, 정
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근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현실에서 사회과학
의 주체화가 토착화라는 표현으로 제기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보기 때문
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 사회과학에서 독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서구 사회과학을 교리처럼 받드는 것은 문제지
만 거기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민족문화나 철학 등으
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홍승직(1981)은 사회과학의 토
착화가 꼭 주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토착화의 전부라고 주장한다. 연구 방법이 국외든 국
내든, 어디에서 개발되었든 상관없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그 방법
이 토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홍승직의 결론이다.
황성모와 홍승직의 논의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는 한국의 근대화에 어
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사회과학이 근대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근대화에
기여하는 학문으로는 자연과학과 공학이 최우선으로 꼽혔고 사회과학에서는
경제학 정도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평가되었다4). 따라서 토착화 논의는
서구 사회과학에 대한 종속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한국 사회과학의 과
제와 역할 논의로 넘어갔다. 사회과학이 종속적인가 주체적인가의 문제는 부
차적인 것이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현실을 개
선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
작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개선을 사회과학의 과제로 삼게
되자 과학성과 이데올로기성의 대립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황성모
(1983)는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가 토착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3)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각 분과학문에서도 토착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
했다. 1990년대 중반 이전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토착화, 탈식민성 담론 관련 연구 목록
에 대해서는 김정근·박인웅(1997)의 서지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4) 1970년대 초반의 설문조사에서 언론인과 교수 1,51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가장 요청되는 학문’을 물었을 때 자연과학이 33%, 공학이 31%의 지지를 받은 반
면, 경제학 8%, 경영학 4%, 사회학 4%에 그쳤다. 경제학 다음으로 기대되는 학문은 농
학(5%)이었다(홍승직, 1981: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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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진균(1997)은 사회과학에서 이데
올로기적 요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회과학자들이 학문적 당파성을 인정하
고 이데올로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김진균이 이데올로기 투
쟁을 긍정하는 이유는 서구의 실증적 연구 전통에서 발달한 사회조사방법이
여론을 사회적 사실로 인정하게 만들어 ‘대중 시대의 지식’이 등장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 태도 조사류의 지식 생산에서는 조사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이
데올로기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과 대중매체의 진실 조작 가능성이 증대되
므로 학문적 당파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동춘(1997)은 과학성
과 이데올로기성을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그는 한국에 사회과학이 존재한 적이 없으
며 앞으로 세워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서구의 사회과학이 서구
역사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추상화한 것임에 반해 한국의 사회과학에는 한국
의 역사나 경험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가 체계적인 형태로 전개되지 못하고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가 비롯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
회과학사(史)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
학의 사회학이 중견 학자의 경험에 비춘 인상 비평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실
의 사회과학 지식에 대한 세밀한 사회사적 분석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한
국의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회과학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도 사회사적 분석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일 텐데, 상대적으로 역사가 긴 미국이나 일본의 사회과학에 대해서
는 로스(D. Ross)의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1991), 이시다(石田雄)의 일본
의 사회과학(1984) 등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진 것과 대조된다.
한국 사회과학사의 정립은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최근에는 서구 사회과학의 수용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구장률, 2012b; 진덕규 편, 2012; 진덕규 외, 2013 등). 그런데 본 연구에
서는 한국 사회과학의 주요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대신 전문화와 대중화라는
특정한 관점에서 주로 1970~2000년대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유통 방식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과학사의 정립을 위해서 학계의 주류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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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통시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특정 시기의
제도화나 전문화와 같이 사회 구조와 연관된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 역시 역
사적 성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세기 말 미국사회
과학협회(The American Social Science Association)가 사회과학의 전문화
를 주도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하스켈(Haskell, 1977),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사회과학의 전문화로 인해 전문직업인 학
자들의 목표가 민중지지(advocacy)에서 객관성(objectivity) 추구로 변한 점
에 주목한 피너(Furner, 1975),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대학 제도의 변화가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전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클락(Clark, 1973)의 연
구 등은 다양한 행위자와 여러 사회적 조건의 연관 속에서 사회과학계의 변
화를 성찰하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국가별로 자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성을 가능하게 한 것과 같이 본 연구 역시
사회과학에 대한 역사적 성찰로서 한국 사회과학사의 정립에 일정 부분 기여
하고자 한다.

2. 사회과학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분과학문의 경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상황이 제각기 달
라짐에 따라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성찰 작업보다 분과학문별 작업이 더 활
발해졌으며 위기의식이 팽배한 영역일수록 내부 비판이 중요하게 대두되었
다.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에 가장 크게 위기를 느끼는 분야는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학의 위기’라는 말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등장했는데, 위
기에 대한 규정과 대응은 사회학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갈라져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학의 위기 담론에서는 토착화나 주체성의 문제보다 지
식의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의 갈등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5). 사회학이 폐쇄
5) 토착화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독창적 한국 사회
과학의 창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한경구(2000)는 학문의 식민지 문제나 토착화
문제가 1970년대에 핵심적인 논제였으나, 1980년대 초에 이미 한국 현실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한다. 그
러나 이기홍(2004)은 보편적 서구 이론을 특수적, 개별적 한국 현실에 적용한다는 토착
화의 논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1960년대부터 50년 간 추구해온 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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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자 집단의 자족적인 활동에 머물러 실용적이지 못한 학문으로 외면될
위험에 대한 염려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는데, 1980~90년대에 학
문 주체화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면(신용하, 1994; 임현진, 2000 등)
2000년대 이후에는 학술정책의 변화와 지식 생산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경향을 보인다(김문조, 1999; 강내희, 2003; 노
명우, 2003; 정태석, 2010; 전상진, 2011 등).
이러한 흐름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부라보이(M. Burawoy)의 공공사회
학(Public Sociology) 제안이다(Burawoy, 2005)6). 부라보이는 사회학이 전
문지식을 쌓아올리고 상식을 과학으로 번역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
판하며 초기 사회학의 도덕적 성격을 재건하는 작업으로서 공공사회학을 제
안한다. 공공사회학은 전문사회학을 보완하는 영역으로 사회학의 전문성과
대중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맡는다. 부라보이는 공공사회학의 과제로
학계와 학계 외부의 공적 논의를 제시하면서, 공중(公衆)이 시장에 의해 붕괴
되거나 미디어에 의해 식민화되거나 관료제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비관적 인
식을 거부한다. 공중은 붕괴될 수 있지만 창조될 수도 있으며, 최소한 학생이
라는 일차적 공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이 전문 과학을 지나치게 지향한 나머지 지식의 공공성을 소홀히 여
기고 있다는 진단 하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것이 ‘사회
학적 분업’이다. 학문적 기획과 도덕적 기획이 구분되지 않았던 19세기로 돌
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로지 분업을 통한 해결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라보이가 제안하는 사회학적 분업은 단순히 사
회학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범주를 재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양적 방법/질적 방법, 실증적 방법론/해석적 방법론,
미시/거시 같이 학계 내에서만 통용되는 분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지식인
가?’,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라는 질문에 따라 네 가지 사회학의 분류 체계
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화라는 목표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애초에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
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6) 2004년 미국 사회학대회 회장취임연설에서 부라보이가 촉발한 사회학의 위기 논쟁은
부라보이 스스로 ‘공공사회학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 11 -

[표 1-1] 사회학적 분업7)
도구적 지식
성찰적 지식

학계의 청중
전문사회학
비판사회학

학계 외부의 청중
정책사회학
공공사회학

출처: Burawoy(2005: 11).

부라보이가 스스로 지적하듯이, 이와 같은 분류는 미국 사회학의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문사회학이 극도로 발달한 미국과 달리 다른 나
라들, 특히 남반구나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에서 사회학은 공공의 사안에 대
해 다양한 공중과 관계 맺는 공공사회학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다. 문
제는 미국 사회학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미국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통
용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사회학적 분업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
다8). 이러한 지적은 공공사회학 논의가 각 국가별 사회학의 주체화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공공사회학 논의는 한국 사회학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9). 또한 부라보
이의 제안이 미국 사회학계에서 수많은 반발에 부딪혔듯이 한국 사회학계에
서도 입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사회학의 위기가 대중화에 소홀했기
때문은 아니며 오히려 충분히 전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
았는데, 이러한 반박의 주요 논지는 이미 김경만(2001)에 의해 제시된 바 있
다. 김경만은 독일과 미국의 사회학 발전 경험에 비추어 대중으로부터 유리
된 전문가 집단의 형성, 대중에게서 독립적인 학문의 발달만이 한국 사회학
의 생산성과 연구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김경만의 연구 목적은 ‘대중과 정치, 실제 문제에서 유리된 채 발
전하는 사회학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괄호를

7) 사실 이러한 구분은 다소 모호하다. 부라보이 역시 “공공사회학이 정책사회학의 양심이
듯이, 비판사회학은 전문사회학의 양심이다.”라거나 “사회학의 중심부에는 전문적 요소
가 있다. 전문사회학 없이는 정책사회학이나 공공사회학이 있을 수 없으며, 비판할 것이
없을 터이니 비판사회학도 있을 수 없다.” 정도로 관계를 느슨하게 정의하고 있다.
8) 부라보이는 미국 사회학 스스로 보편성의 지위를 버리고, 즉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지역
성의 차원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
아 보인다. 각각의 학문 분과는 비대칭적인 권력의 장이며, 사회학계 내에서도 제도상의
분업과 이에 상응하는 권력의 장이 공공사회학의 확장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9) 한국사회학과 경제와 사회에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10년 겨울에만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전상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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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단지 사회학이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태석(2010)은 김경만이 주장하는 ‘세계 수준의 한국사회학’
또는 ‘사회학의 지적 발전’이 사회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추상적인
지식 유희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학문의 민중화’를 당파성에 의한
과학성의 훼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파성과 과학성이 공존 가
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선내규(2010)는 40년 간 이루어진 한국 사회학계의 자기성찰적 논의
를 ‘학술적 전문성과 학계의 자율성’, ‘사회학의 현실 적합성과 연구자의 현
실 참여’, ‘이론 및 방법론의 탈식민화’로 요약한 후, 기존 논의들이 엄격한
이론적 분석틀과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지 못하고 ‘비사회학적’인 한계를 드
러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부르디외의 장 이론과 한국 사회학자 집단
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사회학장의 낮은 자율성과 사회학자들의
역할 정체성 혼란이야말로 대외종속성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자
사회학의 위기를 초래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학자 집단의 자율적인 의사결
정력과 실행력을 상당 부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든 연구자 개인의 열정에서 비롯된 주장이든, 학자 집단을 매우 독립
적인 변수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지식의 전문화나
대중화가 학자 집단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10), 실제로는 구조적
조건 아래 선택이 제약되며 학자 개개인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방
식으로 지식 생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과 한국연구재단(구 학
술진흥재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사회과학자 집단의 정체성 문제를
넘어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김원(2008)은 1998년 지식정책의 변화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진보적 지식공동체가 약화되고 지식 생산이 대학 내부와 외부로

10) 물론 학자 집단의 정체성이나 과학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구들이 학문의 대외종속
성이나 정치적 식민화, 경제적 식민화의 위험성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정체성 혼란이나 낮은 자율성에서 찾는
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장내 투쟁’을 중시하며 반대편 입장의 학자들을 설득하는
논조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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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지식인과 지식 생산에 대한 국가권력의
‘규율화’에서 찾는다11).
그런데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갈등을 학계의 정체성 차원에서 접근
하는 연구들이 사회과학자 집단의 독립적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면, 이와 반대로 국가의 학술정책이나 권력에 종속된 지식공동체의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연구들은 지나치게 구조에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현실의 구조적 제약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강고한 조건으로 여길 경우 ‘진정한 소수자 되기’(김원, 2008)와 같이 연구자
개인의 희생을 기대하거나 비제도권 학술운동의 재활성화(강내희, 2003)를
촉구하는 결론밖에 낳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 집단의 정체성과 구
조적 제약을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사회과학자 집단이
나 외부의 정치, 경제적 변수 중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얽혀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학자
집단을 중심에 놓되, 사회과학자 집단의 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
인들과 이에 대한 대응, 생산된 지식이 보급되는 과정, 대학 외부에서 대중적
으로 생산·유통되는 사회과학 지식과의 관계 등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결국 전문화, 대중화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과학이 고도로 전
문화되어 사회과학자 집단의 자율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사회, 특히
대중과의 접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특허를 획득하고 상
업적 이익을 위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자연과학보다 사회과
학의 지식은 대중에게 소통되고 토론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지식의 유통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
가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지식의 생산보다 유통이나 소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신뢰할 만한 유통 경로와 기대되는 소비
처가 존재해야만 생산이 가능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미흡했던

11) 김원(2008) 외에도 강내희(1999; 2003), 장세훈(2002), 홍덕률(2004; 2006), 강수돌
(2010), 천정환(2010), 고부응(2012) 등을 지식 생산의 구조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 사
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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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추가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책12)으
로 출판할 기회가 전혀 없거나 출판해도 대중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사회과학자라면 책을 집필하는 대신 다른 일에 몰두할 것이
다.
한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시도하되, 지식의 생산과 함께 유
통 양식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에서 지식의 유통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할 경우 선행연구들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매체’ 변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
학 지식의 대부분은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유통·소비되었는데, 이
러한 경로가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문 학술지를 통해 발표
되는 연구논문들이 지식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논문들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연구자 집단 내에서만 비상업적으로 유
통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서 매체 변화의 원인이나 이로 인한 결과, 또
는 매체의 변화가 학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과학 지식과 매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론적인
연구만이 드물게 존재한다. 에를리히(Ehrlich, 1973)는 페미니즘 운동과 출
판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출판계를 비판한 바 있으
며, 클레멘스 외 3인(Clemens, Powell, McIlwaine and Okamoto, 1995)은
미국에서 교수의 업적 평가에 논문과 책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원용진
(2006)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지식세계와 대중매체의 관
계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지만 연구 관심을 촉구하는
데 그쳤으며, 전자 저널이 발달한 미국에서 인터넷이 학술출판에 미친 영향
에 대해 몇 편의 논문이 제출된 바 있지만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12) 책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UNESCO)의 정의
가 통용된다. 유네스코는 1964년 11월 19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도서생산 및 정
기간행물에 관한 통계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책을
‘국내에서 출판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소한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
다. 첫째, 출판이 되어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일정한 분량 이상이어야 하
며, 셋째, 인쇄된 것이어야 하고, 넷째, 비정기적인 간행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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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Peek and Newby(eds.), 1996).
한편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 지식 생산과 유통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변수를 간과할 수 없다.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
적 연구에서 전지구적 관점이 부각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과학협의회(ISSC: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가 세계 사
회과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간한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2010)13)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사회과학에 대한 반성
과 비판을 넘어서 전지구적 관점에서 사회과학 지식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식 격차 문제에 주목한다. 따라서 보
고서는 첫째, 사회과학 지식은 비약적인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장 덜 발전되었으며, 세계의 극빈지역에
서는 사회과학적 지식이 산출되거나 전파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둘
째, 전지구적 불평등은 지식 생산 및 활용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산출하여 영
어권 국가가 헤게모니를 지니고 다른 언어, 문화권 학자들의 기회를 박탈하
고 있다는 점, 셋째, 지구화가 낳은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는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데 지식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
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국가별 사회과학들이
협력하여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UNESCO and ISSC, 2010).
한국의 경우에도 전지구화로 인해 학술활동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과거에 비해 주체적인 사회과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학술활동이 국제적 경쟁에 곧바로 직면함에 따라 사회과학자들
이 생산하는 지식의 대상이 국내 학계의 전문가들이나 국내의 대중이 아니라
세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위해서는 전지구화로 인해 학술활동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점이 국내 학계에서 벌어지는 지식의 전문
13)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소속된 학자들
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 한국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의 참여가
전혀 없었으며 보고서 본문에도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
프리카, 이슬람, 동남아시아, 중국,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이 상당수 참여한 사실과 대조되
었다. 따라서 차기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 참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사회과학 분과학
문별로 5명의 교수가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1. 12. 20.
최종보고), UNESCO World Social Science Report 연구분석)를 작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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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대중화 사이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절 이론적 배경
1. 사회과학장의 구조

사회과학의 사회학이라 일컬어지는,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는 사회
학의 여러 분야 중 주로 지식사회학에 속한다. 사상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며 지식의 사회적 조건 혹은 존재적 조건에 주목하는 것을 지식사회학
이라 일컫는데, 이 명칭은 셸러(M. Scheler)의 ｢지식사회학의 문제들｣(1924)
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실질적인 토대를 쌓은 것은 만하임(K.
Mannheim)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셸러의 지식사회학이 형이상학 내에서 철
학적 인간학을 개진하기 위한 발판에 그친 반면(전태국, 1994; 이을상,
2011), 만하임은 지식과 사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만하임은 정치적 내지 역사적 지식이 언제나 스스로의 존재와 입장에 구속
당하는 한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를 지식의 ‘존재 구속성’이라 부른
다. 존재 제약적 혹은 구속적인 지식들은 진리를 자처하지만 이데올로기, 혹
은 유토피아적 관념의 형태로 세상에 등장하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인식이라
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만하임은 ‘상관주의’를 통해 존재 제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원근법을 감안하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보듯이 상관적인 사유를 통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하
임은 이러한 사유가 가능한 존재 초월적 행위자를 ‘자유부동(自由浮動)적인
지식인 집단’으로 분류하면서, 모든 지식이 존재 제약적인 와중에도 지식인
의 상관주의를 통한 진리 사유 가능성을 남겨둔다.
그런데 자유부동적인 지식인은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으
로서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지식 생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이다. 사실 20세기 초에 지식사회학이 대두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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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는 지식 생산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베
버(M. Weber)가 일찍이 직업으로서의 학문(1920)에서 지적했듯이, 루소,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같이 세속을 떠나 사유하는 예언가적 사상가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등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식인의 학술활동은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이 특정한 제도 안에서 전문직업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인의 역할에 막연하게 기대를 품은 점에서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루카치(G. Lukács),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등이 간파했듯이, 지식인이라고 해서 현실의 이데올로기와 상
대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전태
국, 1994).
만하임이 지식과 사회의 관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한 업적이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나 이론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만약
지식의 존재구속성을 실증 연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단순하게 지식 생산을
집단적 경험의 맥락 안에서 해석하는 차원에 그치기 쉽다. 즉 개인의 천재성,
독창성보다 이론이나 사상의 등장이 가능했던 지적 배경, 사회적 배경 등을
사후적으로 좀 더 주목하는 데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제도화, 전
문화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짐에 따라 지식에 대한 연구가 단지 특정 지식의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근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에서 제도화된 학계 자체를 연구
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부르디외의 장 이론14)이다.
‘장(場, champ)’은 위치들 혹은 직위들의 구조화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에는 정치장, 과학장, 예술장, 종교장과 같이 다양한 장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장들은 어느 장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과 함께 각
장마다 특수하고 고유한 자율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모든 장에서 지배 세력
14) 부르디외는 원래 장 개념을 문화 생산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만들었다. 특정한 문화콘텐
츠에 대해 텍스트를 중시하는 내부주의적 해석과 텍스트 밖의 사회적 컨텍스트를 중시
하는 외부주의적 해석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구상한 중간세계가 바로 장인 것이
다(Bourdieu, 2002: 22-23). 부르디외는 문화 생산이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상징자본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문화 생산의 장을 ‘대량생산의 하위장’
과 ‘제한생산의 하위장’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도식은 간햄(N. Garnham)이나 헤즈먼
댈치(D. Hesmondhalgh) 같은 비판자들의 주장대로 자칫하면 문화생산 장의 상대적 자
율성을 과대평가하고 타율적인 대량생산 부분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로 이어질 우려가 있
다(이상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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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도전하는 피지배 세력 사이의 투쟁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투쟁의
양상이나 성격, 정도는 제각기 다르다. 또한 장마다 고유한 내기물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장에 입장한 사람들에게만 주로 인식된다
(Bourdieu, 2004). 그런데 장이라는 객관적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장 내의 행
위자들이 장의 세력 관계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조각들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행위자들은 ‘아비투스(habitus)’15)라는 사회적으로 획득한 습성에 의
해 구조의 규범에 굴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저항할 수 있다(Bourdieu, 2002).
부르디외가 ‘객관적인 구조’로서의 장과 ‘구조를 실천적으로 체화한 습속’
으로서의 아비투스를 구분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이
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부르디외는 호모 아
카데미쿠스(1984)에서 장과 아비투스 개념을 활용하여 대학 제도와 학계에
대한 성찰적 연구를 시도한다. 부르디외의 분석에 따르면, 1968년 5월 혁명
에 대해 지식인들이 보인 태도의 차이는 소속된 대학의 서열과 위치, 보유하
고 있는 상징자본의 차이와 긴밀하게 일치함을 보인다. 지식인 역시 대부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며 자신이 속한 장의 규범에 충실한 면모를 보인
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지식인들은 대학에서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으며 공식적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어
있었다(Bourdieu, 2005).
이러한 사례를 보면 부르디외의 장 이론 역시 결국 구조적 접근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부르디외가 학자들의 행위와 연구 전
략을 단순히 상징자본의 획득과 장의 지배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환원시킨
다고 보는 것인데, 김경만은 이러한 비판이 부르디외에 대한 일반적 오해라
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르디외는 과학자들의 전략이 정치적 전략인 동시에
항상 ‘인식론적 혹은 과학적 전략’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김
경만, 2008: 48). 그러므로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에서는 과학장의 구
조와 장에 속한 행위자들의 전략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는 호모 아카데미쿠스 이후 직접 분석 사례를 추가하지는 않았
15) 아비투스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이지만 항구적인 성향의 형태로 육체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되는 습속, 규범 등을 가리킨다(Bourdieu, 200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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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몇몇 강연에서 과학장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 바 있는데, 특히 과학의
사회적 사용(1997)에서 입장이 잘 드러난다. 과학장에는 과학기관, 연구실,
학과, 평가위원회 같은 각종 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속적
권력’과 동료집단 내의 우수한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는 ‘개인
적 위신’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권력이 존재하는데, 개인적 위신은 세속적 권
력에 비해 객관화,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과학장 안에서 학자 집단은
세속적 권력과 개인적 위신이라는 내기물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인다. 과학장
의 자율성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할수록, 장의 세속적 위계와 학술적 위계 사
이의 괴리가 클수록, 세속적 권력이 학술 투쟁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 따
라서 부르디외는 세속적 권력보다 개인적 위신을 더 가치 있는 내기물로 만
들기 위해 과학장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과학장이 정
치화되는 것을 막고 학문 자체로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Bourdieu, 2002).
그런데 부르디외의 장 이론은 사회과학의 전문화 경향에 대해 이론적 자원
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면이 있
다. 특히 장의 자율성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예술장이나 과학장이 정치권력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중으로부터도 유리되어
야 한다는 의미인가?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
이 치열하며 아직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장 이론
을 통해 사회과학장 내의 상징자본을 둘러싼 투쟁을 분석하고 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갈등이나 지
식의 공공성 위기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2. 문화산업과 지식의 상품화

부라보이의 공공사회학 제안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의 공공
성을 대중성과 연관하여 보는 시각에 반대하지만, 사실 공중과 대중, 공공성
과 대중성을 구별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 공공성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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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으
로 공공성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도 일상적으로 공공성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
에 대해서는 특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한상(2009)은 공공성이 의미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빈번
하게 사용되어 본래의 가치까지 상실되는, 이른바 ‘개념의 인플레이션’ 함정
에 빠지기 쉬운 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세 가지 의미 요소를 통해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 요소는 ‘인민’이며, 두 번
째 의미 요소는 ‘공공복리’, 세 번째 의미 요소는 ‘공개성’이다. 이러한 요소
들을 고려하면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populus)이 공개적인 의사소
통의 절차를 통하여(publizitët) 공공복리(salus publica)를 추구’하는 속성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은 공공복리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추
구하는 주체(인민)와 수단(공개적인 의사소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공공성을 규정할 때, 공공성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계속 달
라질 수밖에 없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공복리에 대한 해석
은 권위주의 정권과 시민 사회, 학자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특정 정치 집단이 공공복리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
체 인민이 주체가 되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사회과학이 단순히 전문화
나 대중화 한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조화를 통해 공공성에 최대
한 기여해야 하는 것도 결국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야말로 사회과
학의 진정한 사회적 쓸모이기 때문이다.
흔히 대중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 공중
과 같은 단어를 따로 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대중과 공중을 구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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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의 한편에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대중과 소통하
지 못하는 자폐적 사회과학’이라고 비난 받는 전문적 사회과학이 존재하고
반대편에는 ‘지나치게 대중적이며 저널리즘과 구분이 되지 않고 학문의 발달
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이비 사회과학’이라고 비난 받는 대중적 사회과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둘 다 스스로 ‘공공적 사회과학’이라고 지칭하기는 마찬
가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과학의 공공성 대신 전문성과 대중성을 분
석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처럼 공공성이란 개념 자체의 모호한
성격과 더불어 사회과학의 전문화든 대중화든 ‘공공복리’를 추구한다고 자처
하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과학의 공공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의 상
품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생산·유통·소비’는 널리 쓰이는 경
제학적 비유이며, 지식은 공공재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오늘날 지식
은 ‘지식사회16)’, ‘지식기반경제’ 같은 구호 아래 상품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으며 대학 역시 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식 생
산 문제를 단지 과학장의 구조와 상징자본을 둘러싼 투쟁으로만 분석할 경우
이와 같은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흔히 공공성의 반대 개념으로 거론되는 상업성의 사전적 정의는 ‘상업으로
이윤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가 공공성의 요
소인 ‘인민, 공공복리, 공개성’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연
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문화의 상품화가 문화의 민주화에 기여
하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Girard, 1987). 하버마스(J. Habermas) 역
시 “문화가 상품 형태를 취함으로써 진정 본래의 ‘문화’로 전개되면서, 문화
는 그것을 통해 공중과 연관된 주체들 서로가 협의하는 토론대상으로 요구된
다.”고 지적한다(Habermas, 2001: 98)17). 따라서 지식의 공공성과 함께 상
16)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는 말은 벨(D. Bell)이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1976)에서 처음 사용했다. 벨은 사람들이 대부분 제품 생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산업
경제로부터 노동력이 서비스, 아이디어와 의사소통에 점차 집중되는 후기 산업경제로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지식을 생산
하는 개인 및 기관에 많은 것들이 종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카스텔(M. Castells)
은 지식사회 대신 ‘정보화사회(informational societ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산업사
회의 발전 방식에서 생산성의 주된 원천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도입 및 생산과 유통
과정을 통한 에너지 활용의 분배 능력이었다면 정보화사회에서는 생산성의 근원이 지식
생성과 정보 처리 및 상징적 의사소통의 기술에 있다고 본다(Castell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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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성과 완전히 동떨어진
공공성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논의는
실제와 동떨어진 추상적인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식 생산은 지식의 유통, 소비와 분리된 활동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자 집단의 지식 생산에 대한 관찰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대중이 지식을 소
비하는 양식은 연구하기 어렵다. 예컨대 책의 역사에서 지식인의 독서를 지
적 발전의 중요한 계기라고 판단할 경우, 루터가 바울 서신을 읽었을 때나
루소가 몰리에르의 희극 인간 혐오자(Le Misanthrope)를 읽었을 때, 키르
케고르가 성경에서 이삭의 희생 일화를 읽었을 때 어떤 특수한 결과가 발생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Darnton, 2011: 293-294). 그러나 일반인
의 독서 체험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오늘날에는 블로그의 독서일기나 인터넷
서점의 서평 등을 통해 과거보다 타인의 독서 체험을 접하기 쉬워졌긴 하지
만 여전히 소비 부분은 생산 부분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별도의 연
구를 필요로 한다.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와 관련하여 지식의 소비 부분을 관찰하기 어려
운 점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생산과 유통 부분만이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체를 통한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 부분에 주
목하며 논의 전개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 부분 소비와 관련된
영역을 다룬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매체 연구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유통 양식을 보려면
결국 매체를 통한 학술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
다. 이때 콘텐츠가 매체를 통해 유통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상품화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라는 점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과학 지식은 연설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
는 것보다 논문이나 책으로 매체화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러
한 상황은 학술콘텐츠 역시 문화산업18)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정 정도 문화
17)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붕괴하고 ‘문화를 논의하는 공중’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지만, 30여 년 뒤에는 이러한 평가가 아도르노(T. Adorno)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탓이며 대중의 저항 능력과 비판적 잠재력에 대해 과도하게 비
관적이었음을 인정한다(Habermas, 2001).
18) 문화산업이란 용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공저인 계
몽의 변증법(1947)에서 대중문화의 생산물과 생산과정에 대해 논하면서 기존의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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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구의 틀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드라마나 음악,
영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회과학의 학술콘텐츠
역시 일정 부분 문화상품으로서 생산·유통·소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식
생산 문제를 학계만이 아니라 문화산업과의 연관 하에 고찰하는 것은 만하임
과 부르디외가 경제적인 요인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결부된다. 만하
임의 경우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이론과 대결하다가 경제적인 요인을 배제
하고 관념론으로 귀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태국, 1994: 332). 또한 부르
디외 역시 과학장의 자율성과 상징자본을 둘러싼 투쟁을 강조하다보니 과학
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학술콘텐츠가 상업화되거나 상업화되지 못하는 부분
을 분석하는 것은 지식사회학과 장 이론에서 헤아리지 못한 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다루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유통 양식을 전적으로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산업화 경
향에 대한 사회과학 학술콘텐츠의 생산자와 유통자 집단의 대응은 매우 복잡
하고 때에 따라 타협이나 투쟁, 일정 정도의 양보, 우회, 포기 등 다양한 전
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상업성이 떨어지는 문화상품을 공공재
로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개별 국가들은 제각기 다른 정책을
취해왔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학술서의 출판을 위해 대학출판부나 공적기금
을 이용했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출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또한 어떤 국가든 상업성이 떨어지는 문화 산물들까지 대
중이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로를 가지고 있다.
상업성이 떨어지는 학술콘텐츠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대
체적으로 영·미 모델을 따랐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사회과학 책이나 인문사회과학 잡지
만 봐도 제도적 틀을 확고하게 마련했다기보다 여전히 출판업계와 학계, 정

화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처음 제시했다. 즉 문화산업은 원래 획일화된 대중문화이자 대
중예술과 무관한 비즈니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들은 문화산업의 생산물이 더 이상
예술인 척 스스로 포장하지 않는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오직 수입으로만
증명되며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같은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Adorno
and Horkheim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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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에서는 지식사회학 외에도 문화사
회학의 관점을 추가하여 사회과학계 안팎에서 지식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행
위자들이 문화산업화의 흐름에 맞서거나 타협하는 과정을 연구 대상에 적극
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분석틀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과학 지식이 생산·유통되는 양식의 변화를 지식의
‘전문화’(전문성 강화)와 ‘대중화’(대중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런
데 사회과학 지식의 전문화가 사회과학계의 자율성 강화와 학문 수준의 발달
정도로 의미가 통용되는 반면에 대중화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중화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주형(2010)은 최소한 대중
화의 목적, 대상, 주체, 방식, 조건 등에 대해 엄밀한 규정과 논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본 연구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대중화의 주체
와 방식이다.
우선 대중화의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모두 전문화와 대
중화 양자에 힘써왔는지, 분업을 통해 전문화에 힘쓰는 학자와 대중화에 힘
쓰는 학자가 분리되었는지, 아니면 학자 집단이 아니라 대학원생이나 대중
저술가, 사회운동 활동가 등이 대중화를 주도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대중화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강연이나 학술 대회, 평생교육 기관 등
을 통해 대중을 계몽하거나 대중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힘썼는지, 아니면
연구의 소재나 문제의식을 대중적인 영역에서 찾음으로써 대중적인 지식을
생산하려고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화의 주체와 방식을 고려할 경우,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전문가의 학술활동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학계를 대중화의 주체
로, 학계 외부를 대중화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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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자 집단의 학술활동과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과학 지식이 생산·유통되는 방식의 변화를 함께 관찰한다. 즉 전문적인 사회
과학자 집단뿐만 아니라 학계 외부에서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행위자들까지 연구 대상이 되는데, 이는 사회과학계가 제도화·전문화 되면서
사회과학 지식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대중적 지식의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지식의 생산·유통에 있어서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이 형성되었다는 가설에
기반을 둔 것이다.
또한 문제 제기에서 언급했듯이, ‘현상’으로서 전문화, 대중화와 ‘당위’로서
의 전문화, 대중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적 전개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지식의 전문화, 대중화를 살펴보는 데는 ‘아카데미즘’과 ‘저
널리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아카데미즘은 기원전 358년에 플라
톤이 그리스 아테네 교외에 창설한 아카데미아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 현상
이나 실천 행위와 무관하게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태도를 뜻한다. 흔히 대학
이 ‘상아탑(象牙塔)’이라고 불리는 근거이며 학문지상주의적 태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한편 저널리즘은 라틴어 디우르나(Diurna: 일지(日誌))에서 유래
한 말로 좁게 정의하면 신문, 잡지 등 정기적인 간행물을 통해 지식이나 정
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넓게 정의하면 비정기적인 간행
물이나 출판물 이외의 매체까지 포함한 지식, 정보 전달 활동 일체를 말하며
‘출판 저널리즘’, ‘영화 저널리즘’, ‘라디오 저널리즘’ 같은 말로 폭넓게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저널리즘 개념을 활용하는데, 아카데
미즘이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학문지상주의와 같은 지향을 뜻하는 것처
럼 저널리즘도 단순히 전달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
보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객관주의, 중립주의 같은 가치 지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역시 철학적 개념보다 역사적 이념형에 가
깝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이라는 지식 체계가 형성, 발달 과정을 겪은 것
과 마찬가지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또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단적인 예로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와 제도화 초기에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지식의 생
산과 유통을 위한 매체에 있어서도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분화되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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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전문 학술서와 교양서의 구별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방 후 대학 제도가
형성된 이후에도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으
며 대학과 전문 학회가 아카데미즘을 제대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원칙적으로 대학은 아카데미즘을 구현하고 언론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생산·보급되는 사회과학 지식은
아카데미즘에 충실하며 언론을 통해 유통되는 지식은 저널리즘의 성격을 지
닌다. 대학과 언론의 분업 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라면 양쪽의 사회적 역
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
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관계가 복잡하게 나
타난다. 대학과 언론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아
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분화되거나 융합한다.
현상으로서의 전문화, 대중화, 즉 사회과학의 발달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실재한 ‘전문화 과정’이나 ‘대중화 과정’을 관찰할 때에 대표적인 척도로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분화, 그리고 각각의 발달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오로지 지식인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지식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전문화와 대중화의 구분이 무의
미하다.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 등을 통해 분과학문이 제도화된 이후 전문직
업인 학자들이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며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하게
된 것을 현상적으로 ‘지식의 전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저널리즘에서
대중을 상대로 지식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 즉 사회과학자 집단이 생산한
지식이 대학 안에서만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거나 대
학 바깥에서 지식인이 대중을 상대로 지식을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갖는 것을 ‘지식의 대중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현상으로서
전문화와 대중화를 규정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의 전문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시기는 1970~80년대이며, 사회과학의 대중화가 가장 활발했던 시
기는 1980~9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2000년대 이후 갈등을 빚고 있는 전문화와 대중화 문제는 실제
현상보다는 주로 당위로서의 전문화, 대중화에 속한 것이다. 예컨대 ‘전문화
사업’ 혹은 ‘대중화 사업’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할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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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과학계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전문화와 대중화의
의미는 발화자의 정의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즉 지식의 전문성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국제 학계에서의 경쟁력’,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
잡성’, ‘기존 연구보다 한 단계 발전된 논의’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지식의 대중성 역시 ‘대중에게 많이 팔릴 만한 상업성’, ‘대중이 이해하
기 쉬운 간결성’, ‘저널리즘 친화적인 주제’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때의 전
문화와 대중화는 당위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예컨대 사회과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정부의 지원을 얻어 일
군의 사회과학자들이 개론서 수준의 책들을 여러 권 출판했을 때, 이러한 사
업이 실제로 지식의 대중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단지
사회과학자들 스스로 상정한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
을 뿐이다.
당위로서 전문화, 대중화를 둘러싼 논쟁이 2000년대 이후 크게 부각되기
는 했지만, 과거에 비슷한 논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지
현상으로서 전문화, 대중화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논쟁이 주로 아카데
미즘과 저널리즘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드러났다. 예컨대 이상백은 1953년
문리대학보 2호에 실린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에서 어떤 사회적 조건에
서든 둘 사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자(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는 원래 기본적·하부구조적·역사적 사회의 발전
의 운동형식에 대한 상부구조 이데올로기의 가능한 두 개의 운동형태이어야
만 할 것이요, 따라서 역사적 사회의 운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촉진시키기 위
하여 서로 보조하여야만 할 것이다. 즉 저널리즘의 결함은 아카데미즘의 장점
에, 아카데미즘의 결함은 저널리즘의 장점에 서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카데미즘은 피상화하기 쉬운 저널리즘을 견제하여 이것을 기본적인 노력으
로 향하게 하고, 저널리즘은 정체하려고 하는 아카데미즘을 자극하여 이것을
시대에 대한 관심으로 끌 수가 있을 것이다. 아카데미즘은 기본적·원리적인
것을 준비하고, 저널리즘은 당면적·실제적인 것을 준비한다. (이상백, 1978:
529-530)

그러나 최재석(1979)은 한국의 사회학처럼 연구 업적이 축적되지 못하고
학문의 학풍과 전통이 확고히 수립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저널리즘보다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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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즘이 우위에 서야 한다며 이상백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
와 같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오늘날 사회과학 지식의
전문화, 대중화 논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분업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식의
전문화와 대중화 논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카데미즘의 지식과
저널리즘의 지식이 중첩되어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언론의 저널리즘이 명확히 분리되면 매체에서도 전문 학술서와
일반 단행본, 전문 학술지의 연구논문과 신문, 잡지의 글이 뚜렷이 구분되면
서 전문적 지식과 대중적 지식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대학과 언론의 분업 체
계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지식의 전문화와 대중화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론은 대학이 아카데미즘에 편중되어 대중에게 무의미
한 지식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학은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여 대학
에서 생산하는 전문적 지식을 대중에게 소통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상으로서 사회과학의 전문화 과정을 살펴볼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대
표적인 아카데미즘 영역은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와 ‘대학 제도의
학과 체계’이다. 사회과학자가 지식의 전문화를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토대
는 대학 제도이다.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는 말 그대로 학자가 교수, 연
구원과 같이 전문직업인으로서 대학 제도에 정착하는 ‘전문직업화’를 뜻하기
도 한다. 대학 제도에서 분과학문별 학과의 형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학
회의 성립이야말로 사회과학의 전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지식이 주로 아카데미즘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었다면
사회과학의 지식은 처음부터 대중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속성을 갖는다. 자연
과학에서도 간혹 대중적 관심을 끄는 연구가 등장하긴 했지만 사회과학에 비
할 바는 아니었다. 사회과학에서도 지식 생산은 주로 소수 전문가의 의무였
지만 지식의 보급이나 유통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에 비해 훨씬 폭넓은 범위를
지향했다. 이러한 성격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분과학문들이 학과로서
대학 제도에 정착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에서 대중과 차별화된 아카데미즘이 분명하게 구축된 후에도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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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저널리즘을 통해 대중과 맺는 관계는 지속된다.
제도화 초기에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미분화된 상태에서는 대학과 언론
의 역할이 혼재된 면이 있지만 명확히 분리된 상태에서는 분업을 통해 대학
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책임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만약 분업이 고도로 발
달한 상태라면 대학에서 생산한 전문적 지식을 언론이 쉽고 간결하게 풀어서
대중에게 보급하는 식으로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과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론에서 직접 전문적 지식 생산
에 나서거나 대학이 일반 시민을 위한 지식 보급에 힘쓰는 등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사이에 간섭 현상이 커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아카데믹 저
널리즘’ 같은 합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일
차적으로 아카데미즘 영역과 저널리즘 영역의 사회과학 지식 생산·유통 방식
의 변화를 전문화와 대중화라는 현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과학 지
식에 있어서 아카데미즘 영역은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와 대학 제도
의 학과 체계이며 저널리즘 영역은 사회과학 책과 인문사회과학 잡지를 생산
하고 유통하는 출판산업, 독서시장 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2000
년대 이후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의 갈등은 곧 아카데미즘과 저널
리즘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대학 제도의 확
대와 지식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당위로서의 전문화, 대중화 갈등을
야기한 주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시기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
찰, 분석하고자 한다.
아카데미즘 영역의 핵심 행위자는 대학 제도에 속한 사회과학자 집단이다.
사회과학자 집단은 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사회과학 분과학문 학과들에 정
규직으로 취업한 교수들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계 전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분과학문별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경험적 연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19). 세 개의 분과학문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
19) 예를 들어 정갑영(2000)은 한국의 경제학 연구가 너무 수리화되고 추상화되면서 일반
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학이 최소한의 대중성을 확보

- 30 -

회, 한국사회학회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자를 사회과학자로 규정하며 이들 집
단의 구성원 변화와 전문적 지식 생산·유통의 유형, 장 내 상징자본의 성격,
상징자본을 둘러싼 투쟁 양상의 변화를 관찰한다.
한편 저널리즘 영역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산업과의 관련 하에 대중을 상대로 사회과학 학술콘텐츠
를 생산·유통하는 저술가, 출판사 등을 저널리즘의 핵심 행위자로 파악한다.
또한 전문번역가, 출판 편집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저널리즘 영역에 기여
하는 바가 있으며 재야 학자나 아직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도 아카데
미즘보다 저널리즘 영역에 참여도가 높을 수 있다. 학술 관련 기사나 보도,
교수의 신문 칼럼, 텔레비전 토론 참여 등도 아카데미즘보다 저널리즘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카데미즘 영역과 저널리즘 영역의 지식 생산·유통의 변화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회운동을 중
요한 변수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 이후 사회과학 지식 생산·유통
양식에 변화를 준 계기들 중 흔히 중요하게 지목되는 것은 1987년 민주항쟁
과 1997년 외환위기이다. 그런데 제1시기: 1980~87년, 제2시기: 1988~96
년, 제3시기: 1997~2013년으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한국 사회과학계 내외
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찾는
것은 사회과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더 직접
적인 요인의 작용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시기별로 변화가
두드러지더라도 변수는 시기 자체가 아니라 그 시기에 특정하게 작용한 요인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정책이나 시장 환경, 학계 내부의 변화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의 고등교육정
책이나 학술진흥정책, 지식산업의 구조 변화, 사회운동의 변화 등을 사회과
학 지식 생산·유통 양식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요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병훈(2000)은 정치학이 저널리즘과 가깝기 때문에 지나
치게 대중에 치우칠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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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사회과학 지식 생산·유통 양식 변화를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하
는 것이므로 역사적 연구, 문헌연구에 속한다. 문헌자료로는 주로 한국 사회
과학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연구와 성찰적 연구들, 사회과학 지식 생산·유통
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회고록과 인터뷰,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사회과학 관련 주요 기관의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활용
한다.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아카데미즘 영역의 형성과 발달을 검토할 수 있는
데, 대학의 학과, 박사학위 수여 현황, 전문 학회의 학술활동 등에 대해서는
문교부의 문교통계연보(1961~1990)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1991~2013),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와 각 학회
지의 보고서 등을 참고한다. 학회지가 전문 학술지로서 발달하는 과정에 대
해서는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 한국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보, 한
국사회학회의 한국사회학을 대표적인 사례로서 분석한다.
사회과학이 저널리즘과 맺는 관계와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출판된 사회과학
책에 대한 통계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각 연도)에 의존한다.
신문과 잡지는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인데, 주요 일간지의 학술기사
와 더불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구 문학과 지성), 당대비평, 사
회비평, 인물과사상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계간지의 발간 추이와 창간·폐
간 상황을 정리하고 이들이 저널리즘 영역에서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유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시기별로 사회과학계와 출판계의 일반 동향을 정리하는 데는 주요 일
간지의 기사를 활용하며, 대학 제도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신문과 
한국대학신문 등을 참조한다.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동향에 대해서는 학과의
연보나 역사(서울대 사회학과 50년사 등), 학회의 역사(한국정치학회 50
년사 등),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
며 학술대회 발표문과 팸플릿까지 폭넓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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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구와 한국에서 사회과학
이 제도적으로 형성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사회과학의 제도화는 지식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
고, 향후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 중심의 아카데미즘과 대중의 지식 소통을
중시하는 저널리즘이 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장에서는 사회과학의 전
문화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초기
형태를 관찰하고 두 범주의 대표적인 분류인 대학 제도의 분과학문별 학과
체계와 한국십진분류법 등의 계보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회과학의 전문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 생산과
보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 학회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인데, 이들은 1950년대에 설립되
어 2000년대까지 비슷한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주로
전문 학회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차별화하고 연
구와 교육 모두에서 아카데미즘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사회과학의 대중화 현상을 주로 살펴본다. 우선 1980년대 이후
대학 제도가 급격히 확대, 개방됨에 따라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관찰한다. 1980년대 대학 제도의 확대는 전문직
업인 학자들과 대학원생, 대학생이 대학 바깥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또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융합하면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라는 독특한 지향이 생겨났는데, 이는 대학
과 언론이 제대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대안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벌어진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갈등을 살펴
본다. 1995년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대학 교육은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대학원 교육 역시 대중화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
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학술진흥정책이 대학 제도의 연구와 교육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식 생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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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오늘날 아카데미즘의 규율화와 저널리즘의 상업화로 인해 사회과학
의 공공성 위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어떠한 전문화와 대중화를 당위로서 지향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문이 지니는 함의와 향후 과
제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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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근대적 문화와 제도로서 사회과학의 형성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험
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점에서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대비되
며 사회 현상 중에서도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으로 나뉜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형성과 분화를 단순히 연구 대상에 따라 헤
쳐 모인 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학
문에 대한 분류와 이름 붙이기는 학문의 속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내려
진 결정이라기보다 제도적 우연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서구에서 절대주의 국가의 성장과 함께 사회에 대한 연구가 과거보다 활발
해지기는 했지만,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인문학,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독립된 분야로서 제도화된 것은 주로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정치철학에서
경제학이 분리되고 콩트(A. Comte)가 사회학을 주창한 것을 계기로 사회 현
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던 전통이 무너졌으며, 오늘날과 같이 사회학, 경제
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으로 분화된 학문들을 포괄하는 지식 체계로서
사회과학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역사학과 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 분과학문들의 발달로 인해 인문학, 사
회과학, 자연과학의 제도적 구분은 상당히 명확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에 선구적 지식인들
의 노력에 힘입어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 제3의 지식 문화로 성장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은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근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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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학 제도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제도화될 수 있었는데, 만약
제도화 이전에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면 단순히 ‘국가학’에 머
물렀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지식 체계에 대하여 철학
적 분석뿐만 아니라, 근대적 문화와 제도로서 성립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 사회에 대한 연구가 제도화되고 사회과학이라
는 지식 체계의 범주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정리한다. 서구와 한국 사회
과학의 제도적 성립과 분화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통해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형성, 분리
되는 초기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1절 서구 사회과학의 형성
1. 분과학문의 제도화

사회과학은 19세기 서구에서 성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시점에 갑
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는 그 근원을 찾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합리적 탐구정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러한 정신은 중세로 일컬어지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상실되었다가 르네상스 이후 복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좀 더 직접적으로는 16~17세기에 과학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과
학이 급속히 발달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코페르니쿠스(N. Copernicus)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가 1543년에, 케플러(J. Kepler)의 우주의 신비는
1596년에, 뉴턴(I. Newton)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1687년에 출간
되었다.
18세기 전후의 실증적인 사회 연구는 자연과학의 성장에 고무되어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 연구가 아무리 객관적인 타당성과 필연적인 법칙성
을 중시한다 해도 자연과학 수준의 과학성을 성취하기는 어려워 보였기에 정
신과학, 역사과학, 문화과학 등의 용어로 차별화되다가 결국 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부여되었다20). 사회과학이라는 명칭에는 자연과학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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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가져온 위력을 빌어 사회 연구의 객관적 진리성을 강조하려는 학자들
의 의도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낙중, 1986: 76).
과학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학문이라는 뜻으로 폭넓게 쓸 수도 있지만, 좁
은 의미에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뜻할 경우 주로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인문학은 좁은 의미에서
과학이 아니므로 인문과학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데 인문학과 달리 사회
과학이 과학으로서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된 것은 주로 독일 학자들의 노력 때
문이었다. 19세기 초부터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사회
에 대한 과학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 사회과학의 이념형에 대해
서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마르크스(K. Marx)와 같이 사
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규범적 학문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슈타인(L.
Stein)과 같이 객관적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실증적 학문을 지향할 것인
지 결정해야 했는데 실증과학 쪽으로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Freund, 1978: 149).
사실 19세기 이전의 사회 연구와 19세기 이후의 사회과학을 단순히 과학
성의 차이로 경계 짓기는 쉽지 않다. 계몽주의 이후의 사회사상, 정치철학 등
과 사회과학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과학적 엄밀성의 정도보다 제도
화되지 않은 지식과 제도화된 지식이라는 차이에 있다. 19세기 이전에도 마
키아벨리(N. Machiavelli), 보댕(J. Bodin), 스피노자(B. Spinoza), 모어(T.
More),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몽테스키외(C. Montesquieu), 루
소(J. Rousseau) 등의 정치철학과 흄(D. Hume), 스미스(A. Smith), 중농학
파(重農學派, Physiocrats), 맬서스(T. Malthus) 등의 경제철학이 존재했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제도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Wallerstein, 1994: 29).
그러므로 19세기에 인문학,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제3의 지식 체계로서 사
회과학이 성립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사회과학의 제도적 성립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월러스틴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서구 사회과학의 제도화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 그는 현재의 사회
20) 정신과학은 분트(W. Wundt), 딜타이(W. Dilthey) 등이 사용한 말이며, 역사과학, 문화
과학은 각각 빈델반트(W. Windelband), 리케르트(H. Rickert)가 처음 사용했다. 사회과
학이라는 말은 1883년에 출간된 멩거(C. Menger)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하여 독일에
보급되었다(김낙중, 1986: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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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19세기에 제도화된 ‘역사적 사회과학들(historical social sciences)’
이라고 정의하며, 이 과학들의 많은 추정이 과거에는 인간의 정신을 해방하
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에 대한 유용한 분석
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사회과학의 제도화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은 대학 제도와 긴밀하게 연
관된다는

점과

학문의

분화(分化)다.

