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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의 목 은 남한의 국민형성기 지식인세력들이 어떠한 략으로

민족 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단정수립 직후

국가가 강압 인 방식으로 ‘국민’을 주조했다면 지식인들은 훈육의 내용

을 구성하고 교육함으로써 ‘주체’와 사회 질서 간의 긴장과 모순을 조

정하는 기능을 하 으며,이러한 훈육과 규율을 내면화하는 “주체화”의

과정은 ‘국민’을 동일시하는 민족 담론을 통한 것이었다.

해방직후 우 ‧좌 민족주의세력이 치한 상황에서 연합 선 인

간 의 사회민주주의 지식인들은 단독 정부가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단정 참여 와 남북 상 로 분화되었다.사회주의세력과 남북 상 가

배제된 단독 정부 수립 이후,이 과정을 지지했던 지식인들은 체주의

인 민족 담론을 주조하고자 했다.단정참여 지식인들의 사회민주주

의 구상은 사회주의 좌 세력,노동세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항

담론으로서 효과 으로 기능하지 못하 다.

좌우의 첨 한 립이었던 한국 쟁을 계기로 세계 냉 체제 속에서

더 이상 체주의 담론을 구사할 수 없었던 세력들은 국가주의 민족

담론을 주조하 다.이들은 한말이래 국가학이론,국법학을 이론 자원

으로 하 는데,자신들이 주조하고자 한 국민/민족 주체는 서구문명에

기 한 근 주체와 다른 것으로 상정했다.그들은 세계 제일차 이

후 서구문명이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자본주의가 쇠퇴하

고 있으며,서구문명이 일국 국제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의 모순에

직면해있다고 비 하 다.이들은 자유의지와 개별 욕망이 동등하게

존 받아야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사회성을 내재한 인간을 민족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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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자 하 고 인간의 ‘자주성’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도의에 의해

훈육된 자발 복종,자주 이고 자율 인 개인이 주체 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민족 체에 해 속하는 존재를 구상하 다.이들은 국가에

속된 ‘국민’으로 동일시하기 해서 동양문화와 통을 통해 민족문화를

실체 인 것으로 구성해내고자 하 다.이들은 자유주의화 혹은 자본주

의화를 의미하는 근 화가 아니라 “인격체의 총화”인 민족 혹은 국가를

통한 발 을 꾀하 다.이들에게는 자유로운 개인들과 사회 질서간의

긴장이라는 서구 근 의 문제의식보다는,민족과 국가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개인들이 자각하도록 하는 문제와 국가의 의사와 이익을 분

별할 지도자의 문제로 귀결하게 되었다.이들은 국가주의 민족 담론으로

써 제헌헌법의 혼합 성격을 비 하고,국민주권을 국가주권으로 수정

할 것을 요구할 만큼 국가주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1950년 후반에

도 제3세계 상황으로 인한 강력정치라는 형태로 국가주의와 지도자의

인간 각성에 기 권력일원화를 주장하 다.

이 국가주의 민족 담론은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

하고,이를 동양문화 혹은 통으로 극하고자 하는 이론 실험으로

서 지식계의 일각을 차지하 고 미국문화에 한 비 과 자주 문화

통이라는 수사를 통해 확산을 도모하기도 하 다.그러나 이들의

‘서구 ’근 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는 개인과 사회와의 긴장과 갈등이

라는 구조 문제를 개인의 “도의”와 인격 자각,국가의 인격 통치

라는 문제설정으로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근 국가”와 권력을 화하

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이들은 빈부격차의 해소,자유와 평등이라는 모

순,국제 계의 불평등성이라는 구조 문제를 개인의 국가이해로의

복종,도덕 국가의 발 으로 형해화한 것이고,역사 으로도 이들 담론

은 5.16군사쿠데타세력의 인간 과 지도자론에 철학 기반을 제공하여

제 민족 담론의 국가주의 성향을 주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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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주의 세력은 1954년 개헌국면을 거치면서 국가주의에 한

항 담론으로 등장하 다.이들은 국가를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개조

하는 것,자유주의 근 화를 목표로 하 다.아시아/서구사회에 한

후진/문명 이원론에 기반하여 사회를 보는 이들에게 문명화를 이루기

해서 필요한 것은 고 자유주의의 인간 에 따라 주체를 형성하는 것

이었다.그 인간 은 자유와 평등을 리기 해서 이성 인간으로서

자연을 이용하여 부를 축척하고 사회 의무를 다해야만 존엄성을 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이들은 ‘국민’들을 이러한 주체로 형성하기 해서

문명화된 민족들과 차이 을 규명,‘발견’해서 이를 ‘결함’으로 창조하고

이를 개조하도록 계몽,교육하는 것을 도덕 의무와 사명으로 받아들

다.여기에 시민 ‧정치 ‧근 민족주의의 엘리트주의 속성과 근

인간 이 내재해 있었다.

후진/문명의 이원론 세계 을 담지하 던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들

은 “동양 정체성”론을 개진하여 “후진국(지역)/선진국(지역)”이라는 세

계인식이 화되기 용이한 담론 지형을 형성하 다.그것은 냉 체제

내부의 국가간 불평등성과,자유주의 민족주의의 팽창성을 간과하는

것이었다.이들은 ‘동양’,‘서양’이라는 공간 인식을 ‘선진-후진’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치시켜서 국가주의 동양인식의 결 색채를 무화

하면서 선진국의 후진국 개발이라는,발 진보에 한 단선 세계

의 수용을 주도하 다.

이 양자는 ‘민족’을 통해 각기 ‘국민’과 ‘근 인간/시민’을 강화했다

는 측면에서 공존 이었다.반면 이들과 달리 지배 체제를 변화시키려

는 아래로부터의 분산 이지만 다기한 경향이 존재하 다.1950년 후

반에 부상하는 민 주의 민족 담론은 일제시기의 무교회주의,해방직

후의 민주사회주의,민족국가 건설기 도 일부의 인민민주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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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 등을 이론 자원으로 하 다.

1950년 말 국가학이론은 미국의 "행태주의"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몰가치 이론으로 화했으며,국법학과 가족국가론 국가유기체론의

향은 지속되어 국가주의 민족 담론은 1960년 박정희정부의 민족

주체 형성론으로 작용하 다.자유주의 민족 담론은 후진국개발론과 발

담론을 통해 1960년 근 화담론으로 기능하 으나 이들 일부와

민 주의 민족 담론은 4.19 명의 이념 배경으로 작용하 고 1960년

이후 항 담론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주요어 :국가주의 민족 담론,자유주의 민족 담론,민 주의

민족 담론,선진-후진 발 담론,동양론,행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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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 1 문제제기

민족주의는 한국 근 사상사에서 가장 큰 지 자원 하나이다.

통사회와 식민지 경험,제3세계 신생국가 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다

양한 통 근 이념들과 합하면서 한국사회에 범한 향을 끼

쳤다.식민지사회에서 외세에 한 항운동과 민족국가건설 운동,국민

국가 형성의 역사 실천들은 민족주의 이념과 긴 히 연결되었고 이러

한 경향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 반면,‘민족’이 다른 집단

정체성과 어떤 계에 있었는지,단독 정부 수립이후 민족주의가 여

타의 이념들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한 이론 근은 아직 부족하다

고 하겠다.1)

한국의 민족주의에 한 최근의 한 연구는 한국 쟁이후 남한에 미국

의 헤게모니가 일 으로 철되었으며,따라서 1950년 한국의 민족

주의를 편 이고 극소수에게 한정된 것으로 설명하 다.2)이러한 연구

시각은 미국의 패권 지배와 반민족 략을 비 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1950년 에 ‘아래로부터의’민족 형성 략이나 민족주의 기

획은 소수에게 한정된 것으로,따라서 남한이라는 국가 내에서 가장 생

산 이고 성공 이었던 정책의 주체는 미국이었다는 역설 인 결론으로

이끌리게 된다. 최근 래진스키의 남한의 국가/국민 형성(Nation

1)역사학에서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다음 을 참조하 다.쟝 셰노,주진오 역,

1987,≪실천을 한 역사학≫,이론과 실천(JeanChesneaux,1978,Pastsand

Futures:Or,WhatIsHistoryFor?,Thames& Hudson).

2)허은,2008,≪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민족주의≫,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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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에 한 연구는 시민사회,군 ,민주주의,경제,교육 등 제 분

야에서 남한을 ‘형성하고 주조한’주체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3)이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랑스 명이 남북 쟁을 치른 미

국이 “최 의 민족국가”이며,제2차 세계 이후 제3세계국가들은 미국

을 모델로 한 근 국가를 모방하 다는 서구 심주의 인 시각을4)남한

에 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분단국가와 정권의 정당성 문제,세계

제2차 후 신생국가들에 한 미국의 지배 략의 반민족성·반민 성

문제를 천착하기 한 연구와 신생국가 국민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민족주의 ’ 에서 양극 인 입지 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서구 심주의라는 공동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역설을 보여

다.이러한 역설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 래진스키가 기존의 한국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편 ’혹

은 ‘최선의’민주주의로 제하는 그의 자유주의 시각으로 인해서,남

한 내에서의 미국의 반 활동을 ‘국가/국민(nation)형성’으로 유하

기 때문이다.5)다음으로는 자의 연구시각과 련된 것으로 냉 체제와

미국의 지배라는 구조와 체제를 강조함으로써 상 으로 남한 내부의

3)GreggBrazinsky,2007,NationBuildinginSouthKorea;Koreans,Americans,

andtheMakingofaDemocracy,TheUniversityofNorthCarolinaPress.

4)Radhika Desai,2009,“TheInadevertenceofBenedictAnderson:Engaging

ImaginedCommunities”,TheAsia-PacificJournal:JapanFocus.Desai는 베네

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가 가졌던 연구사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제3

세계국가들의 민족주의 기획이 서구 특히 미국과 다를 수 있음을 경시하고,미국

근 국가 형성 모델이라는 서구 심주의 시각을 견지했다는 을 비 하고

있다.

5) 표 로는 1950년 학교,출 계,≪思想界≫에 한 미국의 재정지원이

갖는 ‘친미 성향’을 비 한 임 식 연구의 데이타들은 “반공과 민주화”라는 “미

국의 향”과 이상을 리 홍보한 것으로 유된다.GreggBrazinsky,2007,ibid,

pp.43∼44,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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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흐름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6)세 번째로는 개념 역사

와 련된 것으로 어 nation에는 국가/국민/민족이라는 세 의미가 모

두 포함되어 있는 반면,한국어에는 재 국가,국민,민족이 각기 다른

기의를 가진 다른 기표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이다.7)강 국들에 의한

6)구조와 항이라는 문제는 서구에서도 오랜 논란을 겪었다.지배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한 구조주의 근과 그것이 아래로부터 항의 형성 가능성을

해한다는 문제에 한 톰 네언과 에드워드 톰슨간의 논쟁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서 표,2008,< 국 신좌 논쟁에 한 재해석>,≪경제와 사회≫,한국

비 사회학회.허은의 연구에서 미국만이 생생한 주체로 보이는 고정되고 확립한

지배 구조라는 분석틀은 이론 으로는 그의 헤게모니 개념 정의에서 기인하기도

한다.그는 헤게모니를 “강제와 폭력을 통한 지배와 비되”는 “지 도덕 지

도력”으로 정의하 다(허은,윗책,17쪽).헤게모니를 어떤 지도력 혹은 능력으로

정의하면 고정 이고 정태 인 것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헤게

모니는 지도“력”혹은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지배”의 다른 형태와 방식 그 자

체인 것이다.‘패권’이 정치경제 군사 물리력에 기반을 둔,강제를 통한 지배

라면 ‘헤게모니’는 문화 지 담론을 통해 피지배세력의 자발 인 동의를 얻음

으로써 행사하는 지배라는 의미로서 구별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의미상의 구

분을 의미하며 역사 으로 이 양자가 따로이 행사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안

토니오 그람시(이상훈 역),1993,≪옥 수고≫,거름.

7)‘민족’은 번역어이면서 동시에 장기간의 민족운동 과정 속에서 부침을 거듭한 복

합 개념이다.우선 ‘민족’을 어 ‘nation'의 번역어로 한정하여 그 사 의미

를 천착하는 하더라도 개념에 한 다기한 시각이 존재한다.최갑수는 nation이

‘국민’과 ‘민족’으로 번역되는데,“국가를 정치 표 물로 갖는 시민단”을 의미할

때는 ‘국민’으로,“공통의 문화와 역사 통을 토 로 토 인 정치권력을 요

구하는 집단”을 의미할 때는 ‘민족’으로 번역된다고 한다.nation에는 정치 주체

의 정의가 강하기 때문에 “역사 신화 습 종교 등 삶의 경험으로 하나의 공동체

에 속하는 인민”이라는 뜻의 ‘ethinicgroup',독일의 ’Volk'에 해당하는 것을 ‘민

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최갑수,2003,<내셔 리즘의

기원과 특성> ≪서양사연구≫ vol.31,한국서양사연구,2∼3쪽.최신 문 사

의 개념정의도 “기원, 통,언어를 공유하고 민족국가를 구성하거나 할 수 있

는 사람들”,“독립된 민족으로서 정치 독립 혹은 그러한 존재”로 정치 주체

의 성격이 강하다.http://www.britannica.com/bps/dictionary?query=nation.그런

데 서구에서도 nation은 네이션/나시옹/나치온으로 읽히거나 nazione,nacion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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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령‧분단으로 이어진 근 국가건설과정으로 인해서 ‘민족’과 ‘국민’

이 합치되는 형태로 민족국가건설운동이 결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일치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만’의 호명은 비민족 이라는 인식으

로 당 를 평가함으로써 ‘국민’과 ‘민족’이 혼용/갈등/길항한 역사 과정

이 왜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서구 심주의 시각을 넘어서기

해서는 신생국가로서 남한이 겪어야했던 시민사회 내부,지식인 등

“아래로부터”주체 형성의 과정이 천착되어야 하고,8) 한 민족국가건설

운동과정에서 ‘민족’이 당연한 주체 다면 분단국가이나 동시에 신생국가

이기도 한 남한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국민’이 경합/갈등/혼용되는 주

체로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남한에서 주체 형성과 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체로 민족국가

건설을 한 민족주의의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1950년 崔文煥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동양 민족주의의 일부라

하여 서양 각국과 동양 민족주의를 구분하고 후자를 후진 민족주의

로 정의하 고,金成植은 후진 민족주의의 배타 이고 웅주의 인

성격을 비 하 다.9)1960년 ‧70년 車基璧도 개인주의 ,자유주의 ,

으로 표기되며 어원은 모두 라틴어 natio,narus,nascor등으로 ‘출생’과 련되

는 단어이고 17세기 국에서 네이션,18세기 랑스에서 나시옹이 정치 의미

를 강하게 띠기 시작한 것이다.(장문석,2011,≪민족주의≫,책세상,16∼20쪽)

한 같은 시기 독어 나치온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으며,이러한 역사 사실들

은 민족주의가 분석되기 에 ‘민족’이 역사 시기마다 어떤 기의를 갖는지,도

입된 언어가 어떤 지 맥락과 연 되어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본 논문

에서 가능한 ‘민족’과 ‘국민’의 의미를 차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다만

이 양자의 개념사 분류를 논하기 인 서론과 본문의 일부 논자들에게서 의도

인 ‘민족’과 국민’의 혼용인 경우 ‘민족/국민’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8)아래로부터의 국민화과정의 이론에 해서는 일라리아 포르치니(2006,<이탈리아

에서 통일에 한 역사서술의 새로운 경향들>,≪통일과 역사서술≫,서울 학교

사범 학 국제심포지움 자료집)참조.

9)崔文煥,1959,≪民族主義의 展開過程≫,박 사;金成植,1953,<병든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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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의 인 ‧미‧불의 서구 선진국 민족주의와 비되는 아시아,아

리카의 “후진지역 민족주의”를 구분하 다.10)이러한 서술은 각 국가

의 민족주의의 내용을 종족 · 연 ·문화 민족주의와 시민 ·정치 ·

공민 ·근 민족주의를 양분하는 방식이다.민족주의의 선구 연구

자인 한스 콘으로부터 유래한 이 분류법은 라인강을 기 으로 그 서쪽을

합리 공민 서구형 민족주의로,그 동쪽을 종족 유기 인 동구형

민족주의로 분류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11)서구형/동구형 민족주의를

각각 합리 공민 민족주의/종족 유기 민족주의로 구분하는 방법

은 시즘 등장기 유럽을 분석한 것이라는 역사 맥락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서 이를 한국 사회의 사례에 무매개 으로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한 국가의 민족주의를 동질 인 것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제

아래 미 계통을 보편 이고 선진 인 것인 기 으로 삼고,그 외 지

역을 ‘결함’이나 ‘결핍’된 것으로 상정하는 형 인 서유럽 심주의에 기

반을 둔 것이다.12)

1960년 이용희는 서구의 경우를 일반화하여 ‘보편주의’로 상정하고

그에 한 ‘특수’로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정의하고자 했다.한국의 민족

주의는 왕조 /민 민족주의로 나뉘는데 자가 망국 이라면 후자는

‘항 ’이지만 “제노포비아 ”이며 원 이고 외 인 ‘식민지 민족주

≪思想界≫,1953년 4월호.

10)車基璧,1961,<민족주의의 발자취>,≪思想界≫,1961년 11월호;車基璧,1978,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까치.

11)HansKohn,A Historyofnationalism intheEast,London,1929.(Geschichte

dernationalenbewegungim Orient.)

12) 랑스에서 쇼비니즘이라는 용어가 발생하고 국, 랑스의 민족주의가 엘리트

주의 이며,독일,이태리 민족주의에 상 으로 평등주의 요소가 강했던 서구

의 역사 경험도 한스콘 류의 이러한 분류가 서유럽 심주의에 기 를 둔 것이

라는 을 반증한다.서양사에서 이 구분법에 한 반례들은 다음을 참고하 다.

장문석,2011,≪민족주의≫,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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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서 ‘근 (화)’민족주의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상정했다.“근

”민족주의는 “정치권력과 國富의 배분”을 민주 ,민족주의 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새로운 지도계층인 시민층이 정권의 담당층이

됨으로써 실 하는 것이라고 하 다.13)그는 외 계에 집 하는 민족

주의를 ‘식민지 ’이고 후진 인 것으로 비 하고 국내 문제에서 근 화

와 민주화를 민족주의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이용희는

보편/특수의 계 속에서 한국 내에 두 부류의 민족주의가 있었음을 정

의하고자 했으나 1960년 ‘근 화론’의 식민지 ‧ 항 민족주의/자유

주의 ‧시민 ‧근 민족주의라는 도식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1970년 후반부터 선진국/후진국의 개발주의 계를 지배/종속(

항)의 계로 비 하는 종속이론이 수용되면서 이 을 수용한 1980년

연구들은 종속국인 제3세계의 민족주의에서 ‘항성’을 본질주의 인

것으로 규정하 다.14)따라서 ‘항성’이라는 기 에 따라 지배세력의 이

데올로기와 개량주의 인 이념은 ‘민족주의’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 다.

항성을 본질주의 으로 사고한 민족주의론은 1980년 민주화운동에서

항 이념의 역할을 하 으며 1980년 이후 사연구의 주류 시각

이 되었다.여기서 ‘민족’은 ‘계 ’ 성격을 내포한 ‘민 ’이라는 개념과

결합되어 있었다.15)따라서 식민지이래의 항 민족주의가 함유했던

폭발 에 지와 연동되어 민주화운동의 변이 확 될 수 있었던 배경

이 되었던 반면,계 성격이 포 된 민 과 결합된 ‘민족’은 민주화

사회분화가 진 될 경우 그 내부의 ‘계 ’이나 ‘성차’등 다양한 역

13)李用熙,1967,<민족주의 심포지움-한국 민족주의의 제문제>,≪국제정치논총

≫ 제6집(이용희 외,1975,≪韓國의 民族主義≫,한국일보사 12∼26쪽에 재수록)

14)서 석,1989,≪한국근 의 민족문제연구≫,지식산업사;역사문제연구소 편,

1994,≪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항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강만길,

2008,≪한국민족운동사론≫,서해문집.

15)강만길,이 희 편,1987,≪한국의 민족주의운동과 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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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율성과 세력화에 해서 동질성을 강제하는 담론으로 변할 ‘가능

성’도 내포하는 것이었다.

남한이 고도로 후기산업사회화하고 세계 인 실사회주의 몰락에 직

면했던 1990년 에는 ‘항 진보 ’민족주의를 포함한 민족주의 일반

의 내 억압성과 배타성을 비 하는 탈민족주의의 문제가 제기되었

다.16)1990년 반이후 국제 사회 변화에 해서는 자본의 로벌

화라는 국제자본의 공세 측면과 함께,해외노동력의 유입에 따른 연

민족 개념의 문제라는 양 측면을 포 으로 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17)한편 이들 탈민족주의에 해 비 입장을 취하면서 1960년

이후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에서 시민 민족주의의 계보와 유효성

을 주장하거나 시민 ‧정치 민족주의의 재고를 주장하는 연구도 등장

하 다.18)특히 후자는 역사학계 내에서도 종족 민족주의를 분석 상

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민족주의를 보다 객 화된 연구 상으로 근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자유주의 ·시민 민족주의의 가능성에 해서는,

16)임지 ,1999,≪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권 범,2009,≪민족주의는 죄

악인가≫,생각의 나무.이들은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는 자유주의를 크게 벗어나

는 범주는 아니었다.한스 울리히 벨러,2007,≪허구의 민족주의≫,푸른역사 등

이 번역되기도 하 다. 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장한 가부장 요소를 비

한 최정무(2001,≪ 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삼인 ElaineH.

Kim and Shungmoo Choi,1998,Dangerous women:gender and Korean

nationalism,Routledge)의 연구도 주목할 만한다.

17)장문석은 서양사에서 민족 개념의 종족성과 시민성의 차이는 국가가 아닌 사회

역사 요구에 따라 변화했다고 지 한다.즉 이민이 유입되는 시기는 시민

민족개념이,이민을 방출하는 시기는 종족 민족 개념이 우세했다는 것이다.장

문석,2011,앞의 책 참조.해외노동력의 유입과 다문화사회의 사회 상은 일

종의 사회 압력으로 근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18)박찬승,2007,≪민족주의의 시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경인문화사;홍석

률,2004,<1960년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1960년 한국의 근 화와 지식인≫,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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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 민족주의와 시민 민족주의는 역사 ‘장’속에서는 뒤섞일 수

밖에 없다는 과,19)1982년 이후 지속된 ‘열린 민족주의’의 교육에도 불

구하고 종족 배타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비 에 직면해있다.20)

2000년 에는 민족주의 비 의 에서 박정희 정부와 당 지식인들

의 근 화론,민족주의의 유사성을 분석한 연구가 등장하여 종족 민족

주의가 내장한 평등주의 요소를 밝 내기도 하 다.21)그러나 이러한

은 마르크스주의가 민족 문제에서 직면했던 난 ,즉 민족주의가 지

배를 해 동원된 허구 이데올로기라고 비 한다하더라도 이데올로기

로서 그 실체성은 여 히 지속되며 그에 해 무방비하다는 과22)푸

코의 방법론에 의한 지식-권력의 공모 계를 천착한 방법으로는 변화의

계기를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탈식민주의와 푸코 방법론에

기반했던 황병주의 연구는 정권과 지식인의 ‘지식-권력’의 계를 근

화담론-민족주의 담론을 통해 분석했으나,그 논리 속에 항의 가능성

이나 정권의 지배담론과 지식인들의 다양한 담론들 간의 차별성과 차이

는 존재하지 않는다.이것은 이론 으로는 그가 기 푸코의 방법론에도

기인하는데 푸코는 동일화와 역담론화만을 주목함으로써 항과 변 의

가능성,비동일화의 가능성을 닫아두게 되었다.23)

19)황병주,2000,<미군정기 재민구호운동과 ‘민족 담론’>,≪역사와 실≫ 35,

한국역사연구회.

20)이지명,2003,≪민족 담론 분석을 통한 道德科의 민족정체성 교육 연구≫,

한국교원 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 논문.

21)황병주,2008,≪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 화담론을 심으로≫,한양 학교

사학과 박사학 논문.

22)유럽사에서 민족에 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표 연구 성과로는 홉스

(2005,≪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비평사)이 있다.이에 한 비

은 마이클 휴즈,1995,≪독일 민족주의 1800∼1945≫,명경의 서문 참조.

23)알튀세르-페쇠에 기 맥도넬의 비 은 주목할 만하다.다니엘 맥도넬,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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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생국가의 주체 형성과정을 민족주의라는 계기로 포착하는 연구

시각은 체로 두 가지로 나 어진다.하나는 제3세계 민족주의에 한

인식으로서,식민지 시기 항 민족주의가 근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

도 주된 경향으로 지속된다고 하는 견해인데,24)이에 따르면 그 항

특성이 일종의 본질 이고 본류 인 제3세계 민족주의의 속성이 되는 것

이고,그 외 국가주의 이거나 체주의 ,혹은 부정 인 민족주의는 이

탈 ‧지엽 이며 ‘민족주의’가 아닌 어떤 것이다. 다른 견해는 재미인

도의 민족주의 연구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식민지시 의 항 민족주의

는 근 국가가 수립된 이후 민 에 해 동원 이고 억압 인 경향을 띠

게 된다는 것이다.25) 자는 근 국가 수립이후에 제3세계 민족주의의

성격에 해서 그 외 역할,즉 외부 혹은 신제국주의,강 국에 항

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그 국가 내부에서 민족주의의 역할을 간과한 측

면이,후자는 민족주의의 국제 성격보다 국내에서 역할에 시각을 맞추

고 있다.한국의 민족/국민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해서는

근 국가 수립이후의 그 변용,한말-식민지시기 담론 지 체계들과

의 연속/단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1950년 의 주체 형성과 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유석은 4.19 명시기 민족 열기의 연원을 설명하고자 국가/시민사회

의 민족주의를 각기 국가민족주의/사회민족주의로 구분하 다.26)김건우

는 1950년 후반부터 1960년 반기까지 ≪思想界≫ 문인들의 이념

을 보수 민족주의,문화 민족주의,추상 보편주의로 나 고 ≪思想

24)栗田禎子,2003,≪國際主義와 내셔 리즘≫,≪내셔 리즘 :과거와 재≫,국

제역사학한국 원회.

25)Partha Chatterjee,1995,Nationalistthoughtand the ColonialWorld:A

DerviativeDiscourse?,UniversityofMinnesotaPress:Minneapolis.

26)오유석,1996,<1950년 남한에서의 민족주의>,≪근 사강좌≫,한국 사

연구회,8호.



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10-

界≫를 문화 민족주의로 분류하 는데27)일제시기 이 수,최남선 등

에 한 분류법을 1950년 에 그 로 용한 것은 국민 주체 형성기라

는 시 상황에서 오는 차별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28)이 양 연구는

각기 ‘정당’과 ‘≪思想界≫ 문인’으로 분석 상이 제한된 한계를 보여

다.한편 통일론의 차이에 따라 자유당-민주당-진보당 삼자를 구분하거

나,경제계획의 입안 추진 주체에 따라 민간주도-국가주도-사회민주

주의 삼자의 경제개발계획을 구분하는 연구들과29)문교부산하단체인 국

민사상연구원에 해 통-근 를 축으로 통을 강조하는 측과 후진성

을 강조하는 두 개의 道義담론이 존재함을 밝힌 연구도 있다.30)이들은

각론 근으로서 ‘국민’형성기라는 역사 시기의 문제,국가-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 신생국가에서 헌법,국가-사회-개인 계의 계,제2

차 세계 이후의 국민형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동양-서양에 한 인식

을 둘러싼 보다 포 근을 요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1950년 남한의 지식인들에 해 강인철은 (戰前)세

와 후(前後)세 로 구분하고 특히 세 를 이승만정부의 지배엘

리트와 등치시켰다.31)그는 세 를 민족 반공주의자,친미주의자

27)김건우,2003,≪思想界와 1950년 문학≫,소명출 .

28)일제시기 문화운동자들에 한 이 포 인 개념규정이나 이 수의 사례선택은

마이클 로빈슨(마이클 로빈슨,1990,≪문화 민족주의≫,나남,(Michael

Robinson,Culturalnationalism incolonialKorea,1920-1925.Korean,Seattle:

UniversityofWashingtonPress,c1988)으로부터 시작되었다.“교육과 경제발

등 문화운동을 강조하는 진 민족주의”라는 지나치게 포 인 개념규정은 그

내부의 다양한 계보들과 차이들을 무화시켜서 각 이념의 정치 의미와 효과를

형해화하는 측면이 있다.

29)홍석률,2003,≪통일문제와 정치사회 갈등:1953-1961≫,서울 학교 출 부;

박태균,2007,≪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서울 학교 출 부.

30)홍정완,2008,< 후 재건과 지식인층의 ‘道義’담론> ≪역사문제연구≫ 19,역

사문제연구소.

31) 강인철,<한국 쟁과 사회의식 문화의 변화>,≪한국 쟁과 사회구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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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통을 인정하지만 미국의 하 트 로서 남한의 치를 승인

하여 독재를 정당화한 세 로 정의하 다. 후세 는 통을 격

으로 부정하며,숭미주의에 가까운 이미지화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신 하는 한 세 로서 도시서민,당 농 의 문화와 다른 그들만의 문

화를 형성하여 4월 명이라는 항이 가능했던 도시 지식인들이라고 분

석하 다.그의 분석은 한국 쟁 이승만정부의 민족 반공주의·친미

주의와 4월 명 참가세력의 숭미주의·자유민주주의, 통에 한 태도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통부정 이고 숭미 이던 4월 명 참가세력들이 어떻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민족 명론이나 민족 민주주의에 공명하게 되었는지 설

명하지 못한다.이러한 한계는 세 문화론을 넘어서서 사회세력들의

실인식에 따른 분류와 그에 기 한 통시 이고 역사 인 분석이 필요

함을 보여 다.

제 2 연구방법 내용

1.연구 상 방법

이상의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들을 토 로 하여 분석의 상 연

구 시기,연구 방법론에 해서 고찰한다.

우선 이 은 근 민족국가 수립이 과 이후의 담론 지형의 차이에 주

목하고자 한다.국가수립이 에는 민족운동가,사회운동가가 민족운동‧사

회개조운동을 주도하 고 식민지 아카데미즘이라는 굴 된 상황에서

화≫,백산서당,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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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주요한 공론장이었지만,32)근 국가수립이후에는 담론 주도층

이 정계의 문 인 정당 정치인들,언론계의 문 언론인들과 학을

심으로 한 학계의 지식인들로 문화·분화되었다.그 과도기가 단정수

립 직후부터 1950년 에 걸쳐있었으며,이 시기의 여론 주도층이었던

사회운동가‧민족운동가들은 정당·언론· 학 등 근 국가의 제도 어느

곳으로 흡수되어야만 했다.기존의 사 담론 연구들은 일제시 부터

단정수립이 까지 시기로 한정되거나,1950년 이후부터는 일제시기와

연 계가 거의 밝 지지 않고 각각이 따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일제

말기의 지식인 담론 연구의 공백,분단으로 인한 지식인들의 이동,냉

이라는 구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담론 주

도층’의 단층 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단층이 형성되는 시 은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국민국가의 경계가

(잠정)확정되는 혹은 확정된다고 지식인과 이 인지하게 되는 한국

쟁기라고 할 수 있다.일례로 이러한 단층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경

제학 분야로서 1880년 부터 도입된 서양경제이론은 애국계몽기에는 국

가 주도 산업화 모델의 이론 기반인 독일의 역사학 경제학이 주류

다가 1920년 이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도입되어 해방정국까지 사

회주의 경제학이 ‘바람직한’근 화를 표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담론을

주도했고 한국 쟁을 기 으로 이론경제학으로 환되었다.33)1920년

와 1950년 가 새로운 지 범주와 패러다임의 환,이념의 함입이라는

차원에서 두 개의 결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4)이 은 1950년

32)박명규,2002,<지식운동의 근 성과 식민성-1920∼30년 를 심으로>,≪사회

와 역사≫,62권.

33)조기 ,1977,<경제학>,≪한국 문화사 계II≫,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

소,291∼294쪽 ;이상호,2009,<윤행 의 이론경제학과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한국인물사연구소≫,한국인물사연구소,367∼368쪽.

34)최근 식민지연구에서 1920년 를 지 담론의 결 으로 보는 견해는 상당히



서론

-13-

가 각기 정치 문화 성향을 달리하는 지식인 세력들이 근 민족국

가수립 후 민족 /국민 주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역사 시기라는 입장

에서 이들 각 지식인집단들이 주체를 형성하려는 기획과 그 기획이 당

의 ‘인간(국민,시민)’‘개인-사회-국가’‘동양/ 통-근 ’에 한 시각에

따라 분기했다는 을 밝히고자 한다.35)

여기에서 ‘지식인’은 “ 학에서 지 문화의 정규과정을 거침”으로

써 일정한 공통성을 공유하고,지배이데올로기에 해 어떤 형태로든

응하여 문화 창조자로서 기능하는 범주로 정의하고자 한다.서구의 지

통에서 근 지식인론을 개한 칼 만하임(K.Mannheim)은 신분,재

산,지 등을 월하는 교육이라는 공통 요인을 강조하 으나,이에

해 그람시(A.Gramsci)는 계 월 인 지식인론을 거부하고 지식인

의 기능에 따라 자유주의 근 성을 극복하기 한 사회주의 지식인

을 개하 다.반면 1968년이후 푸코(M.Foucault)는 만하임,그람시

등의 엘리트주의 이고 근 인 지식인론을 비 하고 사회에서 지

식인들이 오히려 의 지식 담론을 억압하고,권력체계의 리인

범 하다. 표 인 것으로는 임경석,2004,≪한국사회주의의 기원≫,역사비평

사;허수,2009,<제1차 세계 종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한국

근 사 연구≫,한국근 사학회.

35)1950년 는 칼 융의 개념으로 표 하자면 한국 민족주의 사상사의 ‘그림자’와 같

은 시기이다.일례로 정치학에서는 독일국가학의 향이 지배 이었던 이 시기를

단지 지나간 시기 혹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지배했던 시기 그러나 곧 극복된

시기로 제해 버린다.(한배호,2003,<정치학사>,≪정치학회 오십년사≫,한국

정치학회)그러나 국민형성 지 담론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1950

년 는 분석되지 않은 채 억압된 기억의 시기라고 불릴 만하다.당 구사된 이

론과 방법론들은 그 향이 분석되어져야 할 것이고,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형

성에 혹은 국민 주체 형성에 끼친 1950년 지식 담론의 향은 억압의 상이

아니라 분석이 상이라고 할 것이다.칼 융의 이론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하

다.VioletS.deLaszlo,R.F.C.Hulltrans.,1990,ThebasicwritingsofC.G.

Jung,PrincetonUniversit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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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36)이러한 서구의 지 통을 배경

으로 다른 한편 신생국가라는 한민국의 제3세계 조건을 고려하여37)

‘학을 심으로 담론의 생산자로서 기능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와 담

론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이데올로기 세력’을 분석의 상으로 한

다.그런데 이 이데올로기 담론의 생산자들은 신생국가의 수립 이후와

이 범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식민지사회로서 학제도의 설립이

나 운 등이 제국주의 법률에 의해서 통제되고,담론의 생산자들이 제

도 밖에서 활동할 경우 지식인 범주는 역사 시기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즉 ‘식민지사회/국가건설기/국민(국가)형성기’라는

역사 시기들과,국가건설 과정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단 요소가 지

식인 범주를 정의하는데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1950년 국민형성기

지식인들의 담론을 분석하기 해서는 신생국가로서 ‘국민형성기’에 학

을 심으로 한 지식인들과 그들의 존재양태를 범주화하고 역으로 이

시기 이들이 계보 으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사상 내 인

향 계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비 고찰 후에 1950년

사회 갈등지형과 계망 속에서 이들 지식인들이 생산해낸 담론의 역

36)서구 통에서 지식인론의 변화에 해서는 강수택(2000,<근 ,탈근 ,지식

인>,≪한국사회학≫ 제34집,가을호,507∼522쪽)참조.

37)1960년 신생국가의 지식인에 해서 미국의 사회학자·역사학자 에드워드 쉴즈

(EdwardShils)는 “신생 국가의 지식인이란 진보된 교육을 받고

보통 그에 부수된 지 사려와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다. 개발국가의 지식

인들의 직업도 행정 리,언론,법률,교직과 의약업”이라 하고 “ 학에서 지

문화의 정규과정을 거침으로써 근 화된 사람들”로 정의하 다.에드워드 쉴

즈,<후진국에 있어서의 지식인과 직업>,≪ 학신문≫,1962년 10월 18일자.이

러한 지식인 정의를 따른 1960년 한 연구는 학교수와 학생들을 지식인으로

범주화하 는데,1950년 를 분석 상으로 하고 있는 이 은 학 교육을 받고

학을 심으로 활동하는 담론의 극 생산자들로서 학교수,강사,학술

잡지편집인,기고자 등을 포 하는데 학생들은 부차 혹은 잠재 지식인 범주

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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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과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론으로서는 사상사 민족주의연구보다는 담론 연구의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기존의 이념으로서 지배/ 항 이데올로기를 양분하는 방

법은 외세력에 한 타 과 비타 경향을 구분하는 데에는 효과

일 수 있지만,친/반일성‧친/반미성이라는 조합에 따른 구분은 분단국가

이나 신생국가‧사회로서 직면했던 다기한 의제와 경향들을 간과하게 한

다. 다른 하나는 탈식민주의의 문제의식으로서,이는 식민지시기 지식

인들의 항 민족주의가 독립이후 민족국가건설 과정에서 민족을 매개

로 국가가 민 을 동원하는 내부억압 인 국가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을 비 했다는 에서 유효했다.그러나 서구

민족국가기획을 제3세계가 반복했으며 민 들은 언어를 갖지 못했다

는 면에서 “순응 항”이라는 묘사는 서구 심주의의 철-미약한 민

이라는 시선에 역설 으로 맞닿아 있다.38)

이 은 탈식민-국민형성기인 1950년 주체 형성 논리를 이데올로기

담론 이론에 기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에

한 이론은 체로 두 가지로 나 어진다.하나는 습속-권력을 통해 주체

를 ‘생산’해내는 것에 한 푸코,들뢰즈 등의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언

어와 표상체계로 구조화된 무의식에 의해서 ‘구성’되는 방식이다. 자는

강제와 폭력,감시와 통제들,제도와 장치들,회유들이라는 권력을 통해

서 주체가 재생산되는 것이고,후자는 주체 혹은 개개인이 큰 주체를 동

일시함으로써 ‘주체’로 구성된다는 것인데,이 양자는 서로 립된다기보

다는 습속-권력에 의해 주체가 ‘생산’된 과정의 결과로 개개인들이 타

자(권력)에 동일시함으로써 주체로 ‘구성’되는 것이다.39)이 근 타

38)탈식민주의에 한 간략한 소개로는 다음을 참조하 다.LeelaGandhi,1998,

Postcolonialtheory:acriticalintroduction,New York:Columbia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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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동일시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은 식민지시기에는 제국주의라는 조건

으로 인해 정신분열이라고 할 만한 균열과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었다면,

근 국가 수립된 이후-물론 그 국가 수립과정 자체가 폭력과 강제와 배

제,통제들로 철되었는데-이 동일화와 내면화의 과정은 ‘민족’‘국민’

‘근 시민/인간’등 다기한 호명간의 균열을 내장한 것이었다.분단이

고착되는 한국 쟁이후 1950년 는 강제와 폭력에 의해 ‘생산’된 개개인

주체들이 언어와 표상체계에 의해 극 인 근 주체로 ‘구성’되는 시

기이며,‘민족’담론을 통해서 ‘국민’을 형성하거나,‘민족’과 ‘국민’을 동일

화하거나 어느 것에 우선 순 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계를 설정하고

주체를 구성해내고자 하 다.

여기서 담론이론은 민족으로의 동일화를 통해 피지배세력을 국민 주

체로 호명해내는 지배 담론과 그에 항하여 반동일화를 추진하지만

사실은 공존 계로 체제를 유지하는 담론,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자의 공존 계에 의존하지만 항하는 변 인 제3의 ‘비동일화’기

획으로서 ‘계망의 구조 속에서’담론의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틀이다.40)이는 동일한 이데올로기 내용의 담론이라 하더라도 항시

으로 항담론이나 항담론으로 고정 으로 악하지 않고 역사 인

시기마다 그 구조 속에서 다른 포지션을 취하게 됨을 악할 수 있게 한

다.

‘민족’에 한 담론 근은 ‘민족’이 통시 으로 ‘民人’‘국민’‘계 ’

‘시민’‘민 ’‘인민’‘인종’‘동양’등 다른 정체성 담론과 경합함으로써 역

39)근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푸코와 라깡의 이론에서 해서는 박태호,1997,

<근 주체의 역사이론을 하여>,≪근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

사 참조.

40) MichelPêcheux,1982,Language,semantics,and ideology,St.Martin's

Press(TranslatedbyLesvéritésdeLaPalice,1975,VéritésdeLaPalice,

FrançoisMaspero)pp.157-159,162-170,1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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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기마다 동일한 기표 안에 어떤 상반된 기의를 담고 있었는지 분

석가능하게 할 것이다.41)한국사회가 한말 식민지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

민족 국민 계 인민 시민 민 동양 大衆 人種

1920 520 597 329 515 272 244 468 0 29

1921 442 698 384 742 519 313 832 7 31

1922 548 644 339 708 418 395 700 14 18

1923 439 666 462 556 452 333 717 19 23

1924 341 688 429 484 458 436 729 41 16

1925 455 840 577 461 637 597 719 91 24

1926 601 710 611 304 681 484 564 81 16

1927 601 1224 629 335 742 762 742 148 8

1928 396 1463 458 272 637 555 686 119 16

1929 374 1494 482 290 663 472 676 91 14

1930 370 953 415 261 410 415 554 120 17

1931 440 1478 523 352 886 595 799 138 13

1932 399 1203 336 333 745 521 786 129 9

1933 385 1560 261 434 697 461 941 99 15

1934 463 1438 314 406 645 396 1286 96 23

1935 393 1761 336 536 638 612 1178 120 11

1936 405 1434 308 567 707 492 962 187 19

1937 166 1683 179 365 651 649 1194 181 10

1938 367 3600 191 628 745 908 2246 125 13

1939 305 3014 220 608 767 766 2130 73 4

1940 195 2222 131 180 341 401 1095 56 5

1945 132 113 9 57 35 63 15 11 0

1946 1181 1297 110 464 536 508 208 128 9

1947 1793 1662 155 967 795 473 334 84 14

1948 1646 2243 114 948 758 507 364 77 3

1949 1054 4036 252 1293 948 642 501 102 20

41)아래 도표는 ≪동아일보≫(1920∼1940,1945∼)≪경향신문≫(1946∼)≪매일경

제≫(1966∼)에 나타난 ‘민족’‘국민’‘계 ’‘인민’‘시민’‘민 ’‘동양’‘ ’‘인종’

의 출 빈도를 검색한 것이다.자료가 제한 이고 국제기사와 고유명사가 포함되

어 있으며,식민지시기 계 을 공공연히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역사 시기마

다 제약조건들이 표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집단 정체성 개념에 독자들

이 더 많이 노출 되었는가 혹은 신문생산자들의 경향성 정도의 제한 의미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1920년 이래 ‘국민’이 상당한 우 를 차지하고 있다는 ,1920년 이후 인종은

더 이상 ‘민족’‘국민’과 경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해방이후 ‘계 ’의 사용빈

도가 격히 어들어다는 등은 확인가능하다.그 외에 ‘국민’보다 ‘민족’이 더

많이 사용된 경우는 1945,1947년 정도이며,1930년 ‘동양’사용빈도가 증가했으

며,30년 후반 1950년 반 1960년 반 ‘동양’의 사용빈도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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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던 속도로 빠른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할 때 한 사상가나 특정

집단,행 의 주체만을 따라가는 방식만으로는 그 담론의 변화를 설명하

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본 논문에서는 최근 담론 연구와 특

히 독일 역사 연구 역에서 활발히 제기되었던 개념사의 방법론에42)기

1950 939 2344 87 570 639 383 181 75 4

1951 219 900 34 160 233 74 42 29 4

1952 866 2771 104 467 579 328 2362 86 8

1953 808 2920 125 619 1022 213 3162 82 9

1954 927 3518 129 440 848 383 3026 84 6

1955 1173 4438 180 621 1049 432 5588 195 19

1956 1047 4692 237 831 1176 547 4796 213 25

1957 944 4602 254 856 1054 287 3495 230 25

1958 847 5308 221 625 1163 235 3958 171 12

1959 800 4657 213 723 1141 232 4070 130 25

1960 1234 7094 269 587 2086 438 4553 195 29

1961 1857 7800 296 925 2176 331 7016 267 38

1962 1665 8214 222 781 2973 317 6250 231 65

1963 1452 9173 300 409 2640 307 4478 248 60

1964 965 5815 169 320 2075 241 2984 145 48

1965 1292 5506 157 287 1883 1119 2960 202 31

1966 1236 6416 199 447 2548 1346 4973 137 51

1967 1180 6611 174 402 2981 560 4339 244 53

1968 1349 6691 253 342 2684 189 5072 179 73

1969 1437 7938 222 259 3046 195 4487 179 65

1970 1638 7795 289 405 3539 227 4616 206 81

<도표1>집단 정체성 개념들의 빈도추이(1920∼1970)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의 검색 사이트를 주로

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와 조선일보아카이 를 참조함.