우선

사회과학은

대부분

대학

(university)이라는 근대 세계의 주요한 제도적 틀 안에 존재한다. 대학은 사
회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학 등 근대적 학문 체계의 제도화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역사는 서구
의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과 살레르노대학, 프
랑스의 파리대학,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 등 중세에 생겨난
대학들은 교회 권력에 너무 밀착되어 16세기 이후 점차 몰락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러 근대 국가가 사회에 관한 지식을 통
제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면서, 대학은 지식 창출의
주된 제도적 장소로 새롭게 부흥했다(Wallerstein 외, 1996). 프랑스혁명 이
후 인민 주권이 사회 규범으로 정착하고 국가가 이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
게 되자 사회 변동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사회과학
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역사적 사회과학들’이라는 복수형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회과학의 제
도화는 곧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학문
의 분화는 피폐한 상태에 있던 대학들의 구조를 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유럽의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이라는 네 개의 학
부(faculty)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학부의 과목들이 프랑스혁명 이후 재편
성되었다. 또한 대학들이 재건되는 와중에 생겨난 새로운 강좌(chair)들이 나
름의 명칭을 갖게 되었고, 그 중 몇몇 강좌가 오늘날 학과(department)라고
불리는 것의 시초가 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다양한 이름의 과목들 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은 대표적인 명칭이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
학, 인류학 등이다. 월러스틴과 괼벤키안 위원회21)는 이 학문들의 특징을 다
21) 1993년 7월에 사회과학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성찰 작업을 위해 사회과학 분야 6명,
자연과학 분야 2명, 인문학 분야 2명이 모여 ‘사회과학 재구조화에 관한 괼벤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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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정리한다(Wallerstein, 1994; Wallerstein 외, 1996).

1) 역사학
역사학은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에 제도적 기반을 가장 먼저 확보했다. 19
세기 역사학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는 랑케(L. Ranke)인
데, 랑케는 사료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작업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역사학을 엄격히 개성기술적인(idiographic) 학문으로 만들었다. 19
세기에 걸쳐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중시한
반면, 보편적인 역사나 법칙을 탐색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이
들은 역사학이 새로운 범주인 사회과학과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하고 인문학
에 속하기를 고집했다.22)

2) 경제학
경제학이라는 명칭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법제학, 국가법학, 정치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등의 이름으로 경제 행위에 관련된 지식들이 제공되어 왔다.
그런데 경제학은 이전의 명칭들에서 ‘정치’ 부분을 덜어냄으로써 경제 행위
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제도의 반영이라기보다 개인의 심리에서 비롯된 보편
적 행위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경제학의 이러한 특징은 당시 유
행하던 자유방임주의에 잘 어울렸고, 경제학이 대학에서 매우 현재지향적이
면서 법칙정립적인(nomothetic) 학문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3) 사회학
사회학은 19세기에 새롭게 발명된 학문이다. 19세기 후반에 사회개혁단체
들의 작업이 대학 내부에서 제도화되면서 개혁지향적인 학문으로서 사회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단체들의 의제는 주로 도시 노동계급의 불만
과 무질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의제가 대학 내부로 옮겨가
(Gulbenkian)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월러스틴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2년 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사회과학의 개방(1996)으로 출간하였다(Wallerstein 외,
1996).
22) 역사학이 인문학에 속하는가, 사회과학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역사학자들 사
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월러스틴은 역사학을 사회과학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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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회개혁가들의 역할은 입법 로비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사회학자들은
축소된 상태로나마 지속되던 개혁지향적인 성격, 사회개혁단체들과의 연관성
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실증주의적인 목표를 계발하는 데 힘썼고, 결국
사회학을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현재지향적이고 법칙정립적인 방향으로 밀어
붙였다.

4) 정치학
정치학은 다른 분과학문들에 비해 뒤늦게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법
학부와 철학부 사이의 관할권 다툼 때문이었다. 근대 국가와 정치라는 근대
적 정치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법학부에서 놓지 않으려 했고, 고대 그리스부
터 이어져 온 정치철학, 정치이론 등은 철학부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18세
기에 유행하던 정치경제학이라는 명칭이 19세기 후반에 경제학에 밀려난 것
이 정치학의 성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와 시장이 상이한 논리에
의해 작동하며, 또한 작동해야만 한다는 주장 때문에 정치적 영역을 독립적
으로 연구하는 학문의 성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5) 인류학
자국(自國)의 경험적 자료를 연구하는데 치중한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들
과 달리 인류학은 유럽이 아닌 세계의 다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근
대 세계의 형성은 유럽이 세계의 나머지와 만나는 것, 그리고 대체로 그 나
머지를 정복하는 일과 관련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형성
될 수 있었다. 인류학자들은 현지조사, 참여관찰 같은 방법을 통해 낯선 문화
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획득하려 했다. 따라서 1945년 이후 구조주의 인류
학자들이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역사학자처럼 법칙 구
성을 꺼리고 개성기술적인 인식론을 따랐다.

6) 기타
근대화에서 유럽에 뒤처진 국가들 가운데 나름대로 존중할 만한 문명을 지
녔던 이슬람 세계와 중국 등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이 아니라 ‘동양학’이라는
명칭으로 차별화되었다. 동양학은 19세기에는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문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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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면서 근대성과 과학성에 저항했고 사회과학에 거부감
을 가졌다.
또한 지리학, 심리학, 법학 역시 19세기에 제도화된 사회과학들과 나란히
놓이기를 꺼렸다. 지리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간극을 메우는 데 관심을
가지며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을 지향했으며, 심리학은 철학에
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자연과학에 근접하는 것에서 정당성을 찾음으로써 사
회과학과 거리를 두었다. 법학은 전통적인 법학부에 머물면서 법률가를 훈련
시키는 일에만 집중했다.

19세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이 사회과학의 거점이었으
며, 대학과 학자들 대다수가 이들 다섯 국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국가들
에서 다양한 이름의 과목과 분과학문이 생겨났는데, 특히 역사학, 경제학, 사
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 학문들은 형이상학
과 철저하게 결별하고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했으며, 인류학, 동
양학을 제외하면 주로 국가 내에서 자국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만을 연구에
사용했다. 다만 독일은 국가학이라는 명칭 아래 통합적인 사회과학을 추구한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었다.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과학은 몇몇 사상가들의 창조물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산물이었
다. 또한 이러한 사회과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적 투자가 시작
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정치철학이나 경제철학에는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다.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은 근대적 지식 생산의 중심지로 부흥하게 된 대학 제도
안에서 학과로 자리 잡았고, 대학의 학과뿐만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전문 학
회로,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국제적인

규모의

학회로

제도화되었다

(Wallerstein, 1994). 사회과학의 제도화 과정을 보면 대학 외에도 학회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프랑스에서 뒤르켐 학파의 활동과 사회학연보, 독일
에서 사회정책학회의 역할, 미국에서 사회과학협의회의 활동 등은 사회과학
이 사회적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 이전에 이미 오늘날 사회과학이라 부르는 것에서 다루어
지는 중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문헌이 상당수 존재했지만, 사회과학 분과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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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서구의 주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대체로 20세기를 전후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대학 제도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고
이러한 변화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과학자들의 수를 배가(倍加)하는 것으
로 이어졌다. 고등교육의 제도화는 연구의 제도화를 동반했는데,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 학회지의 탄생과 분과학문별로 분류된 도서관 장서법의 발명 등
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연구와 교육의 제도화 이후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
은 ‘다른 학문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
스로 던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학자
들은 시장을, 정치학자들은 공식적인 정부 구조를, 사회학자들은 새롭게 대
두한 사회적 영역을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월러스틴은 사회과학에서 학문의 분화와 제도화가 효율적인 연구·
교육을 위한 제도적 합리성이나 철학적 차이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
역사적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이와 같은
분과학문화에 대해 비판적이다. 우선 월러스틴은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성립
과 학문들의 이름 붙이기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승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
어 있다고 주장한다. 19세기에 제도화된 이데올로기23)로 보수주의, 자유주
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활동 영역을 세 가지, 즉
‘1) 국가 영역, 2) 시장 영역, 3) 국가와 시장에 속하지 않은 개인적 영역’으
로 구분했고, 이렇게 나누어진 영역들에 대한 연구가 각각 ‘1) 정치학, 2) 경
제학, 3) 사회학’으로 이름 붙여졌다는 것이다(Wallerstein, 1994: 30).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은 주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의 삼분(三分)구도에 집중된다. 사회과학에서 개성기술(역사학) 대 법칙정립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라는 인식론적 대립 구도가 굳혀진 점, 국가를 분
석 단위로 절대시하는 경향, 발전과 진보에 대한 맹신, 시간과 공간이 분석에
23) 월러스틴은 프랑스혁명이라는 전지구적 사건 이후 ‘사회과학, 이데올로기, 운동’이라는
세 가지 근대적 제도가 출현했다고 본다. 혁명을 경험한 부르주아 계급은 ‘변화의 정상
성’, 즉 변화가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상태임을 인정함으로써만 변화를 억제하고 더디게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 연구는 사회과학으
로, 과거의 세계관은 이데올로기로, 반란과 저항은 반체제운동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다(Wallerstein, 1994: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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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종된 점 등과 같은 서구 사회과학의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역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삼분구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월러스틴은 19세기 이후 제도화된 복수(複數)의 ‘역사적 사회과학들’
에서 칸막이를 해체하고 분과학문별 경계선을 넘어서는 지적활동으로서 단수
(單數)의 ‘역사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역사적 사회과학들의 제도적 성립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19세기 이후 대
학 제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분과학문화에 대한 서술은 사회사나 제도사의 관
점에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월러스틴 스스로 인
정하듯이, 서구 사회과학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라는 삼분구도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성기술적 학문과 법칙정립적 학문의 인식론적 대립에 대한 비
판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월러스틴의 비판은 특유의 세
계체계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다른 관점에서는 상이한 분석과 평가가 가
능하다.
우선 사회과학에 특정한 원형이 존재하고 이것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으로 삼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사회과학에는 이 세 학문 외에도
법학, 경영학,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학문들은 제각기 나름의 기원을 지니고 있다. 사회과학의 제도화에 대한 월
러스틴의 설명은 다소 추상적이고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
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과학이라는 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분화
가 이루어졌다기보다 분과학문들이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뒤늦게 사
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또한 유럽 중심의 전통
적인 지식 체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사회과학의 미국화
(Americanization)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다.
한 예로 윤소영(2011)은 18세기 말 정치철학에서 분화된 경제학이 19세기
영국의 고전경제학과 20세기 미국의 현대경제학으로 발전한 반면, 사회과학
의 기원은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콩트가 제창한 사회학으로 소급된다고 지
적한다. 마르크스가 경제학을 비판한 반면에 콩트는 경제학에 반대하여 사회
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소영은 사회과학의 분
화에 경제학이라는 기존의 강력한 학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고 본다. 19세기 말 뒤르켐은 콩트의 뒤를 이어 경제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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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한 반면, 베버는 경제학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한편 월
러스틴의 주장과 달리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삼분구도가 형성된 것은 미
국에서 1950~6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 파
슨스(T. Parsons)의 주도로 사회학이 사회과학의 대표를 자처하며 정치, 경
제, 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사회이론을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역으로
세 학문의 분리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박상현·이태훈, 2011).

2. 국가별 사회과학의 비교

19세기 서구라는 거대한 틀에서 역사적 사회과학들의 형성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한계는 개별 국가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상섭(1994)은 서유럽 및 미국에서 사회과학이
발전한 과정을 검토한 결과, 어떤 국가의 사회과학이든 예외 없이 보편주의
적 관점보다 자국의 발전을 둘러싸고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즉 국가별로 자국에 주어진 특수한 역사적
문제와 원래 갖고 있던 지적 전통이 어우러지면서 대학 제도 등을 통해 나름
의 사회과학을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정치 질서와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된 시기가 다르며 대학 제도의 형성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제도화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서구 사회과학 전반에 해당되는 유사점을 무시하고 차이점만 과장할
수는 없다. 서구의 사회과학들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자연과학 모델에 입각하여 과학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사
점을 갖는다. 그런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과학화라는 두 가지 요소만 놓
고 보더라도 각국의 역사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그 비중은 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단적인 예로 혁명을 거친 프랑스의 사회
과학과 혁명 없이 의회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진 영국의 사회과학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랑스혁명 이후 국민국가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서유럽에 정착되면서
새로운 체제의 법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프랑스에서는 안정된 질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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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위한 이론적 성찰이,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국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민이 두드러졌다. 영국은 이런 문제들에서 비교
적 자유로웠으며 단지 심화된 산업 자본주의와 연관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발전했다. 프랑스와 독일과 달리 영국의 사회과학은 국가나 자
본주의 자체에 대한 일반 이론보다 현실 개혁, 개량을 위한 통계학, 사회 조
사 이론 및 기술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미국 사회과학과 유럽 사회과학 사이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로스
(1991)는 남북전쟁 이전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미국 사회과학의 중심적인
발전 노선을 추적하여 미국 사회과학이 근대 미국 문화의 독특한 산물이며
유럽과 구별되는 ‘미국적 기원’을 지님을 밝힌다. 20세기 미국 문화의 두드러
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가치나 실용주의적 경향, 희박한 역사
적 상상력, 기술주의에 대한 확신 등이 근대 미국 문화의 산물인 미국 사회
과학에서도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사회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모델로 삼으며 자유주의적 개인주
의라는 고전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둔다는 점에 있다.
로스는 미국 사회과학의 이러한 특징이 미국인들의 독특한 역사관에서 비
롯되었다고 분석한다. 미국인들은 공화제 정부와 경제적 기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이 세계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데, 이
러한 믿음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Ross, 2008: 1권 21-23).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서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돌입하게 된 도금기(鍍金期, Gilded Age)(1865~96
년)에 위기를 맞이한다. 미국인들은 사회주의의 위협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역사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러나 혁신기(1896~1914년)에 사회과학자
들은 자유주의 원리와 역사관을 토대로 분과학문을 재구축했고, 미국 예외주
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약간 수정되는 데 그쳤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합의 아래 사회과학은 변화하는 자유주의 세계
에 대해 단기적, 기술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 과학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Ross, 2008: 2권 360).
이와 같은 미국 사회과학의 성격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경향에 있어서 영국과 유사한 편이며,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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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의 사회과학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지식 형태, 특히 철학과
역사학에 의거하는 부분이 컸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철학과 역사학이 일찍이
신학과 결별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전통적 지식의 지배적 형태가 근대적인 학문 체계로도 이어져
사회과학과 역사학을 포괄하는 ‘인문과학(les sciences humaines)’ 모델이
성립되었다. 1930년대 이후 프랑스의 사회과학은 주로 역사학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역사학을 사회과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논쟁하는 미국의 사회과학과 뚜렷이 대조된다(김경일, 1994).
그런데 각국의 사회과학이 나름의 전통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분
석을 곧바로 제도화의 차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세기에 사회
과학을 주도한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위상이나
성격, 법칙정립적인 학문들과 개성기술적인 역사학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제도화의 형식만 놓고 보면 오히려 유사한 점이 많
다. 각국의 사회과학들을 비교할 때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특성
에 대한 분석과 별도로 제도화 과정만 따로 놓고 보면 오히려 보편적으로 여
겨질 만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문의 제도화는 분과학문이 대학 제도 내에 학과로 정
착하는 것과 전문적인 학회의 설립이라는 두 축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에서 어떤 학문이 제도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대학의
학과와 전국적인 규모의 학회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 사회
과학의 제도화는 사실상 20세기에 다른 국가들에서 전개된 사회과학 제도화
의 원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학과 전문 학회라는 두 축으로 학문이 제도화되는 방식이 미국에서
완성되었다.
미국의 경우 분과학문의 제도화에 있어서 대학 못지않게 전문 학회들이 중
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사회과학의 제도적 성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학회는

영국사회과학진흥협회(The

British

National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Social Science)를 본받아 1865년에 창립된 미국사회과학협
회다. 미국사회과학협회는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Society) 등 분과학문의 전문 학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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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해체되기까지 ‘모든 단체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초반에 미국사회과학협회는 사회과학자들과 개혁가들의 연합 성격
을 띠고 있었지만, 1880년대에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해지자 학자들과 개혁
가들의 연합이 깨졌고 학자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회피하기 시작했다(Ross,
2008: 1권 136).
미국사회과학협회의 주요 인물들이 대학에 정착한 것과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의 설립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학부 중심 대학(college)이 아닌
종합대학(university)으로서 존스홉킨스대학이 1876년 설립되었고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최초의 대학원 과정이 콜럼비아 대학에 1880년 창설되었다.
역사학, 경제학, 지리학, 정치학 등의 대학원 과정이 각 대학에서 창설되었고
독일에서 유학한 스몰(A. Small)이 1881년 시카고 대학에 최초의 사회학과
를 설립했다. 하버드, 코넬, 예일, 컬럼비아 등 주요 대학들이 사회과학 분과
학문별로 학과를 설립하고 최초의 교수를 임용하던 시기에 미국역사학회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1884년 창설), 미국경제학회(1885년 창
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892년 창설), 미
국 정치학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892년 창설),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03년 창설), 미국사회학회(1903년 창설) 등이 설립되고 이들
의 기관지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대학과 전문 학회의 두 축으로 사회과학 연구를 제도화하고 고등교
육을 실시한 과정은 유럽에 비해 매우 빠르고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
할 만하다. 이는 귀족 계급이 대학의 개혁과 팽창에 저항한 영국이나 중앙집
권적 국가 권력이 대학의 성장을 통제한 프랑스, 독일에 비해 전통의 속박을
받지 않았고 자본가 및 중산층이 적극적으로 대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박상
섭, 1994: 200). 미국은 애초에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독일식 대학 제도를
도입한 후발주자에 불과했지만, 1876년에 최초의 대학원 중심대학인 존스홉
킨스대학을 설립하고 1880년에는 컬럼비아대학에 최초의 사회과학 대학원
과정을 창설하는 등 이후 다른 국가들에서 전개된 제도화의 전형을 선취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학과 전문 학회를 두 축으로 삼은 제도화 과정은 서구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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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하는 입장에 놓인 국가들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대표적인 예
로 일본을 보면, 일본 사회과학의 제도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학과
학회로 도쿄대학과 국가학회를 꼽을 수 있다. 도쿄대학은 부국강병을 위해
서구의 선진적인 학문과 기술을 섭취하는 것을 취지로 삼아 1877년에 법학
부, 문학부, 이학부(理學部), 의학부의 4개 학부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정치학과 이재학(경제학)이 문학부에 속해 있었지만 1884년에 이재학을 법
학부로 옮기고 이듬해에는 정치학도 옮기면서 법학부가 법정학부로 개칭되었
다(石田雄, 2003: 47-48).
1887년에 도쿄대학에 소속된 일본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학회가
결성되었다. 국가학회는 사립학교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맞서 관립학교 입장
에서 중시하던 독일계 국가학을 진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896년에 사회
학회가 조직되었고, 1897년에는 국가학회 내부에 자발적 연구 조직인 사회
정책학회가 발족했다. 이시다는 학회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독자적인 발
전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 정치로부터 사회과학의 자립화, 국가학에서 사회
과학 분과학문으로 분화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또한
1919년에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의 경제학부가 잇달아 법학부에서 독립함으로
써 국가학으로부터 경제학의 독립은 제도적으로 분명해졌다(石田雄, 2003:
86).
일본의 사회과학 역시 대학과 전문 학회 중심의 제도화 과정은 유사하더라
도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서구의 사회과학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로스가 미국 사회과학의 특성을 미국 예외주의와 과학주의로 보고 이
를 비판한 것처럼 이시다는 일본의 사회과학이 서구 이론을 보편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것을 비판한다. 패전 이후 서구 이론의 수입 대상국
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바뀌긴 했지만, 서구 이론의 배후에 있는 가치 전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지속되었다는 것이다(石田雄,
2003: 302). 일본 사회과학의 이러한 특성은 서구 사회과학을 급속하게 받
아들인 비서구 국가의 사회과학들이 대부분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회과학을 간략하게나마 비교해 보면 서구
사회과학과 비서구 사회과학의 제도화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
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분과학문이 대학 내에서 학과로 자리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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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적인 학회의 설립은 근대적인 학문 체계의 성립에 있어서 거의 예외
없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점이다. 특정한 지식이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학문으
로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면 이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대학에
학과가 설립되거나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학회가 창설되게 된다. 국가별로 이
러한 과정의 선후관계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3. 사회과학의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

미국 사회과학에 대한 로스의 연구와 일본 사회과학에 대한 이시다의 연구
는 비록 자국의 사회과학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식 체계에 대한 역사적 성
찰을 지향하는 점에서 서구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월러스틴의 연구와 유사한
구도를 보인다. 따라서 연구의 장단점 역시 공유하는 면이 적지 않은데, 이들
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아쉬운 점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를
두 가지 정도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제도화에 있어
서 통합과 분화의 선후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대학이나 전문 학
회로 대표되는 제도화된 사회과학계에 대한 분석과 제도화 이전부터 제3의
지식 문화로서 존재했던 사회과학에 대한 분석이 다소 혼란스럽게 얽혀있다
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를 달리 말하면, “사회과학이 먼저인가, 분과학문이 먼저인
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월러스틴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라는
세 분야, 세 논리, 세 차원으로 사회 연구를 칸막이하는 것이야말로 19세기
사회과학의 가장 끈질기고 가장 그릇된 유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수의
사회과학을 이상형으로 제시하지만, 사회과학 지식 체계에 특정한 원형이 존
재하고 이것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으로 삼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24). 기존의 사회 연구들이 여러 학문으로 분화하는 것과 학문들이 발전하
24) 플라톤이 통일 과학의 이념을 내세운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출발점에 따라 서로 다
른 학문들이 성립한다는 입장에 선다. 서로 다른 대상들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성립시
키므로 단일한 학문이 아니라 다수의 학문들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낯익은 학문들, 즉 윤리학, 정치학, 물리학, 수학, 심리학, 경제학 등을 나누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각 학문이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그의 학문 이론에 기초하여 가
능한 일이었다(김남두, 199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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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는 과정은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가르기
쉽지 않다. 오늘날 사회과학에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외에도 법학, 경영
학,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분과학
문들은 제각기 나름의 기원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처음
부터 단수의 사회과학과 복수의 사회과학들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
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과학은 제도인가, 문화인가?”라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립된 역사적 사회과학들의 전반적인 특성과
각국별로 차별화된 사회과학의 전통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도화의 형식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생산된 지식의 성격은 국가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과학 지식 생산의 기반이 되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
통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반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사회과학의 형성을 제도적 관점에서 규정할 때는 사회과학 지식을 전문적
으로 연구, 교육하는 대학 제도가 체계화되거나 연구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서 대학에 고용된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 분과학문
별로 학과가 생기고 학자들이 전문 학회 등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
는 것이 사회과학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즉 뒤르켐(E.
Durkheim)이 1896년에 보르도 대학에서 프랑스 최초로 사회과학 분야의 정
교수로 승진한 것이나 1903년 마셜(A. Marshall)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최초
의 경제학 교수로 부임한 일 등에 좀 더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 역시 가능하다. 대학과 전문 학회를 통해서
제도화된 사회과학 이전에도 사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상당수 존재했기 때
문이다. 왕이나 정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제
도든 나름의 문화적 기반을 가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지식 체계로서 사회과학이 탄생하는 데 기여를 한 선구적 지식인들과 향후
지식 생산의 기반이 된 업적들이 중요하다. 예컨대 경제학의 경우 케네(F.
Quesnay)의 경제표(1758)나 스미스의 국부론을 시발점으로 보며, 사회
학 역시 콩트(A. Comte)가 실증철학강의(1830~1842)에서 사회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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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처음 사용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지식인들이 과거에 존재하던 지식과 다른 지식을 생산해내고 이것이 사회
에서 인정받았을 때 새로운 지식 체계가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제도에서 사회과학이 정착되기 이전에 사회과학이라는 근대적 지식 체
계가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게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의 제
도화 전후로 등장한 사상가들의 주요 저작에 한정해서 본다면 비코(G. Vico)
의 새로운 학문(1725),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 루소의 인간불
평등기원론(1755)과 사회계약론(1762), 스미스의 국부론(1776), 마르크
스(K. Marx)의 자본(1867),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6) 등으로 사회과학 지식의 계보를 그려볼 수도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사회과학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경제
학자, 사회학자로 불리는 지식인 중 분과학문이 제도화되기 이전의 선구자들
은 주로 본업과 무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 지식의 발달에 기여했다. 스미
스는 논리학 강좌의 교수였으며 국부론을 쓸 때에는 어떤 대학에도 소속되
지 않은 저술가였다. 토크빌(A. Tocqueville)은 하급 행정관으로 미국을 시
찰하고

온

후

사직하고

미국의

민주주의(1835)를

썼다.

리카도(D.

Ricardo)는 증권거래소의 중개인이었고 콩트는 수학 사강사였다.
박명규(2002)는 지식이 지식인 개인의 창조적 실천에 의해 얻어지는 문화
적 산물이긴 하지만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 존재하는 제도적 틀이 지식의
생산을 규제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식의 내용과 그 지식이 생산되는 제
도 사이에는 일정한 조응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대학 제도에서 생산하
고 제도 내에서 보급되는 지식과 대학 제도 바깥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에
는 큰 차이가 있으며 대학에서 생산되더라도 대학 밖에서 유통되는 것을 지
향하는 지식이라면 전자보다 후자에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된다. 똑같이 사회
과학이라고 불리지만 생산·유통되는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속성에 따
라 형식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과학의 제도화 이후라고 해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제도권이 독
점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대적 지식 제도의 중심 틀을 대학
과 전문 학회라고 보았을 때, 이 틀에서 벗어나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
하는 길이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과학을 전문직업인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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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과거 어느 때보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제도의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지식이 생산·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늘 존재한다.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근대 이전과 초기에 철학자, 저술가가 받
았던 귀족의 후원이나 신문, 잡지 같은 대중매체 역시 일종의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도적 기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학과 전
문 학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계에 국한된다. 상업화의 영역인 대중매체는
문화산업의 일부로서 문화적 기반으로 취급된다. 사회과학의 제도적 성립 이
전에도 대중매체를 통한 지식인의 저술과 출판이 활발했지만 이를 사회과학
의 제도화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제도적 기반은 연구와 교육을 체계화한 구조로서 대학
과 전문 학회, 전문 학술지 등으로 대표된다. 반면 사회과학의 문화적 기반은
제도화 이전 선구자와 선구자의 업적, 주요 저작들을 비롯하여 오늘날 사회
과학 책과 인문사회과학 잡지 등의 주요 소비자로서 교양독자층과 제도권 안
팎에서 일반 대중을 겨냥하여 생산된 문화적 산물 전반을 뜻한다. 제도화된
사회과학계에서 보면 이와 같은 문화적 기반은 의도적으로 제도권 학문에 속
하기를 거부하거나 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사회과학의 문화적 기반에
서 보면 제도적 기반은 상업화되기 어려운, 대중의 일상과 분명히 거리를 두
고 있는 독자적 영역이다. 따라서 문화의 상업화가 진전될수록 두 영역은 겹
치는 부분 없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과학이 단수로 존재하는가, 복수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사회과
학의 지식 생산·유통에 제도적인 기반과 문화적인 기반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의 경우
통합적인 성격이 크게 드러난다. 반면 제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월러스틴은 지나치게 분화된 사회과학 분과학문 체계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제도 내에서 지식 체계를 통합, 융합할 것을 지향하는데, 이러
한 노력은 분화되는 경향이 강한 제도의 속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즉 현실적
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제도권에서 세분화된 분과학문들을 통합
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적 기반에서 지식은 자연
스럽게 융합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분명하게 나뉘는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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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과학의 경계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화 이
전에 사회과학의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선구자들은 대부분 철학
자로 묶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제도권 밖에서 여
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제도화된 학계에서는 사회학 박사나 정치학 박
사 같은 전문 분야의 구분이 중요하지만 독서시장에서는 단순히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다.
지식 생산․유통의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관계는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세기 이후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
은 문화적 기반에서 제도적 기반으로 중심축이 점차 이동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를 흔히 ‘전문화’라고 정의
하기도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과학 지식 체계에서 제도적 기반
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 문화적 기반이 완전히 사
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의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은 늘 함께 존재
하며 단지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비중
이 달라질 뿐이다.
또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다. 예컨대 학문
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이라고 말할 때, 이는 제도적 기반이 문화적 기반의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어떤 학문이든 한 사회의 문화적 역
량에 좌우된다고 얘기할 때, 이는 제도적 기반의 발전에 문화적 기반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제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척
된 후에도 다양한 지식의 자율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지식
체계의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관계
가 전문화, 대중화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도적 기
반이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는 반면, 문화적 기반은 대중이 중심을 차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예를 들면,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가 주도하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생활 스포츠로서 대중이 참여하는 문화적 기반을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소수 엘리트를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영역을 스포츠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규정한다면, 대중이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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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네에서 즐기는 운동을 스포츠의 문화적 기반으로 구별할 수 있다. 스
포츠의 발달이든 지식 체계의 발달이든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과학의 초기 역사에서 역시 문화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해방 후 고등교육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는 서구의 사회과학 지식이 책, 잡지, 신문 등을 통해 민간에 전파되었다. 지
식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유길준의 서유견문, 박은식의 한국통사 같은 단
행본과 친목회회보, 기호흥학회월보 등에 실린 여러 글, 독립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사회과학 지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전쟁 직후
전문 학술지가 드물었을 때에는 대학에 소속된 사회과학자들일지라도 학풍
, 사상계 등의 교양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국
사회과학의 제도화 초기에는 대중매체와 같은 문화적 기반을 통하여 지식을
수용하거나 보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학과 전문 학회 같은 제도적 기반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꾀하게 된 것은 아직 반세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다.

2절 한국 사회과학의 형식적 제도화
1. 근대계몽기 서구 사회과학 지식의 수용

19세기 서구에서 사회과학이 근대적 지식 체계로서 제도화되기 이전에 이
미 다양한 형태의 사회 연구와 사회사상이 존재했던 것처럼, 근대화 이전의
한국에도 나름의 지식 문화와 전통적인 제도가 존재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유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정치철학, 경제철학 등을 발전시켰으며, 연구와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관립학교로는 성균관(成均館), 사
학(四學), 향교(鄕校)를, 사립학교로는 서원(書院)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외세에 의한 개항 이후 전통적 지식 체계의 사회적 영향력은
눈에 띠게 약해졌고, 서구의 지식이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김홍집 내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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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될 때까지 지식 체계의 근대화는 관료 집단이 주도했다. 수신사(修信使)
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목격한 관료들은 실용주의
적 관점에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도입하는 것을 지향했다(구장률, 2012a:
67). 서구 지식 체계의 강력한 힘을 인정한 관료 집단이 ‘동도서기(東道西
器)’식의 대응을 모색한 것인데, 사실상 ‘동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
았다. 오히려 관료 중에는 전통적 지식 체계를 폐기하고 서구 지식 체계의
적극적 수용과 확산을 근대화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
였다(박명규, 2002).
관료 집단의 시도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은 것은 1894~95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이다. 1차 갑오개혁에서 과거제도가 폐지되었고, 2차 갑오
개혁에서 신교육으로 교육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미 원산학사(1883년 설
립), 배재학당(1885년 설립), 이화학당(1886년 설립), 동문학(1883~86년),
육영공원(1886~94년) 같은 신식학교가 있긴 했지만, 1895년 2월 고종의 ｢
교육입국조서｣ 선포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근대식 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
탄이었다(이승원, 2011). 1895년 4월에 ｢한성사범학교 관제｣, 5월에 ｢외국
어학교 관제｣, 7월에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 등이 잇달아 공포되었고, 이
에 따라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가 생겨났
다. 과거제도 폐지가 위로부터 지식 체계의 변화를 직접 촉발했다면, 교육제
도 개편은 근대적 지식의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갑오개
혁을 계기로 특정 계층을 넘어 조선 인민 전체로 교육이 확대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고 개화파 관료들이 힘을 잃은 1896년부터 정부보다
민간 쪽에서 서구 지식 체계의 도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민간의 학교 설
립이 늘어나 갑오개혁부터 을사늑약까지 10년 사이에 200개 가까운 사립학
교가 설립되었다. 주로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로
서 흥화학교, 우산학교, 광흥학교, 시무학교, 한성의숙, 보성학교 등이 있었는
데, 이 학교들은 영어, 일어, 산술, 지리, 역사 등 기초지식과 법률, 경제, 행
정 등 전문학교 수준의 교과목을 편성했다. 지방의 사립학교는 대부분 지방
관료와 유생에 의해 설립되었고 원산학사처럼 서당이 발전한 형태가 대부분
이었다(구장률, 2012a: 71).
1894년 갑오개혁에서 시작된 지식 체계의 변화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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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恥)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를 흔히 ‘근대계몽기’라고 부른다(이화여대 한
국문화원 편, 2004). 17세기 초부터 서구의 지식과 문물이 중국을 통해서 소
개되기 시작했지만 서구의 지식 체계가 본격적으로 수용된 기점은 근대계몽
기라고 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에는 관료 집단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
보다 민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민간에서 책, 잡지,
신문 등을 통해 서구의 지식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인데, 유길준의 서유견문
(1895)25), 친목회회보(1896년 2월 창간), 독립신문(1896년 4월 창간)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행문 형식으로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는 서유견문은 모두 20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3번째 편에서 학문을 다루고 있다. 유길준은
“서양식 학문의 주된 의도는 만물의 원리를 연구하고 그 효용을 발명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데 있다.”면서 증기기관, 기차, 전등, 피뢰침 등
인간생활에 유익한 각종 물건들이 학문의 발달 덕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설
명한다. 또한 19개의 분과학문(농학, 의학, 산학(算學), 정치학, 법률학, 물리
학, 화학, 철학, 광물학,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지리학, 인체학, 고고학, 언
어학, 군사학, 기계학, 종교학)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한다.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가 일본에서 발간한 친목회회보는 한국인의 손
으로 만든 최초의 잡지로 평가된다26). 1896년 2월부터 1898년 4월까지 2년
2개월 간 모두 6호를 간행했으며, 명칭은 ‘회보(會報)’였지만 단순히 유학생
들의 소식지가 아니라 근대 지식을 전파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제3
호에 안명선의 ｢정치의 득실(得失)｣, 제4호에 김기장의 ｢정치 본원(本源)｣,
제5호에 어용선의 ｢경제학개론｣, 정재순의 ｢법률개론｣을 싣는 등 서구의 정
치학, 경제학, 법학을 소개하는 데 지면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진덕규 편,
2012; 구장률, 2012b). 친목회회보를 비롯한 근대계몽기 잡지들은 대체로
25) 서유견문은 국왕과 관료를 주요 독자로 삼은 정책 제안서에 가깝지만 대중에게 널리
읽히기 위해 국한문혼용체로 기술되었다.
26) 1896년 11월에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친목회회보보다 9개월 늦었지만 한
국에서 한국인에 의해 처음 발간된 잡지다. 시기만 놓고 보면 1892년 1월 선교사 올링
거(F. Ohlinger) 부부가 창간한 영문잡지 Korean Repository가 가장 이르다(차배근,
1998). 한국인이 근대 초기에 발행한 잡지는 친목회회보부터 보중친목회보(普中親睦
會報)에 이르기까지 41종에 달하는데, 현재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잡지는 34종이다
(구장률, 2012b). 회보가 아닌 최초의 근대적 종합 잡지로는 1908년 창간된 최남선의 
소년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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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국민국가의 건설, 특정 집단의 공적인 입장 개진과 결속 도모, 지식의
전달이라는 지향점을 공유했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자로 폐간된 짧
은 역사를 지니지만 근대계몽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매체로 평가된다.
1883년에 정부가 창간한 한성순보가 주로 관료를 대상으로 한 신문이었던
반면, 독립신문은 일반 국민을 독자로 삼은 대중매체였다. 신용하(2001)는
독립신문의 역할을 ‘계몽적 역할’이라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1) 국민의 개
명진보(開明進步)를 위한 계몽적 활동, 2) 자주 독립과 국가 이익 수호, 3)
민권(民權) 수호 운동, 4) 한글 발전에의 공헌, 5) 부정부패의 고발, 6) 독립
협회의 사상 형성과 기관지의 역할, 7) 세계와 한국 연결과 한국인 시야의
세계적 확대’의 7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최근 한 연구팀이 정리한 목록에 따르면, 1896~1910년 사이에 발행된 신
문, 잡지의 사회과학 수용 관련 기사는 신문 270건, 잡지 549건에 달하며,
이 기사들은 정치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등 당시 서구의 사회과학 학설을
소개한 글과 그 내용에 기초한 논설, 기고문 등이었다(진덕규 편, 2012). 또
한 서구의 사회과학 지식은 새로운 어휘와 개념을 필두로 들어오기 시작했는
데, 개념에 대한 수용 역시 주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
면 국가보다 다소 늦게 등장한 ‘사회(社會)’ 개념의 경우 친목회회보에서
처음 등장하여 독립신문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 점차 확산되었다(박명규,
2003).
이처럼 근대계몽기에는 책, 잡지, 신문 등을 통한 서구 사회과학 지식의
수용이 활발해지면서 근대적 지식 체계로의 변화가 모색되었는데,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을사늑약 전까지 민관(民
官)이 협력하여 변화를 모색했다면, 그 이후는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면
서 ‘애국계몽운동’과 같은 민간의 지식 운동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을사늑약부
터 경술국치까지 약 5년 사이에 민간에서 매체를 통해 구축한 지식 담론은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과 다양성을 보인다.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서구
지식 체계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고 사회과학 지식의 수용도 더욱 활발히 전
개되었기 때문이다27).
27) 을사늑약 이후 언론·출판 매체와 지식 담론의 확대는 국권 수호를 위한 애국계몽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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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해체되고 독립신문이 폐간된 후부터
잡지와 단행본의 출간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1905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박주원, 2006: 140). 국가가 펴낸 교과서 외에도 신문이나 각종 단체
의 회보, 개인이 발간한 단행본들이 활발히 쏟아져 지식 생산․유통의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서로

보완하는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05~1910년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국문전용 신문만 8개, 잡지
36종이 발간되었으며, 30여 종의 신문, 잡지가 국가학, 사회학, 정치학, 법
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언어학, 지리학, 물리학, 공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등을 앞 다퉈 소개했다.
당시 신문, 잡지의 기사 중에 사회학이나 인류학에 대한 소개는 드물었고
법학, 정치학, 경제학에 대한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
서 국제 관계나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서구의 법학과 정치학이 활
발히 소개되었다. 을사늑약 이후 사회과학 지식의 수용은 크게 두 가지 경향
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권 확립을 위해 정치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권 상실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고 대외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 경제적 실력 양성에 주력하자는 것이었다. 관리를 키우기 위
한 학문의 쓸모에 회의를 품고 실질적인 금력(金力)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
는 학문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정치 개혁에 대한 희망이 여
전히 강렬했기에 경제학보다 법학, 정치학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다(전상
숙, 2012).
그런데 이처럼 책,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서구 사회과학 지식 체
계의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소개되기는 했지만 제도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는 한계를 간과할 수 없다. 교육제도 개편 이후 많은 관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설립되기는 했지만 기초적인 지식 교육에 그쳤고, 대학이나 전문 학회와 같
이 전문적인 연구와 고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조선시대 최고학부인 성균관의 경우, 1895년에 경학과(經學科)가 신
설되어 근대적인 고등교육을 전담하고 기존의 성균관은 문묘(文廟)의 제향
(祭享)을 받드는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학과는 교육과정을 크게 개정
도가 표출된 데 따른 것이지만, 황제권이 약화되어 정부의 언론 규제가 줄어든 탓도 무
시할 수 없다(박주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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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역사, 지리, 세계사, 세계지리, 수학 등을 가르쳤으며 신분의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합병 이후인 1911년 6월에 경
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서울대
학교30년사편찬위원회, 1976: 4).
또한 근대계몽기에 설립된 대동학회, 서북학회(西北學會)28), 기호흥학회(畿
湖興學會) 등은 학술단체보다 애국계몽단체에 가까웠으며 오늘날 분과학문의
전문 학회와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당시 학회의 주요 활동은 학교의 설립과
기관지 발행이었다. 서우학회는 서우사범학교(1907년)를, 기호흥학회는 기호
학교(1908년)를 설립했으며, 기호흥학회월보, 서우, 호남월보, 서북학
회월보 등 학회의 기관지들은 고등교육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학문을
소개하고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당시 학회들의 궁극적인 목적
은 학문의 제도화나 전문화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국력을 회복하는 것이었
다.

2. 해방 전후 사회과학의 역사적 전개

임현진은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
다29).

28) 서우학회(1906년)와 한북흥학회(1906년)가 1908년에 통합하여 서북학회가 되었다.
29) 임현진은 변형윤(1982), 민준기(1982), 김경동(1982), 최재석(1974), 신용하(1976)를
참조하여 도식을 정리했다고 밝힌다(임현진, 199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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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
1. 토착적 뿌리: 조선왕조
가. 주자학적 유학: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나. 실학: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다. 북학: 연암 박지원
2. 근대적인 신학문으로서 사회과학:
구한말의 예국계몽운동 기간에 소개, 도입
3. 일제 식민지 시대
근대 사학: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 위당 정인보
맑스주의 사학: 동암 백남운
4. 사회과학의 본격적 수용, 이식, 정착: 해방 이후
경제학
해방 ~ 1950
50, 6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이후

정치학
계몽기(1945 ~ 61)
모색기(1962 ~ 69)
성장기(1970 ~ )

사회학
복구기(1946 ~ 56)
소화기(1957 ~ 69)
성숙기(1970 ~ )

출처: 임현진(1997: 185).

임현진은 한국의 사회과학이 식민지 공간 안에서 일본에 의한 독일식 사회
과학의 중역(重譯)적 소개와 해방 이후 미국 및 유럽 사회과학의 일방통행적
도입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위의 도식에서 토착적
뿌리와 근대적 신학문으로 소개된 서구의 사회과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
다. 식민지 상태라는 한계로 인해 조선시대의 주자학이나 실학, 북학의 사상
적 전통이 서구의 사회과학과 주체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토착적 뿌리가 근대적인 제도화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는 없다. 유교적 세계관에 내재된 한계 때문에 자생적인 근대화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다. 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서구의 근대 대학
을 세계사적 보편 형식으로 단정 짓지 않는다면, 성균관과 지방의 서원이 발
전하여 근대적인 고등교육제도를 성립시켰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
나 일본의 식민 지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좌절되었으며 서구 지식 체계
의 수용이나 나름의 제도화마저도 계속 방해 받는 처지였다.
전통적인 지식 체계가 존중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서구 지식에 대한 수
용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서구의 지식이 민간에 유행처럼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제도화에 돌입하자는 요구가 팽배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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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체적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할 수 없었다. 일본은 향교나 서원을 대체
할 만한 근대적인 교육 기관, 특히 대학 같은 고등교육제도의 성립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를 위해 낮은 수준의 교육
을 제한적으로 전개하면서 독자적인 지식 생산이나 지식인 창출을 어렵게 만
들었다. 성균관은 1911년에 경학원(經學院)으로 바뀌며 고등교육 기능을 상
실했고, 기존의 관립 전문학교들은 문을 닫거나 전수학교, 강습소로 격하되
었다. 또한 1911년 ｢사립학교 규칙｣과 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
사립학교들의 고등교육 역시 억제했다(박명규, 2002).
근대계몽기에 서구의 사회과학 지식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소개되고 수
용된 것이 한국 사회과학의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
나 19세기 서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과학 연구와 교육이 제도로서
체계화되는 데에는 전문적인 연구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지식인들 역시 고등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
었기에 총독부의 방해를 무릅쓰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잇달았다. 이러
한 노력들은 결국 3.1 운동 이후 민립대학설립운동으로 발현되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한 조선인 유지와 지식인들은 1920년 6월에 조선
교육회를 설립하고 약간의 탐색 기간을 거친 후 1922년 11월에 조선민립대
학기성준비회를, 1923년 3월에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창립했다. 기성회는 1
년 내에 대학설립자금 1천만 원을 모금하여 종합대학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모금에 나섰으나 관동대지진(1923년 9월)과 그에 따른
경제공황, 연이은 가뭄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기부금이 제대로 들어오
지 않아 1925년에 운동이 와해되고 말았다. 일본은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정
치적인 운동으로 판단하고 탄압했으며 고등교육보다 대중교육을 우선시한 사
회주의자들도 운동에 반대하는 편이었다. 결국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실질적으
로 전개된 시기는 기성준비회가 결성된 1922년 11월부터 약 1년간에 불과
했다(정규영, 1998).
식민지 시기에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은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대
한 조선 총독부의 대응책이라기보다 식민지라 해도 대학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사회 정세와 식민 지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여겨
진다30).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대학과 같은 대학을 식민지에 만들기 위해

- 61 -

1924년 5월에 경성제국대학 관제(官制)를 공포하고 바로 예과(豫科)를 설치
하여 개교했다.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의 제국대학들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제국대학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여 교수 자치가 보장되었으며 사립 전문학교
들보다 설비와 교육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제국대학으
로 이어지는 일본의 연구·교육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한 일본과 달리 고등학교가 없는 식민지의 제국대학
에는 예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2년제 예과의 첫 수료생이 1926년에 배출되자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개설
했다. 조선 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 데에는 졸업자를 식민 지배에
필요한 각종 행정, 사법요원이나 중등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으
므로 1940년대 초반에 몇 년 동안 존속했던 이공학부를 제외하면 문과에는
법문학부, 이과에는 의학부만 개설되었을 뿐이다. 즉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있을 뿐, 학부 단위는 서구의 중세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성제국대학
의 예과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회과학과 결부될 만한 강좌는 역사, 심리 및
논리, 법제 및 경제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법문학부의 강좌에서도 법학 외
에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1926년 학부 개설 당시 각 학부의 강좌는 법문학부 23강좌, 의학부 12강
좌였는데, 연차적으로 강좌를 증설하여 1928년까지 법문학부 51강좌, 의학
부 29강좌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설된 강좌 수는 계획에 미
치지 못했다. 1938년 법문학부에 개설된 강좌의 종류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총 47개의 강좌 중 법학 관련 강좌가 17개인 반면, 경제학 관련
강좌(경제학 / 재정학)가 3개, 정치학 관련(정치학, 정치사 / 외교사)이 2개,
사회학이 1개로 강좌수가 단출한 편이다.

30) 정선이(2002)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연구들이 대체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높
이 평가하며 이 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될 수 있었다고 보지
만, 둘 사이에 구체적인 관계가 실증적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마코시
(2001)와 정규영(1998) 등도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 검토하여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 과정으로 설명한 기존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했다(정근식 외, 2011). 그러나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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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938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좌 목록
강좌명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경제학
정치학, 정치사
외교사
재정학
羅馬법
법리학
법제사
통계학
사회학

강좌수
2
4
2
2
1
1
2
2
1
1
1
1
1
1
1

강좌명
철학, 철학사
支那철학
윤리학
심리학
종교학, 종교사
미학, 미술사
교육학
국사학
조선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국어학, 국문학
조선어학, 조선문학
支那어학, 支那문학
외국어학, 외국문학
합계

강좌수
2
1
2
2
2
2
2
2
2
2
2
2
2
1
2
47

출처: 정선이(2002: 110-111)에서 재인용. (조선총독부학무국학무
과(1938), 조선학사예규(朝鮮學事例規), 699-701쪽.)

경성제국대학의 강좌는 흔히 말하는 강의나 강좌와는 의미가 다르며 오늘
날의 학과와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조직 단위였다. 강좌가 연구와 교육을 위
한 기본 단위가 되는 강좌제는 일본 제국대학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데, 오
로지 강좌로만 구성되었던 19세기 독일 대학과 달리 제국대학에서는 학과와
전공 제도를 강좌제와 병행하여 ‘학부-강좌-학과-전공’이라는 편성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대학 운영의 핵심 단위는 학부와 강좌였으며, 특히 강좌는
개별 분과학문 단위로 편성되어 담당 교수에게 학문 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
을 보장하는 제도였다. 교수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국대학의 강좌제에
서 특정 분과학문의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는 그 학문을 대표하는 학자로 군
림할 수 있었다(정근식 외, 2011: 311-312).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좌의 위상이 오늘날 학과 수준만큼 높았다고
해서 법문학부에 개설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관련 강좌 몇몇의 존재를 근
거로 사회과학 제도화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사회학은
철학과의 강좌로, 경제학, 정치학은 법학과의 강좌로 1926~1945년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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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이러한 강좌들에서 형성된 연구·교육의 전통과 유산은 해방 후에
완전히 단절되었다. 1946년 8월에 개교한 국립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17
개 학과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인문계 강좌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실제로는 미군정 하에서 미국 주립대학교의 학과 제도를 따른 측면이
더 크다(한국사회학회, 2007: 46).
또한 경성제국대학이 한국인보다 일본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법문학부는 15회에 걸쳐 95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
중 조선인은 387명에 불과했다(정준영, 2009). 해방 직전인 1943년에 한국
에는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국대학과 사립 전문학교 18개, 관립 전문학교 9개
가 있었는데, 조선인의 경우 0.03%가 국내외의 대학을 졸업했으며, 전문학교
졸업 학력도 0.1%에 불과했다.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의 고등교육 기회는 제
한되었다기보다 아예 박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다(김기석, 2008).
결국 전통적인 지식 체계를 대체하는 근대적인 연구, 교육 제도는 일본의 식
민지 지배가 끝난 이후에야 들어설 수 있었다.
식민지 시기는 사회과학 지식 체계에 있어서 암흑기였으며, 근대계몽기에
모색되기 시작한 지식 체계의 근대적 전환이 강제적으로 억눌려 있던 시기였
다. 사회과학의 형식적인 제도화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제도
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둘 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다. 일본은 고등교
육에서 학문의 제도화 기회를 박탈한 것 외에 민간의 지식 생산과 유통 역시
방해했다. 1907년 신문지법, 1909년 출판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했
고31)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상 탄압도 강화했다. 식민지 시
기 동안 500여 종의 책을 압수했고 33권을 금서로 지정했는데, 신채호의 
을지문덕(1908), 이승만의 독립정신(1910), 박은식의 한국통사(1913),
최현배의 조선민족 갱생의 도(1930) 등이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다. 더 나

31) 1907년 7월 24일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한 ‘신문지법’은 명칭과 달리
신문과 잡지를 포괄하는 모든 정기 간행물에 해당하는 법이었다. 정기 간행물의 발행을
허가제로 하여 조선인들에게 발행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허가된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
도 사전 검열을 통해 부분 삭제, 압수, 발행 금지(폐간), 발행 정지(정간) 같은 행정 처
분과 함께 언론인에 대한 사법 처분을 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1909년 2월 23일에 공
포된 ‘출판법’은 정기 간행물이 아닌 단행본에 대한 법으로 원고 검열과 납본 검열이라
는 2중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검열을 통과한 원고에 대해서도 인쇄 후에 한 차례 더
검열을 받게 했다(정진석, 2014: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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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1943년에는 출판물이 아니라 출판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출판사
업령을 통해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았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성립에 앞서 3년간의 미군정기는 식민지 시기에 막혀
있던 고등교육과 학문 연구의 제도화에 물꼬를 트는 시기였다. 1946년 6월
8일 문교부는 ｢고등교육제도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하여 식민지 시기에
설립된 관립 전문학교들을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곧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과 서울 근교의 관립 전문학교 대부분을 하
나로 통합하여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946년 8월 22일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은 군정법령 제102호로 ｢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이 법령에 따라 경성대학과
9개의 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
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여
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를 통합·개편하여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
으로 발족시켰다32). 9개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법과대
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이었다(서울대학교60년
사편찬위원회, 2006: 192).
초기에 국립서울대학교는 법적으로는 종합대학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과
대학의 연합체에 가까웠다. 단과대학들 중 사회과학의 제도화와 관련이 깊은
대학은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이다. 사회학과와 정치학과는 문리과
대학의 문학부에 속해 있었고, 경제학과는 상과대학에 포함되었다. 이는 경
성제국대학의 강좌제와 달리 분과학문이 학과로 정착한 것이다. 즉 1946년
이후 국립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국립, 사립, 도립 대학교들이 설립되
면서 마침내 대학의 학과를 토대로 한 사회과학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기존의 유서 깊은 학교들을 통합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종합
대학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를 ‘국대안(國大案) 파동(波動)’이라고
부른다. 1946년 10월,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학생 등록이 처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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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950년 고등교육 기관 수와 학생 수
학교명

학생수

학교명

학생수

서울대학교
대구사범대학
대구농과대학
부산대학
부산수산대학
대구의과대학
광주의과대학
춘천농과대학
이리농과대학
진주초급농과대학
공주초급농과대학
고려대학교
연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
성균관대학
중앙대학
성신대학
세브란스의과대학
단국대학
국학대학

7,751
512
110
453
126
295
281
124
163
90
241
1,413
1,023
758
1,800
1,220
792
83
233
1,433
277

숙명여자대학
서울여자의과대학
서울약학대학
한양공과대학
국민대학
대구대학
청주상과대학
동아대학
조선대학
한국대학
신흥대학
정치대학
홍익대학
조선신학교
경성신학교
감리신학교
조양보육사범학교
서울고등가정학교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
중앙신학교
동양대학관

404
446
416
510
1,001
354
215
1,187
1,283
610
544
827
614
284
270
191
140
131
387
95
131

계: 42개교

29,218

출처: 김종철 외(1989: 224)에서 재인용. (박상만(1959), 한국교육사,
하권, 대한교육연합회, 71-73쪽.)

미군정기는 3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에 미국식 연구·
교육 체계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이때 만들어진 토대는 한국전쟁
중에 피난지인 부산 등에서 계속 이어졌다. 부산, 대전, 전북, 광주에 4개의
전시연합대학(戰時聯合大學)을 창설하여 고등교육의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전
세가 안정된 후에는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강의를 개시할 수 있었다. 전시연
합대학은 1952년 5월 말에 해체되었지만 지방의 국립대학 설립으로 이어져
1952년에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가, 1953년에는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사회과학의 제도화를 압축적
으로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고등교육의 재건에 있어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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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원조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1) 인재의 양성과 상호 교류(교사,
행정관, 대학교수), 2) 학교의 건축과 시설·설비의 충당, 3) 교육 개혁을 위한
조사단 파견 및 각종 조사 활동 등이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의 교원, 교육행정관, 대학교수가 장·단기 유학생으로 미국에 초청되었고
물적 원조를 통해 전쟁 중에 파괴된 학교 건물의 재건과 교육 설비·비품 제
공이 이루어졌다(馬越徹, 2001)33). 1950년대 미국의 교육 원조는 제도적, 문
화적으로 탈일본화와 미국화를 촉진시켰고 향후 미국 유학 경험자가 한국의
고등교육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교육이 재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학마다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학과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경제학의 경우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의 상과(商科)나
경제과부터 학과의 연혁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방 후 전문학교에
서 대학으로 전환된 경우 거의 대부분 곧바로 경제학과를 설립했다. 정치학
은 주로 정치외교학과로 설립되었는데, 역시 해방 후 서울대학교와 주요 대
학들이 정치학 관련 학과를 지닌 채 출범하여 한국전쟁 직전에 첫 번째 졸업
생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사회학은 경제학, 정치학에 비해 제도화가 늦었다. 해방 직후에는 오직 서
울대학교에만 사회학과가 있었으며 두 번째 사회학과는 1954년에 경북대학
교에 설립되었다. 이화여자대학이 1958년, 고려대학교가 1963년에 사회학과
를 개설했고 연세대학교는 1972년에야 설립했다. 변시민의 회고에 따르면,
사회학은 사회주의 학문으로 오해받는 경향이 있어서 식민지 시기에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해방 후에 여러 대학이 사회학과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한국 정부 역시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1946년에 서울대학
교가 개교하면서 곧바로 사회학과를 설치한 것은 사회학을 미국의 학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미군정 때문이었다(변시민, 2007).
한편 역사학은 한국에서 사회과학보다 인문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
으며 대부분의 종합대학교 역시 인문대학 내에 역사 관련 학과가 있다. 서울

33) 미국의 교육 원조 사업에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1952년 8월부터 1956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교육사절단이 한국에 파견되어 교원을 직접 교육했다. 2)
서울대학교․미네소타대학 협정에 따라 서울대 농과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을 주로 지원
했다. 3) 1956년 한국 정부와 피바디교육대학 간에 체결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범대학과
사범학교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미국식 교육이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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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창설 당시 이병도, 김상기, 이상백, 이선근 등 역사학자들이 많았는
데, 이들을 모두 역사학과 교수로 영입할 수 없어서 조선정치사에 박식한 이
선근은 정치학과 교수로 배정되었고 이상백은 사회학과 교수로 배정되었다.
한국에서 역사학이 인문학에 속하게 된 것은 학문 속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
를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단과대학의 연합체에서 종합대학
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과학의 제도적 확립은 엄밀한 철학적
검토나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연구자들의 이
합집산이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업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학의 학과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학회의 형성이 가장 중요했다.
즉 하나의 학문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 제도 내에서 연구자가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며 이러한 전문직업인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하나의 장(場)을 형성해야 한다. 대학의 학과와 전국적인 규모의 전문 학회는
근대 학문이 제도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과학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들의 설립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본격화되어 1960년대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설
립 이후에도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기까지는 학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10~2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전문 학회의 창립과 학회지의 창간은 대부분 비슷한 경로를 거
쳤다. 우선 소수의 학자들이 모여서 창립회의를 열고 학회를 발족시킨다. 이
들은 이후 연구발표회 등의 학술 모임을 꾸준히 개최하려고 노력한다. 몇 년
이 지나 회원이 늘고 학회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회원들의 연구논문
을 모아 학회지를 발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연구발표회 역시 규모를 키워 정기적인 학술
대회로 확대, 개편한다. 학회 내부의 체계가 정비되면 대외 활동도 점차 활발
해져서 전세계적으로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국제 학회에 단체 회원으로 가입
하고 회원들을 해외 학술대회에 파견하기 시작한다.
34) 정근식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참조할 수 있다. “1974년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를 앞두
고, 역사 3과, 즉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교수들이 어느 대학에 소속할 것인
가를 놓고 투표했는데, 한 표 차이로 인문대 소속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역사
학은 인문학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지요.” (김항·이혜령, 201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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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현재,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SSREC)35)에는 사회과학의 각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15개의 전문 학회가 참가하고 있다. 이들 학회의 설립
시기와 대표적인 학회지의 창간 시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속 학회들의 설립 시기와 학회지 창간 시기
학회명
대한지리학회36)
한국심리학회37)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38)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언론학회39)
경제사학회
한국여성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
1945년
1946년
1952년
1953년
1953년
1956년
1956년
1957년
1957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2년
1984년
2007년

설립
9월
2월
11월
4월
10월
5월
10월
3월
5월
12월
11월
6월
7월
10월
10월

학회지 창간
1963년
1968년
1953년
1963년
1959년
1963년
1967년
1979년
1964년
1971년
1968년
1960년
1976년
1985년
2009년

학회지명
대한지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경제학연구
교육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
경영학연구
한국문화인류학
한국언론학보
경제사학
한국여성학
국제개발협력연구

전문적인 지식 생산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학회의 존립과 성장에
있어서 학회지의 정기적인 발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회 설립 시
기 순으로 정리한 위 표에서 1970년 이전에 설립된 13개의 학회 중에 한국

35)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전문 학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1976년에 고병익, 박동서, 이상주, 한배호가 미국사
회과학연구협의회(SSRC)와 같은 ‘학회들의 연합체’를 지향하며 설립했다. 한국사회과학
협의회는 1989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 집단을 대표
하는 단체로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ASSREC)와 국제사회과학기구연합회(IFSSO)
의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36) 창립 당시 명칭은 ‘조선지리학회’였으나 1949년에 ‘대한지리학회’로 변경했다. 학회지
는 지리학에서 1993년 대한지리학회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37) 창립 당시 명칭은 ‘조선심리학회’였다. 1948년에 ‘대한심리학회’로, 1953년에 ‘한국심
리학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38)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사회사업학회’였으나 1985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로 변경했다.
1960년대에 활동이 없다가 1972년에 재건되었다.
39)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신문학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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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와 한국언론학회를 제외하면 학회지를 창간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20년 정도가 더 걸렸다. 그런데 창간호를 발간한 후에도 곧바로 정기적
인 발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한국정치학회는 1959년에 학회
지를 창간했지만 8년 뒤인 1967년에야 제2집을 발간했으며, 한국언론학회
역시 1960년에 창간호를 낸 후 제2집은 1969년에야 발행할 수 있었다. 학
회지는 처음에 1년에 1호씩 발간하다가 학회의 역량이 커지면 점차 출간 횟
수를 늘리게 되는데,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학회들이 1년에 4~6호씩
발행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제도적 성립을 대학, 전문 학회 등의 설립과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증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비록 시기가 늦긴 했지만 한국 사회과학의
제도화는 매우 압축적으로 전개되었고 형식면에 있어서 서구나 일본과 큰 차
이가 없었다. 서구의 경우 대학과 학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들의 분과학
문화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경에 이르러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리되
었는데,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1960~70년대에 형식적인 제도화를 거의 마무
리했으므로 서구에 비해 불과 10~20여 년 정도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방 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미국의 인적·물적 지원에 의해 대
학과 전문 학회의 제도적 정립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쇄출판 문화는 여전히 빈약했다. 해방 직후에는
용지가 부족해서 교과서도 제대로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인쇄물이라고
는 정치 선전용 팸플릿과 일본어로 발간된 식민지 시기의 책들이 거의 전부
였다.
196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책은 학습참고서가 대부분이었으며 외판 센터를
통해 할부 판매되는 호화 장정의 대형 전집물들은 실내 장식품에 머물며 지
식 생산과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문고 출
판과 단행본 출판의 활성화, 전집 출판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단행본이 장
식품이나 신분 과시용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학문적 수준을 수용하는 지식 체
계의 그릇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된다(이중한 외, 2001).
잡지에 있어서도 해방 후 대표적인 교양지였던 사상계가 1970년 5월에 정
부의 탄압으로 폐간되었지만, 창작과 비평(1966년 창간)과 문학과 지성
(1970년 창간) 등이 지식인들과 학생층의 지지를 받으며 1970년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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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체계의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한국 사회과학의 형식적 범주와 분류

서구와 한국에서 사회과학이 제도화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마치 사회과
학이라는 단일한 형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등이 모여 있는 사회과학대학이나 전문 학회들의 연합체
로서 사회과학협의회 같은 단체에서 사회과학의 전형을 찾을 수도 있다. 그
러나 사실 사회과학이라는 지식 체계의 범주는 상당히 모호하다. 사회과학이
라는 하나의 기표에는 다양한 기의가 존재한다. 우선 대학 제도 안의 사회과
학과 대학 바깥의 사회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서구든 한국에서든 대학 제
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향후 사회과학이라고 불리게 되는 지식이 존재했
으며 제도적인 성립 이후에도 대학과 무관하게 사회과학 지식이 생산, 유통
되는 저널리즘적인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펴낸 세계사회과학보고서
(2010)에서는 사회과학을 단순히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중간에 있는 학문 분
야’라고 정의한다(UNESCO and ISSC, 2010).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 잔여적
인 정의밖에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사회과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비해 늦
게 등장했고 사회과학에 속하는 분과학문의 성격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별로도 사회과학의 범주와 분류는 제각기 다르다. 분과학문에서 역
사학, 교육학, 경영학, 법학 등은 국가에 따라 사회과학에 속하기도 하고 그
렇지 않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대학 제도에 사회 계열이 아닌, 사회과학이라
는 범주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4년 현재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들이
1975년 종합화 이전에는 문리과대학 문학부, 법과대학, 상과대학 등에 떨어
져 있었다. 1953년 4월 20일에 대통령령 제 780호 ｢국립학교 설치령｣의 공
포로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되었으며 학과 체계가 일부 변
경되었다. 당시 문리과대학은 문학부, 이학부, 의예과로 나뉘어 있었고 정치
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등이 문학부에 속해 있었다. 지리학과는 ｢국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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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령｣에서 설치가 명문화되었으나 실제로는 1958년에 이르러 설립되었으
며, 1959년 1월에 대통령령 제1430호에 의해 문리과대학 문학부에 외교학
과와 사회사업학과가 신설되었다.

[표 2-4] 1953년 4월의 서울대학교 학과 체계(부분)
문리과대학 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언어학과

법과대학

사학과
철학과40)
종교학과
정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상과대학

상학과
경제학과

자료: 서울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1976: 71-73); 서울대학교50년
사편찬위원회(1996: 상권 98-99).

서울대학교의 학과 분류 체계에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1975년 이후의 일이다. 1975년에 종합대학교로 체제를 변경하면서 처
음으로 사회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형성되었다. 신설된 사회과학대학에
경제학과와 사회학과, 정치학과, 심리학과 등을 넣고 기존의 상과대학과 문
리과대학을 폐지했다. 종합화 당시 사회과학대학의 학과 조직은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
사업학과, 신문학과(신설)였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시카고대학 등 미국 일부
대학의 사회과학대학을 본뜬 것이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사회과학의 범주는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대학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만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2014년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는 정치외교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가 속해
있으며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에, 법학부는 법과대학으로 분리되어 있다. 연세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는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사회복
40) 미학과는 1953년에 문리과대학으로 이전이 명문화되었으나 줄곧 미술대학 내에 머물
러 있다가 1960년에야 문리과대학으로 옮겨졌다. 1969년 12월, 정부의 강제에 의해 미
학과와 종교학과가 철학과에 통폐합되어 철학과 내의 ‘미학 전공’과 ‘종교학 전공’으로
남았다가 1985년 3월에 다시 세 개의 학과로 원상 복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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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가 속해 있으며 심리학과는 문과대학에 있다.
상경대학에 경제학부와 응용통계학과가 있고 경영학은 경영대학으로 따로 존
재한다. 한편 고려대학교에는 사회과학대학이 없다. 사회학과는 문과대학에
속해 있고 미디어학부는 단독으로 분리되어 있다. 법과대학에 법학과, 경영
대학에 경영학과가 있으며, 정경대학에 정치외교학과, 통계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가 모여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1981년에 문과대학과 정법대학의
학과 일부가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5년에 사회복지학과가 신과
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옮겨왔다. 사회학과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문
과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을 바꿨다. 서울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들
에서 경제학과는 여전히 상경대학이나 법경대학, 정경대학에 속해 있고 사회
학은 인문대학에 속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역사학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고 사회학 역시 대학 제도 내에서는 인문학과 사회
과학의 경계에서 애매모호한 취급을 받고 있다.
서양의 분과학문 체계나 대학 조직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경우 문과와 이
과, 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구분이 임의적이면서도 지나치게 경
직되어 있는 편이며 특히 문과, 이과 구분이 대학 제도 내의 학과 체계에 기
본축이 된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이 경직된 학과 구조는 오늘날처럼
분과학문 간 관계가 변화하고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서 전혀 바
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한국에서는 기초학문과 직업학문의 구분
이 서양에 비해 분명하지 않은 편이어서 기초학문을 다루는 단과대학과 직업
학문을 다루는 단과대학이 대학 내에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균등한 지위를 갖
는, 한국 특유의 대학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다(김영식, 1994).
대학별로 제각각인 학과 분류 체계의 사회과학과 달리 단행본이나 잡지 등
출판물 분류에 쓰이는 십진분류법(十進分類法)에서 사회과학의 범주는 비교
적 뚜렷하고 연원이 오래된 편이다. 도서관의 분류표는 서양 학문의 도입과
함께 근대계몽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에 의해 도
입된 분류표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 분류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화한서(和漢書)분류표와 양서(洋書)분류표가 있는데, 이러한 분
류표들은 해방 이후 사라졌으며 한국인에 의해 몇몇 주요 분류표들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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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다.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1947)와

고재창의

한은분류표

(1954), 국방연구원의 국연(國硏)십진분류표(1958)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1950년대에는 조선십진분류표가 가장 널리 활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십진분류표는 네 자리까지만 전개되고 분류 항목이 부족하여
규모가 큰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1957년 이후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이 대학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는데, DDC는 서양의 실정에 맞게 개발된 것으로 한국 상
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도서관협회(KLA)는 1963년
에 분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 실정에 알맞은 현대적이며 실용적인 분
류표를 편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십진분류법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의 초판이 1964년 5월에 발표되었
다.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 제17조 2항 ｢국내외 서지의 작성 및 소개｣ 조
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도서관법에 따
라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은 반드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납본이 이루어진 것은 1965년에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다. 국립
중앙도서관은 우선 1945~1962년에 출판된 출판물들을 소급 조사하여 한국
서목(韓國書目)을 발간하였고, 납본 시행 전인 1963~1964년의 자료를 수록
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65)을

발행했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1965년부터 2003년까지 도서 형태로 발행되다가 2004년에는 CD-ROM로
제작되었다. 2005년부터 대한민국 국가서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중앙
도서관 납본 자료 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대학도서관 종합 목
록,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의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 목록, 과
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의 전문도서관(과학기술분야) 종합 목록까지
수록 자료가 대폭 늘면서 DVD-ROM으로 발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1965년 이후 발행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에서 출판
물은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신문’으로 분류되었다.
1982년까지 일반도서는 초기의 KDC(박효석 편)를 따라 ‘총류’, ‘철학·종교’,
‘역사·지리’, ‘어학·문학’, ‘미술·연예’, ‘사회·교육’, ‘정법·경제’, ‘이학·의학’, ‘공
학·공업’, ‘산업·교통’의 10종으로 분류되었고, ‘사회·교육’과 ‘정법·경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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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다시 세분되었다.

[표 2-5] 1970년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분류
사회·교육
사회(사회과학)
사회정책·사회사상문제
가사·육아법
교육·교육학
교수법·학과과정
보통교육·가정교육
전문교육·특수교육
사회교육(성인교육)
운동·오락

정법·경제
정법·총류
정치·국가학
입법·의회
행정·경찰
외교·국제관계
법률·법률학
경제·경제학
재정·회계법
국방·군사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에서 사회과학이란 말이 ‘사회·교육’ 분야의 소분류
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로 정치, 법률, 행정, 경제,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적인 범주이거나 책 제목에 직접적으로 사회과학이란 명칭을 포함한 경
우로 국한되었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1976년까지 학위논문과 단행본
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당시의 매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책이나 논문이 특히 많았으며 법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에
비해 사회학의 존재는 미미했다. 예컨대 1969년에 ‘사회(사회과학)’에 포함된
일반도서는 3권뿐으로 서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석목, 문화와 인도성(人道性), 천풍인쇄주식회사(비매품).
2) 성균관대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제8집(비매품).
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제21집(400원).

KDC는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에 의해 발행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
는 한국의 표준 분류표이다. KDC는 2013년에 나온 6판이, DDC는 2011년
에 나온 23판이 가장 최근 개정판이다. KDC는 DDC와 거의 유사한데, 서양
중심의 전개를 한국 및 동양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언어와 문학을 가깝게
배치한 게 특징이다. KDC와 DDC를 비롯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분류
표는 전체적으로 학문에 의한 분류를 바탕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주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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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DDC는 해리스(W. T. Harris)의 학문 분류에 기초하
고 있는데, 해리스는 베이컨(F. Bacon)의 학문의 진보(1605)에 등장한 학
문 분류 체계를 근거로 삼았다. 학문 분류와 도서관 분류표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표 2-6] 베이컨, 해리스, DDC, KDC의 주류(main classes) 배열
베이컨의
분류

해리스의 분류(역베이컨식)

주류

DDC
(23판)

KDC
(6판)

부록

98-100 총류
1 과학
2-5 철학
6-16 종교
17-31 사회학, 정치학
32-34 언어학
35-52 과학
53-63 유용기술
64-65 미술
66-78 문학

000

총류

총류

100
200
300
400
500
600

철학, 심리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700
800

예술
문학

언어
문학

79-97 역사

900

역사

역사

철학(오성)

과학

시학(상상)

예술

역사(기억)

역사

자료: 김연경 편역(2012);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2013).

KDC에서 흔히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문헌정보학은
020, 신문·언론·저널리즘은 070, 심리학은 180, 역사는 900에 분류된다. 일
반 단행본에서 사회과학의 범주가 확정된 것은 1980년에 개정된 KDC 3판
부터이며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에 개정된 범주가 도입된 것은 1982년부터
다. KDC 초판은 1964년, 수정된 2판은 1966년에 발행되었으며 1980년에
학문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3판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1980
년대 이후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판이
발행된 지 16년만인 1996년에 4판이 발행되었다. 2009년에 5판, 2013년에
6판을 발행하는 등 개정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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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DDC와 KDC의 ‘사회과학’ 범주 비교
강목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DDC(23판, 2011)
Social sciences, sociology & anthropology
Statistics
Political science
Economics
Law
Public administration & military science
Social problems & social services
Education
Commerce, communications & transportation
Customs, etiquette & folklore

KDC(6판, 2013)
사회과학
통계자료
경제학
사회학, 사회문제
정치학
행정학
법률, 법학
교육학
풍속, 예절, 민속학
국방, 군사학

이처럼 1980년대에 도서관의 일반도서 분류에서 사회과학이라는 범주가
확정된 것은 그나마 학위논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해방 후 1968년까지 한국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의 서지를 모두 수록한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1969)을 발간했다. 이 목록에 따르면, 1945~1968년에 박사학위자는 총
2,178명인데, 의학계가 1,912명(78%)로 압도적이었다. 자연계는 140명, 인
문계는 126명에 불과한데, 인문계에서 문학이 42명, 법학이 41명, 경제 34
명, 철학 9명을 차지했다. 석사학위자는 10,815명이었다. 정치학 석사 621명
중 1959년까지 10%에 불과하던 한국 관계 논문이 1960~1964년에 18%,
1965~1968년에 35%로 급상승하여 1950년대에 도입한 학문이 1960년대에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41).
국회도서관은 1969년부터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을, 정기간
행물 기사색인을 발간했으며 1997년부터 둘을 통합하여 국회도서관 문헌
정보를 CD-ROM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문헌정보는 ‘한국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총목록’과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외에 ‘단행본 목록’과 ‘비
도서 목록’을 함께 수록하였다. 국회도서관 문헌정보는 2005년 6월(27호)
에 종간되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한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은 1990년대에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
과학’으로 구분했다.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1990년대에
41) ｢해방 후 박사·석사논문 총목록 발간｣, 동아일보 1969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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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치·행정/법률/경제/산업·농수산/사회·노동/교육/문화·예술/문학·어학/철

학·종교/역사·지리/순수과학/의학·약학/공학·기술’로 주제별 분류를 고수했다.
오늘날 도서관의 분류표는 정부가 공인한 규정으로서 주로 분과학문 체계
에 따라 책에 기호를 배치한다. 같은 분류표를 사용하더라도 도서관마다 분
류표를 적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대학
도서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일지라도 분류기호가 일치하지는 않
는다. 이를테면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돌베개, 2004)은 국립중앙도서관
에서는 ‘331-4-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301.1 M624sKga2’라는
분류기호를 받는다. 또한 도서관의 분류표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과 같
은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보문고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은 ‘국내도서; 정치/사회; 사회학; 사회학일반’ 카테고리에 속할 뿐이
다. 서점에서는 판매의 편의를 위해 단행본에 나름의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
보통 국내도서와 국외도서를 먼저 구분하고, 국내도서에는 책의 형식과 내용
에 따라 ‘소설, 시/에세이, 자기계발, 예술/대중문화’ 등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는 약속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점에 따라 제각각이다. 알
라딘은 사회과학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교보문고와 예스
24는 ‘사회/정치, 경제/경영’ 등으로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묶어놓았다.
지식의 분류는 지식을 체계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
로운 지식이 등장했을 때 전통적인 제도의 틀에 맞추든, 아니면 반대로 새로
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 제도적 틀 자체를 바꾸든 지식 분류의 법칙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학 제도와 출판시장에서 사회과학의 범주와 분류가 제
각각인 것과 달리 학문 분류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한국
연구재단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분류표
를 만들었는데, 이 분류표는 학술연구지원의 관리 통계, 대학의 연구 활동 실
태 등의 조사, 연구 과제의 접수와 심사 및 평가자의 선정 등에 활용된다. 따
라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는 1999년 11월에 수행한 ‘학문
분류표 재설정에 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후 두세 차례 추가 연
구가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대분류(8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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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52개), 소분류(1,551개), 세분류(2,468개)의 4개 단계 수직구조로 학
술연구분야를 분류하는데, 대분류 체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류표에서 사회
과학은 중분류 22개, 소분류 269개, 세분류 479개로 다시 분류된다. 사회과
학 분야의 중분류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분과학문들
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8]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의 사회과학
대분류

사회과학

중분류(22개)
사회과학일반, 정치외교학, 경제학, 농업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지역학, 인류학,
교육학, 법학, 행정학, 정책학, 지리학, 지역개발, 관광학,
신문방송학, 군사학, 심리과학, 기타 사회과학

출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2013년 2월 기준).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의 중분류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과학문으로서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분야의 소분류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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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의 소분류42)
경제학 (11개)
경제학일반
수리/미시경제
거시경제
노동경제
재정/공공경제
금융(화폐)경제
소비자/소비경제
국제/세계경제
분야별경제
권역경제
기타경제학

정치외교학 (7개)
정치학일반
정치사상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지역정치
기타정치외교학

사회학 (19개)
사회이론/사상사
사회학연구방법론
사회사/역사사회학
경제/조직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인구/노인/지역사회학
의료/복지/사회정책
비교사회학/세계지역연구
사회변동/발전사회학
환경사회학
사회계층/계급
정치사회학/사회운동론
정보/과학기술사회학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문화/종교사회학
가족/성(gender)의 사회학
교육/지식사회학
북한사회 및 통일사회학
기타사회학

출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2013년 2월 기준).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는 국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분류 체계인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는 과학기술을 기획, 평가, 관리하거나 과학기술 지식, 정보를
생산, 관리, 유통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적인 분류 체계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라 2009년에 만든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표(2012년 개정)는 ‘자연’, ‘생명’, ‘인공물’, ‘인간’, ‘사회’, ‘인간과학과 기술’
분야를 다시 33개의 대분류로 나누는데, 이 중 ‘사회’ 분야의 대분류는 9개
로 ‘1) 법, 2) 정치/행정, 3) 경제/경영, 4) 사회/인류/복지/여성, 5) 생활, 6)
지리/지역/관광, 7) 심리, 8) 교육, 9)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다.
지식 생산·유통의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을 구분한다면, 대학 제도의

42) 경제학과 정치외교학은 세분류가 각각 34개, 29개 있지만 사회학은 소분류까지만 나
뉜다. 예를 들면 정치외교학의 소분류 ‘정치사상’은 ‘서양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한국정
치사상, 정치철학’으로 세분류된다. 이와 같이 분화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한국에
서 사회학이 경제학, 정치외교학에 비해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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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문 체계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는 사회과학 지식의 제
도적 기반을 대표하는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는
지식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분류로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도서관의 십진분류법이나 대형서점의 분류는 대중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문화적 기반의 분류 체계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이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표
들이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중분류에서 세분류로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는 것
은 지식의 전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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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한국 사회과학의 실질적 제도화와 전문화

사회과학이라 불리는 근대적 지식 체계의 범주와 특징은 일차적으로 대학
제도 내에서 형성되었으며,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주로 담당한 집단
은 분과학문별로 설립된 전문 학회이다. 한국에서 사회과학의 제도화는 해방
후 주로 미국의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를 모방하는 형식으로 급격하게 전개
되었으며, 1960~70년대에 이르면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만한 단계에 도달했다. 해방 전후 10여 년의 기간은 지식의 공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전쟁 후 미국 유학을 떠
난 학자들이 1950년대 말부터 속속 돌아오면서 서구 사회과학의 새로운 이
론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여 대학 제도의
연구와 교육에 혁신을 가져왔다. 1960년 4. 19 혁명을 계기로 학문의 자유
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정부의 주도로 근대화와 산업화가 강도 높
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과학자 집단의 학술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고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보급에 힘썼는지 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 경제
학, 정치학, 사회학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
국사회학회인데, 이들은 각기 경제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학
이라는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초기에 일반 잡지와 큰 차이가
없던 학회지들은 점차 상업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학회원들만을 위한 기관지
로 정착하였으며 게재하는 연구논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규범을 엄격하게

- 82 -

정함으로써 저널리즘과 차별되는 아카데미즘을 구현했다.
1970년대 초부터 전문 학회 내에서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점검이 본격적
으로 시도되었다. 매우 압축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한국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성찰이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성
찰은 1970~80년대 활발히 전개된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로 이어졌
다. 토착화 논의는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사회과학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
합성을 지니고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학계 내부에서만 통용
되는 지식이 아니라 대중에게까지 소통되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 학회들은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아카
데미즘에 입각한 대학 내부에 국한하려 했으나 1990년대 이후 대학 교육뿐
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자 전문가를 위한 연구와 대중을
위한 교육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1절 아카데미즘의 형성
1.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의 설립과 성장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들 중에서 경제학, 정치학(정치외교학), 사
회학을 대표하는 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이다. 세
학회의 설립과 초기 활동, 성장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제학회43)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1월 30일에 부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부산상고 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약 100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
데 학회의 임원을 선출했다. 교수 3명(신태환, 최호진, 고승제)이 발기인이
되었고 초대 회장은 신태환이 맡았다.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설립 취지서｣에
서 다음과 같이 창립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43) 한국경제학회에 대한 서술은 한국경제학회(2012), 한국경제학회 60년 연표와 한국경
제학회 홈페이지(http://www.kea.ne.kr)를 주로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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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학계의 현상(現狀)은 학적 체계에 있어서나 그 수준에 있어서
심히 불분명하고 연구의 편의도 또한 만족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사학(斯學)을 전공하고 있는 동학들
이 횡적으로 상호 제휴하여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연구의 발표, 비판, 보고,
의견 교환, 주장, 그리고 친목을 통하여 사학의 일층 체계적이고도 높은 수준
의 발전을 기도함이 좋고도 급한 줄 압니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해외 경제학
계와의 연구의 교환, 경제학도간의 친선을 꾀하고 국제적으로 사학 발전에 공
헌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회칙을 보면, 제2조 ‘목적’에서 “본회는 경제의 이론,
정책, 역사, 실정 등에 관한 연구 및 그것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
고 제3조에서 이를 위한 ‘사업’으로 “본회는 기관지의 발행, 외국 학회와의
연락,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諸)사업을 행한
다.”고 규정하였다. 학회의 목적이 경제학 연구 및 보급이므로 연구논문을
수록한 기관지의 발행은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학회 창립 후 첫 번
째 사업이 경제학연구의 창간이었다.
한국경제학회는 설립 이듬해인 1953년 10월에 경제학연구 창간호를 발
간하고 11월에 열린 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배부했다. 다른 학회들이
학회지를 내기까지 보통 몇 년의 시간이 걸린 데 비해 한국경제학회의 행보
는 매우 빠른 편이다. 1953년 창간호를 낸 후 1989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연 1회씩 학회지를 발간하다가 1990~1993년에는 연 2회로 늘렸고, 1994년
에 연 3회, 1995년부터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정기적인 영문 학회지의 발
간도 다른 학회보다 일렀다. 1985년 12월에 영문 학회지인 The Korean
Economic Review를 창간하여 1989년까지 연 1회 발간했으며 1990년부터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The Korean Economic Review는 2012년 3월에
SSCI44)에 등재되었다.
2014년 현재 한국경제학회는 연 4회 발간하는 경제학연구와 연 2회 발
44)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는 미디어 업체인 톰슨 로이터즈(Thomson
Reuters)가 제공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논문 인용지수이다. 학술지가 SSCI에 등재되
었다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널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2014년 11월 19일 기준으로 3,158개의 학술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의 학술지로는
12개의 영문 학술지가 등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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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는 The Korean Economic Review 외에 연 1회 경제학문헌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6년 12월에 경제학문헌목록(1990/1994)과 경제학문
헌연보(1995)』제1집을 동시에 내놓은 뒤 매년 발간하는 경제학문헌연보
에 그해 출간된 경제학 관련 저서, 역서,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들의 서지사항
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 한국경제학회는 이처럼 연구자들을 위해 문헌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학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학회지와 문헌연보 발행 외에 외국 학회와의 소통이나 국내 경제학자들의
학술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회의 행사로
정기총회 외에도 전국대학원학생 경제학연구발표회, 회원연구발표회 등 학술
대회를 개최했는데, 대학원학생 연구발표회는 4회(1960년)로 막을 내렸으나
회원연구발표회는 꾸준히 이어져 1984년 이후 매년 1회 열리는 ‘정기학술대
회’45)로

개편,

확대되었다.

1963년

7월,

국제경제학회(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IEA)에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84년 8월
에 처음으로 ‘국제한국인경제학자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격년으로 국제학술
대회를 주관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
최하여 한국경제학회, 경제사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노
동경제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등 7개 학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학공동학술대회는
2001년부터 연 1회로 정례화되었다.

2) 한국정치학회46)
한국정치학회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53년 10월
18일에 부산의 서울대 임시교사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전후의
어수선한 상황 때문에 피난지의 대학들이 서울로 복귀한 후에도 거의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56년 7월에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이선근)47)을
45) 해당년도의 정기학술대회를 익년 2월에 개최한다. 1984년 2월에 개최한 1983년도 정
기학술대회가 처음이다.
46) 한국정치학회에 대한 서술은 한국정치학회(2003), 한국정치학회 50년사와 한국정치
학회(2013), 한국정치학회 60년사, 한국정치학회 홈페이지(http://www.kpsa.or.kr)를
주로 참조했다.
47) 한국정치학회 초대 회장인 이선근과 한국사회학회 초대 회장인 이상백은 원래 역사학
자인데, 서울대학교 창설 당시 정치학과, 사회학과로 각기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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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학회 임원들을 선출했다. 1957년 8월에는 유네스코(UNESCO) 한
국위원회 산하 학술단체로 가입하였고 이듬해에 학술강연회와 학술보고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1960년 4. 19 혁명의 여파로 학회가 다시 개점휴업 상태
로 돌아가자 그해 9월에 ‘정치학연구회’가 따로 발족하여 두 개의 학회가 병
존하게 되었는데, 1962년 10월에 두 학회가 통합되면서 한국정치학회는 제2
의 창립을 맞았다.
학회지인 한국정치학회보 창간호는 1959년 4월에 발간되었다. 그러나
제2집은 창간 후 8년이 지난 1967년에야 발간될 수 있었고, 그 후로도 띄엄
띄엄 나오다가 1971년부터 매년 1권 이상 꾸준히 발행되기 시작했다. 정기
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던 초창기에 정치학자들은 주
로 월간 교양지인 사상계에 글을 기고했으나, 학회지를 안정적으로 발행하
기 시작한 후에는 근대화와 민주화 등 정치학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논문을
학회지에 기고하게 되었다. 학회지인 한국정치학회보 외에 학회 소식지인
한국정치학회 소식이 1969년부터 발행되고 있다. 다른 학회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로 학회에서 펴내는 단행본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현대
의 정치학(일조각, 1965)을 효시로 2014년까지 30여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
다.
한국정치학회는 1967년 9월에 열린 브뤼셀 세계대회에서 단체회원으로 세
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에 가입했고
1970년 제8차 뮌헨 세계대회에 처음으로 대표를 파견했다. 1997년 8월에는
제17차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1960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열
렸던 연구발표회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횟수가 증가하여 정기적인 월례발표
회와 연례연구발표회가 추가되었다. 1975년부터 북미(北美)에서 정치학을 가
르치고 있는 한국인 정치학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합동학술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다가 1989년부터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로 확대, 개편했다. 1998년
이후 일본정치학회와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태국
정치학회, 영국정치학회 등과 교류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한·러수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었고 2001년에는 남북정상회담 1주
년 기념 학술대회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었다.
외부와의 교류가 넓어진 반면에 학회 내부에서는 분파 움직임이 커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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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이념을 기준으로 분파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
는 지역이나 이익에 따라 분파하려는 경향이 늘어났다. 특히 1956년에 창설
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는 분파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독자
적인 성장을 이뤘다. 학회에 소속된 학자들 중에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한국국제정치학회는 학회지인 국제정치논총(1963년 창간)을 기반으로 국
제정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키우고 있다. 그런데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대학
의 학과 체계에서 정치외교학과로 함께 묶여 있으므로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반면, 한국행정학보(1967년 창간)를 발간하는 한국행정학회는 각 대학의
행정학과를 기반으로 삼아 독립성이 더 강한 편이다.