42)개념사는 역사 시기마다 동일한 개념이 함의하는 바가 달랐을 뿐만 아니

라,그 개념을 둘러싸고 그 시기의 사회 세력들이 그들의 이해에 기반을 둔 담

론 실천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지 각축을 벌이게 된다

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개념사는 이러한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그 사

회세력들의 인식에 보다 정 하게 근할 수 있고,결과 으로 당시의 역사상을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개념사에 한 자세한 소개는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역사비평사)참조.최근의

표 연구성과들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노 범,2011,< 한제국기 진보 개

념의 역사 이해>,2011,≪근 동아시아에서 진보의 발견≫,제4회 심포지엄

자료집,한림 학교 한림과학원;박양신,2011,<근 일본,‘진보’에서 ‘발 ’으로-

제국주의 성립기의 역사·사회의식->,앞의 책;박명규,2009,≪개념사총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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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 쟁 이후 이승만정부 시기 남한 지식인 사회에서 빈번히 사용

되었던 용어 그에 담긴 ‘개념’들의 역사 변화를 통해서 한 사회가

지향했던 이념들,지식인들이 생산해내었던 담론들을 살펴보고자한다.

체 으로는 이론 방법론을 부차 으로 하고 역사 근을 주된 방법

론으로 삼고자 한다.역사 실의 역동성을 한 둘의 이론 구조가 설

명해낼 수는 없다는 단 때문이다.

2.연구 내용

이상 연구 방법론에 기 하여 본 논문은 한국 쟁기부터 1960년 이

시기까지 남한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을 분석하고자한다.이 의 목 은

국민형성기 각 지식인세력들이 어떠한 략으로 ‘민족 /국민 ’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이를 해서 이들의 담론을

무엇을 문제시했는가라는 실인식,어떠한 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는가라

는 인간 국민/민족/시민/민 형성 기획,신생국가에서 국가-사회-

개인 간의 계와 향후 기획이라는 이데올로기 측면과,주체 형성의

논리에 따라 구분하 다.

우선 첫째 장에서는 비 고찰로서 한국 쟁이후 공론장에서 ‘민족’

담론이 두하는 과정과,담론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계보를 추 하기

해서 한말,식민지시기 아카데미즘의 구도를 정리하 다.‘민족’담론이

조선시 의 ‘민인’,한말의 ‘인종’,‘국민’과 경합하는 과정을 다루고,식민

지 시기동안 ‘계 ’과 ‘동양’‘민족’담론의 련성을 살펴 으로써 ‘인종’

과 ‘국민’을 체한 ‘민족’담론이 연 종족 성격을 내장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 식민지 시기 형성된 국가학,역사학 경제학,

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花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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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주의,마르크스주의 등의 향은 일 쟁이후 시즘시기를 맞이함

으로써 ‘국가-사회’의 립 틀보다는 체주의 색채를 농후하게 하

다.특히 해방이후의 세계 사회주의의 경향은 단정수립으로 인해서

체주의/자유주의의 소한 지형으로 변화되었다.

한국 쟁와 에 시임시수도 부산에서 형성된 지식인들의 단체들인

‘시과학연구소’,‘국민사상연구원’,‘새한학회’등 조직들과 ≪思想≫,≪

戰時科學≫ 등 잡지를 심으로 형성된 지식인들의 장에 주목하여 이들

지식인들이 생성해낸 국민형성기의 ‘민족’담론을 분석하 다.학계 지식

인들은 1948년에서 한국 쟁이 까지 이념 으로 분산 으로 존재했으나

한국 쟁은 이들 지식인들이 ‘국민 주체 형성’에 자발 이고 극 으

로 여하는 계기가 되었다.연 기 으로 한국 쟁기와 체로 1950년

반까지는 ‘국가주의 민족 담론’이 우세했다면,1950년 한국 쟁

이후부터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체로 자유주의 담론이 우세하 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한국 쟁 직후 ‘시과학연구소’ ‘학술원’을 심

으로 형성된 지식인들의 ‘민족’/‘국민’형성 담론을 다룬다.한국 쟁기

냉 체제와 미국 유엔의 한국 참 이라는 역사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승만정부가 일민주의라는 ‘시즘’ 이념을 공식화할 수 없었

다면 국가학,국법학,독일 념철학을 심으로 한 지 체계들에서는

‘국가주의 ’민족 담론이 국민형성의 주조과정을 주도하 다.이들은 제

1차 세계 이후 서구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순이 한계에 부딪혔

다는 실 인식아래 정치 주체로서 ‘동양’‘동양문화’를 통해 국가가 주

도하는 발 을 꾀하 다.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 쟁 휴 이후 상 으로 지식인계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자유주의 민족 담론을 다룬다.이들은 실인식

에 있어서 술한 지식인들과 달리 서구문명을 보편 으로 상정하거나

혹은 그것과 동양문화를 비교하여 당 남한의 후진성을 실인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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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유했다.자유주의 인간 과 시민육성,선진/후진 발 담론을

요소로 하고 있었는데,50년 후반 분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체로

제2공화국의 이념 기 를 제공하고 그 이후 지식인그룹 이념에도 향

을 끼쳤다. 한 1950년 말에 도입된 행태주의 방법론은 선진/후진

발 이론을 몰가치 으로 수용하는 이론 배경이 되기도 하 다.

자유주의 민족 담론이 주로 국가로부터 ‘개인과 재산의 보호’라는 측

면에 방 을 두고 독재 국가와 특권계 에 비 인 입장이었지만 동

시에 엘리트주의 요소도 내장하고 있었고 국제 계에서 ‘팽창성’이라는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었다면,1950년 민 주의

민족 담론은 산발 이고 체계 인 논리를 갖추지 못한 상태 지만 ‘국민

국가’의 국가주의 민족 담론의 요소와 미국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복

구 략이라 할 만한 ‘근 화론’의 선진/후진 발 담론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내장하고 있었다.1950년 후반 원조경제의 변

화와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민 주의’는 민주사회주의,인민민주

주의,민 주의의 이념으로 상 으로 나뉘어 있었다.50년 말 민주

사회주의는 학계에서는 주로 서울 성균 정치학과,학내그룹 등

을 심으로 존재했었는데 이들의 민족 담론은 4.19 명의 기반과 연결

된다는 측면에서 그 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인민민주주의는 1960

년 후반 통일논의를 주도했다는 에서,그리고 민 인간 은 1970

년 이후의 근 화비 론의 원형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 3 자료

이상의 내용을 분석하기 해서 이 은 다음과 같은 사료에 기 를

두고자 한다.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정부간행물인 ≪공보≫≪주보≫

정당간행물,≪思想界≫ 등의 잡지류에 기 하 다면,이 은 주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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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학계 지식인으로 하여 문화되고 분화된 근 국가 체계 내에서

담론의 생산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으므로 100여종의 넘는 정치학‧법학‧

사회학‧철학‧역사학 등 련 학 강의교재 그 외 학계 지식인들의

단행본 작과 ≪法政≫ ≪戰時科學≫ ≪學風≫ ≪學術≫ ≪思想≫ 등

지식인단체의 기 지,학회 등 단체의 학회지,당 의 사 등을 일차

인 주요 분석 자료로 하 다.특히 학교재류 학계 지식인들의 단행

본과 이들의 학술지 잡지 수록 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

았던 새로운 사료이다. 학이 냉 체제기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를 갖고

의사소통과 공론장 형성이 가능한 공간이었다는 ,그리고 후 원

조경제라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교육열로 인해서 일정정도의 경제 자원

이 학주변에 모일 수 있었다는 에서 학을 심으로 모인 지식인들

과 그들이 발간한 언론매체, 학교재 등 다양한 기록물 들이 당 의 역

사 실과 담론 실을 드러내 수 있는 유용한 사료들이라는

을 주목하 다.43) 후의 사회 분 기는 그나마 안정 인 학을 심

으로 그것도 학의 법학과 정치학에 학생 교원들이 집 되어 있었고

이들 학과의 정원은 학별로 평균 120여명을 상회할 정도로 언론이나

정치계 못지않게 보다 ‘학’ 심으로 담론장이 형성되었다.44)이는 1-2

년 사이에 명멸했던 다양한 잡지들과 달리 20여년동안 발간할 수 있었던

43)학교교재 심의 출 물 상황에 해서는 한국잡지 회,1972,≪한국잡지총람

≫,한국잡지 회,92∼100쪽.

44)한국 쟁이후 학 수와 교원, 학생 수는 증하 다.1956년 당시 체 교원

수는 각 학별 시간강사가 겹칠 수 있다는 을 감아하더라도 략 1만명 수

이었고, 학생수는 국공사립 모두 합쳐서 약 9만명에 달했다.학생 수는 1947년

약18,000명 수 에서 9만명 수 으로 증가하는 동안 교원 수는 략 1170명에서

1만명 수 으로 늘어났다.학생수가 약 5배 증가하는 동안 교원 수는 약 열배정

도 증가한 것이고,그만큼 지식생산자 확 생산자가 증했다고 하겠다.문교

부 조사기획과,1947,≪문교행정개황≫,문교부,9쪽,60쪽 ;문교부,≪문교행정

통계열람≫,문교부,51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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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思想界≫가 주로 학의 소장 교수 시간강사들을 심으로 필

진이 짜여있었고 일제시기와 달리 ‘직함’을 필수 으로 부기하기 시작했

다는 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思想界≫,≪世界≫,≪思潮≫,≪신사조≫,≪新天地≫,≪

월간문학≫,≪자유세계≫ 등 지식인들이 펴낸 잡지 등과 ≪자유신문≫,

≪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학신문≫,≪ 앙일보≫,

≪ 남일보≫ 등 언론매체들을 주요 사료로 하 다.그리고 지식인‧정치

인‧언론인들의 회고록,자서 류,EdwinReishaure,W.W.Rostow,

Lasswell등 해외 지식인들의 작, 정부간행물,정당 련 간행물과 미

국 정부 간행물들을 부차 사료로 사용하 다. 한 ≪사회학사 ≫ ≪

철학사 ≫ ≪정치학사 ≫ ≪Webster'snew Americandictionary≫ ≪

학생 우리말 사 ≫ 등 입수 가능한 사 류들도 분석 상으로 하

다.

첫 번째 장의 계보 고찰을 해서는 1950년 와 같은 수 조사

분석이 어려운 계로 申采浩,安在鴻,徐寅植,장 하 등의 ≪ 집≫류

와 ≪ 한매일신보≫ ≪황성신문≫,일제시기의 ≪조선일보≫,≪동아일

보≫,≪조선 앙일보≫ 등 일간지와 잡지 ≪비 ≫ ≪동 ≫ 등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주요 자료들에 의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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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한국 쟁이 지식인들의 계보학

제 1 한말‧식민지시기 學知의 계보

1.한말 ‘民族’담론의 분기

조선시 성리학 질서는 개인의 존재 외부에 월 존재를

가정하는 체계가 아니었으므로 도덕 이고 자율 인 인간을 통한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철학 체계들이 존재했는데,“三品說”이나 “氣品의 淸

濁”같은 실 인 신분제 차별 인간 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이

양자의 모순,즉 추상 “人性論”과 실의 사회 계 속에서 인간

의 모순을 인식했던 정약용 등은 18,19세기의 성리학 질서에 해 재

고함으로써 인간 의 변화를 추구했다.45)집단 정체성에 해서도 조

선시 에는 “族類”“同胞”등 내부 동질성을 확인하는 집단 용어들

이 있었는데,46)18세기에 “我國兩班‧中‧庶‧土豪”를 모두 함께 내부 으

로 동등한 ‘民’으로 인식한 民國 정치이념이 등장했고 이 君에 당하는

주민의 총칭으로서 ‘民人’이 등장하기도 하 다.47)그러나 왕조의 거주민

45) 장태,1980,<다산철학의 인간학 기 >,≪한국학보≫,일지사;한우근 외,

1985,≪정다산 연구의 황≫,민음사;백철 ,2003,<정약용의 민권의식과 국민

주권론으로의 이행 가능성에 한 연구>,≪한국행정사학지≫,한국행정사학회,

10∼13쪽;백민정,2009,<다산과 노소론계 학자의 인성론 비교연구>,≪동양철학

연구≫,59권 참조.

46)박찬승,2008,<한국에서의 ‘민족’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창간호,82∼

93쪽.

47)강동국,<근 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5

∼25쪽(하 선 편 ,2009,≪근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형성사≫,창비 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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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치의 상으로서 民人 등과 사회계약설에 기반을 둔 國民 개념의

충돌은 자체 사회내의 논쟁과 세력 갈등을 통한 과정을 경험하기 에

근 국가간 식민지쟁탈 을 야기한 제국주의시 에 돌입하게 되었다.48)

청일 쟁을 계기로 한말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던 사회진화론은 황인종

/백인종의 ‘人種’간의 경쟁과 同種同文字에 기 한 동양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지만,49)러일 쟁 직후의 을사늑약은 ‘인종’간의 경쟁과 정치

주체로서 ‘동양’담론의 약성과 허구성을 드러냈고 국제 계에서 정

치 주체와 집단을 표상하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했다.1900년에 조

선에 최 로 등장한 ‘民族’이라는 용어는 “東方民族”“白人民族”혹은

“淸‥人種”이라하여 인종과 혼용되었다.50)그러나 러일 쟁을 통해 동양

매체

구분
백성 인민 국민 신민 동포 형제 만민 인종 긔

1896 447 326 24 29 17 33 1 10 231

1897 453 429 23 49 24 39 1 44 342

1898 762 542 39 50 82 54 59 23 141

1899 814 235 12 34 25 19 4 84 307

48)≪독립신문≫(1896.4.7.∼1899.12.4.)에는 “민족”담론 이 에 집단 정체성을 나타

내는 용어로서 백성,인민 등이 주로 자주 사용되었다.박주원,2004,<근 ‘개

인’‘사회’개념의 형성과 변화>≪한국의 근 와 근 경험≫,역사비평 67,81쪽

표 재인용.

49)≪독립신문≫에는 동문 동종론에 기반한 동양담론이 확산되어 있었다.이들은

국제질서를 사회진화론 에서 악하고 있었으며,민족국가간의 세계질서라

는 인식이 에 만국공법의 세계에서 동양삼국이라는 인종경쟁 세계질서에 참

여라는 논리를 지니고 있었다.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만주로 진출하자

≪황성신문≫계열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한 동양의 연 라는 동양주의라는 인

식을 갖고 있었다.

50)‘민족’용어가 최 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개신유학자들이 발간한 ≪황성

신문≫의 <奇書>(≪황성신문≫,1900년 1월 12일자)다.백동 ,2001,<러일 쟁

후 ‘민족’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한국사학보≫,10집,163∼165쪽 재인용.

그는 ≪조선왕조실록≫.≪독립신문≫,≪황성신문≫,≪ 한매일신보≫,≪ 조선

독립 회회보≫,≪서유견문≫ 등에서 용례를 확인하 다.여기에서 ‘민족’은 “東

方民族”“白人民族”으로 사용되어 인종과 민족은 동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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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이라는 동양주의 념은 “四天餘年傳守之民族의 其精神血脈이 決

無消磨澌滅之理니”51)라 하여 기의식과 함께 “我韓”을 뜻하는 “민족”으

로 나타난다.조선에서 “민족”담론의 등장과정은,1899년 ‘민족’용어가

최 로 등장해서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한 기의식 속에서 확산된 국

의 ‘민족’담론과 1880년 독일학을 극 수용하여 ‘민족’담론을 정립하

고 1900년 미국 라인쉬(P.Reinsch)를 통해 “민족제국주의(National

Imperialism)”와 같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연속 으로 악한 일본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52)일본의 경우 어의 nation에서처럼 토성과

국가라는 기의가 강하고 민족주의= 토 팽창주의로 일 되었다면,인

종과 혼용되다가 외 기의식 속에서 확산되는 조선의 ‘민족’담론에는

외 기의식이라는 면에서는 국의 경우와 유사하고,‘討滿’과 같은

국의 국내정치에서 漢族의 변 이라는 측면이 내포되지 않았다는 의미

에서는 국과도 다르다.檀君朝鮮이라는 통 공통성과 箕子朝鮮라는

문화 공통성 사이에서 길항하던 ‘민족’개념은 1908년 申采浩에 의해서

통‧ 토‧역사‧종교‧언어의 동일성에 기반한 ‘民族’이라는 개념에 도달

한다.

51)< 淸國 論宜加注意問題> ≪皇城新聞≫ 1904년 10월 7일자.백동 ,2009,≪

한제국기 민족담론과 국가구상≫,고 민족문화연구원,148쪽 재인용.

52)이 시기 일본은 ‘臣民’‘國民’의 용례가 강했다고 한다.박양신,<근 일본에서

의 ‘국민’‘민족’개념의 형성과 개-nation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제104집,236∼262쪽. 국에서는 1899년 ‘民族’을 양계 가 <동 월단>에서 처음

도입하 고 1903년부터 정치 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한다.원 천명‧왕경인,

1981,<“民族”一詞在我國的出現及其使用問題> ≪民族硏究論文集≫,中央民族學

院硏究所 (백 서,1995,< 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근 국민국가와 민족

문제≫,지식산업사,86쪽 재인용);백동 ,윗 ,163쪽.그런데 국의 용례에서

는 외 기의식과 더불어 ‘討滿’을 통해 국내정치에 종족 명 혹은 국내정치의

변 의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한다.강동국,윗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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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이란 는 但只 同壹한 血統에 系하며 同壹한 土地에 居하며 同壹

한 歷史를 擁하며 同壹한 宗敎를 奉하며 同壹한 語를 用하면 便是 同

壹한 民族이라 稱하는 바어니와 國民二字는 如此히 解釋하면 不可할지라…

國民이란 는 其 血統 歷史 居住 宗敎 語의 同壹한 外에 又必 同壹한 精

神을 有하며 同壹한 利害를 感하며 同壹한 行動을 作하야 其 內O의 組織

이 壹身의 骨絡과 相同하며 其 外의 精神이 壹營의 軍隊와 相同하여야

是를 國民이라 云하나니…此優二拾世紀 優勝劣敗의 時代를 遭하매…同壹한

心腦와 同壹한 思想으로 同壹의 進步를 作하야 國民資格을 養成할지어다

(강조는 인용자)53)

申采浩는 통과 토와 역사와 종교와 언어를 공유한 인간 집단을

‘민족’이라고 지칭하고,‘민족’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동의 정신과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여 신체와 같은 조직,군 와 같은 정신을 공유한 집단을

‘國民’이라고 정의했다. 연 문화 집단을 민족,정치 집단을 국민

으로 명명한 것이다.그리고 이 ‘국민’을 ‘민족’보다 우 에 있는 것으로

호명하 다.54)이는 군 ,사법권,행정권 등의 이양을 강제한 정미칠조

약이라는 역사 상황에서 국가 내부의 통합성을 제고할 ‘國粹’와 ‘國民’

을 강조한 것이다.55)申采浩와 ≪ 한매일신보≫계열의 지식인들이 ‘天下

53)申采浩,<民族과 國民의 區別>≪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30일자.

54)申采浩의 1908년 ≪ 한매일신보≫에 실린 ‘민족’개념도 량치차오의 ≪飮氷室

合集문≫에서 소개한 19세기 독일 블룬칠리(J.K.Bluntschli)의 ‘국가학’을 발췌한

것이었다.김도형,≪ 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지식산업사,100∼103쪽;강동

국,윗 ,27쪽 참조.물론 1908년 조선의 실에서 민족보다 ‘국민’을 강조한 것

은 당 조선의 시 과제에 맞게 申采浩가 변용한 부분이다.독일 국가학과

조선 한말 식민지 학지의 향 계에 해서는 <부표 1>을 참조할 것.

55)申采浩와 ≪ 한매일신보≫계열지식인들의 자유주의에 한 이해는 국가간체제

에서 독립국가 유지를 한 이데올로기로서 그 이해가 제한되어 있었다.“此 世

界는 自由主義의 世界라 自由主義는 九州의 産物이라 제일차 국 명이 凱歌

를 주하며 第二次 법국 명이 조를 작하야 차로 이하야 미국이 독립하며 차

로 以하야 덕국이 강 하며 此로 以하야 비리시가 자립하며 此로 이하야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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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公’이라는 유교 보편가치와 ‘국수론’을 통해 제국주의에 한 항을

구성하려 한만큼 이들의 ‘국민’과 ‘민족’은 國家(君)에 한 사회 혹은 개

인이라는 문제의식보다는 국가의 내부 통합을 강조한 것이었다.반면

독립 회의 문명개화론을 계승한 ≪ 한 회≫계열의 지식인들은 국권에

앞선 민권 인식을 보 으나 실정치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내에

서의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56)‘민족’개념이 정착할 당

의 지형은 제국주의 시 의 국가존망이라는 기상황으로 인해 이상

혹은 이념형의 국가를 유지하기 한,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한 국가 인식,

국가주의 민족 담론이 우세하게 되었다.57)한편 서구 근 의 자유주의

사상을 도입한 민권론 세력은 제국주의에 해 승인,혹은 무방비한 담

론 지형을 형성하 다.이러한 구도는 한말 계몽운동계 뿐만 아니라 學

知의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서구식 학교교육의 시작은 1883년 개항장 원산에서 원산민들과 원산상

회소의 자 으로 원산감리 鄭顯奭에 의해 세워진 원산학사,1885년 선교

사 H.G.아펜젤러에 의해 세워진 배재학당,1886년 미국인 선교사 앨런

에 의해 설립된 제 원내 의학교 등이 있다.58)그러나 본격 인 근 학

가 통일하며 此로 인하야 九州列邦이 복리를 박하여 차로 인하야 남미제국이 자

주를 득한지라 오라 당시 구주천지에 독보하던 神聖同盟도 수포를 化作하고 자

유공기가 동서에 만하야 자유주의를 향한 자는 존하며 자유주의를 순한 자는 강

함이 차에 지하엿도다”<二十世紀 新國民> ≪ 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9일

자.

56)1904년부터 1910년까지 민권론계열과 국수론계열의 운동과 사상에 해서는 정

숭교,2004,≪한말 민권론의 개와 국수론의 두≫,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참조.

57)애국계몽기의 정치사상의 국가주의 경향에 해서는 김도형,1994,≪근 정치

사상사연구≫ 참조.

58)최 의 등교육기 으로는 1883년에 개항지 원산에서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

정 석(鄭顯奭)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원상상회소 등의 자 으로 세운 원산학사가

있다.이곳에서 법률과 만국공법을 가르쳤으나 무 반과 문 반으로 나 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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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들의 설립은 1895년 1월 고종의 洪範 14조와 2월 敎育立國勅書를 계기

로 한 것으로 학교들이 설립되고,3월 비유학생의 량 渡日이 이루어

졌다.59)인문사회학 學知(Academicknowledge)에 련된 최 의 고등

교육기 은 1895년 고종의 칙령 제49호로 공포된 ‘法官養成所’는데,사

법을 담당할 법 양성을 목 으로 소장 皮相範이 행 법률을 교수한 것

외에는 1908년까지 일인 교수들이 법학통론,민·형사법,소송법 등을 강

의했다.60)한편 1895년 “기독교인과 국가 인재”양성을 해서 설립되었

던 배재학당을 기 로 배재 학부가 설립되었는데, 문과 106명,국문과

60명,신학과 6명의 학과정이 있었다.61)1905년 1월에는 군부 신 李

容翊이 “국가의 기 를 완성하고 국민의 지식을 발달 할 次로”‘법률

과’와 ‘경제과’로 구성된 2년제 보성 문학교를 개교했다.62)한말 법률학

육기 이었다.김 우,피정만 공 ,1995,≪최신 한국교육사 연구≫,교육과학사.

59)이기 ,1987,<한말 서구경제학도입과 일제하의 경제학>,≪경제논집≫,제26권

제4호,438쪽.渡日한 비유학생들은 ≪친목회회보≫(1896.12∼1898.4),≪태극학

보≫(1906.8∼1908.11),1907년 ≪공수학보≫,≪ 한유학생회회보≫,≪동인학보

≫,≪낙동친륙회학보≫,1908년 ≪ 한학회월보≫,1909년 ≪ 한흥학보≫ 등의

기 지가 있었고,국내 엘리트들은 1896년 ≪ 조선독립 회회보≫,1906년 ≪

한자강회월보≫,≪서우‧서북학회월보≫,1907년 ≪법정학계≫,≪호남학보≫,

1908년 ≪ 동학회월보≫,≪ 한 회회보≫,≪기호흥학회월보≫ 등의 기 지가

각기 있었다.

60)6개월의 속성 과정이었기 때문에 1895년 11월에 1회 졸업생 47명을 배출했는데

그 에는 咸台永,李 등이,1905년 12월 4기 졸업생 에는 卞榮晩이 있었다.

최종고,1994,<한국법학 100년>,≪ 스티스≫,한국법학원,vol.27,93쪽.咸台

永은 1952년 제3 부통령이 되는 인물이며,卞榮晩은 해방 후 審計院長과 성균

교수를 역임하게 된다.

61)한국사사 편찬회,2005,≪한국근 사사 ≫,가람기획

62)보성 이란 출 부를 두어 주로 일본 학에서 사용하는 강의안을 참고로 金詳演

의 ≪國家學≫,兪承兼의 ≪ 新經濟敎科書≫ 등이 집필‧간행되었다. 한 1908년

3월에는 金允植이 법률·정치 兩科의 문 학을 설립하기 해 3년제의 동 수

학교를 개교하 는데,법학과 국가학 등 세분화된 과목을 교수했고 강사로는 석

진형,유치형,趙素昻이 등이 있었다.최종고,앞 ,9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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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가학은 일부 불란서인 개인 교수자 등이 있었으나 그 향이 미미

하 고, 체로 일본을 통해 들여온 독일계통의 법률학이 향력을 행사

했다.63)

경제학에서도 1895년부터 1900년 까지 주로 국 자유주의 고 경

제학이 비유학생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는데,주로 A.스미스,D.리카

도,J.S. 등이 심이었고,1900년 이후는 독일의 ‘新歷史學派’가 본

격 으로 도입되었다.64)1900년 에 도입된 ‘신역사학 경제학’은 후발

공업국으로서 독일이 국 자본주의에 항하기 해서 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각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歷史主義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이 역사주의는 19세기 독일에서 자유무역주의를

부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던 역사학 경제학과 이를 보장하는 國

家學과 역사학에서 랑 사학으로 나타났으며 ‘ 정신의 실 ’이라는 헤

겔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독일에서 19세기 반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자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까지 비 하며 국가

가 社 政策과 사회에 한 개입·개량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

키고자 한 것이 ‘新歷史學派經濟學’이었다.65)1900년 에 이 신역사학

63)이는 미법체계가 례법 주로서 독일법체계나 국가학이론만큼 체계 이지 않

았던 이유도 있었으나,제국헌법을 기 한 이토 히로부미가 로이센을 방문해서

참조할 만큼 독일법체계와 국가학에 경도되었던 일본의 향도 상당정도 작용하

다.한상범,<한국법의 계보와 사상-일본법과 한국법>,≪아태공법연구≫,제8

집,5∼10쪽;최종고,1992,<한국에서의 서양법의 수용과 변용>,≪서울 학교

법학≫,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64)이기 ,앞의 ,439∼442쪽.

65)김덕 ,2002,<국가,문화,사회>,≪사회와이론≫,1호.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속한 산업화를 추진했던 일본의 명치정부도 독일의 국가학과 국법학을 기반으

로 제국헌법을 기 하고,‘제국 학령’을 통해 이를 이데올로기 으로 뒷받침하고

자 하 는데 1890년 ‘新歷史學派經濟學’이 이론 으로 독 인 지 를 얻게 되

었다.미야카와 토루 외,이수정 역,2001,≪일본근 철학사≫,생각의 나무.그런

데 일본의 독일법체계와 국가학은 독일 지식계에 바탕을 두었던 자연법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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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 조선에 도입되었는데,이를 자유주의 경제이론과 충하거나,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심으로 신역사학 이론을 혼합, 는 양자를

충하여 독자 이론체계를 수립하려는 경향 등이 공존하 다.66)

한말 조선의 學知는 유교 보편가치와 서구 자유주의를 변용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했으나 이를 제고할 여유 없이 식민지화의 기 속에서 국

가학과 독일계통의 국법학,신역사학 경제학의 우 아래 자유주의 경

향이 충되는 형태로 국가주의 경향을 농후하게 나타냈다.67)한편 ‘민

족’담론과 련해서 申采浩 등은 국민(Nation)을 보다 정치 이고 정신

인 집단으로 인식,‘국민’의 우 를 주장하 는데,68)이러한 ‘민족’담론

의 경향은 일제 식민지시기를 통해 변화를 겪게 된다.

소거한 채로 수용한 것이었다.이에 해서는 이시다 다 시,한 혜 역,2003,≪

일본의 사회과학≫,소화 참조.

66)이기 ,앞 ,449쪽.

67)“國家 德性及神智와 偉大 身體 有야 國民의 感覺思想을 法律노써 彰明

며 事實노써 施爲며 國家 品位性格及身體靈魂을 俱有 人格되 事도 

 可知지며 國家의 人格을 認定은 公法,私法及國際法上에 必要 바ㅣ

라.”<國家의 性質>,≪ 동학회월보≫ 제2호,1908년 03월 25일자;“今日 我韓은

國性이 己去에 餘存 ㅣ 民族而已라.國利民福을 圖 에 第一 健全 政治的

活動은 餘地가 更無니 勢不得已야 此 手段을 民族에 求리로다.然이 아

무리 民族的 活動이라도 他自由國民에게 比면 雲泥의 差異를 免키 難 것은

多 을 不待 것이라.民族的 自治制度 他를 이 아니라 社 的으로 自治

制度를 制定야 民族의 自由精神을 保存코져 이라.”一歲生,<新時代의 思潮>

≪태극학보≫ 제14호,1907년 10월 24일자.

68)독일 블룬칠리의 국법학에서 Volk와 Naion의 번역에서 양계 와 달리,일본은

Nation을 민족으로 Volk를 국민으로 번역하고 역사학/정치학에서는 미국 라인쉬

의 nation도 민족,nationalism을 민족주의로 번역했다.山田央子,<ブルンチュリ

と近代日本政治思想(上下)> ≪東京道立大學法學 雜誌≫,제32권 제2호,제33권

제1호(강동국,앞의 ,27쪽 재인용) 국을 통한 독법학/역사학‧정치학 번역

어의 도입은 일본식 법학/역사‧정치학 번역어들과 경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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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민지시기 ‘계 ’으로부터 ‘동양’/‘민족’으로 화

1910년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와 연이은 1911년 ‘私立學校規則’으로

문학교는 ‘各種學校’로 격하되었고,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학계는

크게 축되었다.69)식민지사회라는 조건에서 실에 존재하는 것은 제

국주의국가로서 국가-사회-개인 간의 정치 의제는 공개 담론장에서

사라지거나 잠복되었다.

제1차 세계 이후 세계 개조의 동향과 3·1운동,그 좌 을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와 문화주의라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 다.70)문화정치를

계기로 1926년 경성제국 학이 설립되면서 1920년 부터 시작된 ‘아카데

미즘’의 활성화가 1930년 에 본격화되었다.71) 식민지조선에서 허용된

유일한 학교는 경성제 지만,교수진은 모두 日人으로 학술후속세

를 양성하지 않았던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구조로 인해서,법학에서 ‘이

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보성 문 교수로 재직한 兪鎭午 정도 고,정치학

은 법학에서 분화되지 않은 상태 다.사회학과 다른 사회과학들도 학과

로 독립되어 있지 못했다.다만 사회 연구자들로 李能和,이각종,孫晉泰,

白南雲,김효경,李相佰,金斗憲,인정식,장승두 등이 있었다.72)1920년

후반 1930년 경성 학의 졸업생,사립 문학교의 교원과 해외유학생들

의 귀국으로 인 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1931년 朝鮮社 事情硏究 ,

69)최재석,1976,<사회학>,≪한국 문화사 계II≫,고 민족문화연구소,359∼

366쪽.

70)허수,2009,<제1차 세계 종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한국

근 사 연구≫,한국근 사학회.

71)박명규,2002,<지식운동의 근 성과 식민성-1920∼30년 를 심으로>,≪사회

와 역사≫,62권.

72)최재석,<사회학>,앞책;이희 ,1976,≪법률학≫,≪한국 문화사 계II≫,

고 민족문화연구소,317쪽.;김하룡,<정치학>,윗책,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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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朝鮮經濟學 ,1934년 震檀學 등이 조직되었다.73)경제학에서

는 1930년 연희 문 상과에 교토제 출신의 이순탁,노동규,도쿄상과

학 출신의 白南雲,오하이오주립 학 출신의 홍승국과 뉴욕 학을 나

온 최낙주가 있었다.그리고 보성 문 상과에는 쿄토제 출신의 박극채

와 윤행 , 앙 학 출신의 홍성하,도쿄상과 학의 김 진, 라운 를

졸업한 백상규가 있었다.1920년 30년 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체로 사회주의 경제학에 심취되고 있었고,74)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주

를 이루고 기술 인 면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이 부차 으로 학계를 주도

하 다.75)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조선의 경제학계를 주도한 것은 일본 경

제학계의 향도 있었지만,76)한국의 당면과제가 이론면에서나 실천면에

서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달성하는 데 두고 있은데 연유한 것이라 하겠

다.77)

철학에서는 경성제 졸업생들이 만든 학술지 ≪新 ≫을 심으로 경

성 출신의 철학인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1933년 조선의 서양철학

연구가들의 최 모임인 ‘哲學硏究 ’가 결성되었다.78)≪신흥≫에는 김

73)사회사정연구회는 최용달,이강국,이종수,박문규,申南澈,유진오 등의 발기로

조선사회사정연구소가 조직되었다.≪동아일보≫ 1931년 9월 15일자.그 외 조직

들의 성격에 해서는 방기 ,1993,≪한국근 사상연구-1930‧40년 白南雲

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역사비평사,84∼128쪽 참조.

74)이수일,1997,<1920∼1930년 한국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의 동향:연 상과

보 상과를 심으로>≪연세경제연구≫ 4권 2호,

75)정 ,2012,<1930년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구조 특징과 사회과학>,≪국

학연구원 사회인문학포럼자료집≫ 제24차.

76)1920년 에서 1930년 까지 일본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은 사상은 마르크

스주의 다.동경제 ,경도제 등 립 학을 비롯하여 일본 국내의 각 사립

학에서도 마르크스 경제학이 공공연히 강의되었고,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간

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성 처럼 탐독되었다.이시다 다 시,한 혜 역,2003,

≪일본의 사회과학≫,소화.

77)1976,<경제학>,≪한국 문화사 계 II≫,고 민족문화연구소,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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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숙,배상하,申南澈,권직주 등이,철학연구회가 펴낸 ≪哲學≫에는 朴

鍾鴻,권세연,李載壎,이종우,安浩相,金斗憲,申南澈,朴致祐,이인기,

원배,갈홍기 등이 활약하 다.安浩相,朴鍾鴻,金斗憲 등이 주도한 독

일 념론 철학과 申南澈,朴致祐 등이 주도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공존

하고 있었다.79)일본 지식인들이 명치 계몽기에 19세기 국 불란서의

공리주의에 기반하여 기독교를 “열등종교”80)로 분류하는 통을 수립했

던 것과 달리 조선은 기독교계통 사학의 향력이 비주류 이나마 자유

주의 사조를 유지했으며,이 자유주의는 국 랑스의 인식론이나 철

학에 기 를 두었다기보다는 기독교와 충돌 없이 연결된 이념으로서 존

재했다.따라서 철학에서는 일본을 통해 도입된 독일철학이 일방 으로

심을 이루고 항 이념으로서 마르크스주의와 유물론이 항하고

있었다.

정치학이라는 용어를 체했던 독일의 ‘국가학’ 념은 식민지시기동안

지배와 통치의 이데올로기로서 향력을 끼쳤다면 미의 ‘정치학’은

1920·30년 에야 국의회제도와 미국의 선거제도를 심으로 연구가 본

격화되는 단계 고,식민지에서는 이 ‘국가학’의 지배이념에 항하는 마

78)백종 ,1988,≪독일철학과 20세기 한국의 철학≫,철학과 실사,13∼55쪽.이

들 安浩相은 이승만정부기 문교부장 을,갈홍기는 공보처장이 된 인물들이고

金斗憲 등은 해방이후 철학계를 주도하 으며,특히 朴鍾鴻은 박정희정권기 국민

교육헌장을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79)1920년 는 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 외에 문화주의도 상당한 향을 끼쳤다.문

화주의는 독일내의 공업화가 비약 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르주아와 노동계 이

성장하자 이들 양자로부터 을 느 던 독일의 통 인 지배엘리트인 지식계

층이 문화의 가치와 역을 강조하는 ‘문화철학’을 주창하게 되었는데,이 문화철

학이 다시 일본에 도입되었다.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이 주로 학계에 향을 미쳤

던 것과는 달리 식민지조선의 철학계보다는 주로 천도교 등의 종교계와 민족운

동 역에 향을 미쳤다.식민지시기 천도교에 미친 문화주의의 향에 해서

는 허수,2011,≪이돈화연구≫,역사비평사 참조.

80)미야키와 토루 외,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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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스주의와 계 론이 항이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시기 일제에 한 항이념을 주도했던 마르크스주의계열 지식인들

의 인식은 ‘계 ’담론에 기반한 것이었고81),1920년 후반 30년 반

민족주의계열의 ‘민족’담론도 ‘계 ’과 겹쳐지는 것으로 인식하 다.

歷史同一體로 하야 同一한 利害關係에 서게 되는 一定한 人民의 集團이

共通한 難局에 當面하여서 그 共同한 動作으로 共同한 目標를 향하야 進出

하려는 同類意識의 총합 형태인 에서는 宗國思想이고 愛國思想이고 民

族意識이고 모다 異形同質의 것이며 光明을 쫏고 開放을 그리워서 共同으로

애쓰는 에서는 一定한 境遇에 노 잇는 集團들의 階級意識과도 그 본질

을 가티하는 것82)

1930년 安在鴻은 공동의 역사,공동의 이해,공동의 운명,공동의 목표

를 공유한 동류의식을 종국사상‧애국사상‧민족의식이면서 동시에 계 의

81)“국가의 특질은 계 XX에 잇다.즉 내부 으로는 XX과 XX를 외부 으로는

배타와 침략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애국심은 외 계의 刺戟의 향을 만히 밧

게 된다.그러고 애국심은 근 국가의 역사 所産이다…요컨 애국심이라는

것은 역사 으로 제약된 정치 통일 권력의 確立 及 維持를 상으로 하야 발생

하는 계 애국심이다.그럼으로 계 이 XX된 사회에는 애국심은 존재치 안코

愛社 心이라고 할 수 잇는 비 복종과 사를 基調로 하는 사회 연 정신

이 생길 것이다.그런데 이 애국심을 정하려는 자 에는 애국심은 인간의 사

회 본능에 根抵한 라 하며 애국심은 본능에 根柢하지만 그 자신 본능도 안이

오 엇던 본능의 직 표 도 는 본능의 複合도 안이오 非常히 복잡한 감정의

一이라 하야 합리 轉化를 주장하며 는 個人心과 集團心의 계를 說하야 集

團心의 인간사회에의 공헌을 高調하야셔 애국심은 集團心의 有한 가능한 최선의

형태라 하야 사회심리학 으로 시인하려는 자가 잇스나 모다 根抵가 박약하며

는 필요 이상으로 애국심의 XX을 확장한 인 동시에 그들은 모다 국가로써

社 結合의 최선의 형태라 주장하는 이다.”홍성하,<『愛國心』의 正體>,≪

三千里≫ 1930년 9호,20쪽

82)安在鴻,1930,<愛國心 批判,時代에 딸어 變遷하는 形態>≪三千里≫ 제9호,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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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도 본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보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시 던 1920년 ‘계 ’의 시 를 경과한 ‘민족’담론은 어떤 형태로든

계 의 존재를 의식해서 이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83)이는

강력한 사회주의세력과 노동‧소작인운동세력의 실 존재에 견인되

고,84)‘계 ’담론과의 경쟁을 통해 재구성된 ‘민족’담론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1930년 반 만주사변과 일본의 군국주의 시즘화의 진행과 더불

어 이들 좌우 연합 인 기조는 사라지고 이 수 계열의 보다 종족 인

민족 담론이 우세하게 되었다.85) 세계 인 시즘의 두와 1936년 2

‧26사건을 계기로 한 일제 군부의 권력장악,그리고 일 쟁은 식민지

사회를 쟁으로 치닫게 하 다.86) 일 쟁을 후한 시기에 조선의 일

83)“민족주의는 그 민족을 사랑하며 한다는 의미다.그러면 민족주의자는 그 민

족을 사랑할 것이다.그 민족 에도 소수보담 다수인 무산층을 더 사랑할 것이

다.그런데 불구하고 무산 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은 사회주의 역할만이고 민족

주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뇨.심지어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자

가 무산자 보호하는 것을 남의 집 일로 간주한다.그 사람은 용하게 自己主義를

自殺하는 것이다.그 민족 에도 다수되는 무산 은 안 사랑하고의 민족애는 空

殼뿐임으로써이다…그러면 사회주의와 구별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생긴다.그

과 究竟과에 딸아 같은 노동운동에라도 자기가 세계인의 입장에서라든가 究竟

에 곤경을 월하겟다고든가의 등등은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자기가 印度人의

입장에서라든가,究竟 印度人끼리 잘 사자든가의 등등은 사회주의보담 민족주의

에 가깝다.즉 민족 정치운동에서 경제 투쟁의 일측면을 확장한 것이 된다..”

宋滿,1931,<民族社 主義論綱>≪동 ≫ 제24호,5쪽.

84)1930년 색농‧노조 운동에 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 연구반,1991,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참조.

85)신기욱,2006,≪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창비,85∼95쪽.이 수의 다음

은 그의 반사회주의 민족 인식을 잘 보여 다.“近來에 民族이라는말을 忌하

는 사람이 잇다.그들은 얼 맑시스트의 무리다.그들은 大明을 祖國이라고 부르던

者와 같은 奴隷思想을 가진 무리다.웨 그런고 하면 어도 이 世紀에 잇어서 吾

人의 認識에 들어오는 實在는 오직 민족이 잇을 따름인 까닭이다.”이 수,1932,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 ≪동광≫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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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식인들은 제1차 세계 과 세계 공황 등 서구문명의 기를 배경

으로,조선의 활로를 모색하는 일환으로 일본 지식인계의 ‘동양론’을 수

용하 다.87)주로 향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

던 지식인들인 김명식,徐寅植,朴致祐,차재정 등이 ≪東洋之光≫이라는

잡지를 심으로 ‘동양 동체론’에 공명하 다.‘동양 동체론’을 따른 조

선의 지식인들 김명식은 ‘日滿支’의 블록경제에서 일본본토에 버 가

는 생산력을 조선에서 확보함으로써 조선경제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으로 조선이 제국 내에서 요 구성요소로서 조선의 주

86)일례로 ≪동아일보≫계열은 일 쟁을 후한 시기 언론통제책에 굴복하여

시즘비 에서 일제정책 지지의 논조로 격히 변화하 다.윤덕 ,2012,<1930년

동아일보 계열의 젓세인식 변화와 배경 :체제 비 에서 체제 굴종으로> ≪

한국사학회≫ 108호.

87)1930년 는 제1차 과 세계 공황이라는 서구의 기가 고조된 시 이었고

동시에,일본제국 내에서는 제국주의의 군국주의화 압력이 가속화된 시기 다.일

본의 지식인들은 기에 처한 서구에 항하거나 는 기의 서구 근 문명을

극복할 안 이며 문화 으로 동질 인 ‘동양’이라는 이항 립구도 인 담론을

만들어냈다.1930년 일본 사회과학계에서 지정학 공간담론은 크게 두 갈래

로 별되었다.하나는 쿄토 를 심으로 한 ‘황도지정학’으로,이들은 완벽한 조

화와 통일을 이룬 아시아 공간과, 쟁과 식민화 등으로 얼룩진 타락한 유럽의

공간을 비하 다.이들은 태평양을 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농업을 동아공

간의 물질 기반으로 제시하고 ‘자 자족형 농업 심성’을 주장하 다.이것은

‘동아’의 인종 민족 계질서를 기반으로 ‘동아’의 자 자족 경제론을

구상한 것으로,남양군도와 동남아시아를 근 화의 범 에서 제외시켰다.다른 하

나는 서구이론과 마르크스주의 통이 강한 도쿄 의 사회과학계의 지정학으로

그들은 ‘동아’의 자 자족 블록 경제체제가 ‘동아’의 인종 민족 계질

서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 하며,남방권과 동남아시아의 공업화를 강조하 다.그

들은 산업화와 개발을 통해서,경제 발 수 에 따라 확립된 제국과 식민지 내

부의 정치 계질서를 균열시키고,자 자족형 공동체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운

명공동체’ 세계 을 형성하는 필수조건으로 사고했다.이들의 논리는 ‘지역개발’

을 상정했던 ‘동아 동체론’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Seokwon Lee, 2010,

Rationalizing Empire:Nation,Space and Community in Japanese Social

Sciences,1931-1945,CornellUniveristy,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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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훼손된 식민지 자아를 지역 동

일자인 동양을 매개로 보편 주체로 형성하려한 것이다.다른 한편으로

문학 분야의 모더니스트 던 최재서,김기림 등은 제2차 세계 독

일에 의한 리의 함락을 서구문명의 몰락으로 받아들여서 방향 환을

하게 된다.조직 으로는 박희도,장덕수,강 석,나경석 등이 ‘동아연맹’

의 조선지부에 여하 다.모더니스트 던 김기림은 ‘동아연맹론’을 계

기로 역설 으로 동양문화를 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 다.서양의

탄에 의해서 세계사의 시간-공간이 재조정되어 동양,서양은 같은 열

에 서게 되고,동양은 낡은 동양/ 은 동양으로,청산해야할 동양/진가있

는 부분으로 구분되며 낡은 동양을 벗겨내고 ‘은 동양’이라는 동일자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구상한 것이다.88)

자가 동양의 ‘지역 ’공간 공동성을 강조하면서 그 내부에서 경제

자립을 재고하고자했다면,후자는 동양의 ‘문화 ’공동성에 강조 을

두어 서양문명에 립하는 것으로서 ‘동양’을 일종의 주체로서 구성해내

고자 한 것이다.이 양자의 내부 차이에도 불구하고,민족 담론과 련

해서 1930년 후반 40년 동양담론은,1920년 등장했던 ‘계 ’이라는

범주를 통한 사회인식을 소거하고,인종 /문화 차이에 기반한 ‘동양’

이라는 범주로 사회를 재인식하도록 하는 간매개 인 역할을 하 다.