3) 한국사회학회48)
경제학, 정치학이 해방 이후 여러 대학에서 학과로 설치되었던 반면, 사회
학이 학과로 설치된 경우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가 유일했고 1954년에야 경
북대학교에 두 번째 사회학과가 설치될 수 있었다. 전국에 2개의 학과밖에
없던 1956년 10월 24일에 서울대 박물관장실에서 14명이 모여 학회 설립을
논의했고, 이듬해 5월 5일에 서울대 문리대 교수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했다. 창립 당시 회원은 28명이었고49) 초대회장은 이상백이 맡았다.
1957년에 학회를 창립했지만 학회지인 한국사회학 창간호는 7년 뒤인
1964년 11월에야 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창간 후에도 1976년까지는 발간
하지 못한 해가 적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였다. 창간 이듬해인 1965년에 발
간하지 못했고 5집(1969-70), 6집(1970-71), 10집(1975-76)은 연 1회 발
행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1984년부터 여름호와 겨울호로 연 2회 발행하
다가 1993년 이후 연 4회 이상 발행하면서 표지의 발간연도와 실제 발간연
도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
한국사회학회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창립되었기에 초기에는 대부
48) 한국사회학회에 대한 서술은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학 45년과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사회학회 50년사, 한국사회학회 홈페이지(http://www.ksa21.or.kr)를 주
로 참조했다.
49) 명단이 남아 있지 않아 창립회원 28명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사회단체
등록법｣에 따라 홍보처에 창립 허가 신청을 내야 했는데, 일정 수 미만의 단체는 허가
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립총회의 참석 인원을 늘려 잡았다는 얘기가 있다(변시민,
20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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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행사가 서울대에서 열렸고 간혹 이화여대와 경북대에서 열리는 경우가
있었다. 1956년 10월, 학회의 설립을 준비하는 모임에 참석한 14명은 서울
대 사회학과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이었다. 한국 최초의 사회학 관련 정기간
행물 역시 학회지인 한국사회학이 아니라 1958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발간한 잡지인 사회학보를 꼽을 정도로 사회학의 제도화에
있어서 서울대 사회학과의 영향력이 컸다.
1972년에도 사회학과는 전국에 5개뿐이었다. 한국사회학회는 1972년에
‘사회학과증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사회학과 증설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 각 대학의 책임자 등에게 보냈으며 1980년
에도 한 차례 더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한국사회학회는 이러한 노
력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전국 대학에 사회학
과가 많이 신설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66년 9월에 프랑스에서 열린 제6차 세계사회학대회에 참석하여 세계사
회학회(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ISA)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
후 지속적으로 국제 학술회의에 대표를 보냈으며 제5차 동아시아 사회학 국
제학술대회(1987년), ‘21세기의 아시아: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
대회(1989년), 동아시아 사회학의 미래 심포지엄(1996년)과 같이 외국 학자
들을 초대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1965년부터 연 2회
로 연구발표회를 확대했고 1966년 11월 제12회 연구발표회부터 ‘한국사회학
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2년부터 월례발표회를 열기 시작했으며
1979년 이후에는 분과별 토론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학대회의 규
모가 커졌다.
1980년대에 다양한 분과학회와 유관학회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인구·도시
연구회(1985년 창립), 한국비교사회학회(1988년 창립) 등이 연구 분야에 따
라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분과학회라면 한국사회사학회
(1980년 창립), 한국산업사회학회(1984년 창립) 등은 비교적 독자성을 갖는
유관학회라고 할 수 있다. 1980~90년대에는 이념 및 연구 지향에 따라 유
관학회들과 한국사회학회 사이에 다소 긴장이 있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
후 사회학 내부의 전문화 성향이 강화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사업 등으로 학회 활동이 표준화되면서 한국사회학회 중심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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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회들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의 연혁에서 중요한 사건을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의 성장
한국경제학회
1952년 11월
부산에서 창립

한국정치학회
1953년 10월
부산에서 창립

한국사회학회
1956년 10월
서울에서 창립

1953년 10월
경제학연구 창간

1959년 4월
한국정치학회보 창간

1964년 11월
한국사회학 창간

1960년 12월
연구발표회 개최

1960년 11월
연구발표회 개최

1957년 10월
연구발표회 개최

1963년 7월
국제경제학회 가입

1967년 9월
세계정치학회 가입

1966년 9월
세계사회학회 가입

1965년 6월
월례발표회 개최

1970년 4월
월례발표회 개최

1972년 3월
월례발표회 개최

1984년 2월
정기학술대회 개최
1984년 8월
국제한국인경제학자학
술대회 개최
1993년 1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1976년 11월
연례연구발표회 개최
1989년 7월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개최
1995년 1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1966년 11월
한국사회학대회 개최
1987년 12월
제5차 동아시아 사회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1996년 1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2014년 현재
개인회원 약 4,500명

2014년 현재
개인회원 약 2,000명

2014년 현재
개인회원 약 1,000명

이들 세 학회의 창립과 성장 과정을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학회 모두 1950년대에 창립하고 1960년대에 단체회원으
로 국제 학회에 가입했다. 1970년대에 회원들의 연구발표회를 확대하고 정
례화했으며 1980년대에 해외 학자들을 초대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법인화를 통해 순수학술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
환하였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학
회의 사업은 세 가지다. 첫째, 연구자들끼리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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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둘째, 학회
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분과학문의 전문적 지식 생산과 보급을 대표하는
매체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분과학문과 관련된 국내의 다른 학회들과
소통할 때 중심적인 위치에 서고, 해외 학회들과 교류할 때에는 한국을 대표
하여 교류 및 협조 사업에 나서는 것이다.
학회마다 사업의 빈도와 중요성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학회의 사
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학회지의 정기적인 발간을 꼽는데 주저함
이 없다는 점은 일치한다. 학회지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생산과 보
급을 돕는 일이야말로 전문 학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학회는 학회지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발간했다고 자부하는데, 실제
로 경제학연구는 1953년 창간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발간되었다. 한국
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은 초기 몇 년 간 다소 불안정했지만 학회의 기
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1976년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빠짐없이 발간했다.
창간 직후인 1950~60년대에 발간된 학회지들은 근대계몽기에 서구 사회
과학 분과학문들을 소개한 잡지들과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
전히 분과학문의 주요 개념이나 서구 학계의 동향을 소개하는 데 지면을 상
당 부분 할애했으며 서평(書評)의 대상도 번역되지 않은 외국의 저작들이 대
부분이었다. 또한 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의 참관기
가 종종 실리기도 했다. 이런 경향은 창간 시기가 가장 이른 경제학연구에
서 20년 넘게 지속되었고, 실질적으로 1970년대 들어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에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의 학회지 창간 후 발행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의 경우 창간
후 연 1회 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시기를 ‘불안정기’로 따로 분류했다.
또한 두 학회지는 경제학연구와 달리 발간 횟수가 일정하지 않아 표에서
연 2회로 분류된 기간 중에도 연 1회나 연 3회 발간된 경우가 있다. [표
3-2]는 대략적인 추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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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경제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학의 연 발간 횟수
불안정기
경제학연구

없음

1회

2회

3~4회

1953~89 1990~93 1994~

5회 이상
없음

한국정치학회보 1959~70 1971~85 1986~92 1993~2001 2002~
한국사회학

1964~75 1976~83 1984~92 1993~2000 2001~

경제학연구 24집, 한국정치학회보 10집, 한국사회학 10집이 발간된
1976년을 기점으로 세 학회지는 연 1회 이상 꾸준히 발행되었다. 따라서
2014년에 경제학연구는 62집,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은 똑같이
48집을 발간하는 데 이르렀다. 연 2회 발간되었던 시기를 학회지의 ‘성장기’
라고 본다면, 연 5회 이상 발간되고 있는 2000년 이후는 ‘절정기’라고 규정
할 수 있다. 경제학연구는 1994년 이후 변함없이 연 4회 발간하고 있지
만, 한국정치학회보는 2002년부터, 한국사회학은 2001년부터 연 5회 이
상 발간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은 연 6회 중 2회를 영문
학회지로 발간하는 반면, 한국경제학회는 1985년 이후 연 2회 발행하는 영
문 학회지를 따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 학회 모두 국문 4회, 영문 2회씩
연 6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 사이에 이처럼 발간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는 인문학, 사회과학의 학회지들 중에서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다른 종류의 정기간행물
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전문 학술지로서 학회지의 정립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설립 이듬해인 1953년 10월50)에 경제학연구 창간
호를 발간하였는데, 다른 학회들이 학회지를 내기까지 보통 몇 년의 시간이
걸린 데 비해 매우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행된 경제학연구 창간호는 오늘날 학회지와 비

50) 표지에는 ‘1953년 8월’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10월 10일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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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얇은 팸플릿 정도로 보이지만 한국경제학의 야심만만한 출발을 알리
는 것이었다. 창간호의 편집진은 편집후기에서 “이 학회지가 깊은 곳에 감추
고 있는 사명은 우리 한국경제학계의 수준을 세계 각국의 그것에 못지않을
만큼 높은 수준에로 끄집어 올리는 촉진적이고 매개적인 역할을 다하는 데
있다. 이런 의도가 한쪽의 편견도 없이 가장 말쑥하게 우리 경제학계와 일반
독자층에 수납되기를 바란다.” 하고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편집후기 말미에
는 “전권을 걸쳐 생생하게 역동하는 것은 모든 집필자들이 강의안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에 여념이 없었던 종래의 만네리즘(mannerism)을 조소(嘲笑)
하고 또는 그것에서 이탈하면서 되도록 독창적인 업적의 확립에로 몸부림치
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하며 학회지를 통한 연구논문 발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자들의 독창적인 업적을 경제학계뿐
만 아니라 일반 독자층에게까지 선보이는 곳으로서 학회지를 자리매김하려
했다. 그러나 편집후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1950년대에 교과서와 강의안 제
작 등 대학 제도를 체계화하는 일만으로도 정신없이 바빴던 교수들이 독창적
인 연구논문을 집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회지를 1년에 1권씩 꼬박
꼬박 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자 1956년에는 ‘제◯권 제
◯호’ 대신 ‘제4권’이라고만 표기했으며 이듬해부터는 ‘제◯집’으로 호수를 매
기게 되었다. 1988년부터 다시 ‘제◯집 제◯호’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이후 1년에 2권 이상 발행하였다.
또한 학회지가 일반 독자층에게까지 보급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무리한 의
욕임이 금방 드러났다. 창간호와 이후 발간된 몇 년 치의 학회지를 살펴보면,
초기의 경제학연구가 회원들의 회비 외에 출판업계의 후원과 일반 독자층
에 대한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학연구 창간호에
축하 광고를 실은 업체는 8개인데, 을유문화사(대학총서 간행), 원남서원(외
국도서 전문), 박문서관(중고등학교 교재 출간), 문연사(학술서적 출판), 일한
도서주식회사(서울대학교 번역총서 간행), 조문사(법정총서 간행), 수도문화
사(종합잡지 수도평론 간행), 낙동서림(외국도서 전문)으로 모두 출판사였
다.
그런데 10집(1962)에 실린 학회 창립 10주년 축하 광고에서는 출판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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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관 및 기업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관 및 기업 광고가 11개(대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연구원, 아시아 파운데이션 서울
사무소, 한국무역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중앙상무주
식회사, 한국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일산업주식회사)인 반면, 출판업계의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 작은 크기로 4개(동아금속인쇄공업주식회사, 동국
문화사, 박영사, 보문각)에 그쳐서 창간호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10년 동안
꾸준히 학회의 역량을 쌓으면서 시중 판매를 통해 일반 독자층에게까지 전문
적 지식을 보급하는 방식 대신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만 배부하는 기관지
형식을 확정짓게 된 것이다.
경제학연구의 창간호와 2집은 출판사가 발행을 맡았다. 창간호는 창문사
(昌文社)에서, 2집은 박문(博文)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그러나 3집(1955)부
터 출판사가 아니라 한국경제학회로 발행소가 고정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학
회지에 가격표가 붙었다. 창간호의 정가가 230환(圜)이었고, 2집은 450환이
었다. 1962년 화폐개혁 이후에 발간된 10집은 신권으로 150원이었으며, 이
후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가격이 올랐다. 1963년에 국제경제학회에 가
입하고 해외 학회들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13집(1965)부터는 미화(美貨)로
도 가격표가 붙었다. 그러나 23집(1975) 이후에는 한화든 미화든 더 이상
가격표가 붙지 않았다.
20년 넘게 가격표를 붙이긴 했지만, 경제학연구는 창간 직후부터 이미
시중 판매용이 아니라 학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만 배부되는 기관지
로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회와 학회지를 일신
하면서 회원 규정도 분명하게 정립되었다. 학회 설립 시에는 회칙 제4조 ‘회
원’에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강사”로 자격
을 제한했는데, 1961년 12월에 열린 10회 총회에서는 “제1항: 대학교수 및
강사, 제2항: 대학원 2년 이상의 학생, 제3항: 2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자로서
조사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제4항: 기타 평의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분류
하여 대학원생과 조사연구기관의 종사자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했다. 그러나
학회 가입 조건은 완화하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라야 한다.” 하며 회
비 납부 의무를 명시했다. 1962년 회비의 경우 조교수급 이상은 연 4,000환
(신권 400원), 그 이하는 연 2,000환(신권 20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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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와 정부 기관 등의 재정 지원으로 학회지를
발행하면서 경제학연구는 완전하게 ‘비매품’이 되었다. 초기에 학회 임원
몇 명의 기부나 여러 기업의 후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학회지를 발행한 것
과 달리 1970년대에 들어 정부 기관의 출판비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안
정적인 발간이 가능해졌다. 22집(1974)에서 처음으로 “본학회지는 재단법인
‘산학재단’으로부터의 출판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문구를 학회
지 말미에 붙이게 되었고, 이후 산학협동재단, 문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의 부분적인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한국경제학회가 1953년부터 경제학연구를 매해 1권씩 꾸준히 발행하면
서 출판계와 거리를 두고 전문 학술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한 과정을 후발주자
인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가 거의 그대로 따랐다. 한국정치학회보의
창간호는 1959년 4월에 일조각(一潮閣)에서 발행되었으며 가격은 800환이었
다. 출판사가 발행을 맡긴 했지만 인쇄비는 모두 학회장(이선근)이 부담했다.
2집은 창간호 발행 후 8년 뒤인 1967년 12월에 발행되었는데,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발행소가 출판사가 아니라 한국정치학회가 되었다. 또
한 발간이 중단된 동안 화폐개혁이 있었기에 가격은 신권으로 300원이 매겨
졌다. 2집 발간 당시 학회장이었던 민병태는 ｢간행사｣에서 학회지의 발간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학회활동을 만족스럽게 촉진하지 못한 본인의 능력이
미진한 탓도 있지만 4. 19와 5. 16의 양차혁명을 겪는 동안 학술단체의 활
동이 이따금 중단된 때문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오랜만에 나온 한국정
치학회보 2집은 실질적인 창간호 같은 느낌을 주며 발간을 축하하는 취지
로 4명의 국회의원(김종필, 김성곤, 김성희, 윤천주)과 아세아재단 한국지부
의 광고가 실렸다. 한편 한국사회학은 1964년 11월에 발간한 창간호부터
발행소를 한국사회학회로 표기했으며 비매품이라고 명기하였다.
학회지가 학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학술지로 정착되는 과정에
서 판형의 변화도 눈에 띤다. 한국정치학회보는 3집(1969)에서 판형을 바
꾸는 등 학회지 체제를 일신했다. 1, 2집은 일반 단행본과 같은 국판(菊版)이
었으나 3집에서 크기가 커졌는데, 이러한 변경에 대해 편집후기에서는 “종전
의 국판을 4×6배판으로 늘림으로서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평가
했다. 한국사회학은 창간호만 국판이었고 2집(1966)부터 판형을 키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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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집(1993)부터 신국판으로 다시 작아졌다. 경제학연구 역시 국판으로 발
행되다가 20집(1972)에서 4×6배판으로 크기를 키웠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정기적인 발행이 가능해진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이 초기부터 다수의 회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전문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갖춘 반면, 1950년대부터
꾸준히 발행된 경제학연구의 경우 학회 설립과 성장을 주도했던 소수의 선
구자, 공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정치학회보는 학자
개인에게 헌정된 경우가 없으며 한국사회학은 1966년에 발간된 2집이 같
은 해 4월에 타계한 이상백 교수 추념호로서 ｢추도문｣과 ｢문헌록｣을 수록하
였지만 그 외에는 화갑기념, 고희기념 특집호 등을 발간하지 않았다51). 그러
나 경제학연구는 22집(1974)이 최호진 교수 화갑기념, 23집(1975)이 김준
보 교수 화갑기념, 25집(1977)이 고승제 박사 화갑기념, 27집(1979)이 김삼
수 교수 화갑기념, 30집(1982)이 신태환 박사 고희기념, 32집(1985)이 최호
진 박사 고희기념, 35집(1988)이 고승제, 조기준 교수 고희기념 특집호로 발
간되었다. 이와 같은 특집호의 발간은 초기 학회지의 독특한 문화로서 전문
학술지 체계가 확립된 199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또한 전문 학회가 제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던 1960~70년대에는 학회
지에 해외 학회 참관기가 종종 실렸다. 정부의 규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외국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학회에 참석한 학자의 기록은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세 학회지에 실린 해외 학회 참관기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경제학연구
• 고승제(1960), ｢제1회 세계경제사학회의 참관보고｣, 8집.
• 최호진(1961), ｢일본 천리대학 조선학회 참석보고｣, 9집.
• 윤석범(1966), ｢제2차 아시아 경제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참석보고｣, 14집.
• 최호진(1967), ｢제79차 미국경제학회 연차대회 참관기｣, 15집.
• 최호진(1971), ｢제8차 국제경제학회 참석보고｣, 19집.
51) 한국사회학 2집(1966)에는 미국 사회학회의 33대 회장이었던 룬드버그(G. A.
Lundberg) 교수를 추도하는 문헌록을 싣기도 했다. 11집(1977)에서 양회수 교수의 회
갑을 기념하고, 13집(1979)에서 타계한 이해영 교수를 추념하긴 했지만 따로 특집을 편
성하지는 않았다.

- 95 -

• 고승제(1977), ｢제5차 세계경제학자 대회 참석보고｣, 25집.
2) 한국정치학회보
• 김계수(1973), ｢세계정치학회 제9차 대회 참가기｣, 7집.
• 김운태(1974), ｢미국정치학회(APSA) 1974년도 연차대회 참석 보고｣, 8집.
• 배성동(1976), ｢제10차 세계정치학회 참가기｣, 10집.
• 문승익(1979), ｢세계정치학회 제11차 회의 참가기｣, 13집.
3) 한국사회학
• 홍승직(1966), ｢세계사회학대회 참가기｣, 2집.
• 홍승직(1974), ｢제8차 세계사회학대회 참가기｣, 9집.
• 심영희(1980), ｢제20차 독일 사회학대회 참가기, 14집.｣

초기에 전문 학회들은 해외 학회에 참석한 학자의 경험을 학회 회원들과
나눔으로써 학회 활동과 학술대회 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 예로 고승제는 1960년 8월 17~19일에 스톡홀름경제대학에서
열린 ‘제1회 세계경제사학회’에 참석한 후 보고서를 경제학연구 8집에 실
었다. 이 학회에는 245명이 참석했는데, 미국 36명, 영국 45명, 프랑스 28
명, 스웨덴 29명이 참석했고, 동양권에서는 인도 1명, 일본 6명, 한국 1명뿐
이었다. 그나마 인도 1명도 영국인이어서 고승제는 “스스로 적막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해외 학
회에서 목격한 일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정 시간은 15분간이었으나 25분으로 길어졌다. 이처럼 짧은 보고에 대하여
33명의 교수가 등단하여 질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자는 질의의 요지를 기록하
기에 바빠하고 개개 질의에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고 모든 질의가 끝난 연후
에 15분가량 총체적으로 요약 답변할 뿐이었다. 하오 1시에 시작한 이날 회
의는 밤 11시 반에야 끝났다. 구미의 학술회의가 하나의 관습을 가지고 있다
면 질의의 전개에 말할 수 없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고
승제, 1960: 79)

이처럼 해외 학회 참관기를 학회지에 실은 이유는 단순히 외국 학계의 학
술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여 전문 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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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방식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연구논문에
서도 해외 학회 참관 경험이 종종 언급되기도 했다. 예컨대, 한국정치학회
보 창간호(1959)에 실린 윤천주의 ｢행태과학적 정치학의 역할｣의 경우, “본
인이 1958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미국정치
학회 제54차 연차대회를 참관한 보고를 우리 학회에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데 있어서도 항상 어린 우리 학회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머리에 두고 쓰고 있다.”는 말로 논문이 시작된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이 해
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고 전문 학회들이 정기적
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학회 참관기는 더 이상 학회지에
실리지 않게 되었다.
한국사회학회는 전문 학술지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독창
적이고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소개하기
위해 간행된다. 둘째, 게재 과정에서 동료들의 평가와 리뷰를 거친다. 이 점
은 전문 학술지가 일반 잡지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별되는 요소다. 셋
째, 전문 학술지의 독자는 전문 연구자들이다. 따라서 전문 학술지에 실을 연
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대중적 인기나 흥미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소수의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기대한다. 넷째, 간행이 정기적이며
대체로 연 4회 계간 발행 형식이 전형적이다. 다섯째, 비영리적 간행물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정가가 있는 상업출판물이 아니라 비매품이며 기관에 가입
된 회원에게만 배포되는 기관지인 경우가 많다(한국사회학회, 2007). 전문
학술지의 이러한 특징들 중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부분, 즉 정기적인 간행과
비매품이라는 특징 등은 1970년대에 이미 확립되었다. 그러나 일반 잡지의
글들과 차별되는 연구논문의 형식, 전문 학술지 특유의 게재 절차 등이 학회
지에서 완전하게 구현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다.

3.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분화

경제학연구 창간호(1953)는 4편의 연구논문과 학계동향 보고 1편, 자료
소개 1편, 서평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논문으로 신태환의 ｢화폐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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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개념｣, 최문환의 ｢피히테의 ‘봉쇄상업국가’론｣, 고승제의 ｢한국 광업사
(鑛業史)서설｣, 유진순의 ｢한국 인프레 급(及) 반(反)인프레 요인의 분석｣이
실렸고, ‘학계동향’ 항목에 조기준이 ｢현대경제사학의 과제｣를, ‘자료’ 항목에
안림이 ｢구주(歐洲)통화인상론과 국제경제상의 의의｣를 발표했다. ‘서평’은
모두 번역되지 않은 외국도서에 대한 것으로 슘페터(J. A. Schumpeter)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50)에 대한 이상구의 서평과 그
루치(A. G. Gruchy)의 Modern Economic Thought(1947)에 대한 김두희
의 서평이 실렸다.
창간 이후 연구논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창간호(1953)부터
28집(1980)까지 경제학연구에 실린 연구논문은 총 157편으로 권당 평균
5.6편의 연구논문이 실렸는데, 1950년대(1953~1960년)에 평균 4편, 1960
년대(1961~1970년)에 평균 5편, 1970년대(1971~1980년)에 평균 7.5편으
로 증가했다. 그런데 권마다 편차가 심해서 8편이 실린 10집, 11편이 실린
15집, 19집, 25집 등 주기적으로 특정한 기념호에서만 연구논문의 수가 대
폭 증가했다. 반면 2집에는 연구논문이 2편만 실렸고 4집, 6~9집, 14집, 18
집의 경우 3편이 실리는 데 그쳤다. 연구논문의 저자는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157편 중에 한국어 논문이 110편, 영어 논문이 43편, 독일어 논문이 4편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정치학회보의 창간호(1959)에는 학회 회장인 이선근의 ｢창간
사｣와 연구논문 6편, 서평 등이 실렸다. 김상협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
신기석의 ｢대원군의 구치(拘致), 석회(釋回)｣, 백상건의 ｢정당본질에 관한 약
간의 문제점｣, 강상운의 ｢위화도 회군 이후의 정치외교사 연구｣, 윤천주의 ｢
행태과학적 정치학의 역할｣과 함께 미국 유학생(캘리포니아대학 박사과정)인
이정식의

영어논문

｢Variations

of

Governmental

Form

in

Modern

Democracies｣가 창간호를 채웠다. 표지의 목차에는 서평이 빠져 있는데,
1958년에 출간된 4권의 단행본(박일경의 현대비교정부론, 민병태의 정치
학, 신상초의 현대정치의 제문제, 이용희의 정치와 정치사상)에 대해서
이경구가 서평을 실었다. 또한 역시 표지 목차에는 빠져 있는데, 서중석이 ｢
8. 15 해방 후의 한국정치학계｣라는 글에서 해방 전부터 1958년까지 국내에
출간된 대표적인 정치학 단행본들을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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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은 ｢8. 15 해방 후의 한국정치학계｣에서 해방 이전에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한 책들을 정치학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면
서도 정치사(史) 방면에서 박은식의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고권
삼의 근대조선 정치사, 이능화의 조선기독교 외교사, 민태원의 갑신정
변과 김옥균, 김태준의 조선민란사 등을 정치학의 전통에 포함시킨다. 그
런데 해방 이후에도 정치학 연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학자들이 연구보
다 정치 실천 쪽에 몸을 던졌으며 연구의 토대가 될 만한 사료의 확보 및 정
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서중석, 1959). 따라서 무게 있는 학술서보다 사회
적 수요에 따른 교과서, 계몽서 출간이 잇달았고 강상운의 현대정치학개론
(1948) 등을 제외하면 겟텔(R. G. Gettell), 라스키(H. J. Laski), 슈테른베르
크(K. Sternberg) 등의 개론서를 번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단절을 겪은 후 정치학계는 과거보다 저술 면에서 활발한 활
동을 보이게 되었다. 교과서 및 입문서 분야만 봐도 윤세창의 정치학개요
(1954), 백상건의 정치학입문(1954), 정인흥의 정치학(1954), 강상운의
신고(新稿)정치학개론(1954), 이종환의 정치학(1956) 등이 출간되었으
며, 선거제도론, 비교정부론, 국제정치학, 정치와 정치사상, 지방자
치의 기초이론 등 정치학의 각론에 속하는 책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
나 여전히 번역서에 대한 의존이 훨씬 컸고 여러 개론서 외에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 정치학의 고전들이 이 무렵에 활발하
게 번역, 출간되었다.
이처럼 1950년대에는 번역된 정치학 개론서 외에 국내 학자의 저술은 손
에 꼽을 정도였으며, 연구논문이 발표될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중석
은 교양지인 학풍 1950년 1월호가 ‘정치학 특집호’로 편성되어 4편의 연
구논문(이동주의 ｢권력균형과 국제연합｣, 이상백의 ｢다수결원칙의 논리｣, 고
재국의 ｢이조당쟁론｣, 김정실의 ｢의회론｣)을 실은 것을 정치학계의 중요한
사건으로 꼽으며, 한국전쟁 후에는 고려대학교 50주년 기념논문집(1955)
과 중앙대학교 30주년 기념논문집(1955)에 훌륭한 연구논문들이 실렸다고
소개한다(서중석, 1959).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치학회보의 창간은 정치
학계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전문적인 학술지의 등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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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 창간호(1964)에는 연구논문 6편 외에 배용광의 ｢머리말｣,
‘해외 사회학’ 항목에 최홍기의 ｢미국사회학에 있어서의 후진국이론｣, ‘서평’
항목에 파슨스(T. Parsons)와 쉴즈(E. Shils)가 편집한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1951)에 대한 정철수의 서평이 실렸다. 연구논문 6편은
김경동의 ｢태도척도에 의한 유교가치관의 측정｣, 김대환의 ｢농촌사회학의 근
황｣, 김영모의 ｢이조(李朝) 삼의정의 사회적 배경｣, 김일철·정홍진의 ｢농촌사
회의 변동과 그 수용과정｣, 조규갑의 ｢미국가족제도의 문제점｣, 최재석의 ｢
한·중·일 동양삼국의 동족비교｣인데, 집필자의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
치되었다. 또한 학회지 말미에 ｢사회학 관계 문헌 목록(1945~1964)｣과 ｢학
회 소개｣가 첨부되었다.
학회지 창간 전에 이루어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은 한국사
회학에서 좀 더 세밀하게 수행되었다. 서중석이 학회 창립 이전 한국 정치
학 연구의 성과로서 단행본들을 대략 간추려서 소개한 것과 달리 최재석은 ｢
사회학 관계 문헌 목록(1945~1964)｣에서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저서, 역
서, 논문의 목록을 작성했다. 최재석이 사회학 관계 문헌을 선정한 기준은 첫
째, 사회학 관계자의 저서, 역서, 논문은 거의 전부 수록하며, 둘째, 사회학
관계자가 아닌 저자의 경우 필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었다. 또한 셋
째, 논문에 있어서는 순수학술잡지에 게재된 것만을 수록하였는데 제외한 것
들을 상세하게 밝혔다. 최재석이 제외한 매체는 다음과 같다(최재석, 1964:
115).

1) 대중을 위한 강좌인 현대인강좌, 현대사상강좌, 20세기강좌 등에 수
록된 것.
2) 영문잡지인 Koreana, Korean Affairs, Korea Journal.
3) 대학에서 출판되는 잡지라도 학생이나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잡지, 예를 들
면 문리대학보(서울대 문리대, 고려대 문리대), 문경(文耕)(중앙대 문리
대), 경대(慶大)학보, 국민대학보, 이화(梨花), 녹원(綠苑), 숭대학보
, 사회학보(등사판(謄寫版),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 연구(이화여대), 사
상(중앙대) 등.
4) 대중교양잡지, 예를 들면 사상계(그 전신인 사상 포함), 학풍, 여원
(女苑), 여상(女像), 신세계(1958년 창간, 1962년 창간), 자유춘추, 
한국평론, 신천지, 자유공론, 세대, 현대공론, 학총(學叢), 민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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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민족문화, 동아춘추, 현대, 새벽, 국제평론, 희망(내용 개정
후), 신사조(1949년 창간, 1962년 창간), 지성계 및 현재 발간되고 있는
제(諸) 교양잡지.

최재석이 배제한 사상계, 사조(思潮) 등의 경우 서중석은 ‘일류 학술
지’로 여기며 “정치학자들이 귀중한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 하고 평한 바
있어 대조된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구논문을 실은 매체로
는 부정기적인 합동논문집이나 아세아연구, 진단학보, 사회학논총 정
도만 인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학회 창립 이전 20년 동안(1945~1964년)
사회학 관계 문헌은 저서 72권, 역서 53권, 논문 50편으로 총 175편에 그쳤
다52). 최재석은 일본사회학회의 주제별 분류를 참조하여 이 문헌들을 25개
분야로 분류했는데, 저서에서는 ‘일반입문서 및 학설 소개’ 분야가 13권으로
가장 많았고, 역서에서는 ‘일반입문서 및 학설 소개’, ‘정치사회학’, ‘인구론’,
‘사회심리학’이 6권씩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논문의 경우 ‘가족’이
9편, ‘도시’가 7편, ‘농산촌(農山村)’이 6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았다.

52) 창간호의 문헌 목록에서 저서는 69권인데, 한국사회학 2집(1966)에서 3권의 저서가
누락되었다며 추가했다. 창간호의 문헌 목록 외에 2집에 ｢사회학 관계 문헌 목록(1964.
9. 21~1965. 12. 13)｣이, 5집(1969-70)에 ｢사회학 관계 문헌 목록(1966. 1. 1~1969.
12. 31)｣이 실렸다. 7집부터는 ｢회원의 연구 업적｣으로 목록이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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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945~1964년 사회학 관계 문헌의 25개 분야별 분류
분류
1. 일반입문서 및 학설소개
2. 조사방법
3. 집단론
4. 가족
5. 농산촌
6. 도시
7. 산업사회학 (노동 포함)
8. 사회계층
9. 정치사회학
10. 인구론
11. 종교사회학
12. 직업사회학
13. 법사회학
14. 범죄사회학
15. 사회병리학(사회해체론)
16. 사회심리학
17. 문화(민족학, 가치관,
이데올로기, 지식, 문화, 기술)
18. 교육사회학
19. 어촌
20. 사회복지(사회사업)
21. 매스 커뮤니케이션
22. 민족론
23. 사회사(문화사, 사상사)
24. 후진사회
25. 기타
합계
비율

저서
13
3
0
4
5
5
2
0
2
1
0
0
0
1
1
4

역서
6
2
1
0
0
0
0
3
6
6
1
0
3
1
1
6

논문
3
1
0
9
6
7
1
3
3
3
2
3
0
1
0
1

합계
22
6
1
13
11
12
3
6
11
10
3
3
3
3
2
11

4

2

4

10

6
0
6
3
3
5
1
3
72
41.2%

3
0
0
3
3
2
1
3
53
30.3%

0
1
0
2
0
0
0
0
50
28.5%

9
1
6
8
6
7
2
6
175
100%

자료: 최재석(1964; 1965)

전문 학회들이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기 전에는 전문적 지식의 생산
과 보급이 상업적으로 출판되는 단행본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한 연구논문과 비슷한 형식의 짧은 글들은 사상계나 학풍 같은 교양지에
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대중교양잡지와 구별되
는 전문 학술지들의 위상이 점차 정립되면서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보급은
학회지를 비롯하여 대학부설 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관의 기관지, 대학의 자
체 논문집 등에 실리는 연구논문들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김경동(1980)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학 관계 문헌을 정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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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문헌 955편 중에 연구논문이 700편으로 73.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고 저서와 보고서는 168권에 그쳐서 1960년대 중반에 최재석이 정리한
문헌 목록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표 3-4] 1960~1970년대 사회학 관계 문헌의 매체별 분류
1960년대
비율
1970년대
비율
합계
비율

논문
191
81.3%
509
70.7%
700
73.3%

저서
28
11.9%
66
9.2%
94
9.8%

단행보고서
10
4.3%
64
8.9%
74
7.7%

편저의 장
6
2.6%
66
9.2%
72
7.5%

불명
0
0%
15
2.1%
15
1.6%

전체
235
100.1%
720
100.1%
955
99.9%

자료: 김경동(1980: 10)

[표 3-4]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비교하면 저술 전체에서 235편과
720편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1970년대에 사회학 관계 저술이 크게
늘어난 와중에 단행보고서, 편저의 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학문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 연구나 연
구기관 등을 통한 연구 작업이 활발해진 것이다. 몇몇 개인의 저서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학계 차원에서 연구논문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생산하고 보
급하는 단계로 점차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경제학 관계 저술
에 대해서는 이기준(1980)이 상세하게 정리한 바 있는데, 1961~1970년에
경제학

논문이

1891편,

역서를

제외한

저서가

388권

출간된

반면

1971~1979년에는 논문이 3448편, 저서는 598권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문 학회들은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학회에 소속된 전
문가들끼리의 학술교류가 주목적이며 학회지의 연구논문 역시 급박한 현실
문제나 유행과 거리를 둔다. 즉 전문 학회와 학회지는 저널리즘과 차별되는
아카데미즘을 추구한다. 실제로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가
사회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면 1960년 한국경제학회의 대정부건의안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53).
53) 1960년 5월 28일, 한국경제학회는 4. 19 혁명 이후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대정부건의
안을 내놓았다. 생산적 경제 질서의 확립, 고급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실시, 재정 면
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의 대폭 감원, 국방비의 삭감과 삭감된 만큼의 미국 잉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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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維新) 체제의 선포나 1980년 5. 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항쟁 등에 대해서 전문 학회들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사회운
동에 참여한 적은 없다.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면서 전문 학술지의 연구논문과 일반 잡지에 실린 글
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한 예로,
1982년 한국사회학회 추계 사회학대회에서 강신표는 ｢인류학적으로 본 한국
사회학의 오늘: 김경동과 한완상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월간
조선 1982년 4월호에 실린 김경동의 글(｢한국의 학파와 학풍: 사회학｣)을
비판했는데, 몇몇 학자들이 전문 학술지가 아닌 일반 잡지에 쓴 글까지 학회
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신표는 “마치 신
문․잡지의 글은 저 아래이고 자기들만이 아주 대단한 학문을 하는 것처럼 높
여 생각하고 구별하려는 듯”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강신표, 1984: 20). 그
러나 1980년대 초의 이러한 논란은 예외적인 것이었다. 전문적 지식의 생산
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학회와 학회지는 저널리즘과 점점 더 거리를
두었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 일반 잡지의 청탁을 받아 싣는 글과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을 뚜렷하게 구별하면서 학술활동에서 저널리즘과 관계되
는 부분을 제거하고 아카데미즘을 확고하게 구현하게 되었다.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논문은 일반 잡지에 실리는 글들과 뚜렷한 차이
를 보인다. 연구논문은 연구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발견, 논증 등으로 구
성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본 요건 외에도 기존 연구에 대한 검
토 및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reference, bibliography)과 같이 형식에 있어
서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연구논문의 독특한 형식은 일반 잡지에 실리는
글과 연구논문을 한 눈에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초창기 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일반 잡지
에 실리는 글과 큰 차이가 없었다.
도입량 감소, 세제 면에 있어서는 부정축재자 및 거액재산소득자에 대하여 임시특별재
산세법을 제정하여 누진과세할 것, 대일통상은 생산재를 수입하고 소비재는 억제할 것,
원조자금은 전적으로 수출산업과 결부시킬 것, 엄정중립적인 경제정책의결기관을 설치
할 것 등인데, 건의안의 결론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인플레를 수반할 것이나 한국전쟁
이후의 적자 인플레와 본질적으로 다른 생산적 인플레이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
조했다. 이 건의안은 1960년 5월 29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전문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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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드러진 예로 참고문헌을 들 수 있는데, 세 학회지의 연구논문 뒤에
참고문헌이 첨부된 것은 창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다. 경제학연구
의 경우, 창간 10주년 기념호인 10집(1962)에 실린 박종한의 영어논문(｢
The Evolution of the Management Class｣)에 처음으로 참고문헌이 붙긴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였다. 1979년에 발간된 27집을 기점으로 참고문헌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5집에서는 연구논문 11편 중에 3편, 26집에
서는 5편 중에 2편에만 참고문헌이 붙은 반면, 27집은 6편 중 5편, 28집은
6편 중 4편이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즉 경제학연구는 1953년에
창간되었지만 연구논문의 형식이 확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무렵의 일이
며,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데 필요한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이 분명하게 규
정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다. 경제학연구 39집 1호(1991)에 ｢원고 작
성 요령｣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41집 1호(1993)부터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이 지속적으로 실렸다.
한국사회학 역시 연구논문의 형식에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인용한 문헌
을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참고문헌을 따로 뒤에 붙인 경우는 드물
었다. 오탈자도 적지 않았으며 필자의 개성에 따라 각 장(章)을 표시할 때 한
자(一, 二, 三), 로마 숫자(Ⅰ, Ⅱ, Ⅲ), 아라비아 숫자(1, 2, 3) 등을 자유롭게
활용했다. 편집위원회가 존재하긴 했지만 특별한 기준 없이 필자의 작성 방
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학은 17집(1983)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논문에 참고문헌이 붙게 되었으며 학회지 끝에 ‘원고제출 및 집
필요강’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한국정치학회보는 비교적 늦게 연구논문의 형식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연 1회 학회지를 발간할 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가 1986년에 1년에 2호
씩 발간하기로 결정하면서 처음으로 ‘각주 작성 요령’을 학회지 뒤에 첨부했
다. 한국정치학회보 20집 1호(1986)에서 표제(標題)를 한글로 바꾸고 학회
지에 제출되는 논문의 심사 과정과 각주 작성 방법을 정식화했다. 그 전까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거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싣던 방식에서 벗어
나 제출된 논문을 두 명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
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고문헌 없이 원고 내부에서 각주로 처리하는 방식
을 고수했는데, 참고문헌 작성을 강제하게 된 것은 ｢한국정치학회보 원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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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작성 요강｣이 처음 실린 27집 1호(1993)부터다.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논문들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
어를 풀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초록(抄錄)과 참고문헌이 붙는 형식적인 특
징 외에도 게재 절차에서 일반 잡지에 실리는 글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
논문은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분과학문의 전문가들만을 독자로 상정한다. 따
라서 학술지에 논문을 싣기 위해서는 전문가 동료들의 평가(peer review)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일반 잡지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기획에 맞춰 글을 청탁하
거나 기고된 글 중에 게재할 글을 고르지만,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논문
은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동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구 분야별로 동료 평가를 거치려면 학계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
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창간 후 20~30여 년 동안 학회지들은 일반
잡지와 마찬가지로 편집위원회가 원고와 관련된 일들을 도맡았지만, 1990년
대 이후에 동료 평가에 기반을 둔 논문심사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세 학
회지에서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논문의 형식을
제약하기 시작한 시기와 논문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는 거의 일치
한다.
학회지에서 동료 평가에 의한 논문심사제도가 확립되면서 특집 위주의 편
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초창기의 학회지들은 몇 편의 연구논문을 모
아서 1년에 한 차례 발간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지만, 1970년대에 안정
적으로 발간할 수 있게 되면서 특집을 편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70~80년대에 경제학연구는 따로 특집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한국정치
학회보와 한국사회학에서는 특집 중심으로 연구논문들을 모아서 실을 때
가 많았다.

1) 한국정치학회보의 특집
• 2집(1967) ‘한국정치학의 연구 및 교육경향의 검토’
• 3집(1969) ‘한국근대정치사의 연구’
• 11집(1977) ‘한국정치발전과 정치학’
• 12집(1978) ‘건국 30년의 한국정치학: 정치학교육의 문제점’
• 13집(1979)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 14집(1980) ‘80년대 한국정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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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집(1984) ‘현대정치사상의 제문제’
• 20집 1호(1986) ‘지방자치의 과제’
• 21집 2호(1987) ‘한국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 22집 2호(1988) ‘대한민국 정부수립 40년: 국가설립의 이상과 현실’
• 23집 2호(1990)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2) 한국사회학의 특집
• 8집(1973)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
• 10집(1975-76) ‘한국사회 30년’
• 12집(1978) ‘복지사회의 사회학’
• 15집(1981) ‘한국여성문제의 과제’
• 16집(1982) ‘사회개발’
• 17집(1983) ‘사회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 18집 여름(1984) ‘한국사회학 40년(1)’
• 18집 겨울(1984) ‘사회갈등과 사회발전’
• 19집 여름(1985) ‘한국사회학 40년(2)’
• 19집 겨울(1985) ‘한국사회 40년의 분석과 조망’
• 20집 여름(1986) ‘사회학의 새로운 이론적 조류’
• 20집 겨울(1986)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한국정치학회보는 특집을 통해 연구논문을 묶는 형식을 매우 일찍 도입
하여 2집(1967)이 ‘한국정치학의 연구 및 교육경향의 검토’라는 특집으로 구
성되었고, 한 해 건너 1969년 12월에 발행된 3집에서는 ‘한국근대정치사의
연구’ 특집으로 관련 논문들이 묶였다. 2집에 실린 9편의 논문 중 5편이 특
집과 관련된 논문으로 이 중 4편은 1966년 6월의 정치학 심포지움에서 발표
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이처럼 초기에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서 특집으로 학회지에 싣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으나 점차 투고된 논
문을 심사하여 게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한국사회학의 경우 1989년부
터 한국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과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들이 분리되
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관학회인 한국사회사학회의 한국사회
사연구회 논문집(1986년 창간, 현 사회와 역사), 산업사회학회의 경제와
사회(1988년 창간) 등이 특정 분야의 주제들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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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제도가 정착되면서 연구논문 외에 해외 학회 참관기나 자료 소개,
연구단편, 연구 중간보고 같은 글들은 점차 학회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
다. 그런데 서평은 학회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학
과 비교했을 때, 경제학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서평에 대한 무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연구는 26집(1978)을 끝으로 서평을 더 이
상 싣지 않았으며, 그 전에도 부정기적으로 서평을 실어서 총 15편을 싣는
데 그쳤다. 경제학연구에 실린 서평은 모두 외국도서에 대한 것이며 영어
로 저술한 책 13권과 독일어 책 2권을 서평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한국
인이 저술한 책에 대한 서평은 26집에 실린 마지막 서평이 유일한데, 1977
년에 조희영이 독일에서 출간한 책에 대해 독일인 학자가 서평을 기고한 것
이다.
경제학연구가 1980년 이전에 서평 항목을 완전히 없앤 것과 달리 한국
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은 일관된 원칙 없이 다소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학연구가 마지막으로 서평을 실은 1978년에 한국정치학회보
는 서평란을 대폭 키웠다. 한국정치학회보는 창간호에서 4권에 대한 서평
을 실은 후 5집(1971)과 8집(1974)에서 외국도서에 대한 서평을 1편씩 게재
하는 데 그쳤지만, 12집(1978)에서는 번역서 1권과 영문으로 출간한 도서 1
권을 포함하여 14권의 국내도서를 소개하고 평했다. 분야별로 몇 권씩 묶어
서 서평을 썼는데, ｢정책결정론·정책형성론·정책과학론｣ 분야에서 5권, ｢정치
이론｣에서 4권,

｢정치사상｣에서 1권, ｢국제정치｣에서 4권을 서평의 대상으

로 삼았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한 해에 출간된 중요한 정치학 학술서를 망
라하는 식의 서평은 19집(1985)까지 이어졌다. 13~15집은 ｢한국정치｣, ｢정
치사상｣, ｢정치이론｣, ｢비교정치｣, ｢공공행정｣의 5개 분야로 서평을 묶었으
며, 17~19집은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이 하나로 통합되는 대신 ｢국제정치
｣가 추가되었다54). 다만 처음에는 분야별로 여러 권을 다루다가 점차 가장
주목할 만한 저서 1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4~5권 정도를 평하는 방식으
로 바뀌었다. 20집 1호(1986)에는 서평이 실리지 않았으며 20집 2호(1986)
부터는 단행본에 대한 서평을 서너 편 싣는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한국정치
학회보는 2003년부터 서평을 거의 싣지 않게 되었다.
54) 한국정치학회보 16집(1982)은 예외적으로 외국도서 1권에 대한 서평만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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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은 1집에서 9집(1974)까지 25권에 대해 서평을 실었는데, 한
국인 학자가 국내에서 출간한 단행본은 8권만 포함되었고 외국도서가 16권,
번역서가 1권을 차지했다. 이후 17집(1983)에 국내도서 3권에 대한 서평이
실린 것 외에는 한동안 서평을 찾아볼 수 없다가 1993년 12월에 동시에 발
간한 27집 여름호와 겨울호에서 서평 항목이 되살아났다. 서평 너덧 편과 함
께 같은 주제의 책 몇 권을 묶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한 ‘서평논문’을 추
가로 실으면서 서평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으며 과거와 달리 국내 저자가 저
술한 학술서만 서평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국사회학에서 서평을 강
화한 것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정도에 불과했다. 1996년 이후에는
오로지 연구논문만으로 학회지를 채우게 되었으며 간혹 서평을 싣게 되었다.
세 개의 전문 학회가 서평을 싣는 방식이나 서평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특정 시기에 이르러 서평을 폐지하거나 현격히 축소시
킨 점은 동일하다. 경제학연구는 1978년 이후 서평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한국정치학회보는 2003년, 한국사회학은 1996년부터 특별한 경우에만
서평을 싣기 시작했다. 그런데 애초에 서평에 무관심했던 경제학연구와 달
리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이 서평을 정기적으로 싣지 않게 된 것
은 학회지가 주목할 만한 학술서의 등장이 뜸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구논문 이외에 다른 형식의 글들이 배제되면서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청
탁해야 할 일이 드물어졌다. 1990년대 이후 동료 평가에 기반을 둔 논문심
사제도와 게재 절차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학회지의 편집위원회는 단
지 연구자들이 투고한 논문을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2~3명에게 보내어
심사를 의뢰하는 역할만 맡게 된 것이다. 학회지에 실리는 연구논문들은 대
부분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서두에 붙이게 되었다.

2절 연구와 교육의 전문화
1. 한국 사회과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970년대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과 같은 개별 분과학문들을 넘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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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이라는 통합적 지식 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성된 시기였다. 단과대학의
연합체에 가까웠던 서울대학교가 1975년에 관악구로 이전하고 종합대학으로
체제를 정비하면서 기존의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
대학으로 분리되었다55). 또한 1976년에 사회과학 분야 전문 학회들의 연합
체인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설립되어 분과학문들 사이에 사회과학 학술공
동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분과학문을 넘어서 통합적 사회과학을 지향하는 경향은 사회학 쪽에서 가
장 두드러졌다. 사회학이 통합적인 사회과학을 지향하는 성격을 지니기도 하
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에 비해 사회학의 제도
적 기반이 빈약했던 점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사회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이상백은 사상계 1959년 11월호에 ｢사회과학 통합을 위한 시
론｣을 발표하여 분과학문과 학과별로 학문을 경계 짓는 성향을 비판하고 공
동 연구, 종합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사회학회는 1972년 춘
계 사회학대회를 ‘한국 사회과학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경제학과
사회학’, ‘정치학과 사회학’, ‘역사학과 사회학’의 3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과학에 대
해 집단적으로 성찰한 최초의 작업이라고 할 만하다56).
한국사회학회는 1973년 춘계 사회학대회에서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과로 나누어 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사회학의 입장에서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
는 작업을 이어나갔다57). 1979년에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유네스코한국위
원회와 공동으로 ‘한국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의 토착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
최했는데, 이 세미나 역시 사회학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행정·정치학 분야,
경제·경영학 분야, 사회·인류학 분야, 교육·심리학 분야로 나누어 주제 발표
55) 1975년 2월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은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
학과, 무역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사업학과, 신문학과의 10
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상과대학의 경제학과와 무역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편입되었
으며, 문리대의 고고인류학과가 고고미술사학과와 인류학과로 분리되면서 인류학과가
사회과학대학에 속하게 되었다. 사회학과의 신문학전공 대학원과 신문대학원이 폐지되
는 대신 독립학과로서 신문학과가 신설되었다.
56)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사회학 7집(1972)에 실린 김성국·임현진의 ｢한국사회와 사회과
학: 한국사회학 대회의 공동토론을 중심으로｣에 소개되어 있다.
57) 이때 발표된 논문들은 한국사회학 8집(1973)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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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한 명(권태환)이 회의 전체를 정리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사회과학의 토착화나 한국 사회과학의
정립 문제를 활발히 제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보편성과 특수성
의 갈등이었다. 그런데 보편성과 특수성의 갈등이 모든 분과학문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1979년의 세미나 보고서는 정치·행정·사회·문화·교육 분
야에서는 토착화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심리·경제에서
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사회
과학연구협의회, 1979). 실제로 1970년대에 경제학연구에서 이 주제가 심
도 깊게 다뤄진 적은 없는 반면,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에서는 여
러 차례 특집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제학계가 대체로 서구경제학의 보편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
리 정치학계와 사회학계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는

당시

사회

상황과도

깊이

연관된다.

1972~1979년은 이른바 유신 체제였으며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
로 남북대화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학계에서 한국학 연구 열풍이 일었고 사회과학의 토착화나 한국사회과학의
정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유신 말기에 유독 사회
과학에 대한 성찰적 작업이 활발했던 데에는 엄혹한 정치 환경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학계 내부의 정비와 추상적인 논의에 집중
한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피살되어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난 후에도 사회과학 전문 학
회들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았다.
1980년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1981년에 제5공화국이 출범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가 이어지는 동안 사회과학 전문 학회들의 연구 경향은 더
욱 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한국 사회의 특수
한 현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학자들은 과학과 이
데올로기의 대립 역시 보편성과 특수성의 갈등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했다.
사회과학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삼가고 과학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계 내에 팽배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저항하는 학자는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착화 논의는 대부분 연구 대상의 특수성이 아니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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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사회과학 방법론의
보편성이 전제되지 않은 특수화에의 노력으로서의 토착화는 의미가 없다. 그
절차가 보편적인 것에서 특수적인 것으로 가든, 그 반대의 경우이든 간에, 사
회과학 이론 내지 방법론의 보편성 추구는 토착화 문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착화가 쇼비니즘이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나온 것이어서
는 안 되고 거기에 ‘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경고
도 빠지지 않았다(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79). 즉 특수성을 추구하는 것
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될 위험이 따르므로 과학성을 강화하여 보편성
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 전반이 아닌, 개별 분과학문의 토착화 논의에서는 토착화
를 학문의 사회적 쓸모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단
순히 이론이 서구의 것인가, 한국의 것인가 혹은 방법론이 누구의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학문이 우리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있
어서 유용한가 아닌가를 고민한 것이다. ‘한국’이라는 말이 학문에 붙었을
때, 즉 ‘한국경제학’, ‘한국정치학’, ‘한국사회학’ 같은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학문’이라는 답을 내어놓았다. 이들은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수입하는 데 자족하는 것은 상아탑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정치학회보 2집(1967)에서 이미 정치학과 행정학
연구 현황을 살피는 연구논문을 4편(구범모의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이
정식의 ｢한국정치 및 정치과정 연구현황｣, 손제석의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 교육경향｣, 박동서의 ｢한국행정학의 현황과 역할｣) 실은 바 있는데, 이
논문들은 주로 해방 후 정치학계의 연구 업적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1977년부터 한국정치학회보 11, 12, 13집에
연속으로 한국정치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특집으로 편성했다. 11집(1977)
은 ‘한국정치발전과 정치학’, 12집(1978)은 ‘건국 30년의 한국정치학: 정치학
교육의 문제점’, 13집(1979)은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가 주제였으며, 이들
중에서도 특히 13집은 ‘한국정치학’에 대한 고민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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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4집에서는 한국정치사나 한국정치사상을 통해 한국정
치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과 달리 10년 뒤인 13집에 특집으로 편성
된 논문 11편은 대부분 서구정치학 이론을 한국에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문
제에 집중한다. 특히 서두에 실린 문승익의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정치이
론의 경우｣는 이후 한국정치학의 토착화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논
문이다. 문승익은 정치학의 보편성은 오로지 정치현상이 갖는 제반 속성이
동질하다는 의미에 국한되며, 정치현상의 제반 속성이 구현되는 상황이나 정
치학자가 처한 상황은 국가별로 동질하지 않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한국정치
학은 ‘자아준거성(自我準據性)’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정치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적(的) 가치 정향에 준거해서 우리적으
로 인식·설정된 문제의 우리적 해결을 추구할 때 ‘한국정치학’은 존립하게 된
다. 한국정치학은 요컨대 자아준거적 정치학이다. 한국정치학을 이를테면 미
국정치학으로부터 구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한국정치학자들의 국적도 아니
고, 한국정치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는 연구 소재나 방법의 특수성도 아니며,
한국정치학자들이 생산해 놓은 학문적 소산의 양과 질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한국정치학이 갖는 자아준거성이라는 말이다. (문승익, 1979: 6)

그런데 자아준거성이 단순히 서구의 정치학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문승익은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가 결국 ‘정치학은 무엇을 하
는 학문인가?’라는 질문과 결부된다고 지적한다. 정치학이 ‘정치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생활에서 발생
하는 제반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할 때, 학문의 독자성을
넘어 ‘적실성(relevance)’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서구의 정치학, 특
히 미국정치학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라고 본다.
한편 사회학은 ‘사회학의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다른 분
과학문에 비해 성찰성이 유독 강한 편이다. 학회지 창간 전인 1963년 11월
에 한국사회학회가 제1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선택한 주제도 ‘한국사회
학의 연구와 문제점’이었다. 최재석은 한국사회학 9집(1974)에 ｢한국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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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학: 구한말~해방｣을, 10집(1976)에 ｢해방 30년의 한국사회학｣을, 13
집(1979)에 ｢1980년대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하여: 1960, 70년대의 사회
학 연구태도의 반성｣을 발표하면서 한국사회학에 대한 초기의 성찰 작업을
주도했다. 17집(1983)에는 박노영의 ｢아카데미사회학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
적 고찰: 주체적인 사회학을 지향하여｣가 실렸으며 이후 한국사회학에 대한
성찰 작업은 연구자 개인에서 학회 차원으로 확대되어 18집 여름호(1984)에
‘한국사회학 40년(1)’, 19집 여름호(1985)에 ‘한국사회학 40년(2)’, 20집 여
름호(1986)에 ‘사회학의 새로운 이론적 조류’ 특집이 편성되었다. 또한 1987
년부터 한국사회학회 회장 취임 강연이 정례화되어 매년 강연 내용이 학회지
에 실리기 시작했는데, 취임 강연마다 거의 빠짐없이 한국사회학에 대한 반
성과 발전 방향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28집 봄호(1994)에 실린
신용하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사회학의 위기’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국사회학의 문제와 과제를 일
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주목받았다.
1988년도 전기 사회학대회에서는 ‘한국사회학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
로 종합 심포지움을 열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한국사회학 22집 여름호(1988)에 실렸다. 심포지움의 사회자는 김
일철이었고 토론자로는 김미숙, 김성국, 김용학, 김진균, 박명규, 박영신, 배
용광, 이각범, 정창수, 조형, 최석만, 황성모가 참석했다. 심포지움에 참석한
학자들은 연령대가 서로 다르고 전공도 다양했으며 사회학의 현황과 발전방
향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었다. 이 심포지움의 보고서는 학자 개인의 연구
논문이나 회장 취임 강연보다 한국사회학의 정립 문제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입장 차이와 논의의 쟁점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기존 사회학 연구의 주류가 대체로 서구의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반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 황성모
는 한국사회학이 미국의 사회과학과 전통적인 마르크스과학의 모방과학으로
출발했으며 1980년대에 미국의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마르크스과학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형은 해방 전후에 출생한 사회학자들이
외국 이론에 대한 모방 내지 종속적 수용을 하면서 다분히 보수적인 공부를
한 반면, 4. 19 혁명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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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경계선에 서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회고한다. 박영신은 한국의 사회
학계가 서구의 이론을 주체적으로 거르거나 되새기는 과정 없이 신속히 수입
하는 데만 급급하여 ‘유행의 경쟁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이후 젊은
사회학도들이 주도한 진보적 학술연구나 비판적 학문운동에 대한 평가로 이
어졌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의 반응
은 제각각이다. 김성국은 새로운 학문적 관심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천 욕구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학문이 급진적으로 편향될 위
험을 우려한다. 김미숙은 전문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학문의 도구화를 경계하
며 진보적 학풍을 끌어안는 것이 한국사회학의 이중적 과제라고 중도적인 입
장에 선다. 조형은 한국사회학회가 개방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여 젊은 사회학
도들의 연구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박명규는 단순히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게 두는 것은 애초에 토론을 막은 위험이 있으며 다양성이란
철저한 자기 점검과 연구자들의 비판 구조 속에서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라고 추가적으로 지적한다.
한국사회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김진균과 이각범의 입장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진균은 사회과학이 민족, 민중지향적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문적 학문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기존의 이
론이나 시각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각범은 민족, 민중지향
적 학문에 대한 요구가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이데
올로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즉 학문을 진보적/보수적, 민족적/종속적, 민
중지향적/기득권지향적으로 나눌 수 없으며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분석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학 또한 미국사회학이 단일한 것이 아니며 그 안에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사회학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학문의 당파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서구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하고 민족, 민
중지향적 학문을 주장하는 입장은 학문의 당파성을 피할 수 없으며 서구 이
론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삼
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무조건적인 탈종속론의 위험을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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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사회학은 여전히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구 학문의 흐름과
성과를 외면할 때에 학문이 낙후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떤 학문이 민족,
민중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종속적이냐 탈종속적이냐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같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학문을 진보적, 보수적으로 가르는 데 반대
하는 학자들의 입장이다.
한국정치학과 한국사회학에 대한 논의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어느 순간 논의가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사회과학’으로
넓어진다는 점이다. 문승익은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말미에서 “사회과학
자들이 대체로 현존질서에 관계되는 ‘곤란한’ 문제를 다루기 꺼려한다는 사
실, 또 ‘가치중립성’의 이름 밑에 이루어지는 학문적 소산이 빈번히 현존질서
에 봉사하고 현존질서 내의 권력층에 봉사(servants of power)한다는 사실”
을 깨달을 때 사회과학의 적실성과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
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근식 역시 한국정치학회보 13집에 실린 ｢사회
비판적인 정치분석과 한국정치학｣에서 정치학의 과제를 얘기하면서 ‘사회과
학자’ 전체의 과제와 동일시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학자들의 논의와 뚜렷이 대비된다. 한국의 경제학계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諸)과학들이 있을 뿐”이
라는 슘페터(J. Schumpeter)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합적인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을 꾀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제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에만 몰두했다. 문승익은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에서 1966년에 발표
된 ｢남미경제학자 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학문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달
성하여 마침내 학문의 자주성을 성취하는 문제가 한국에만, 정치학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문승익이 인용한 선언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남미에서의 침체와 왜곡된 발전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이론의
정립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남미의 현실로부터 동떨
어진 접근법이나 이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남미의 역사적 과거와 현실에 입
각해서 정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론 정립은 우리들 남미의 사회과학자들
과 여타 후진국 학자들이 그 주역을 맡아야 할 임무로서, 이러한 임무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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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학문적 필요인 동시에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지고 있
는 도덕적 의무인 것이다. 경제학 연구가 국민들의 실생활로부터 소외되어 있
고, 또 경제학자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 및 도덕적 의무로부터 소외되
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한다. 연구기관, 연구 ‘프로젝트’, 재정
적 지원, 해외 장학금 등을 통해서 행사되는 외부세력은 – 모든 형태의 ‘기술
원조’와 마찬가지로 – 학문적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중략) 비록 미시경제학
적 및 거시경제학적 정밀성을 희생시킴으로 해서 범해질지도 모르는 오류를
각오해서라도, 비록 수학적, 계량경제학적, 통계학적 정밀성을 희생시킴으로
해서 범해질지도 모르는 오류를 각오해서라도, 우리는 남미의 현실에 기초한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고, 우리들 자신의 지적, 물질적 자
원에 의거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현실에 정면으로
다가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문승익, 1979: 12에서 재인용)58)

경제학연구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학’에 대한 특집을 따로
마련하거나 성찰적 작업을 수행한 적은 거의 없다. 예외가 있다면 경제학연
구 34집(1986)의 부록59)에 수록된 이현재의 ｢한국경제와 한국경제학｣ 정도
를 꼽을 수 있을 뿐인데, 이 글 역시 연구논문이 아니라 강연을 수록한 글이
다.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쟁이 한창이던 때라 이현재의 강연에서도 ‘한국경
제학의 정립’이 주요 주제로 포함되었다. 이현재는 경제학 일반 동향과 다른
독보적인 한국경제학이나 한국적 경제학의 정립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
힌다.
왕왕(往往) 한국의 경제학 또는 한국적 경제학의 정립이라는 소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의 경제현실에 부응한 정책적 처방의 요구의 틈
바구니에서 파생되고 있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경제론 또는 한국경제
사와 같은 분야처럼, 절연(截然)하게 경제학 일반 동향과는 다른 독보적인 한
국경제학 내지 한국적 경제학의 정립이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느
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설화(定說化)된 경제이
론이나 정책모형 같은 것을 한국과 같은 특정국에 적용코자 할 경우에, 그 국
민경제의 특수한 고유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론을 이해하고 정책을 소화
58) 원문은 James D. Cockcroft, Andre Gunder Frank, Dale L. Johnson(1962),
Dependence and Underdevelopment: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New
York: Doubleday, 305-319쪽.
59) 1986년 8월 18~19일에 열린 ‘제2차 국제한국인경제학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들이 경제학연구 34집의 ‘별집’으로 따로 묶여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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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학자의 중요한 소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론이
나 정책모형에서 상정했던 조건과 특정국 국민경제의 실재 조건 사이의 괴리
(乖離)의 대소(大小)가 그것들의 타당성을 제약할 것은 의당(宜當)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현재, 1986: 4)

1970~80년대에 활발했던 한국 사회과학 혹은 한국적 사회과학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한국경제학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학의 과학
성, 보편성에 대한 강한 확신 덕분에 한국적 경제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
다. 1990년대에도 경제학연구에 실린 연구논문 대부분은 한국 경제의 개
발·성장·발전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경제학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42집 1호(1994년)에 실린 변형윤의 ｢경제개혁과 한국경제학의 과
제｣ 정도가 드문 예인데, 이 논문도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
한 비판이 주를 이루며 한국 경제학에 대한 진단이나 반성은 일반적이고 추
상적인 수준에 그친다.

당면한 한국경제학의 과제는 경제 개혁의 과제들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엄밀하
게 분석하고 그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보다 엄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한국적인 경제 체제 연구 및
경제 철학의 정립, 구체적인 경제 개혁 방안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에서의 경제학 발전 과정은 선진자본주의국 (신고전
파)이론의 수입, 그것의 한국현실에의 적용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형평’과 ‘효율’의 조화보다는 ‘효율’의 측면에 치우친 감도 없지 않다. (변형
윤, 1994: 364)

물론 경제학계에서 성찰적 작업을 완전히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국경제학의 특수성이나 토착화 문제보다 세계 경제학계 전반의 성찰적 작업
과 보폭을 맞추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한 예로 경제학연구 27집
(1979년)에 실린 김준보의 ｢경제성장과 경제학의 반성: ‘역사적 인간’의 재인
식｣은 당시 로빈슨(J. Robinson)의 ｢경제이론의 제2위기｣(1972)60), 갤브레이
스(J. Galbraith)의 불확실성의 시대(1977) 등이 촉발한 현대경제학의 위기
60) Robinson, Joan(1972),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Ma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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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유효성 논란 등에 기반을 둔다. 1960년대에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
하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에 1차 석유파동 등을 계기로 위기론에 휩싸이면
서 현대경제학 전반에 대한 성찰적 작업이 서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경제 성장 이면의 빈부격차, 공해 등 여러 부작용
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서 성장 중심의 경제학에 대한 반성이 시작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학이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압
도적인 시기였기에 한국적 경제학보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성찰이 우선
시되었다.
사회과학 토착화 논쟁이 한창이던 때에 한국 경제학계에서 벌어진 주요 논
의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983년에 발간한 한국경제학의 모색이라는 보고
서에 집결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 ‘한국경제학
의 발전과 반성’이라는 주제로 9편의 글이 실렸으며, 2부는 ‘한국경제학의 과
제’로 11편이, 3부는 ‘경제학자의 역할’로 2편이, 4부는 ‘경제학교육의 정비’
로 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글들은 강연내용 요약본과 논문
몇 편을 재수록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월간
조선, 월간중앙 등 일간지와 잡지에 실린 시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
제학연구 같은 전문 학술지에서 진지하게 한국경제학의 특수성을 제기한 경
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경제학을 모색하는 고민은 주로 경제학자들이
대중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실린 글들 역시 서구경제학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취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강명
규는 ｢한국경제학의 비판적 성찰｣에서 한국경제학이 서구경제학의 이론과 분
석방법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구경제학
을 세밀하게 수용하여 철두철미한 케인지안, 시카고학파, 케임브리지학파, 급
진적 경제학자들이 한국에서도 형성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학의 토착화
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한편 주종환은 ｢현대경제학의 위기와 한국경제
학｣에서 한국의 경제학이 외국에서는 이미 폐기된 낡은 경제학의 테두리 안
에서 쓸모없는 수식의 장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서구경제학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임원택은 ｢한국경제학의 과제｣에서 ‘한국경제학’이라는 개념에 두 가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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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한국의 학문 영역에 들어온 모든 경제학으
로서 ‘수입 경제학’을 의미한다. 둘째는 ‘한국을 위한 경제학’, ‘한국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경제학’이다. 임원택이 첫 번째 경제학을 위한 과제로
서 제시하는 것은 수입의 다변화다. 지나치게 미국경제학만 수입할 것이 아
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서구 국가들의 경제학을 최대한 수입하고
소화해야 개발도상국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두 번째 경제학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회정책학회처럼 국가에 봉사하는 학문을 지향할 것을 주
문한다. 변형윤의 ｢한국적 경제학의 정립 방향｣과 조순의 ｢한국경제학론｣ 역
시 지나치게 미국사회학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최선을 다해 서구
의 다양한 경제학을 수입하고 소화하다보면 언젠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다른 글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계의 입장에서 한국경제학과 서구의 경제학은 전혀 차이가 없다. 역
사와 환경이 다른 서구에서 등장한 경제학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때 오류
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주의에 그친다. 또한 서구경제학의 일반 동향에서 벗어나 특수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김병주는 ｢한국
경제학의 현황과 과제｣에서 막연한 반미감정이나 국수주의적 성향 때문에 미
국경제학을 공박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오늘날 한국경제학의 문제를 요란
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학의 문외한이거나, 전문 경제학자들 가
운데서도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
학의 가장 기초적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전문성 정도가 얕고, 직분에 충실하
게 공부하지 못하는 나태에 빠져 있다는 데 있다.” 하고 한국경제학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불만을 터뜨린다. 현대경제학과 구별되는 한국경제학의 특수성
에 요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제학계의 반성은 학문 자체보다 학계의 분
위기에 대한 반성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예로 신태환은 1983년 한국경
제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경제학 50년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강
연하면서 종파성이 부족하여 활기가 없는 학계의 분위기, 같은 대학 졸업생
만 고용하는 폐쇄성을 한국 경제학계의 문제로 지적했다.
손호철은 한국의 정치학사를 제1기: 해방 후 전통적 모색기(1945~1963
년), 제2기: ‘행태주의’와 ‘발전주의’ 시기(1963~1979년), 제3기: ‘민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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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1980~1991년), 제4기: ‘포스트 민중주의’ 시기(1992~2002년)로 구분
하고 2003년 이후는 21세기로 통칭한 바 있다(한국정치학회, 2003).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1990년대 이후 정치학의 경향이나 지향이 뚜렷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방성, 다양성이라는 명목 아래 어떤 연구든 전문적
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지만, 이때 전문성의 척도는 결
국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 외에 다른 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은 추상적인 차원에 그
치며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학계 차원에서는 개방성과 다원성
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얼굴을 붉힐 만큼 치열한 토론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하고 싶은 연구를 알아서 하는 상황으로 돌입했다. 즉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적 지식이 어떤 형상으로서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생
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 없이 연구자 개개인이 각자 전
문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
이후에도 여전히 서구 사회과학의 최신 이론과 방법론을 얼마나 빠르게 습득
하는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럴 듯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전문화의 핵심
적인 척도로 작용했다.

2. 대학 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식의 보급

1976년 8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정치학회 학술대
회에 참석한 배성동은 대회의 운영이 매우 검소한 데 놀랐다. 학술대회를 광
고하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또한 한국의 학술대회와 달리
언론 홍보가 없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일주일 정도의 대회 기간 동안 현지
신문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대회에 대한 보도기사를 찾을 수 없었고, 세
계적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도 인터뷰하는 기자도 없었다. 문화 관련
보도에 비중을 두는 라디오 방송에서 짧게 소식을 전한 게 전부였다. 배성동
은 곧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다. “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내용이
나 수준이 일반 시민생활과는 무관한 동시에 그들이 이해할 만한 것은 없으
므로 언론기관의 그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다.”(배성동, 1976: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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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전문 학회들의 형성기에는 저널리즘과 결합하여 학문의 대중화를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면서 일
반 시민생활과 무관한 학술활동을 점차 당연시하게 되었다.
저널리즘과 동떨어진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전문 학회가 생각하
는 학문 대중화의 유일한 경로는 대학 교육뿐이었다. 따라서 1970~80년대
에 정치학계와 사회학계는 대학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해
서 고민했는데 전문적 지식의 생산에서 서구 이론과 방법론의 보편성 쪽으로
성향이 기울어진 것이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계
차원에서 자신 있게 ‘한국정치학’이나 ‘한국사회학’이라고 정의할 만한 연구
업적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양이나 전공 진입 단계에서는 여전히 서구의
교과서, 개론서에 의존했고 학부 전공과 대학원에서 역시 좀 더 전문적이고
가장 최신의 서구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꾸려진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2집(1967)에 실린 손제석의 ｢국제
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 방향｣에서 이미 대학 교육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4년에 한국정치학회는 정치학 교과과목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 학회
내에 교과과목위원회를 설치했다. 13명의 정치학자로 구성된 교과과목위원회
는 우선 당시 운영되던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한 후 모범교과목(Model
Curriculum)을 작성하여 발표했는데, 이때 이루어진 작업은 한국정치학회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정치(외교)학과 교과목의 실태와 모범(1974)을 통해 공
개되었다. 또한 한국정치학회보 12집(1978)에서는 ‘정치학교육의 문제점’
특집으로 김규수의 ｢정치외교학과 학생에 대한 능력평가｣, 문승익의 ｢정외과
학생들의 태도분석｣, 이종범의 ｢정외과 학생들의 이미지 분석｣, 윤근식의 ｢
정외과 학생들의 정치학교육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었는데, 이 연구논문들은
한국정치학 교육 평가를 위해 실시된 질문지 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었
다.
손제석은 초기 국제정치학 교육 현황을 파악하며 외국 이론의 도입에 있어
무책임한 이중번역과 외국도서를 표절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교육 경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했는데, 한국정치학회보 12집에 실린 논문들은 이러

- 122 -

한 제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의 입장에서 교육의 문
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혜자인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점
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특히 윤근식의 ｢정외과 학생
들의 정치학교육에 관한 자체평가｣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밝히고자 하는 점에서 정외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정외과 학생에 대
해 기업체들이 갖는 이미지 등을 파악하는 다른 논문들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질문지 조사에 16개 대학 487명의 정외과 대학생들이 답한 내용을 보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은
욕구와 행동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학문적 연구를 위
한 교육’(32.78%), ‘사상가 육성을 위한 교육’(17.98%), ‘정치가 육성 교
육’(20%)을 학생들이 선호한 반면, ‘취직을 위한 교육’(4.33%)에 대한 선호
도는 극히 낮았다. 또한 학생들은 정치학 교육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분야
로 ‘철학’(35.54%)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당시 정외과 학생들은 철저하
게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철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3% 정도에 불과했으며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택한 학생이 가장 많은 점은 학생들의 욕구와 행동의 괴리를 보
여주었다.
윤근식은 정치학 교육을 아카데미즘 교육과 테크노크라트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화에 따라 점차 테크노크라트 교육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아카데미즘 교육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동에
서는 테크노크라트 교육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카데미즘 교
육이 지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교육 내용에 불만족인 학생이
65%를 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학 전공 대학생들
의 욕구와 행동의 괴리는 197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된다. 정치학자
들이 장관이나 국회위원 등으로 정치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
에서 학생들 또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미래의 테크노크라트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대학 교육에서 아카데미즘에 충실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겪는 딜레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생들 중에 일부만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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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대다수는 곧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점에 있다. 모든 학생을 연
구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학생을 사회에 내보내기 위
해 준비시키는 교과 과정도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이 분
리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교과 과정은 상이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다
양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학은 17집(1983)에서
‘사회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특집 주제로 정하고 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다섯 편의 논문(고영복의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학｣, 임현진의 ｢사회학 이
론 교육의 과제｣, 권태환의 ｢사회학 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동인
의 ｢사회학 교과 과정과 학부교육의 과제｣, 한상진의 ｢사회학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게재했다. 1970~80년대에 전국 대학에 사회학과가 크게 늘어나
면서 사회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동인은 전국 25개 사회학과(1983년 기준) 중에 23개 학과의 교과 과정
을 분석하였는데, 교과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하고 잡다하다
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학교육이 다양한 목표를 위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교과 과정이나 강의 내용에 만족
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강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
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
만, 교수의 강의나 교과 내용은 이러한 기대에 상응하지 못했다. 대학 교육에
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이들 중 대다수가 대학 졸업 후 곧바
로 사회에 진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응용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동인은 과연 그러한 요구에 따르는 것이
사회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까 의문을 표한다.
학부 교육에서의 이러한 딜레마는 대학원 교육에서 역으로 반복되었다.
1983년에 대학원 교육이 실시되는 사회학과는 9개뿐이었고 박사과정이 개설
된 학과는 6개에 그쳤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은 학부 중심 교육에 밀려 주변
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학부 강의에 대한 부담이 커서 대학원 교육까지 관심을 쏟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양 수준의 학부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생산을 위한 훈련이 필
요한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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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학부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의 교과 과정과 학생들의 기대가 어긋나
는 점에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원 강의를 졸업을 위해 형식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실질적인 공부는 대학 바깥에서, 혹은 학생들끼리의 세
미나나 공동 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한
상진은 이와 같은 대학원 교육의 빈곤 현상이 결국 한국사회학의 주체성 문
제와 연관된다고 지적한다. 교수의 연구 활동과 대학원 교육이 선순환 구조
를 이루어서 한국사회학의 발전에 공헌할 연구 업적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해외 유학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해외 박사
를 선호하는 풍토가 강력한 상황에서 대학원 교육의 강화는 쉽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교과 과정이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
황에서 구체적인 이론 교육이나 방법론 교육도 방향성을 지니기가 여의치 않
았다.
이처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가 1970~80년대에 대학 교육의 체계
화 문제에 골몰한 데 반해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 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2001년 경제학연구 49집 4호에서
‘한국경제학 교육’을 특집으로 내세웠다. 안국신은 ｢경제원론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대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울 때 경제학의 기초로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제원론 과목에서 방대한 교재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방
식이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이 경제학을 어렵고 재미없으며 실용성이 없는 학
문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 없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답적이고 오연한 경제학자들이 “구
매자시장의 겸손한 판매자로 의식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명호는 ｢경제학은 딱딱한 학문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경제학계 일
각에 경제학이 지나치게 형식화, 수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음을 지
적한 후, 과학성을 추구하는 딱딱한 경제이론이 경제현상의 해석 및 경제교
육 측면에서 일반 대중과의 괴리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학자는 그동안 경제학의 일차적인 수요자인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경제학자도 경제학 수요자의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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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타 학문에 비해 탁월한 분석 및
예측능력을 갖춘 경제학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 연구의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경제학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박명호, 2001: 353-354)

박명호의 논문은 이미 1992년에 ‘경제학은 딱딱한 학문이 되고 있는가?’라
는 주제로 파리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한국의 상황에서
반복 제기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1990년 전후로 경제학의 지나친 형식화, 수
리화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정운찬
(1999)을 효시로 2001년에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역시 경제학연구 49집 4호에 실린 ｢한국경
제학교육의 나아갈 방향｣에서 김병주는 마샬(A. Marshall)에게 있어서 수학
이 모순 없는 논리 전개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오히려 목
적으로 격상되었으며 수리계량모형이 아닌 논문은 서구의 일류 학술지에 실
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1970~80년대 대학 교육에서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교육과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학생들을 위한 응용 분야 교육 사이에서 고민하던 교수들은
1990년대 이후 대학, 대학원 교육이 급격하게 대중화된 상황에 맞닥뜨리면
서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다. 더 이상 대학 교육이 소수 엘리트에게 전문
적 지식을 보급하거나 전문적 지식의 생산을 위한 훈련을 의미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은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과 흡사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
고 일차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학회지의 전문
적 지식 생산은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나 전문 학회들이 1970~80
년대에 추구되었던 아카데미즘 지향적인 대학 교육은 힘을 잃고 학생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상업적인 교육 과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
다. 한국정치학회보 37집 5호(2003)에 실린 양동훈의 ｢정치학 입문과목의
실태와 개선 문제: 한국과 미국의 비교｣와 김영래·김도종·김욱의 ｢정치학 교
육 개선을 위한 교과 과정 개발: 실용적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에
서는 아카데미즘에 충실한 교육을 언급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교수 중심적
이나 저자 중심적이 아닌, ‘학생 친화적’ 교육이 최우선의 가치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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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학부제의 영향으로 비인기학과와 인
기학과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강화되자 어떻게든 학생
들을 유인해야 하는 절박한 목표가 대학 교육의 교과 과정에 접목된 것이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는 주로 학회지를 통해 저널리
즘과 차별되는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엄밀한 동료 평
가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하는 연구논문들은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담
당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카데미
즘에 대한 지향이 확실해질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제도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
다. 확대, 개방된 대학 교육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은
연구자들은 전문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경제학계에서 일찌감치 서구 이론과 방법론의 보편성을 따라 잡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정한 반면, 정치학계와 사회학계에서는 1970~80년대에 사회과
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정치학이나 한국
사회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철저한 토론 과정 없이 과학성을 위시한
보편성 논리에 묻혔으며 전문적 지식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척도는 여전히 최
신의 서구 이론과 방법론이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이 확대, 개
방을 넘어 대중화 차원으로 진입하면서 전문가를 위한 연구와 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연구해
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학계 내에서 분명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 학회에 속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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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형성과 대중화

1975년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를 계기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분과
학문 체계가 대학 제도에 정착하고 1976년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의 연합체
로서 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회과학계가 대학의 학과와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성립한 이후에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은 지식인의 독자적인 활동으로부터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점차 전환되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
속된 전문직업인 사회과학자들이 증가했으며, 전문 학회들은 이들을 기반으
로 학회의 규모를 키우고 학회지의 발간 횟수를 늘리는 한편 다양한 학술행
사와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대학 제도에서의 지식 생산과 유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양적
으로 확대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0~70년대가 대학 제도의 정비기였다
면 1980년대는 본격적인 성장기였다. 1980년대에 대학 제도가 확대, 개방되
면서 대학 설립이 늘고 대학생 수가 급증했으며 학과 수 역시 크게 늘었다.
해방 후 대학 제도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정부였는데, 1970년대에 양적인
팽창을 억누르는 규제 분위기에서 실험대학 운영, 대학생 정원령과 학위등록
제 실시, 지방대학 확충 등 일련의 개혁 조치 등이 단행되었다면 1980년대
에는 교육 정상화 조치와 졸업정원제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것이다(신현석, 2005).
그런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학술진흥정책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이 대
학 제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대학 바깥에서 대중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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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사회과학 단행본, 잡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급격히 증가한 대학생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지식의 수요층이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전문 학술지보다 주로 단행본과 일반 잡지 등을 통해
사회과학 지식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과학자들 역시 전문적인 연구
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독자로 상정한 단행본을 출간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된 출판산업의 발달, 독서시장의 확대는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또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사회과학의 대중화를 추동하는 계
기로 작용했다. 대학 근처마다 사회과학 서점이 자리 잡았으며 사회과학이라
는 이름만 달아도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980년대를 ‘사
회과학의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4장에서는 흔히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전후로 사회과학 지
식의 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대학 안팎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만약 사회과학의 시대가 몇몇 지식인들이 지어낸 소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이라면, 그 시기를 한국 사회과학의 전성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과학이라는 기표 아래 다양한 기의가 존재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980~90년대는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매체와 저널
리즘을 지향하는 매체가 분리되는 시기였으며, 이와 동시에 아카데미즘과 저
널리즘 사이에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중지향적 학술
운동과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이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
후 사회과학의 위기론이 등장하고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에 갈등이 증폭된 것
은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갑작스러운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

1절 대학 교육의 대중화
1. 대학 제도의 확대와 개방

1945년 해방 후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진 변화는 흔히 ‘압
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란 말로 표현될 정도로 급격한 것
이었다. 고등교육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김기석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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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트로(M. Trow)가 제안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동일 연령대의 고등교육 취학률 15% 이상)와 ‘보
편화 단계’(취학률 50% 이상)의 경계점을 대입하면, 한국은 1982년에 고등
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진입한 후 불과 17년 만인 1999년에 보편화 단계로
진입한다. 이는 고등교육의 확대 현상이 가장 먼저 등장한 미국이나 고등교
육의 팽창을 한국과 비슷하게 경험한 일본보다 빠르다. 2003년 통계에서 한
국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세계 3위이며, 고등교육 진학률은 81%로 세계
1위다(김기석, 2008: 209-210).
한국의 ｢고등교육법｣(2011년 7월 21일 전문개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서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를 둔다고 규정한다61). 그런데 ｢고등교육법｣의 각 조문에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대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포괄하여
‘대학’이라 부르며, ｢고등교육법｣의 분류에서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
즉 직업 교육이 아니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며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과 구별되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을 가리킬 때에는 ‘일반대학’이라
는 용어를 활용한다.
2013년에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총 361개인데, 일반대학 186개, 산업대
학 2개, 교육대학 10개, 전문대학 139개, 방송통신대학 1개, 사이버대학 19
개, 기술대학 1개, 각종학교 3개다(대학교육연구소, 2014).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9개가 처음 생겼고 2013년에 19개까지 늘어났다. 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고등교육 기관의 수는 2005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2005년 이후
에도 일반대학은 증가하지만, 이는 1990~2000년에 급격히 늘어난 전문대학
과 산업대학들 중에 일반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은 2000년 이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일반대학으로 개편되면서 2000년 158개에서 2013년 139개로 줄었고, 같은
61) ｢고등교육법｣ 제30조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학원대학’(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2014년에 대학원대
학은 42개인데 대부분 신학대학원대학교로서 사회과학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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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산업대학 역시 19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국립대학만으로 국민의
교육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에 81개의 고등교육 기관 중에 국공립은 34개
(42%), 사립은 47개(58%)였는데, 2013년에는 361개 중에 국공립대학이 불
과 51개(14%)인 반면 사립대학은 310개(86%)에 달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점은 한국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
적된다. 대학 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큰 반면에 대학에 대한 정
부의 책임은 작기 때문이다.

[그림 4-1] 고등교육 기관과 일반대학 수
400
350

350

250

215

150

131

0

일반대학

152
161

81
100

50
52

70

71

72

361

242

190

200

100

236

362

고등교육 기관

305

300

361

107

173

179

186

131

7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자료: 대학교육연구소(2013; 2014).

한국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등 다양한 형
태의 고등교육 기관이 존재하지만,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유통과 관련해서는
일반대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대학 외에 다른 대학
들도 나름의 학문 연구와 지식 생산을 실천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실용적인
직업 교육과 기술 전수에 치중되어 있으며 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
의 전공들도 사회과학과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4-1]을 보면, 고등교육 기관 중에 일반대학의 설립이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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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시기는 ‘1980~2000년’이다. 1960~80년에 52개에서 75개62)로 40%
정도 증가에 그친 반면, 1980년 이후 20년 동안에는 75개에서 161개로
110% 이상 늘어났다. 일반대학이 크게 증가한 시기였던 1980~2000년은 트
로의 기준에 따른 고등교육 확대의 경계점(1982년에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
계로 돌입, 1999년에 보편화 단계로 진입)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일반대학의
증가는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고등교육 기관 전체에 비해 일반대학이 상대적으로 증
가하지 못한 것은 1961년 5. 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일반대
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개방적 자유방임 정책에서 통제 정책
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군부는 곧바로 ｢교
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 1961년 9월 1일 공포)을 통해 대학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은 대학들의 반발로 대부분 실현되지 못한 채 1963년에 폐지되었다.
군정 기간을 거친 후 1963년에 출범한 제3공화국 정부는 여러 차례 심의회
를 거쳐 고등교육개혁을 다시 추진했다. 군사정부의 대학 정비로 시작된
1960년대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
다.
1972년 10월, 유신정권의 등장 이후 정치는 경직되고 사회 분위기도 획일
화되었다. 유신정권은 대학 정비 정책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
게 개혁을 시도했다. 우마코시(馬越徹, 2001)는 1970년대가 한국 고등교육
의 현재를 결정지은 중요한 개혁의 시기였다고 평가하며 특별히 주목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으로는 1) 실험대학(pilot college) 방식의 개
혁, 2) 대학생 입학정원 정책, 3)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이 서울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문과계 편중에서 이과계 중시로 방향 전환에 성공하여 1980년대 한국의 고
도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만 해도 대학 진학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62) 1980년 일반대학의 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자료에서
85개로 인용되지만, 국공립 20개, 사립 55개로 75개가 맞다(대학교육연구소,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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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발전으로 대졸 인력 수요가 크게 늘자 경제 단체들
이 정부에 대학 정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79년 경제기
획원과 문교부가 협의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을 49,450명 증원한
것이 대학 제도 확대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반대학의 양
적 팽창이 시작된 것은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7. 30 교육개혁안｣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79년 10. 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린 후
12. 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는 대학 제도의 개방과 확대로 정책 방
향을 전환했다.
1980년대 정부의 대학 정원 정책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입학정원제에서 졸업정원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입학정원제로 돌아온 것, 둘
째, 1960년대 이후 계속된 고등교육의 정원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대학 정원
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교육부, 1998). 대학 정원의 확대는 대학 수의 증가보다 일반대학의 대중
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4-2] 전국 일반대학의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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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0);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
도).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1970년에 37,190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340,980명으로 거의 10배가 되었다. 1970~2013년에 일반대학 입학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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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인구 성장률을 훨씬 웃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
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총인구는

32,240,827명에서

50,219,669명으로 약 1.5배가 되었을 뿐이다. 더구나 대학교 학령인 18~21
세 인구의 경우에는 1970년 2,218,000명에서 2013년 2,805,000명으로
2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4-2]를 보면 전 시기에 걸쳐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 1977~81년, 2)
1990~2000년의 두 시기가 단연 눈에 띤다. 1990년대 이후 대학의 자율화
경향이 커지긴 했지만, 대학 제도의 변화는 거의 절대적으로 정부의 교육정
책에 달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에 ｢7. 30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1983년에 ｢대학설치기준령｣을 개정하면서 대학 문호가 갑자기 넓어졌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학 설립이 늘고 대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 역시
정부의 정책 변화(1995년 ｢5. 31 교육개혁안｣ 발표, 1996년 ｢대학설립준칙
주의｣ 도입) 때문이다.
1980년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등교육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1970년대까지의 양적 성장에 대한 반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
두되었지만, 막상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
표된 ｢7. 30 교육개혁안｣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개혁 방안에서 대
학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 졸업정원제와 대학 입학정원의 확대
였기 때문이다. 졸업정원제와 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당시 큰 사회 문제로 지
목되던 과열 과외의 근본 원인이 대학 문호가 좁은 데 있다고 보고 대학 졸
업자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려는 데 역
점을 둔 것이지만, 양적 확대와 질적 증가를 함께 달성한다는 계획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1) 졸업정원제 실시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인원은 졸업정원에다 일정한 수를 더하여 선발
한다. 입학인원은 1981학년도에는 졸업정원의 130%로 하며, 그 성과를 검토
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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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입학정원의 확대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기 위해 전일수업제 및 졸업정원제와 함께 영세학과의
증원, 기존 대학의 학과 및 단과대학의 증설, 단과대학의 종합대학화, 신규대
학의 설립 권장 등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하여 1981년
에는 10만 5천 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대단위 수업
방법을 도입하며, 서울·지방 간의 교수교류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
다. (교육부, 1998: 474)

졸업정원제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정원을 정하는
제도다. 즉 대학 진학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대학 과정에서 성취도에 따
라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재수생 누적 문
제가 완화되고 대학 내에는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초과 수용한
학생들을 대학 과정에서 경쟁시키고 게으른 학생을 중도 탈락시키는 것은 대
학의 자율성과 역량이 높은 수준으로 축적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제
도의 취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면학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학사 자
격 국가고시를 치르고 30%의 학생을 강제로 탈락시켜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만 들었다. 또한 교수의 충원과 시설의 확충 없이 대학
입학정원만 갑자기 늘렸기에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또한 피할 수 없었다.
결국 1987년에 졸업정원제는 폐지되었지만 이미 확대된 대학 제도를 예전
규모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대학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질적인 저하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의 양적 팽창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지만 장
기적으로 보았을 때 1980~90년대에 학문 연구와 고등교육이 전반적으로 발
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록 준비가 안 된 정책이긴 했지만
1980년의 ｢7. 30 교육개혁안｣은 1960~70년대에 억눌려 있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비로소 제도가 호응하게 된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인구
의 급격한 증가와 국민소득의 향상, 학부모의 교육열 등을 고려하면 이 시기
대학 제도의 확대와 개방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사실 1960~70년대와 같이 정부가 통제 정책을 통해 대학 제도의 규모를
제약하면서 질적인 수준만 높인다는 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비현
실적인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에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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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도가 확대되자 질적인 발전도 점차 뒤따른 면이 적지 않았다. 1980
년대에 대학이 늘고 대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활
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대
학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대학 제도가 확대, 개방된 덕이 크다.

2. 일반대학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발달

전문 지식의 소비자로서 대학생이 크게 늘어나자 사회과학계의 지식 생산
과 유통 역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사회과학계는 해방 후 꾸준히 역량을 키
워오긴 했지만 1980년대에 과거와 비할 바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대학 제
도의 확대에 이어 교수 일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대학의 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자 해외 유학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학원
을 졸업한 연구자들도 대학 제도 내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
게 되었고 전문 학회의 회원 수와 학회지를 통해 발표하는 연구논문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인력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계
열별로 배분을 달리 했다. 1968년에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분야는 사회 계열
(20.7%)이었고63), 뒤이어 공학 계열(20.4%), 자연 계열(10.9%) 순이었다.
1970년대에는 제3공화국의 이과 우선 정책에 따라 문과보다 이과의 정원을
꾸준히 늘렸기에 1978년에는 공학 계열(23.5%)이 최대 규모였고, 이어서 사
회 계열(18.0%), 사범 계열(16.7%), 자연 계열(9.1%) 순이 되었다. 1968년
에 이미 문과 대 이과의 비율이 45.7% 대 54.3%로 문과보다 이과가 많았는
데, 1978년에는 44% 대 56%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馬越徹, 2001: 266).
이처럼 1970년대까지는 문과보다 이과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때
문에 대학에서 공학 계열의 입학정원이 가장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사회
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반대학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살

63) 사회 계열의 주요 학과로는 1) 법학, 2) 정치외교학, 3) 행정학, 4) 경영학, 5) 경제학,
6) 회계학, 7) 사회학, 8) 심리학, 9) 지역학, 10) 가정학, 11) 지역개발학, 12) 관광학
이 포함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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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1980년 전후로 사회 계열의 입학정원이 다른 계열보다 크게 늘어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계열은 1977년에 전체 입학정원의 18.58%에서
1983년에 27.83%로 비중이 커진 반면, 같은 기간에 공학 계열은 21.23%에
서 17.88%로 감소했다. 또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인문 계열과 자연 계
열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136).

[그림 4-3] 1971~88년 계열별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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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0: 135).

1990년대에 대학 자율화로 정부의 입학정원 규제가 완화된 후에도 사회
계열의 비중은 25~28% 정도로 가장 높았다. 다만 1980년대는 인문·사회 계
열이 자연·공학 계열보다 양적으로 확실히 우위에 섰던 시기였지만, 1995년
이후로는 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이 유사한 비중으로 수렴되었으며 인문 계열
과 자연 계열의 입학정원도 같은 수준이 되었다.
사회 계열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 대학의 학과로 정착한 사례만 따
로 살펴보면, 1980~2000년에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64), 사회학과 역시 크
게 증가했다65).
64) 정치학은 보통 정치외교학과에서 다룬다. 설립 당시에는 정치학과였던 경우도 대부분
정치외교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대 정치학과가 예외로 남아 있었는데, 2010년에
외교학과와 통합하여 정치외교학부로 바뀌었다.
65) 각 분과학문의 학과는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즉 경제학과, 정치학
과, 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만 센 것이며, 지역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정책학
과, 정보사회학과, 도시사회학과 등은 제외되었다. 1995년 이후에는 학부제 실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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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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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1980년에 경제학과는 58개, 정치외교학과는 26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
는 150개, 64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회학과는 같은 기간에 10개에
서 42개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학과별로 증가한 시기에 있어서는 조
금씩 차이가 있다. 경제학과는 1970년대 중반에도 증가세가 뚜렷했으며, 학
부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에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치외교학과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회학과는 절반 이상이 1980~90년에 설립되었다.
경제학 관련 학과의 경우 한 대학교에 두 개 이상의 학과가 설립된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2013년에 국공립대학은 33개인
데 국공립대학에 속한 경제학과는 41개다. 예컨대 강원대에는 경제학과, 농
업경제학과, 지역경제학과가 있으며, 인천대는 경제학과에 주간과 야간이 분
리되어 있다. 사립대학교들 역시 식품자원경제학과, 중국경제통상학과와 같
이 경제학과 외에 관련된 학과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거나 주간 학과와 야간
학과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3년을 기준으로 188개의 일반대학 중에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
학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30개 정도다. 세 학과의 설립 시기를 비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정치외교학부 등도 통계에 포함되었다. 2003년에 정부의 ｢학과
(전공) 분류 체계｣가 바뀌어서 학과 명칭에 따른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전까지의 자료만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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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기 위해서 30개 대학만 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1] 30개 대학의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설립 시기66)
경제학
중앙대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청주대
숭실대
경희대
한양대
서강대
경남대
계명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아주대
울산대
이화여대
대구가톨릭대
제주대
한림대

1945
1946
1946
1946
1946
1947
1947
1947
1948
1949
1951
1951
1952
1953
1954
1955
1959
1960
1973
1975
1975
1978
1979
1979
1981
1981
1981
1982
1983
1984

정치외교학
고려대
1946
국민대
1946
서울대
1946
연세대
1946
동국대
1947
동아대
1947
영남대
1947
부산대
1948
성균관대
1948
중앙대
1949
이화여대
1950
경북대
1951
전남대
1952
전북대
1953
경희대
1955
한양대
1959
서강대
1973
경남대
1976
충북대
1981
숭실대
1982
대구가톨릭대 1983
강원대
1984
청주대
1985
충남대
1985
한림대
1988
아주대
1990
울산대
1990
경상대
1993
제주대
1995
계명대
1998

사회학
서울대
경북대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충남대
부산대
성균관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강원대
계명대
동아대
서강대
청주대
충북대
한양대
경남대
경상대
경희대
한림대
국민대
아주대
울산대
숭실대
중앙대

1946
1954
1958
1963
1972
1975
1976
1976
1977
1977
1978
1979
1980
1980
1981
1981
1981
1981
1981
1981
1981
1982
1982
1988
1988
1989
1989
1994
1998
1998

자료: 각 대학, 학과 홈페이지.
66) 학부제 이후 전공으로 변경되었어도 과거에 학과로 유지된 연혁이 있으면 포함했다.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는 기존의 학과들이 학부로 통합된 경우이므로 포함했으나, 성공
회대학교는 사회과학부의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전공이 과거에 개별 학과로 설립된 적
이 없으므로 제외했다.
설립 시기는 각 학과의 연혁을 기준으로 삼았다. 예컨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는 1945년
10월에 신설된 중앙여자전문학교 경제학과를 학과의 시작으로 보며 1995년에 개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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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을 보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 학과로 정착하는 시점의 차이
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제학과 정치학은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들의 이재학
과(理財學科)나 상학과(商學科), 정법과(政法科) 등이 토대가 되어 해방 후 전
문학교들이 일반대학으로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학과로 출범한 경우가 적지
않다. 30개 대학에서 경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는 1960년 이전에 60% 가까
이 이미 설립되었다. 반면에 사회학은 신생(新生) 학문의 면모를 보인다.
1960년 이전에 설립된 사회학과는 10%에 지나지 않으며, 1980년 이후 설
립된 학과가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시기별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설립 개수와 비율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3개 학과의 총합

1945~59년
17개
57%
16개
53%
3개
10%
36개
40%

1960~79년
7개
23%
2개
7%
9개
30%
18개
20%

1980~99년
6개
20%
12개
40%
18개
60%
36개
40%

30개 대학에서 1960년 이전과 1980년 이후에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학과 설립이 많은 편이며, 정부의 통제가 강했던 1960~70년대에는 설립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학은 1980년 이전에 설립된 학과의 수가 이미 80%
에 달해 다른 학문에 비해 제도화가 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학은 경
제학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의 유산을 토대로 빠르게 제도화에
돌입했지만, 1960~70년대에 암흑기를 거쳤다. 한편 사회학은 다른 두 학문
보다 뒤늦게 대학 제도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 전후로 급격한 성장
세를 보였다. 다른 두 학과와 비교하면, 1980년대는 ‘사회학의 시대’였다고
얘기할 만하다.
이처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 대학의 학과로 정착하는 데 시점의 차이
가 있긴 하지만, 대학원 과정이 활성화된 시기는 비슷하다. 사회과학 분과학
문들이 대학의 학과로 정착된 이후에도 한동안 학부 수준의 교육만 이루어졌
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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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초창기부터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개설하긴 했지만 학부에 비해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했다. 주로
미국 유학 출신들로 연구와 교육 인력을 확충했으며 강의실에서는 여전히 외
국 학문을 소개하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원 교육 과정을 통해 연
구자의 재생산이나 전문적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
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1947년 여름에 두 차례에 걸쳐(7월 11일, 8월
31일) 첫 학사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서 2명, 정치학
과에서 24명이 졸업했는데, 이들은 문(文)학사학위를 받았다. 상과대학 경제
학과에서는 15명이 졸업하여 상(商)학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는 3회 졸업
식인 1949년 7월에 처음 수여되었는데, 정치학과에서 12명이 받았고 사회학
과, 경제학과에는 수여자가 없었다. 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4회 졸업식에
서 정치학과 2명, 사회학과 3명이 석사학위(문학석사)를 받았고, 경제학과에
서는 4명이 석사학위(경제학석사)를 받았다. 정치학과는 1953년부터 정치학
석사로 명칭을 바꿨으며, 사회학과는 문학석사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이후
에 사회학석사로 바꿨다. 외교학과에서는 1962년에 석사 1명을 처음으로 배
출했는데 정치학석사로 분류되었다.
대학원 박사 과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1952년의 졸업식에서 이학
박사 3명, 의학박사 1명, 문학박사 2명을 배출했는데, 이는 당시 학위 수여
규정 제8조에 의거한 조치였다.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학원위원
회에서 본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
2) 대학(4년 사범대학 포함)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 연구에 종사하여 그 실
적이 현저한 자, 3) 연구 업적이 특히 현저한 자.” 한국사회학회의 초대 회장
이었던 이상백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어 1953년 11월에 이조건국의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대학원 중심 대학’이란 구호는 1970년대 들어 서울대학교 종합화 논의 과
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979년부터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원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고 병역특례,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등의 지원책을 통해 대학원 교육을 확충했다. 특히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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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에 대학원 과정이 활성화된 데에는 ‘석사장교제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석사장교제도는 석사 졸업자 중에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6개월간 군사
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친 후 소위로 임관하는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를 두었으나 1982년에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
치법｣으로 개정되어 인문·사회 계열의 석사 졸업자까지 혜택을 보게 되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전재국)과 노태우의 차남(노재헌)이 석사장교로
복무하여 두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라는 의심을 받았고
이들이 석사장교를 마친 뒤에 곧바로 폐지되었다.