조선의 맑시스트들과 모더니스트들은 ‘계 ’의 인식에서 ‘동양’을 통해 계

의 범주가 소거된 것으로서 민족 담론으로 나아갔다.徐寅植의 다음과

같은 인식은 문화정치기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 문화주의 아나키즘 등

의 사조가 1930년 후반 동양담론을 통해 국민주의로 화된 담론 지형

을 보여 다.89)

88)정종 ,2005,≪식민지 후반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동국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

89) 일 쟁 이 까지도 동양에 한 보편주의 근이 우세하 다.申南澈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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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文化意識은 歐羅巴主義에서 東洋主義로,國際主義에서 國民主義로

轉向하면서 있다.그 波動이 이 땅의 文化意識에 作用할 때에 一種의 特殊한

‘퍼스펙티비즘’을 濾過하여 이 땅에 固有한 文化傳統에의 自覺을 促進하게

될 것은 容易하게 看取할 수 있는 일이다.90)

이 은 식민지사회에서 1920년 보편주의 담론이 1930년 동양담론

을 통해 계 이 소거된 ‘국민’‘민족’개념으로 변 되고 있음을 보여

다.91)그러나 이때의 ‘민족’은 계 문제의식이 억압되고,일본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되거나92)혹은 그에 항한 반발로서 ‘민족’에 한 즉

양사회가 아시아 생산양식 단계로 정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양식

단계가 특수하게 구성된 것으로 해석하 다.“아시아 生産樣式이라는 것이 세

계사발 에 있어서 ‘古代的 아시아 時代’를 취 한 것에 不外하고 아시아 ,古

代的, 建的,及 근 부르조아 생산양식은 사회의 경제 구성의 계승 인 시

로써 생각할 수 잇으리라고 한다.따라서 아시아 생산양식의 문제가 하등의 동

양사회의 특수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의 사실상의 특수성을 객

으로 분석하는 방법론 변용이라고 하기도 한다.어떠튼 동양과 서양과가 세

계사의 발 에 있어서 서로 이질성을 가질 수가 없다.사회의 기 인부분으로

서의 경제 조직과 그 사상도 구극 으로 동양과 서양과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

다.”申南澈,<東洋思想과 西洋思想-兩 는 과연 區別되는 것인가>,≪동아일보

≫ 1934년 3월 19쪽.

90)徐寅植,1939,<古典과 現代> ≪批判≫,1939년 4월호 (≪徐寅植全集≫ 195쪽

재록)

91)“한때 혹 종의 ‘이즘’이 擡頭하던 時期에는 文化의 階級性을 말하는 이론이 文化

理論의 定向을 이루더니 ‘토탈리즘’이 支配的 思想으로 登場한 오늘에는 文化의

民族性을 高調하는 교설이 유행한다.”徐寅植,윗책,200쪽.

92)玄永燮은 이들 극단 인 경우에 속한다.“朝鮮人이 內地人과 근하며 문화

를 교환하고 육체 으로 결혼하므로서 內鮮의 통은 차 단일화한다.내지인은

동일한 통이 아니라 다수의 민족이 混合一體가 된 것이다.朝鮮人은 내지인과

장래 동일한 정치 경제를 한다 가정한다면 內鮮 구별이 없는 일 민족이 형

성된다.세계에 가장 우수한 新日本民族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인류의 발 방

향을 內鮮一民族化,日支一民族化,日支印一民族化,그 다음에 亞歐一民族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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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 심이었다.1941년 소일 립조약이 체결되고 태평양 쟁이 본격

화되면서 쟁이라는 극단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의 동양담론은 동아

공 권 형성이라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흡수되게 된다.93)지식인들의

이 역사 이념들은 일제의 압력이 제거된 해방이후 ‘민족’과 ‘계 ’간의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 2 해방직후 지식인들의 좌·우 분립

제1차 세계 직후 사회진화론 세계 과 제국주의,자유주의 자

본주의의 서구 근 에 한 ‘개조’의 흐름이 세계 인 사상계를 풍미했다

면,제2차 세계 직후에는 사회주의 개조 혹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의 장 을 충’하려는 경향이 농후하 다.94)사상사 맥락에서 보았을

일가의 국가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나는 亞歐의 세계가 不二의 것으로 본다.

세계는 하나다. 세계가 일민족이 되여야만 한다”玄永燮,1940,<「內鮮一體」

體內의 朝鮮 民衆的 諸問題의 察,「內鮮一體」와 朝鮮人의 個性問題>≪삼천

리≫ 제12권 제3호,38-39쪽.

93)본 논문에서는 민족 담론과의 련성만을 고려했으나 이 시기 동양담론의 역사

의미에 해서는 좀 더 정치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이 시기의 동양담론

에 한 본격 인 한국사학계연구는 아직 없다.최근 국문학계에서는 체로 일

제말기 동양론을 ‘근 극론’의 입장을 극 으로 평가하는 논의가 진행 이다.

차승기,2009,≪반근 상상력의 임계들;식민지조선 담론장에서의 통·세계·

주체≫,푸른역사;정종 ,2011,≪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제국 주체를 향

한 욕망과 분열≫,창작과 비평사.한편 1930년 동양론에 한 일본학계의 평가

는 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첫째는 일본의 후역사학의 입장에서 시즘과

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했다는 평가(나가라하 게이지,2010,≪20세기 일본

의 역사학≫,삼천리)가 있고,서양 근 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견

해(히로마쓰 와타루,2003,≪근 극론;일본 근 사상사에 한 시각≫,민음

사)도 있다.

94)유럽지역에서 제2차 세계 직후의 사회주의 경향에 해서는 홉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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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냉 ’은 세계 으로 확산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항해서 서구 근 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救援 혹은 새로운 계승자

행자가 되고자했던 미국의 헤게모니 투쟁과정이었다.한반도에서도

이 과정이 實演되었다.

해방직후 지식인들의 자생 조직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하나는

“신문사 회사 공장 상 ”등과 마찬가지로 학 문학교 등 주요시설

을 일본인으로부터 자치 으로 수하기 한 모임으로서,경성 의 조

선인 직원,강사,동문,재학생 등이 白南雲 교수를 원장으로 한 大學

自治委員 와 주요 립 문학교의 朝鮮人自治委員 가 있었다.다른

한편으로 자생 학술단체로서 朝鮮學術院과 국학계 지식인이 망라된 震

檀學 등이 있었다.95)

1945년 8월 16일 도 섭,안동 ,김양하,이균,허규 등은 서울

YMCA에서 “朝鮮學術院”의 설립을 한 회의를 개최하고,설립 비 원

으로 김양하,허규,홍명희,이원철,김 집,최윤식,도 섭,白南雲,윤행

,申南澈,조백 ,윤일선,김성진,최용달,김계숙,이균,윤일 등 17

명을 선임한 후 같은 날 ‘朝鮮學術院’설립총회를 개최하 다.96)이들은

창립취지로서 “民族的 獨立解放으로부터 人民本位의 社 解放으로 前進

하는”“新國家建設期를 臨하여”“朝鮮經濟體制再建과 國土計劃에 한

根本的 檢討”와 “新政府의 要請에 한 國策的 建議案을 準備”하고자 한

다는 을 밝혔다.97)해방직후 지식인들은 과학자동맹,사회과학연구소

등 각종 단체들을 규합했는데,朝鮮學術院은 특히 1945년 결성당시 좌우

우 역,2005,≪극단의 시 :20세기 역사≫ 참조.

95)김기석,2008,≪한국고등교육연구≫,교육과학사,99∼132쪽.

96)朝鮮學術院,1946,<학술원일지> ≪學術≫ 1,서울신문사,246쪽.각 인물의 경

력에 해서는 <표 1-2>참조.

97)朝鮮學術院,<학술원취지서>,윗 책,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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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이 고루 구성되었고 해방 다음날 매우 속히 구성되었다.그

배경에는 1930년 에 이미 학술조직에 한 논의가 한차례 있었기 때문

이었다.98) 한 일제시기 사회주의계 조직활동에 익숙했던 마르크스주

의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朝鮮學術院의 구성은 다음

과 같았다.99)

一. 원장 白南雲

서기장 金良瑕

서기국 원 서무과 尹行重,李 鈞,都逢涉,許 逵,金桂淑

조직과 申南徹,崔允植,姜鋌澤,安東赫,金 源

기획과 金鳳集,朴克采,鄭文基,尹行重,金東一,都相祿,申南徹,都逢涉

출 과 都相祿,金桂淑,金 源

국제문화과 金佑枰,李敭河,李源喆

二.각학부장 1.이학부장 都相祿 2.공학부장 崔景烈 3.농림학부장 趙伯顯

4.수산학부장 鄭文基 5.의학부장 尹日善 6.약학부장 都逢涉

98)白南雲은 “ 존하는 각 학술단체를 그 기 의 산하에 모흘 수 잇는 앙 인 기

”“조선 내에 잇는 민간의 문이상 학원에 잇는 각 연구실의 력”을 원칙으

로 민간의 신문사를 “산 역”으로 구상하 다.범 는 “정신과학 혹은 사회과

학 부문과 이화학 (자연과학 )부문”을 구분하고 연구원의 선정은 “기존 제

학술단체”와 “ 문학부의 연구실”,“사회 으로 신망 잇는 유지”가 참가한 일반선

정 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선정된 연구원은 “학술기간부 혹은 학술노

무원”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목 으로 하 다.≪동아일보≫1936년 1월

1일자.일제시기 앙아카데미 설립 구상에 해서는 방기 ,≪한국근 사상연

구≫,역사비평사 참조.

99)朝鮮學術院,1946,≪學術≫ 1,서울신문사.朝鮮學術院에 해서는 김용섭(2005,

≪남북 학술원와 과학원의 발달≫,지식산업사)의 연구가 있다.이 작은 최 의

연구서인 만큼 일제시기 白南雲의 앙아카데미-1945년 朝鮮學術院- 시과학연

구소/북한의 정치경제아카데미야-남한의 한학술원/북한의 과학원이라는 기구들

의 계보 연 성을 제기하고 조직체계 등을 복원했다는 에서 연구사 의의

가 있으나 인 구성에 한 분석,당 의 공시 역사 지형 속에서 차지했던

각 기구 등의 역할과 의미 등에 해서는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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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술총본부장 尹日重 8.경제,법률학부장 白南雲

9.역사,철학부장 李丙燾 10.문학,언론학부장 李敭河

三.상임 원

姜鋌澤,金桂淑,金東一,金良瑕,金魯洙,金鳳集,金晟鎭,金佑枰,金?遠,金俊淵,

金 源,金浩植,桂應祥,都逢涉,都相祿,李康國,李 鈞,李敭河,李丙燾,李升基,

李 鐸,李泰圭,李源喆,朴克采,朴東吉,朴文圭,朴勝萬,白南雲,申南徹,安東赫,

尹日善,尹日重,尹行重,趙伯顯,趙廣河,鄭文基,崔景烈,崔容達,崔允植,崔鉉培,

崔浩英,許 逵

이상 四十二名100)

의 구성에서 보이듯이 朝鮮學術院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 지

식인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는 이며,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

의 경제학자인 白南雲을 원원장으로,박극채,申南澈,101)윤행 등 마

르크스주의 경제학자,철학자 등이 주도하는 형태 다는 이다. 한 자

연과학·의학·공학 분야 지식인들이 상당수를 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해방직후 주로 사회문제 해결에 극 개입, 응하 다.1945년

12월 5일 삼팔도선장벽 철폐와 재동포 구제 국내실업자구제 등 사회문

제해결 한 朝鮮社 問題 策 中央協議 가 조직되었을 때,조선은행·

신한공사· 융조합연합회·조선공업기술 회· 국노동조합평의회 등 여타

사회조직들과 같이 참가하 다.102) 한 동년 12월 27일 미군정측이 조

선석유배 회사를 해체하고 미국인군속으로 법인을 조직하여 석유문제를

처리하자 이를 ‘석유제국주의’라 하고 이에 반 하는 성명을 조선연료

회와 함께 발표했다.103) 한 미군정청 교육 원회에서 문화계의 주요사

100)朝鮮學術院,1946,≪學術≫ 1,서울신문사,230쪽.

101)申南澈의 행 과 사상에 해서는 정종 ,2010,≪申南澈과 ‘학’제도의 안과

밖:식민지 ‘학지(학지)의 연속과 비연속>,≪한국어문학연구≫,Vol.54참조.

102)≪동아일보≫ 1945년 12월 5일자.

103)≪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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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나 던 한 용문제와 한문교육문제를 학술원과 논의하기로 할

만큼 시민사회의 주요한 사회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 다.104)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에 언 된 ‘신탁통치 국면’을 계

기로 좌우 간의 갈등이 차 고조되자 朝鮮學術院에도 차 그 여 가

미치게 되었다.1946년 이승만,김구를 “민 지도자”로 하는 非常國民

議籌備 에서는 國民大 에 참가할 단체 61개 교육단체로 조선교육자

회 비회,조선체육회를,문화단체로서 조선어학회,朝鮮學術院,조선문

화건설 앙 의회,조선신문기자회, 앙문화 회를 청하 다.105)그리

고 다음달 13일에는 ‘民主主義民族戰線’의 ‘民主主義民族戰線結成大 ’에

도 청되었다.106)朝鮮學術院은 문학가동맹 진단학회 등과 함께 2월 26

일 “민주주의 문화건설”“건 한 민족문화를 세우고자”각 문화단체

의 통일 기 으로 全朝鮮文化團體總聯盟 결성 회를 개최하 다.107)

이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은 “민주주의민족 선 지지”를 표방하 는데 총

25개의 문화 술단체가 망라되어 있었다.朝鮮學術院 외에도 朝鮮科學

同盟,朝鮮産業醫學硏究 ,朝鮮法學 同盟,朝鮮 語學 ,朝鮮科學女性

등 13개 학술단체,朝鮮文學家同盟,朝鮮演劇同盟,朝鮮音 同盟,朝鮮

映畵同盟,朝鮮美術家同盟 등 9개 술단체,朝鮮新聞記 協 ,朝鮮敎育

協 ,朝鮮體育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946년 여름까지도 朝鮮學術

院에서는 “학원의 자유”와 “진보 교수들의 발 을 지”하는 ‘종합 학

104)≪동아일보≫ 1945년 12월 2일자.

105)≪동아일보≫ 1946년 1월 26일자;≪자유신문≫ 1946년 1월 26일자.

106)≪동아일보≫ 1946년 2월 13일자.

107) 조선문화단체총연맹 결성 회에서는 술부문에서 임화,사회과학에서 박극

채,자연과학에서 도상록,기술과학에 이승기,교육분야에서 김택원,언론에서 정

화 ,체육에서 이병학이 표로 보고하 는데,박극채,도상록,이승기,김택원

등 학술 련인물들은 모두 朝鮮學術院 소속이었다.≪자유신문≫ 1946년 2월 21

일자;≪동아일보≫ 1946년 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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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반 ’를 표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 으나108)제1차 미소공동 원

회가 결렬되고 좌우의 립이 격화된 이후부터는 민족문화연구소와 공동

으로 인문과학강좌를 개최하는 등의 소극 활동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 이었었는데109)여기에는 미군정의 변화된 태도가 크게 작용하 다.

1946년 미군정은 공산당 계열과 진보 민주주의를 표방한 계열의 언론에

한 인 통제에 나섰다.110)1946년 5월 18일 ‘정 사 폐사건’을 계기로

군정장 러취 소장은 조선공산당 기 지 ≪해방일보≫의 폐쇄를 발표했

고,111) 8월 ≪조선인민보≫의 사원 徐重錫,공산당원 金槿,≪서울신문≫ 사

원 崔鴻烈,민 원 姜進 등이 검거되었다.112)9월에는 미군 제24사령부에서

미태평양 령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에 의거하여 “미군 의 안 을 침략하는

이유”로 ≪조선인민보≫,≪ 일보≫,≪ 앙신문≫의 정간처분을 발표하

다.113)≪조선인민보≫는 일제시기 사회주의자 洪璔植이 편집 발행인이었

고,≪ 일보≫는 朴致祐가 편집 겸 발행을 맡고 있었으며,≪ 앙신문≫은

金亨洙가 발행인이었는데 신탁통치를 지지한다하여 우익청년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114)

108)≪동아일보≫ 1946년 7월 23일자.“(종합 학안은)학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이 교 이며 앙집권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통제기 화하는 것으로 반민

주주의 이며 진보 교수들의 발 을 지한다고 반 ”

109)≪동아일보≫ 1946년 9월 24일자;≪경향신문≫ 1947년 2월 2일자.朝鮮學術院

은 장소도 민족문화연구로 이 하 다. 앙시험소 내 사무소 두었던 朝鮮學術院

은 18일 서울 소공동(장곡천정)111번지 민족문화연구소로 이 하 다.≪자유신

문≫ 1946년 11월 22일자.

110)해방이후 언론들의 논조에 따른 이념 경향의 분류는 김민환(2005,≪한국언

론사≫,나남출 ,323∼366쪽)참조.

111)< 조지폐를 인쇄한 근택삘딩을 폐쇄>≪동아일보≫ 1946년 5월 20일자.

112)< 오명을 검거,작일 경찰부에서>≪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113)<동업삼신문 정간>≪동아일보≫ 1946년 9월 7일자.

114)국민 회 참가 군 이 ≪자유신문≫ ≪조선인민보≫ ≪ 앙신문≫과 공산당

평 등을 습격하 다.<흥분한 회군 각처를 습격> ≪동아일보≫ 194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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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2월 12일에는 “민족정신 앙양,문화독자성 옹호”등을 강령으

로 하는 33개 문화단체들이 全國文化團體總聯合 를 결성하 다.이들은

“一.反託決意 一 .越南 胡志明에게 격려문 발송 一.李承晩에게 격려문

발송 一.학생은 수업하면서 조국문화 건설을 하여 노력하도록 할 것”

등을 결의하 다.115) 원장은 高羲東,부 원장 朴鍾和,채동선,총무부

장 李軒求,출 부장 김 섭,선 부장 오종식,사업부장 정 성,재정부

장 양 진 등이었다.116)이로써 “좌익문화단체”로 朝鮮文化團體總聯盟,

“민족진 ”문화단체로 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분립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나 그 주요 학술단체 던 朝鮮學術院은 조

선과학동맹으로 통합설이 회자될 만큼 크게 약화되었다.117)

미군정기 동안 남한의 지식인계의 계 지형은 크게 변화되었다.해방

14일자

115)산하단체로는 朝鮮美術協 ,全朝鮮文筆家協 ,劇藝術硏究 ,朝鮮映畵劇作家

協 ,朝鮮靑年文學家協 ,朝鮮工藝家協 ,檀丘美術院,外國文學硏究 ,韓中文

化協 ,地理學 ,朝鮮史學 ,國際親善協 ,朝鮮記 寫眞文化社,中央文化協 ,

朝鮮敎育美術協 ,高麗音 協 ,全國吹奏 聯盟,民族問題硏究所,朝鮮書道協 ,

生物學 ,丹心 ,朝鮮敎育 ,朝鮮體育 ,建築技術團,朝鮮商業美術協 ,朝鮮寫

眞藝術硏究 ,國際文化協 ,朝鮮寫眞協 ,朝鮮天文硏究 ,朝鮮兒童文化協 ,

全國音 文化協 ,舞臺藝術硏究 ,正 등이 모 다.≪동아일보≫ 1947년 2

월 9일자;≪경향신문≫ 1947년 2월 12일자;≪서울신문≫ 1947년 2월 12일자;≪

동아일보≫ 1947년 2월 12일자.

116) 국문화단체총연합회는 1949년 10월 기 지 ≪민족문화≫를 발간하 고,1960

년까지 존속하 다.

117)≪자유신문≫은 1947년 2월 26일 朝鮮學術院이 조선과학단체통합형태로서 조

선과학동맹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자유신문≫ 1947년 2월 26일자.

이에 朝鮮學術院은 “학술분업의 종합 견지에서”“민주과업의 수행을 한 학술

활동과 연구”을 강화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동아일보≫ 1947년 2월 28일

자.그러나 朝鮮學術院이 활동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고,민족문화연구소와의 인문

과학강좌는 꾸 히 계속되고 있었다.≪경향신문≫ <제삼기 인문과학강좌>,1947

년 2월 2일자;≪경향신문≫ <제4기 인문과학강좌> 1947년 3월 30일자;≪경향

신문≫ <제6기 인문과학강좌>1947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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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민족국가건설기에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계열이 주도하는 연합 선

형태의 朝鮮學術院,조선문화단체총연맹 등이 공론장을 주도하 으나,신

탁통치문제를 계기로 좌우로 분립되었고 결국 한민당,이승만세력을 지

지하 던 국문화단체연합회 등 우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형국이 되었

다.

해방직후부터 미군정기간 ‘민족’담론은 좌우가 수렴되는 양상이 강한

가운데 미군정의 자유주의 공세가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조선공산당

의 이단계 명론과 자본독재를 동시에 비 하고 있던 白南雲의 해방이후

‘민족’은 좌우연합 선에 수렴 인 것이다.민족에 해 본격 인 언

을 하지 않았던 일제시기와 달리118)白南雲은 연‧지연‧언어‧문화‧운명

의 공동체로서 민족의 속성을 강조하 다.

朝鮮民族은 血緣 地緣 語 文化 歷史的 運命 등의 共通性을 具有한 單一

民族으로서 數千年의 歷史를 가젓다는 것은 世界史的으로 異例의 存在이거

니와…朝鮮民族은 歷史上의 不死鳥로서 人類樓息의 地球의 壽命이 存續되는

限에는 朝鮮民族도 永續할 것이다.119)

민족의 단일성과 속성을 강조한 白南雲과 달리 朴致祐는 민족을

연이나 지연이 아닌 민족문화를 공유한 ‘문화공동체’로 정의하면서120)이

118)일제시기 白南雲의 사상에 해서는 방기 ,앞책 참고.

119)白南雲,<吾人의 使命과 主張(中)>≪독립신보≫ 1946년 5월 3일자.

120)“민족이란 것이 즉 목 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민족의식은 나오지 않으며

민족이 자신을 목 으로 지정할 때에 민족은 비로소 즉 자 자 으로 성립이

되는 그러한 것이며 이같은 意識 내지 지정을 만드러주는 자는 연이나 지연이

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 으론 제도, 습,도덕 등 일체의 통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민족문화인 때문이다.민족은 무엇보다도 먼 文化共同體이며 문화

공동체가 아닌 여하한 민족도 없는 것이다…그 기에 민족이란 것은 근 사회에

와서 비로소 발견되었으며 성립되었다는 말은 진실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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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화공동체인 통일된 민족을 형성하기 해서는 민족 내부의 계

분할을 문제시하 다.

民社 는 資本主義社 이며 그 기 때문에 資本이 唯一의 울인 階級

制度社 라는 이 요한 것이다…貴族 신에 새로 登場해서 中心을 찾이

하고 앉은 자는 實相은 民이며 일직이 民도 그 一員이 든 下層民의 아

직도 多大數를 占領하고 있고 勞動 와 農民 등 無産大衆은 經濟的 拘束때

문으로해서 이 새로운 文化共同體에 同格的인 一員으로서 參加할 自由를 얻

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狀態를 그 로 남겨둔 채로 참된 意味의 民族의 統

一을 바란다는 것은…거 불가능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다…現在 朝鮮이 처해있는 歷史的 段階로 보아서…資本勢力은 고사하고

建勢力이 아직도 뿌리를 그 로 박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朝鮮의 實情이다.

…民族文化를 建設하려면 全民族을 抱擁할 수 있는 文化共同體를 -그러한

文化共同體만을 만들어 내여야만 되는 것121)

朴致祐는 자본세력과 건세력이 잔존한 실에서 민족을 아우르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주장하 다.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경제분야

의 계획경제와 같은 문화에 있어서 ‘계획문화’를 주장하 다.그는 조선

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문화와 민족의식의 고조,문화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의제 안에서 포 되

어 있었다.이러한 좌우연합 수렴 경향은 양차 세계 이후의 자유

주의 자본주의에 한 개조에 인식과 무 하지 않았다.

이 經濟的 社 的 民主主義의 요구를 昻揚치 아니한 것이 없으니 1)1919

년의 獨逸憲法,1918년의 노서아사회주의연합쏘베-트공화국헌법,1924년의

아니될 것이다”朴致祐,<民族文化建設과 世界觀>≪新天地≫ 1946년 6월호 6쪽.

(1946,≪思想과 現實≫,백양당 재록)

121)朴致祐,윗 ,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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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방헌법,1936년의 동신헌법,1920년의 에스토니아헌법,1921년의 유고슬

라비아헌법…今次의 日本新憲法 등이 모두다 國家의 社 的 經濟的 機能을

요시하여 國家權力의 介入에 의하여 社 的 經濟的 弱 의 自由와 平等

을 實質的으로 保障할 것을 가하고 있는바 특히 이번 第二次大戰후에 나타

나는 各國新憲法에는 외없이 한층 철 히 이 경향이 나타날 것…미국

헌법도 최근에 이르러 실로 지 한 질 變換을 수행하 음을 부인할 수 없

는 것이다. 범한 勞動立法,失業保險,社 保障 등의 발달,특히 루-스벨

트치하의 제O의 産業立法 등으로써 볼 것 같으면,1)미국헌법도 독일헌법

이나 기타제국의 그것에 못하지 않게 사회 경제 민주주의의 요청을 그

내용으로 채택하 다.122)

兪鎭午는 바이마르공화국의 사회민주주의 독일헌법부터 공산 명후

소련의 헌법,2차 이후 일본의 신헌법,미국의 복지입법 등에서 공통

으로 보이는 국가의 사회와 경제에 한 개입을 모두 “경제 사회 민

주주의”로 정의하고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兪鎭午의 이 언 은 해

방직후 지식인들의 이념 동향을 잘 설명해주는 동시에,이 국가의 개입

이라는 요소는 한 사회에서 실 으로 실 될 때 실공산주의부터 사

회민주주의,혹은 체주의,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까지 실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에 한 민한 감각을 결여하고 있음

을 보여 다. 실 실 과정에서는 구체 으로 어떤 체제가 될 것인지

는 당 사회의 계 역 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123)

1947년이후 한민국 표민주의원공보부장 咸尙勳은 “사회민주주의와

민족사회주의”를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124)“국가는 민족정신이란 객

122)兪鎭午,1947,<우리 憲法의 윤곽>,≪法政≫,법정사,12-13쪽.

123)이 시기에는 국내의 계 역 계뿐 아니라 국제 세력들의 개입에 의한 굴 이

문제라 할 것이다.미군정의 정치 개입,특히 령 자체에 해서 국제법

법성을 논한 연구도 있다.고지훈,2000,<주한미군정의 령행정과 법률심의국의

활동>≪한국사론≫,서울 학교 인문 학 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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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통합체”라는 체주의 담론이 등장하 다.125)金基洙는 개인

정신 에 민족정신이라는 객 정신이 있고 이 “객 정신”의 통합체가

국가라 하여 국법학에서 보이는 국가주의 면모와 체주의 철학을

보여주었다.金三奎는 민족자본과 국가자본이 병립하고,“국제민주주의노

선”을 따르는 “민족사회주의”를 주장하 다.

政治的으로는 建的 地方熱과 派爭을 淸算하고 階級獨裁의 制를 排除

하고 四大自由를 保證하는 民主主義의 方法을 취하는 것이며 經濟的으로는

民族資本과 國家資本을 竝行하여 急速度로 經濟的 基礎를 確立하되 階級

立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이요 文化的으로는 人權과 個性을 重하고 個

人의 創意를 高度로 發揮 하야 民族文化를 세계에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向을 나는 民族社 主義의 方向이라고 부른다.獨乙의 나치즘을 聯

想하는 讀 가 있을 지모르나,나치즘은 獨乙金融資本의 走狗로서 獨乙民

族을 破滅에 몰아넣기를 不辭한 것으로 그것은 眞實한 民族社 主義라고 볼

수는 없다.朝鮮의 民族社 主義는 人類平和를 確保하려는 國際民主主義의

基本路線 에 立脚하야 民族全體의 再生과 幸福을 하는 것으로 階級

立을 未然에 防止하려는 것이다.126)

124)“恒用 民族主義,民主主義라하면 資本階級이나 地主層을 擁護하는 것처럼 誤解

하나 今後 朝鮮民族이 人類文化와 竝進하고 千年大計를 세우랴하면 保守的 反動

的 政策으로는 될 수 없으니 民族全體의 自由와 平等을 理想으로하는 社 民主

主義 又는 民族社 主義方向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咸尙勳,1947,<서언>

≪民族社 主義序曲≫,민주의원공보부,2쪽.

125)“民族精神은 個人精神에 하여 客觀精神이고 法은 그의 形成으로서 個人의

行爲規準이다.그리고 國家는 民族精神이란 客觀精神의 統合體인 까닭이다.그

리고 이 統合體이란 意味를 政治的 權力 及 組織만을 가르킨다하드라도,그 繼續

的 過程에 있어서 發現된 것은,精神的 文化의 現實일 것이다.그는 객 으로

보면 결합된 결과이고,民族精神의 現實性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그리하여 統合

體이라는 의미는 現實體이라는 의미를 가진다…國家에 있어서에 政治的 權力 그

자체는 事實이다,그는 意思 의 所屬하는 것이다,主權 意思라는 것은 民族精

神의 統合意思이다,그런데 이 統合秩序의 原理는 法인 것이다”金基洙,1947,

<國家와 法과 그 實態性>,≪法政≫,법정사,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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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三奎는 공산주의자들도 자산민주주의 명을 주장하는 단계이므로 계

립이 지향된,계 이나 계층이 에 민족의 “민족사회주의”를 주창

한 것인데,국제노선에 있어서는 “국제민주주의노선”으로서 咸尙勳은 이

를 조선문제의 UN상정으로 해석하 다.127)

1947년 이후 증하는 체주의 경향에 해서 미군정 공보부 여론

국 정치교육과 고문 그 기 지격인 ≪민주조선≫의 주간이었던 韓稚

振은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민족’이 개인으로 분열할 수밖에 없으며,민

족 간의 투쟁보다는 민족내부의 분열과 투쟁이 더 심각하다고 하 다.

民族은 人類分割의 絶 한 單位로 보는 民族至上主義의 見地에서 民族의

分裂을 說明할 수 없고 따라서 過去 民族史의 骨肉相爭을 理解할 리 없다.

우리는 民族 民族 分裂鬪爭보다 同族 안의 內紛과 鬪爭史를 알 때 民族이

란 것은 그 자체가 血統的이요 盲目的 集(?)團인 것을 推斷하지 아니할 수

없다.…그러면 民族의 內訌을 助長하는 原因은 무엇인가...여기에는 1)民族

이나 其他團體의 單位는 個人이 되어 各自가 自主하려하기 때문이요,2)個

人은 分裂의 原則으로 인하여 成立되기 때문이다.128)

한치진은 민족은 개인으로 구성된 맹목 이고 연 집단이므로 분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개인에 한 교육과 세계 의 변화를 통해서 분

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그는 합리 세계 ,과학교육과 “실용

주의”를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의 방법으

로 주장했다.129)2차 직후 남한 지식인계의 사회주의 혹은 좌우연

126)金三奎,1947,≪民族社 主義序曲≫,민주의원 공보부 편찬,9∼11쪽.

127)“今後 南朝鮮에는 過渡政府가 樹立될 것이며 이것은 UN의 一員이 되야 朝鮮問

題를 UN에 上程하야 南北朝鮮統一의 主體가 될 것이다”咸尙勳,1947,앞 ,1쪽.

128)韓稚振,1948,<民族分裂의 原因과 統一>,≪民主朝鮮≫ 제5호,1948년 4월호,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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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경향은, 미군정기를 통해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경향성은 체

주의-자유주의 경향성으로 변 되어갔다.

제 3 이승만 체제와 지식인의 동향

1.단정수립기 체주의와 자유주의 민족주의

해방직후 민족국가 건설운동세력들인 한국민주당, 경 임시정부,‘비

상국민회의’의 우 민족주의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의안의 국제 상황

과,사회주의 인 ‘민주주의민족 선’과 결이라는 국내 조건 속에서

국가 코포라티즘 경향을 띠게 되었다.이 양 세력과 갈등·타 을 거듭

하던 연합 선 인 간 의 사회민주주의 경향은 단독 정부 수립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단독정부 참여 와 남북 상 로 분화되었다.그러

나 사회주의세력과 남북 상 가 배제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이

과정을 주도하 던 한국민주당,이승만세력과 이들을 지지하 던 지식인

들은 국가 코포라티즘 이고 체주의 인 민족 형성을 주조하고자 했

다.130)

129)“사람은 思惟의 動物인고로 그 思惟의 指 를 따라 그 생의 態度를 變化시킬

수 있다...(1)新生活觀과 宇宙觀의 樹立이다.從來 개구리식 自然觀에서 廣汎하고

合理한 世界觀을 멀리 普及하여 人生의 根本意識을 악하지는 못하더라고 그러

한 眞理의 關心이 있는 데만 骨肉相爭의 地獄에서 버서날 수 있다...(2)民主的

科學敎育으로써 우리의 分裂과 派閥心을 막을 것이다.科學은 實用主義다.무엇이

제일 效果的이냐 하는 것을 OO하여 是非曲直을 解決한다.效果없는 것은 쓸 데

가 없다.效果가 있는 것이라야 自己에 有益하다.쓸데없는 甲論乙駁은 淸算된다.

效果는 實行에서 생기니까 말보다 實行을 먼 내세우게 된다.實行第一社 에서

는 分裂의 餘裕도 없고 實用이 없는 分裂도 統一도 없다”한치진,윗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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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체제는 독일,이탈리아와 같은 본격 인 시즘체제를 세울 수

는 없었는데, 시즘을 지향하기에는 경제 물 토 가 약했다.자본가

계 에 항할 만한 노동계 이 형성된 것도 아니었고,장 빛 미래를

제시할 만큼의 자본주의 토 가 없었으며 이 약한 기반을 원조경제와

냉 체제 편입으로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냉 체제 내의 요구인 자유민

주주의 외피를 벗어나기 어려웠다.131)이는 한국 쟁이 과 이후를 비

교하면 명백해지는데,한국 쟁을 통해서 미국 패권의 긴 한 자장 안으

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일민주의라는 勞資 코포라티즘 인

시즘의 언술은 최소한 공식 정부 언술에서 공공연히 제시될 수는 없

었다.그러나 가능한 단일정당이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조직에 기

반해서 개하려 했고,담론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의 정체성에 으

로 우선하는 민족,국민 정체성으로 구성하려고 했으며,이를 지도자(독

재자)신화를 통해 하려 했다는 에서 체주의 이었다.132)

130)신용옥,2008,<8.15후 좌우세력의 헌법 제정 시도에 한 사실 계 해석과 그

정치 성격:민주주의민족 선,비상국민회의,민주의원을 심으로>,≪역사교

육≫ 106,역사교육연구회;신용옥,2007,≪ 한민국 헌법상 경제 질서의 기원과

개(1945∼54년):헌법 제‧개정 과정과 국가자본 운 을 심으로≫,고려 학

교 박사학 논문 참조.

131)이승만정부의 미의존 성격과 국가형성과정에 해서는 서주석,2008,≪한

국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제1공화국 국가기구와 한국 쟁의 향≫,한국학술정

보,94∼106쪽.

132)최근 한국 쟁이 시기 이승만정부의 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구명해

낸 연구에서는,이를 “사회주의와 시즘이 결합”한 것이라는 표 을 쓰고 있다.

“결합”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등한 수 에서 양자의 이념 내부의 최소한의

질 변화라도 수반해야 하리라고 본다.그러나 이승만의 의사 시즘체제나 구

조가 사회주의 인 계 망 등을 담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

진다.제헌헌법의 “노동자 이익균 권”조항이나,민족청년계의 좌익세력의 포섭,

梁又正의 일민주의의 계 언술,조 암 등 기 내각에서 구사회주의자들의

입각 등은 ‘기 시즘’이 보이는 사회주의에 한 포섭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하지 않을까 한다.즉 시즘이 체제를 구축하기 에 진 ,진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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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는 집회, 조직,지방의회 등을 동원하는 동원

정치를 구사했으며133),계엄령을 통해서 쟁에 하는 ‘국가’의 비

상사태로 민주주의 법 제약들을 무시하고 특히 국회와 국회의 권한

을 경시하며,언론 폐지 등을 통해 이탈리아,독일 등의 시즘 나치즘의

요소들을 보 다.그러나 이승만 정부에게는 결정 으로 이탈리아 독일

처럼 코포라티즘 인 정권을 유지할 만한 경제 인 물 토 가 빈약하

다.134)그가 사용할 수 있는 물 자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냉 체제

속에 자발 으로 편입해서 원조경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이 성장해서 유사한 힘의 균형 상태

를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완 히 제압하지

소를 끌어안는 것은 계 지형 상에서 략상 불리하기 때문에 취하는 타계

에 한 략인 것이다.한국 쟁기 이승만이 안정기에 어들자 헌법의 “노동자

이익균 권”등의 조항은 삭제되었고,민족청년당내 좌익계열,사민주의 성향의

조 암 등은 내각에서 모두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계 지형상 안정기에 어든

시즘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이탈리아 독일의 시즘의 경우도 노동

조합이나 사회당출신 등 사회주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기에 사회주의자를

포섭하기도 하고 강령에 사회주의 평등주의의 토릭은 넘쳤으나 시즘체제

가 자본주의 틀을 벗어난 도 없고, 시즘체제도 결국 독일 이탈리아의 근

자본주의화를 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그러나 이러한 역사 경험이

기 시즘기 일부 지식인들이 보여 근 기획이나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이론 실험에 한 분석의 유의미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실공산주의의

평가가 마르크스주의 이론 체에 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다만

이승만의 의사 시즘 체제가 사회주의 요소를 담지했거나 결합한 것이 아

니라 그 요소를 포섭했다는 에서 정권의 평가와 이념 실험의 분석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후지이 다 시,2008,<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 :반공주의와

그 변용들>,≪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소 참조.

133)김수자,2005,≪이승만의 집권 기 권력기반 연구≫,경인문화사 참조.

134)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나치즘 시즘의 역사 과정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하 다.장문석,2010,≪ 시즘≫,책세상;로버트 팩스턴,손명희 외 역,2005,≪

시즘:열정과 기의 정치 명≫,교양인;장문석,2009,≪피아트와 시즘-기

업은 국가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지식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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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상황에서 이 양자를 조 ,타 시키는 제3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자본과 노동 어느 쪽도 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자

본-공산진 이 립하는 냉 체제의 하 체제로서 자본,노동 양자를 조

하면서 그 에 군림하는 형태,그러나 마치 이 양자 모두를 타 으로

이끄는 듯한 국가 코포라티즘의 ‘언술’과 시즘 이데올로기만을 차용

했다.135)

일 국가의 토 내에 물 인 자원을 동원하기 해서는 그 구성원

을 동원가능한 주체로 구성해내고 주체로서 일정정도의 통합력을 유지해

서 그들을 동원할 만한 이념이 필요했는데,정부수립 과정에서부터 이승

만 정부는 이 문제에서 효과 으로 응할 수 없었다.무엇보다 일제시

기에 형성된 들의 ‘민족’단 의 민족주의와 그가 주도한 일민족 이

국가라는 체제 사이에는 ‘민족’과 ‘국민’의 범 에서 기본 인 불일치가

있었다.즉 이승만 자신이 일제 시기의 “독립투사”로서의 항 이미지

와 반일 인 종족 민족주의에 기 어 통령이 된 만큼 종족 단 의

일 ‘민족’이 일 국가를 수립하려는 근 민족주의의 기본 원리와,분

단된 토 내의 구성원을 ‘국민’으로 호명하기 해서는 끊임없이 통치하

는 정권과 국민의 범주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135)한국이 해방직후 자유주의나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냉 체제 하에서 자본진 과 공산진 이 첨 한 립 그리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 시즘 인 세력과 이념의 등장이 가

능했다.여기서 ‘擬似’라고 한 것은 당시 남한이 고도의 산업자본주의사회로서 자

본과 노동이 본격 으로 립하 다기보다는 냉 체제의 자본-공산진 립을

반 하고 거기에 국내 자본-공산세력의 립에 의해 증폭된 상황이었다는 에

서 세계체제로부터 ‘틀지워지고 증폭된’‘의사’시즘이라고 보는 것이다. 시즘

이 농 ,후발국 자본주의로서 압축 인 산업화를 겪는 과정에서 근 계 들

과 근 인 계 들의 갈등,특히 지주들의 지지와 참여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이 지주세력들이 공산화의 에 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변해 체제로서

시즘 세력을 지지하며 복잡한 간계층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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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수립에 주도 이었거나 잠정 동의했던 정치세력들로 구성된

제헌국회 내 한국민당,민주국민당 등은 이승만정부가 내세운 ‘일민주

의’를 당 강령으로 받아들 다.136)그러나 지배블럭을 제외하고 이념상으

로 ‘민족’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그 민족의 평등성을 주장한 ‘일민주의’는

분단된 토,민족이라는 실 속에서 지식인, 들을 ‘국민’으로 동원

하기 한 이념으로서 효과 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여순사건은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이다.137) 한 끊임

없이 ‘국민/비국민’을 구별함으로써 배제를 통한 국민형성을 주도한 시기

다.138)이는 “반란”의 진압뿐만 아니라 언론,시민사회에 한 직

인 정지작업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1946년부터 공산계 범사회주의계 언론에 한 인

통제에 나섰던 것처럼 이승만정부는 1948년 9월 인 언론 통제를

시작했다.139)1948년 9월 11,12일 “북한을 찬”했다하여 ≪제일신문≫

136)한국 쟁이 정당 약사와 각 정당들의 강령에 해서는 앙선거 리 원회,

1964,≪ 한민국정당사≫, 앙선거 리 원회,161∼164쪽 참조.

137)김득 ,2009,≪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선인 참조.

138)한 지방논단에서 최태능은 국민/비국민 가르기가 횡행하는 세태를 다음과 같이

비 했다.“개헌안의 국회상정이 박두하자 국민회와 한청과 국민당이 심이 되

어 개헌반 투쟁 원회를 결성하느니 는 개헌반 궐기 회를 열어 시 행진까

지 하고 국민당 소속의원들은 조건부로 개헌반 공작을 청부할 양으로 통령을

방문하고 모종의 건의서를 제훌하고‘...그 궐기 회에 결의문의 요령이 개헌반 는

열열한 애국심에 발작이요 개헌지지는 반역도당이나 非國民으로 몰아 어 그

들을 배제함으로써 이 방공태세의 완벽을 기한다는 것”≪동아일보≫ 1950년 3월

6일자.

139)정부수립 직 에도 “만장일치된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 앙조선정

부를 수립하려는 남조선의 총선거를 반 방해하고 동포는 살상하고 국가의 귀

한 재산과 자료를 괴방화하는 폭도들의 만행을 인민 기라고 최 의 찬사를

보내어 허구날조의 선 을 일삼든”≪우리신문≫ ≪신민일보≫에 해서 법령 88

호에 의거 5월 26일부로 공보부장 명의로 허가말소가 통지되었고 ≪독립신보≫

도 자진해서 휴간하 다.<우리,신민양신문 이십육일폐간명령>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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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申永哲 주간 간부 사원 십여명을 구 한 것을 시작으로140)≪조선

앙일보≫ ≪세계신문≫ 사원들이 연이어 검거되었다.141)신문지법 제

26조 “사회의 질서 혹은 풍속을 교란식히는 사항”의 반으로 1948년 10

월 11일 ≪조선 앙일보≫ 발행인 이달 은 기소되었다.142)10월 4일에

는 ≪조선통신≫ 부사장 이 희 등 7명을 구속하고 무 11년 법률 제1

호 신문지법 제3조에 의거, 10월 14일 폐간 처분했다.143)이미 1947년

정 사 폐사건 이 술의 찬양 기사로 발행인이 구속되었던 남로당 기

지 ≪노력인민≫의 지하간행물에 한 지속 인 검거도 실시되었

다.144)12월에는 반민법을 제정한 국회를 “공산당매국노의 앞재비”“망민

법”이라고 한 ≪ 한일보≫ ≪민 신문≫에 한 폐간 처분을 단행했는

데,이 “민족계열”신문을 통제한 이유로 “國 나 政府는 同一體”인데 국

1948년 5월 28일자.≪독립신보≫ 주필 高景欽,≪신민일보≫주필 염상섭 등은 4

월에 검거되었었다.