[그림 4-5] 연도별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석사 졸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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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그림 4-5]에서 석사장교제도가 시행된 기간(1982~1991년)에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의 석사 졸업자 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대통령의 아들 외에도 명문대의 석사 졸업자들과 해외 유학생들이
석사장교제도 덕분에 학계에 일찍 진출할 수 있었다. 김태일·양정모(2009)가
40개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 중 1951~1970년생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사장교제의 수혜자들은 비수혜자들에 비해 박사학
위 취득 연령이 확실히 낮았다. 또한 공학 분야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
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석사장교제의 수혜자가 비수혜자보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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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임용된 경우가 더 많았다.
사회학은 학과가 늘어난 1980년대에 석사 졸업자도 대폭 증가하여 한 해
200명에 육박한 적도 있지만, 1990년대 이후 100~15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과 정치외교학의 경우 석사 졸업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시기는 1980년대보다 오히려 1990년대 말 이후다. 2000년 전후 대학원 교
육의 활성화, 더 나아가 대중화라고 부를 만한 변화는 정부의 연구중심대학
지원 사업, 학술진흥정책 등과 연관이 깊은데,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살펴
볼 것이다.
해방 직후 제도화 초기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연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사학위만 가지고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석사학위만 가지고 교수에 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구제박사와 신제
박사67)를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를 찾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분과학문이 대학 제도에 완전히 정착되면서 박사학위
는 전문적인 연구와 고등교육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되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 박사 졸업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
역시 주로 1980년 이후의 일이다. [그림 4-6]에서 1990년대 초반에 박사
졸업자가 급증한 것은 석사장교제도의 영향 등으로 일정 부분 설명 가능하
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일반대학
원에서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해마다 들쭉날쭉한 편이다.

67) 1975년 2월까지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심사만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이른바 논문박사 제도가 병행되었는데, 이를 통칭 구제박사(舊制博士)
라고 부른다. 1975년 이후에는 바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한 사람만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신제박사(新制博士)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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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도별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박사 졸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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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세 학과에서 박사 졸업자의 수도 198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학원 과정과 석사 졸업자의 양적 확대에 비하면 그다
지 많이 늘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큰 차이가 없다. 해마다
배출되는 박사 졸업자 수의 평균치를 보면, 1990~99년에 경제학과는 67명,
정치외교학과는 45명, 사회학과는 20명 선이었고 2000~2009년에 경제학과
74명, 정치외교학과 55명, 사회학과 25명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학과 수에서
경제학과가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
과에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 박사를 많이 배출하는 편이다.
1980년 이후에는 국내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도 늘어났다. 1977년부터 국비유학제도
를 마련하여 정부 중심의 유학 정책을 확대했고, 1981년에 해외 유학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비에 의한 유학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1986~87년에 도피성 유학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 정책으로
다시 돌아섰다가 1988년 이후에는 사회 전반의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
라 해외 유학 문호를 완전히 개방했다(교육부, 1998: 800-801).
해마다 배출되는 해외 박사 졸업자 역시 1980년대에는 세 개의 분과학문
모두 증가했지만 정치외교학을 제외하면 1990년대에 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
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7]을 보면 경제학과 사회학의 경우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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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치외교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해외 박사 졸업자 수가 일정한 규
모로 수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90~99년에 한 해 졸업자 수의 평
균은 경제학 51명, 정치외교학 30명, 사회학 15명 정도였는데, 2000~2009
년에도 경제학 50명, 정치외교학 39명, 사회학 16명 선에 머물러 있다. 같은
시기의 국내 박사 졸업자 수와 비교해보면, 국내 대학원이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4-7] 연도별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해외 박사 졸업자 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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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이와 같이 일반대학 사회 계열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과 관련된 통계
만 보면 1980년대는 사회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회학의 성장
이 두드러졌지만, 학과 수와 석사 졸업자의 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학
과 정치학이 2000년대 이후에도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데 반해 사회학은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제도의 확대와 석사 졸업자 수
의 증가에 비해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의 박사 졸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큰 변화 없
이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68) 해외 박사학위 수여자가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고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실제 졸업자
는 더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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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운동과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형성

1980년대 대학 제도의 확대와 개방은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 제도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는 대학 제도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도 내부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카데미즘의 규율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
수와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대학 안팎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도모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즉 대학 제도의 양적 팽창에 아카데미즘의 규율화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여백을 바탕으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대학 바깥으
로도 흘러나갈 수 있었다. 대학 외부에서 조직한 세미나가 발전하여 학술단
체로 성장했고, 대학원생들의 번역이나 단행본 출간 등도 활발했다.
물론 대학 제도 내부의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해서 대학 바깥에 학술운동
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학술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계의 주류
연구 경향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제도의
아카데미즘에 동의한다면 굳이 대학 바깥에서 따로 세미나를 조직하고 학술
운동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 한국 사회과학계의 주류 연구
경향은 미국의 주류 연구 경향을 그대로 수입한 것으로서 경제학에서는 신고
전파 경제학, 정치학에서는 행태․기능주의와 근대화 이론, 사회학에서는 구조
기능주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기존의 지배
적인 이론과 방법론으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었다. 주류 연구 경향을 비판하는 새로운 시도는 1980년
대에 급증한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종
속이론을 비롯하여 서구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활
발하게 시도되었다(김수행, 1987; 최장집, 1987; 한완상․이기홍, 1987).
그런데 미국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학계 주류
의 분위기보다 학술운동의 형성에 더욱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 당시에는 광주사태라고 불렸던 이 사건은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인구 80만의 도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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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군인들에게 학살된 사건이 벌어지자 해방 후 은폐되었던 사회적 모순들
이 한 순간에 드러났으며, 해방 후 압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던 한
국의 사회과학계가 이러한 모순들을 다루는 데 얼마나 무능한지 역시 증명되
었다(금인숙, 1999).
광주민주화운동은 사회운동과 학술운동을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이전시켰
으며 이 사건의 체험을 통해 비판적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
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을 포함한 온갖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는데, 이는 해방 후 몇 년 간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사라졌던 비판적 지식인 집단이 한 세대를 격하여 다시 복원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했다. 1970년대의 사회운동이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
부운동’이었다면 1980년대에는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여 ‘반체제운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임현진, 2001).
또한 1970~80년대에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해직된 대학교수, 언론인,
제적된 대학생들은 학술운동의 주요 인적 자원이 되었다. 대학에서 해직된
교수들은 대부분 체제에 비판적인 사회과학을 추구해 온 학자들이었다. 특히
1980년에 해직된 경제학자 변형윤, 사회학자 김진균,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
인 이효재의 제자들은 기금을 모아 스승의 개인 연구실을 마련해주었는데,
각각 ‘학현연구실’, ‘상도연구실’, ‘아현연구실’로 불렸다. 이 연구실들은 소장
학자와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넘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술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발전했다(금인숙, 1999).
전두환 정권은 1983년 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방한, 1984년 5월 교황
방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 전반
에 정치적 불만이 팽배해지고 저항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미를 보이자
1983년 2월부터 ‘국민화합조치’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유화정책들을 취했는
데, 그 중 하나가 해직 교수의 복직이었다. 해직 교수들이 1984년 초부터 대
학으로 복귀하면서 연구실들은 하나둘씩 학술단체로 진화했다. 1988년 6월
2일의 한 일간지 기사는 학술운동의 형성과 학술단체의 진화 과정을 간명하
게 요약해서 보여준다.

민주화의 기로에서 뼈아픈 좌절을 겪게 된 지난 1980년 5월 이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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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 각 부문에서 드러나는 각종 모순은 당시를 살아가는 젊은 대학생들
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1980년 이후 사회 모순 해결
을 위한 대학생들 특유의 열정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970년대 학
생운동에 비해 보다 큰 역량을 쌓게 한 이유가 됐다.
예비학자를 만들어내는 대학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석․박사 과정 이수자의 양
적인 확대와 더불어,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연구 시설, 보
수적이면서도 타성에 젖은 교과 과정 및 불합리한 취업 관행 등이 이들에게
커다란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냉전 이데올로기가 팽
배한 가운데 ‘학문의 자유’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연구의 자유’마저 부자유스
러운데다가 깊어가는 현실의 왜곡 현상은 이들을 더욱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회 모순을 학문적으로 규명하
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광범위한 ‘학술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술
단체들은 지난 1984년 7월 발족한 한국산업사회연구회를 필두로 망원한국사
연구실(1984년 12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1985년 12월), 역사문제연구소
(1986년 2월), 한국근대사연구회(1987년 4월), 사회철학연구실(1987년 9월),
문학예술연구회(1987년 10월), 가장 최근에 창립한 한국사회연구소(1988년
4월)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15개 남짓하다.69)

기사가 실린 다음 날인 1988년 6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10개의 학술
단체(망원한국사연구실, 문화예술연구회, 사회철학연구실, 여성사연구회, 여성
한국사회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대사연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가 한양대에서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의 목표는 첫째, 1980년대 이후 창립된 신흥단체들
간의 연대와 교류를 증진하는 것, 둘째, 1980년대 이후 분산적으로 추구된
진보적 학술연구의 중간 점검과 차후의 전망 수립, 셋째, 일반 학술연구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의 대중화와 신흥 학술단체의 홍보 등이
었다(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준비위원회, 1988). 단체 간의 연대와 교류가 일
차적 목표였고 사회과학적 인식의 대중화는 부수적으로 기대하는 효과였지만
실제 대중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엄청난 대중들의 관심과
69) ｢‘사회 모순 규명’ 학술운동 새 바람｣,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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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였다. 이틀간에 걸쳐 연인원 3,000여 명의 연구자, 시민, 학생들이 발표
장을 찾아 시종 진지한 자세로 발표를 경청하거나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발표의 요약문을 실은 자료집 천여 부가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우
리 역사 현실에 대한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연구에의 관심과 성원은 대단한
것이었다.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준비위원회, 1988: 4)

연합심포지움을 성황리에 마친 학술단체들은 같은 해 11월에 ‘학술단체협
의회’를 창립했다. 1988년에 개최된 제1회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의 주제는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이었는데, 창립 10주년 기념이
었던 1998년 제11회 연합심포지움 역시 같은 주제로 열린 후에 발표 논문들
이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재와 미래(푸른숲, 1998)라는 제목의 단행본으
로 묶여서 출간되기도 했다. 학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술
단체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체제에 비판
적인 학문이라는 특성을 공유하여 ‘비판적 인문사회과학’ 혹은 ‘진보적 인문
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의 창
립 10주년 기념논문집(제2권) 역시 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한울아
카데미, 1994)라는 제목 하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괄하였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가 가시화되던 1990년대 초반에도 학술운
동의 전망은 밝아보였다.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은 물론 80년대를 통해 ‘확
대재생산’된 변혁운동의 역량과 대중적인 각성”이었으며, “민주화 자체에 대
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며 여론은 변혁운
동의 편에 서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운동에서 전문성과 대중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징후 중에 하나였다70).
그러나 1998년에 학술단체협의회가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는 학술운동
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늘었다. 조현연(1998)은 학술단체협의회의 10
년을 성찰하는 글에서 학술운동이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진입”했다고 평가
했다. 1980년대에 30~40대 초반의 대학원생, 시간강사였던 학술운동 1세대
들이 1998년에는 40~50대 중년의 정규직 교수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학술단
체의 정체성, 공동체성은 희미해졌고 연구자들의 활동 중심축이 학교, 연구
70) 유팔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역량 살려 변증법적 논리로 진전할 것｣, 한겨
레신문 1990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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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 직장으로 옮겨졌다. 또한 신진연구자들이 단체에 충원되지 않아 학술
단체들의 인적 구성이 대부분 아래 없이 위와 중간으로만 이루어진 형태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비판적 학술운동을 지향한 학술단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
분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되었다. 1995년 교육개혁 이후, 특히
1998년 이후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필두로 아카데미즘의 규율이 강화되고 평
가 제도가 정착되자 대학 안팎을 오가던 학술단체들은 대학 제도 내로 편입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대학과 결별해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이르렀
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학단협 10년사(1998)에 소개된 19개 회원단체
정기 간행물들 중 12개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발간이 지속되
고 있다.

[표 4-3] 학술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정기 간행물(1998년 기준)의 변화
발간단체(당시 명칭)
한국산업사회학회71)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역사학연구소
한국여성연구소74)
문학예술연구소
동아시아역사연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교육연구소

제목(당시 명칭)
경제와 사회
공간과 사회
동향과 전망
민족문학사연구
민주법학
산업노동연구
사회경제평론
시대와 철학
역사문제연구
역사비평
역사와 현실
한국사회와 언론72)
역사연구
여성과 사회
문예연구75)
동아시아역사연구
농민과 사회
정치비평
한국교육연구

71) 2007년에 ‘비판사회학회’로 개칭.
72) 1998년에 한국언론정보학보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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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등재
창간
후보
1988
1999
1991
2007
1988
2004
1991
2000
1989
1999
1995
2003
1988
1999
1990
2000
1996
2008
1987
1999
1989
1998
1992
2002
1992~현재73)
1990~2005
1991~ ?
1996~2006
1991~2010
1997~2006
1994~2008

등재
2003
2010
2007
2004
2002
2006
2004
2005
2011
2005
2001
2005

1980~90년대 학술단체들의 학술운동이 대학 제도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운동은 공간적으로 대학 바깥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대학에 속해 있었다. 학술단체들이 노동
운동이나 사회변혁운동과 결합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주류 연구 경향
과 다른 연구들을 대학 외부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뿌리는 해
직된 대학교수의 외부 연구실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해직 기간은 몇 년 되지
않았으며 복직 이후에는 대학에 몸을 담은 채로도 외부 활동에 큰 문제가 없
었다. 대학원생들 역시 학술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졸업을 하고 교수나
연구원으로 대학 제도에 비교적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술단체들의 활동이 쇠퇴하게 된 것을 단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에 따른 문화적 충격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987년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기대와 가
능성이 팽배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학술운동에 힘을 불어넣은 면을 무시할 수
는 없지만, 그러한 동력이 순식간에 사그라진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외
에도 대학 제도의 재정비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에 양적으로 팽창한 대
학 제도에서 규율의 공백이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던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연구자들의 활동 영역이 아카데미즘
의 전문적 지식 생산으로 한정된 것이다.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 바깥에서 모였던 학술단체의 연구자들은 각각의 분야에 따라 대학
내의 인문학, 사회과학 계열로 흩어져 흡수되었고, 학술활동의 대부분을 한
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전문 학술지들에 열심히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73) 역사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아니면서도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
다.
74) 한국여성연구소는 2001년에 페미니즘 연구를 창간했으며, 페미니즘 연구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다(2006년 등재후보, 2009년 등재).
75) 문예연구는 창간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물을 찾아볼
수 없다. 동아시아역사연구, 농민과 사회, 정치비평, 한국교육연구는 현재 몇 년
째 발간이 중단된 상태지만 폐간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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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비판적 인문사회과학과 아카데믹 저널리즘
1. ‘사회과학의 시대’에 대한 담론

1980년대 이후 대학 제도의 양적 팽창과 개방, 고등교육을 통한 대중 지
성의 발달,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
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흔히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회과학의 황금기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1980년대를 가리킨다. 사회과학의 시대라는 말은 1980
년대가 채 끝나기 전에 연구논문, 단행본, 잡지, 신문 등에서 등장하기 시작
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여러 매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0년 전
후의 일간지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를 몇 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1) 1970년대를 ‘문학의 시대’라고 한다면 19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1980년 봄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
과학계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올바른’
체계는 ‘이미 완성된 채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 방법론적 원칙
및 사회운동적 함의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했다. 1985년 이래 본격화하였던
이른바 ‘한국사회 성격논쟁’이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76)
2) 유례없이 시(詩)가 풍작을 이루었던 19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불
릴 만큼 시인과 독자가 모두 사회과학적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사회과학에 서서히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
직 정치적,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가 힘들
다는 분석이다.77)
3) ‘사회과학의 시대’라 불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번성한 사회과학 출판사
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양과학 쪽으로, 문예물로, 또 다른 부분으로 길을 낸
것 역시 시대상황의 반영이었다. 지난 해 말 시작된 사회과학 출판계의 불황
은 현실 사회주의의 좌절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판계의

76) 윤소영, ｢‘사회성격 논쟁’ 통해 정치경제학 복원｣, 한겨레신문 1989년 1월 1일자.
77) ｢’90 문화 결산: 시(詩) – 새 흐름 없는 ‘다양 속의 침체’｣, 동아일보 1990년 12월 6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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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독자들의 관심이 정치경제학, 사회성격 문제 등에 관한 거시적인 문제
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학계 안에도 이
제야 각론을 쓸 역량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이들도 없지 않
다.78)

1980년대를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사실 10년마다
시기를 구분하는 것에 특별한 근거는 없는 듯한데, 거칠게 1970년대를 ‘문학
의 시대’, 1980년대를 ‘사회과학의 시대’, 1990년대를 ‘문화의 시대’ 등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
다. 특히 1980년대가 1970년대나 1990년대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는 생각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도 일반적인 통념으로
굳어있다(신현준, 1999).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과학의 시대를 정확하게 1980년대(1980~89년)
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 시기 구분을 대략 세 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짧게 볼 때 10년 미만으로 1980~87년 혹은
1987~95년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1일에 개막한 서
울국제도서전에서는 1980~87년을 ‘사회과학의 시대’로, 1988년부터 현재를
‘상업출판물의 시대’로 구분했다. 둘째, 가장 흔한 경우로 1980년대를 얘기한
다. 셋째, 길게 볼 때 1970~80년대나 1980~90년대를 말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과학의 시대를 규정하는 특징 역시 화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 인용한 신문 기사들은 각각의 유형을 예시한다.
첫째,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형성과 사회구성체 논쟁을 1980년대 사회과학
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경우다. 둘째, 사회과학적 인식이 중요
하다는 관념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여 문학과 예술 등 다른 문화 영역까지 사
회과학 지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제도화된 사회과학계
보다 출판산업과 독서시장의 변화에 주목하여 사회과학 책들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사실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78) ｢되돌아본 격동의 91년 – 6편 문화｣, 한겨레신문 1991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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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형성과 사회구성체 논쟁
이 유형은 주로 사회과학자들이 1980년대를 회고하는 방식이다. 1980년대
에 대학 외부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학술단체를 조직하
고 한국 사회를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이 발
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사회구성체 논쟁
을 통해 신진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은 서구 사회과학에 대한 종속에서 조금씩
벗어나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시작했다는 자부
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

한국에서 진보주의 인문사회과학은 1980년대 중반에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물론 그 이전에 박현채 교수의 ‘민족경제론’, 한완상 교수의 ‘민중사회학’, 이
효재 교수의 ‘분단사회론’ 등 진보적 성격이 강한 담론들이 제기되었다. 하지
만 본격적인 진보주의 인문사회과학의 출발점은 1985년 창작과 비평에 실
린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볼 수 있으며,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열린 정치공
간 속에서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특히 사회구성체 논쟁은 ‘사회과학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큼 대학사회와
지식사회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끼쳤다. 현 시점에서 보면 그 열기가 과도했던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논쟁은 진보주의 인문사회과학의 정립이라는 하나의
‘전환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마르크
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전통의 ‘복원’을 의미했다.
하지만 사회구성체 논쟁은 1990년대 들어 그 열기가 갑자기 식었다. 여기에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외적으로 1989년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대
내적으로 6월 민주항쟁 이후 제한적 수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인식이 등장한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김호기,
2002: 150)

1980~90년대 등장한 학술단체들은 ‘민족·민중적 학문’79)을 지향하며 한국
79) 민족·민중적 학문은 1980년대에 학술운동의 지향점이자 과제로 제시되었다. 1988년
김진균의 제창(提唱)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간의 논쟁과정을 통해 민족적·민중적 학
문은 소시민적 세계관을 탈각하고 민중적 세계관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정작 그 민중적 세계관의 내용, ‘민중성’의 내포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있
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 이 민중성은 원칙적으로 현존 종속적 질서의 민중수탈적
구조에 대립하는 민중적 경제질서에 대한 지향으로 보이고 있다. 즉 올바른 민중성의
내포야말로 계급성·민족성이고, 그러한 원칙의 구체화가 민족적·민중적 학문의 정립이라
고 할 것이다.”(김진균, 1988: 22) 민족·민중적 학문은 현재까지도 내포가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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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과학이 기층 민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의 학과와 전문 학회로 대표되는 사회과학계는 비판적 인문사회과학과
다소 거리를 두었다. 사회과학계의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는 사회운동의 도구
로 학문이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학술운동의 확대를 경계했다.
이와 같이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전성기로 사회과학의 시대를 규정할 경
우 1990년대는 더 이상 사회과학의 시대가 아니었다. 진보적 학술운동을 표
방하는 여러 학술단체들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혼란에 빠졌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했지만 해체되거나 대학 제도 내로 편입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2) 문학·예술에 대한 사회과학의 영향
1981년에 창간된 부정기 간행물 시와 경제의 동인들80)은 독특한 표제
에 대해 해명하는 것으로 창간사를 시작한다. 창간사에서 이들은 ‘경세제민
(經世濟民)’을 추구하는 시를 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빠르게 변모하는 현대
사회의 성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가 어느 때보다 사회과학의 도
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김도연, 1981). 1990년, 한 일간지에 실린
좌담 기사는 당시 사회과학이 문학․예술계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송기원(작가): 문학의 경우 198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가 비교됩니다. 전반기
에는 작가들이 지식인 출신이고 등장인물은 도시빈민, 떠돌이 노동자 등이었
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박노해 같은 노동자 출신 작가들이 등
장했고 작품 속의 주인공들도 명확한 계급의식을 갖게 됐지요. 하지만 1980
년대가 사회과학의 시대라 할 만큼 사회과학은 모든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지나친 분파주의를 낳게 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애주(한국무용가): 지식인들이 관념적 말잔치에 치우쳐 몸으로 실천하지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사상투쟁에 빠지면서 교조주
의에 휘말리게 되거나 예술가들조차 사상투쟁의 틀에 얽매여 창작활동에 어
떤 한계를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중략)
유인택(연극연출가): 특히 1980년대 후반기 들어 사회과학이 문화운동을 압

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80) 홍일선, 정규화, 김도연, 황지우, 박승옥, 나종영, 김정환, 김사인. 창간사는 김도연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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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면서 이론화하지 못한 것은 모두 경험주의, 낭만주의로 매도돼왔어요. 하
지만 예술운동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중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과학의 틀만 강조하다 보면 예술운동이 가진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는 잘못
을 범하기 때문이지요. (중략)
유홍준(미술평론가): 사회구성체 논쟁이 상징하듯 지난 시대는 이론이 주도한
시대였고 구체적 실천 작업은 이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문학에서도
민중문학, 노동해방문학, 민중민주주의문학 등 이론이 분분하게 나타났지 그
이론을 뒷받침할 작품은 부족했지요. 어떤 면에서는 작가의 예술적 성과를 자
의적으로 재단해 분류한 면도 보이고요.81)

1980년에 폐간된 문예지 문학과 지성이 1988년에 재발간되면서 문학
과 사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성’을 ‘사회’로 바꾸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
제가 아니었다. 1980년대의 문학판이 워낙 사회학적 상상력에 의해 주도되
고 있었고, 심지어 사회과학이라는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인 식민지 같은 양상
까지 보였기 때문에 ‘사회’라는 말에 문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성
민엽, 2005: 76).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문학·예술계는 사회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고 가치관의 혼란과 붕괴 속에서 신
세대 문화, 소비미학,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3) 사회과학 책의 대중적 인기
사회과학의 시대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징은 사회과학 책의 높은
인기와 판매량이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대중의 욕구, 사회 변혁에 대한 강한
의지, 1987년 민주항쟁의 열기, 출판자유화 조치 등이 출판운동과 맞물려 사
회과학 책의 대중적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사회과학의 시대에 대한 여러 회
고담에서도 학계의 연구 성과보다 사회과학 책의 활발한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기억이 더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1987년을 경과하면서 사회과학 출
판사가 30여 개에서 100개에 가깝게 급증했으며, 대부분의 대학가에 사회과
학 서점들이 자리 잡았다(심성보, 1990).

나의 학창 시절은 이른바 ‘사회과학의 시대’였다. (중략) ‘불온서적’이니 ‘금서’

81) ｢민중문화: 투쟁보다 예술성 높일 때｣, 동아일보 1990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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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누명을 뒤집어쓰긴 했지만, 이런 책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런 책들을 밤
새워 읽고 토론했던 그 집단적인 ‘의식화’의 문화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 사
회의 ‘민주화’라는 것도 어쩌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이택광, 2010: 74)

한국에서 사회과학이 화려하게 꽃피었던 절정기는 대체로 1987년부터 1995
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 시절에는 사회과학 책이 수십만 부
이상 팔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사회과학이란 이름만 달면 날개 돋친 듯 팔
려나갔죠. 레닌이나 마르크스의 편지 모음도 이때 다 발간되었습니다. 금서라
서 공식 베스트셀러 집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금서로 책장 하나를 채우는 대
학생들이 많이 등장했지요. 진짜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다시
올까요? (우석훈, 2011: 32)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사회과학 출판사들은 문예물이나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상품을 다변화했으며 우후죽순 생겨났던 대
학가의 사회과학 서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사실 1980년대에도 사회과
학 책의 인기는 다소 기복이 있었다. ｢인문·사회과학 도서 출판 활기｣(경향신
문, 1980년 2월 7일), ｢사회과학, 기술 분야 도서 출판 ‘격감’｣(매일경제,
1985년 8월 28일자), ｢사회과학 책 불황 대학가 전문서점 ‘찬바람’｣(한겨레,
1992년 9월 30일자), ｢사회과학 서점 활로 찾기 몸부림｣(경향신문, 1996년
9월 30일자), ｢인문사회과학 잡지 제2 전성시대 오나｣(한겨레, 1997년 7월
8일자),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강세｣(동아일보, 1999년 4월 24일자) 등 기사
제목만 봐도 일관된 흐름을 찾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출판시장이 경제의 호
황, 불황에 큰 영향을 받는데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인기를 끈 문화 관련 서
적이나 프랑스 철학 관련 서적들까지 함께 ‘사회과학 열풍’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범주를 아무리 넓게 규정한다 해도
200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출판시장에서 사회과학 책의 인기를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과학의 시대에 대한 회고담이나 대중매체의 언급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학 제도 바깥에서의 활발한 지식 생산과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과
학의 영향력, 사회과학 책의 인기 등이 주로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
학의 학과와 전문 학회로 대표되는 사회과학계의 발달보다 ‘사회과학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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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측면에서 사회과학의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준영(2014)은 1980년대에 사회과학의 대중화가 가능했던 것에 대해 네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 첫째, 사회과학 지식의 일차 소비자인 대학생 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전체 인구에서는 여전히 소수였고 엘리트적 위
상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둘째, 당시 대학생 집단은 거시적이고 집단적인 실
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들은 사회과학 지식이 사회의 구조를 이
해하고 실천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유신 체제에서 성장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회
과학자들이 지식을 아카데미즘에 가두지 않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소통시키
기 위해 노력했다. 넷째, 1980년에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이 폐간
되었지만 부정기 간행물로 명맥을 이었으며, 새로운 잡지들이 대거 등장하여
사회과학 담론을 유통시키고 대학생들의 지식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맡
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
들은 1990년대에 모두 사라졌다.

2. 사회과학 책의 출판과 유통

사회 현상은 개인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일반인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대상과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관
심을 갖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
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문 학술지가 아
니라 책이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니라면 사회과
학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필요한 책을 서점에서 구입
하거나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전문 학회와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생산한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하는 매체는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이다. 근대계몽기 서구 사회
과학 지식의 소개에 있어서는 신문과 잡지의 역할이 컸지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단행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근대계몽기나 해방
직후와 같이 출판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출간된 책들 대부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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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류에 국한되었지만,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독서가 대중
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단행본들이 서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는 한국의 출판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1970
년에 연간 2,633종에 불과하던 출판 규모가 1976년에 1만 종을 넘고 1980
년에 2만 종, 1983년에 3만 종을 넘었다. 발행부수 역시 크게 늘어서 1970
년에는 484만 부 정도였지만 1972년에 1천만 부를 넘었고 1983년에 1억
부를 넘었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109-110)82).

[그림 4-8] 1970~80년대 단행본 발행종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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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2013: 109-110).

한국에서 출판산업은 1970년대보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고 볼 수 있다.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이 된 출판사의 절반 이상이 1980년대에 창립되었다. 출판실적(서
울의 경우 연 5종 이상, 지방의 경우 연 2종 이상)이 있는 출판사 710개 중
1980년대에 창립된 출판사가 387개(54.5%), 1970년대에 창립된 출판사가
209개(29.4%)였다(이강수 외, 1990: 40).
또한 2000년에 두 번째로 실시된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그 차이
82) 책에 대한 통계는 대한민국 국가서지와 한국출판연감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
국 국가서지는 법적 의무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모든 인쇄물을 대상으로 하기에
상업적 용도가 아닌 출간물까지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책
들에 국한된 한국출판연감의 통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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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조사 대상인 819개 사에서 1980년 이후 설립된 출판
사가 594개로 72.6%이며 이 중 1990년대 들어와 설립된 출판사가 46.8%로
절반에 가깝다. 즉 1987년 출판사 설립 자율화 조치 이후 출판사가 대거 설
립된 것이다(윤청광 외, 2000: 21).
그러나 출판사의 급증이 곧 출판산업의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출판
업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책을 한 권도 출간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
놓은 출판사들이 크게 늘어났다. 연 1권 이상 출판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1982년에 전체의 84.4%에 달했지만 1992년에 32%, 2000년에는 10.7%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림 4-9] 전체 출판사 수와 출판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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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각 연도).

또한 어떤 책이 출간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서 책을 분류하는 방법은 듀이십진분류법(DDC)을 한국 사정에 맞게 약간 변
형한 한국십진분류법(KDC)이 사용된다.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면 책은 0번
‘총류’, 1번 ‘철학’, 2번 ‘종교’, 3번 ‘사회과학’, 4번 ‘순수과학’, 5번 ‘기술과
학’, 6번 ‘예술’, 7번 ‘어학’, 8번 ‘문학’, 9번 ‘역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십진
분류법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로 ‘아동’과 ‘학습참고서’가 있고 2005년부터는
‘만화’도 따로 집계하게 되었다.
1980년에 전체 발행종수는 20,985종, 발행부수는 64,609,972부인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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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참고서의

발행종수는

2,351종으로

문학(5,107종)보다

적고

사회과학

(2,276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발행부수는 32,502,322부로 전체 발행부수
의 절반을 차지했다(대한출판문화협회, 1981: 645-647). 1980년 이후 학습
참고서, 아동 도서, 만화를 제외한 단행본 중 재판, 개정판을 포함하지 않은
신간의 발행종수만 따로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0] 단행본(학습참고서, 아동 도서, 만화 제외) 발행종수(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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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각 연도).

1980년 이후 신간의 발행종수가 꾸준히 증가한 편이긴 하지만, 특별히 책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신간 출간이 늘어난 시기가 따로 있다기보다 경기
(景氣)에 따라 출판산업의 호황, 불황이 거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수, 입학정원, 학과 수의 증감이 주로 정부의 정책에 좌우된다면, 발행종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시장 환경이다. 새로운 책의 출간은
독자의 수요나 독서 성향의 변화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결국 상품이기 때문
에 경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른 책의 분류 중에 발행종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번 사회과학, 5번 기술과학, 8번 문학이다. 단행본 전체에서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분야가 구성하는 비율을 보면 1980년대와 2000년대가 비슷
하며, 1990년대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 [그림 4-11]과 [그림 4-12]에 따르
면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단행본의 출간 상황은 1980년대에 좋은 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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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에 다소 좋지 않다가 1990년대 중후반에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후반에 사회과학은 문학과 기술과학에 비
해 신간 출간이 늘었고 비중도 상승했다.

[그림 4-11]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발행종수(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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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각 연도).
[그림 4-12]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발행종수(초판)의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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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각 연도).

그런데 1980년대에 사회과학 책이 다른 분야의 책들에 비해 활발하게 출
간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폭 증가하거나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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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책의 발행종수는 다른 분야의 발행종수나 전체 발행종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다만 구성비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과학 책은 다른
분야와 달리 1990년대 초반에 침체기라고 할 만한 상황을 겪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원래의 규모를 회복했다.
그렇다면 과연 1980년대에 사회과학 책이 다른 분야보다 인기가 높았다고
볼 수 있을까? 실제 판매량은 발행부수로 가늠할 수 있다.

[그림 4-13] 1980~1995년 평균 발행부수(초판)
3000

문학

2500
2000

사회과학

1500

기술과학

1000
500
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각 연도).
[그림 4-14] 1999~2012년 평균 발행부수(초판)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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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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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과 [그림 4-14]를 보면, 문학과 기술과학에 비해 사회과학은
1980년대에 기복이 심한 편이었고, 1990년 이후로는 권당 1,500부 정도의
발행부수를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십진분류법에서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책들의 출간은 1980년대에 특히 인기가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3
년, 1986년, 1989년에는 문학의 평균 발행부수를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몇 년을 제외하면 사회과학의 평균 발행부수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1999~2004년에는 기술과학보다도 적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대학가에서 인기를 끈 책들 중에 도서관의 한국십진분
류법에서 사회과학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1980년대에 대학생들이 필독서처럼 여겼던 사회과학 책들 중에
일부는 도서관의 분류표에서 철학이나 역사로 분류된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
에 속하는 책들 역시 문학, 역사, 철학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당시 출판계에서 사회과학은 현실에 비판적인 담론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
어로서 대학 제도의 사회과학 분과학문들보다 인문학까지 포괄하는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에 가까운 범주였다.
이러한 사정은 전두환 정권 시절 금서들의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10월 19일 문공부가 발표한 ‘불법으로 판정된 간행물 22종’(한국출
판문화운동사 편집위원회, 2007: 278-280)을 도서관 분류 체계에서 검색하
면, 22권 중에 ‘사회과학’이 11권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역사’가 5권, ‘철학’
이 3권, ‘문학’이 1권, ‘총류’가 2권이다. 또한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책들
중에도 노동자의 철학(거름, 1986), 노동의 철학(광민사, 1981), 강좌철
학(세계, 1986), 노동의 역사(광민사, 1980), 프랑스 노동운동사(광민
사, 1980) 등 철학, 역사와 결부된 책들이 많았다.
1980년대에 비판적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책들은 주로 출판운동을 표방
하는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1970~80년대에 해직된 언론인과 제적
된 대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출판사를 운영하며 금서로 지정될 만한 단행본
들을 출간하고 유통시켰다. 1974년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하여 해직된 언
론인들 가운데, 동아일보 출신의 김병익(문학과지성사), 권근술(청람문화
83) 1996~98년은 교과서 납본량이 포함되어 수치가 왜곡되므로 통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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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김진홍(전예원), 조학래(과학과인간사), 김재관(정우사), 김언호(한길사),
정동익(아침), 조선일보 출신의 정태기(두레), 한국일보 출신의 백우영(백
제출판사) 등이 출판사를 창립하였다. 또한 1971년 10월 위수령(衛戍令) 선
포와 1974년 4월 긴급조치 하의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시국사건들
로 제적된 대학생들 중에 조연상(청사), 이호웅(형성사), 이태복(광민사), 조
상호(나남), 김학민(학민사), 나병식(풀빛), 이해찬(돌베개), 최권행과 김도연
(한마당), 김종수(한울), 소병훈(산하) 등이 출판계에 합류했다(조상호, 1999).
특히 김언호가 창립한 한길사는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1977)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101권을 발간하고 현재도 계속 출간 중인 ‘오늘의 사
상신서’ 시리즈와 1979년에 제1권을 낸 후 10년에 걸쳐 제6권까지 출간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 등을 통해 1980년대 사회과학 출판사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았다.
자본주의 체제와 독재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인문사회과학 책들은 여러 차례
필화(筆禍)에 시달렸다. 대표적인 예로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아시아·
중국·한국(창작과비평사, 1974)은 출간 후 거의 5년 뒤인 1979년 3월에 판
매금지 조처를 당했다. 또한 이영희의 우상과 이성(한길사, 1977)은 출간
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저자가 치안본부 대공부실로 연행되면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영희는 반공법 제4조 2항, ‘국외 공산계열의 고무, 찬양,
동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반공법과 함께 1975년 5월에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출판의 자유를 말살하는 도구로서 출판인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에
대한 임의연행, 불법구금,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행하는 구실이 되었다.
인문사회과학 책 출판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1987년 민주항쟁까지 이어져
1980년부터 1986년 중반까지 판매 금지된 책이 거의 1,000종에 이르렀다
(한국출판문화운동사 편집위원회, 2007).
1987년 출판사 설립 자율화 조치와 1988년 정부의 공산권 자료 공개방침
에 따라 한국 사회의 구조와 한미(韓美)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은 인
문사회과학 책의 출판이 늘어나고 북한에서 출간된 책들이 활발히 소개되었
다. 그러나 정부의 검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법적인 제재도 다
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었기에 많은 책들이 저자나 번역자의 실명을 달지 않고
출간되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다소 진척된 후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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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안법을 구실 삼아 출판인이나 저자가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사건은 빈발
했다.
1988년 8월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이 발간되면서 시작된 북한 원전 출간은 1989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한국출
판문화운동동우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989년 12월 31일까지 북한원전
발간 총수는 178종(영인본 제외, 중복 출판 고려하면 144종)이었다. 1988년
11월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펴내려던 출판사 대표가 구속된 것을 시작으
로 1990년 5월까지 29명의 출판인이 북한원전 발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약
5만 권의 책이 압수당했다. 북한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북한원전
출판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된 출판인들의 수는 총 60여 명에
달했다(한국출판문화운동사 편집위원회, 2007).
또한 1989년 하반기부터 연구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이루어졌는데
1989년 12월에 남서울 민청련 위원장 이재화(본명 이승환)가 한국근현대민
족해방운동사(백산서당, 1988)를 집필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1990년 1월에
는 임규찬이 월간 노동해방문학에 ｢해방 직후 문학운동 조직 노선과 노동
자계급 헤게모니의 문제｣ 등을 집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 이진경(본명 박태호)은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아침, 1986) 등을 집필한 혐의로 책을 출간한 지 4년이 지난 1990년 1월에
구속되기도 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월간 사회와 사상의 기획위원이었던 정
민이 민족자주화운동론(1, 2)(백산서당, 1988),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백산서당, 1989), 껍데기를 벗고서(동녘, 1987) 등을 집필하거나 편역한
혐의로 구속되었다(한국출판문화운동사 편집위원회, 2007).

3. 인문사회과학 잡지와 아카데믹 저널리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는 주로 단
행본이지만 연속간행물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학 바깥의 공론장에서
사회과학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데 있어서 전문 학회의 학회지는 영향력
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대학 제도와 달리 단행본과 잡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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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가 모호하여 인문사회과학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
았으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양지들은 인문사회과학의 전문적 지식을 대중
적 지식으로 번역하거나 대중적인 문제 제기를 학술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1950년대에 사상계에서 시작된 교양지의 전통은 1960~70
년대에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종합 문예지로 이어져 1970년대를
문학의 시대로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는 문예지뿐
만 아니라 녹색평론, 전통과 현대, 당대비평 등 다양한 사회비평 잡지
들이 등장하여 공론장을 활성화시켰다.

1) 사상계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교양지
1980~90년대에 지식인들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문사회과학 교양지들은 사
상계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상계는 1950~60년대의 대표
적인 문예지이자 독재정권에 맞선 비판적 인문사회과학 잡지였다84). 원래 문
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의 기관지였던 사상(1952년 9월 창간)을 장준하
가 인수하여 사상계로 제호를 바꾸고 1953년 4월에 월간 교양지로 새로
창간하는 형식으로 발행했다. 사상계는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글로 지식인
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1960년대에 판매부수가 5~8만 부에 달했다.
그러나 1970년 9월에 정부에 의해 폐간되었는데, 이는 통권 205호(1970년
5월호)에 실린 김지하의 담시(譚詩) ｢오적(五賊)｣ 때문이었다. 김지하는 ｢오
적｣에서 부정부패에 찌든 재벌,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군장성, 장차관을 을
사오적에 빗대 비판하였다. 처음에는 시가 수록된 잡지를 서점에서 수거하고
시판을 금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기관지 민주전선에 재수록되면서 김지하와 사상계 발행인(부완혁), 편집장
(김승균)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상계는 1972년에 대법원에
서 등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제대로 복간되지 못했다85).
대학의 강의실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대학생들의 지적 갈증은 사상계 외
84) 비슷한 시기에 사상계 외에도 세계, 새벽 등의 종합 월간지들이 있었다. 세계
는 외국의 학문과 사상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고, 새벽(1954년 9월~1960년 12월)은
흥사단 계열의 기관지로서 한때 사상계와 쌍벽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잡지가 사상계였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김건우, 2003:
45-46).
85) ｢1970년 월간지 사상계 강제 폐간｣, 경향신문 2011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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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청맥, 씨의 소리, 대화, 다리 등의 교양지가 채워주었다. 청
맥은 1964년에 창간된 종합 월간지로 대학생들과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1964년 8월호부터 1967년 6월호까지 총 27권을 발행하고
폐간되었다. 월간지였지만 여덟 번은 잡지를 내지 못해서 통권수가 27권에
머물렀으며 편집진의 실수로 마지막호의 통권수가 28호로 잘못 기록되어 혼
란을 주기도 했다(전용호, 2012: 194). 청맥은 통일혁명당 서울시지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발행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 1968년 8월에 중앙정보
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청맥 발간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김종태와 김종태의 조카로서 청맥의 주간 및 편집인이었던 김질락, 초대
편집장이었던 이문규는 사형을 당했고 당시 발행인이었던 김진환은 5년을
복역하였다.
그러나 청맥은 1960년대에 이미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교양지로서 사상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86). 청맥에는 통일혁
명당과 관련이 없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글이 많이 발표되었다. 1965년 5월
호 ‘일본은 다시 온다’, 6월호 ‘한국의 민족자본’, 1966년 6월호 ‘문화식민
론’, 8월호 ‘학문의 소작지’, 9월호 ‘한국 민족문화의 문제점들’ 등 다양한 특
집을 통해 여러 편의 기획 논문을 묶어서 게재했는데, 특히 1966년 8월호
‘학문의 소작지’ 특집에서는 한영환의 ｢한국 사회과학의 허망한 노력｣, 구범
모의 ｢민중 밖에 있는 정치학｣, 김민채의 ｢남의 것 연구하는 경제학｣, 김진
균의 ｢소아마비 못 면한 사회학｣, 이돈희의 ｢토착화 요원한 교육학｣, 안병무
의 ｢성서와 대결하지 못하는 신학｣ 등을 실어 사회 현실과 괴리된 한국 사회
과학의 문제점을 선구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전용호, 2012: 200-205).
월간 씨의 소리는 함석헌이 1970년 4월에 창간했다. 창간호와 5월호
를 낸 후 곧바로 문화공보부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
로 1971년 9월에 복간되었다. 창간사에서 함석헌은 “신문이 씨알에게 씨알
86) 천정환은 청맥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잡지의
인적 기반에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출신이 차지한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지
적한다. 즉 통일혁명당 사건과 별도로 당대의 젊은 지식인들이 청맥에 진지한 글들을
기고하며 실력을 갈고 닦아 이후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청맥의 편집인
을 맡았던 김질락은 당대의 사회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회과학도로서 1960년대 한
국의 전형적인 지식인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천정환, 201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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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보여주지 않을 뿐 아니라, 씨알이 하고 싶
어 못 견디는 말을 입을 막고 못하게 한다.”고 기존 언론을 비판하며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발행 목적으
로 삼았다. 씨의 소리는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 때문에 계속 유형무형의
탄압을 받았으며 1980년 7월 정기 간행물 정비 때 다시 등록이 취소되었다
가 1989년 2월에야 복간될 수 있었다.
월간 대화는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펴낸 잡지로서 1965~1977년에
발행되었다.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벌인 아카데미 운동은 2차 대전 직후
독일에서 시작되어 독일의 재건과 부흥에 기여한 정신적 운동을 가리킨다.
아카데미 운동의 목적은 지식인들의 대화를 통해 분열과 대립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동의 과제를 찾아 새로운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
이었다. 한국에서는 1959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가 아카데미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연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과학자와 신학자들의 모임이었다. 아카데미 운동의 사
업은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둘째, 대화하
는 모임, 셋째, 교육이었다.
대화는 아카데미 운동의 핵심적인 잡지였다. 대화 1호는 1965년 11월
에 발행되었으며 발행인 겸 편집인은 강원룡 목사였다. 주로 아카데미하우스
에서 열린 대화 모임에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했는데, 모임에 참석한 사
람들의 명단은 잡지의 매호 마지막에 수록되었다. 대화 1호에 김경동이 ｢
한국 사회의 성격과 문제점｣을, 이만갑이 ｢갈등의 요인과 합의 도달의 근거｣
를 발표했으며 김경동, 이만갑 외에도 고영복, 이해영 등 사회학자들이 대
화에 여러 차례 글을 실었다. 대화 2호는 ‘경제협력과 자주성’이라는 제목
의 특집으로 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67년 1월에 발간된 4호까
지 비매품이었으며 5호부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문제 제기의 잡지’를 표방
하며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 게재 내용의 일부가 긴급조치 9
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다87).
월간 다리는 ‘대화의 가교(架橋)’를 지향하며 1970년 9월에 창간되었으
며 1972년 1월호를 ‘자진휴간호’로 내고 휴간하였다. 1971년 2월에 다리
87) ｢문공부 월간 대화 등록 취소 긴급조치 9호 위반｣, 경향신문 1977년 1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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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행인인 윤재식과 주간 윤형두, 문학평론가 임중빈이 반공법 위반 혐의
로 구속되었는데, 이는 1970년 11월호에 실린 임중빈의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구속영장에서는 임중빈의 글이 “프랑스의
극좌파 학생운동과 미국의 극좌파인 뉴레프트 활동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뒤,
무엇보다도 능동적 참여를 통한 변혁이 필수의 것으로 요청된다고 논단하여
은연중 우리 정부의 타도를 암시,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했다.”고 이
유를 밝혔지만, 언론과 지식인들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정치인
김상현이 잡지의 고문으로서 자금 지원을 맡고 있었고 마침 임중빈이 김대중
의 전기를 집필 중이었기 때문이다.88) 다리는 1972년 4월호로 복간되었지
만 10월 유신으로 김상현이 투옥되면서 완전히 폐간되었다. 다리 필화 사
건은 1974년 5월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2)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
청맥, 씨의 소리, 대화, 다리 등은 사상계 정도의 사회적 영향
력을 가질 만큼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폐간되거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사상계의 뒤를 이어 교양 문예지의 시대를 연 것은 창작
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었다. 두 잡지는 1970년대를 ‘문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문학이 발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들은 단지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을 대표하는 라이벌 문학잡지에 그친 것이 아
니라 종합 문예지로서 인문사회과학의 발달과 저변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대에 한국의 문학계를 주도한 문예지들은 현대문학, 자유문학,
문학예술 등으로 대부분 월간지였다. 창작과 비평은 보기 드물게 계간지
로 등장하여 월간지 일색의 잡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미국 유학을 마
치고 돌아온 소장학자 백낙청의 주도로 1966년에 창간된 창작과 비평은
보수적인 월간지들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성격의 계간지로 자리를 잡았으며
1970년대에 지식인,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백낙청은 창간사에
서 대중을 위한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88) 한승헌, ｢사법정의 일깨운 ‘다리’ 필화사건｣, 한겨레 2009년 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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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문학의 보호를 맡은 귀족층도 없고 건전한 중산층의 성장도 없는
나라에서 문학이 현실적 기반을 얻는 것은 널리 대중에게 읽히는 길 뿐이다.
따라서 수많은 잠재적 독자들을 가지고 그들을 차차 현실의 독자층으로 이전
시키는 것은 한국문학의 현실적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문학
을 건전한 오락으로 삼을 여유가 없는 불행한 대중들 간에 읽히기 위해 문학
은 그들에게 아편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대변자가 되는 수밖에 없으며 여
기서 택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백낙청, 1966: 27)

창작과 비평은 7호까지 문우출판사에서 발행했고 8호(1967년 겨울호)부
터 14호(1969년 봄호)까지는 일조각에서, 15호(1969년 가을·겨울호)부터는
창작과비평사에서 직접 발행했다. 창작과 비평의 내용은 제목에 걸맞게
‘창작’과 ‘비평’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시, 소설 등 창작물에 대한 문학
비평이 주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비평으로
나아갔다. 문학 비평 외에 사회 비평과 관련해서는 ‘한글전용문제’(12호), ‘국
사교과서의 문제점’(32호), ‘분단시대의 민족문화’(45호), ‘농촌소설과 농민생
활’(46호), ‘분단현실과 민족교육’(48호),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49호), ‘민
족문학과 문화운동’(50호), ‘국문학연구와 문화창조의 방향’(51호), ‘대중문화
의 현황과 새 방향’(53호), ‘제3세계의 문학과 현실’(53호), ‘오늘의 경제현실
과 경제학’(54호) 등을 특집 또는 좌담회로 다루었다.
한편 문학과 지성은 1970년 9월에 창간되어 1980년에 강제 폐간될 때
까지 10년 동안 창작과 비평과 함께 계간지 시대를 이끌었다. 애초에 문
학과 지성은 김현, 김치수, 김병익 등의 동인지로서 창간되었다89). 동인지
(同人誌)는 ‘사상이나 취미, 성향 따위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편집, 발행하
는 잡지’를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잡지들이 출판사의 직접 기획을
통해 창간, 발행되지만 1990년대 이전만 해도 동인지 형식으로 출발한 잡지
들이 대부분이었다90). 창작과 비평 역시 초기에는 백낙청이 주도하는 동인
89) 이하 문학과 지성의 창간과 발행 사항에 대한 설명은 주로 권오룡 외(2005)를 참조
하였다.
90) 학술, 사상,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인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야는 문학이
다. 한국에서 동인지의 효시로는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등이 창간한 창조(1919)와
염상섭, 오상순, 김억, 남궁벽 등의 폐허가 꼽히며 이후 백조, 시문학, 문장 등
이 한국 현대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상업적 기반 없이 동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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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격을 띠었다.
문학과 지성의 동인들 중에 김현은 그 전에도 몇 개의 동인지를 주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김현은 서울대 불문학과 학생일 때 산문시대
(1962~64년)를, 대학원에 다닐 때 사계(1966년)를 창간했으며 대학원 졸
업 후에는 68문학(1969년)에서 중심이 된 바 있었다. 이 동인지들은 적자
때문에 모두 몇 호 발간되지 못하고 짧게 끝났다. 68문학의 경우 언론에서
한글세대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호평했고 이에 고무되어 2호를 준비했으나
출판사(한명문화사)로부터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창간호가 곧 종간호가 되었다.
1960년대의 대학생들은 1990년대 이후 대중화된 대학의 대학생들과 상당
히 달랐다. 지금과 달리 대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사회의 소수 엘리트였으며
1960년 4. 19 혁명을 주도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지식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사회 진출 역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서 대학 3학년으로서 동인지 산문시대를 만들던 시기에 김현과
김승옥은 이미 문단에 등단한 평론가, 소설가였다. 문학평론가 김현과 김치
수,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였던 김병익 등은 기존 동인지들의 단명(短命)과
창작과 비평의 성공을 참조하여 안정적으로 발간되는 계간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들은 젊은이다운 패기를 앞세우며 창작과 비평을 능가
하는 진보적인 계간지를 창간하려고 했지만 결국 재정적 부담이 문제였다.
재정적인 부담을 황인철 변호사가 떠맡으면서 1970년 9월에 문학과 지성
이 등장할 수 있었는데, 황인철이 편집인을 맡았고 창작과 비평을 발간한
적이 있는 출판사 일조각에서 발행했다91). 황인철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과 인혁당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유신정권의 요주의 인물이었다. 1년 뒤에는
유학을 마친 김주연이 합류하여 후에 ‘문지 4K’로 불리게 되는 김현, 김치수,
으로 발간하므로 몇 호 내지 못하고 폐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동인지가
가장 활발하게 등장한 시기는 1960~70년대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인지라는 말이
문예 동인지보다 일본 만화 동인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91) 황인철 변호사를 편집인으로 이름 올린 것은 당시 김지하가 ｢오적｣ 사건으로 구속되고
사상계가 존립에 위협을 받는 엄혹한 시국에서 만일의 사태가 터졌을 때 법조인이 편
집인으로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현대비평’이라는
제목으로 계간지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평’이나 ‘평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호는 안
된다는 이유로 문공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문학과 지성’으로 제호를 바꾸어 다시 신청
했다(김치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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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익, 김주연의 4인 편집 체제가 완성되었다. 1975년 12월에 출판사 ‘문학
과지성사’가 출범했지만92), 1977년 여름호(통권 28호)에 이르러서야 일조각
에서 문학과지성사로 발행처가 바뀌었다. 1977년에 오생근과 김종철이 편집
동인에 합류하였는데, 김종철은 2년 뒤에 탈퇴했다.
문학과 지성 창간호(1970년 가을호)에 실린 창간사에서 편집 동인들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다짐하는데, 이러한 자세는 참여문
학에 대한 지향을 밝힌 창작과 비평의 창간사에 비해 훨씬 더 사회과학 지
향적인 관점이다.

이 시대의 병폐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식을 참담하
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패배주의와 샤머니즘에서 연유하는 정신적
복합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패배주의는 한국 현실의 후진성과 분단된 한국
현실의 기이성 때문에 얻어진 허무주의의 한 측면이다. 그것은 문화·사회·정
치 전반에 걸쳐서 한국인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체이다. 정신의 샤머니즘은 심
리적 패배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의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식민지 인텔리에게서 그 굴욕적인 면모를 노출한 이 정신
의 샤머니즘은 그것이 객관적 분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정신의 파시즘화에
짧은 지름길을 제공한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병폐
를 제거하여 객관적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현실의 투철한 인식이 없는 공허한
논리로 점철된 어떠한 움직임에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진정한 문화
란 이러한 정직한 태도의 소산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안일하게 하는 모든 힘에 대하여 성실하게 저항해나갈 것을
밝힌다. (김병익·김치수·김현, 1970: 5)

문학과 지성은 창간호에서 이미 김병익의 ｢정치와 소설｣, 노재봉의 ｢한
국의 지성 풍토｣, 김철준의 ｢한국 사학의 제 문제｣, 바르트(R. Barthes)의 ｢
작가와 지식인｣ 같은 글들을 통해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문학
92) 1975년 김병익이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사건을 계기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국에 대비해 동인들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판사를 만든 것이다. 역시 
창작과 비평의 선례가 중요한 참고가 되었는데, 창작과 비평은 1969년에 독립된 잡
지사로 전환했다가 1974년에 출판사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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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성에 실린 사회과학적 산문들 중 일부는 학회지의 연구논문들보다 연
구자와 대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1970년대에 주목을 받았던 산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리영희의 ｢강요된 권위와 언론 자유｣(5호), 김여수의 ｢
지성과 권력｣(6호), 서광선의 ｢한국 기독교와 반지성｣(6호), 한완상의 ｢지식
인과 허위의식｣(19호), 정문길의 ｢소외론의 사회학적 의미｣(31호), 박승의 ｢
투기의 반사회성과 정책의 빈곤｣(32호), 임종철의 ｢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의
평가｣(38호) 등을 들 수 있다(김주연, 2005: 54-55).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20대 젊은이들이었
으며 자신들의 매체를 갖는 것이 꿈이었다. 이들은 학회 회원들도 별로 읽지
않는 학회지나 가벼운 이야기들만 가득한 상업적 월간지가 아니라 지식인의,
지식인에 의한, 지식인을 위한 잡지를 만들고 싶어 했다. 즉 주로 대학교수인
지식인들이 수준 높은 글을 실으면서도 학회지와 다르게 대중들에게도 읽히
고 한국 사회 전반을 계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카데믹 저널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두 계간지는 문학잡지의 형식을 갖췄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
을 아우르는 지식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열망을 감추지 않았다. 이 시기에 지
식인들이 주도하는 계간지가 활발하게 등장한 이유는 언론이 정치권력에 무
기력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방송과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
고 있던 유신정권 하에서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은 기존 언론의 대
안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대중 저
널리즘을 추구한 것은 아니며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융합한 ‘아카데믹 저
널리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졌으나 사실 아카데믹 저널은 1970년대만 해도 우
리에게 생소하였다. 학회 회원도 잘 읽지 않는 학회지 아니면 잡문 수준의 월
간 잡지로 양극화되어 있는 발표 구조여서 그 중간 성격을 띠는 아카데믹 저
널의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문학과 지성이 그 기능을 맡아주었던 것이다. 당
시 문학과 지성은 모든 학회로부터 학회지와 똑같은 권위를 인정받아, 연구
비를 받고도 발표지를 찾지 못하던 필자들에게는 높은 문이 되기도 했다. (김
주연, 2005: 55)

1979년 12. 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는 1980년 7월에 창작과 비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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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지성을 포함하여 반동 혹은 저속이라는 사유로 체제와 불화한 정기 간
행물 172종을 폐간하였다. 창작과 비평은 통권 56호를 펴내고 잡지 등록
이 취소된 후 같은 제목의 부정기 간행물로 명맥을 잇다가 1985년에 출판사
가 등록 취소되는 수난을 겪었다. 문학과 지성은 통권 40호를 마지막으로
강제 폐간되었으며 우리 세대의 문학(5, 6집은 우리 시대의 문학)이라는
제목의 부정기 간행물을 대신 발간하여 명맥을 유지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잡지 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환원되자 창작과 비평은 1988년에
통권 59호로 다시 출간되기 시작했고, 문학과 지성은 같은 해에 문학과
사회로 이름을 바꾸어 창간호를 발행했다. 바뀐 명칭에는 “문학의 입장에
서, 문학을 통해 사회 변혁의 전망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문학과 사회 편집동인, 1988: 14).

3) 1990년대 이후 인문사회과학 잡지의 쇠퇴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잡지들이 크게 늘어났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의 입장과 노선을 대변한 월간 노동해방문학은 1989년 4월호부터
1991년 신년호까지 10권이 발행되었으며, 박노해가 대표적인 작가로 활동했
다. 박노해 외에도 사노맹의 핵심 활동가들은 노동해방문학에 자신들의 정
치 노선과 신념, 전망을 담은 글을 발표했다. 계간 사상문예운동은 1989년
가을호부터 1991년 가을호까지 9권이 발행되었고 자진 휴간 형식으로 폐간
되었다.
노둣돌이 1992년 가을호, 상상이 1993년 가을호, 문학동네가 1994
년 겨울호, 리뷰가 1994년 겨울호, 라쁠륨이 1996년 가을호, 21세기문
학이 1997년 봄호, 당대비평이 1997년 봄호로 창간되는 등 1990년대에
는 수많은 잡지들이 등장하여 경쟁하였다. 이들 잡지들은 적자를 면할 수 없
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변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의지에 힘입어 발간될 수 있었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출판계에
서 세력을 과시하고 필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유용한 점을 고려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해마다 적자가 거듭 쌓이자 폐간되는 잡지가 속출했다. 특히 1990
년에 문예진흥원이 문예지에 대한 원고료 지원을 중단하자 상황이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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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10여 년 이상 문예지를 지원했던 만큼 다시 원
고료 지원 제도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서 “정기 간행물 등록 자유화로 상업
지들이 양산되는 시점에서 문예지들도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문예지들이 좋은 필자의 발굴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
고 형편없는 잡지를 만들면서 원고료 지원만 기대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문
예진흥원의 원고료 지원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93).
1992년에 계간 문학과 비평, 계간 현대비평이 폐간되었고 계간 현대
소설 역시 기약 없는 휴간에 돌입했다. 많은 잡지들의 재정 기반이 허약했
고 빚만 늘어났다. 상당수 잡지들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판매에 그쳤다.
1993년은 ‘책의 해’였지만 사정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현대문학, 문학
사상과 함께 문학 월간지의 삼두마차로 불리던 문학정신이 1993년 4월호
를 끝으로 5개월간 휴간에 들어갔다. 1992년 가을호로 창간한 노둣돌 역
시 여름호를 낸 뒤에 부정기 간행물로 전환되었다. 출판계 불황의 첫 희생양
으로 문예지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
아졌다. 그러나 출판사 스스로 단행본 출간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거나 적자
를 감수하면서까지 잡지를 꾸준히 내려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1987년 이후 다양한 잡지들이 등장하여 학문 담론을 활성화하고 지식인의
공론장 역할을 했지만 2000년대에 비평, 당대비평, 사회비평 등이 경
영난으로 줄줄이 폐간 또는 정간되면서 ‘계간지의 종언’이라는 말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강준만의 주도로 1997년에 창간된 계간 인물과 사상
은 실명 비판을 내세우며 각 분야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로 관심을 모
았지만 재정 압박 때문에 2005년 1월, 33권을 끝으로 폐간되었다94). 격월간
지 아웃사이더 역시 같은 이유로 폐간되었다. 계간 사회비평은 1988년
창간 이후 휴간과 재창간을 거친 끝에 2003년에 완전히 폐간되었다. 전통
과 현대도 창간 6년 만인 2003년에 폐간되었다.
1990년대에 창간된 잡지들은 2000년을 앞두고 거의 대부분 폐간된 상황
이었으며 창작과 비평이 독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학과 사회는 과거 

93) ｢문예지 조로(早老) 현상｣, 동아일보 1992년 9월 9일자.
94) 1998년 5월에 창간한 월간 인물과 사상은 살아남아서 2014년 12월에 통권 200호
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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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지성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특정한 지향점 없이
새로운 작가 발굴에 힘쓴 문학동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창작과 비평의
압도적인 지위를 문학동네가 견제하는 형국이었다. 사회비평지로는 격월간
녹색평론과 계간 황해문화 정도가 살아남았다. 녹색평론은 환경 담론
에 특화되어 나름의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해문화는 재단의 후원을
통해 적자를 극복하고 있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가 지속되는 이유
는 각각 창비, 문학과지성사라는 대형 출판사에서 발간하기 때문이다.
윤지관(1999)은 1990년대에 문학 계간지들이 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1997년에 창간된 당대비평에 기대를 걸
었지만, 당대비평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 당대비평은 조세희, 문부식,
윤정모가 창간했는데, ‘당대출판사’를 시작으로 ‘삼인’을 거쳐 ‘생각의 나무’에
서 발행되었다. 1997~2005년에 통권 28호와 4권의 특별호를 냈다. 1997년
창간호에 실린 조세희의 창간사(｢무산된 꿈, 희망의 복원｣)는 IMF 위기를 예
견한 듯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다. 1999년 가을호와 겨울호에서 ‘우리 안의
파시즘’ 특집으로 사회과학계 내외의 큰 호응을 받았다. 창간 3주년 기념호
인 2000년 가을호에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당대비평의 입장을 표명하는
권두언을 싣기로 했는데, 홍윤기 교수가 쓴 원고가 실리지 못하자 월간 인
물과 사상에 대신 실은 ‘원고 망명 사건’도 유명하다. 문부식 편집위원이 
조선일보에 ｢폭력의 세기를 넘어: 문부식의 시간여행｣을 연재하자 4명의 편
집위원이 사퇴한 사건도 있었다.
당대비평은 수준 높은 사회비평을 공론화하는 매체로 이름이 높았지만
2005년 여름호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폐간되었다. 당대비평은 재정 문제
로 2005년 5월 생각의 나무 출판사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가을호부터 복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월간지나 계
간지는 최소 3,000부 이상 팔려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당대비평
역시 다른 사회비평 계간지들과 마찬가지로 2,000부 선에 머물렀다. 김보경
전 당대비평 상임편집위원은 “사회비평 잡지는 대학교수들의 학술논문을
주로 취급하는 학술지와 달라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은 물
론 문예진흥원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재정 문제 때문에 사회비평
지를 폐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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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로는 인터넷과 전자 출판의 발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
한 SNS 서비스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일부 학술단체들이 웹진 같은 형식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꾀했으나 실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창작과
비평을 비롯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몇몇 교양지들이 잡지 시장을 좌
우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불황을 견디기 버거울 정도다. 적자를 메울 여력이
없는 출판사들의 경우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잡지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에
오른다.

95) ｢당대비평 폐간 사회비평지 수난 이어져｣, 경향신문 2005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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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사회과학 전문화와 대중화의 갈등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현상
은 1990년대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아카데미즘 영역에서 사회과학 지식
의 생산과 보급이 활발해지고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다양한 지식이 생산․유통
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양면에서 사회과학 지
식의 생산과 유통이 과거에 비해 부쩍 활발해진 1980~9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기였다.
1980~90년대에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유독 활기를 띤 것은 해
방 이후 사회과학의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꾸준히 발달해 온 것에 기
인한다. 1980년대 국가 경제의 호황과 정치적 민주화 역시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980년
대 이전까지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가 사회과학의 발달을 주도했다면, 1980
년대 이후에는 대중의 역량이 크게 성장하여 대학 바깥에서도 수준 높은 지
식이 생산․유통되기 시작했다. 아카데미즘에서 꾸준히 추진한 사회과학 전문
화의 성과가 저널리즘 영역에서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개혁과 학술진흥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사회과학의 전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지식 생산․유통의 구조에 큰 영
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학문의 주체화 또는 전문화와 대중화의 조화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같은 지향점들은 정책적으로 부정되었고 ‘세계 수준의
사회과학’이라는 지향이 사회과학 전문화의 척도로서 유일하게 강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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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계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연구논문 수나 피인용지수와 같은 수치가 적용되었으며,
국내 학술지보다 국제 학술지를, 국문 연구논문보다 영문 연구논문을, 교양
도서보다 학술도서를, 번역보다 저술을 우대하는 식으로 학술활동의 위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에 연구자들은 정책적으로 표준화된 업적 평가 기준
에 맞춰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대학 제도에 소속된 전문직업인 학
자들은 교육이나 사회봉사보다 연구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의 전문
화는 더 이상 연구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계의 구성
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화가 지식의 전문화인지, 아니면 표준화나 규율화의 다른 이름인지는 분명하
지 않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전문화가 학술활동의 유일한 당위로 강요되면
서 사회과학의 대중성 위기가 발생했으며, 전문화와 대중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과학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점 없이 분리된 아카데미즘과 저
널리즘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
한 방안이 점차 모색되기 시작했다.

1절 아카데미즘의 규율화
1. 1995년의 교육개혁과 대학 교육의 상품화

1980년 이후 대학 제도의 변화를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2000년에 대학 제도가 양적으로 팽창했다. 1980
년 전후로 대학생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와중에 사회 계열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1995년 이후에는 공학 계열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줄어
들었다. 둘째, 대부분의 통계에서 1980년과 1995년 무렵을 기점으로 변화가
두드러진다. 대학 제도의 변화는 정부 정책에 좌우되므로 1980년의 ｢7. 30
교육개혁｣과 1995년의 ｢5. 31 교육개혁｣이 제도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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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책적 계기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사회 계열에서 경제학, 정
치학, 사회학과 관련된 통계만 보면 1980년대는 ‘사회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회학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학과와 석사 졸업자의
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후에도 경제학과 정치학이 대학 제도에
서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는데 반해 사회학은 정체되어 있다. 넷째, 대학 제도
의 확대와 석사 졸업자 수의 증가에 비해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의 박사 졸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와 해
외 모두에서 일정 규모를 유지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제도는 1995년을 기점으로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1995년 이후의 변화는 1980년대의 변화와 양상이 사뭇 다르다. 2000년을
앞두고 전세계적인 정보화, 지구화의 추세와 국제적 생존 경쟁 등에 대비하
여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시도하면서 대학은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받
게 되었다. 양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학 제도 자체의 자율성을 거
의 지니지 못한 채 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대학 내부에서
사회과학 분과학문별로 성립된 학과 중심의 연구, 교육 체계는 시기별로 전
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4년 11월에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목표를 ‘세계화’에 두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에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몇 개월 간 정부
의 각 부처는 세계화 구호를 정책화하는 데 분주했다. 세계화의 의미는 불분
명했는데,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개념과는 차별되었으며 주로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 정도의 의미
로 사용되었다. 1995년 1월에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의
국가 목표는 한 마디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라면서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은 각 분야를 세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를 위해서는 ‘교육의 세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의
세계화는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존중되는 획
기적인 교육 개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96).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1995년에 ｢5. 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
었고 1996년에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교육
96) ｢교육의 세계화 무엇보다 중요｣, 경향신문 1995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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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에 제1차 교육개혁안을, 1996년 2월 9일에
제2차, 1996년 8월 20일에 제3차, 1997년 6월 2일에 제4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세계화 구호에 충실한 것이었는
데, 대학 제도와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중심의 대학 운영 확대: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필요에 따라 시
간제로 등록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제의
법적 기반 마련,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에 부합하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한 전과 및 편·입학 제도 확대.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단설전문대학원의 설립 인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앞당기기 위
한 대학별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지원 가시화.
3) 대학별 자구 노력 지원 체제 도입: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여 40개 대학 교
육 개혁 추진 우수대학에 300억 원 차등 지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대학 교
육의 질 제고와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지원 체제 도입.
4) 대학 정원 자율화: 교육부가 제시한 계열별 증원 규모 내에서 개별 대학이
학과 신·증설 등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포괄승인제의 형태로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 시행, 7개 우수 지방사립대학에 대해서 자율적 증원이 가능하도
록 하는 제도 도입.
5) 대학 교육·연구의 세계화와 첨단화: 우리나라 대학 연구 수준의 세계화를
위해 1996년도 이후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에 25억 원 지원, 우수 국제 학
술지 발행에 약 4억 원 지원, 이공계 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에 150억 원
지원, 국내외 첨단 학술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관리 및 서
비스 제공 산업을 담당할 첨단학술정보센터 설립,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
립. (교육부, 1998: 477-478)

｢5. 31 교육개혁안｣은 교육개혁의 기본틀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바꾸고 ‘열린 교육’,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 지향점을 두는 등 이전의
교육 개혁과 달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개
혁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은 이 개혁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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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한국대학신문, 2013). 대학
모형의 다양화, 특성화와 대학 설립 및 정원 자율화 방침 역시 대체로 정보
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맞아 자율과 개방 체제에 대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
았다. 즉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내세우며 정부가 제시한 ｢5. 31 교육개혁
안｣은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개방주의적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기본틀과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
안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1994년부터 시행된 대입 본고
사를 3년 만에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은 자율화가 아니라 또 다른 강요나 획일화로 비춰졌다. 교육 재정
을 국민총생산(GNP)의 5%로 늘리는 방안도 미뤄졌으며 사립학교법도 제대
로 손보지 않았다. 1995년 이후 일련의 교육개혁은 1980년의 교육개혁과 마
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점검 없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을 드러냈다. 정책이 조급히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졌고 정
부의 재정 지원도 부족했다. 정부는 세계화를 내세우며 과거와 철저히 단절
하려고 했으므로 이전 정권에서 대학 제도를 개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의 경
험들이 대부분 무시되었다(교육부, 1998).
1980년의 7. 30 교육개혁이 누적된 사회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
로 도입된 것이었던 반면, 1995년의 5. 31 교육개혁과 이후 등장한 일련의
개혁안들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선도적인 방안이었
다. 사회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부는 선진적인 교육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1995년 3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신청서
를 제출하고 이듬해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본격적으로 선진국
도약을 노리는 상황 역시 과감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했다.
1995년 이후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 가운데 대학 제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것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이다. 1990~94년만 해도 4
년제 일반대학 105건, 전문대학 221건, 개방대학 47건 등 총 373건의 대학
설립 신청이 있었지만 허가를 받은 경우는 83건(일반대학 19건, 전문대학
51건, 개방대학 13건)에 불과했다(한국대학신문, 2013). 그러나 대학설립준
칙주의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설립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
대학원 제도 개선안｣에 따라 대학원 유형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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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으로 분리되었으며 학부 과정이 없는 단설대학원의 설립도 1996년부
터 허용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일정한 설립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학을 자유롭게 설
립,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등 교육기본시설과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등 지원시설을 갖춰야 하고
학생 수에 따른 기준 면적을 확보하되 학생 정원이 최소한 400명(대학원대
학은 100명)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97). 이 제도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
설립을 유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
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교육의 질은 담보되지 못한 채 대학
설립만 쉬워지면서 비리 대학, 부실 대학이 크게 늘어났다(한국대학신문,
2013). 대학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학령인구는 줄어들어 입학정원을 채우
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자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시행된 지 17년 만인
2013년에 폐지되었다.
5. 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과 대학 정원 자율화를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매우 비대해졌다. 1996년에 약 212만 명이었던 고
등교육 기관 재적학생 수는 2008년에 330만 명을 초과했다. 1996년 47%였
던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2월 83.8%에 이르렀다. 2008년의 통계
를 보면 고졸자 581,921명 중에서 진학자는 487,509명이고 취업자는
33,470명뿐이었다. 2008년도 대학입학자가 62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고
려하면 무직과 미상으로 분류된 59,467명의 상당수도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
생일 가능성이 높아 실질 진학률은 90% 이상일 수도 있었다(장수명, 2009).
1990년대에 정부의 대학정책이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전환되면서 대학
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자 외환위
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
조조정에 따른 통폐합의 결과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만 줄고 일반대학은 오
히려 더 늘어났다. 대학의 지나친 양적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14년 1월에 교육부가 내어 놓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서는 2017년까지 대학의 입학정원을 4만 명 줄이고 2023년까지 총 16만 명
97) 그 전까지 적용되던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과 인가주의(대학설립예고제)에서는 최소
기준으로 총정원 5000명 이상, 설치학과 25개 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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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의지
를 밝히고 있고 입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 스스로도 구조조정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학과 대학생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5. 31 교육개혁안은 이후 정권에서도 교육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으로 여야가 교체되는 와중에도 교육정책의
방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박거용, 2009; 장수명, 2009). 대학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조치는 1980년대와 다른 방식의 양적 팽창을 나았다. 대학
제도 개혁에서 학부제가 등장한 것 역시 1995년 ｢5. 31 교육개혁안｣이 발표
되면서부터다. 그 이전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유사학과들을 통합 또는 폐지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제로 학과 통폐합이 진행된 것은 1995년 이후
의 일이다. 그러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와 획일적인 학과 통폐합 계획은
어울리기 어려운 조합이었다. 우선 자율화와 맞지 않았다. 학부제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라는 권고를 대학들은 강요로 받아들였는데, 교육부는 ‘자율적으
로 하라는 권고일 뿐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화, 특성화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1996년에 교육부가 학부제 시행에 따른 차등 지원 방침을
밝힌 후 학부제 도입이 가속화되었지만, 비인기 학문과 기초학문 분야가 위
축되고 전공 간의 갈등, 전공 교육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기학과와 통
합 논의가 있었던 비인기학과의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벌어지고 비인기전공
의 폐강 사태가 잇달았다(신현석, 2005).
학부제 실시는 학사과정에서 보편적인 학부 중심으로 교육하고 대학원 과
정에서 세분화된 전공 분야로 나누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학사과정에
서 더 많은 학부, 학군, 학과, 전공이 난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사회 계열
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의 학과 수가 1980년대보다 1995년 이후에 급증했는
데, 이는 1995년 학부제 도입 이후 새로운 학과와 전공들이 우후죽순 생겨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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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회 계열의 학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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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1980년의 교육개혁이 단순히 대학의 수와 대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었
다면 1995년의 교육개혁은 학과의 세분화를 촉진시켰다. 1995년 이후 다양
한 전공과 학부들이 추가되자 학과 분류 체계를 바꿔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1년부터 새로운 분류 체계를 연구하여 2003년에 ‘학과
(전공) 분류 체계’를 개정했고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학과와 전공 명칭들을
교육 통계에 추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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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2004년 사회 계열 학과 분류 결과
대분류

중분류

경영·경제

사회 계열

법률

사회과학

소분류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 경상학
법학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4: 100).

한국교육개발원이 2004년 이후 해마다 발간하는 학과(전공) 분류 체계
에서 경제학은 중분류 ‘경영·경제’에 속하고 사회학과 정치외교학은 ‘사회과
학’에 속하게 되었다. 2005년에 소분류 경제학의 학과 수는 160개, 정치외교
학은 82개, 사회학은 49개였다98). 학과 수는 2013년에 경제학 141개, 정치
외교학 81개, 사회학은 46개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학과의 명칭은 경제학이
2005년에 47개에서 2013년에 96개로, 정치외교학은 같은 기간에 31개에서
51개로, 사회학은 16개에서 21개에 늘어났다. 아래 명단에서 밑줄 친 부분
은 2006년 이후에 생겨난 학과 명이다.

1) 2013년 소분류 ‘경제학’에 속한 학과 명 96개 (학과 수 141개)

98) 이 수치는 4장 1절에서 이용한 수치와 연속성이 없으며 2003년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
이다. 4장 1절 그림 [4-4]의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수’는 한국교육개발원
이 소분류별 학과 수를 제공하기 이전의 통계에서 학과 명칭에 따라 분과학문과 관련성
이 뚜렷해 보이는 학과 수를 센 것이다. 그림 [4-4]에서는 2000년에 경제학과 150개,
정치외교학과 64개, 사회학과 42개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한국교육개발
원의 수치에 비해 경제학은 비슷하고 정치외교학과 사회학은 적은 편이다. 한국교육개
발원의 통계에서는 정치외교학과 사회학 분야를 매우 폭넓게 파악한다. 예컨대, ‘사회생
활학과’나 ‘포교사회학과’도 사회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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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금융보험학부/경제국제통상학부/경제금융보험학부/경제금융전공/경
제금융학부/경제금융학전공/경제무역계열/경제무역금융학부/경제·무역학부/경
제전공/경제정보학부/경제정보학전공/경제통상대학/경제학과/경제학부/경제학
전공/경제행정학부/국제경제전공/국제경제학과/국제지역경제전공/국제회계경
제학부/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디지털경제무역학부/디지털
경제학과/디지털경제학부/디지털경제학전공/산업경제학과/응용경제학전공/자
원환경경제학전공/지식경제학전공/지역경제학과/환경경제학전공/환경자원경제
학과/환경자원경제학전공/디지털경제전공/부동산경제학과/사회경제학/자원·정
보경제학전공/사이버경제학전공/경제금융학과/경제·무역학과군/경제무역금융보
험학군/디지털경제금융학전공/경제·보험금융학부(경제학전공)/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금융공공경제학과/국제경제학전공/산업응용경제학과/동북아경제
통상대학 경제무역계열/인문사회대학 경제금융학과/상경대학 경제학전공/e-비
즈니스IT전공/경제정보전공/언더우드 경제학전공/자원·정보경제학전공/행정경
제학과군/사회문화대학 정경학부(경제학전공)/경제·보험금융학부/경제국제통상
학부 경제학전공/인터넷경제학/경제학과(법경대학)/경제학부 경제학전공/경제
통상학부 경제학전공/경제학과(경영대학)/기후경제학전공/경제학전공 상경대
학/농업경제학과(생명산업)/정경학부(경제학전공)/사회과학부(경제학전공)/농경
제사회학부

농경제학전공/경제·국제무역·금융보험학군/사회경제학전공/경제경

영학전공/경제물류학부/글로벌경제학전공/글로벌경제학계열/Business
Economics프로그램/경제금융부동산학과/식품자원환경경제전공/경제금융물류
학부/경제통상학부(경제학전공)/신산업융합학과/연계전공 경제-철학/연계전공
금융경제/글로벌경제학과/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 경제학 전공/엔터비즈니
스학과/글로벌코리아전공/건설경영학/금융경제학과(사회과학대학)/경제대학/경
제산업학부/경제학전공 트랙/경제·경영계열
2) 2013년 소분류 ‘정치외교학’에 속한 학과 명 51개 (학과 수 81개)
국제정경학부/국제정치경제학과군/외교학과/외교학부/정치 언론학과군/정치대
학/정치사회학부/정치언론국제학전공/정치언론학부/정치외교·신문방송학과군/
정치외교·일본학과군/정치외교학과/정치외교학과전공/정치외교학및국제관계학
전공/정치외교학부/정치외교학전공/정치학과/정치학전공/정치행정계열/정치행
정법학과군/정치행정언론학부/정치행정학과/정치행정학부/통일정책학과/군사
경호학부/군사학과/정치미디어학전공/통일문화정보전공/군사학부/정치·행정학
부/정치언론·국제학과/정치·행정·언론학부/정치언론학과/언더우드 정치학전공/
정치·언론학과군/법정대학 정치행정학부/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전공/군사
학전공/정치행정학부

법정대학/정치행정학부

법정·복지대학/Politics

and

Culture/언더우드 정치외교학전공/정치행정학전공/정치사회학부(정치외교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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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PEP(정치학,경제학,철학)연계전공/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해양군사학부
/정치행정경찰학부/정치·언론학과/통일학부/해병대군사학과
3) 2013년 소분류 ‘사회학’에 속한 학과 명 21개 (학과 수 46개)
그리스도교사회학과/도시사회학과/사회생활학과/사회심리학과군/사회학과/사
회학군/사회학부/사회학전공/사회학학과군/정보사회과학부/정보사회학과/정보
사회학전공/포교사회학과/NGO학과/미디어정보·사회학과/국제·사회·언론학부
(사회학전공)/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사회·언론정보학부/정치사회학부

(사회학전공)/포교사회학전공/불교사회학부

이와 같은 학과·전공의 세분화와 다양한 명칭은 사회과학의 전문화로 인한
분화라기보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한 대학의 차별화 전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비대해진 대학 제도를 지탱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원조를 받거나 대학 교육의 상품성을 강화하는 것 외
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데다가 취
업률 등의 평가에 따른 지원 원칙이 확고하여 서울의 국립대학, 서울의 사립
대학, 수도권의 국립대학, 수도권의 사립대학, 지방의 국립대학, 지방의 사립
대학 순으로 대학 서열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이 가장 먼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와중에 대
학의 학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 교육의 상품성을 강화해야만 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유인하는 명목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융합’
이다. 단순했던 학과 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진 데에는 흔히 학문의 융합이나
통섭, 학제간 연구라는 명목이 따랐다. ‘디지털경제금융학’, ‘정치행정언론학’,
‘미디어정보사회학’, ‘사회언론정보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여 백화점
식 메뉴처럼 학생들의 선택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실용성과 결부
된 학과 명은 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 교육의 상품화는 전문 학회들이 추구했던 아카데미즘과 큰 괴리를
보이는 현상이며 대학 제도에서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의 분리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의 전문화와 교육의 대중
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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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중심대학과 BK21 사업

대학 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도 크
게 늘어났다. 정부의 대학원 육성정책은 1995년에 실시된 이공계 대학원 중
점지원책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0억 원씩 이공계 대
학원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기로 하고 5개 대학의 5개 분야(서울대 기초과학,
연세대 자연과학기초, 고려대 생명공학, 포항공대 환경기술, 한양대 신소재공
정)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을 4년 만에 중단하고 1999년
부터 새롭게 실시된 두뇌한국21(Brain Korea21: 이하 BK21) 사업을 통해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원을 함께 지원하기 시작했다. BK21 사업의 주 내
용은 대학원생을 지원하여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1단계(1999~2005
년)와 2단계(2006~2012년) 사업이 끝나고 2013년부터 BK21 플러스 사업
(2013~2019년)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며 몇몇 대학원을 선정하여 물적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선진국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정책을 본뜬 것이다. 보통 선진국
들은 GNP의 10%를 교육에 투자하고 5%를 산업체 종업원 등을 위한 교육
에, 3~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GNP 대비 20% 정도를 지식 생산과
보급을 위한 정책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욱현 외, 2002). 지식사
회에서 지식 생산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정부가 국가 혁
신을 위해 지식 생산에 관여하는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대학의 역할로
흔히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꼽는데, 연구 기능은 주로 교수와 대학원 과정
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박사학위 과정과 박사 후 과정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대학의 연구 기능은 애초에 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국
가의 관리를 받으며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를 요구받게 되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학원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이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나 비할 바 없이 발달한 국가로 꼽힌다. 미국에는 국립과학재
단(NSF), 국립보건의료원(NIH), 국방부(DOD), 국립항공우주국(NASA)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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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기관을 통해 대학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여기에
추가로 1997년부터 국립과학재단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대학원생을 지원하
기

위한

IGERT(Integrated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Traineeship)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은 교수가 아니라 대학원생의 연
구를 지원하는 점에서 BK21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10개 분야에서 상위 30
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일본의 ‘연구거점육성사업(Center
of Excellence: COE)’과 소수의 이공계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중국의 ‘211공
정’ 역시 BK21과 비교될 만한 사업이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의 주요 국
가들이 대학의 연구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된 추세를 따라 한국에서 시행된 사업이 BK21이라고 볼 수 있다.
BK21 사업의 기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었다99). 이러한 원칙은 학문의
균형발전을 꾀한 기존의 지원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정부는 선택
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대학원 몇몇을 선발하여 단기간에 세계 수준으로 육
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와 같은 지원 방식은 마치 올림픽에 출전시
킬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것을 연상시켰다. 따라서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밖
에 없었다. 대학 간 서열이 이미 분명한 상황에서 앞선 대학에 재원이 집중
됨으로써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공고화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강해질 것
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전인교육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인문사회 분
야 교수들의 반발이 거셌다. 1999년 6월 4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
고문에서는 인문사회 분야를 5개(한국학, 문화, 동아시아, 사회발전, 정보·지
식기반사회)로 한정하고 사업단의 규모를 전임교원 20명 또는 30명 이상으
로 제한하는 등 ‘선택과 집중’ 원칙에 충실했으나,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크게 일자 10월 6일에 지원 분야를 ‘인문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내용으로 재공고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단계 BK21 사업의 목표로 크게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세계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을 통해 우수한 R&D 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부중심대학 체제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개편
하며 대학원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학술대회, SCI(Science Citation
99) BK21 1단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2007), 1단
계 두뇌한국(BK)21 사업백서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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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급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외국 우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 대학의 연구력을 세계 10
위 안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수를
1998년 세계 17위 수준(10,000편)에서 2005년에 세계 10위 수준(20,000
편)으로 올리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1단계 사업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14개 대학 26개 사업단, 인문사회 분
야에 11개 대학 18개 사업단, 지역대학육성 분야에 38개 대학 13개 사업단
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총 30개 대학에서
73개의 교육연구단(인문 분야 26개, 사회 분야 47개)이 신청했는데, 이 중에
18개(인문 분야 5개, 사회 분야 13개)가 선정되어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 분야 13개의 경우, 사회1(법, 정치, 행정) 분야에 4개의 교육연
구단(서울대 행정학과, 고려대 정치학과, 서울대 법학과, 이화여대 정치학과)
이 선정되었고, 사회2(경제, 경영) 분야에 5개(서강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경
제학과, 한양대 경영학과, 숭실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제학과), 사회3(사회,
심리, 교육 등) 분야에 4개(서울대 교육학과, 대구대 특수교육과, 성균관대
사회학과, 성균관대-동덕여대 아동학과)가 선정되었다. 1999년부터 2005년
까지 7년 동안 전체 사업단이 집행한 국고지원비(이자 등 포함)는 약 1조
1,039억 원인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5천억 원 이상을 집행한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10분의 1 수준인 540억 원에 그쳤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액의 약 5% 정도에 불과했다.
BK21 사업에서는 사업단을 선정한 이후에도 평가를 통해 탈락시키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단을 관리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최종적
으로 9개 대학 11개의 교육연구단이 사업을 완료했다. 평가 기준에는 제도
개선이 한 부분을 차지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BK21에 참여한 대학의 44.4%
만이 학부제를 도입했으나 사업 이후에는 100% 학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제도는 BK21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제도 개혁인지, 고등
인력 양성인지, 연구중심대학 육성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학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권욱현 외, 2002).
다만 애초에 목표한 대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의
편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과학기술 관련 SCI 논문의 경우 1단계 BK2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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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단계인 1998년 세계 18위(9,444편)에서 사업 종료시점인 2005년에 세
계 12위(23,515편)까지 순위가 올랐다. 한국의 전체 SCI 논문 중 약 34%가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BK21 사업이 SCI 논문 수의 증가
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사업에 참여한 교
수들이 국내 학술지에 1,997편, 국제 학술지에 694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
과를 보였다.
교육부는 14년에 걸쳐 BK21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2013년에
BK21 플러스 사업을 시작했다. BK21 플러스 사업에서도 여전히 ‘선택과 집
중’ 원칙을 고수하며 국가 연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
되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의 종료 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
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육부는 2단계 사업을 마치고 성과 분석과 후속 사
업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수의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성과 분석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BK21 사업 전부터 이미 참여 대
학의 교육 여건이 비참여 대학보다 월등히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참여 대학
의 대학원생 취업률이나 논문 수가 비참여 대학보다 높다는 식의 성과 분석
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BK21 플러스를 추진하자
단순히 관행처럼 예산을 나눠먹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
기된 것이다100).
이전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대신 새로운
사업의 목표는 과거보다 훨씬 구체화되었고, 신청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BK21 플러스 사업의 추진 목표로는 ‘1)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2) 학문 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3) 국내 대학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가 제시되었
는데,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QS 세계 대학 평가101)에서
200위권 내의 대학 수를 2012년 6개에서 2019년 11개까지 늘리는 것’을,
국내 대학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 피인용지수
순위를 2011년 30위에서 2019년 20위까지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100) ｢흔들리는 BK21 플러스｣, 국민일보 2013년 10월 9일자.
101) QS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를 가리킨다. 이 기관은 1994
년부터 매년 여러 국가의 대학들을 평가하여 전 세계 상위권 대학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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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청 요건을 보면, 1999년 10월에 공고된 1단계 BK21 사업 인문사
회 분야의 경우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박사과정 재학생이
있는 대학원”으로서 “전임교수 7명 이상”이기만 하면 교육연구단을 꾸릴 수
있었다. 또한 전임교수 7명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둘 이상의 학과로 교육연
구단을 구성하거나 학점 교류가 체결된 2개 대학교의 연합 구성도 가능하다
고 명시했다. 이에 반해 2013년 5월에 공고된 BK21 플러스 사업의 인문사
회 분야 신청 요건에서는 “신청 분야 대학원의 단일 학과(부)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수는 최소 7명 이상으로, 대학원 학과 소
속 전체 교수의 7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아 규모가 큰 대학원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단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으
로 사업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사업단장은 “최근 3년간 연구 업적이 3편 이
상”, 참여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의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연
구 업적이 3편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연구 업적은 아래의 표가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

[표 5-2] BK21 플러스 사업의 업적별 평가 기준 및 인정 범위
구분
학술
논문

학술
저서

국제저명학술지

1건당
인정편수
3편

기타국제학술지

1편

국내학술지

1편

국어 저서

2편

외국어 저서

3편

평가항목

A&HCI, SSCI, SCI(E) 등재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는 아니나 정식 심사
를 거치는 국제유수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학술적 가치를 지닌 학술저서에 한
함(교과서, 교양도서, 연구용역보고
서, 기존 발간 논문을 편집한 저서
등 제외), 번역서의 경우 학술저서
에 한하며 패널 심사위원의 검증을
거침

출처: 교육부(2013. 5. 16.), ｢BK21 플러스 사업: 인문사회(디자인·영상
포함) 분야 공고문(전국)｣, 13쪽.