140)<제일신문 간부피검>≪동아일보≫ 1948년 9월 14일자;<제일신문사건에 윤내

무장 담>≪동아일보≫ 1948년 9월 16일자.

141)수도청이 ≪제일신문≫≪조선 앙일보≫≪세계일보≫ 사원들의 검거에 한 것에

해서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는 낭설”이 있으며 조선언론 회 설의식 은 국무

총리 국회의장 법원장 등에게 “선처를 요망”하 다.<신문인검거에 언 서 선

처요망>≪경향신문≫ 1948년 9월24일자.

142)<이달 씨만 기소>≪경향신문≫ 1948년 10월 12일자.이달 이 사임,최석창

이 사장에 취임,편집 업진도 개편되어 속간되었다.<조선 앙일보속간>≪경

향신문≫ 1948년 12월 11일자.

143)<조선통신검색 부사장 등 문 >≪동아일보≫ 1948년 10월 5일자;<조통사원

칠명 구속 인쇄기장부 등 압수>≪경향신문≫ 1948년 10월 5일자.이에 “ 무 십

일년의 신문지법이란 것은 을사오조약후 왜 이 합병 비의 제일보로 언론 쇄

를 목 ”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으나 강행되었다.<민주정치와 언론자

유> ≪동아일보≫ 1948년 11월 2일자.< 무신문지법이란 웬말> ≪경향신문≫

1948년 11월 4일자.

144)<지하출 인 노력인민>≪경향신문≫ 1948년 10월 1일자.<경 격사건

모> ≪경향신문≫ 1948년 10월 7일자;<노력인민 인쇄소 습> ≪경향신문≫

1948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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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모독은 “정부룰 모독”한 것이기 때문이었다.145)1949년에도 “건국 기

의 다단한 정국과 경제산업계의 상이 자못 불안한 듯이 이를 왜곡보도

하여 민심을 혹시키고 민족국가에 다 한 장해를 래”한다 하여 ≪서

울신문≫을 정간처분하 다.146)

언론에 한 탄압과 더불어 1949년 10월 18일 공보부는 16개 정당과

117개 단체의 등록취소를 발표했다.147)남조선노동당,근로인민당,사회

민주당, 당 등 16개 정당,조선과학자동맹,조선문학가동맹,민주학생

연맹,조선 기노동조합 등 117개 사회단체가 포함되었다.148)여기에는

유명무실해진 서북청년회 등 우익 단체도 있었으나 좌익계열의 사회단체

들과 산별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이 부분이었다.149)그런데 朝鮮學術

145)<반민법모독에 격론,공보처장선처를 확약> ≪동아일보≫ 1948년 11월 30일

자;< 한일보민 신문에 폐간처분> ≪경향신문≫ 1948년 12월 3일자;<정 는

총회와 동일, 한 민 양지 폐간>≪동아일보≫ 1948년 12월 3일자.

146)<서울신문에 정간처분 공보처장 경고담화발표>≪경향신문≫ 1949년 5월 5일

자.

147) ≪서울신문≫ 1949년 10월 19일자;≪국도신문≫ 1949년 10월 19일자. 등록

취소에 해서는 법령 제55호 ‘정당에 한 규칙’제2조 정당 리규정 (가)항 ‘각

정당본부가 신주소의 등록 없이 본부 혹 지부의 사무소를 이 하는 경우에는 공

보처장은 해정당의 해체를 명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을 용하여 변경계를 제출

하여 주소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단체들을 정리한다는 담화를 이원철 공보처

장이 발표하 다.

148)“해방의 부산물이던 유령정당 사회단체는 이 땅에서 완 히 자취를 감추게 되

었다.즉 군정 삼년간에 결사의 자유를 빙자하여 우후죽순처럼 발생하 던 공산

주의와 그 五列團體는 民國政府樹立과 더불어 그 馬脚을 나타내게 되어 국민의

원성과 엄격한 비 에 斷罪되어 自然消滅 는 북한으로 도피하고 말았다.”≪경

향신문≫ 1949년 10월 19일자.

149)해산된 단체명은 다음 같다.민주주의민족 선,민주주의독립 선 비 원회,

조선노동조합 국평의회,조선과학기술연맹,조선문화단체총연맹,남조선여성동맹,

조선청년총동맹,조선 동조합 앙연맹, 국농민연맹,조선애국부녀동맹,청년동

원연맹,조선음악동맹,조선미술동맹,기독교민주동맹,노동청년총연맹,조선민주

애국청년동맹,조선 화동맹,朝鮮海員同盟,조선가극동맹, 명청년동맹,조선민

주연맹, 국유교연맹,조선보건연맹,유학생동맹,자주청년연맹,재일조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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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과 같은 연합 선 성격의 단체는 이 등록취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형태의 압력이 있었다.즉 1949년 3월 13일 학술원의 도서 삼만 팔

천 권을 정부 법제처에서 사 통고 없이 “징발”해갔다.150)그리고 1949

년 7월부터 “괴테탄생 이백년제”행사를 朝鮮學術院이 주 한다고 했다

가 8월 28일에는 “ 한학술원”으로 이름이 바 상태에서 국무총리,문

교부장 ,공보처장,서울시장 등이 임석하는 ‘괴테탄생 이백년제’를 거행

했다.151)이 자리에서 한학술원의 姜世馨은 “오늘 신생 독립한 한민

국의 이 땅에서 맞게 된 것은 감개무량한 것이 있으나 이는 반드시 우리

민족만이 가진 의의가 아니요 세계 체가 다같이 의의 깊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개회사를 하 다.152)朝鮮學術院이 1949년 여름 ‘한학술원’

으로 명칭으로 바 고 이들의 역할도 해방직후 주로 사회문제에 개입하

고 발언하던 것과 달리 정부 기념행사를 주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1949년 정훈국 국장을 역임하기도한 姜世馨은 1947년부터 족청에

계했던 것을 고려한다면153)李範奭 국무총리,安浩相 문교부장 등

서울 원회,한국학생동맹,반 쇼공동투쟁 원회,조선인민원호회,조선정경학회,

조선사회사업 회,직업별노동조합 국 원회, 국노동조합 국 원회,조선화학

노동조합,조선어업노동조합,조선철도노동조합,조선 속노동조합,조선약업노동

조합,조선섬유노동조합,朝鮮洋靴職工組合,조선목공조합,조선출 노동조합,조

선토건노동조합,조선체신노동조합,조선이용노동조합,조선 산노동조합,조선식

료노동조합.≪경향신문≫ 1949년 10월 19일자.

150)≪동아일보≫ 1949년 3월 19일자.기사에 따르면 학술원 원장은 농학박사 김

양하로 되어있다.그는 1945년 당시 朝鮮學術院의 회원이었고 장소도 소공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朝鮮學術院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1)‘괴테이백년제 기념행사’,≪경향신문≫ 1949년 7월 9일자 .서울大學校 文總 朝

鮮學術院 덕우회 독문학회 외국문학연구회 등 공동주최하고, 비 원은 이회 ,

한남구,이헌구,김 섭,서항석,조희순,김진섭,이하윤 등이었다.

152)≪동아일보≫ 1949년 8월 30일자.이 자리에는 국문화단체총연합회 원장

고희동의 축사, 비 원장 姜世馨의 개회사,서울 학교 최규동 총장 식사 독,

李範奭 국무총리 이공보 축사의 독이 있었다.

153)姜世馨은 1949년 7월 朝鮮學術院에서 학교수 상 독일어강좌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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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청계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朝鮮學術院 등에 향력

을 행사하고 기와 달리 차 국가기구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

겠다.154)시민사회로부터 성장한 사회주의세력과 노동세력을 억압한 이

승만정부는 도 에 해서 강압보다 회유와 개량을 통한 체제내화에

동아일보≫ 1949년 7월 25일자.姜世馨은 1899년 익산 출신으로 부산상업학교 졸

업하고,일본와세다 학 정경과,독일베를린 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독일통신

사 부사장,동국 학교 철학과 교수을 역임하고,1947년 국제철학회 창립 표,

1949년 국방부 정훈국 국장,1953년 한민국학술원 출 국 표,1954년 제

3 국 민의원,외무 원장을 역임했다.姜世馨은 1947년 3월 사단법인 민족청년단

60명 국 원에 명단이 실려있고(후지이 다 시,≪족청·족청계의 이념과 활동

≫,성균 박사학 논문,54쪽.),“족청을 리드해나갔”고 “히틀러 유겐트의 기

백으로”청년들을 했다는 회고가 있다.≪매일경제≫ 1992년 8월 21일자.학술

원장 김양하는 기 회원이었는데 姜世馨과 일제시기 동경 유학시 十三俱樂部

라는 단체 회원으로 있을 만큼 친분이 있었고,姜世馨은 동경 유학시 독일 유

겐트의 일본 방문시 통역을 도맡아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76년 6월 8일자.

1950년 한 일간지는 만평을 통해 족청계의 실각이후 安浩相의 정치 복권운

동을 “이민주의”로 비 하며 “힛틀러치하에서 체주의이론”을 공부한 姜世馨을

동류의 독일철학박사로 풍자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55년 12월 28일자.

154) 한학술원 외에 학술원의 이름을 사용하는 1949년에 설립된 두 단체가 있다.

하나는 1949년 7월 24일에 창립된 국제학술원이다.기사에 따르면 재단법인 국제

장학회의 한 기 인 국제학술원에서 창립기념 하기학술강조 개최를 개최하는데,

장소는 미국문화연구소이고 강사는 장이욱,오천석,석주명,김기림,조의설,이선

근,최호진,조지훈,朴鍾鴻,兪鎭午 등이었다.≪경향신문≫ 1949년 7월 24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조국건설과 문화 발 을 목 ”으로 번 창립

된 국제학술원에서 하기학술강좌를 개최하며 오천석,이건호 등이 강사로 나온

다.≪동아일보≫ 1949년 7월 24일자.이들은 자연과학 강좌 등도 개최했다.국제

학술원 자연과학강좌의 강사로는 석주명,김 민,김용호 한인석,심상황,윤일선.

이원철.이기인,장기원,朴鍾鴻 등이었는데,‘의식주의 생학 고찰’,‘ 논리

학의 물향’등을 강의했다.≪동아일보≫ 1949년 12월 24일자 ;≪경향신문≫

1949년 12월 25일자.다른 하나는 운남학술원으로 1949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

서 安浩相 문교부장 이 국립 는 재단법인의 운남학술원 설립이 건의하여

산조치를 결의했다.(국무총리비서실,<제113회 재단법인 운남학술원에 한 건>,

≪국무회의록≫,BA0182402, 국가기록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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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 다.155)

단정수립직후 이승만정부는 공산주의‧사회주의계열 언론,사회단체에

한 탄압과 좌우연합 선 간 단체들과 언론에 한 배제‧회유를

통해서 좌 세력이 배제된 소한 공론장을 형성해내었다.‘계 ’이나 ‘사

회주의’등의 이념은 “북한”이라는 실 정치세력과 연결시켜 “반역”

이념과 행동으로서 시민사회로부터 소거되었다. 完奎는 당 남한

이 선택할 이념은 체주의와 자유주의 하나라고 갈 했다.156)

李範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지양한 새로운 이념이 건국정신

인 일민주의라고 주장하 다.

資本主義와 共産主義 이 두 개의 반동하는 정치사조의 탁류 속에서

얼마나 역사가 辱되었으며 얼마나 인류가 禍되었던가 이제 그 반동은 최고

조에 달하여 혼란과 도탄 속에서 세계와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渴願하고 있다.이 착취의 원칙 에 세워진 資本主義를 止揚하고 유약의 원

칙 에 세워진 共産主義를 克服하여 階級을 打破하고 貧富의 差等을 없이

하고 宗派의 存在와 男女의 差別까지 拒否하는…우리나라의 건국정신157)

그는 계 의 타 ,자본주의의 지양,빈부 격차의 해소 등을 주장하

다.그런데 여기서 “계 타 ”는 “귀천”계 의 타 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의 소유로 구분되는 자본노동의 생산 계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158)이는 넓은 의미의 귀천,강자/약자를 의미하는 것

155)이승만정부의 좌익세력 탄압과 도 에 한 정치 응은 서 석,1996,≪

한국 민족운동연구≫ 2,역사와비평사,83∼258쪽 참조.

156) 完奎,1949,≪우리 민족의 살길≫,발행자불명,3쪽.

157)李範奭,<序>≪이 통령건국정치이념-일민주의의이론 개-≫,1쪽.

158)“一民主義는 貴賤階級의 撤廢와 貧富等差의 撤廢와 派閥과 地方열의 打破 그리

고 男女同等을 주장하는 것이로되 그것은 自然主義思想이 齎來한 철 한 個人主

義입장에서가 아니고 는 경제학 으로 잉여가치설이나....家族을 搾取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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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일민주의의 이데올로그이며 이를 해설한 梁又正에게는 소작농창정

계획이나 토지개 에 의해서 규모소농이 생겨서 토지소유가 평 화되

는 것을 의미했다.159)

民族이란 피와 傳統과 말( 語)과 慣習과 歷史와 祖國觀念 등을 통하여서

本能的으로 결합된 人間의 集團이다.이 인간의 집단은 그 集團을 侵害하는

모든 外部的 暴力과 는 內部的 反動과 싸우는 것이다.( 략)우리가 家族

에서 이해할 수 있는 一民의 사랑에서,즉 피의 決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

제인 것이다…階級打破를 主張하는 것이니 家族에 있어서 階級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擴大인 國家에 있어서 階級의 存在가 있을 수 없다는

것160)

梁又正의 논리는 연과 본능에 기 한 민족과 국가는 가족의 확 이

므로 계 도 존재할 수 없고 도의와 사랑과 피로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토지,자본,노동 등은 서로 ‘합작’하여 평균이익을 유하자는 계획이며

주요 사회계 간 코포라티즘( 조주의) 근이다.자본주의와 공산주

고 따라서 그 延長인 民族이 同族을 搾取할 수 없다는 道義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道義에서 歸結짓는 것이다.”梁又正,1949,≪이 통령건국정치이념-일민주의의

이론 개-≫,연합신문사,92쪽.

159)“나는 결코 階級의 存在가 必要한 것이라고는 生覺지 않는다.그러나 階級的으

로 分裂되지 않은 民族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에 抗하야 民族이란 階級의 存在

否와는 無關係로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는 바이다.즉 民族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 있어서 階級的으로 分化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階級的으로 分裂

되지 않은 民族도 存在할 수가 있고 는 일단 階級的으로 分化된 民族이 無階級

的으로 統御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가령 체로 조선민족이 삼백만의 지주계

과 이천칠백만의 소작인계 으로서 성립되어있다고하면 자작농창정실시 는 토

지의 재분배가 완성되어 모다가 자작농으로되여 지주계 과 소작인계 이 없어

젓다고 하면 는 이 가능성있는 문제가 실시될 때에는 따라서 조선민족이란 존

재가 없서질 것인가?”梁又正,1947,≪싸우는 민족의 이론≫ 민족문화출 원

회,38∼39쪽.

160)梁又正,1949,앞책,79∼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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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자의 타 를 주장하지만,실제로는 닌주의의 ‘민족 ’과 ‘국가 ’

의 오류에 한 비 이 부분이었다.安浩相은 닌주의에 한 비 보

다는 개인과 계 에 있는 민족과 국가의 가치의 우 를 선

했다.梁又正의 논리가 공산당으로부터 노동계 사회주의를 분리해

서 견인하는 단계의 시즘 기의 논리라면,安浩相의 논리는 노농

조직에서 정치 힘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의 시즘논리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자연 한 핏 과 역사 한 運命은 백성을 한 백성(一民)으로,主義를 한

백성주의(一民主義)로 만드는 根本要素이다…바꾸어서 一民主義가 한 一民

을 되게 하는 根本이다.一民主義를 바로 알고 철 히 信從하는 이들은 모두

가 다 一民이 될 수 있다.( 략)父母 兄弟가 家族이라면 한 핏 의 同胞는

民族이며,家庭이 家族의 집이라면 國家는 民族의 집이다.民族은 어떠한 個

人과 階級보다 더 貴重하며 國家는 어떠한 단체나 정당보다 더 크다.民族과

國家를 가장 높게 貴重이 여김은 人生의 本城이요 한 백성 一民의 本務

이다…一民에는 一國家,韓民族에는 韓國 곧 한 백성에는 한 나라를 있게 함

이 一民주의의 民族哲學이요 國家哲學이다.161)

安浩相에게 민족은 연과 운명의 공통체로서 어떤 개인이나 계 보다

가치 우 에 있는 것이고 국가는 민족이라는 거 한 가족의 집이다.

조합주의 이고 체주의 인 이들과 달리 민족 내 순정우익들의 결집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승만정부에 해 야당 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국회 내에 군소정당들이 일민주의를 지지하고 있던 정치 상황에서,

해방직후 도 들의 연합체인 ‘민족진 강화 원회’부의장 安在鴻은

체로 자신들을 양당체제의 미국가들에서 야당세력으로서 “民族主義 第

二勢力”이라고 칭했다.162)그러나 그 내부의 담론 지형은 다양하 는데,

161)安浩相,1950,≪一民主義의 본 바탕≫,일민주의연구원,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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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在鴻 자신은 1949년 8월경 자신이 기본 으로 “화평통일론”자임을 자

임하면서 계 투쟁을 지양하고 순정우익의 결집을 통한 자주독립 국가완

성을 주장하 다.

現下의 歷史的 客觀的 諸 條件은 民族의 分裂鬪爭 즉 階級鬪爭을 止

揚淸算하고 新民族主義 解放完成 自主獨立 國家 完成에 通歸一 되기를

强調하는 나로서는 當然한 일이다.그러나 暴力主義 左方의 戰術을 反 하는

것이 오직 仁義를 말하고 協同을 부르짖는 道義的 方法만으로는 觀念의 遊戱

에 지나지 않는 것일 제 때로는 純正한 右翼의 結集宣揚을 하는 바이다.純正

右翼의 結集은 新民族主義路線 오인 이른바 民族基本路線에의 大衆 集結로

써 그것이 여론상으로나 戰鬪的의 實踐的 表現으로서나 一大 力이 나타남을

目擊한 것이다.163)(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安在鴻은 좌 의 계 투쟁을 “민족의 분열투쟁”으로 상정하고 다른 한

편 “인의를 말하고 동을 부르짖는 도의 방법”양자 모두를 부정하고

“순정 우익의 결집”을 주장하 다.164)여기서 지양 청산해야할 “폭력주의

162)“민족주의 진 만으로 양 세력이 뚜렷하게 립한 바 찾아내기 어려우니,논

자의 주 무엇이든지 간에 정부를 기본으로 사실에서 여당 인 기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이 제일세력이고,좌방 괴 인 방면이 제이세력이고,이에 립된

두 세력과는 딴 것으로 민족주의 제이세력의 집결이 가른 제이세력이라고밖에

규정할 도리 없다.”安在鴻,≪民世 安在鴻選集2≫,1983,지식산업사,506쪽. 한

연구서는 安在鴻이 “ 정부를 기본으로 하여 여당 인 활동을 하는 정치세력이

제1세력이고, 정부를 괴하려는 좌익이 제2세력이라면,우익 제2세력이 집

결한 것을 제3세력으로 규정”한다면서 제3세력을 “보수 자본주의도 지양하고

공산주의도 반 하여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

다.서 석,윗책,306쪽.

163)安民世,1949,<新民族主義의 科學性과 統一獨立의 課題>,≪新天地≫,서울신

문사,1949년 8월호,16쪽

164)단정수립이 ‘민족사회주의’를 주장했던 동아일보의 金三奎는 정부의 수립으로

반공투쟁으로 화해야하고 해방3년의 간 를 배제한 세력들이 단결을 주장하

다.“解放以後 民族陣營이 지향한 政治路線의 기본 인 二大特徵의 하나는 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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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방”과 동에 기반한 도의 방법인 간 세력의 방법 양자를 반 한

다.그는 좌 의 폭력주의나 간 의 도의론이 아니라 “순정 우익의 결

집”으로써 통일을 기하고자 했다. 한 그는 스스로를 “화평통일론자”라

고 일컬었는데 그 내용은 남북 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결

“승리”를 보장할 만한 군사력과 “정부와 민간”이 모두 일치하는 이념

을 제로 한 것이다.165)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이념은 “순정 우익”의

이념을 일컫는 것이다.

좌 와 간 를 배제한 순정우익의 이념인 ‘신민족주의’로의 결집을

주장한 安在鴻의 주장은 미군정 민정장 ,1948년 당시 남북 상에 참가

하지 않은 그의 행보에서도 알 수 있다.즉 그의 ‘신민족주의’는 순정우

익의 민족주의로서 계 투쟁을 청산하고,좌 와 간 를 포함한 모든

민간과 정부를 순정우익의 이념으로 결집시키려는 구도 다고 할 것이

治反 요 하나는 國聯 決意에 의한 五十選擧의 支持推進이었던 것이다.따라

서 民族陣營이라고 하면 託治를 反 하고 五十選擧를 支持한 사람들의 總稱이다.

그런데 이제 민족진 의 정치노선과는 거리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南北勞黨의

政治路線에 協助해온 사람들에 의하여 大韓民國政府를 育成 强化할 것과 共産陣

營을 打倒하자는 것을 表面理由로 [民族陣營强化委員 ]結成이 제창되었던 것이

다.민족통일의 미명하 오십선거와 한민국을 단선 단정이라고 비방해오던 사람

들이 아닌 밤 에 홍두께 식으로 한민국정부를 육성강화하여 공산진 을 타도

하자고 종래의 민족진 사람들 보다도 더 열렬한 투사인체 해보았댓자”金三奎,

<民族陣營의 團合問題와 今後의 政界>≪民聲≫ 제5권 제10호 통권 39호,10-12

쪽.

165)“勝利를 스스로 보장할 組織된 鬪爭力量없이 오직 口 만의 선양은 이것을 空

念佛이라고 한다.和平統一은 결코 도투무 로써 이를테면 맨손으로 범을 잡는

식의 선 에 그침을 일름이 아니니 政府와 民間을 가릴 것 없이 그 構成 運命

理念의 지향이 大衆의 信賴 支持와 진정한 協力있음을 일름이니 이것이 民主力

量의 集結이란 것이고 는 民主力量의 效果的인 端部로서의 軍事力이 그

數量 技術編成 訓練 裝備 등에서 必勝萬全의 準備있음을 前提로 할 것이

다.民主力量의 集結도 軍事力의 解決도 없이 다만 講壇式의 和平統一論은 하나

의 理念論인 것이고 實際政治上의 主義方針으로는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안민

세,윗 ,16쪽)



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66-

다. 한 그의 미국,소련 등 그의 국제정세인식은 1920년 말과 1930년

에 좌우연합 선을 주도하던 시기와 그의 인식이 다름을 보여 다.166)

一次 大戰의 끝마침에 따라 人類史上 하나의 劃期的 特徵은 (1)自由文化

의 中心이 北美州에 옮겨간 것이요,(2)共産獨裁政權이 유라시아에 걸치어

樹立된 것이다.共産獨裁는 그 本質을 여러모로 解釋할 수 있으나,슬라 인의

遲鈍性과,個人主義 自由社 에까지 發展되지 못하 다는 아시아 後進性을

多分으로 包容하고 있는 러시아가,짜알리즘에 여러 百年 從하던 屈從的인

國民性을 土臺로 現實 持續되는 것이다.이것이 동남아시아 方面에 어떻게 感

染될 可能性을 가졌는지는 아직도 速斷할 바 아니라,韓中 兩國民에 하여서

는 먼 修正함으로써 하지 않고서는 그 失敗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아시아의

解放은,서유럽 資本的 帝國主義의 勢力에 할 뿐 아니어서,지 부터

러시아의 赤色支配에 하여 더욱 强烈히 要請되는 것이다.167)

安在鴻은 서유럽을 구제국주의세력으로 보고 1차 이후부터 이미

미국이 자유문화를 표한다고 사고하 다.즉 미국은 서유럽제국주의세

력과 다른 세력으로 상정하여,서유럽과 러시아를 제국주의 지배세력

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자유문화”세력으로 인식하 다.168)

166)安在鴻의 식민지시기 민족주의 인식과 활동에 해서는 이지원,2007,≪한국

근 문화사상사 연구≫,혜안 참조.

167)安在鴻,1950,<사설:아시아의 黎明>≪한성일보≫,1950년 1월4일자(≪民世安

在鴻選集≫ 2.재수록)

168)安在鴻에 해서는 최근 그의 민족주의의 국가주의 경향을 지 하는 연구가

있다.장규식,2010,<20세기 반 한국思想界의 궤 과 민족주의 담론>,≪한국

사연구≫ 150.이와 련 다음과 같은 安在鴻의 을 참고할 수 있다.“나인 자아

의 의식 이념을 날로 삼아,나라인 국가가 생취,생존,생성,진취의 진무를 나아

가는 것이요,모든 법과 제도가 자아 이념의 구 인 것이다.…자아인 나의 이념

이 나라의 내포에서 존속 흥성함에서,나는 로 나라인 국가의사에 종속되

게 하는 것이다.그는,자아와 국가의 -나와 나라와의 자유요,자동 인 합일

이어야 한다.자아와 개아를 무시 몰각한 기계 인 체주의는 이 나와 나라에

서 잘 표시되는 인류의 자유 인 도의성을 유린함으로써 인류문화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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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담론에서 체주의 경향이 지배담론으로서 이 시기 주류를 이

루었다면, 간 내의 다기한 담론들은 뚜렷한 항담론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반면 자유주의세력이 단정수립기 사상지형의 다른 한 축

을 이루었다.철학자 崔載喜는 국가지상주의 민족주의에 개인에 한

억압성이 내재함을 비 하 다.

아무리 國家 全體를,부르짖는다 하더라도 國家의 一面에 權力的인 支配性

‧强制性이 存在하는 것은 掩蔽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요,아무리 國家地上을

강조할지라도,國家 안에 아주 包攝되어 버릴 수 없는 個性의 自律的인 人間

性‧人格性은 엄연히 實在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國家全體主義에서 생

기는 實際的 弊害의 重大한 것은 그것이 國家組織의 主人公인 個人에게 無

批判‧無良心의 絶 盲從‧絶 隸屬을 要求하는 일이다.이리하여 그것은 個

體人格의 自律性‧主體性‧彈力性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그리하여 他律的으

로 强制的 權力 앞에 匍腹하게 하는 일이다.( 략)自由主義는 틀림없이

外來思想이다.이 外來思想을 수용하지 않는 民族主義는 時代와 社 의 進化

에 발맞추어 民族的 特殊性도 進化시킬 모르는 것이다.169)

崔載喜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국가 체주의”“국가지상”이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 유연성을 침해할 것이고 강제 권력을 일방 으로

강화하게 될 것을 비 하면서 민족주의에 자유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제어할 것을 주장하 다.그는 “개인의 평등한 인격의식에서 직 결합

하는 민족 도덕,국민 도덕” 념이다.그는 이 동양도덕을 청산할 방

된다.국가 이미 공동사회라고 하는 의식을 기 로써 형성된 각자인 자아의지의

일 구 이요 조직이다.”安在鴻,1945,<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民世 安在

鴻選集≫,지식산업사,34쪽(1945,9,22.)安在鴻이 해방직후 유기체 국가론에 기

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20년 후반 신간회 등 연합

선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 때는 당 의 사상 계 담론 지형 속에서 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169)崔載喜,1948,<民族主義의 批判> ≪民聲≫,제4권 제5호,1948년 5월호,고려

문화사,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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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시 히 科學文明,技術文明,産業資本의 增殖을 부르짖”었다.170)

崔載喜의 자유주의 민족 담론이 산업자본의 증식과 과학 기술문명의

도입 등 서구 근 화를 격 수용하는 것이었다면,吳基永은 서구 자유

주의의 한계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個人의 權利를 擁護한다하나 搾取,被搾取關係가 激化함에 따라 貧富

의 差가 懸隔해지면 질수록 神聖하다는 契約의 自由에 의하여 無産階級의

人權은 유약되었다.그리하여 그 政治的 自由라는 것도 실질에 있어서 經濟

力을 가진 사람들의 사실상 制에 수락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이

制를 經濟的 獨裁라고 말한다…이 資本主義的 經濟獨裁로부터 人類를 救

出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自由思想의 핵심이 되어 있거니와 惡한 帝

國主義를 打倒하고 政治獨裁를 否定하는 民主主義이면서 이 資本主義의 修

正을 拒否하는 矛盾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다.資本主義는 그 獨占資本을 擁

護할 必要에서 그 自體의 思想의 革命을 拒否하는 同O하는 時에 獨占資本의

鐵鎖로부터 벗어나려는 人民을 銃劍으로써 彈 것이다.171)

吳基永은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옹호하 지만 그

경제 자유로 말미암아 “경제상 착취 계”가 발생하여 인민의 정치

자유를 질곡하는 단계에 이르 다고 주장하 다.그는 “한 민족”의 구성

원으로서 모든 개인의 알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그 지 않을 때는 인민

의 기에 직면하거나 인민의 자멸이 있을 뿐이라고 당 실을 개탄하

다.

한 민족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민족 그 나라를 구성한 모든 個人의 共同運

命인 것이다.그러므로 모든 個人은 自己運命을 결정짓는 그 民族 그 나라의

170)崔載喜,1948,<東洋道德의 運命>,≪民聲≫ 제4권 제9‧10권,194810월호,고

려문화사,19쪽.

171)吳基永,1949,<平和革命과 自由:自由 없는 곳에 피가 흐른다>,≪新天地≫,

신세 사,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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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사태에 하여 바른 방향을 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이

民主와 自由의 새 나라를 세우려는 이 疆土가 暴力과 銃劍의 殺伐 속에서

피에 젖고 있는 이다…一 의 暴力을 否定하고 一 의 彈壓이 없이 이 民

族을 構成한 個個人이 모두가 民族을 근심하는 自由,統一을 構想하는 自由

속에서 政治的 經濟的 民主 自由의 祖國을 平和롭게 이룩할 수는 없는 것인

가?

吳基永이 이 을 작성한 시 은 이승만정부의 언론탄압과 여순사건이

있은 직후인 1948년 12월 15일이다.그는 단정수립이후 인 사상

우경화가 진행되던 시 에서 자유주의의 한계를 민하게 인식하고 그

극복이 “半맑시즘”172)을 띨 수밖에 없다는 을 지 했다는 에서 자유

주의자로서 오히려 ‘인민해방,인간해방’등 해방직후 간 의 사회민주

주의 이상에 가장 근 해있었다고 하겠다.173)

172)“민주주의가 제와 압박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한 것이 한 명이면서도 다

시 새로운 명을 지향하여야 할 필연 단계에 도달한 것은 그 인민해방이 경

제상 착취의 질곡으로부터 완 한 인간해방을 달성치 못한 까닭이다.우리는 여

기서 新民主主義가 半맑시즘에까지 到達하 다는 그것이 이 經濟的 自由를 선언

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吳基永,앞의 .

173)이러한 단정수립기 도 민족주의세력들을 ‘사회민주주의’지향으로 분류하고

특히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을 ‘사회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

닌 제3의 길로서 평가되었다.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은 이들 도 세력들이

해방직후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처한 계 지형 해방직후와

다르다는 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바로 사회주의세력 혹은 노동세력이 실정치

에서 배제된 상황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보장하고 실 시킬 만한 견인력

이 없다는 이다.즉 언술로는 ‘사회민주주의’나 제3의 길을 지향할 수 있으나

실천에 있어서는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할 뿐 체주의 길로 화하거나 진

자유주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다.신용옥은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이 바이마

르 공화국 헌법을 따르고자 했던 兪鎭午의 안의도와 달리 국가 코포라티즘으

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에 해서 노동세력의 정치 생산수단에 련된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삭제된 을 들고 있다.따라서 이익균 권

이나 경 참가권 등의 조항조차도 사회민주주의 혹은 경제 민주주의를 보장

하기 보다는 역으로 더 높은 노동강도의 요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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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에서 체주의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족 담론들이 있

었다면,1948년에서 한국 쟁 이 까지 학을 심으로 한 학계 지식인

들의 잡지로는 ≪法政≫ ≪學風≫ 등이 있었다.174)해방이후 이미 여러

학이 격히 설립되었으나175)교원이나 학생 수에 비해서 격한 정치

변화와 ‘종합 학설립안’,분단으로 인한 교원의 월북 등 여러 사안들

은 상 으로 학계의 활발한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이때 ≪學風

≫은 1948년 9월에 창간되어 한국 쟁 직 까지 학회지나 학술잡지가

무한 상황에서 발간된 잡지로서176)“학문의 권 ”를 추구하 다.177)이

잡지에는 국가주의,자유주의,민주사회주의,사회주의에 기 한 다양한

이념들이 소개되고 있었는데,각 이념을 표했다고 할 만한 金斗憲의

<민족과 국가>,尹世昌의 <선거제도개설>,閔丙台의 <‘라스키’의 국가

다원론>,韓春燮178)의 <무산정당론>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특히 韓春

있다.신용옥,2008,< 한민국 헌법의 경제사상>,≪황해문화≫ 60;신용옥,

2008,<제헌헌법 2차 개정 헌법의 경제질서에 한 인식과 그 지향>,≪사학

연구≫,89참조.

174)≪學風≫은 1948년 9월 창간되어 1950년 6월호까지 월간지로 발간되었다.1948

년 9월,11월호,1949년 1월,3월,4월,5월,6월,7월,8월호가 1950년에 1월,2월,

3월,5월,6월호로 총 14권이 3년간 부정기 으로 간행되었다.

175)1946년 12월 재 총 23개교의 학교가 38선 이남지역에 있었다.국립으로는

서울 학교,부산 학교, 구농과 학, 구사범 학이,도립으로는 구의과

학, 주의과 학이 있었고,사립으로는 연희 학교,고려 학교,이화여자 학교,

동국 학,성균 학,청주상과 학, 세부란쓰의학 문학교, 경성약학 문학

교, 숙명여자 문학교, 앙여자 문학교,국민 학 ,天主公敎신학교,국학

학교,건국기술학교,경성신학교,감리교신학교가 있어서 사립 16개교 다.동년

10월 교원수는 국도립이 656명,사립이 514명으로 총 1170명,생도수는 국립

9,690명,사립이 8,219명에 달해서 총 17,909명이었다.문교부 조사기획과,1947,

≪文敎行政槪況≫,문교부,34∼36쪽,60쪽.

176)좌담 한국정치학의 회고와 발 망,≪한국정치학회오십년사≫,한국정치학회,

369∼371쪽.

177)<권두언>≪學風≫,1948년 9월호,통권 1권 1호,을유문화사,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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燮은 세계 사회주의 진 을 롤 타리아 사회주의와 볼세비키 사회주

의(공산주의)진 으로 구분하고 이들 양 세력의 력을 요청하는 을

실었다.179)韓春燮은 세계에 사회주의의 두 개 조류가 있으며 서구의

롤 타리아 사회주의와 공산당진 양자라고 할 수 있는데,국제자본

주의의 압력하에서 이 양 진 의 상호 력이 실함을 주장하 다.한

국 쟁이 일민주의와 같은 지배이데올로기와 달리 지식인들은 집단

으로 이념 군을 형성하기는 어려웠고 국가주의,자유주의,아나키즘,

민주사회주의,사회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단정수립기 일민주의 표되는 국가사회주의 민족 담론이 지배 담

론으로서 정치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면,과거 도 계열의 국가주의 ,

자유주의 민족 담론이 항담론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이

는 범사회주의 공산주의계열에 한 인 통제와 억압으로 한

178)韓春燮(1920∼1956)은 일본 동경제 경제학부를 졸업,보성 문학교 강사를

하다 고려 학교 교수로 재직하 다. 복 후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한 연구업

을 남겼다.1947년 디엘(Diehl,K.)의 ≪사회주의,공산주의,무정부의≫,1948년

<사회주의정당사론>,1950년 <무산정당의 진출>을 발표했다.한국 쟁 이후는

경제학의 재정학 연구에 치 하여 1954년 학교재 ≪재정학≫,<재정정책에

한 기 고찰>,<조세부담배분의 기본원칙>,<한센의 융이론과 재정정책에

하여>,<경제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정책>등을 발표하 다.(韓春燮,1954,≪

財政學≫,장왕사;Diehl,K.韓春燮 역,≪社 主義,共産主義,無政府主義≫,박

문출 사 참조)

179) “戰後의 世界는 二大潮流의 社 主義가 立하는 狀態를 나타내게 되었다.兩

大 立陣營에 있어서 ‘푸로 타리즘’的 西歐OO는 戰爭으로 因하여 입은 O弊를

어떻게 克服하느냐가 앞으로로의 試金石이 될 것이고 共産黨陣營으로 보면,國際

資本主義 OO하에서 그 內部 團合을 어떻게 OO하느냐에 運命이 달려 있는 것이

다.萬一에 雙方의 어느 一方이든지가 그 OO을 克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克服

하지 못한 當O偏은 물론이고, 다른 陣營에 하여서도 至大한 脅이 될 것이

다.그러므로 社 主義의 兩大陣營은 立보다도 相互OO에 努力할 것이 切實히

要請되는 바이다.(O은 원문불량)”韓春燮,1950,<無産政黨의 進出> ≪學風≫,

1950년 1월호,통권 2권 9호,을유문화사,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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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으로 인한 인 장벽으로 강력한 항담론을 형성하기 어려웠다.180)

2.한국 쟁기 ‘국민’형성

한국 쟁 직 이승만 정부는 통치운 상에서 일종의 난국에 착해있

었다.일차 으로는 정권차원에서 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운 능

력과 물 ·인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부재했다는 측면이 있고,다른 하

나로는 신생국가이기는 하나 시민사회 에 군림해있었던 식민지 료기

구와 법 구조가 아직 온존해있는데 이를 격 으로 개선할 의지와 압

력을 행사할 세력이 없었다는 이다.1950년 제헌헌법에 따라 최 의

국정감사가 시행되자 법무장 과 검찰청장은 “國務가 아닌 政務”인 감사

를 사법기 이 받을 수 없다고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

180)한 역사학자의 증언은 한국 쟁이 38선이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지식인이

이 유동 인 상황을 인식하고,아직 어느 쪽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뚜렷이 한 상

황조차 아니었음을 보여 다.“나는 본시 한민국에 그리 충성된 백성이 아니었

다.그의 해나가는 일이 일마다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 그의 되어가는 품이 아무

래도 미덥지가 않아서 언제든 한번은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오려니 하고 견하 었다…그러면 인민공화국에 해선 각별한 향념을 품었었

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다…어느 편이 올바른가 하고 마음속으로 따져보긴

하 으나 그 어느 편에 좇아서도 보다 더 출세해보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품어

본 일이 없으므로”김성칠,1993,≪한 사학자의 6.25일기 역사 앞에서≫,창작과

비평사,211∼212쪽.반면 쟁와 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여 다.“백성들의

한민국에 한 충성심이 오늘날과 같이 불타오른 건 일 없었을 겁니다.인민

공화국 백성이 되어보고 모두들 한민국을 리게 그리워하거든요…잃어진

한민국에 한 그리움에서랄지, 는 동족상잔의 내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의

집과 재산을 불태워버리게 하고 이런 죽을 고비로 몰아넣은 인민공화국에 한

반발심에서랄지…어느 한 사람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목청을 돋우면 아무

것도 거리낄 것 없다는 듯이 모두들 따라 합창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통곡으로 변

한다거든요.”(김성칠,윗책,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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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1) 국정감사에서 재정의 방만함,인사의 무원칙함 등이 언론을 통

해 공개됨으로써 비 을 받는 상황이었고,182)제헌 기부터 있었던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논의가 정치계·학계·언론계에서 제기되고 있었다.183)국

민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승만정부의 정치 경제 이념 난국이

변되는 것은 150억 달러의 비로 2백만 이상의 희생을 치른 한국 쟁을

통해서 다.

한국 쟁 발발이후 1950년 7월 북한군이 서울을 령하고 있을 당시

시의 사회단체들 하나로 朝鮮學術院이 복원되었다.184)1945년 朝鮮

181)사법기구가 국정감사를 거부한 사태는 일본에서도 벌어졌다.법무장 은 “ 통

령의 결재”가 나면 감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國政監査拒否問題化 法務長官 檢

察總長 罷免建議 可決>≪동아일보≫ 1950년 1월 22일자.<罷免建議處理注目 法

務側 國家機密監査 不可論 持>≪동아일보≫ 1950년 1월 26일자.행정부에

한 탄핵소추권을 입법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그만큼 군림하는 사법조직과 의

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탄핵재 법 통과 ‘헌 법안’가결로> ≪동아일보≫

1950년 1월 31일자.

182)<國政監査無軌道 浪費指摘 豫算外 支出 五十一 >≪동아일보≫ 1950년 3월 1

일자; <各部長官 失策許多 情實人事하고>≪경향신문≫ 1950년 3월 3일자;<赤

子五百 차 改善될터 新經濟策 樹立 >≪경향신문≫ 1950년 3월 4일자.

183)<波瀾內包한 國政監査> ≪경향신문≫ 1950년 2월 28일자;<“멍군”못부르는

정부> ≪경향신문≫ 1950년 3월 4일자.최 의 국정감사는 국내외에 “센세이슌”

을 일으키며 1950년 2월 28일에 개시되었다.愼道晟,<改憲의 必要性,國政監査結

果를 보고 國政의 腐敗尤甚,無計化‧浪費‧散漫의 연속>≪동아일보≫ 1950년 3월

6일자.

184)이때 변화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장 白南雲

원장 리(임시제도)李丙燾

부 원장 金良瑕

서기장 李 鈞(임시)

서기국 원 許 逵 金桂淑 石宙明 愼道晟 白南敎

원 姜鋌鐸 李升基 安東赫 李泰圭 金晟鎭 崔允植 金魯洙



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74-

學術院 회원은 모두 42명이었는데,1950년 시의 朝鮮學術院은 46명으

로 등록되어있다. 한 1945년 당시의 창립취지문은 그 로이나 規章에

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회에 정기 외에 임시 회를 구성하여 “有資格

十分一 以上의 요구가 있을 시와 원회가 필요로 認할 시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는 조항이 새로이 들어가 있다.185)구성에 있어서도 朝鮮

學術院회원이었다가 1950년 쟁기 朝鮮學術院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김동일,김우평,김 연,박문규,박승만,이강국,이순탁,이양

하,윤일 ,정문기,김O원(원문 훼손),최용달,최 배가 있다.여기에는

부흥부장 을 지낸 김우평이나 법무부장 김 연처럼 단정에 참여한 경

우,이강국,이순탁처럼 좌 계열이었다가 단정에 참여한 경우들도 있다.

반면 시의 朝鮮學術院에 새로이 등록된 사람은 17명으로 김상기,김일

출,나세진,명계완,朴鍾鴻,백남교,석주명,愼道晟,유응호,우장춘,이

명선,이병기,이병남,이정복, 풍진,조복성,최재 등이다.유응호,이

병남 등은 쟁이 이나 쟁 월북한 인사들이 새로이 포함되어 있

다.186)白南雲,박극채,계응상,도상록,이승기 등은 한국 쟁이

쟁 에 월북한 회원들이고,강정택,도 섭 등은 쟁 납북된 사람들

趙伯顯 金鳳集 金浩植 李源喆 都逢涉 尹日善 崔景烈 崔浩英 朴東吉

趙廣河 羅世振 崔在緯 李明善 申南徹 李秉岐 朴克采 都相祿 趙福成

田豊鎭 金一出 柳應浩 明桂完 李正馥 朴鍾鴻 金庠基 禹長春 尹行重

金 源 李炳南 桂應祥 金O遠(원문 훼손)

오제도 편,1990,<朝鮮學術院>,≪1950.9서울 臨時人民委員 政黨社 團體登

綴≫,한국보안교육 회.1507∼1525쪽.서울시임시인 원장 이승엽 앞으로

등록된 것이다.

185)오제도 편,윗책,1516쪽.반면 朝鮮學術院의 규장에는 “제14조 본원의 총회는

연1회로 하고 기타 회합은 수시로 차를 개최함.단 총회는 회원의 삼분지 일이

상의 출석을 요함”으로 되어있다.朝鮮學術院,앞책,

186) 시 학술원회원의 인 사항과 경력에 해서는 부표 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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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87) 창립취지서에서 보이듯이 시에 북한군 인민 원회치하에서

구성된 사회단체라는 을 고려한다하더라도,1949년 북한에서 내각 결

정에 의해 설립된 ‘정치 경제 아카데미야’에 비해서는 정부차원의 기구라

기보다는 상 으로 지식인들의 사회단체 성격이 강했지만, 세의

변화로 남한사회에 어떤 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체 활동을 남기지는

못했다.