2010년을 전후로 이와 같은 연구 업적 평가 기준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낯
익은 것이 되었다. QS의 세계 대학 순위, SCI급 논문 순위, SCI급 논문 피인
용지수 순위 등을 연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중요시하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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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양식도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
구 업적 평가 기준은 일반대학의 교수 임용이나 연구원 선임을 위한 공고에
도 거의 그대로 도입되었다102).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술활동 중에
서 어떤 학술활동만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업적이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3.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정책

정부의 학술연구 지원 확대는 사회과학계의 지식 생산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과학계에서 전문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은 학계 자
체의 개혁보다 후기자본주의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호응하는 국가 정책에
의해 강제된 면이 적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술진흥재단이 본격적으
로 학계의 전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연구 업적 평가 등 객관적 수
치에 따른 평가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었다. 연구자들은 지식 생산 전문가로
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앞장설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정부가 학술활동의 진흥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순간부터 연
구 업적에 대한 평가 제도의 등장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술연
구조성비 제도는 1963년부터 실시되었는데,103) 교수들의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 지원에서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학회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조성과
각종 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에 공헌하는 등 정부의 학술진흥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이 제도는 1979년 제정된 학술진흥법에 따라서
1981년에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104)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교육부,

102) 강명구(2014)는 200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언론학 분야 교수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교수들이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연구 분야에 있어서 전형성과 편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규 임용된 교수들의 전형성과 편향성은 주로 SSCI를 중심으로 한 교
수 평가 및 채용 시스템 때문에 강화된 것이며, 지식 생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03) 국고 부담의 연구비 지원은 1954~1962년에 학술연구비로 조성되었고 1963~1964년
에는 학술연구비와 학술연구조성비로 별도 지급되었다. 1965년에는 국고 지원이 중단되
었다가 1966년 이후에 학술연구비를 폐지하고 학술연구조성비로 단일화되었다(교육부,
1998: 470).
104) 2009년에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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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70-471).
1995년 ｢5. 31 교육개혁｣ 이후 급격한 제도 개혁으로 인해 벌어진 부작용
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도의 폐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학
부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도들은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
로 유지되었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가 중요하므로 여러 가지 평가 제도들이 이어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이후에 대학 평가제, 교수 평가제,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제 등 평가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원래 있던 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기만 한 대학 제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
는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나 빠지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였
다. 1995년 이후 등장한 여러 학술진흥정책들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 업적 평가와 연구비 지원을 연결시키는 제도
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은 쉬
운 일이 아니었다. 대학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연구를 평가할 만한 역량을 갖
추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권위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자연과학에서 SCI, 사회과학에서 SSCI의 도입은 외국의 전문 학술지에 연
구의 질적 평가를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CI를 연구 업적 평가에 도입
한 것 역시 1995년부터다. 학연, 지연이 힘을 발휘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학계 내부에서 동료 학자의 연구 업적을 냉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부의 SCI 도입은 객관적 수치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SCI급 논문이 평가 기준으로
처음 도입된 1995년에 한국은 5,814편(점유율 0.76%)으로 세계 22위 수준
이었지만, 2003년에 2만 755편(점유율 1.97%)으로 세계 14위, 2012년에는
4만 7,066편(점유율 2.78%)으로 세계 10위가 되었다105). 자연과학에서 SCI
는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아 학부생이 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경우도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유일한 학문 지원 정부기관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했다.
105) ｢한국, 과기(科技)논문 22위｣, 동아일보 1996년 3월 20일자;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부문별 지표, ‘SCI 논문 발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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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연과학에 비해 언어와 사회 현실의 특수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
회과학의 경우 SSCI 논문 게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데 무리가 따랐다.
따라서 1998년부터 시행된 학술지 등재 제도가 업적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실은 논문만 연구 업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2003년 5월에 서울대는 ｢서울대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대
한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그 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학문 업적’ 정도로 두
루뭉술했던 심사 기준을 바꿨는데, 자연대와 공대는 SCI 논문 5편 이상이 최
소 기준이 되었지만 사회과학대는 SSCI와 SCI 외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
문을 연구 업적으로 인정했다106).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목록을 보면 자
연과학이 110개, 공학이 226개에 불과한 반면, 인문학은 527개, 사회과학은
730개 학술지가 등록되어 있다.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SCI가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권위가 별로 높지 않은 반면, 인문학과 사
회과학에서는 연구 업적 평가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보다 SSCI의 권위가 훨씬
높다. 교수가 SSCI에 논문을 기재할 경우 500만 원, 1,00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교수 임용에서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보다 SSCI 논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3~4배의 점수를 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의 학회지들이 2000년대에 발간횟수를 늘릴 수 있었
던 것도 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 덕분이다.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 The Korean Economic Review와 한국사회학회의 한국사
회학은 1999년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고 2001년에 등재지가 되었다. 한국
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보 역시 1998년에 등재후보지로, 2002년에 등재
지로 선정되었다.
세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수를 세어 보면 발간횟수가 연 3~4회로
증가한 1990년대 초반에 논문 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7). 그러나
106) ｢“정년 보장 받으려면 업적 확실히 보여라” 서울대 교수 자격 기준 구체화｣, 동아일
보 2003년 5월 9일자.
107) The Korean Economic Review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
학은 영문으로 발간된 경우까지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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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횟수의 증가와 논문 수의 증가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
회학의 경우 연 2회 발간한 1987~88년과 연 4회 발간한 1994~95년에 큰
차이가 없다. 한국정치학회보는 1996년에 115편, 경제학연구는 1998년
에 69편으로 한 해 생산된 논문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사회학은 2007
년에 55편이 최대치다.

[그림 5-2] 세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논문 수(198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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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세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논문 수(199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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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와 [그림 5-3]을 비교해보면 세 학회지에 연구논문이 가장 활
발하게 발표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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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국사회학의 경우 2000년대에 학술지 등재 제도에 힘입어 발간 횟수
가 늘어나긴 했지만, 연구논문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듯하다. 경제학연구는 1995년 이후 연 4회 발간을 꾸준히 유지하
고 있는데, 연구논문의 수는 감소세에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는 과도한 양적 팽창과 형식 중심의 평가
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1998
년 도입 당시 56종에 불과했던 등재(후보)지가 2013년에 2,121종으로 늘어
나자 교육부는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등재가 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
(후보)지가 과도하게 양산되고 일반 학술지와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며 2014
년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등재지 제도를 대체할 만한 평가 기준을
찾기 어렵고 제도의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자 폐지를
유보하고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모색되고 있다108).
1980년대에 대학 제도 내의 규율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급격
한 양적 팽창은 제도의 획일적인 분위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와 달리 한국 사회 현실의 특수성을 직
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신진연구자들이 대학 제도 내에서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원생들이 학위 논문에서 학계의 주류 연구 경향과 차별
되는 연구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대학 바깥에서는 해직 교수들과 대학원생들
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모임이 형성되었다. 외부의 연구 모임들은 점차 학
술운동을 표방하는 학술단체로 발전했으며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지식 문화를 형성해 나아갔다. 특히 1987년 이
후 정치적 민주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면서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을 지향하
는 학술단체들의 세력이 확대되고 대중의 호응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1995년의 교육개혁 이후 일련의 흐름은 대학 제도의 거듭된 팽창
과 함께 사회과학계 내의 규율을 엄격하게 체계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비
판적 인문사회과학을 지향하는 학술단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1995년 이후,
특히 1998년 이후 학술활동에 영향을 미친 정부의 정책들이 학문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한 것으로 여길 만하다. 김원은 1998년 학술진흥정책의 변화가 결
정적 계기가 되어 지식과 권력의 유착이 강해지고 지식공동체가 한국연구재
108) ｢교육부 “학술지 등재 제도 유지”｣, 한국대학신문 2013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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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라는 거대한 권력 체계에 종속되었다고 지적한다(김원, 2008: 42). 그러
나 이러한 변화는 사실 전문 학회들로 대표되는 학계 스스로 의도한 측면이
적지 않으며 학계의 권위를 공고화하는 과정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학
술운동의 위기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
계의 권위와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대학 바깥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이
탈하는 경향을 차단시킨 면이 적지 않게 작용한 탓이기도 하다. 과거 권위주
의 정권 시기 연구자들에 대한 통제가 ‘거칠고 성긴 통제’였다면 학계 내부의
자율적 규제는 ‘섬세하고 촘촘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거칠고 성긴
통제를 받을 때는 가능했던 대학 바깥의 학술운동이 인적, 물적 자원을 제대
로 획득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학술진흥정책이 사회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했다고 해서 학
계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나 한
국연구재단의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연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 만들어
진 것이다. 정치권력의 의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강제한 계획에 학자들이 무조건 따라가야만 했던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일부 소장학자들이 학술지 등재 제도나 BK21 사업 등의 문제점
을 강하게 비판할 때에도 결국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폐지보다는 개선책
마련에 힘쓰자는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정책들은 학계와
대학 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된 규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뭄의 단비109)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정책과 학술진흥정책이 시행된 기간이
아직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간섭이라기보
다 학계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연구자 집단 내에서 동료 평가에 의한 합
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정 제도를 만들어낸 것으로서 ‘전문적 지식’의 생산을
강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연구를 게을리 하거나 전문
적인 지식 생산보다 이데올로기 전파에 주력한다고 비판 받던 교수들을 강제
할 만한 수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등재지 제도의 폐지
109) 오창은은 국가의 학문 지원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반가운 단비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엽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오창은, 2013: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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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고하고 수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때에도 전문 학회에 속한 구성원들은
대부분 제도의 유지와 보완을 선택했다.
이처럼 학계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내부 규율이 엄격해짐에 따라 연구자들
은 규율에 따라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게 되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
학회, 한국사회학회와 같이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들의 권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신진연구자들은 “우리는 이전 시대의 학자들이 상상
할 수도 없이 열심히 학회 활동하고 ‘공부만’ 하는 연구자들이거나, 그 ‘동료’
들이다.”(천정환, 2010: 195)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가 합의한
섬세하고 촘촘한 규제 아래 해야 하는 일만 열심히 한 결과, “대학의 학문
연구자인 교수들은 이제 읽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는 논문을 쓰고 있다. 교수
들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학술지에서만 학문 활동을 하기에 대중적 파
급력이 거의 없는 학문을 하고 있다.”(고부응, 2012: 269) 같은 비판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절 사회과학의 공공성 위기
1.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199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학술진흥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분과학문별로
상황이 달라졌다. 사회과학의 토착화 문제는 일부 학자를 제외하곤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경제학은 표준화된 과학성과 실용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여 정부가 당위로 제시한 전문화를 지향하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국가의 정책적 요구와 학생의 취업률과 같은 시장의 요구에 비교적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자연과학과 유사할 정도로 학계의 자율성을 획
득하여 대중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는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정치학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라는 고유의 연구 영역을 획득하여
과거보다 전문화에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정치 문제는 대중매체에서
도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중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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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학계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저널리스트의 간섭이 증대되었다. 따라
서 대중적 지식과 구별되는 전문적 지식의 차별화가 과제로 떠올랐으며 정치
학과 저널리즘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문제시되었다.
사회학은 1980년대의 비판적 담론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전문적 지
식과 대중적 지식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에는 달라진 사회
적 환경에서 나름대로 전문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사회학 고유의 전문적 지식
영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학계가 낙태나
인종 문제 등 다른 분과학문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반
면, 한국의 사회학계는 노동, 여성, 문화 등에 있어서 다른 분과학문에 비해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점점 더 분화되는 분과학문 체계 탓
에 인류학, 여성학, 언론학, 사회복지학 등에 관련 영역을 내주는 문제가 발
생했다.
1990년대에 사회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교육개혁 외에 1997
년의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흔히 ‘IMF사태’라고 불리는 외환위기 이후 한
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과정으로 여겨졌던 1990년대가 사실은 그
동안 가까스로 거둔 작은 성과마저 상쇄하고 있던 시기였음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기업들은 연이어 부도와 파산을 맞고 실업자들과 예비실업자들이 거
리를 방황했다. 그러나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보다도 당시 사람들을 더욱 괴
롭힌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사실 역사상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1962년
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한
국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아래 모두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명
을 선진국 리스트에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의무로서 강요받아 왔
다. 국가가 어려우면 당연히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왔고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의 덕목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국
가가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모든 국민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을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
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다는 자책과 함께 국민들 모두 깊이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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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국가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깎는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
리가 높았다. 이러한 반성 분위기에서 사회과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사회과학의 대실패’을 인정해야 했다. 마치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예
언하지 못했던 1989년 ‘세계 사회과학의 대실패’처럼, 국가 부도의 위기를 예
측하기는커녕 대처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한국 사회과학의 대실패를 자인
해야 했다. 사회과학은 사회 구조와 운영 원리를 일깨워주는 사회철학이면서,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바람직한 처방전을 내놓는 시대적 소
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IMF 사태와 국가 부도의 위기를 아무런 예측과 준비
없이 맞게 되었음은 ‘한국 사회과학의 대실패’일 뿐 아니라,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의 존재 이유까지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다. (송호근, 1998: 10-11)

오늘 한국사회를 보면 학문을 올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나 기초학문을 중시하
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학문 역량은 외면상 크게 신
장하였으나, 첨단이론이나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비추어 본 학문의 상대적 지위로 보아서는 현대의 대한민국이 중세
시대 조선보다 오히려 뒤떨어진 감이 있다. 사회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도덕의 원칙을 무시하며 사회를 운영한 대가를 오늘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관리체제라는 위기를 통해 치르고 있다. (강내희,
1998: 338)

그러나 반성은 짧았다.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과학의 문제점을 깊이 성찰하
고 사회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사회과학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
지만 오히려 ‘세계 수준(world-class)’에 대한 강박 관념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의 경험은 한국 사회과학의 실패로 인식되어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주체적인 한국 사회과학의 지향에 대한 회의로 귀결되었고, 외환
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BK21 사업과 학술진흥정책 등은 한국의 사회과
학자들을

국내가

아니라

세계

사회과학계에서

경쟁하는

범세계주의자

(cosmopolitan)로 만들었다.
정규영(2000)은 한국의 경제학계에 대한 성찰적 연구에서 국내외 전문 학
술지를 통해 발표되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첫째, 서구의 주류경제학에서 도입된 전형적인 방법론을 그대
로 적용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접근으로서 경제이론, 수리경제, 계량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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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둘째, 서구에서 개발된 경제이론을 한국의 현
실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방법론으로서 경제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시된
다. 서구의 이론을 한국의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인데, 주로 계량경제
학에서 개발된 검증방법을 활용한다. 셋째, 주류 경제학과 다른 관점에서 한
국의 역사와 문화, 제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시도하는 것이다.
주로 발전경제학 분야에서 시행되며 한국적 개발이론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낳은 정부 주도의 수출지향적 발전 모형을
이론화하려는 노력이 대표적이다. 넷째, 경제사에 대한 연구는 주류 경제학
과 상당히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 서구보다 한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
다.
그런데 이 중 세 번째 분류인 한국적 모형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는 외환위
기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 대한 연구나 정부 주도 발
전 전략에 대한 연구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효용성을 상실했다. 경제학
의 학술활동은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류에 국한되었다. 특히 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미 정립된 서구의 경제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학의 수리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경제
학에서 과도한 자연과학적 접근과 수리화 경향은 경제학계 내에서도 소통의
장벽으로 지적 받고 있다. 애초에 명확한 설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수리화 경향이 오히려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설명을 더 어렵게 만드는 면
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준모(2013)는 경제학의 수리화 현상이
이미 세계 경제학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1980년
대 미국 경제학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비판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점차 희박
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학의 경우 2000년대를 전후로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다. 한국정치학
회보의 연구논문 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논총 등 여러 학술지에서 연구논
문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만 정치학자들이 저술
한 단행본이 50권 정도 출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박상섭, 2013). 그러나 정
치학은 양적인 팽창을 따르지 못하는 학문의 ‘불균형 발전’과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된 ‘정체성 확립’ 문제에 여전히 시달렸다. 한국 정치학이 외국 이론을
수입하는 ‘오퍼상(商)’ 신세라는 비판은 한국에서 정치학이 제도화되던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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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기되어온 것인데, 2000년대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서병훈,
2000). 2013년에 발표된 박상섭의 성찰적 연구 또한 ｢한국정치학, 자아준거
적 정치학은 영원한 숙제인가｣라는 제목으로서 정치학의 정체성의 문제가
201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짐을 보여준다(박상섭, 2013).
사회학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 사회에 대해 전면
적인 재인식을 요구받았으며, 사회학계 자체에 대한 성찰성이 강화되기도 했
다. 사회학은 경제학의 ‘시장’이나 정치학의 ‘국가’와 같은 뚜렷한 전문 분야
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방법론
과 이론적 엄밀성을 체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박명규, 2008). 이
러한 상황에서 1980~90년대 사회학이 누렸던 대중적 인기마저 크게 하락했
다. 송호근(2013)은 2000년대 한국 사회학의 특징으로 ‘1) 아카데미아로의
회귀, 2) 대중적 인기 하락, 3) 연구 주제의 확대 및 연구 수준의 심화’를 꼽
기도 했다. 학술진흥정책 등에 의한 지식 생산 양식의 변화로 인해 사회학의
대중적 인기는 사라졌지만, 학계 내적으로는 오히려 연구 수준의 발전을 이
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대한 이론 창출은 여전히 향후 과제로만
취급되었으며, 미국 사회학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전문화라는 미명 하에 오
히려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오히
려 줄어든 것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더 이상 사회 현실에 대해 총체적 인
식을 하는 사회과학자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서 지식인이 지식 노동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외환위기 전
만 해도 총체적인 지적 사고를 하는 전통적인 지식인상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면, 2000년대에는 지식의 전문화와 지식인의 노동자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회과학자는 대학 경쟁에 동원되는 ‘직원’으로,
창조적인 지식 생산이 아니라 파편화된 직무를 반복하는 ‘탈숙련 사회연구
자’나 ‘논문 작성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정민우,
2013: 56).
1983년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펴낸 한국사회과학론은 ‘‘사
회’ 없는 사회과학들이었던가’를 부제로 달고 있다. 같은 책에 실린 논문 ｢
‘사회’ 없는 정치학과 한국정치학｣에서 윤근식은 ‘사회 없는 사회과학’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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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한다. 1965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한 독일 정치학자 자이델(B. Seidel)의 다음과 같은 논평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한국 사회에 와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 문제
에 관한 한국 정치학자들의 논의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
스럽게도 한국 정치학자들이 한국 문제에 관해 사용하는 개념들은 마치 나로
하여금 ‘고도의 소비사회’가 구가되고 있는 미국에 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사회비판적인 정치 분석을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매도해버리는 무식한 비학문적 태도에서는 아연 실색했다.” 사
회 없는 사회과학이라는 말은 사회과학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 없이 나름의
전문성만을 추구하는 사회과학 지식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난일 것
이다.
오늘날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서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는 방
법은 주로 연구 방법과 지식의 코드화에 집중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개인
연구자가 아닌 팀제 연구,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연구 등 연구 방법에 있어
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자연과학과 맞먹을 정도로 전문용어에 수학적
언어를 도입한 코드화 방식이 유행했다. 그런데 학계 내부에서 토론이 어려
울 정도로 소수의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회과학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성공적인 전문화라고 평가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반발하는 연구자들도 분과학문 전반에 걸쳐 적
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현실이나 대중의 문제의식과
괴리되어 각자 협소한 분야의 연구 업적만 열심히 쌓아나갈 때, 이러한 풍토
에서 생산되는 사회과학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없는 사회과학’의 모습
을 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새로운 모색

2000년대에 들어 사회과학의 대중성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카
데미즘의 영역에서 반발적으로 등장했다. 경제학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프
랑스에서

시작된

‘후자폐적

경제학

운동(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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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autistic

economics

movement)’을 들 수 있다. 2000년 봄에 소르본 대학교의 경제학자 게리엥
(B. Guerrien)은 ‘주류경제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었는데,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경제학도 15명이 모여 세계 각 대학에서 가르
치고 있는 주류경제학을 ‘자폐적 경제학’으로 규정하고 경제학과 경제학 교
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운동이 점차 규모를 키우자
2000년 10월에 블랑샤르(O. Blanchard), 솔로우(R. Solow) 등 주류경제학자
15명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과학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
지성적 행위라며 후자폐적 경제학 운동에 대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운동은 영국, 미국, 독일 등으로 전파되어 다원주의, 학제 간 연구
방법론 등을 통해 대안적인 경제학과 경제학 교육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이어
지고 있다(홍태희, 2007).
그러나 후자폐적 경제학 운동은 아직 한국의 경제학계까지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T. Piketty)가 저술한 21세기
자본(2013)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한국의 출판시장에서도 크게 주목
받았지만 주류 경제학계 내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예외적
인 사례로 취급했다. 2000년대 이후로도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 대중화와
관련된 노력은 여전히 ‘교육’에만 집중되었으며, 차이가 있다면 그 범위가 대
학에서 고등학교까지 넓어진 정도다. 즉 대학에서의 경제학 교육 외에 고등
학생을 위한 경제학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일에 학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2009년에 한
국경제학회 회장에 당선된 김인준은 공약으로 ‘경제학의 대중화’를 내세웠는
데, 이를 위해서 기업이나 정부가 인재를 선발할 때 경제 지식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경제학회가 지원하는 ‘경제능력시험’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
으로 제시하기도 했다110).
정치평론 등을 통해 저널리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정치학계에서 지
식의 대중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반면에 경제학 모델과 정치학 모델 가
운데에서 모호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회학계의 경우 전문 학회인 한국사회학
회가 직접 대중화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사회학회는 학문 후속 세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고등학생 사회학 논문대회’를 개최하기 시
110) ｢물가 안정이 시급한 때 747공약 집착 버려야｣, 조선일보 2009년 5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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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고, 사회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사회학총서’의 출간을 기
획했다. 전체 15권 출간을 예정으로 2013년에 현대사회학이론: 패러다임적
구도와 전환, 21세기 종교사회학,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인권사
회학,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인구와 보건의 사회학: 건강한 사회를 위하
여를, 2014년에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을 출간했다. 또한 2013년 4월과
5월에 열린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각 화합사회를 위한 복지, 상
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로 묶어서 출간하는 등 단행본 출간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나치게 전문 학술지의 연구논문 위주로 치우친
학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학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전문 학회가 직접 지식의 대중화에 나서는 것이 필
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대중을 잘 모
르고 대중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전문 학회의 대중화 관련 사업이 짧은 시일
내에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전문가와 대중이 소통에 어
려움을 겪는 이유가 단순히 수사학의 문제에 국한될 때도 많다.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장을 복잡하게 구성하는 대신 쉽고 간결하게
풀어쓰기만 해도 대중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문적 지식의
생산에서 최소한의 수사학적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노력이
아카데미즘에서는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가들
만 이해할 수 있게 어렵게 쓰거나 한국어보다 영어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높
은 평가를 받는다.
사회학의 경우를 보면, 일단 사회학의 전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라보이(Burawoy, 2005)의 경우 전문사회학의
확고한 토대 하에 공공사회학을 발전시키는 ‘분업’을 촉구한 것이며, 사회학
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 역시 대중과 적절한 거리
유지, ‘가까이 해서도 안 되지만 멀리 해서도 안 되는’ 관계를 강조한다. 즉
극단적으로 대중화에 반대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회학의 전문화를 당연히 추구해야 할 과제로 전제한 상황에서 대중화
의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만 입장 차이가 생긴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내규(2010)는 2009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에 참석한 36명의
사회학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두 가지가 특히 눈에 띤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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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이 대중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의견에 대해 66.7%가 동의했으며 7%
만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에 비해 전문적인 지
식 생산과 축적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0.6%가 동의했으며 36.2%
가 동의하지 않았다. 부라보이의 사회학적 분업 제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
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원이 충분할
경우에는 둘 다 최대치로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설문조
사에서 사회학자의 66.7%가 ‘대중과의 소통’을 강하게 원하는 점을 두고 사
회학자의 역할 정체성 혼란과 낮은 자율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화와 대중화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고 ‘왜
두 가지 모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아카데미즘에 속한 연구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사회과학의 전문화가 불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튼튼한 전문성이 기반이 되는 것을 전제로, 대중
화의 정도에 대해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별
다른 성과 없이 지나가기 일쑤인 이유는 사회과학자 집단을 매우 독립적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자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
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논의가 입장이 다른 학자들을 설득
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사회과학자 역시 사회적 조건
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마련이다. 특히 대학교수는 더욱 그렇다. 교수의 업무
를 연구, 교육, 사회봉사로 상정할 때, 교수가 각 업무에 투여하는 자원의 비
중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카데미즘의 규율이 있으며 사회과
학장에서 높이 평가되는 상징자본을 추구하는 데에 적합한 업무가 구조적으
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령 아카데미즘에서 사회과학 지식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대등한
가치로 인정하고 동시에 지향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지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즉 아카데미즘 내부에서 전문화와 대중화의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아카데미즘 영역의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
라보이의 공공사회학 논의는 사회학계가 전문사회학, 정책사회학, 비판사회
학, 공공사회학으로 분업 체계를 형성하자는 제안인데, 한국의 사회학계가
이와 같은 분업을 시도할 만한 규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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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나치게 양적으로 확대된 대학 제도의 구조조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
황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등으로 간신히 학계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형
편을 고려한다면 아카데미즘에서 대학 교육 이외에 저널리즘 영역까지 관여
하여 지식의 대중화를 직접 선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1980년대가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불리는 데에 사회과학계가 아무런 역할
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는 서구 사회과학 지식의 막대한 영
향력 속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성 획득,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한 고민이
주로 학계 내의 사회과학 토착화나 주체화 논쟁을 통해 전개되었지만, 1980
년대 이후 박현채, 한완상, 김진균 등 일련의 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와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하여 비판적 지식의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처럼 연구논문 외에 대중을 겨냥한 글쓰기에 힘쓴 대학교수와 대학원생들,
출판계에 뛰어든 해직 기자와 제적된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책과 잡지 등
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가치를 아카데믹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카데믹 저널리즘은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언론의 저널리즘이 적합한 사회
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등장한 대안적 가치였다. 사회
과학 지식이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으로 분화된 상태에서 이 둘을 융합함으
로써 대학과 언론이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 비판과 해결책 마련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아카데믹 저널리즘은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을 지향한
학자들의 저서와 번역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같은 종합문예지, 
사회비평, 당대비평, 인물과 사상 등의 사회비평 잡지에서 전형적인 모
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카데믹 저널리즘은 상아탑에 갇힌 아카데미즘과 상
업화에 치닫는 저널리즘에 식상한 지식인과 대중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1970년대를 문학의 시대, 1980년대를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은 아카데믹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호응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 역시 그 시기까지만 해도 대중의 호
응이 어느 정도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지식 생산과 유통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
격히 쇠퇴했다. 이는 대학과 언론이 책임을 다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자연스
럽게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효용성이 사라진 탓이 아니었다. 대학과 언론의
사회적 쓸모, 또는 공공성을 둘러싼 위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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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믹 저널리즘이 소멸에 가깝게 쇠퇴한 것은 대학과 언론 사이에서 다양하
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던 틈새가 사라져 버린 것과 깊이 연관된다. 1995
년의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분화
는 BK21 사업과 같은 연구지원정책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정책 등에
의해서 고도화되었다. 대학의 아카데미즘은 단순히 전문 학회나 대학에 소속
된 학자들의 자발적인 지향이 아니라 학술활동과 학술활동이 아닌 것을 분명
하게 가르는 규율로 자리 잡았다. 연구와 교육의 분리 현상은 더욱 커졌으며,
연구의 성과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전문 학술지나 SSCI에 등재된 외국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의 편수로 계량화되었다. 학자의 대중강연이
나 신문 칼럼, 상업적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저서 등 저널리즘의 성격을 조
금이라도 지니는 활동은 아카데미즘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전문성과 함께 대중성을 중시하는 소수의 학자들은 곤
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연구논문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을 때에도 사회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교양서를 출간하거나 대학 교육을 넘어 대중 교육까지
신경을 쓴 학자는 드물었지만, 아카데미즘의 규율이 세세하고 강도 높게 정
착된 상황에서 연구 업적 평가와 무관한 외부 활동에 의도적으로 공을 들이
는 학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1980~90년대에 비판적 인문사회과학,
학술운동 등을 통해 아카데믹 저널리즘을 지향하며 대중과 다양한 방식의 접
촉을 꾀했던 학자들과 학술단체들은 대학 외부에서의 활동을 줄이거나 아예
그만두고 아카데미즘이 규정한 학술활동에 온힘을 쏟아야만 했다.
한편 저널리즘 영역에서 볼 때,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사
회과학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시대이기도 했고, 시(詩)의 시대나
에세이의 시대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을 만한 시기였다. 10권 분량의 대하역
사소설들이 많이 읽히기도 했으며 대중음악에서는 100만 부 이상의 음반이
팔렸던 음반의 시대이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위기를 맞은 것은 비단
사회과학 책과 인문사회과학 잡지들만이 아니므로 대중매체와 문화산업의 전
반적인 구조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제도의 지식 생산과 보급이 정
부의 고등교육정책과 학술진흥정책에 크게 좌우되며 상대적으로 시장 환경과
는 무관한 반면, 저널리즘에서의 지식 생산·유통은 시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일반 시민들은 가계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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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화 활동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경향을 명확하게 보였다.
문화상품을 둘러싼 시장 환경은 2000년대에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다. 그
러나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은 뒤라 생산·유통 양식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
로 회귀할 수는 없었다. 방송, 신문, 출판 등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졌으며 소규모 매체들의 상업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대학 바깥에서 저널리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던 학자와 학술단체들
이 대부분 아카데미즘으로 돌아간 후, 시장 외에는 어디에도 견제 받지 않게
된 저널리즘은 노골적인 상업화 성향을 드러냈으며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생
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케이블 방송, IPTV 등에 기반을 둔 수많은 채널이 생겨나면서 공중파 방
송국은 케이블 방송국들과 상업성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2011년 12월에 종합편성채널까지 개국하자 방송 저널리즘의 상업화는 극에
달했다. 4개의 종합편성채널은 모두 신문사에서 주도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 등으로 신문 발간이 사양산업이 되자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되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의 홍역을
겪으면서 간신히 설립되었다. 몰락의 위기에 놓인 종합일간지들 또한 공공성
을 강화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길보다 상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1987년 10월 출판자율화 조치 이후 출판산업은 개인에게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사업 분야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출판사들이 창
업하고 도산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출판 저널리즘에 있어서 1990년대 이후
의 상황은 한 마디로 출판상업주의의 강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후
죽순 생겨나 치열한 경쟁에 뛰어든 작은 출판사들은 도박을 하는 것처럼 베
스트셀러 출간에만 목을 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공공 저널리즘을
꾀하는 출판인들은 국내 저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카데미즘의 규
율화로 대학에 소속된 학자들은 연구논문 집필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카데미즘에 충실한 연구논문들을 엮어서 전문 학술
서로 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학술서의 출간은 대학출판부가 맡거나 한국
연구재단 등의 프로젝트와 연관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고 상업적인 출판
시장과 점점 멀어졌다. 따라서 독자가 얼마 남지 않은 인문사회과학 출판시
장에서도 번역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소수 마니아층을 위한 출판이나 사

- 212 -

교육 시장을 겨냥한 출판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서점에 가면 읽을 만한 국산 신간을 발견하기 힘들다. 국산 신간이라야 대부
분 중·고생을 위한 참고서 수준이거나 아니면 깊지 않은 지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책들이다. 이런 책들은 통조림화한 지식이기에 신선도가 낮을 뿐 아니
라 푹 고아 우려낸 곰탕국처럼 깊은 맛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신간
국산 책을 읽으면 감동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탓인지 신문 서평을 보아도
모두 외국산 번역서뿐이다111).

아카데미즘의 규율화와 저널리즘의 상업화로 인해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의 융합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소
멸에 가까운 쇠퇴 현상으로 이어졌다. 사회과학의 대중화가 단순히 지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대중에게 소
개되고 토론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성 위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상업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는 대중매
체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인문사회과학 지식의 다양성이 극히 제약될 수밖
에 없다.
아카데미즘의 규율화와 저널리즘의 상업화 경향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진
대학과 언론의 분업 구조는 체제 비판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만 영향을 미
친 것이 아니다. 흔히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경제연구소나 싱크탱크들
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86년에 설립된 삼성경제연구소
는 연구원 250여 명 규모의 대형 연구소로서 삼성그룹의 경영 전략 외에도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에 앞서
400여 쪽에 이르는 국정 과제와 국가 운영에 대한 아젠다를 대통령 당선
자에게 전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때 “언론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삼성
경제연구소를 베껴 쓴다.”112)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했으며, 2014년 11월까지 232권의 단행본과 111권의 연구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그러나 점차 사회 현실에 대한 연구보다 삼성그룹의 사업과 관련
111) 김정탁, ｢독서의 계절에 읽을 만한 ‘국산’이 없다｣, 중앙일보 2008년 9월 22일자.
112) ｢삼성경제연구소 베껴 쓰기 심각｣, 미디어오늘 2007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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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 분야 연구에만 치중하기 시작했고, 2013년 10월 이후에는 공개보고
서를 내어놓지 않았다. 이 외에도 SK경영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경제 전망이나 산업 분석 등을 줄이고 계열사의 경영 전략 연구에 몰입하면
서 연구원들이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대거 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113).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분화 과정에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쇠퇴는 필연
적인 결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아카데믹 저널리즘을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
으로 본다면,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언론의 저널리즘이 확립되고 분업 체계가
공고해지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영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도
1980~90년대와 같은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부활보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성 위기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뿐, 아카데미즘에
충실한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언론
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아카데미즘에 매몰되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지식만 생산해내는 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 대중
화에 힘써야할 저널리즘의 임무를 일정 부분 떠넘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혹자는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쇠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아카데
미즘과 저널리즘 각자가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을 궁극적인 대안으로 여길 수
있다. 대학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언론은 언론의 책임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과 언론이 각기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영역으로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 항구적으로 필요하다. 즉
아카데믹 저널리즘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분업 체계가 완전하게 형성되
기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지향이 아니라 아카데미즘이 추구하는 전
문성과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대중성이 서로 견제하거나 협력하면서 궁극적으
로 공공성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둘 사이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다리 같은
영역이다. 지식의 전문성을 최대한 지향하는 아카데미즘과 지식의 대중성을
최대한 지향하는 저널리즘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식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을
환기시키는 도구로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 이후 대학 제도의 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113) ｢재벌 싱크탱크, 경제연구소들 ‘침묵의 계절’, 왜?｣, 한겨레 2014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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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재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연구자들과 달리 한국의 대학에서 박
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은 대학 제도에서 자리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양
서를 출간하거나 도서관, 학교, 문화센터 등에서 열리는 대중 강연의 강사로
생계를 도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에서도
서유럽 국가들처럼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교수나 연구원에 머물지 않고
대안학교의 교사나 언론사 기자, 저술가, 시민단체 간사, 정치가, 평론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훈련 받은 사회과학자들이 대학
제도 바깥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재구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1970~80년대에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해직된 교수와 언론인들이 학술운동과
출판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과 유사하다. 다만 당시 상황이 본인의 의사와 상
관없이 강제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현재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연구자 개인의 선택을 거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 재활성화되면, 과거와 달리 대학 제도의 학위와
무관하게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활발한 지식사회에서는 공통의 관
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 바깥에서 스스로 학술공동체를 형성할 여지가 충분
하다. 저술 능력을 갖춘 저널리스트, 출판사의 대표나 편집자, 중고등학교의
교사, 대학생 등이 아카데믹 저널리즘에 참여하는 폭이 커지고 저널리즘 영
역에서 나름의 상징자본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새로운 사회를 여
는 연구원’의 경우, 시민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2006년에 설립되
었고 2014년 현재 1,000여 명의 후원회원과 10,000명의 일반회원을 기반으
로 삼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통해서 최대한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결
국 사회과학의 공공성이다. 전문화나 대중화는 사회과학의 공공성을 확대하
기 위한 매개적 수단일 뿐 그것 자체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떠한 지식이 공공적인 사회과학인지, 즉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사람들에게
일상의 도구로 봉사할 수 있는 사회과학인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시
기에 어떠한 지식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이었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것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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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아카데믹 저널리즘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사
이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과학의 공
공성 확대에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규율화된 아
카데미즘과 상업화된 저널리즘 사이에서 억눌린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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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일환으
로서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중 한쪽을 옹호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2000년대 이후에 사회과학의 전
문화와 대중화 갈등을 증폭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상’으로서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와 ‘당위’로서 전문화, 대중화를 구분
하고 일차적으로 1970~200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 현상으로서 전개
된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당위적 차원에서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사이에 갈등이
부각된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어떠한 전문화와 대중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
직할지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과학은 서구의 근대에 형성된 것이다. 사회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선구적 지식인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힘입어 인문학과 자연과
학 사이에서 제3의 지식 체계로 발달했으며, 19세기 이후에 대학과 전문 학
회 등을 통해 제도화되면서 ‘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았다. 그
런데 국가에 따라 산업화의 정도와 대학 제도의 전통이 달랐기 때문에 저마
다 나름의 특징을 지닌 사회과학 지식 체계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
과학이라는 지식 체계의 범주와 분류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경제학, 정치
학, 사회학과 같은 개별 분과학문들의 발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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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 사회과학에 속하는지는 국가별,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사회과학이라
는 하나의 기표에는 매우 다양한 기의가 포함되며,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는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함께 존재한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근대계몽기를 기점으로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 서구의
사회과학 지식을 수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특
수한 상황 때문에 제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해방 후 3년의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고등교육과 연구 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전쟁 이
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미국의 인적, 물적 지원 등에 힘입어 사회과
학의 제도화가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대학마다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학과가
설치되고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들이 설립되면서 1960~70년대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인 제도화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제도
에 사회과학 개념이 명확하게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며 오
늘날에도 사회과학 지식 체계의 범주에는 모호한 면이 적지 않다. 다른 국가
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성격이 제각각인 분과학문들과 다양하고 포괄적
인 지식들이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 대표적인 예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
학의 전문화, 대중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인데, 이들은 한국전
쟁 이후 설립되어 2000년대까지 비슷한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전문
적 지식과 대중적 지식의 구분은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 등을 통해 사회과학
이 제도화되면서 시작되었고, 더욱 직접적으로는 대학 제도와 전문 학회에서
아카데미즘을 구현한 것과 연관된다. 전문 학회들은 여러 노력을 통해 아카
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분리시켰으며 연구와 교육 모두에서 아카데미즘을 철저
하게 추구하는 지향을 확립했다. 전문 학회의 학회지들은 초기의 일반 잡지
같은 형태에서 벗어나서 연구논문의 요건과 동료 평가를 통한 게재 절차 등
을 확정함으로써 전문 학술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사회과학자들의
학술활동도 제도화 초기에는 신문, 잡지, 단행본 등에 넓게 퍼져있었으나 점
차 전문 학술지의 연구논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과학
의 전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 제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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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인 학자들과 대학원생, 대학생이 대학 바깥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학술운동을 표방하는 다양한
학술단체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체제에
비판적인 학문을 추구하며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형성
했다. 또한 대중사회로의 전환과 문화산업의 발달로 저널리즘 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과학 지식이 대중에게 소통되는 경로가 늘어났다. 이처럼 저
널리즘 영역에서의 지식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진 현상을 ‘사회과학의 대중
화’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1980~90년대에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융
합하면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라는 독특한 지향이 생겨났는데, 이는 대학과
언론이 제대로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대안적 가치로
볼 수 있다.
1995년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대학 교육이 대중화를 넘어 보편화 단계에
들어서고 대학원 교육 역시 대중화되자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에
서 갈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는 교육에서 아카데미즘적
지향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연구와 교육의 가치를 분리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제도에 속한 연구자들은 연구
의 전문화와 교육의 대중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고 대학 교육에
서 상품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정책 등이 제
시하는 전문성의 척도에 맞춰서 학술활동을 수행해야만 했다. 학계의 주류
연구 경향에 불만을 품은 연구자들은 대학 외부에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을 지
향하며 대중의 문제의식에 가까운 지식을 추구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중
반 이후 아카데미즘의 규율화와 저널리즘의 상업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학
외부의 학술활동이 축소되었고 아카데믹 저널리즘은 소멸에 가깝게 쇠퇴하였
다. 더욱 공고해진 대학과 언론의 분업 체계에서 전문화를 위한 전문화, 대중
화를 위한 대중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정작 전문화와 대중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사회과학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긴 했지만 서구
사회과학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전문적 지식의 척
도는 최신의 서구 지식에 맞춰져 있다. 한국 사회과학의 지향을 한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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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에 두자는 목소리도 없진 않았지만, 세계 수준의 사회과학과 같
은 지향에 묻히고 말았다. 2000년대 이후 국가 권력의 개입에 의해 권력이
상정한 방식의 전문화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사회과학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
가 증폭되었고 있다. 계량화된 연구 업적 평가와 이에 근거한 학술활동 지원
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학계의 자율적 규제에 기반을 둔 것이지
만,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특정한 학술활동에 보상을 집중시킴으로써 지식 생
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 사회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유
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균형이 깨진 것이다.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는 더 이상 지식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이 되고 말았다. 경제학은 표준화된 과학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학계가 당위로 제시한 전문화를 지향하는 데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정치학은 대중의 관심사인 한국 정치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양
적으로 팽창하긴 했지만 저널리즘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사
회학은 대중적 인기의 하락 가운데 다른 분과학문들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영
역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력이 상정한 전문화의 척도에서
벗어난 지식인의 창조적인 활동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카
데믹 저널리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카데미즘이
추구하는 전문화와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대중화 사이에서 사회과학의 공공성
에 대한 성찰을 환기시켜주는 역할로서 아카데믹 저널리즘이 다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연구로서 사회과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최소주의적 접근을 지향하였다. 사회과학의 다
양한 기의로 인해 사회과학자들은 저마다 나름의 사회과학을 지향한다. 따라
서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에 대한 규정, 입장도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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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공공성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
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
양성’을 제시하여 서로 다른 입장의 사회과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사회 구조
적 환경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과학자들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창조적인 활동
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존재한다면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선순환하며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
과학자들의 태만이나 양지만 쫓는 행태를 탓하는 대신 연구자들의 다양한 창
조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구조적 제약
이 뚜렷한 상황에서 사회과학자들에게 희생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보다 사
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의 공공성 확대에 좀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환경
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지식 생산·유통의 제도적 기반만큼이나 문화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백영서(2014)는 ‘제도로서의 학문’과 ‘운동으로서
의 학문’을 구분하면서, 제도에 대하여 제도로서의 학문과 운동으로서의 학
문이 경합하는 이중적 전략의 장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제
도 내의 경합 외에 제도 바깥에서의 다양한 실천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오늘날 지식 생산·유통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침해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제
도의 자원 독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독점이
이뤄진 것은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과
학자들이 제도 바깥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기회비
용이 훨씬 더 크다. 정부와 아카데미즘 영역이 타협하여 규정한 ‘전문화’에서
벗어난 학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사명감과 희생
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연구의 결론이 제기하는 중요한 함의는 사실 오
늘날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논쟁이 ‘거짓 논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정부와 아카데미즘이 규정한 척도에 따라 ‘세계 수준’의 사회과학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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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른바 전문화가 유일한 목표로 추구될 때 사회과학의 공공성과 거리
가 먼 ‘사회 없는 사회과학’을 생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
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논쟁은 사회에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
회과학자들의 알리바이로 기능한다. 즉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사회과학
이 필요한가?’ 혹은 ‘누구를 위한 사회과학인가?’ 같은 더 중요한 질문들을
가리기 위해 사회과학자 개인의 내면에서 고민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는
사회과학의 전문화, 대중화 갈등을 훨씬 더 큰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는 의심
을 지우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의 조화를 통해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가 왜곡된 당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역사적 현상으로서 전
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문화, 대중화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지식인들이 저마다 창조적인 활동
에 몰두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지식 생산·유통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
의가 심각하게 대두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을 둘
러싼 환경보다 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사회과학
지식 그 자체여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시론적인 연구로서 지식 생산·유통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실제로 생산·유통되는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는 의도적으로 논의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향후 과제는 전문화, 대중
화 논쟁에 가려져 있던 질문인 ‘어떤 사회과학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문화 경향에서 생산된 사회과학
지식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현실 분석을 자랑하지만, 대중
의 입장에서는 획일적이고 진부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괴리가 생겨
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과학이 현실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은 전통적으
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추구한 것 외에 ‘현실을 넘어서는 창조적 기
획’이라는 또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에 대중의 인기를
끈 사회과학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획’이라는 의미가 크게 부여되었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사회과학과 동일어로 취급될 만큼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기존의 사회과학 지식으로는 어려웠던 현실 분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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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한 면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획에 반드
시 필요한 지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전문화가 중
요한가, 대중화가 중요한가?’와 같은 거짓 질문을 폐기하는 대신 ‘우리는 어
떠한 사회과학을 좀 더 전문화,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묻는다
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기획으로서의 사회과학’을 되살리는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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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Korean Social Sci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as one of the reflexive
researches on the social sciences. Unlike preceding researches in
favor of one between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this study was
aimed at answering the question, “Which of social conditions amplified
the conflict between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 since the 2000s?” To answer the question, it regarded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as ‘phenomena’ or ‘oughtnesses’, and
firstly investigated those of Korean Social Sciences as historical
phenomena from 1970s to 2000s. Secondly, it revealed why the
conflict between them emerged from a standpoint of rightness since
the 2000s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analysis and futhermore
discussed on the future implications for Korean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s in South Korea began to be formed from accepting
knowledge of the western social sciences through magazines and
newspapers in the modern period of enlightment(the early 20th
century).

But

they

had

suffered

great

difficulties

in

an

institutionalization due to the colonial domination of Japan. Throughout
the three years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1945~48)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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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american method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were built in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it was enabled to
rapidly develop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 by
the aggressiv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support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s being installed the departments of social sciences disciplines at
many universities and set up professional societies representing the
disciplines

until

the

1970s,

it

was

almost

finished

th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 However the concept of
‘social sciences’ was clearly introduced to the university system since
the mid-1970s. The category and classification of the social sciences
are still not a little ambiguous. Like many other countries, the various
disciplines and knowledge tend to be tied together under the category
of social sciences in South Korea.
This

study

observed

the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as typical disciplines of
Korean

Social

Sciences.

The

professional

societies

representing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are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KEA),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KPSA), and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KSA). They were established after
the Korean War and evolved over the course of the similar route to
the 2000s. Throughout the substantiv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 it could be distinguished professional knowledge from
popular one. Also the classification of knowledge was mo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academism in university system
and professional societies. Professional societies were allowed to
separate

academism

and

journalism

through

various

efforts,

and

established a thorough pursuit of academism in both research and
education. Journals of professional societies confirmed the identity of
the academic journals by publishing with the peer 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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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requirement in the form of a research paper escaping
from the initial form of general magazines. At the period of initial
institutionalization,

academic

activities

of

social

scientists

were

widespread in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etc. But
they gradually reorganized academic activities into the academic
journals by priority. This phenomenon can be referred to as ‘the
specialization of social sciences’.
But while the university system expanded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in the 1980s, professional scholars and
graduate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do a variety of academic activities in universities outside. At that
time, diverse communities which committed to an academic movement
interacting one another broke down the boundary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pursued critical studies at the system. They
formed

a

new

category

called

‘Crit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lso as the developments of a public communication and
cultural industries, journalism area was enlarged an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nowledge

was

increased

greatly

in

the

public

communication. Thus the phenomenon can be referred to as ‘the
popularization of social sciences’ that crit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me into developing activel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journalism area. On the one hand, in the 1980s and
1990s

there

was blossomed the

unique

value

orientation called

‘academic journalism’ by fusion of academism and journalism. It was
an alternative value emerged when universities and the media could
not assume properly social responsibilities.
With college education entering the common step beyond the
popularization and graduate education also popularizing since the
government’s education reforms in 1995, the conflict came into
emerging between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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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tists could not insist on academism any more in college
education and had to pursue separate value in research and education
because

of

generalization

in

college

education.

In

this

situation

researchers belonging to the university system were enforced to
enhance the marketability of teaching and at the same time had to
perform academic activitie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specialization
presented

by

academic

research

policy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Researchers discontenting with mainstream
trend of social sciences tried to produce and distribute knowledge
close to the problems in public consciousness, but their pursuit of
academic

journalism

declined

by

trends

of

commercialization

in

journalism and disciplining in academism since the mid-1990s. In the
more distinct division of the university system and the media, trends
of specialization for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for popularization
were strengthened, and the publicness of social sciences was ignored
in spite of that it was the ultimate goal of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Even if the quantified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search support
policy are not based on the unilateral control of the government but
voluntary regulation of the social sciences, they have disrupted the
autonomy and diversity of knowledg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y
giving much incentive for the specific academic activities so-called
specialization. Economics did not suffer another difficulty to pursuit of
specialization on which government and academia demanding by virtue
of the standardization of research. While political science becoming
popular by taking an interest in the korean politics, it became to
worry

about

Sociology

has

its
a

professionalism
difficulty

in

distinguished

securing

a

from

specialized

journalism.
area

being

different from the other disciplines with declining in popularity.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the social sciences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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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has been to act as a structural constraints, not the result of
the academic activities of intellectuals. As not developing institutional
base and cultural base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ocial
science knowledge harmoniously and concentrat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the institutional one, the balance of the two was broken.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alls for a revival of academic journalism in
an

effort

to

expand

the

autonomy

and

diversity

of

knowledg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nstantly to make the reflexive efforts to
think on the publicness of social sciences, academic journalism is
requested

again

today

between

specialization

of

academism

popularization of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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