쟁기의 남한 지식인단체가 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시임시수도 부

산으로의 移轉 이후라 할 수 있다. 쟁은 에게는 어느 한쪽의 ‘국

민’정체성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상황을 의미했고,선

택을 한 엘리트 지식인들에게는 ‘국민’을 어느 한쪽의 주체로 형성시키는

것이 그들의 이념 이고 략 인 기획이 되는 것이다.

1950년 11월 2일 이승만정부는 “학원내의 불순한 사상경향을 조속히

정화하는 견지”에서 “부역행 를 하지 않은”교수진을 총동원한 종합

학 성격의 “ 학연합체를 설립”한다고 발표하 다.188)1950년 12월 24일

부터 이기붕 서울시장의 소개권고로 30일에는 서울시민의 약 40%가 소

개하 고,1951년 1월 4일 부산으로 환도한 때에는 정부기구 뿐만 아니

라 교육기 들도 옮겨졌다.189) 시연합 학은 부산에서 1951년 2월 18

187)강정택의 이름은 강정탁으로 표기되어 있고 회원의 씨명도 가나다순으로 일률

으로 기록되지 않는 등 회원 원이 자발 의사에 의해 참여하고 구성되었지

의심할 만한 들이 있다.해방직후 朝鮮學術院은 일지를 어 창립과정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 으나 시 朝鮮學術院은 이승엽 서울시인민 원회 원

장 앞으로 제출한 보고서만이 남아있다.

188)≪동아일보≫ 1951년 11월 3일자.문교 당국은 한국 쟁 직 서울시내에 31개

의 공사립 학을 망라하여 법정,경상,이학,공학,의학,농학,문학 등의 7개학부

와 가정학과,신학과를 포함한 단일연합 학을 설립키로 하고 학부 학과별 분

과 원회를 개최하여 교수과목 시간표를 작성하기로 하 다.다만 수용학생은 공

사립을 막론하고 학부에 이 있으면 모두 수용하지만,“부역행 를 하지 않은

자”로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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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야 개강할 수 있었고190),동년 5월 4일에는 시연합 학의 운 등

에 한 ‘大學敎育에 한 戰時 特別措置令’이 공포되었다.191)이미 부산

에는 부산 학과 동아 학이 있었는데,국립서울 학교,연희 학교,고

려 학교,이화 학,조선 학,단국 학, 구사범 학,여자의과 학을

합친 시연합 학이 개강했으며,갑자기 부산에는 피난민들과 지식인들,

학생들이 한 곳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고 1951년 12월 재 시연합

학 학생 등록수는 부산 4,268명으로 총 등록학생수 6,455명 66%가 몰

려있었다.192)좁은 지역에 함께 몰리게 된 지식인들의 각종 학회,연구소

189)1950년 당시 고등교육기 은 총 42개, 학교는 4교,단과 학 30교,신학교 사

범학교 등이 8교 는데,이 서울 가 교원수 391명,학생수 7,751명,동국 학이

학생수 1,800명(71),단국 학 1,433명(54),고려 학교 1,413명(81),조선 학

1,283명(49),성균 학 1,220명(18),연희 학교 1,023명(55),국민 학 1,001명

(40)정치 학 827명(39), 앙 학 792명(53),이화여자 학교 758명(120)정치

학 827명(39),홍익 학 614명(42),한국 학 610명(60)순이었다( 호 안은 교원

수임).총 교원 수는 2,052명,총학생수는 29,218명이었다.박상만,1959,≪한국교

육사 하권≫, 한교육연합회,71∼73쪽.국민 학은 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

학설립기성회를 통해 1946년 9월 설립되었고,단국 학은 신익희의 한독당 탈당

후 국민 학과 결별한 장형이 1947년 11월 설립한 것이다.이들 해외 독립운동가

들이 세운 학들이 국민 ,단국 ,국학 ,신흥 학 등이었는데 1950년당시 학

생수에 있어서는 일제시기 이래 기성 학,국립서울 학교와 문학교에서 학

으로 개편한 고려 ,연세 ,이화여 등에 못지 않은 학생수를 확보했다.한국

쟁 발발 후인 1950년 11월 재 학 내 교실 1,750개 1,540개(건평으로

52,500평 46,200평)이,사범학교 교실 955개 592개(건평 28,600 16,234평)

가 괴되었다.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 ,1951,≪韓國戰亂一年誌≫,大韓民國國防

部政訓局戰史編纂 ,D18쪽.

190)≪동아일보≫ 1951년 2월 18일자.연합 학은 문학부,이공학부,의약학부,농수

산학부,법정경상학부, 술학부,체육과,가사과로 편성되었고 학부별 합동수업이

실시되었다.

191)<文敎部令 제19호 大學敎育에 한 戰時 特別措置令>≪官報≫,1951년 5월 4

일자.

192)다른 지역 시연합 학으로는 377명, 북 1,283명, 주 527명이 등록하

다.≪동아일보≫ 1951년 12월 24일자.문교부는 1952년 3월부터 시연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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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생기고 부족한 물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층이 몰린 만큼 동인지나 문

지 외에도 지식인 상 잡지들과 종합지들이 발간되었다.193)한 국문

학자는 다음과 같이 부산시 지식인동향을 증언하 다.

釜山避難生活에서 學界는 變貌하기 시작했다.戰亂에 學界는 沈滯하리라

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와 정반 로 發展하고만것이다.이제야 思想戰도 국내에

서는 없어지고 異質的인 警戒分子도 없고 하여 團結할 수 있고 한 목표로 안심

하고 前進할 수 있었던 것194)

李崇寧은 시부산에서 한국 쟁이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특

히 “이질 인 분자”없이 “단결”할 수 있고 “한 목표”로 진할 수 있었

다고 표 하 다.그는 당시 학계의 상황에 해서 우선 쟁임을 고려

을 해산하고 학생을 원교로 복귀하고자 하 으나 1953년까지 3월까지도 서울데

복귀하지 못한 학들이 있어서 오히려 서울 학교 등은 부산에 본교를,서울에

분교를 두어 서울시내 학생들에게 청강을 허용할 정도 다.≪동아일보≫ 1952년

3월 27일자;≪경향신문≫ 1953년 3월 8일자.

193)부산에서 한국 쟁 발간된 교양 잡지들과 시기,발행인은 다음과 같다.≪역

사학보≫(홍이섭,수도문화사);≪戰時科學≫(김동일편, 시과학연구소);≪자유

평론≫(김도연,구국총력연맹);≪法政≫(김재천,법정사);≪신생공론≫ (김우 ,

신생공론사);≪희망≫(김종완,희망사);≪자유세계≫(조병옥,홍문사);≪新天地

≫(박종화,서울사);≪신사조≫(김후근,신사조사);≪청조다이제스트≫(박

청조사);≪수도평론≫(변우경,수도평론사)그 외 ≪신태양≫,≪여성계≫,≪문

학과 술≫,≪민 공론≫,≪소년세계≫,≪ 앙평론≫ 등이 있었다.(김민환,

1996,≪한국언론사≫,사회비평사,423∼424쪽)약 30여종의 잡지들이 발간되었

으나 이 에 창간호 이상 발행한 잡지들은 서울신문을 배경으로 한 ≪新天地≫,

국방부 정훈국에서 지원한 ≪戰線文學≫,조병옥이 후원한 ≪자유세계≫,그 외

≪문화창조≫,≪문학 술≫,≪희망≫ 등이 있었을 뿐이었다(한국잡지 회,1972,

≪한국잡지총람≫,한국잡지 회,97∼98쪽).그 외 ≪思想≫이 4호까지,≪戰時科

學≫이 2호까지 발간되었다.

194)李崇寧,<文化十年 史-학술,신진학자의 진출>,≪경향신문≫,1958년 8월 1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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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상 으로 학계가 활발하게 움직 고 무엇보다 이념 으로 보다

동질 인 분 기가 조성되었다고 회고한 것이다.195)

임시 수도 부산에서 단정수립직후와 달리 지식인들의 결사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196),한국 쟁 학회나 친목모임을 넘어서서 ‘아래로

부터의 국민화’라는 에서 추진된 지식인 결사단체로 1951년 시에

부산에서 형성된 ‘戰時科學硏究所’를 꼽을 수 있다.이 단체는 자발 인

민간인 지식인 단체로서 기 지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조직을

구성하 는데,197) 시과학연구소의 원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창립 원

金東一 兪鎭午 高光萬 안동 方鍾鉉 尹日善 金基錫 李廷紀 조백 李

崇寧 李載坤 李建鎬 풍진 趙東弼 崔基喆 崔虎鎭 崔允植 李丙燾 김상

195)李崇寧은 사변까지 학계활동은 1)해방 기성인물이 그 로 세력이 유지되고

신진학자가 거의 없으며 2)해방 의 연구가 부분으로 유의 단행본 간행도

일제시 구상 연구가 부분이고 3)“경제 빈곤과 불안으로 는 사상 으로

정신과 시간의 낭비를 하게 되어 정상 인 활동이 억지된 것은 사실이고 신국면

개척의 의욕이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다.창의가 고 의욕과 실질이 부합되지 못

한 시 ”라고 회고하 다.李崇寧,윗 ,≪경향신문≫,1958년 8월 12일자.

196)“해방 후 한국 쟁의 시기까지는 학창생활이 란 기로 인해 피폐하고 공백

상태 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

르겠습니다만 정치학자들이 결사 조직화되는 상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었습

니다.학원은 국 안을 반 하는 정치 인 분규에 완 히 휘말려 있었지요.진지

한 학문 연구는 빈약했습니다.( 략)그러다가 학구 인 분 기가 싹트기 시작

한 것은 쟁 후기에 어들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쟁 후기에 들어서면

주요한 학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서울 는 부산의 신동에 가교사를

설치해서 강의를 했고 동국 는 앙동 사찰에 교사를 만들었습니다.그 외 주요

학들이 모두 부산 등으로 피난을 가서 강좌를 열 습니다.”김운태,<1950년

∼1960년 한국정치학>,≪韓國政治學 五十年史≫,한국정치학회,370쪽.

197)“ 쟁수행에 과학인의 힘을 기어코 ” 시과학연구소가 창립되었고 기 지 ≪

시과학≫ 창간호가 발간됨을 알리고 있다.< 시과학연구소발족> ≪동아일보

≫ 1951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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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卞鴻圭 李昇院 李濟九 조 하 朱碩均

소장 김동일

부소장 金基錫

인문과학연구부 책임 원 金基錫

자연과학연구부 책임 원 최윤식

사무처장 趙奎東

총무부 책임 원 金日男

기획부 책임 원 韓旺均

도서출 부 책임 원 朴益洙

운 원회

인문과학 연구 원

方鍾鉉 愼道晟 崔文煥 李鎭淑 高光萬 張翼鳳 姜尙雲 朴一慶 李相伯 宋

志英 金濟玉 洪鳳珍 李建鎬 李丙燾 金庠基 金成植 조규동 皮千得 高承

濟 徐任壽 李崇寧 변홍규 金曾漢 韓春燮 李萬甲 王學洙 김계숙 韓鍵洙

金秉和 金聲近 최호진 (補)兪鎭午 조동필 金基錫 주석균(자연과학 원

생략)198)

추가 연구 원

朴鍾鴻 張宗源 蔡菅錫 趙義卨 李鍾雨 朴相鉉 邊時敏 元泰常 金錫穆 朱

世中 鄭秉學 李鍾洙 金成植( 복)任晳宰 林應極199)

시과학연구소는 “ 쟁 수행상 긴 한 해명이 요구되는 제 문제

쟁과정에 나타나는 제사상에 한 과학 연구에 진력함으로서 조국통

일과 자유세계의 문화향상에 극 기여함”을 목 으로 하 다.200)강조

된 성원들은 후에 文化保護法에 따라 구성되는 학술원의 성원들이 된 사

람들인데,그 만큼 이 연구소에서 모 던 인물들이 당 학계의 주요 인

198) 시과학연구소,1951,<학자소식>,≪戰時科學≫ 1,92쪽.

199) 시과학연구소,1951,< 시과학연구소 소개>,≪戰時科學≫ 2,110쪽.강조된

성원은 1954년 학술원 회원이 된 사람들이다.

200)< 시과학연구소 규약>,윗책,부록.



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80-

물들이었다.201)이들은 규약에서 “자유세계”입장에서 쟁 수행에 기여

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쟁이 개인에 해서 하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

하고 있었다. 쟁은 개인의 자아를 각성시켜서 개인이 ‘민족’내지 ‘국

민’에 의존하고 있음을 자각시키고 이들을 민족,국민 주체로 형성시킨

다는 것이다.

戰爭은 民族 내지 國民에 해서 否定을 매개 삼는 民族的 내지 國民的 自

覺을 일으키는 것이다.戰爭 는 쟁이 切迫하여 民族 내지 國民의 存在가

危殆할 때 사람은 가장 실히 日常 無反省的 自明的으로 享樂 所有하고 있었

던 民族文化 내지 國民文化가 어떠한 特質價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自

我에 해서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비로서 진지진심으로 反省함과

동시에 自我가 여하히 民族 내지 國民的 普遍 에 配 依存하고 있는가 民

族 내지 國家를 擁護하는 것이 즉 自我의 根底를 擁護하는 所以이라는 結

果에 到達하는 것이다.202)(강조는 인용자)

일상 이고 ‘무반성 인’개인이 쟁을 통해서 ‘민족’과 “국민 보편

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자각하고,“민족과 국가를 옹호하는 것”이 자아

를 옹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주목할 은 그는 “민족 내

지 국민”“민족 내지 국가”“민족문화 내지 국민문화”라 하여,‘민족’과

‘국민’‘국가’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여기서 다

른 논자들은 더 나아가 민족보다 ‘국가,국민’의 우 성이나 ‘국민’그 자

체를 강조하기도 하 다.

이들의 기 지 ≪戰時科學≫은 2호밖에 출간되지 못했는데,1호의 첫

기사는 부통령비서 이 된 愼道晟203)의 <민주정치의 원 고찰>이며

201) 시과학연구소 회원의 경력과 인 사항에 해서는 부표 참조.

202)卞時敏,1951,<戰爭理論의 展開>,≪戰時科學≫ 2, 시과학연구소,13쪽.

203)愼道晟(1918∼1999)은 법학자,정치인.경남 거창 출신으로 목포공립보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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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의 첫 은 金基錫의 <민족 과 국가 >이 다. 자는 국민의 동질

성에 장애가 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그리고 후자는 민족

에 있는 “국민 체가 참가하는 가족공동체로서 국가”를 설명한 이

다.204)이들은 시라는 비상 상황에서 모인 지식인모임으로서 공산측이

아닌 “자유세계”의 입장에서 “ 쟁수행”을 한 국민 주체의 형성과

국가에의 참여를 주된 심사 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한 쟁에도

직간 으로 참가하 다.205)

≪戰時科學≫의 주요필진은 부소장이었던 서울 사 철학자 金基錫,

서울 정치학과 교수 다가 부통령비서 이 된 愼道晟,사회학자 卞時

敏,의학자 尹日善,국사학자 李丙燾,생물학자 강 선 등이었는데 1900

년 생이 주축을 이루고 지역 으로는 서울·경기 지역 출신들이 가장 많

앙고등학교를 거쳐 1935년 일본 좌가고등학교‧1941년 토쿄제 정치학과를 졸

업,1945년 연희 문 조교수로 부임하 다.1951년 김성수 부통령 비서 ,1952

년 동아일보 논설 원,1954년 한민국학술원 회원(법학)이 되었다.1954년 민주

국민당으로 제3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1955년 진보당 결성 발기취지문 강령

정책 작성 등에 간여했다고 알려졌다.1959년 제7 경상남도 도지사를 역임

3.15부정선거 사건과 김주열 사망사건에 연루,4.19 명후 구속되었다. 구 학

장,행정개 원회 원,한국통일문제연구소 이사 등으로 재직,1974년 국토통

일원장 으로 선출되었다.신도성,1952,≪民主政治의 基礎理論≫, 양출 사;

1953,≪民主主義政治學≫,풍문사;1954,≪新稿 政治學≫, 문화사;1959,≪

정치학≫,신아사;1977,≪政街의 落穗≫ 동출 사 참조.

204)자세한 내용은 1장 2 에서 후술함.≪戰時科學≫1,2호에 실린 은 다음과 같

다.愼道晟,<民主政治의 原初的 察>;최호진,<韓國經濟의 當面課題>;윤일선,

<戰時醫學論>;兪鎭午,<改憲論是非>;주석균,<韓國食糧問題의 分析>,이상 ≪

戰時科學≫1호.;金基錫,<민족 과 국가 >;卞時敏,< 쟁이론의 개>;강

선,<戰時國民營養論>;이병도,<民族正氣論>이상 ≪戰時科學≫ 2호.

205)兪鎭午는 해군본부 법무감실,李丙燾는 국방부 정훈국 사편찬회,金成植은 해

병 사편찬회,李崇寧 강 선 金庠基는 육군 본부 군수국,김동일은 국방부 병

기행정본부 고문,윤일선은 해군의무감실 고문이었다.한편 이때 愼道晟은 서울

정치학과 교수직을 사임하고 부통령비서 이 되었다.<학자소식>,≪戰時科學≫,

2호,107쪽;국방부정훈국 사편찬회,윗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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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경성제 출신들과 서울 학교 재직 교수들이 상 으로 많았

다.206)이들이 “자유세계”의 입장에 서있음을 천명하 으나 그것이 이들

지식인들이 이승만정부에 한 동일한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고

“국민/민족”형성에 을 두고 있었다.兪鎭午는 쟁 에도 정치 으

로 이승만이 극렬히 반 하는 ‘내각제개헌안’을 주장했으며,愼道晟은 ‘내

각제개헌안’을 지지하면서 일간지에 실린 이 검열로 삭제당하기도 했

다.

이승만 정부에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던 ≪戰時科學≫의

206)‘시과학연구소’창립 원들 1900년 생은 11명,1910년 생이 3명,1890년

생은 2명이며,출신지별로는 서울 경기 6, 서 5, 북 2,충남 2등이다.이들

의 생몰연 와 출신지와 아래와 같다. 시과학연구소 체 원들의 배경에는

부표(1-1)참조.

김동일(1908∼1998:평남),兪鎭午(1906∼1987:서울),안동 (1904∼2004:경기),방

종 (1905∼1952:평북),윤일선(1896∼1987:충남),金基錫(1905∼1974:평북),조백

(1900∼1994:서울), 李崇寧(1908∼1994:서울), 풍진(1909∼1992:서울), 최기철

(1910∼2002:충남), 최호진(1914∼2010:서울), 최윤식(1899∼1960:평북), 이병도

(1896∼1989:경기), 김상기(1901∼1977:북), 이제구(1911∼1986:함남) 조 하

(1906∼1967:함남),주석균(1903∼1981:평북) 1900년 생,1910년 생이 주축이

이루고 있다.2장의 ≪思想界≫의 편집 원들은 1918년생인 張俊河를 비롯,1910

년 생,1920년 생들이 주축이 되었고 서지역출신으로 해방이후 월남한 경험

자들, 서지역의 사립 기독교계통 학교 출신자들이라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다.

≪思想界≫그룹 지식인들의 지역 배경을 논한 로는 다음을 참조.김상태,

2002,≪근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

문.;김상태,2008,<1950∼1960년 반 평안도 출신 ≪思想界≫ 지식인층의

사상>,≪한국사상과 문화≫ 제45집.≪思想界≫그룹 자문 원,편집 원들의 출

신지와 생몰연 ,경력에 해서는 부표를 참조. 자가 1950년 남한사회에서

엘리트지식인들의 상층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후자는 상 으로 고 기독교

자유주의의 분 기 등을 공유한 지식인층이었다.그러나 인 계선과 이념 계

선이 정확히 구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이후 ≪思想界≫를 심으로 한 세

력으로 지식계에서 일련의 흐름을 주도하고 시나 학술원에서 보이듯이 당 의

상층 엘리트지식인과 배경에서 차이를 보 다고 할 것이다.특히 ≪思想界≫ 편

집 원들과 ≪思想界≫의 주요 집필진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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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道晟,兪鎭午 등이 쟁수행에서 긴 한 과제로 삼은 것은 이승만 정

부의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이

잡지 1호의 첫 번째 은 당시 서울 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愼道晟의

로서 ‘민주주의’에 한 이었지만 기실 내용은 어떤 국민을 세울 것인

가를 주제로 하고 있었다.그는 국민이 “동질 ”이어야만 루소(Rousseau

JeanJacques1712∼1778)의 일반의지의 실 으로서 민주주의국가가 가

능한데 이 동질 인 국민을 형성하기 한 장애물은 첫째가 경제 빈부

격차이고 두 번째가 “ 색 제국주의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루쏘의 이른바 共同意思가 이와 같은 近代的인 國家意思가 될 때 그것은

비로소 科學的인 根據를 獲得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近代 國家에 있어

서의 社 의 共同性이란 國民의 人種的 文化的 身分的 經濟的인 同質性을

意味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同質性이 確保되므로 因하여 비로서 共同의 利

益만을 追求하는 것이 모든 國民의 內在的 意思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하여 民主政治는 國民의 同質性의 基礎 에서만 成立할 수 있는 것이

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國民의 同質性이 前提되지 아니하고 國民 間에 人

種的으로 階級的으로 文化的으로 는 經濟的으로 도 히 서로 容納할

수 없는 分裂 立만이 存在하는 國家에 있어서는 民主政治는 絶 로 實

現 不可能한 것이고,만약 억지로 그것을 採用한다면 그것은 다만 多數 가

數 를 支配하기 한 欺瞞的 手段에 不過할 것이다.(강조는 인용자)207)

愼道晟은 국민의 통합성을 최우선 사항으로 꼽는데 여기서 ‘국민’은 인

종 으로,계 으로,문화 으로,경제 으로 “동질 ”이어야 한다.신

분상의 동질성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차원의 표 일 수 있으나,인종

으로 동질 이면서 동시에 계 으로도 경제 으로 동질 이라는 주장

은 그의 ‘국민’개념이 체주의 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 다.

207)愼道晟,1951,<民主政治의 根本的 察>,≪戰時科學≫, 시과학연구소,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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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인 동질성은 타인종에 해 배타 임을 제하고 있으며, 한 문

화 으로까지 동질 이지 않고 립과 분열을 일삼는 ‘국민’에게 민주정

치가 “ 실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획일 으로 ‘국민’을 호명하여 통

합력을 재고하려 함을 보여 다.여기에 더해서 그는 ‘국민’에서 ‘색 제

국주의’세력을 제외함으로써 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고시

키고 있다.

問題는 결국 새로운 ‘同質性’의 確立에 歸着하는 것이다.즉 民主政治

의 內面的인 危機는 國民의 同質性을 破壞하는 經濟的 不平等을 解消함으로

써만 免할 수 있는 것이다.둘째로 民主政治의 外面的인 危機란 民主國家

에 하여 外部로부터 가해지는 武裝 攻擊을 의한다...지 은 그(나치)보다

도 더 狂暴하고 一層 强大한 赤色 帝國主義가 民主政治에 한 脅을 날

로 加重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赤色 帝國主義는 民主國家의 內部에

浸透하여 民主政治의 病弊를 빠짐없이 利用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寧 秩序

를 攪亂하기에 全力을 다하다가,기회를 보아 직 武力 攻擊을 가함으로써

이를 崩壞시키려고 하는 것이다.208)

愼道晟이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을 형성하기 한 장애물로서 든 경제

격차는 바로 평등주의 인간 에 기반을 둔 것인데,그의 국민 즉

“동질성”을 강조하고 루소의 일반의지의 실 에 방 을 둔 인식은 국가

주의 경향성도 함께 가질 수 있음을 보여 다.그런데 여기서 그는 국

민과 련된 그의 두 번째 언 을 말미에 특히 강조했는데,국민 형성

문제에 있어서 이 “국민”의 범 에 “ 색 제국주의세력=소련=그의 괴뢰

인 북한=공산세력=비국민”하여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내각책임제 개헌

문제로 검열에 시달리기도 했지만,愼道晟은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지는

으나 ‘국민’형성을 해서 그 범 를 확정하고 국민/비국민을 갈라 국민

208)愼道晟,윗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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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질성 즉 통합을 강조했던 것이다.특히 여기서 ‘색 제국주의’의

표 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민의

기억과 감정’에 호소하여 반공,공산세력 배제를 보다 감정 으로 도덕

단을 선 하는 방식으로 표상하 다.

다른 한편 민간지식인단체인 시과학연구소와 달리 시 부산에는

통령령으로 문교부산하단체인 國民思想指 院이 구성되었다.209)국민

사상과 운동지도기구에 한 구상은 1949년부터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한 국민지도원 구상 등이 있었으나210)실제로 구성된 것은 쟁기간

으로 1951년 3월에 國民思想指 院으로 출발하 다.그러나 국정감사

와 언론에서 활동의지지 부진함과 국민지도이념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에서 질타가 이어졌고211)1952년 國民思想硏究員으로 개칭하 다.212)≪

209)國務總理秘書室,1951,<國立國民思想指 院設立案>,≪국무회의부의안철≫,국

가기록원(1951.2.6.).

210)“民族意識 增産意慾을 최고도로 앙양하기 하여 國民指 院을 개설한다”≪경

향신문≫ 1949년 2월 16일자;“민도향상과 정치 이념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회 앙총본부”에서는 “내무 사회 농림 문교 등의 각 계부와 의한 결과

”“국민운동에 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어서”“남북통일을 한 사상계몽운동”

을 개하는 “국민지도원”개설에 합의하 다.≪동아일보≫,1949년 2월 16일자.

211)“문교부가 여기에 하여 극 시책을 수립함이 없이 겨우 만연하게 국민사

상지도원이라는 일기구를 발족시킴으로서 능사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여

심히 불만을 느끼는 바이다.그 국민사상지도원이라는 기구의 운 에 있어서도

철 를 기함이 없이 아직도 사무국진용조차 정비 못하 을 뿐 아니라 문 원

의 에 하여도 리 천하에 사계의 권 를 구한다는 것보다 그 형의 범

가 국한되어 있는 감이 불무하고 그 사업으로서는 계몽 강연 정도의 고식 방법

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라면 구태여 국민사상지도원을 신설할 필요조차

없으며 그 시행기일도 연도말에 임박한 수개월동안에 국한되어있어 이는 다만

경비를 쓰기 한 행사에 그칠 따름으로 이에 한 문교당국의 성의를 의심하는

바이다”≪동아일보≫ 1952년 5월 8일자.

212)大統領秘書室,<國民思想指 院職制中개정의건( 통령령 제718호)≪官報≫ 제

772호,총무처 (19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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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想≫지 발간,≪사상총서≫ 간행,각종 강연회를 개최하여 국민계도를

목 으로 활동하다가 1956년 해체되었다.≪思想≫은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행되기 시작했는데213),애 에 張俊河가 기안하 으나 문교

부의 직속기 으로 등장한 國民思想硏究院의 자 으로 국민사상연구원의

문 원들이 주로 필진이 된 잡지 다.국민사상연구원 조직은 다음과

같다.

원장:白樂濬(문교부장 겸직)

사무국:기획과장 張俊河

문 원회 :金基錫,金斗憲,金庠基,金在俊,裵成龍,오제도,유

창돈,李丙燾,李瑄根,이태극,崔文煥,崔載喜,황산덕214)

국민사상지도원은 처음 “南北韓 통한 國民全體의 頭腦에서 獨裁的 共

産主義思想을 일소하고 自主的인 民主主義를 도입하여 國民全體를 모든

民主友邦과 呼吸을 같이하고 思 를 같이하고 生活方式을 같이하게 啓蒙

指 하여 國際的 友誼를 敦篤히 하는 동시에 新秩序建設에 積極공헌하도

록 指 ”215)하기 해서 설립되었다. 쟁 에 국민의 계몽지도를 해

설립한 것이니 만큼 반공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우방의 민주주의를 도

입 소개하는 것이 일차 과제일 것이나,주목되는 은 민주우방과 호

213)≪思想≫과 ≪思想界≫의 발간 연 주간,편집 원의 변화는 부표 참조.

(유경환,1995,<思想界 15년 소사>,≪민주혼,민족혼,자유혼≫,나남)

214)김 국,<1950년 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남 학교 사학과

석사학 논문,18-25쪽.사무국 내에 기획과와 서무과, 문 원회외에 이사가 있

었다.

215)국무총리비서실,1951,<國立國民思想指 院設立案>≪국무회의부의안철≫,국

가기록원(1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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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과 사고와 생활방식을 같게 하게 한다고 표 할 만큼 정치 이데올로

기를 생활방식 사고방식에까지 용하려했다는 이다.여기에 당연

히 그 이 의 생활방식,사고방식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국민

사상연구원의 기 지로 발간된 ≪思想≫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을 일차

과제로 하고 있었다.≪思想≫의 후원자 던 白樂濬은 “동서의 사상

을 융화시키며 고 의 사상을 통일하고,물질,정신의 사상을 귀일시켜

새로운 우리의 사상을 창조해야 할 것”216)을 꼽았고,張俊河도 “ 통사

상과 외래사상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시켜 새로운 시 정신과 국민사상

을 연구하여 보 ”217)하는 것이 목 이라고 밝혔다.이를 해서는 동서

양 사상의 실체를 정립하는 것이 일차 과제이고 사상에서는 한국의 사

상,서양의 사상,동양의 사상 등을 소개하 다.그러나 쟁 피난지

부산에서 1952년 9월부터 발간된 ≪思想≫은 심각한 종이부족에 시달리

고 11월호부터 미공보원(USIS)로부터 종이를 지 받게 되면서218)미국

에서 출간된 통령이나 반공 련 신간들을 소개하는 난이나 UN기구를

소개하는 ,민주주의에 한 기사와 스탈린비 기사 등이 증한

다.219)

國民思想硏究員의 활동에 해서 특히 愼道晟은 이승만정부에 “국가지

216)白樂濬,1952,<축사>,≪思想≫ 창간호.

217)C생,1952,<편집후기>,≪思想≫,1952년 9월 창간호,144쪽.

218)張俊河,≪돌베개≫;유경환,앞 .USIS는 용지를 공 하고 5천부 1천부를

구매해서 재정 으로 지원하고 사상지를 배포하 다.張俊河는 USIS에 목차를

번역해서 보여주었다.후지이 다 시,앞 참조.

219)정근식에 따르면 1952년까지 정부는 시사 심의 신문에 해서 공식 검열을 행

하고 있었다.그러나 잡지에 해서는 ‘공식 ’검열이 없었다.(정근식,2011,<탈

식민 냉 국가의 형성과 검열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한 몇 가지 질문

과 과제-식민지 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1945∼1952)> ≪ 동문화연구≫,

14호).미공보원 USIS의 경우 공식 검열의 권한은 없으나 쟁 다양한 형

태의 향력 행사 혹은 張俊河 스스로 자기검열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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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념”이 없음을 맹렬히 비 하 고 시의 언론들도 국가지도이념의

부재를 비 하 다.

戰爭이 勃發한지 滿二年에 가까웠으되 大韓民國의 戰爭目的을 闡明하여 우

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가르켜 일이 없고 共産主義를 克服할 만한

우리 自身의 思想的 武器로서의 民主主義의 理論體系를 確立하려는 생각 자

해본 일이 없으며…思想戰線의 指 가 될 그나마 몇사람 남어있지도 아니

하는 文化人의 保護는 皆無에 가까운 文敎 公報 當局 에 해서 國民

思想指 의 大任을 完遂할 것을 期待한다는 것은 緣木求魚格의 徒勞일 것이

다.220)

이에 한 정권의 응으로 나온 것이 후술할 1952년의 ‘文化保護法’과

이 법에 기반한 1954년의 학술원이었다.

그 외에도 구국총련연맹의 ≪자유평론≫ 등이 있었고,박기출을 회장

으로 한 ‘새한학회’등의 단체가 있었다.221)이들은 한국 쟁기 ‘국민’

주체의 형성이라는 공통된 목표아래 다양한 그룹으로 모여 있었다면,휴

이후 이념 분화를 가시 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220)愼道晟,<戰時行政의 檢討>≪동아일보≫ 1952년 5월 8일자.

221)새한학회는 1952년 11월 15일 창립되었는데,“각 학의 교슈와 민간권 자로

한 개의 종합 인 형태를 갖춘 학강좌를 매 일요일마다 개최”하고 강연회,학

국 발표 등을 하기 해 창립되었다.임원으로는 고문에 문교부장 김 린,서

울 총장 최규남,연희 학총장 김윤경,이사로 박기출,정상구 변동조,박과호,

윤흥복,이연재,여운홍 등이 있었다.≪동아일보≫ 1952년 11월 15일자;≪동아

일보≫ 1952년 12월 29일자.강연회의 강사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설의식,임진

왜란당시의 국내사정/裵成龍,유교사상이 국민경제에 미친 향/愼道晟,민주주의

해설/이선근,민주주의발달사.박기출은 부산출신으로 1934년 동경의 을 졸업하

고 1947년 민족자주연맹 앙 원,1948년 민족자주연맹경남연맹 원을,그리고

1956년 진보당가칭추진 원회 총무 원,동 원회의장단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1953년에는 국회교섭단체의원 합동정식발표회도 개최했다.≪동아일보≫ 1953년

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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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시체제기 국가주의 민족 담론

제 1 서구문명비 으로서 ‘동양론’

1952년 쟁 제정된 “ 쟁 문화인들의 보호를 한”‘文化保護

法’에 따라서222)1954년 6월 17일에 ‘한학술원’이 창립되었다.1952년

10월 문교부는 文化保護法에 따라서 ‘학술원창립 비 원’으로 외무부장

卞榮泰,국회의원 安浩相,국회의원 李在鶴,서울 총장 崔奎南, 앙

상 장 李源喆,이화여 총장 金活蘭,서울 교수 李丙燾 등 료,

학총장,학계 표,법안발의자 등을 하 고,223)이에 1953년 4월 6일

‘文化人登 令’을 통령령으로 공포하 다.224)그러나 ‘문화인등록’은 사

회 으로 ‘문화인’이 구며 그들의 역할에 해서도 비 인 논란이 제

기될 정도로 등록이 지연되었다.225)1954년에 가서야 비로소 ‘학술원’으

222)公報處,<文化保護法(법률제248호)>,≪官報≫ 제712호(1952년 8월 7일),8쪽

“文化保護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학문과 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과학자와

술가의 지 를 향상시키므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 에 공헌함을 목 으로 한

다…제5조 학술원은 左의 八十人이내의 회원으로써 구성한다.一,第七條의 科學

에 의하여 선거된 자 五十人.二,學術院의 員에 의하여 推薦된 자 二十人이

내.三,學術院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 자 十人이내.회원의 임기는 삼년으

로 한다.但 회원에 의하여 추천된 회원의 임기는 六年, 통령이 임명한 회원의

임기는 終身으로 한다.”

223)≪경향신문≫ 1952년 10월 11일자;≪동아일보≫ 1952년 10월 10일자.藝術院

의 비 원으로는 공보처장 李哲源,국회의원 金正植,文總 원장 朴鐘和,文總

부 원장 徐恒錫,숙명여 교수 蔡東鮮, 술 학음악부장 玄濟明,文總심의 원

장 都相鳳이 임명되었다.

224)法制處,<文化人登 令>,≪大統領기록물≫ (1953년 2월 1일)22467∼22475쪽;

≪동아일보≫ 1953년 3월 31일자;≪경향신문≫ 1953년 6월 7일자.

225)趙演鉉,<文化人登 問題>,≪동아일보≫,1953년 4월 5일자;<文化人의 矜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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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원하게 되었는데,학술원 회원으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모두 51명

이었다.226)그런데 학술원 개원식 당시 卞榮泰 국무총리가 독한 ‘통

령축사’와 ‘학술원 선언문’사이에는 실인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 다.

① (우리는)東洋에 처해서 四天餘年을 내려오는 文明國 民族으로 각 방면

으로 先進이 되어 禮義文明國으로 우를 받었든 것입니다.② 지나간 4,50년

동안에 우리가 다 잘못해서 나라를 잊어버리고 남의 壓制下에서 束手無策으로

날로 步하여 進展할 길이 막 지내다가,지 에 와서는 多幸이 반도이남 만

이라도 自由 建設에 기 를 세우고 南北統一을 圖 하고 있는 인데,③우리

사람들의 自來로 고유한 新發明의 기능과 지혜를 발 시켜서,지나간 반백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니227)

지성인은 타락하 는가?>,≪경향신문≫,1953년 5월 25일자.조연 은 문화인을

등록토록 한 법령이 “문화인 우 정책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존심을 무시한 경멸

정책”이라고 비 하 다.

226)학술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회장 尹日善

부회장 인문과학부 李丙燾,자연과학부 최규남

2.부장 인문과학부 金斗憲,자연과학부 조백

3.인문과학부 1분과 고형곤,朴鍾鴻,安浩相,金斗憲,金基錫,金活蘭

2분과 崔鉉培,梁柱東,李崇寧,李熙昇,李敭河,권 휘,李秉岐,金允經

3분과 金庠基,李丙燾,申奭鎬,李瑄根,趙義卨,김재원

4분과 兪鎭午,최태 ,고병국,이근칠

5분과 李相佰,申基碩,愼道晟,閔丙台

6분과 최호

진,고승제

4.자연과학부

1분과 박철재,최규남,최윤식,이태규,정태 ,김호직,강 선,손치무,박동길,이민재

2분과 안동 ,김동일,이종일, 풍진,최경렬,이균상,원태상,박하욱,최방진,이채호

3분과 이종륜,윤일선,이제구,한구동,박명진,이재춘

4분과 정문기,조백 ,우장춘,김호식, 신규,송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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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民族은 원래 文化를 존 하고 學文을 愛好하는 知性의 所有 이었

다....그러나 近世 이래 우리 사회의 跛行性과 밖으로의 물결쳐 오는 新文明과

의 渦中에서 後進社 의 文化的 思想的 混亂을 免치 못한 채 지 에까지

이르 다.( 략)③學術院의 사명은 분명한 목표의 달성을 하여 학문 실천

행동을 활발히 추진시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그러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당

면과제의 추진을 거듭 약속하여 둔다.1.우리의 過去文化와 傳統에 하여 再

批判 再檢討를 가하는 동시에 새롭고 건 한 民族文化의 再建의 지표와 실천

의 구체안을 확립한다.2.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고 독창성을 발휘하여 우리의 民

族文化뿐만 아니라 리 人類文化에 있어서의 기여 공헌이 있기를 自期한다.

3.先進 諸國의 學術院과 긴 한 연락을 取하여 우리 學界의 後進性을 克

服한다.(강조는 인용자)228)

卞榮泰가 독한 ‘축사’에는 민족이 “동양”에 처해있으며,과거 “선진문

명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자유 건설의 기 ”를 세워 매진하고 있음을 역

설하 는데 반면 ‘학술원 선언문’은 남한이 “근세 이래 우리 사회의 행

성”과 재의 “후진사회”로서 “문화 사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인식

을 보여 다.따라서 선언문은 과거문화의 “재비 과 재검토”를 첫 번째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이를 한 학문의 “자유”와

“인류문화”에의 공헌 그리고 무엇보다 후진성의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는 문명사 으로 선진 이었던 과거와 재의 자유건설을 강조하

고 있다면 후자는 근세의 행성과 재의 후진성,그리고 그 후진성의

극복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229)

227)<學術院沿革>≪大韓民國學術院 報≫ 1,大韓民國學術院,8쪽.

228)학술원 선언문,윗책,8쪽.

229)한 연구는 통과 실에 한 이러한 차이를 체로 이승만의 항일경력,학술

원회원들의 친일경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① 이박사는 우리 문화의

통이 훌륭하 던 것으로 강조하여 말하 는데,선언문은 우리 사회,우리 문화

의 후진성을 거듭 말하고 과거문화의 재비 ,재검토를 강조하 다.② 이박사는

평생 일제와 투쟁하 고 일본을 경계하 으며,외국에 오래 살았으나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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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인식에 한 이러한 차이는 1950년 남한 사회 엘리트 지식인들

사이에 두 개의 주류 담론 경향이 존재했음을 보여 다.학술원의 분

과별로 정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로 철학분과의 安浩相,金斗

憲,金基錫,문학분과의 崔鉉培,사학분과의 李丙燾 등이 동양 민족문

화 과 통에 정 인 실인식을,정치학·사회학 분과의 李相佰,경제

학의 최호진,고승제 등이 후진성에 기반한 입장에 서있었다.이 장에서

는 학술원 회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의 경향을 보여주는 지식인들의

실인식과 인간 ,그들이 지향한 민족(국가) 을 먼 논구하고자 한다.

건국실천원양성소230)강사와 시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金基錫231)

우리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본에 하여는 강한 민족 자세를 보 는데,

학술원 회원들 가운데는 일제와 력 계에 있었던 인사들이 지 않았”다.김용

섭,앞의 책,140쪽.그러나 ‘축사’에서 나타난 실인식이 이승만 개인만의 것도

아니고 학술원 회원 金基錫 金斗憲 등 철학분과 인사들이 공유한 인식이었다

는 ,오히려 이들이 일본유학시 과 일제말기 인간 ,국가 등과 상당히 유사

한 인식을 보인다는 ,후자의 후진성과 후진성 극복을 논하는 지식인들 에는

張俊河와 같은 항일학병 출신의 주도 인물이 있었다는 등 당 지식인계의

역사 담론 지형이 반 되지 않은 분석이라고 할 것이다.

230)건국실천원양성소는 김구가 과도정권 수립을 한 인재양성을 해 1947년 12

월 설립한 교육기 이었다.소장 김구,상무이사 황기성,김석길,손홍린,진승록,

安浩相,강낙원 등이었고,한국독립당 동청년단 한청년단 등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었다.金基錫은 이 건국실천원양성소의 6기 8기 강사진으로

참여했다.한시 ,2010,< 한민국임시정부와 단국 학교> ≪동양학≫ 제47집,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소,304∼316쪽.김구가 암살된 후 해체된 건국실천원양성

소를 종교의 이홍수가 이사장이 되면서 정식 학으로 발족한 홍익 가 흡수했

다.≪경향신문≫ 1949년 9월 25일자.

231)金基錫(1905∼1974)은 평북 용천(龍川)출신으로 1926년 오산 학교,1930년 일

본 早稻田(와세다) 고등사범학부 문학과,1941년 일본 東北大 철학과를 졸업

했다.1930년 오산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45년 정주 학교 교장,1947년 9

월 서울 사범 교수,1951년 서울 사범 학장,1953년 한국교육학회 회

장,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다.1960년 7월부터 1962년까지 단국 학장,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 원,1961년 9월 유네스코한국 원회 교육분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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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당 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병든 ” 다.그는 ‘남한’

사회의 ‘후진성’이나 ‘병듦’을 문제 삼기보다는 ‘ ’‘서구문명’그 자체

가 병들었다고 단하 다.

의 정치 제도는 심한 機械主義에 붙잡혓고 의 신앙과 사상은 놀라

운 形式主義에 떨어져서,이 게 하여 뒤에 문 부흥기와 18세기를 가진 오늘의

늙어빠진 는 게으르고 경박한 정신이 이것을 완 히 지배하기에 이른 것이

다... 는 복음의 빈곤이 아니고 복음 범람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의

표 도그마인 進化論,辨證法,唯物史觀,社 發展史 같은 것이 이론 성찰,

실과의 결 없이 무비 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거칠게 이해,선 ,모방,

용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232)

金基錫은 의 종교와 사상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복음은 넘쳐나지만

이론 성찰이나 실과 결 없이 무비 으로 선 될 뿐인 실을 비

하 다. 문화의 형식성과 기계성에 한 이러한 비 은 서구문명

의 특징에 한 성찰에 기 한 것이었다.철학자 李載壎233)은 제1차

이래 세계 사상을 다음과 같이 악하 다.

1961년 10월 재건국민운동 앙 원회 국민교육분과 원장,1961년 11월 문교부

종교심의회 회장,1962년 8월 문화훈장 大統領章,1962년 9월 생활과학원 원장,

1963년 4월 건국 학교 교수,1963년부터 1964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고문

을 지내며 ≪최고회의보≫에 다수의 을 실었다.1964년 10월 반공연맹 이사,

1965년 3월 학술원 인문과학부장,1967년 3월 동방아카데미원장,1971년 3월 경

남 학교 학장 학원장을 역임했다.주 노,1995,<서은 金基錫의 생애와 사

회교육사상>,≪장안 문 학 장안논총≫,제15집,568쪽 참조.

232)金基錫,1949,<現代精神의 特徵>,≪문 ≫,1949년 12월,통권 5호,

233)李載壎은 경성제 를 졸업하 고 ≪철학≫의 동인이었으며,서울 학교 철학과

교수로 ≪민족의식과 계 의식≫,≪민족문화와 세계문화≫ ≪사회학개론≫ ≪철

학개론≫ ≪철학사 ≫ ≪신고 철학개론≫ 등 다수의 책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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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倫을 상실하고 사리사욕으로 가득찬 시민사회를 넘어서 윤리에 입각하

는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구할 것인가.이 문제에 한 해답

이 세 가지 있다.그 하나는 通義的 國家를 등장시키어 국가의 普遍意志 안

에 참된 자유를 구하려고 하는 <헤에겔>의 국가 이며 제二로는 시민사회

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분석하여 사회운동 法則이 계 間의 투쟁을 격화

시키어 간다는 것은 밝이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인간해방을 필연 불가피로 하

는 무산계 의 명에 기 하고 있는 견해이다.제三으로는 과격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을 피하고 입법을 통하여 사회개량주의를 실시함

으로써 형식화한 자유를 실질 인 자유에로 탈피시키려고 英國民主主義가

밟아 온 길이다.234)

李載壎은 당 의 사상 지형이 ‘사리사욕’에 가득찬 시민사회를 극복

하는 것에 있으며,그에 한 안으로 1)헤겔식의 체주의,2)마르크

스주의,3) 국식의 민주사회주의 세 가지 경향으로 나 수 있다고 하

다.즉 당 의 이념 지형을 서구의 자유주의( 자본주의)혹은 시민

사회의 모순과 이에 한 극복으로 악한 것이다.정치학자 韓太壽235)

도 서구의 근 이념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자본주의로 악하고 서구

의 근 문명이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하 다.즉 자유와 평등을 기 로

234)李載壎,<民族의 慾求와 國家의 使命:民族 運命의 打開策>≪새벽≫ 제7권 제

1호,1960년 1월호,새벽사,135쪽

235)韓太壽는 1911년 경남진주 출생으로 연희 문 문과,1939년 일본 九州大 법문

학부 법과을 졸업했다.1946년 부산 수산 문 교수,1947년 부산 교수,1948년

앙 교수,1952년 국제학술연구원 원장,1953년부터 1955년까지 성균 정치

학과 주임교수,1955년부터 1957년까지 숙명여 정경 학장 연세 교수를

겸직했다.1958년부터 1960년까지 건국 학원장,1960년부터 1963년까지 한양

정경 학장,1964년 한양 법정 학장, 한일보 논설 원을 역임했다.한태

수,1952,≪政治思想史槪論≫,수문 ;1952,≪政治學槪論≫,개문사;1954,≪政

治讀本≫,국제학술연구원;1956,≪社 科學槪論≫,경문사(공 );1961,≪韓國政

黨史≫,신태양사;1968,≪現代韓國政治論≫,휘문출 사;1974,≪國民倫理≫,청

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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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유주의가 결국 자본주의경제의 정치 이념이 되었는데,자본주

의경제가 야기한 “불평등”의 문제에서 자유주의가 실패했음을 지 하

다.

論 에는 혹 自由主義를 讚揚하는 자가 있다.自由主義는 統制主義에

立하는 語句라 할 것이다.요컨 全體主義에 立脚한 統制가 싫다는 것이니

“나는 自由를 選擇했다”고 하는 것이 時代的 憧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그러

나 自由主義의 土臺는 個人主義인 것을 이 서는 않된다.個人의 權利와 自

由를 保障하는 것이 國家義務로 되어있는 것이 近代 民主政治 原理가 아

닌가?이러한 政治理念과 實踐 하에 이루어진 自由主義經濟가 소 資本主義

經濟인 것이다.그런데 이 資本主義經濟가 招來한 人類社 의 不平等을 自

由主義 들은 當然한 것으로 肯定하는가?이에 그들은 答辯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236)

韓太壽는 체주의에 한 반발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나 자유와 자유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 기 한 개인주의를 망

각한 것이고,그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자

유주의,자본주의경제의 이념인데 결국 자본주의경제는 사회의 불평등을

낳을 뿐이므로 향후의 지도이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법학자인 尹世

昌237)은 자유주의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인간을 고립 이고 원자

236)韓太壽,1953,≪政治思想史槪說-新政治原理의 構想≫,수문 ,3쪽,재 .(

1952년 5월 10일 수문 :부산.)

237)尹世昌(1918∼1999)은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1944년 京都帝大 법학과를 졸업,

1946년 보성 문학교 임강사,1948년까지 고려 정법 학 조교수,1948년부터

1953년까지 서울 법과 학 조교수,1953년 고려 법과 학 조교수,1957년부

터 1983년까지 동 학 교수로 재직하 다.1965년 고려 학생처장,1970년 고려

법률행정연구소 소장,1976년 고려 학원장을 역임하 다.尹世昌,1949,≪

行政法要論≫,발행자불명;1954,≪政治學槪要≫,제일문화사;1955,≪議 制度

論≫,양문사; 1957,≪行政法總論≫,신구문화사;1960,≪新憲法≫,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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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 체로만 상정함으로써 객 질서를 경시해서 국가의 부정으로

나갈 염려가 있다고 비 하 다.

自由主義는 그와 동시에 人間生活의 根本原理인 協同的 生存原理를 無視

하고,人間은 다만 自由平等의 孤立的 原子的 單位體에 지나지 않는다고만

생각한 나머지 主觀的 意思에 偏重하고 客觀的 秩序를 忘却하는 傾向을 內

包하고 있었다는 것도 否定 못 할 事實이다.…즉 自由主義는 國家의 解消化

를 意圖하고,畢竟은 國家의 否定까지도 이르게 될 念慮가 있다는 의미이

다.238)

韓太壽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제 불평등이라는 자유주의이념에

모순되는 상을 낳았다는 을 비 했다면,尹世昌은 자유주의가 인간

의 원자화를 진해서 국가의 “해소”나 “부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을 지 하고 있었다.1954년에 작된 尹世昌의 ≪政治學槪要≫는 韓太

壽의 과 달리 국가주의를 주장하거나 체주의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

다.그러나 개인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가 이 국가의 해소나 부정으로

이를 것이라는 인식 자체는 16세기 주권 국가론의 효시인 보뎅(J.

Bodin)이 논리와 유산한데,그는 아리스토텔 스의 국가 인 “행복한 생

활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갖춘 시민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국가의 무정

부상태를 가져오는 정의로 비 했다.239)이런 인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은 당 법학,정치학의 학 계보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다른 한편으

로 서양(문화)/동양(문화)혹은 선진국/후진국의 계를 립 인 계로

1976,≪英美行政法硏究≫,고려 학교 출 부 참조.

238)尹世昌,1954,≪政治學槪要≫,제일문화사,서울,83∼84쪽.

239)보뎅은 국가란 “ 이며 속 인 권력”인 주권을 수반한 “정당한 통치”로

정의하 다.서구 정치학의 주권 국가론에 해서는 서울 학교 사상연구

회 편,1986,≪이데올로기와 사회변동≫,서울 학교출 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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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韓太壽,姜尙雲240)등은 서유럽과 미국을 포함하는 서구 혹은 서양의

자본주의,자유주의 문명이 제1차 세계 을 기 으로 쇠락하고 있다

고 상정한다.이들이 서구의 몰락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자유주의 세계

의 쇠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이들은 자유주의 세계 을 지탱

했던 농업후진국과 선진공업국간의 착취 계에 의한 자본주의 세계

가 제1차 세계 을 계기로 농업후진국들이 시의 자 자족 공업화

를 달성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자유주의 세계의 몰락이 래되었

다고 인식했다.

제1차 大戰이 이러나기까지는 歐羅巴의 資本主義는 여하간에 成長의 一路

를 걸어가고 있었다.그것은 歐羅巴가 後進國을 搾取하고 있었든 까닭이다.즉

第一次 大戰前까지는 世界는 체로 공업국과 농업국으로 별할 수가 있었고

西歐羅巴와 미합 국이 前 에 속하고 기타 후진국가는 後 에 속하여 있었다.

그리하여 자의 생산품과 후자의 원료품을 교환함으로써 經濟組織이 調和되어

상당한 矛盾을 內包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發展一路를 거러가게 되었든 것이

다.제일차 에 있어서 工業國인 교 국은 공업시설을 군수공업으로 총동원하

기 때문에 수출품공업이 두 하게 되자 종래공업생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후진

농업국 인도지나 일본 남미 캐나다 등이 모다 공업생산품을 자 자족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새로운 공업시설을 건설하 기 때문에 으로 인하여 後進國家群

240)姜尙雲은 1919년생 경북 상주 생으로 본명은 姜周鎭이다.1943년 일본 주오(中

央) 학 법학과를 졸업,1945년 해방 후 월간 잡지 ≪ 신≫을 창간,주간이 되었

고 한 출 문화 회 사무국장을 역임하 다.1948년 앙 교수,1950년 ≪

KoreaTimes≫ 조사부장을 역임하고,1951년 도일,도쿄 연합군 총사령부 교육

군 탁,1952년 앙 학생 처장이 되었다.1956년 교환교수로 도미,사우스 캘

리포니아 클 어몬트(Claremont) 학원에서 정치학 연구,1957년 교육문화기

시찰,귀국 후 앙 교무처장,1964년 국회 도서 장을 역임했다.강상운,1949,

≪現代政治槪論≫,문 서림;1951,≪모스크바의 三年≫,수도문화사;1954,≪新

稿 政治學開論≫,유문사;1962,≪政黨論≫,법문사;1964,≪大統領選擧≫,탐구

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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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新功業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게 되었다…歐羅巴의 資本主義는 완 히 그

經濟組織의 調和를 喪失하게 되었으며 世界經濟도 한 萎縮하게 되었든

것241)

姜尙雲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가 내 인 불평등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도 선진/후진국 간의 착취 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

차 세계 이 까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선진/후진의 립 계는 金基錫,金斗憲과 같은 철학자

들에게 서양/동양의 문화 립으로,서구의 기계문명에 한 통의

립,혹은 서양문명의 세계 에 의문을 던져서 그것에 한 극의 방

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金基錫은 이 병든 서구문명의 근본

특징이 발 과 투쟁 에 있다고 하 다.

일체의 문화와 체제와 사상의 바닥을 흐르고 있는 근본입장이 있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發展觀과 鬪爭說이다.헤겔의 변증법은 발 의,맑스의 이

른바 과학 사회주의는 투쟁설의 거친 組織에 지나지 않는다.發展이란 究竟

무엇이냐?투쟁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 것이냐?이같은 물음은 헤겔이나 맑스의

근본 제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구라 사유의 바닥을 흐르는 발

과 투쟁설,다시 그 바닥을 흐르는 태도가 있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功利

主義다.최 다수의 최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는 義務가 아니고 幸福을,義

가 아니고 利를 究竟目標로 삼는데서 자연히 利己主義요 個人主義요 享樂主

義인 것이니 의 허다한 주의,이를테면 자유주의,개인주의,사회주의,자

본주의,공산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 같은 것은 모두 이 구라 공리주의의

表現 形態에 지나지 않는다.이 無廉恥한 功利主義가 그 자신의 도덕이라고 하

여 幸福說이란 것을 내여 세운다242)

241)姜尙雲,1950,<‘팟시즘’정치론>,≪학생과 정치≫,학생총서 제1집,선문사,

186쪽.

242)金基錫,1956,≪ 정신사≫,교우사,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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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基錫은 헤겔식의 발 사 ,마르크스의 투쟁 세계 이 결국

서구문화의 근본입장을 이루고 있으며,이 근본 인식의 변에는

‘利’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이러한

비 과 성찰의 바탕에는 비교 상이 있어야하는데,그는 ‘이’와 ‘행복’의

당개념으로서 ‘의무’와 ‘義’를 주장한다.金基錫의 이러한 날카로운 문

명 비 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서구문명에 당/ 항하는 주체로서 동

양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그는 이 서구문화에

항하는 ‘주체’로서 “동양”을 강조하 다.그에게 애 에 동양은 “역사

장소”즉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공간이면서 주체이다.

亞細亞나 歐羅巴 같은 명칭은 어떤 일정한 륙 그 일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거니와 東洋이나 西洋은 이 같은 지리상의 구획이 아니고 처음부터 歷史의

場所로서의 뜻을 가진다…그런데 歷史의 場所로서의 西洋이란 어떤 것일까.西

洋의 古代 中世 近世를 그 로 西洋의 그제 어제 오늘이라고 부르면 이

西洋의 그제 어제 오늘이 自己를 展開시키는 地域이 없어서는 안 된다243)

金基錫은 몰락하는 서양과 서양 문화에 비해서 동양과 동양문화가

그 문명의 새로운 안 존재로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 동

양문화의 정수를 인도철학에서 구하 다.그는 서양의 헬 니즘의 이성

주의와 헤 라이즘의 종교 세계 의 변증법 합일이 인도철학에서 가

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244)金斗憲,李丙燾,孔鎭恒245)등은 체로 한국

243)金基錫,1949,<現代精神의 特徵>,≪文藝≫,1949년 12월,통권 5호,제1권,

(金基錫,1956,≪現代精神史≫,바울서신사,10쪽 재수록)

244)金基錫,1950,<現代文化와 印度思想>,≪新思潮≫,1권 1호 참조.

245)孔鎭恒(1901∼1972)은 경기도 개성출신으로 와세다 학 문학과,런던 학‧

랑스 소르본 학에서 사회학을 공했다.1935년 만몽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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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계승을 주장하 다.246)

우리 民族의 精氣는 新羅 시 이래로 花郞精神에 의해여 純化되고 淨化되

었다.崇高한 花郞精神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비록 消長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民族精神에는 潛在해 내려왔다.…民族正氣를 공고히 함은 道義의 宣揚

이요,이에 반함은 不義의 惡德이다.247)

金斗憲248)은 화랑도 정신은 민족정신의 정수로서 그 계승을 주장하

으며,李丙燾와 孔鎭恒도 화랑도 정신을 통 민족 정신으로서 민족

내부의 동을 가능하게 할 정신으로서 높이 평가하 다.근 주체의

형성과정으로서 형태가 보이지 않는 ‘민족’으로 동일시하기 해서는 보

이는 형태를 지닌 것으로서 상정된 민족의 ‘통’,‘동양문화’가 호출되어

야만 했다.이 ‘통’을 통해 민족으로 동일시가 가능함으로써 주체화과

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며,이때 근 주체이지만 ‘서구 이지

않을 수 있는(혹은 그럴 수 있다고 가정된)’민족 주체를 상정할 수 있

복후 주 랑스공사,1950년 농림부장 ,1957년 농 앙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孔鎭恒,1970,≪理想鄕을 찾아서≫,孔鎭恒稀壽紀念문집간행 원회 참조.

246)李丙燾,1952,<國家와 倫理>,≪道德≫,창간호,도덕사;1952,≪국사상으로

본 우리의 指 理念≫,國民思想指 院;1956,<花郞의 血脈>,≪花郞의 血脈≫,

창간호,화랑도보 회,17쪽,21쪽;孔鎭恒,<反共精神>,윗책,35쪽.

247)金斗憲,<道義 韓國 再建論>,≪學術界≫ 1,학술계사,1958,238∼239쪽.

248)金斗憲(1903∼1981)은 윤리학자로서 남 장흥 생이다.1921년 구고등보통학

교,1929년 동경제 문학부 윤리학과를 졸업,1952년 서울 문학박사학 를 받

았다.1929년 이화여 , 앙불교혜화 문 교단에 섰으며,1945년 경성 학 문리

과 학 철학과 주임교수,195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을 역임하 다.1952년

북 총장,1960년부터 1972년까지 건국 학원장을 지냈다.1954년 학술원 종

신회원.1970년 윤리학회회장.1949년 ≪조선가족제도연구≫,1975년 ≪ 의 가

족≫,1946년 ≪윤리학개론≫,1957년 ≪도의원론≫,1960년 ≪민족원론≫,1973년

≪ 인간론≫,1976년 ≪서양윤리학사≫ 등을 술하 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편,≪민족문화 백과사 ≫ 4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628∼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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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다.

1950년 반에 동양론은 문화 구성을 넘어서 정치 주체로서 호

명되었고 서양문화를 극복할 사명에서 한국이 지도 치를 해야한다

는 입장으로 드러났다.

1950년 의 東洋은 東洋을 解放시키고 새로운 太平洋時代를 嚮 하는 東

洋史의 엄숙한 과제의 면에서 보아 1840년 의 東洋보다 한발거름도 前進

하지 못하고 있다…새로운 東洋의 이 무거운 짐을 韓國이 야 한다.東洋

을 解放시키고 太平洋時代를 嚮 해야하는 東洋史의 고귀한 명령 韓土韓

民族이 四千年 동안 고요하게 태평양 동녁기슭에 保存되어온 것이 이 때문

일 것이다.( 략)東洋을 하여 韓國이 이러날 때가 돌아온 것이다.서울

이 북경을 解放시키고 東京을 解放시키고 모스코를 解放시킬 때가 돌아

온 것이다.249)

‘세계를 구’할 동양과 ‘한국’이 호명되고 있는 것인데, 세계에서 서

양문명의 몰락과 그에 한 안 세력으로서 동양이라는 설정은 1930

년 에 등장하 던 동양론 일부와 상당히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었

다.1930년 동양론은 앞장에서 술한 로 제1차 세계 과 1929년

의 세계 공황에 처한 일본과 식민지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계몽주의 등으로 구성된 서양의 체 문명이 몰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동양의 문명을 새롭게 주목하고자하거나, 일 쟁기 새로운

타개책을 새로운 타개책을 모색했던 흐름이었다.250) 자의 동양론은 모

더니스트들이 동양의 ‘문화 인종 ’요소를 강조한 흐름과,후자의

향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시아 사회론‧경제 요소를 강조한 흐름으

로 별되는데, 자가 단정수립이후 이들 국가주의‧ 체주의 계열 지식

249)金基錫,1955,<東洋革命과 韓國의 地位(1)>,≪大學新聞≫,1955년 10월 3일자.

250)SeokwonLee,2010,앞책;히로마쓰 와타루,2003,앞책 ;정종 ,2011,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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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 이어져 서구의 자유주의‧개인주의를 넘어서는 ‘동양문화’혹은

동양을 정치 주체로 하는 동양론으로 드러난 것이다.251)

이 시기 ‘동양’이 문화 항주체일 뿐 아니라 일종의 정치 안

주체로 다시 호출되고 있었던 데는 1950년 반 식민지를 경험한 아시

아 여러 국가들의 독립이 일단락되면서 아시아와 국제정치에 한 심

이 고조되는 가운데,단독정부수립직후부터 주장되었던 태평양,아시아에

서 반공의 주체로서 남한(과 만)이라는 ‘태평양동맹’구상과도 연동된

다.252)다른 한편 해방과 특히 한국 쟁이후 ‘동양’의 호출은 인종

면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253)이러한 배경은 미국에 한 립

251)후자는 해방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아시아 이해로 경제사인식에서 잠복해 있다가

한국 쟁기에 동양의 정체성‧후진성을 강조해서 자유주의 개조,자본주의 근

화를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동양인식으로 나타나는 데 이에

해서는 3장에서 후술.

252)태평양동맹 구상에 해서는 최 호(<이승만 정부의 태평양 동맹구상과 아시

아 민족 반공 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2,1999)참조.정부 수립이후 이승

만 정권은 필리핀,장개석의 국정부와 더불어 동남아지역을 아우르는 ‘태평양’

이라는 용어를 선 하 다.이 태평양은 미국과 아시아의 반공국가들 아시아

의 공산세력이라는 구도를 통해 정권의 방 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었다.이때 이승만 정부는 국과 더불어 ‘동양의 선진’이라는 이미지를 창

조하 다.<한· 은 동양의 선진,同心同往으로 공동목표에 진>≪자유신문≫,

1949년 8월 9일자;<양국의 우호로,全동양 평화를 보장> ≪자유신문≫,1949년

1월 6일자.당시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방 군의 령 하에 있었고 국은 만으

로 옮겨온 상황을 반 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미국 측은 재정문제를 빌미로 이

태평양동맹을 거 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반까지 이승만 정부

친정부 지식인들은 ‘태평양’구도를 버리지 않았다.

253)한국 쟁 발발이후 다수의 한국인들이 서양인,그 에서도 미국인과 직 으

로 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인종 충격이면서 동시에 문화 인 차이

에 한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었다.일제 식민지사회에서 서양,서구와의 면은

지식인 일부의 유학,외유 경험이나 는 들의 화,잡지 등 매체 소비

에 따른 이미지로서의 간 인 것이 부분이었다.1920년 30년 모던 걸,모

던 보이,막스 걸,막스 보이에서 보이듯 서구 문화를 동경하여 모방·소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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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으로 드러나거나254)서구에 한 우월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255)

동양사학자인 鄭在覺도 동양이 서양과 다른 공통의 문화를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를 비 하며 동질 인 것으로서 ‘동양이라는 주체’를 세우고

자 했다.그는 2차세계 후 동양이 서양에 하여 독립을 성취하거나

민족운동을 개한 것이 동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증거라고 주장하

다.

 

2차 大戰 後의 東洋의 現實은 東洋이 西洋에 하여 自身의 力量을 意

識하고 일제히 蹶起하여 獨立을 戰取하 거나 는 治熱한 民族運動을 개하

1940년 처럼 태평양 쟁을 시작한 일제의 정치 선 에서 등장한 격멸해야할

상으로서 ‘미제국’이라는 추상 개심에 따른 이미지가 뒤섞인 것이지만 실

제 이라기보다 이미지화된 면이었다.(유선 ,2005,<황색식민지의 서양 화

람과 소비실천,1934-1942>,언론과 사회, 호 13원 2호;<육체의 근 화:할리

우드 모더니티의 각인>,문화과학 24호;YoosunYoung,2001,“Embodimentof

AmericanmodernityincolonialKorea”,inter-AsiaCulturalStudies,Volume2,

Number3) 반면 해방 후 미군의 령은 한국인들이 경험한 직 이고 면

인 면이었다.미군정기 주둔한 제 24군단 미군은 약 70,000명 정도 고 1949년

6월 29일 500명의 주한미군군사고문단만이 남아있지만 한국 쟁 최 주둔

미군은 32만 명으로 쟁을 계기로 주일미군의 수를 역 할 정도 다.1953년 32

만 5천명,54년 3월 철수를 시작하여 1955년 8만 5천명,1957년에도 미육군 1군

단 산하 2사단,7사단 약 7만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다.서울新聞社 編著,1979,

≪駐韓美軍 30年 :1945∼1978年≫,杏林出版社.

254)“하지 장 자신이 韓國의 自治能力을 의심한 모양이고 美國務省에서도 당시 이

문제로 토론을 거듭했다고 하니 이러한 가소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韓國建國

十年史는 이 모든 美國의 실책의 좋은 반성할 자료가 될 것이다”姜尙雲,1958,

<先見之明없는 失策의 連續-蔑視와 沒理解했던 韓政策> ≪新太陽≫,신태양

사,1958년 9월호,191쪽.

255)“즉 ‘現代戰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思想戰과 經濟戰에 總力을 集中해야한다.武

力은 이러한 모든 手段을 通한 다음에 後的으로 不可避한 條件下에서만 使用

해야하는 것이다.’그러나 西歐人이 오늘날 到達한 이러한 戰爭에 한 見解는 東

洋에 있어서는 이미 二千年前에 普遍化된 事實이 던 것”李瑄根,1953,<國防의

方向과 强化策>,≪新天地≫,서울신문사,1953년 11월호,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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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서 完全獨立에의 行進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하나의 뚜렷한 東洋으로서

의 共通現象이며 이 共通現象이야말로 東洋이 그 運命共同體로서의 課題를

發見하고 있는 證左이다.256)

鄭在覺은 “사실 동양이 때가 오면 스스로 근 화, 명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며 그 증거를 “동학란,태평천국의 난,명치유신”에서

찾은 후,‘동양 停滯性’론이 무 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양을 미국이

라는 자본주의 서양세력과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서양세력에 항하는 존

재로서 악하 다.

東洋을 구히 規定한 듯이 보이던 이르는 바 [停滯]가 決潰하여 하나의

奔流를 形成하는 東洋思想 劃期的인 局面에 우리가 直面하고 있음을 意味한

다.물론 이러한 東洋의 분류를 다시 統制하려는 西洋의 勢力이 완 히 사라

진 것은 아니다.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美國을 代表로 하는 西洋産의 資本

主義勢力과 쏘련을 中心으로 하는 역시 西洋産의 共産主義勢力이라는 二代勢

力으로 凝結하여 前古未曾有의 脅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前 는 쏘련을 새

로운 獨裁主義 팟시즘의 本山으로 看破하여 假想敵國으로 指目할 때 東洋은

弗만 주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며 後 도 美國

이 네오 팟시즘의 中心地이며 東洋各國의 民族主義쯤은 反美運動의 一環으로

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이러한 現實政治의 計算上에

서서 서로 拮抗하고 있는 西洋의 힘의 立 속에 東洋은 바야흐로 그 길을 定

하려는 것이다.257)

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국 모두를 ‘서양’으로 지양하고,이에 립

인 존재로 동양각국을 상정하고 있다.미국이나 소련과 다르다는 자의식

에 기반해서 스스로를 이들과 다른 동양의 일원으로 재발견하고 있는 것

256)鄭在覺,1957,<東洋의 再發見,東洋의 歷史的 現實>,≪思想界≫,1957년 8월

호 통권 49호,282쪽

257)鄭在覺,윗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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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그 배경에는 이들 민족주의의 연 ·종족 ·문화 요소가 작동하

고 있었다.이들은 서구와 역사 속에서 불평등한 계에 착목하여 그 ‘식

민성’을 강조하고 ‘민족 주체성’을 고양하고자 했으나,다른 한편으로

내 통합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로서 내부의 민주주의 요구와 유리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258)

1956년 반기를 달군 일간지 상의 “동양문화논 ”은 1950년 에 상충

되는 두 개의 동양담론과 인식이 있음을 보여 다.259)이 동양문화논

은 “서구화가 곧 화”라고 주장하는 사회학자 李相佰260)에 반발해서

‘동양문화의 실체성’과 ‘서양문명에 한 안성’을 주장한 동양철학자인

유정기261)간의 논쟁이었다.실체로서의 ‘동양문화’론에 해서 보편 인

서구화를 비시켰던 이 논 은 수개월간 신문지상을 달구었는데,1950

258)金基錫과 鄭在覺은 각기 5.16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고문 박정희정부의

여론자문기구역할을 했던 수요회의 성원으로 활동하 다.

259)李相佰,1956,<東洋文化와 西洋文化>,≪조선일보≫ 1956년 1월 7일∼9일자;

≪경향신문≫ 1956년 6월 17일자;≪경향신문≫ 1956년 6월 18일자;≪경향신문

≫,1956년 6월 19일자;≪경향신문≫,1956년 6월 20일자;손세일,≪한국논쟁사

≫,청람문화사,1978,162∼199쪽.

260)“ 일의 우리는 의 세계문화 즉 과학문화라는 것을 기 로 한 경제조직 사

회조직의 에 서있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일반으로 화하고 있다. 이 길

을 남보다 맹진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과 사회를 발 시키는 방도이다.그러기에

일의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이 문화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발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그러한 의미로 우리와 서양과는 문화 으로 크게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들의 문화 활동은 세계사상의 활동인 것이다.우리는

동양문화의 쇠미하여감을 우려할 것만이 아니라 소 서양문화 즉 문화에

미 함을 한탄하여야 할 것이다.”李相佰,1956,<東洋文化와 西洋文化>,≪조선

일보≫ 1956년 1월 7일

261)“과학 이라는 것은 오직 동양 인 것을 말살함에만 필요한 과학인 것이요…

동양문화를 말살하던 근 이상은 이미 세기에 속하는 구사상이라 장래의 세계

를 선도하는 사상은 동양문화에서만 생명을 구하는 것”≪경향신문≫ 1956

년 6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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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반 남한 지식인들의 실인식의 차이와 발 방향이 차이를 드러

내주는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동양문화논 ’은 동양 혹은

통의 실체란 있는 것인가,있다면 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근

는 통을 거부하는 것인가 서구화 그 자체가 근 화인가라는 물음을 둘

러싼 두 개의 철학 입장과 인식이 치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례

다.

서구의 근 화와 국민형성과정에서 통은 ‘근 ’에 반하는 것으로 버

리고 극복해야할 상이거나,국민형성을 해 ‘발견’되거나 창조되어야

할 상이었다.이 두 입장은 한 국가 안에서도 무엇을 통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역사 시기마다 그리고 당 의 세력 간의 지형에 따

라 끊임없이 규정되는 담론 상 의 하나 다.그러나 서구에서 통

을 둘러싼 논쟁이 ‘통-근 ’라는 시간성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

다.후발공업국이었던 독일조차 랑스의 쟁에서 승리/패배, 국의 선

진성에 한 항으로서 특수한 독일의 통이라는 역사주의를 창안했지

만,계몽주의를 통한 유사한 근 성을 경험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서

양 그 지 않은 동양이라는 분할이 내재해있지는 않았다.균질 이라

고 ‘규정’된 근 에서로부터 거리가 있던 ‘동양’에서 근 국가의 수립,근

화와 국민형성의 시기에 ‘통’은 시간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양/서

양’이라는 공간성에 한 질문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근 ’는

서양 인 것인가?근 화는 서구화인가라는 ‘통/근 ’의 분할에 ‘동양/

서양’의 분할이 첩되었다.시간성의 문제가 공간성의 문제로 제기되었

고 이것이 국민형성기인 1950년 반에 동양문화논쟁이 제기된 이념

내 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체주의 ‧인격주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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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학술원 창립 비 원이었고 1954년 학술원 창립당시 국무총리

로서 통령 축사를 독했던 卞榮泰는 청년기에 이회 을 따라 만주 통

화 의 신흥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그곳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해방후 고

려 학교 교수,제3 외무부장 을 역임한 인물이다.262)그는 卞榮晩,

卞榮魯 형제와 더불어 당송팔 가에 빗 어 당 의 ‘三 ’로 불릴 정도로

기재로 이름이 높았고,청빈하고 겸손한 인물이었다고 한다.263)서울

상과 학 재직시 卞榮泰는 평등을 강조한 자신의 인간 을 ‘범용인’으

로 표 하 다.

무릇 사람이며 나면서 가지고 있는 共同人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 공약수로 줘도 좋을 인간을 의미한다.범용인 아닌 인간이

없다…하늘 에는 凡庸人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사람으로서는 데어 놓을 수

없는,빼버릴래야 빼버릴 수 없는 이 범용인의 키가 높을 로 높은 고로 모든 인

간은 이 에서 평등이다.지 의 높낮이,부귀빈천,유명무명은 차등을 짓는다면

이 凡庸人이란 거인의 키에 비해서 겨우 한 치의 몇 만분지일에 불과할 것이

다…모든 종교는 凡庸人을 상 로 하는 것이다.凡庸人을 신화하는 것이다264)

262)卞榮泰(1892∼1969)는 1905년 보성 학교 재학시 을사조약 후 상동교회에서

이회 의 지도를 받았고 이회 이 독립운동을 해 만주로 이주하자 19세에 만

주로 가서 1912년 만주 통화 新 學校의 제1회 졸업생이 되었고 1916년 북경

화 학을 수료하고 新 學校에서 교편을 잡았다.1920년부터 1943년까지 24년

간 앙고등보통학교에서 어교사로 직하다 1945년 고려 학교 교수,1946년

民主議院接洽團祕書處에 어비서로 근무하다 고려 교수로 복직하 다.1949년

에 통령 특사,1951년부터 1955년까지 제3 외무부장 으로 활약했다.1952년

부터 1953년까지 국제연합수석 표,1953년 국무총리가 되어 외무부장 직을 겸

직하 다.1956년 서울 상과 학,고려 교수로 재직하다가 1963년 정민회를

조직, 통령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송남헌,≪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671∼672쪽)

263)고승제,1978,≪경제학자의 회고,사회과학자의 마음에 비친 한국사회 60년사

≫,경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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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 지 ,경제 빈부,명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인간

으로서의 공동성을 ‘범용인’으로 표 하 다.그리고 이 ‘범용인’들의 평

등한 사회가 ‘민주주의’사회인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서구의 근 역

사의 경험에서처럼 폭압 인 왕권에 투쟁하던 시 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다른 ‘민주주의’다.

폭군의 학정과 투쟁함에서 출발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그 투쟁의 구호들을 가지

고 있다.자유니 권리니 집단투쟁이니,행복추구니 하는 것들이다.그때에 생긴

슬로건으로서 오늘에 있어서도 의연히 생신미를 잃지 않은 구호인 양 싶다.그러

나 이런 것들만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을 확립시킬 수는 없다.우선 자유

란 물고기의 물과 같이 인간의 고유한 생활환경은 될 수 있으되 인간의 종국

목표라면 말이 안 된다.사람이 자율 으로 사람답게 되는 것 자체 이외에

따로 목표가 있다든가 행복의 원천이 놓여 잇다는 의견은 부조리한 것이 아닐 수

없다…자율에 의한 자기완성에서만 인간은 온갖 복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다.265)

卞榮泰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자유와 권리,집단투쟁과 행복추구의 구

호를 갖고 있는 것은 세와 왕정 시 에 폭군의 학정에 항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지만,이러한 구호들로는 ‘범용인’들

의 민주주의 이념을 세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 다.서구의 민주주의와

다른 ‘범용인’들의 사회에서 ‘자유’는 인간의 궁극 목 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이 자율 으로 사람답게 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하 다.그는

인간으로서 “자기완성”과 “사람답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간들의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사회, 립과 투쟁에 기반을 둔 서구 정치사회의

264)卞榮泰,<凡庸人의 人間觀>,≪世界≫,1960년 4월호,49쪽.

265)卞榮泰,1960,윗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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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 발 으로 사고했다.

卞榮泰가 학술원을 태동시킨 데 기여한 사람이었다면,金基錫,金斗憲,

朴鍾鴻 등은 한학술원의 철학,미학분과의 성원들로서 특히 평등주의

인격주의 인간 을 공유하고 있었다.이들은 후술할 ≪思想界≫편

집 원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들과 기본 으로 다른 인간 과 철학에

기반을 두었다.

金斗憲은 자유는 수단일 뿐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하여 평등을 강조하

고 이 평등의 원리를 루소의 원리,공동체의 체 의지,일반의지에 공동

으로 개인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그는

원래 루소의 일반의지론은 랑스 명에서 진 이고 명 인 ‘민족주

의’의 등장이 철학 기반이 되기도 하 으나 다른 한편 독일에서 루소

의 일반의지론은 체주의 논리의 기반이 되기도 하 다.266)

무릇 團體의 각 成員은 자기의 所有한 一體의 權利와 自己 自身을 全共

同體에 讓渡함으로써 완 히 全體와 結合하여 각 個人은 자기의 權利를

다른 個人에게가 아니라 共同體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平等한 權利를 보유하

게 된다.다시 말하면 각자의 人格과 權力을 一般意志(Votuntegenerale)의

高指 下에 共同으로 탁한 연후에 각 성원을 체의 불가분한 部分으로

서 받아들인다.그러므로 국가의 主權은 인민의 共同體에 있고 인민은 곧 그

主權의 소지자이다.이른바 一般 意志는 공동체의 단일한 意思요 언제나 公

共의 利益과 善을 목 으로 하는 까닭에 개인의 個別意志를 월한다.267)

金斗憲은 로크는 인민을 ‘한’정치는 실 하 지만,인민에 ‘의한’정

치는 실 하지 못했으며 후자는 루소에 의해서 비로소 실 가능성을 보

266)장문석,2007,≪민족주의 길들이기 :로마 몰락에서 유럽 통합까지 다시 쓰는

민족주의의 역사≫,지식의 풍경.

267)金斗憲,1950,<民族과 國家>,≪學風≫,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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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고 주장하 다.특히 인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아니라 “ 체”

로서의 인민이 주권의 소지자이며 이 일반의지에 따라 권리가 실 되는

것이다.따라서 인민 개개인의 권리는 반드시 국가 속에서만 실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는 한해서 그들은 평등한 것

이다.이들의 평등주의는 사 이기심,개별 이해,개인주의에 빠지지 않

는 도의 이고 인격 인 인간 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므로 자본주의,자

유주의,개인주의는 이들이 비 하는 한 축이었다.

一邊 近代 民社 는 資本主義 經濟組織으로 말미암아 人間은 각자 利

己的 幸福의 追求에로 偏向하여 個人性의 主張을 强調하고,그 에서 한갓

個人의 自由를 확보하려 하 다.( 략)그러나 한갓 個人性의 主張과 個人

의 自由를 追求함으로써 人間性의 극 인 內容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人間의 모든 社 的 關係를 떠나서는 도리어 非人間的인 것에 다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오, 한 不安에 빠지고 말 것이다.人間은 社 性을 自己의

本性으로서 自覺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268)

金斗憲은 자유주의 인간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비 하면서 인간

의 본성 ‘사회성’‘공동성’‘인류애’를 강조한다.즉 인간은 개인의 자

유를 추구하는 개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목 과 가치’가 따로 있다

고 인식하고 그것은 인류애, 연애,인간의 공동성으로 표 하 다.그

의 철학 기반은 일제시기 이래 신칸트류의 문화주의,인격주의에

향을 받은 것이다.

문화주의는 메이지시 의 지배계 과 구분지으려는 일본 지식인들의

‘차이의 정치학’으로서 세계 1차 기에 시작된 세계 개조의 기 를 신

칸트학 의 인격주의에 둔 사상경향이었다.269)식민지조선의 일부 지식

268)金斗憲,1958,<人間性의 解明>,≪ 북 학교 논문집≫, 북 학교.

269)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편 ,≪일본근 철학사≫,생각의 나무,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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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세계개조의 국제 정세와 일본 유학시 의 사상 향으로 인

해 이러한 문화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이때 정치가 아닌 문화가 세계

개조에 선험 기 가 되기 해서 칸트의 선험 통각개념으로부터 선

험 자아를 유추하여 이 선험 자아를 인격이라 하고,이 인격의 발

형식을 가치로 하는 문화주의 곧 인격주의라고 부를 체계를 세운

것이다.270)

金基錫은 이 평등주의,인격주의가 실 된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명명

하고 한민족의 사명이 몰락하는 서구문명에 해서 칸트의 이데아를 실

할 동양으로 호명하 다.

民主主義社 에 있어서 平等의 理念,人格의 理念이 保障, 는 실 된다

고 하면 민주주의란 우리들이 그 속에 있는 어떤 일정한 狀態가 아니고

Kant의 이른바 이데-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韓民族에게는 지 이 같은

이데-로서의 민주주의가 하나의 과제로 맡겨젔습니다…佛蘭西와 英國과 그

리고 美國 聯이 이미 낡은 民主主義의 나라,병신된 民主主義의 나라로

顚落된 지 東洋의 古典的인 民族인 韓民族에게 이 民主主義가 하나의 課

題로 맡겨진데 깊은 역사 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271)

金基錫에게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인 것이 아니고,인격주의 평등주의

가 실 되어야 하는 공동체 인간 에 기반한 것이다.이때 이들의 인

294∼295쪽.

270)이러한 념 철학에 기 한 문화주의,인격주의 입장은 천도교의 이돈화 등

에서 형 으로 나타나며,이러한 경향을 최근 연구는 다른 경향들과 구분해서

“문화주의 민족운동”으로 명명하기도 한다.이지원,2007,≪한국 근 문화사

상사 연구≫,혜안,2007;허수,2005,≪이돈화의 사회사상과 천도교 연구≫,서울

박사학 논문,71∼75쪽.

271)金基錫,1953,<民主國家와 女性의 地位-女性問題 硏究員創設을 機 로->,≪

思想界≫,195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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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은 문명에 한 실인식,몰락하는 서구문명에 항하는 주체로서

동양과 한민족의 사명과 그것의 실 을 한 도의 민족국가 을 추구

하게 된다.

韓太壽는 공산주의의 유물사 과 시즘,나치즘에서 나타난 인간 을

기계 인 것으로 비 하면서 새로운 체주의 인간 으로서 “자주성”

을 강조하 다.

우리 人間社 가 個人主義理論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個人의 集合

體도 아니요 契約에 의한 組織體도 아니며 그 자체가 獨自的인 生命을 가지

고 生成 發展하는 하나의 全體라고 하면 그것은 그 自體의 目的을 가지고 行

動하는 權利,義務의 主體일 것이니 國家의 主權은 당연히 國家 自體에 있을

것이고 국가의 構成員인 個人에 있지 않을 것이다.이 에 있어서 國民主權을

주장하는 在來式 民主政治理論을 필자는 拒否한다.그러나 개인은 국가사회의

단순한 기계 인 일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生活주체로서 한 權利

의무의 主體인 이상 個人의 自主性을 한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에 있

어서 필자는 동시에 팟시즘 나치즘과 같은 기계 인 全體主義를 거부하는 것

이다.(강조는 인용자)272)

韓太壽에 따르면 제 1차 세계 이후 서구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기 몰락이라는 상이후에 이의 극복을 한 실험이 공산주의와 시

즘,나치즘이었으나 그 양자는 그 인간 에서 실패하 다고 주장하 다.

즉 양자의 인간 은 모두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거나 계약에 의해 조직

된 것으로 상정해서 개인은 기계 으로 그 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

는데,유기체로서 그 자체가 생성·발 하는 체인 사회에서 개인은

자주 인 존재라는 에서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273)이 자주 인 개

272)韓太壽,1953,윗책,1953년 6월 1일 재 발행.수문 .부산,97쪽.

273)“우리의 의식은 환경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식이 환경을 규정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인간은 그 주 환경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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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최고의 인격체의 총화”인 국가와 연결된 존재로서 가정된다.철학

자 李載壎도 ‘민족’이 살 길은 시민사회가 이익사회화하는 것을 막고,국

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民族을 살리는 길은 近代的인 民社 의 利益社 化의 濁流를 어떻게

막아 내는가에 있을 것이다.여기에 민족의 根源的 欲求에 응하려는 국가의

사명을 다시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다.국가는 自由放任主義에 吊鐘을 울리

라.국가는 한 간섭을 가함으로써 放縱한 利益追求를 제한하며 리 社

公共利益을 優先시켜야 할 것이다.强 에 하여 弱子를 資本에 하여

勞動의 이익을 奢侈安逸에 하여 窮乏과 苦惱를 하는 국가의 간섭은 민

족의 국가와의 동일성에의 요구이니 일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

니고 도리어 자유의 공정한 분배일 것이다.274)

李載壎은 민족이 국가와 일치하여야 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하

여 ‘공공이익’을 우선시키며 이를 단하고 행사할 주체로 국가를 상정하

다.

이들은 자유의지와 개별 욕망이 동등하게 존 받아야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사회성을 내재한 인간,“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 인간을

민족 주체로 구성하고자 하 고 이러한 주체를 “평등”하고 인격 인

것으로 주장하 다.특히 체주의 인간 을 지향하나 나치즘· 시즘

과 다른 것으로서 인간의 ‘자주성’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道義에 의해

훈육된 자발 복종,자주 이고 자율 인 개인이 주체 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민족 체에 해 “ 속”하는 존재를 구상한 것이다.

姜尙雲은 개인이 “국민 통”을 자각하고 “진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는 “국민과 조국”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제하 다.

자기목 과 이상을 가지고 의식 노력을 하는 것”한태수,윗 ,75쪽.

274)李載壎,1960,앞의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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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이란 國民과 祖國이 있는 속의 個人인 것이다.즉 時間的 는 空間的

의 制限에서부터 해방되어있는 우월한 생명에 인간 의무를 확실 하여 快樂

을 追從하는것와같은 狹隘한 生命本能을 抑止하고 國民的 傳統과 眞人間的

使命과를 自覺 하는 道德 속에 사는 人間인 것이다.이와 같은 道德律에 의

하여 生存하는 人間은 이 높은 生命 속에 自己를 沒入 하여 個人의 特殊利益

을 犧牲함을 愛惜하게 여기지 않는다.때로는 주검으로서라도 人間的 價値를

완 하게 하기 하여 純精神的인 生存을 實現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275)

강상운은 인간은 개인이기 이 에 국민과 조국에 속한 존재이며,사

이익을 추구하는 소한 본능 존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도덕을 실

하기 해서 자기를 몰각하는 존재이다.국민으로서 인간이야말로 ‘진인

간’인 것이다. 한 ‘통’은 개인들이 ‘국민’임을 자각하게 하는 요한

수단이었다.한편 국가주의 세계 에서 ‘통’과 ‘국가’가 요한 만큼

상공업의 발 이나 자본주의 경제조직,기계의 발명 등은 상 으로 그

부정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 다.

휴머니즘의 理想은 다른 脅을 받고 있다.그것은 傳統을 陳腐한 것,그리

고 時代의 要求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批判한 것이다.( 략)世界를 改造하

고 있는 知的 活動 즉 科學과 奇術에 일층 더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고 한다.

…필경 現代人의 生活을 좀 偏狹하게 상견할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人間의

精神을 진작하여 온,일층 더 확 한 目的을 무시할 험이 있는 것이다.이로

말미암아 세계의 면모를 일변한 機械의 發明을 過重視하여 人生의 眞正한

意義를 주는 理想과 價値를 경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인간은 도리어 기

계에 사로잡히게 되고,人間性은 오히려 萎縮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

다.商工業의 비약 發展과 資本主義 經濟組織이 빚어낸 모든 제도와 시

275)姜尙雲,앞책,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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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人間을 利己的 幸福의 追求에로 몰아넣은 實證이 아닌가?(강조 인용

자)276)

金斗憲은 “ 통을 진부”하다고 비 하는 흐름이 결국 휴머니즘을

하고,인간을 “이기 인 행복의 추구”로 경도되게 하며 인간을 기계에

강박시켜서 인간성을 축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 다.그에게 과학과

기술은 인간성의 추구의 수단으로서만 조 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속하

는 논자들 에는 한국사회 후진성문제를 의식하기도 하 으나 체로

통을 동서문화의 조화로 보았고277)국가의 발 을 최우선시했다는

에서 공통 이었다.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능 하기 해서는 “국민”으

로서의 자각을 강조했다는 도 공통 인 요소 다.

道義政治를 完遂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敎育이니 道義政治는 換

하면 國民의 自覺政治인 까닭이다.在來의 民主政治는 國民의 利害關係를 土

臺로 한 政治인 까닭에 國民의 行動綱領은 本能的인 物慾中心이요 指 政

治는 强壓政治인 까닭에 無條件 服從이 要求된다.그러나 道義政治는 國民의

國家全體運命에 自己運命이 달려있는 것을 自覺하고 全體目的에서 自己行

動綱領을 찾는 自發的이요 自律的인 政治인 것이다.그러므로 國民은 단순한

本能的인 目前의 利害關係에만 左右되지 말고 他와 協力하는데서 共同體의

全般的 向上을 圖 하고 이에 隨伴하는 自己向上을 期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

은 國民 各自의 共同運命體에 한 깊은 利害가 필요한 것이다.278)

韓太壽는 국민 각자가 국가라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는 것,그것도

나치즘, 시즘의 “지도자정치”와 같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주성

276)金斗憲,1958,<人間性의 解明>,≪ 북 학교논문집≫, 북 학교,1958년 7

월호.

277)李丙燾,<우리나라의 특징>≪조선일보≫,1955년 1월 1일자.

278)韓太壽,윗책,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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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발성에 기 한 자각 자율 정치를 강조하 다.

이들 ‘국민’보다 ‘민족’문제를 민하게 인식하고 있는 金基錫은

‘색 제국주의’에 항하는 “6.25사변”의 의의와 이 쟁을 통한 “민족”

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겨 /민족을 공산침략자들이 ‘아닌’우리

들로 한정하고 있다.

共産침략 들에 항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義, 들의 義에 앞서지 못하면 우

리들은 들과 함께 들보다 앞서 나아가 歷史의 義의 심 을 받지 않어서는

안된다…우리 겨 와 우리 國土가 義로운 겨 의로운 國土로 거듭나지 않아서

는 안된다.( 략)韓國戰爭은 결국 韓 戰爭이고 韓 戰爭은 자세히는 聯의

大韓침략을 粉碎하기 한 우리들의 성스러운 防衛戰爭인 것이다.이 우리들의

義를 防禦하는 韓國戰爭의 主體인 우리들 자신이 그 생각과 生活과 氣風에 있

어서 쓰러져 넘어가는 의 放縱과 惡을 一掃하고 새로 일어나는 자의 꿋꿋한

道義를 顯彰해야하는 것이니 個人 民族이 義에서 살고 義에서 죽을 때에 있

어서 뿐 들의 不義를 征討하는 戰爭에 우리들은 이길 수 있는 것이다.279)

金基錫은 한국 쟁의 의의를 ‘소련’ ‘한’이라는 ‘민족’이고 종족

인 쟁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는 쟁의 종족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의 범주를 변시켜 “공산”세력을 배제한 국민을 형성한다는 에서 “

색 제국주의”논리와 연장선상에 있었다. 외 인 종족성으로도 민족은

분할되지만 민족 내부에서도 이데올로기에 따라 민족은 다시 분할되어

구성되어야 하므로, 색 제국주의에 항하는 주체는 종족 으로 소련

과 다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 으로도 다른 ‘非共産의 일부 민족’인 것

이다.

쟁이라는 역사 상황 논리뿐만 아니라,이들의 논리 내 으로도

279)金基錫,1952,<動亂의 認識과 우리의 覺悟>,≪大學新聞≫,1952년 6월 2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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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동원할 만한 요소는 종족 이지만 평등주의 인격주의 인간

그리고 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실을 문명 기로 보고 안

주체로서 ‘동양’과 ‘민족’을 호명해내는 것이었을 것이다.그는 정치 존

재로서의 인간을 근본 인 것으로 사고했고 따라서 정치 존재로서 인

간의 부정 그리고 국가의 부정은 곧 인간 자체의 부정이라고 주장하게

된다.280) 쟁을 민족과 국민을 형성하는 계기로서 정하고 ‘동질 국

민’의 에 있는 것으로서 강조되며 이것 없이는 인간 자체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은 바로 국가인데 그만큼 그 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이들의 기획에서 건 인 사안이었다.

제 3 국가 발 담론

1.국가학‧국법학‧가족국가

1950년 한국정치학은 정체성에서 독립된 학문 역이 아니었다.

정치학과 법학이 미분화 상태로써 교수 부분은 일본 제국 학과 사립

법문학부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 공자들이었다.281)국가를 제일의

280)“희랍 사람들은 정당하게 인간을 Police 존재로 이해했다.국가를 집어치우는

일은 인간의 이 Police성을 집어치우는 일로써 결국 인간 자체의 폐기를 가져 오

는 것이다.동양의 노장 사상,서양의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것은 어느 의

미의 무국가주의,반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거니와,이것은 처음부터 국가란 것을

매우 언잖은 것으로 생각해 놓고 이것을 집어치우자는 논리다”金基錫,1951,앞

책,8쪽.

281)“이 무렵 각 학 정치학과의 강단에 선 교수는 거의 일제 강 기 학교육을

받은 인사들이었던 까닭에,그들이 일본 정치학계를 풍미하 던 독일국가학

의 향을 받았음은 이미 언 한 바 있거니와,그러한 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강의 내용이 국가학을 심으로 하는 정치철학,정치제도론,그리고 정치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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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 자로 보는 독일국가학의 향으로 법학 공자와 정치학 공자

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도 않았다.1950년 반 학교재로 사용된 韓太

壽의 ≪政治學槪論≫과 유진오의 ≪憲法解義≫는 내용면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282)

韓太壽의 1952년 ≪정치학개론≫의 결론은 “민주정치의 발 방향”으

로서 시즘의 독재성을 제거한 새로운 형태의 체주의를 주장하 다.

大戰後 今日의 世界情勢는 다시 共産主義 獨裁정치와 在來式 民主정치

의 二大陣營으로 立하게 되었으니,在來式 民主政治는 그 形式化한 그 苦

悶相을 여 히 脫皮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고 하여 이미 理想主義 의 希望

이 冷却하여지고 만 共産主義 獨裁政治의 熱情을 바칠 수 없는 以上 果然 民

主政治가 志向하는 方向은 어떠한 것인가.獨裁가 아닌 全體主義,全體意識

에서 運行되는 民主政治가 新時代의 政治形態될 것을 著 는 期待하는 바

이다.283)

韓太壽는 이 의 시즘이 아닌 새로운 체주의를 자본주의의 불평등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282)“정치학이 독일의 일반국가학 공법학과 크게 다를 수가 없었다.50년 에

우리가 배웠던 韓太壽 교수의 정치학개론과 유진오 교수의 헌법해의는 그 목차

와 설명방법에 있어서도 동소이하 다…A 학의 법학교수가 B 학의 정치학

교수로, 는 동일 학의 두 학과에 겹치기로 입이 되어도 쉽게 이해되는 상황

이었다.우리는 많은 경우 법학과와 합반해서 수업을 받았다.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던 일들이다.그래서 정외과의 교과목 상당수가 법학과 과목이었으니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법철학 등이 그것이다.”윤형섭,≪한국의 정

치문화와 교육 어디로 갈 것인가≫,오름.293쪽.윤형섭은 1953년부터 1957년까

지 수학하 다.

283)韓太壽,1955,≪政治學槪論≫,수문 ,195∼196쪽. 은 1952년에 출간(자

유장)되었고,여러번 인쇄에 들어갔다(1953,수문 ;1954,수문각).1958년 은 본

문을 덧붙 을 뿐 이 결론의 새로운 체주의를 주장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수록

되어 있다.(≪正補 政治學槪論≫,경문사;1960,≪補正 政治學槪論≫,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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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할 새로운 민주정치로 주장했는데,이때 민주정치는 민족주의,법

률 민주주의,경제 민주주의,국제평화주의로서 한민국 제헌헌법에

구 되어 있다고 하 다.284)그러나 제헌헌법은 사회계약설에 기반한 법

률 민주주의와 실의 경제 빈부격차라는 모순을 사회민주주의를 겸

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 이론 모순에 직면할 뿐이고 이 모순은 “민족

체주의”로 수정되어야함을 주장하 다.

民族主義는 民族을 하나의 目的的 存在로 보는 것이요 決코 手段으로 하

지 않는다.要는 우리나라 憲法이 理論的 一貫性을 띠지 못하고 無 하게 現實

에 追從하려고만 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萬一 우리가 民族全體主義를 부

르짖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 當然히 十八世紀的인 個人主義理論은 포기하고

全體主義理論으로 가야 할 안다.그러나 여기에는 過去 팟시즘과 나치즘

이 聯想되어서 싫다고 하면 그것과는 다른 새 全體主義이론이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國家法人說이 眞知하게 再檢討되어야 하고

우리 나라 憲法 第二條는 主權이 國家에 있는 것으로 修正되어야 할 것이

다.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 공통된 과제라 할 것이

다.285)

韓太壽는 ‘계약설’에 입각한 민주주의이론은 개인주의이며 민족이나 국

가를 수단시할 수 있으므로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하고,민족주의는 민족

이나 국가를 단일체로 보고 그 자체를 목 으로 삼는 체주의여야 한다

고 주장하 다.그런 의미에서 제헌헌법 제2조의 “ 한민국의 주권은 국

민에게 있다”는 조항은 국민주권설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를 주권이 국가

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國家法人說은 주지

하듯이 알 히트(Albrecht)와 엘리네크(G.Jellinek)에 의해 창안된 독

284)韓太壽,1954,≪政治思想史槪說≫,수문 ,108∼113쪽.재 . 은 1952년에

간행되었다.

285)韓太壽,1953,앞책,修文舘,112쪽.( 1952년,修文舘藏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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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법학설로서 국가가 회사와 같은 일종의 법인이며 군주는 국가라는

법인의 한 기 으로서 국가의 최고권력인 주권이 군주나 국민이 아닌 국

가에 있다는 이론이다.286)韓太壽는 체주의 견지에서 국민이 아닌

국가에 주권이 있는 것으로 제헌헌법의 수정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해 유진오는 국가주권설이 독일,일본 등 군주제 국가에서 형

성된 것으로 군주가 없는 공화국에서 국가주권설은 국민주권설에 다름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國家主權說은 본래 獨逸,日本 등 君主主權主義의 色彩가 濃厚한 國家에

서 君主主權에 正面으로 抗함을 피하면서 君主主權을 制限하랴는 目的으로

案出된 學說이니,卽 國家의 主權은 君主에게 있는 것도 아니오 國民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第三 인 國家에 있는 것으로서,君主는 그 高機關에 不過하다

하는 곳에 그 本旨가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君主가 存在하지 않는 共和國에

서는 國家는 國民의 組織體에 불과하므로 이를 第三 라 함은 무의미하며,

國民主權은 즉 國家主權에 不外한 것이다.國家主權說의 用語를 따른다면

國民主權이라 함은 國民이 國家의 高機關으로서 國家意思를 결정하는 지

에 있다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다.287)

韓太壽가 국민에 한 국가의 권력을 문제시하기 해 국가주권설을

제기했다면,유진오는 국가와 국민 간의 발생가능한 긴장과 갈등을 공화

국이라는 역사 실에 기 어 무화하 다.사실 역사 실이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해결할 것이라는 유진오의 태도는 제헌헌법 곳곳에서 드

러난다.헌법 안자로서 유진오는 바이마르 헌법의 사회민주주의 조항

을 ‘경제 민주주의’로서 수용하 지만 노동세력이 권력에 참여하는 ‘國

286)이희 ,1976,<법률학>,≪ 한국문화사 계 2≫,고 민족문화연구소,315

∼329쪽.

287)兪鎭午,1952,≪新稿 憲法解義≫,탐구당,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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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經濟 議’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노동균 권’등의 조항이 노동자의

생산성재고로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지만,288)그는 상충될

조항들마다 세부사항을 법률제정으로 해소하 다.따라서 헌법의 구 은

실의 역사 조건에서 계 역 계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제시기 마르크스주의사상을 수용해 ‘경제연구회’에서 이강국,박문규,

최용달 등과 활동했던 유진오가 경성제 법 시 과 보성 문 교수시

국가학의 향을 통해 형성한 방법론은 “우리 헌정사에서 요한 갈등요

인이 되는 국가와 개인 간의 립을 규제할 규범의 제시에 실패했음을

의미”289)했다.

독일 국가학의 향은 비단 정치학,공법학,헌법에만 향을 미친 것

은 아니었다. 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정되었고,형법은 1953년에 형사

소송법은 1954년,민법은 1958년,민사소송법은 1960년,상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형사소송법과 상법의 일부를 제외하고 독일법체계의

향을 받았다.290)특히 민법은 독일법의 형식주의를 따라 입양 신고주

의,신분법에서 통 가족제도,가계계승에서 남계 통계속주의,동성

불혼의 원칙 등을 고수하는 보수 형태를 띠게 되었다.291)

법체계,정치학,공법학 등에서 국가법인설이나 국가주권론,국가유기

288)신용옥,2008,<제헌헌법 2차 개정 헌법의 경제질서에 한 인식과 그 지

향>,≪사학연구≫,89.

289)이 록,2000,<유진오의 법철학사상>,≪법사학연구≫ 제22호,50쪽.이 록은

엘리네크의 국가학,신칸트학 인 젤주의와의 결을 통해 형성된 유진오의 역

사사회 방법론이 그가 “국가와 국민간의 계를 모호하게 설정함으로써 헌법의

요한 임무 의 하나가 방기되는데 일조하 다”고 하 다.

290)김형배 외,1991,≪한국법학의 회고와 망≫,법문사;이희 ,1976,앞 ,329

쪽,353쪽.

291)민법 가족법의 호주제 의미에 해서는 이화숙,1997,<한국 민법상 호주제

도의 성립배경과 한국사회에 미친 향>≪아시아문화연구≫ vol.2참고.경원

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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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설의 요소들이 두드러졌다면,철학에서는 ‘가족국가론’과 ‘도의국가론’

이 제기되었다.金基錫,김두헌은 평등주의 인격주의 인간 에 기반

한 민족공동체는 연,문화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운명의 공동체이고

그 최고형태는 바로 가족국가 인 도의 국가라고 상정했다.이들의 철

학 기반이 독일 념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구문명이 세

운 자유주의,사회주의,자본주의,공산주의 등의 모든 공리주의에 항

하는 새로운 동양의 국가체로서 도의에 기반한 가족국가를 제시했다.

민주국가는 그 주체에 있어서 민주국가임과 함께 그 방법(에)있어서 자유국가

그 목 에 있어서 도의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거니와,민주국가는 그 국가의 모

든 부분 모든 成員이 한가지로 빛나고 茂盛하는 家族國家가 되어야 할 것입니

다.292)

헤겔이 국가를 최고의 道義體로 본 것은 여기에 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

다.실로 도의 인 의식은 국가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히 실재 일 수 있는 것이

다…道義는 社 生活의 實踐的 規準이 되고,민족과 시 에 제약된 세계 과

가치 에 서서 실재국가의 목표를 정립하여 모든 국민행동의 指 原理를 부여한

다.强制 法秩序의 前提가 된 社 規範은 본질 으로 道義를 기 로 삼은 것이

다.293)

金基錫과 金斗憲은 道義에 기반한 이데아 국가를 이상으로 하여 운

명공동체로서 ‘민족국가’론을 주장하 다.이 도의국가,가족국가는 서구

문명을 뛰어넘는 것이다.

한 사람 는 몇 사람의 斷을 폐하고 國民의 意思를 존 하고 그 總意에

292)金基錫,1953,<民主國家와 女性의 地位-女性問題 硏究員創設을 기회로->,≪

思想界≫,1953년 6월,43쪽

293)金斗憲,1950,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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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는 體裁를 취해야한다.이것이 곧 민주 정치다.국가는 국민에 의한 민주국

가가 되어야한다.이리하여 우리들은 國家가 마땅히 民族의 국가,道義國家,民

主 國家가 되어야할 것임을 보았다.국가는 민족이 이것을 세우고 道義의 實現

을 그 究竟의 目的으로 하면서 國民 체가 거기에 참가하는 한 개 크다란

家族 共同體가 되어야하는 것이다.국가는 국가 자신의 사명을 가진다.국가 자

신의 사명이란 한 국가가 그 주어진 역사 제약 에서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넘어서는 일을 이른다.(강조는 인용자)294)

金基錫은 민족 총의에 기반한 민족국가,민주국가,도의국가를 상호모

순 없이 국가의 이상으로 삼는다.그런데 여기서 이 민족 도의 민주

국가는 국민 체가 가족 공동체로 참가하는 가족 공동체이며,이 국가

는 그 자신의 사명과 목 을 가진 존재이다.그 자체의 목 을 가지고

민족의 기 도 아니고 계 의 기 도 아닌 자신의 목 에 따라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이다.

韓太壽는 자유주의는 일종의 계 정치로 유산자들만의 정치이념이며,

사회주의는 맑스의 투쟁 에 기반한 것으로 이 양자에서 벗어나 인도와

정의를 ‘자각’한 인간들의 새로운 정치를 제기하고자 하 다.특히 1950

년 후반에 학계를 심으로 민주사회주의자 라스키를 조명하고 그의

다원 국가론이 소개되었을 때,295)그는 다원 국가론이 체성을 부

인하므로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 을 가한다.

294)金基錫,1951,<民族觀과 國家觀>,앞책,7쪽.

295)연희 학교정법학회주최로 “라스키학술강습회”가 개최되었고 연사와 주제는 다

음과 같다.”박동윤,<라스키”의 생애와 그 이론의 일반성격>,申相楚 <라스키”

의 자유제 사회주의>,정인흥,<라스키”의 주권론>, 金相浹 <“라스키”의 명

론>,韓太壽 <라스키”의 국가론>.<라스키학술강연회>,≪동아일보≫ 1956년 10

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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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元論과 같이 國家 社 의 全體性을 부인하고 동시에 그 主權을 인정하

지 않는다면 어떻게 全體社 로서의 秩序를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다.( 략)主

權의 高性을 거부한다면 國家와 一般社 와의 구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인

간의 政治生活은 그 圓滿을 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략)國家生活의 根

本目的이 秩序 維持에 있다고 하면 國家 權力의 高性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따라서 國家는 어떠한 무리도 감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生命의 持續을

하여 方便的으로 國民의 여론과 법과 道義를 重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296)

韓太壽는 국가를 월 인 최고기 이 아니라 사회의 일 기 으로 주

장하는 다원 국가 을 비 하고 있다.국가주의 민족국가 에서 ‘국

가’는 민족의 일반의지를 실 하고 소외된 개인을 실 할 최고의 도의체

에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국가를 사회의 일부나 제도나 기구로 보지 않

고,‘유기 동체’로서 사회를 월한,제한 이지만 권 를 가

진 것으로 상정한다.

이들의 논리가 실정치로 들어왔을 때는 헤겔이 독일제국에 해 그

게 했던 것처럼 실 국가에 한 묵인 지지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특히 卞榮泰에게 있어서는 노동자의 권리투쟁,집단 인

업은 범용인으로서 노동자의 지와 존엄을 손상하는 것이니 노동자가

범용인으로서 노자 조 인 태도로 민주사회에 임할 것을 주장하게 된

다.

職種別로 임 을 올리기 한 同盟罷業은 민주 사회에 있어서의 집단투쟁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뿐으로 당연한 일에 속하고 있다.그러나 노동자는 임 만 올

리는 것을 능사로 하고 국민경제에 주는 향 여하는 순연 不顧하는 것을 정당하

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주

296)韓太壽,1958,<多元的 政治思想>,≪思潮≫ 1권 2호,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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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사고방식이다.그의 凡庸人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우이다.노

동자도 凡庸人의 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한 일이다.勞資가 상호 이해력

과 책임감 있는 조를 가지고 업을 통한 집단투쟁에 체하는 것이 오늘날

발 도 에 있는 민주 사회의 당면과제인 것이다.민주사회의 발 이 극치에 달

하면 立이 아니라 人和에 基調를 둔 소 道義的 全體主義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본다.297)

卞榮泰는 자신의 “도의 체주의”가 서구의 투쟁 립 민주주의

과 다른 것으로 사고하고 노자간의 조와 업투쟁의 체,국민경제

의 우선 고려를 주장하 다.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자 조 은 이탈리아

의 시즘국가가 주장했던 코포라티즘 노동 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

는 에서,그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고 새로운 “도의 국가주의”

를 “민주사회 발 의 극치”로서 세우고자 했으나 낡은 시즘 정치 안에

갇 있었다고 하겠다.298)卞榮泰가 좀 더 추상 인 도의 체주의 사

회를 구상했다면 정치학자 韓太壽는 실정치에서 체주의 국가 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우리 통령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여러 정당을 맨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원치않고 국민이 일치 단결하기를 주장하 으나 민주국민당

의 신인 한국민주당이 국회에서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당

정치를 주장하여 통령 심제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헌법을 내각 책임제로

곳치기를 주장하 기 때문에 통령과 마찰이 생겨서 그 후부터는 도 히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을 포함한 국민의 일치단결을 기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민주국민당을 제외한 신당을 조직하도록 된 것”299)

297)卞榮泰,1960,앞 ,54쪽.

298)이탈리아 시즘의 코포라티즘 강령과 역사 경험에 해서는 장문석

(2009,≪피아트와 시즘:기업은 국가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지식의 풍경)참

조.

299)韓太壽,1954,≪政治讀本≫,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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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인 한태수는 다당제가 “ 국민이 일치단결”하지 못하도록 하

는 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지 한 것이다. 한 그는 1950년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아시아 아 리카의 민족주의에 해서도

약소국의 항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민족 이 제시되

면서 다른 한편 그들의 독재성에 해서는 묵인하게 되었다.

그 帝國主義가 내포하는 民族主義는 식민지 인민의 민족 감정을 유발하

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이십세기의 약소민족에 의한 신민족주의로 된 것이

다…이 弱 民族에 의한 民族主義는 결코 침략주의를 동반한 제국주의가 아니

고 자체의 解放主義인 것이다.이 이 과거 민족주의와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

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300)이번 정변도 어떤 獨裁를 꿈꾸는 것이라고 하

기는 困難한 것이며 신문에 보도되는 로 역시 共産勢力의 壓力을 排除하고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301)

韓太壽는 국가를 제도나 기구로 보지 않고,‘유기 동체’로서 으

로써 국가다원론을 비 하면서 사회를 월한 권 를 가진 것으로 상정

한다.따라서 약소국의 항 민족주의가 일국의 성립 후에 변화될 수

있다는 ,식민지의 항 민족주의와 근 국가 성립 후의 국가주의화

한 민족주의간의 날카로운 긴장 계를 놓치고 있었다.

2.국가유기체론과 행태주의의 도입

300)韓太壽,1958,<民族主義와 弱 民族>,≪思潮≫,33쪽

301)韓太壽,1958,<쿠데타론>,≪思潮≫ 1958년 12월호.인민동지당 사태를 막기

해 1958년 9월 26일 버마에서 육군에 의한 쿠데타와 1958년 12월 20일 태국에

서 일어난 무 정변을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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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후반 미국학계의 향은 정치학,국제정치학,행정학,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반에서 행태주의의 도입으로 드러났다.행태주의

(behavioralism)는 인간의 내면의 의식,정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극과 반응에 한 객 행동을 상으로 하는 심리학의 행동주의

(behaviorism)를 1920년 메리엄(Merriam,C,E)이 정치학에 도입하여

기존의 역사 ,사상사 ,법-제도 방법이 가진 記述的인 성격을 넘어

서서 실 정치 상을 경험주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고 설명과

측을 강조하는 경향이었다.302)유럽의 국가,법,제도 심의 국가학

연구가 바이마르공화국의 실패와 나치즘의 등장으로 귀결됨으로써 ‘민주

제도가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제도 심의 인식이 타격을 입은

1920-30년 과도기를 거쳐 미국의 심리학 행동주의,논리실증주의,

다원주의 국가 등을 배경으로 정치학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과

같은 경험주의 으로 계량가능한 행태주의 방법론이 득세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 이후 미국 정치학계와 국제정치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객 법칙성과 정치학의 가치 립성을 강조하는 행태주의는

남한에서 국가유기체론 에 엘리트주의 요소,행동주의 심리학 요

소가 강조되는 형태로 변용되었다.라스웰은 정신분석학을 정치학에 도

입하여 ‘있는 그 로의 인간’에 기반으로 엘리트들의 리더쉽, 들의

투표행태 등을 측하는 방법론을 수립하고자 했는데,303)반면 韓太壽는

다원주의 국가 은 거부한 채 방법론으로서 행태주의를 수용하 다.

민주주의사회의 건 한 육성은 인간의 破壞性을 억압하고 諸價値의 平衡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결국 사회 정신의학은 사회 평형을 制約하는 諸

302)AlbertSomitJosephTanenhaus,1967,thedevelopmentofamericanpolitical

science,AllynandBacon,Inc.

303)HaroldD.Lasswell,이선주 역,1958,≪權力과 人間≫,동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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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因을 발견하는 과학에 歸着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요컨 사회 정신의학

에 의하여 政治的 人格의 정확한 악을 하여서 지도자 선출에 萬全을 기하고

불건 한 인격을 조성하는 諸要因을 발견하여서 이것을 수정해감으로써 건

한 지도자의 輩出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략)인간은 근본 으로 권력을 욕구하

는 것이 분명하니 그러면 문제는 나아가 인간이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

는데 따라 그 사회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그러므로 라스웰은 권력을 인격의

嚴에 한 존경에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그러나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권력행사를 人格의 嚴에 한 敬에 종속시키

느냐 하는 것이다.그 해답으로서 라스웰은 社 的 精神醫學의 樹立을 논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304)

韓太壽는 라스웰의 정신분석 지도자 유형 분류에 한 연구를 원용

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해서는 “불건 한 인격을 조성하는 제 요건을

제거”하고 “인간의 괴성을 억압”하여 “사회 평형”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해서 “사회 정신의학”에 기 해서 “인격”이 악된 “지도자

의 선출”을 해답으로 주장했다. 한 국가권력의 문제를 이미 권력이 배

분된 단체들 간의 문제로 상정하고 사회 내의 기구들을 “압력단체”로서

제하는 행태주의 정치학을 수용함으로써305)국가와 개인 간의 긴장,

갈등과 권력의 실 불평등문제 자체로부터 벗어나 ‘립 이고’기술

인 사회과학의 연구 역으로 축소하 다.306)

한편 金基錫의 다음과 같은 인식은 이들 민족 담론의 주조자들이 5.16

군사쿠데타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들이 국가주의 ‧ 체주의 민족 담론

이 1960년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04)韓太壽,<라스웰 ,『권력과 인격』 PowerandPersonalitybyLasswel>,

≪思想界≫,1958년 10월호,237∼238쪽.

305)韓太壽,1959,<壓力團體와 官僚制度>,≪思想界≫,1959년 8월호.

306)형태주의 사회과학 방법론에 해서는 다음장에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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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명 오월군사 명은 단순한 한때의 학생항거나 군부쿠데타가 아니고

東方 民主主義의 성스러운 종인 獨立協 운동에서 그 근원을 발한 한국민주

주의 명의 연맥인 것이니,같은 민주주의 명이면서 랑스 명이 정치 명,산

업 명이 경제 명인데 반하여 韓國革命이 단순한 제도의 명을 넘어서는 데

명사에 있어서 가지는 雄深한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국 명은 안으로 民

族의 참된 獨立을 保存하고 밖으로 世界史를 올바른 方向으로 회시키는 革

命인 것이니 政權 擔當으로 滿足하는 것이 아니고 改革 로서의 鬪志와 殉敎

的인 情熱과 歷史의 大召命意識에 이끌리는 것이 이 때문인 것이다.307)

金基錫은 5.16군사쿠데타를 사월 명의 연장으로 악했으며 “민족의

참된 독립을 보존”하기 한 명이며 인간을 바꾸는 “순교”라고 표 하

다.그에게 군사쿠데타는 시민 종교와 같은 종교 열망을 불러일으키

는 것이었다.308)이들의 국가주의 민족 담론,즉 개인들을 체사회와

민족의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도록 하고 이러한 민족 성원들에 기 한

“인격체의 총화”로서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도덕

성으로 귀결된다.이러한 독재 “지도자”론은 1950년 후반 혼란한 사

회상황,즉 격한 계 분화, 통 이고 새로운 다양한 신·구 간 계층

의 실업,심리 불안 등을 배경으로 독재자에 한 “동일시”를 통한 주

체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 층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으니 그 하나가 정치

권력의 수익층의 행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소시민의 생활고로 인한 결

핍의 심리가운데 생긴 소 기계층의 행동양식이라는 것이다…후자의 정치

307)金基錫,1964,<民族性의 形成에 하여>,≪건국 학교 학술지≫,통권 제5호.

308)루소의 일반의지 개념과 독일 시즘이 이 일반의지를 일종의 시민종교화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다음을 참조.Mosse,George,1975,TheNationalizationof

themasses:politicalsymbolism andmassmovementsinGermanyfrom the

NapoleonicwarsthroughtheThirdReich,CornellUniverist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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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양식의 특징은 성에서 극도의 좌 감에 빠져 약화된 자아를 강화하기

하여 ‘카리스카’인 인격과 인 권 에 심리 인 동일시를 함으로써

종 으로 안정 하려고 하며 자기가 놓여있는 ‘시 이이 ’에 한 간단명료한

의미를 찾으려고 정치 스로오강과 이데오르기에 한 강박 집착을 표시하며

특히 정치에 한 증오와 반감을 발산 할 수 있는 목표로서의 을 찾는다.생

활에 쪼달리는 도시의 소시민과 한국의 수많은 실업 인테리 가운데 이러한 형들

이 많다.309)

국가주의 민족/국민 형성 담론은 한국 쟁기에 구체 으로 성립되었

으며,1950년 이들은 자신들이 주조하고자 한 국민/민족 주체는 서

구문명에 기 한 근 주체와 다른 것으로 상정했다.그들은 서구문명

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자

유주의의 정치 이념에 내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간의 모순을 비 하

고,이러한 모순이 일국 일 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도 모순됨을 주장하

다.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서구문명의 일국 국제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하여 동양문화 혹은 통문화에서 그 단 를 찾고자

하 다.이들은 자유의지와 개별 욕망이 동등하게 존 받아야하는 개

인들이 아니라 사회성을 내재한 인간,“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

인간을 민족 주체로 구성하고자 하 고 이러한 주체를 “평등”하고 인

격 인 것으로 주장하 다.특히 국가주의 인간 을 지향하나 나치즘·

시즘과 다른 것으로서 인간의 ‘자주성’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道義”

에 의해 훈육된 자발 복종,자주 이고 자율 인 개인이 주체 이면서

309)우병규,1959,<民族性의 政治的 意味> ≪思想界≫,1959,8월호.한편 후지이

는 이승만의 이미지를 통해서 민 들 사이에서 이러한 ‘동일시’가 어떻게 일어나

는 지를 보여주었다.후지이 다 시,2008,<‘이승만'이라는 표상 ‘이승만'이라는

표상 :이승만 이미지를 통해 본 1950년 지배 권력의 상징 정치>,≪역사문제

연구≫,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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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가와 민족 체에 해 “ 속”하는 존재를 구상한 것이다.

그들은 부르주아의 육성이나 시민사회를 통한 자유주의화 혹은 자본주

의화를 의미하는 근 화가 아니라 “인격체의 총화”인 민족 혹은 국가를

통한 발 을 꾀하 다.이들에게는 자유로운 개인들과 사회 질서간의

긴장이라는 ‘서구 ’자유주의 근 의 문제의식보다는,민족이나 사회

가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개인들이 자각하도록 하는 문제와 국가의 의

사와 이익을 분별할 지도자의 문제로 귀결하게 되었다.이들에게 서구

근 는 달성해야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민족 체와 국가의 발 을 해

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이들은 새로운 국가주의 민족

담론으로서 제헌헌법의 혼합 성격을 비 하고,국민주권을 국가주권으

로 수정할 것을 요구할 만큼 국가주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한 이들

은 냉 체제에서 미국의 개입 등으로 인한 자유주의 분 기가 확산된

1950년 후반에도 제3세계 상황으로 인한 강력정치라는 형태로 국가

주의와 지도자의 인간 각성에 기 권력일원화를 주장하 다.

이 국가주의 민족 담론은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

하고,일국 국제 인 자유와 평등간의 모순을 인식하여 이를 통

혹은 동양문화를 통해 극하고자 하는 이론 실험으로서 지식계의 일

각을 차지하기도 하 다. 한 미국문화에 한 비 과 자주 민족 문

화 통의 계승이라는 수사를 통해 이념으로서 확산을 도모하기

도 하 다.그러나 이들의 “서구 ”근 를 극하고자 했던 시도는 개

인과 사회와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구조 문제를 개인의 “도의”와 인격

자각,국가의 인격 통치라는 문제설정으로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근 국가”와 권력을 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이들은 빈부격

차의 해소,자유와 평등이라는 모순,국제 계의 불평등성이라는 구조

문제들을 개인의 국가이해로의 복종,도덕 국가의 발 으로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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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역사 으로도 이들 담론은 5.16군사쿠데타이후 인간 과 지

도자론에 철학 기반을 제공하여 제 민족 담론의 국가주의 · 체

주의 성향을 주조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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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한국 쟁이후 자유주의 민족 담론

제 1 통개조론으로서 동양론

담론지형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45년 9월 미군정기부터 1953년 한국

쟁기까지 시기는 국가건설기의 민족주의에 내장된 평등주의 압력이

고조되었던 시기 다.자유주의자들조차 서구 자유주의에서와 같은 개인

의 사 이해의 추구를 “자본독재”로 표 할 만큼,“공동체 체 이해”의

우선성과 그 내부 구성원들 간의 평등보장은 민주주의로 출발(하고자)한

신생국가 이데올로기의 특질이었다.

8년 쟁기라고 불릴 만한 이 담론지형이 균열되는 것은 한국 쟁과

그것의 종결로 인한 세계 냉 체제로의 본격 인 편입이었다.휴 이

성립된 이후 경제,정치,시민사회의 다각 인 측면에서 시체제에서 벗

어나려는 경향들이 나타났다.우선 경제 으로는 단정수립 당시의 국유,

공 을 심으로 한 통제경제 혹은 수정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화가 진되었다.310)헌법에 있어서는 쟁의 폐허로부터 재건을 한

외자도입을 해 1954년 ‘사회주의 ’으로 간주되었던 제헌헌법의 경제조

항이 개정 문제가 제기되었고,311)한국 쟁 의 부산정치 동이후 형성

된 이승만정부의 상 안정기는,1954년 11월 통령 임제한 철

폐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번복되는 이른바 사사오입사건

을 계기로 형성된 원내야당의 護憲同志 결성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

310)정진아,2007,≪제1공화국(1948∼1960)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국가 주

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심으로-≫,연세 학교 사학과 박사학 논

문,119∼135쪽.

311)신용옥,2008,앞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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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312)한국 쟁 이 의 정당들은 미국 패권하의 단독정부 수립과

이승만의 통치에 기본 으로 동의하는 유사한 이념을 공유한 정당들로서

지방조직에서부터 사회 지지계층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이해를 변하

는 정치 정당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명

사들만의 조직체에 가까웠다.313)그러나 호헌동지회 이후 조직되는 민주

당,진보당 등은 집권세력과 서로에 한 이념 차이를 뚜렷이 했을 뿐

만 아니라 상 으로 장기간의 논 속에서 지방조직을 건설하는 등 비

로소 정당정치제 질서가 생겨났다.언론계에서는 1953년 ≪思想界≫,

1954년 ≪새벽≫ 등 일제시기 기독교 민족주의,민주당 신 와 친연성을

가진 언론이 등장하여 사 이해를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시체제 지형

으로부터 본격 으로 분화되었다.314)≪새벽≫은 1926년에서 1932년까지

발간된 ≪동 ≫을 안창호계열의 흥사단에서 활동한 주요한이 복간한 잡

지 는데,주요한은 안창호의 수양동우회에서 조병옥과 함께 핵심 인

성원으로서 미 기독교계통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은 인물

이었다.315)학계 특히 정치학,행정학,외교학계도 1954년 환도후 미계

312)유재일,1996,≪한국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 1950∼1961≫,고려 학교 정치

외교학과 박사학 논문.134∼148쪽

313)愼道晟,<改憲의 必要性-國政監査結果를 보고>,≪동아일보≫,1950년 3월 6일

자.

314)≪思想界≫는 학술잡지나 학회가 활발하지 않은 1950년 에 학계의 주요 지식

인들이 기고한 독보 인 잡지로서 편집에 있어서는 발행인 張俊河가 그 내용과

소재와 범 를 엄격히 제한할 만큼 여타 잡지에 비해서 상 으로 이념 범

가 넓지 않았다.이 잡지는 “해방후 최장수의 잡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잡지언론

의 선 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한 당시 일간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思想界≫는 지식인들의 필독서와 같은 치에 있었다.한국잡지 회,1972,≪

韓國雜誌總攬≫,한국잡지 회,98쪽.

315)장규식,≪일제하 기독교민족주의≫,혜안.≪새벽≫은 1954년 9월 1일 창간되

었고 1960년 1월 통권 42호로 폐간되었다.안창호의 무실역행 정신을 이어받아

인격을 닦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 경제 사상에 한 논문 소설 시 수필 등 종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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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정당,선거,의회,자치 제도 등을 소개하는 정치학 교재류의 서

을 거 발간하 다.316)

정치학자 申相楚317)는 한국 쟁기 동안에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결부되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는데,318)휴 으로

시체제가 변화하는 1954년이후 견해를 바꾸어 반 건투쟁이 우선인 한

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를 거쳐야만 실 인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

다.

유우롭에서 建體制와 싸워 이를 뒤집어엎은 指 的 原理가 自由主義

다면 아직도 半 建鬪爭 過程에 있는 우리 社 로서는 民主主義와 社 主

義의 結合을 云 하는 문제는 결코 實踐性을 띠울 수 없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半 建鬪爭이 모다 끝나고 정통 의미에서의 자유주의가 한번 난숙

해진 연후에 비로소 실천 인 과제가 될 수 있다319)

지 성격을 띠었다.

316)徐仲錫,1959,<8.15해방 후의 한국정치학계>,≪정치학≫,189쪽 참조.1954년

선거제도에 해서 申鉉經의 ≪選擧制度論≫,朴一慶의 ≪比 政府論≫,그 외 행

정학에서 鄭仁 의 ≪行政學≫,≪政治思想史≫,李元雨의 ≪國際聯合槪說≫ 등

이,1955년에는 趙平載의 ≪地方自治의 基礎理論≫,金成熺의 ≪政黨論≫ 鄭一亨

의 ≪國際聯合讀本≫ 등이 출간되었다.

317)申相楚는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 1944년 동경제 법과 재학,1949년 월남후

1954년 ≪동아일보≫ 논설 원,1955년 성균 학교 교수로 재임하 다.신상

역,1956,≪法의 精神≫, 문화사;1958,≪現代政治의 諸問題≫,신양사;

1964,≪世界政治史話≫ 동서출 사 등 참조.

318)“一,二次世界大戰을 통하여 資本主義의 存廢가 深刻히 論議되고 있는 現實을

注視할 때 資本主義的 基盤 에선 民主政治는 바야흐로 終末에 接近한 感이 없

지 않다.民主主義는 社 主義와 結付됨으로서만 비로서 그 眞價를 發揮할 수 있

고 平等과 自由를 동시에 約束하는 眞正한 社 主義란 民主政治의 테두리 안

에서만 可能함이 分明하다.二十世紀以來 勞動階級이 國內政治에 있어서 그 社

的 經濟的 政治的 地位를 히 向上시키고 卽今에 와서는 능히 政權을 爭奪할

수 있는 規模까지 그 勢力이 增强된 것은 世界的인 傾向이라 볼 수 있다”申相

楚,1953,<政黨과 階級>,≪思想界≫,思想界社,195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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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相楚는 민주사회주의는 시기상조이고 “반 건”의 과제를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실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의 결합을 주장했던 申相楚 외에도 한국 쟁기에는 ≪思想界≫에 사회민

주주의에 한 이 상당히 소개되었었다.320)이 시기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에 한 심은 이차 세계 직후 서유럽에서 노동당,사

회당의 약진이라는 국제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한 북

한간의 쟁의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통일의 가능성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남북을 아우르는 이념에 한 모색이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

다.321)그러나 申相楚는 휴 으로 분단이 고착되고 냉 체제에 편입되자

당면 과제로 반 건의 문제와 자유주의를 제기한 것이다.이념 차원에

서,내각제 개헌문제 등 제도 차원이 아닌 이승만정부의 법 체제 자

체에 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 인 ‘이념 ’분화를 알린 것은 법학자

韓泰淵이었다.

韓泰淵은 헌법 제2조의 ‘국민주권설’이라는 것이 실에서는 ‘체로서

의 국민’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담당한 소수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토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을 공법학이론을 들어 지 하 다.

果然 個人과 區別되고 個人을 超越하는 全體로서의 國民이란 存在할 수

있을 것인가…現實的으로 存在하는 것은 오직 個人이며 社 現象的으로는

個人의 擴大인 多數 와 數 뿐으로서 國家의 權力은 오직 그들에 의하여

319)申相楚,1955,<自由主義의 現代的 察>,≪思想界≫,1955년 8월호,119쪽.

320)움베르뜨 도바니UmbertoPadovani( 택부역),1953,<民主主義論>≪思想界

≫,思想界社,1953년 7월호.

321)1952년에는 金基錫,裵成龍,李丙燾,張俊河 등도 이에 심을 표명했었다.≪思

想≫ 3호.≪思想界≫에 민주사회주의가 다시 소개되는 것은 4.19 명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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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되고 그들에 의하여 行使되는데 不過하다.( 략)現代國家에 있어서도

國民主權理論의 任務는 國民各自에게 그들의 主權的 地位를 認定 하려하

는 것보다는 오히려 國家的 權力의 擔當 들에게 그들의 權力만이 오직 全

體를 代表하고 全體를 하여 行使한다고하는 意味의 ‘이데오로기이’ 役割

을 다하는데 있다.322)

그는 서구에서 국민주권론이 형성될 시기에 군주와 싸울 때는

‘체로서의 국민’은 피지배자의 반항을 도하는 이데올로기지만,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을 담당한 소수자가 왕권신수설에 의존한 군

주들처럼 ‘체로서의 국민’이라는 하나의 토템에 의지한다는 것이다.그

는 룻소도 주권의 개념인 ‘普遍意思’와 개인들의 개별의사의 총화인 ‘全

體意思’를 구별하여 ‘보편의사’를 개인 ,규범 ,이념 인 것이라고

할 만큼 ‘체로서의 국민’이란 “통일될 수 없는 국민이 통일된 것으로서

규정”된 하나의 이념형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따라서 ‘국민주권론’은

국가에서 국가권력 담당자에 의해 독재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

으로도 될 수 있다는 을 지 한 것이다.그는 국가가 개개인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자유주의 국가-사회 을 피력했을 뿐 아니라 이 고

자유주의의 핵심 제인 ‘국민주권’이 국가에서 국가권력 담당자인

소수에 의해 독재화이데올로기로 될 수 있다는 을 지 했다.323)이런

322)韓泰淵,1953,<國民主權의 神話 :政治的 ‘토오템이즘’에 하여> ≪法政≫

1953년 4월,제8권 제4호,법정사,10∼11쪽.

323)제헌헌법 제정당시에도 제헌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유보한 것, 통령

이 권한이 집 되어 독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요 물의 국유화조항과 재산

권 보장 등 상호모순되는 경제조항 등 모순들을 법률로 유보했다는 을 지 한

이 있었다.田鳳德,<國家組織에 있어서의 基本的 人權> ≪自由世界≫ 제1권

제6호,홍문사,35쪽.“십구세기 작열한 개인주의에 厭症을 낸 이십세기의 제국

특히 륙계통 각국의 헌법의 체주의 색채를 가미하는 경향이 컸었다.국회

에 하여 입법부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만 내각이 제출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통

과시키는 직책에 국한하는 통법부에 락시키고 군주 우는 통령의 집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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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泰淵의 들은 자유당계 인사의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324)1955년

에 발췌개헌안을 비 한 그의 학교재인 ≪憲法學≫은 매 지 처분을

받아 사회 이슈가 되었다.325)

신상 ,배성룡 등이 일제시 사회주의 이론을 경험했다가 우경화하

여 한국 쟁이후 자유주의에 경도되었다면,326)일제시기 엘리트 교육코

강화하기 하여 긴 명령권을 부여하고 법률사항을 범하게 명령에 임하는

소 입법의 임을 인정하여 그 수반자의 독재 지 를 강화하고 한 것이다”

그러나 덕은 일제시기 고등경찰로서 김구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의 한

면으로 헌병부사령 을 역임한 인물로 이 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덕이 김구 암살의 배후 다는 은 서 석,1996,≪한국 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참조.

324)조일문,<민주주의의 여명 :한태연선생의 ‘민주주의의 황혼’을 반박함>≪新天

地≫ 제8권 제4호,1953년 9월호,서울신문사.

325)<법 근거 없다> ≪동아일보≫ 1955년 4월 22일자;<침해된 출 자유> ≪경

향신문≫ 1955년 4월 25일자;<학문의 자유의 기> ≪경향신문≫ 1955년 4월

28일자;<헌법학 해제,문제의 조항삭제 제로> ≪동아일보≫ 1955년 4월

29일자.

326)裵成龍(1896∼1964)은 50년 반 남한을 공화국 수립기 국의 국민개 운동

인 五四新文化運動과 유사하게 사고하 다.“우리민족은 지 부터 오 년 에 민

주공화제의 한민국을 生新하게 수립하 다.새 간 을 번듯이 내어걸고 정치

법률의 제도를 민주식으로 정비하 다.듣고 보기는 하 으나 실천해보지는 못한

삼권분립제의 민주주의를 실행하여 그야말로 煥然一新의 태세를 갖춘 것이다.간

이나 제도는 이와 같이 일신되었으나 이에 따라서 사람까지 달라젔느냐하면

그런 것은 아니오 우리의 사상이 고쳐젔느냐 하면 그 한 그 다고 수 할

처지는 못되는 듯 싶다”裵成龍,1953,<東洋人의 人生觀>,≪思想界≫ 1권 1호,

1953년 4월호,43∼45쪽.裵成龍은 사회민주주의자로서 민련에 참가한 인물이었

다.그러나 민련은 두 정부 수립후 남북 어느 정권에도 여하지 않고 통일노선

을 지켜오다,1948년 12월 12일 리에서 열린 3차 유엔총회에서 한민국정부를

승인하자 1949년 2월 남북평화통일을 제로 남한 정부에 조할 것을 성명한

다.(≪경향신문≫ 1949년 2월 4일자;≪서울신문≫ 1949년 2월 8일자).49년 8월

20일에는 민국당,조민당,한독당 등이 망라된 민족진 강화 책 원회에서 조사

연구 원으로 선출된다.이날 채택된 강령은 “1. 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그 발

을 하여 최선을 다한다.2. 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진 은 배제하고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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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밟은 한태연 김상 崔載喜나 미계통 기독교 향아래 있었던 金

在俊 등은 상 으로 ‘개인’을 더 강조하는 차이가 있었다.327) 한 이

승만정부에 한 태도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

은 실의 근본 문제 을 민족(성)내부에서 찾는다는 ,민족성/국민

성의 개조와 근 화‧시민의 육성을 통해 이를 타개하려 한다는 에서

체로 공통된 인식 기반을 갖고 있었다.

고 로부터의 東洋에 있어서의 지배형태는 家長的 權 를 그 내실로한 家産

國家에 입각한 傳統的 支配 다…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다른 부분의 아

시아 社 에 있어서와 같이 民主主義를 培養 할 이러한 土壤이 없다…우리

社 에 있어서는 歷史的으로 民主主義의 運材 로 看做되고 있는 그 이른바

‘敎養과 財産’을 가진 民階級이 없다…우리 社 에 있어서는 그 産業構造의

貧困으로 인하여 財閥이 形成되고 있지 않는 까닭에 經濟는 언제나 政治에 隸

屬되게 되고 한 그 結果는 國家의 모든 經濟는 黨의 利益을 하여 運用

되는 동시에 모든 經濟人은 좋든 나쁘든 黨과 結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

나의 家産國家的 觀念이 登場하게 된다…近代國家의 民主主義는 西歐文化의

內實을 이루고 있는 基督敎的 精神으로부터 流出했고 한 그러한 까닭에 그것

은 ‘寬容의 精神’을 그 美德으로 해서만 維持될 수 있는 것이었다.그러나 우리

社 우리 民族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든지 寬容의 美德이 없다328)

韓泰淵은 막스 베버(MaxWeber)가 말하는 동양의 가산국가제를 받아

그들의 향을 促한다.3.정치 종 념을 해소하고 민족진 의 총역량을 강

화한다.” 다(≪조선일보≫ 1949년 9월 22일자).그리고 1951년 12월에는 원내 자

유당의 시민부장으로 선정되었다.(≪민주신보≫ 1949년 12월 27일자)

327)韓泰淵은 1916년 함남 흥 출신으로 1943년 와세다 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47년 성균 학 조교수,1949년부터 서울 법과 학 조교수가 되었다.한태연의

생애에 해서는 강경근,<한태연-일 이 신화가 된 천재의 헌법학> ≪한국의

공법학자들-생애와 사상≫,한국공법학회 57∼76쪽 참조.김상 은 동경제 법

학과를 졸업했다.

328)韓泰淵,1959,<韓國自由民主主義의 危機>≪思想界≫ 1959년 2월,사상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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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남한사회도 내부 으로 시민계 이 결핍되고 기독교정신에 해당하

는 민족성이 없음을 지 하고 이의 극복을 해서 재벌 심이라도 산업

성장을 달성하고 시민을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일군의 다른 지식인들은 남한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의 동질 특성을

“동양”문화라 명명하고 이를 서구사회 서구문화와 즉자 으로 비교해

서 자를 “후진 ”것으로 규정하 다.그리고 그 후진성의 원인을 동

양문화의 공통 특성들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 다.

동서문명의 근본 상이 으로 보아서 하나의 動과 하나의 靜,하나의 자연과

의 中和와 하나의 자연과의 鬪爭을 지 하고..(동양 공동문화권)모두 문화의

조기발달로서는 수삼천년간의 停滯,무발 의 순화과정을 밟고 있다가 오늘날의

근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 고 오직 국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한 나라만

이 겨우 근 후진성을 면할까말까 한 정도인 것이었으니 이 동양문화권역이야

말로 세계의 모든 비참을 총집 한 觀이 있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329)

일제시기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제1세 화요 공산주의

자 고 해방직후 남북 상을 주도한 간 지식인이었던 裵成龍은330)

동양/서양 문명을 비시키고 자를 근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지

역으로 상정하면서 ‘동양’을 동질 이고 획일 이고 공통 인 문화가 존

재하는 지역으로 상정하 다.그리고 다시 이 근 후진성의 원인을

보다 구체 으로 동양 하부구조에서 찾았다.그는 하부구조가 상부구

조를 규정한다는 기계 유물사 에 기반을 두고 비트포겔(K.A.

329)裵成龍,1952,<韓民族의 經濟思想-東洋式 停滯性과 貧樂經濟觀>,≪思想≫,

1952년 9월호,51∼52쪽.

330)裵成龍의 일제시기,해방 3년 동안의 사상에 해서는 김기승(≪한국근 사

회사상사연구≫,신서원,1994)참조.裵成龍은 ≪思想界≫의 신인,국민사상지

도원 산하에서 발간된 ≪思想≫시 부터 문 원으로 참가한 ≪思想界≫의 이

데올로그의 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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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fogel)331)이 국사회를 분석한 논리,즉 개와 치수가 필요한 지리

자연 조건,그에 따른 제 앙집 권력의 필요,그 제 권력

에 의한 시민사회의 미발달로 아시아 사회가 근 사회로 발 이 지체되

었다는 아시아 정체성 논리를 한국사회에 용하 다.332)

裵成龍은 한국의 아시아 停滯性의 원인이 자연 지리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논의로부터 문화연구로 나아가 “東洋性을 가장 농후하게

특수하게 근 에까지 표 하는 국문화에서 거의 공식 으로 발작하

고 풍미하는”정치사상을 한국사회에도 용하여 “동양인의 사상이나 문

화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환경과 실태에서 움튼 것”이라 하여 정

치사상과 민족성에서 자연 요소를 강조하 다.즉 정체성의 원인을 아

331)1920년 독일의 정력 인 공산당원이며 국연구자 던 비트포겔은 1934년

미국으로 망명 후 매카시즘선풍을 겪으면서 일종의 미국 향을 겪었다.공산

주의와 결별했음을 원회 앞에서 서약하고 해롭지 않은 공산주의 의자 두 명

의 동료 이름을 고서야 연구에 복귀할 수 있었다.1957년 공과 소련을 동양

제정치로 설명했던 그의 연구는 냉 의 정 기에 미국 내 주요 국 문가

로 명성을 얻었으나 소분쟁기를 겪으며 격히 이론 명망을 잃었다.Linton,

Matthew D.,“TheTransformationofCain:KarlAugustWittfogel'sAmerican

AcculturationandtheColdWar,1934-1963”,BrandeisUniversity,Graduate

SchoolofArtsandSciences. 국 고 문화로부터 냉 기 공과 소련의 공산

독재정치의 연원을 설명했던 그의 사례는 미국의 사상 지형에서 동양담론이

생산되고 소비된 사례를 보여 다.그의 동양론은 국-소련을 동양으로 묶음으

로써 불안정한 ‘동양’/‘서양’,‘공산 독재진 ’/‘민주진 ’의 변화와 어 남을 합해

보고자 한 시도 다.

332)裵成龍,1952,<東洋政治思想及樣式의 硏究>,≪思想≫,3호 11월호,30∼31쪽.

“亞細亞 生産樣式을 가진 地域의 文化는 매우 일 이 發達하 지마는 그 産業

上의 樣式은 결국 近代에 이르기까지 文化의 永久的인 停滯에 빠지고 만 것이라

마침내 近代의 後進社 로서 그 國際的 地位는 여지없이 轉落하고 生活內容은

비참한 경지에 빠지고 만 것이다...그 생산양식에 의거한 政治樣式이 東洋的이

라는 特殊性을 가지지 아니ㅎ지 못한 것이다.그 經濟樣式에 그 政治樣式이 드러

맞는 因果의 結聯이 있는 것이다…그 東洋的 政治樣式이라는 것은 이른바 君主

制的,官僚政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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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생산양식으로 상정하고,그 에 비트포겔의 이론을 받아들여 하

부구조에 조응하는 국 제군주제라는 상부구조의 인식을 갖고 있었

던 것이다.그의 동양(문화)론은 “근 의 후진성”을 규명하기 해서 동

양문화의 특성을 찾아 그것을 정체성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경제학자로서 裵成龍이 동양 정체성을 ‘근 의 후진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면,역사학에서는 金龍德(1922∼1991)이 역사에 한 지리 요

인을 강조하면서,동양 인 토지공유제도 에 선 집권국가가 자체 모순

으로 치수시설이 황폐화되어 농민반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의 기가

첨 화한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危機의 樣相은 新羅末期에 있어서 高麗 李朝末期를 통하여서

도 발견할 수 있는 現象이었다.이른바 ‘亞細亞的 惡循環’( 트 포으겔

K.A.Wittvogel,『東洋的 社 의 理論』,P.40)으로 이 특색은 中國에서 一層

典型的이지만 韓國을 포함한 東洋社 를 數千年을 두고 停滯시키고 만 것이

다. 來의 農業社 의 屬性으로서의 保守와 消極 商業의 未發達로 因하여

西歐社 發展相 恒常 進步的이며 積極的인 活動을 擔當하던 民階級의 欠

如 그리고 王朝末期에 되푸리되는 農業危機는 모두 停滯性의 內部的 要因으

로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333)

그는 신라말기에서부터 조선시 까지 동양의 토지공유제도로부터 상부

구조인 집권국가의 특성을 유추해내고 그 국가권력의 특성으로 인해 다

시 생산력이 하되는 ‘아세아 악순환’으로 인해 시민계 이 성장할 경

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게 내부 으로 정체되었다고 주장했다.이러

한 특성은 국에 형 이지만 한국도 유사하며 이를 “진보 이고 극

333)金龍德,1953,<國史의 基本性格-우리 社 의 停滯性을 中心으로>≪思想界≫,

1953년 9월호,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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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을 담당하던 시민계 ”이 존재했던 서구와 비하 다.

이들은 동양 정체성이라는 틀을 통해서 당 남한 사회를 “후진

인”사회로,개조가 필요한 사회로 ‘구성’해냈다.따라서 남한 사회의 제

반 정치 상,경제 상,사회 상들은 병리 이고 후진 인 것

이었으며,특히 후진 사회의 민족주의도 병리 인 것으로 규정하 다.

특히 金成植은 국, 랑스의 선진 민족주의와 독일,일본,소련 등

의 ‘병든’민족주의라는 선진/후진의 이분법으로 민족주의를 구분하 다.

그런데 낯익은 이 오랜 구분법은 국· 랑스의 정치 ·시민 ·근

민족주의/독일·이태리·동구의 종족 ·문화 민족주의라는 서유럽 심주

의 이원론을,2차세계 후 냉 체제라는 상황에 맞게 소련,일본을

후자에 부가한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었다.이러한 이분법은 쇼비니즘이

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랑스에서 유래한 것처럼 국, 랑스에 연

민족주의의 역사 사례가 있고 독일,이태리에 시민 민족주의의 경험

들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정도의 차이를 종류의 차이로,맥락상의 차

이를 내 원칙의 차이로”치환한 것이었다.334)

병든 상태에 있을 때에 이런 병 상태에 있을 때에 자기 몸이나 자기민족에

해서 가지는 심에서 나타나는 단은 한 개 병 인 비과학 인 성질을

띠게 되는 법이다.( 략)제2차 世界的 大戰을 치른 오늘에 와서는 强力한 國家

社 主義政策을 베풀어 英國 全民族의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그러므로

국에는 民族意識은 있을지언정 후진국가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와 반 로 政治,經濟 社 發展이 停滯되었던 東歐州나 亞

細亞의 모든 후진국가의 민족주의는 앞으로 설명되는 病든 민족주의의 제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소 선진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獨逸이나 日本, 는 聯같은

나라도 그 정치,경제 사회의 발 과정이 무나 진 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세 인 後進性을 많이 남기게 되므로 그들의 민족주의도 일반 이 되지 못하

334)장문석,2011,≪민족주의≫,책세상,72∼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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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特殊的인 病든 民族主義의 카테고리를 버서나지 못한다335).(강조는 인용자)

역사 발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국, 랑스 등은 민족의식은 있으

나 민족주의는 없으며,독일,일본,소련 등의 나라는 진 발 과정으

로 인해서 특수계 만을 한 연 이고 웅주의 이며 배타 이고 비

합리 인 민족주의를 띠게 되었고,이러한 민족주의는 아시아와 동구에

서 공통 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동양 혹은 아시아를 과거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재의 ‘후진성’을 설

명하는 논의는 1952년 ≪思想≫,53년 이후 ≪思想界≫에 가장 집 으

로 실렸는데,이러한 사고 경향은 학신문과 일간지 등으로도 확산되었

다.336)

동양 정체성론을 단지 식민사 의 재생이나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

자기화로 해석하는 것은 일면 이다.이들의 로젝트는 서구 이론이나

시각을 일방 으로 받아들이는 수동 인 것이었다기보다는 내셔 리스트

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그 개조의 첫발로 구성한,보

다 공세 인 것이었다.즉 (과거의 정체된)‘동양론’은 ( 재)남한의 개

조의 필요성(후진성)을 역설하기 한 수사 방법 장치 다고 볼 수

있다.이는 남한이 ‘동양/서양’이 표상하는 이미지 안에서 정치언술 제도,

경제를 포 하는 서구 문명 체와 극 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선언문

의 롤로그라고 할 만하다.그 본문은 내셔 리즘이 ‘자유’‘민주’라는

서구 자유주의 자본주의 문명의 가치와 결합하는 것이었다.그리

고 이 “국민개 운동”을 사상의 개 ,인생 의 개 으로부터 구했다.

335)金成植,1953,<병든 民族主義>≪思想界≫,1953년 4월호,152쪽.

336)<文化的 停滯性>,≪大學新聞≫,1953년;<東洋의 惡德>≪동아일보≫ 1956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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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유주의 인간

이들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동양사회를 동질 인 문화에 기반한 “정

체 인”사회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동양문화의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에

서 찾았는데,이들의 논리는 결국 근 의 후진성을 낳은 이러한 동양사

회의 “인생 ” 인간 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그들은 우선 한국사회

가 “후진”상태에 있으며,그 후진사회의 인간상을 “결함”있는 것으로 규

정했다.

(군자는)자기의 물질 복지를 시하지 않고 惡衣惡食을 치욕으로 알지

아니하며 사치를 배척하고 검약을 본지로 한다.그 소비생활의 태도는 貧樂의 경

지에 있다.貧中에서 道를 즐기는 것이다.富를 도덕생활에 들어가는 조건으

로 알지 않는 동시에 貧은 도덕생활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로로 생각하는 것이

다.( 략)모두 경제천시의 말폐에 빠지기 쉬운 청렴 의의 勸獎辭이다.( 략)

유교의 경제사상이라는 것은...경제를 천시 기피하는 것이 그 경제사상이었으니

민생생활이 윤택해질 수가 없었고 상공업, 업,수산업 등의 발 이 있었을 까닭

이 없다.337)

청빈하고 자족 이며 검약한 생활과 소비 태도를 “경제 천시의 말폐”

를 일으키는 경제사상으로 비 하면서,부를 추구하고 민생생활의 윤택

을 구하는 생활과 이원론 으로 비시키고 있다.즉 자족 인 자를

버려야 할 것,경제를 시하는 후자를 바람직한 것으로 비시킨 것인

데,이 양자는 우열의 계라기보다는 기본 으로 ‘차이’로 읽 야 하는

인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는 이러한 “ 하지 않고 족함을

337)裵成龍,1952,<韓民族의 經濟思想-東洋式 停滯性과 貧樂經濟觀> ≪思想≫,

1952년 9월호,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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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활”을,국력과 경제 발 ,과학화를 추구하는 정치와 비교하여 이

러한 생활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월”의 문제임을 주장하 다.

살기 하여 조하지 않는다.하늘만 처다보고 있어도 살 수가 있다.“天不生

無祿之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길 든 것이다.필요와 부족으로서

만 딴 방법,딴 발명을 찾는다...자연주의 경향이 그만치 풍부하 든 것이다.이

하지 않고 유장하고 걱정하지 않고 숙명성기질의 강한 생애로서 그 족함을

아는 생활의 특징은 인간을 지배한 정치방면에서도 드러난 것이다.정치의 요체

는 保境安民에 있었고 민으로서는 安居樂業에 있었다.“해가 뜨면 갈고 해가 지

면 쉰다 우물을 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는다.임군의 혜택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개가 밤에 짖지않고 민은 吏를 보지 못하며 龍眉皓髮의 老로서 아직

郡朝를 모른다”는 것이 사람들의 이상이었다.구속없는 생활로서 권력과 인연이

먼 것을 행복으로 안 것이다...거기서 한거름 더 나아가서 국력을 발 시키고 경

제를 발 시키며 과학을 진흥하고 학술의 발 에 힘써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극정책을 힘쓰는바 없이 지키는 것이 보경안민이다.338)

裵成龍은 동양 정체성으로부터 근 의 후진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정

체된 동양 사회의 청빈하고 검약,자족 인 인간 을 ‘결함’/‘결핍’있는

인간 으로 비 하 다.그리고 이에 비되는 새로운 인간 으로 “과학

에 입각한 인간”을 제시하고 이를 계몽,교양할 것을 주장하 다.

우리 동양인에게는 과학에 입각한 ‘인간’을 먼 인식 하는 것이 선무일 것

이다.사람이라는 기둥이 확호히 선 뒤에 이상이 굳어질 수 있고 올바른 인생

도 서게되며 과거를 검토하고 재를 악하며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인생의 실

무기 도 설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필자는 동양후진사회에서는 늘 계몽과 교

양이 일체에 앞선다하는 바이어니와 결국 자아인식운동을 강력히 일으키므로서

일체문화건설의 토 를 삼고 불확실한 인생 이 엄정확호한 것으로 고처짐에 따

라서339)

338)裵成龍,1953,<東洋人의 人生觀>,≪思想界≫,1권 1호,1953년 4월호,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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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成龍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통 속에서 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비 하고 “우열”을 가려내는 것이 그가 연구하는 목 이었다면340),崔載

喜는 근 화에 있어서는 배성룡과 같이 극 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보

다 정신 인 인간 과 민족 을 추구하 다.341)

민족의 개념과 국민의 개념과를 비교할 때에,결국 국민은 사회 ,정치

개념이나,민족은 문화 정신 내지 倫理的 개념이라고 말할 것이다.우리

는 민족사회주의가 아닌 自由主義的 民族主義의 견지에서,역시 민족을 주로

보고 국민을 종으로 보고 한다…가치 으로 말하면 민족이 국민보다 上位

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개인이 不可分의 自主體이듯이,한 민족도 원래 불

가분의 자주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재 두 국민으로 分立

되어 있다.이에,分立된 두 국민을 자유주의 인 민족주의로써 통일하여,

불가분인 한 민족의 本然相에 還元 함은,우리겨 의 엄연한 地上命令이

아닐 수 없다342)(강조는 원 자)

한국 쟁이 국가지상주의 민족주의를 비 했던 崔載喜도 이념 인

339)裵成龍,1953,<東洋人의 人生觀>,≪思想界≫,52쪽.

340)“최근까지도 동양학의 원리와 행동규범에 으로 의존하여 어떤 다른 것을

탐구하고 희구하는 바 없었으니 비록 새 것을 탐구함에 의한 진보발 은 있었으

나 어떤 우열의 비 상이 없었다.그러나 지 에 있어서는 동서문화,제도와

습속의 완 한 교류에 의하여 취사선택의 필요한 단게에 이른 것이니 이에서 비

노력이 활발히 움직여야 하겠다.”裵成龍,1954,<우리 民族性과 東洋學-주

로 東洋學 硏究 動機에 하여>,≪思想界≫ 1954년 1월호,59쪽.

341)“人間의 精神은,物質‧生命 등의 基礎 에 서있고,따라서 그런 것의 制約을

받기는 하되,동시에 그런 것을 超越해서 「自由의 主體」일 수 있는 것이다…人

間은,物質的 存在‧生命的 存在인 것 以上으로 精神的 存在이오,精神的 存在인

때문에 人間은 ‘自由의 主體’일 수 있다.”崔載喜,1955,≪新國民道德論≫,文敎部

國民思想硏究員,1쪽.

342)崔載喜,1955,윗책,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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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를 보여 다.343)민족은 개인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개인의 인성의

개조가 민족이나 국가의 발 에 건 이라고 사고하 다.여기서 인성

은 시민,부르주아계 의 것을 말하는데 시민계 의 미성숙이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의 미숙으로 이어지므로 향후의 발 방향은 자본의 형성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달,시민계 의 형성,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경로를

상정하 다.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한 공산세력에 한 우 가 민

족통일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개인들의 우 에 있는 국가를

상정하는 국가주의 민족 담론보다 개인과 문화민족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고 서구 자유주의에 기반한 金在俊과 달리 문화주의의 향

을 보여 다.

金在俊344)은 인간의 정신성을 강조하 으나 민족과 계보다는 개인성

이 보다 강조된 인간 을 제시하 다.

인간은 각 개인이 불가침의 존엄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

것은 인간이 우주 안에 있으면서도 우주를 월한 靈,인격으로서의 신성한

존재인 까닭이다.이에서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

이다.그러므로 인간이 물체와 같이 취 받는다든가 짐승과 같이 받을 때에

는 실존 인 반항의식이 폭발하는 것이다...인간은 구나 다 자존자가 아니오 피

조물이며 인간에게는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345)

이들은 “인간”을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지 신분(status,

arank),즉 신과 동물의 간 존재로서,신에게서 동물과 다른 이성을

343)1985년 간행된 崔載喜 집에는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다시 “민족 자유주

의”로 바 어있다.崔載喜,1985,≪崔載喜 집≫ 5,삼화원.

344)金在俊은 함경도 경흥 출신으로 1928년 일본 아오야마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1936년 간도 용정 은진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강원룡,안병무 등의 스승이

었다.

345)金在俊,1953,<民主主義論>,≪思想界≫,1953년 5월호,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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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존엄한 인간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본다.따라서 인간은 동물이 아

닌 인간으로서의 엄을 얻기 해 세계를 이해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목

과 목표를 가졌으며 이 목표의 실 을 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사

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인간의 존엄성을 ‘얻기’ 해 이러한 요구를

수행하지 않는 삶은 그들과 실제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346)

이 게 인간을 ‘지 ’로 사고하는 이해방식은 한 사회 내에서 의무를 다

하는 자,부지런한 자/이러한 엄을 얻을 만한 수행을 하지 않는 계

의 분리 후자에 한 문명화와 교육의 필요라는 엘리트주의의 외양을

띠게 하 다.

사회실태에 있어서 인간이 다 균등이라는 것은 아니다.사회생활의 실태에 있

어서 부즈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같은 보수를 받고 기술자와 막버리꾼이 꼭같

이 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직분의 차,역량의 차,남녀의 분야,직장

의 다양성 등은 각기 그 능력에 따라,그에 합당한 정의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뿌루 가 말한 바와 같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인간의 존경을 말할 때 그것은

평등이다.그러나 사회생활의 구체 실태를 말할 때 거기에는 수학 균등은

없는 것이다.균등은 기계주의를 낳고 차 는 유기체 조를 가져온다. 균

등이면 사회교류가 안되므로 생활이 불가능하다.347)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성 능력을 최 한으로 사용하여 인간으로서

권리와 책무,세계를 정복하고 부를 축 하여 존엄한 인간 지 에 맞게

살아가야하며,이러한 인간의 존엄한 지 에 맞지 않는 사람들,“게으르”

고 “막버리꾼”등은 실생활에서는 차등을 받을 존재인 것이다.따라서

346)기독교 세계 에 기반한 ≪思想界≫ 지식인들의 인간 은 고 자유주의자

인 로크와 의 인간 과 일치한다.고 자유주의자들의 인간 과 그에 한

비 은 BhikhuC.Parekh,“Liberalism andColonialism”,The Decolonization

ofImagination,(London;AtlanticHighlands,N.J.:ZedBooks,1995),85∼87쪽.

347)金在俊,<民主主義論>,≪思想界≫,1953년 5월호,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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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지 에 있는 “더 우수한 인간”은 더 많은 책무와 권리를 갖고

이를 완수해야하며,인간의 책무를 완수하고 그 이상으로 사하지 않을

때는 “자유인”의 특권이 없는 존재인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자유’는 ‘최 한의 개인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 제재’

를 목표로 하는 자유인 것이다.즉 될 수 있는 로 자유를 주자는 주의다.개인

과 사회의 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그 가를 ‘사회’에 ‘지불’한때에만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그 가는 곧 ‘의무’다.각 개인이 자기가 부담한

책임을 완수하며 그 이상으로 사하는 때에만 그에게 사회 인 자유가 오는

것이다...질서를 하여 그 자유 남용 악용자들을 억압할 것이니 그때부터 그는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는 것이다.348)

이차 이후 고 자유주의는 좀 더 공리주의 이 되어,“야만”이

나 후진 국가를 차별할 수 없고,문명개화 시 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확

장하는 책무보다는 “사회 사”라는 공리주의 요소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여 히 이기 이고 아직 존엄한 인간성을 획득하지 못한 무지한

민 에 해서는 계몽이 강조되고 이것이 자유주의의 인간 의 건 인

요소가 되었다.즉 이들의 자유주의는 서구의 고 자유주의의 인간

과 공히 지 신분 인 인간 을 공유하고 있었으며,따라서 부지런

히 사회가 부여한 책임을 완수하고 사회에 사하지 않는 개인은 그 ‘인

간성’에 따라서 존엄하고 존 받아야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인생 에서 “바람직한 인생 ”이란 끊임없는 부를

축 하고자 하는 욕망에 있으며,그에 따라 청빈하고 자족 인,검약한

인생 은 경제발 과 부의 성장에 한 끊임없는 욕구로 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348)金在俊,윗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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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선진/후진 발 담론

1.‘발 이론’의 수용

근 민족국가 형성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 근 화의 실

,그들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 이념을 보장할 국가와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했다.다시 말해 국가를 자유주의 으로 개조해야만 했던 것이

다.그들이 ‘정체성’과 ‘후진성’의 강조로 개조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면,

‘인간 ’과 ‘인생 의 개변’을 통해서 개조를 받아들일 혹은 추진할 ‘주체’

가 형성되어야만 했던 것이다.그리고 이제 그 ‘주체’가 “후진성을 극복”

하기 한 방법과 계획,즉 본문의 ‘블루 린트’가 필요한 것이다.349)

한국 쟁을 계기로 남한은 이념 으로 우경화되어 경제 으로 속한

자본주의 성장을 추진하 고 이승만정부는 그 경제 성장의 주역을 “자

기자본을 많이 가진 자본가”로 상정하고,자본가들의 ‘이윤추구욕’을 생

산 증강의 동력으로 평가했다.350)원조액을 과하는 쟁피해액,군 의

유지비,국 기업체의 경 난 등 경제 내 문제도 원조를 매개로 ‘자유

주의 자본주의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349)“이 후진성의 극복은 곧 근 화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니 즉 근 화를 하

여”裵成龍,<資料-東洋社 近代化過程의 推移 諸 問題點>,≪亞細亞硏究≫,

7권 1호,1964,159쪽.이 은 1964년에 간행되었지만 자가 10년 탈고하

으나 질환으로 정리하지 못한 원고를 자료로 싣는다는 편집자변이나,1955년 발

표된 고승제의 논문에서 로스토우의 을 재인용한 등을 고려해볼 때 1955년

경에 쓰여진 로 추정된다.내용에 해서는 후술.

350)국회사무처,<제19회 제25차 國 速記 > 1954년 7월 16일자,27쪽,재무부장

발언;국회사무처,<제19회 제 45차 국회속기록> 1954년 9월 16일자 상공부

장 발언;국회사무처,<제18차 제27차 국회속기록>1954년 2월 26일자 백두진

국무총리 발언.정진아,2007,앞 ,121∼12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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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근 민족국가들을 ‘선진국’‘후진국’으로 구분하고,이 ‘선진’

‘후진’양자의 계가 단순히 ‘선발’‘후발’의 의미를 넘어서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계를 원조공여국 원조수여국,개발 상국 개발주도국

의 의미로 변화시킨 것은 ‘발 ’이 미정부의 향후 정책이라는 1949년 1월

트루먼 통령의 선언과 련되어 있었다.351)트루만은 1950년 1월 4일

제81차 의회후기회의에서 후진지역개발안의 통과를 강조하 다.352)미국

은 이차세계 이후 쟁폐허로부터 서유럽의 부흥을 한 ‘마셜 랜’을

계획하고,미 경제 력국(ECA)에서 1948년 4월부터 서유럽 16개국에 원

조를 시작으로,북 서양조약비 과 조약가맹국에 한 무기원조계획안

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건설선언’을 추진하 다.353)이러한 후 냉 질

서 수립의 일환,즉 ‘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진 구축 공산진 과

의 결’의 일환으로 트루먼은 인 후진국 원조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세계후진국개발계획안’이라고 명명하 는데,354)이때 ‘후진국’과 ‘개

발’이 연동되면서,‘후진국’은 선진국에 의해 개발(develop)되어야 하는

개발 상국, 개발국이 된 것이다.

국제 으로 “1954년 기”라고 일컬어지는 5월 인도차이나 디엔비엔푸

351) Douglas Lummis, Radical Democrac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Press),1996,58쪽.강정인,≪서구 심주의를 넘어서≫,아카넷,2004,

333쪽 재인용.

352)“후진지역에 한 개발이 없이는 구주경제의 부흥 우리 경제의 장래의 안정

이란 있을 수 없다.나는 의회가 지 그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계획을 속히

입법화하여 후진지역에 한 자본투자와 기술원조가 증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후진지역 특히 극동에 있어서 자유와 의 정치의 이념을 더욱 퍼칠려면 과

거 어느 때보다도 재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계획은 추진되어야하는 것이다”(강

조 인용자)≪경향신문≫ 1950년 1월 6일자

353)<평화건설선언 미국무성에서 발표>≪경향신문≫ 1949년 5월 16일자.

354)<後進國開發計畵> ≪경향신문≫ 1949년 1월 29일자;<한국엔 이미 실시> ≪

경향신문≫ 1949년 11월 14일자;<亞洲援助와 韓國> ≪경향신문≫ 1949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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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서 랑스군의 패배와 제네바회의에서 공의 부상,8월의 만해

의 기를 계기로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원조정책을 모색하

다.355)한국 쟁 인 1952년 마이어 정에 의한 합동경제 원회를 설치

하면서 이 원회가 원조 공여를 무기로 사실상 최고정책결정기 으로

기능하게 되었다.356)한국 쟁이 휴 된 직후에 미국은 국제분업에 의한

로벌한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이라는 뉴룩정책의 실 을 해,미국 국

내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구축을 남한에도 동일하게 요구하

다.357)고 세 등 보호주의정책을 비 하고 안정과 균형재정을 해서

통제를 강화하고,외국의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용이하도록 제반 체제를

변경시키도록 요구한 것이다.그 구체 인 실례로 우선 남한에 외지도입

법 제정과 환율의 실화 등을 요구하 고 이승만 정부는 1954년 1월 그

동안 비자본주의 비공산주의 헌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던 국유화,

노동자의 이익균 권 등 단정수립 직후의 헌법의 경제조항을 개정안을

제출하 다.358)이와 련 한 일간지는 미국의 요구에 한 이승만정부

의 지지부진한 응을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다.

구매지역으로 일본을 지 한 것이라든지 실 환율주장 정부보유불

사용에 한 미측과의 의 등을 미측이 제안한 동기는 일일이라도 속히 피

원조자인 한국의 경제건설과 자립을 염원하는 원조자로서는 당연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우리의 막 한 경제 이익을 감정의 제물로 제공한다는

것은 피원조자로서 취할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략)미측은

355)<미 외원조정책변경 직 인 無償經援中止>≪경향신문≫ 1954년 12월 21일

자.

356)<한미합동경제 원회 발족>≪동아일보≫ 1952년 6월 28일자;<미측 원결정

한미합동경제 원회> ≪동아일보≫ 1952년 7월 14일자;<명년 양곡정책 경 합

동서 결정> ≪동아일보≫ 1952년 10월 9일자;<경제부흥과 원조에 한 한미종

합운 기 설치>≪경향신문≫ 1952년 10월 23일자.

357)李鍾元,1996,≪東アジア冷戰と韓米日關係≫,東京大學出版 .

358)<復 에 外資 入>≪경향신문≫ 1954년 1월 28일자;<國務 議附議 外資 入

法案> ≪동아일보≫ 1954년 1월 31일자;<한국경제제도와 개헌안> ≪경향신문

≫ 1954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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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정부정책의 맹 을 지 하여 개선을 충고하 으나 정부는 타산지석시

함으로 미측은 의 이천오백만불증원조건으로 비등조건을 성문화하여 제출

하 다는 것이다359)

김우평은 이승만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제정책들을 비 하고 환율을

실하라는 미측의 요구를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구하고 있었다. 한

미국측의 원조를 무기로 남한의 경제구조를 “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

로 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극 환 하는 ‘자본가측’의 입장을 변하고

있었다.이러한 흐름은 일간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기구들

에서도 후진국개발을 극 수용하는 견해들을 제출하 다.한국은행조사

부는 1949년 유엔기술원조계획,미국의 포인트 포계획, 연방의 콜롬보

계획 등에 이어 195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후진국 개발’을 한 새

로운 국제투자기 설립과 특별기 설치를 환 하 다.360) 한 1954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는 ‘후진국 개발’을 한 새로운 국제투자기 설립

과 특별기 설치가 제안되었고,이에 한 구체 응논의가 남한에서

진행되었다.361)한국 쟁이후 남한은 통제경제로부터 자유주의 자본주

의로 변화하고 있었다.

裵成龍은 ‘동양 정체성’론에 기반한 동양담론 신에 후진국개발

359)김우평,1956,<백-우드회담,경제정책을 시정하라>,≪동아일보≫,1956년 8월

22일자.

360)한국은행조사부,1955,≪후진국경제개발방안-UN사무총장이 임명한 문가단

의 보고서≫(MeasuresfortheEconomicDevelopmentofUnderDeveloped

Countries-ReportbyaGroupofExpertsappointedbytheSecretaryGeneral

oftheUnitedNations),한국은행.

361)韓國銀行조사부,1955,≪後進國經濟開發方案-UN사무총장이 임명한 문가단

의 보고서≫(MeasuresfortheEconomicDevelopmentofUnderDeveloped

Countries-ReportbyaGroupofExpertsappointedbytheSecretaryGeneral

oftheUnitedNations),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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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들을 실었다.그는 자신이 고안한 “후진국종합개발책”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을 높이 평가해서,당시 남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력

난362)을 개와 연 시켜 해결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주장하 다.

종합개발계획의 왕성한 것은 자본주의 개별 독립 인 無計劃性을 극복하

는 경제활동의 표 이다.자본주의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자본주의의 運用을 計

劃面에로 변질시킴에서 發源한 것이니 국토계획의 能動性을 명 으로 발휘함

과 함께 발달한 科學力을 종합 으로 활용하는 인간진보의 表象이다.363)

裵成龍은 ‘후진국개발책’의 일환으로 비트포겔의 동양 사회론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개문제를,남한의 력난과 연계시켜서 국가의 개입,종

합개발계획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이때 그는 국가의 종합개발계

획의 필요성을 자본주의의 무계획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명 이고 진보

인 것으로 인식했다.裵成龍의 이런 선택은 일차 으로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를 강제하고자 했던 국제 조건들과 1950년 반 미국

의 ‘후진국개발론’의 문제의식을 극 수용했음을 의미했다.364)1955년

로스토우의 미국의 후진국정책에 한 그의 응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

침해 다.

미국 경제학자 로스토교수의 후진국 경제문제에 한 제안을 살펴볼지라도

명료한 듯하다.( 략)이 후진성의 극복은 곧 근 화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니

362)희망사 엮음,≪解放十年≫,희망사,1955.

363)裵成龍,<後進國綜合開發策-아시아諸國의 電力·灌漑문제 등 同時解決案을 논

함>≪思想界≫,1956년 5월호,49쪽.

364)≪思想界≫에 실린 裵成龍의 이 체 으로 편집인의 청탁에 의하거나 모든

이 편집회의를 거쳐서 수용될 수 있는 범 내의 들이 체 으로 게재되었

다는 을 고려한다면,≪思想界≫ 편집진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한

수용 입장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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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 화를 하여 과학을 배울 것,과학을 배우되 경제에 활용할 것,생산방법

의 신을 사실에 의하여 정할 것,생활에 필요한 물질 발 에 힘쓸 것 등을

제의한 것이다.후진성을 극복하기 한 건설에는 건설에 앞서는 기본 인 제

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니 교육문제,과학에 한 생활태도의 문제,생산에 한

통 념, 통행 로부터의 이탈 등 문제를 지 한 것이다.그와 같은 경제

외 요구를 직 의 경제조항 이상으로 시한 것은 동양지역의 후진성 극복문

제에 있어 論討의 일 진 이요,경제 신문제의 문화 통일 인 본질을 밝힌

것”365)

그는 동양의 상태를 “변질자본주의”라 하고 그 변질된 후진성을 근

화하기 해서 로스토우의 제안을 극 으로 도입하는 것이다.로스토

우의 후진국 경제 에 따라 발 사 을 수립하는 것을 무라고 보고,

교육과 생활태도,생산에 한 념과 “물질 발 에 힘써” 통 행

로부터 벗어날 것을 후진성 극복의 주요한 방안으로 수용하 다.이는

裵成龍이 사회 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근 화’이

며,이를 당면한 요한 시 과제로 설정했음을 보여 다.

여기서 주목할 은 ‘동양’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는 이다.1950년

반기 裵成龍에게 ‘동양’은 ‘동양성’,‘동양 ’으로까지 사용되는,‘아

세아 ’혹은 ‘고 국과 아시아지역의 문화 그 특성’을 의미하는

단어 다.즉 근 와 비되는 용어로서 과거 /문화 개념이었던 것이

다.그러나 1955년경에 쓰인 이 에서 동양은 ‘재’의 ‘동양지역’을 의

미하는 지역 ,공간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즉 ‘아시아지역’이

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아시아지역=후진국이라는 표상으로 용이하게

화되었다는 이다.즉 동양/서양 담론이 후진국(지역)/선진국(지역)이

365)裵成龍,<자료-동양사회 근 화과정의 추이 제 문제 >,≪아세아연구≫,7

권 1호,1964,159∼160쪽.이 은 1964년에 간행되었으나 裵成龍이 질환으로 7

∼8년동안 을 쓰지 못했던 ,1950년 이 인용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체로 1950년 에 쓰여진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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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으로 치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에 있어서 ‘동양/서양’담론은 공간 개념이면서 동시에

야만/문명이라는 계 계를 표상했다.이는 달리말해 ‘동양/서양’의

계 질서를 표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간으로서 행 주체가 있는

용어로서 그 안에 립 존재로서의 동양 서양이 존재하고 있었

다.366)즉 계 질서가 나라하게 표 될 수 있는 개념이며 다른 한

편에서 이 립 계가 아시아의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가시화되는 순

간,그 립 계가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개념이었다.남한

에서 1950년 반의 후진국개발론 수용과 후반의 근 화이론 이

후 차로 동양/서양을 지칭하는 개념의 내용(기의)이 변화하게 된다.여

히 동양,서양의 단어들은 지역 공간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후진/

선진’이라는 개념이 계 계를 표상하는 개념으로 치되어 사용된

다.동양/서양이 구분하는 개념이고 공간으로 분리,배제시킨다면,선진

국(지역)/후진국(지역)이라는 용어는 공간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시간

선후개념이 들어감으로써 단선 발 사 안으로,다시 말해서 보편

발 이라는 단일한 문명 속으로 함입되면서 단지 시간 간극만이 있

을 뿐 동일한 발 선상에 있는 동일한 문명권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이 선진국/후진국으로의 변화( 치)는 동양/서양이 가지고 있는 립

표상,야만/문명이 가진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이 모든 과정을 시

간 선후의 문제로 치시켰다.이제 세계는 동양/서양,식민/피식민,

야만/문명국이 아니라, 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 통에서 벗어나

근 세계로 진입한 선진국만이 존재하는 것이다.따라서 일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식민/피식민,야만/문명 등이 아니라 어떻게 통에서

366)이용일,<유럽 심주의와 근 화:미국 세계지배비 으로서 근 화이론의 형

성과 독일사 유>,≪역사와 경계≫ 69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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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근 로 갈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문제 틀이 제한된다.선진국/후

진국이라는 개념을 선택하는 순간,일 국가의 가장 주요한 문제는 근 /

통이라는 문제설정이 되고,일종의 가치 단까지 가능한 것으로서 근

/ 통의 문제에 근하게 되며,좋은 것으로의 선진,근 와 취사선택

을 하긴 하되 어 든 버려야 할 “시간 으로 낡은”것으로서의 후진이

가장 첨 한 문제로 자리잡게 된다.그리고 그 선진문명의 최종 기착

이 결국은 유럽문명 그 에서도 ,미식의 취사선택된 서구문명,“보

편”의 이름으로 재창조된 서구 문명,즉 그들의 제한 인 자유주의 민

주주의, 량생산 체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화 라디오 티비 등

매체에 기반한 문화와 량 소비문화가 선진의 기착 이 되는 것

이다.

한국에서 선진국 후진국 개념이 언론매체에 등장한 것은 1900년 부터

이지만 꼽을 정도로 상당히 드문 고367)이 개념이 화되는 것은

1950년 반이후 다.368)1950년 ‘동양 정체성’이 ‘근 후진성’

을 설명하기 해 ‘재생산’되었고,이 동양 담론은 후진국개발론에서 ‘동

양/아시아지역=후진성(backwardness)=후진국(underdeveloped)’으로 변화

되었다.이는 후진(backward)이 후진지역(underdeveloped)의 ‘개발/발

(developement)’과 연계되면서 ‘근 화론’에서 말하는 개발순 에 따른

선진국-후진국이라는 계질서가 세워졌고 후진국은 선진국의 개발이

‘필요’한 상국이 되었다.이때 개발의 의미도 변화되었는데369)후진과

367)“선진국,일본의 선진국으로 문명의 시 됨을”,≪ 한매일신보≫,1906.4.15.;

“선진국,선진국이로되 方今에 쇠잔호야”박 섭,1997,<신어와 신용어>,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4(잡지편)≫,박이정,1997,30,132쪽.

368)황병주,2008,앞책,210-220쪽.

369)개발은 “거친 땅을 새로 일우어 논밭을 만들고 살기 좋도록 발 시킴”의 의미

로 쓰 으나,후진지역,후진국 개발에서는 “농업지역을 공업화,산업화해야 하고

그 계획과 지역을 ‘개발 지역’이라고 부름”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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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연동되는 ‘근 화’는 비공업지역의 공업화,서구식(선진국형)산업

화의 의미로 한정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의 의미변화와 용어의 치가 의미하는 것은 동양/서양

이라는 세계 구도를 바라보는 에서 ‘식민성’이 탈각되는 과정이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항담론으로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1956년 통령선거에서 부통령에 민주당 장면이 당선되고 진보당의 조

암의 약진이라는 참패에 가까운 정치 변화와 더불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권력’과 주권문제에 한 비 이 이어졌다.

金相浹370)은 국의 다원주의 국가론의 효시인 바커(EnestBarker)

를 소개하여 국가유기체론에 한 비 견해를 지지하 다.

국가란 무엇인가?국민사회가 헌법제정의 과정을 밟아서 법 단체화한

것이 국가다.( 략)사회가 인간생활의 내면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국가는 외면에 나타난 인간의 행동만을 규율하여야 한다.과거와 재의 유

기체론자들이 사회나 국가를 개인보다 우 에 놓고 따라서 개인을 그 도구

로 희생시킬 수 있는 어떤 고차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분명히 옳지

못하다.「단체는 그것이 락이든 국가이든 유기체(organism)는 아니다.공

1950,≪ 학생 우리말 사 ≫, 사.51쪽; EdwardN.Teall,C.Ralph

Taylored.,Webster'snew Americandictionary(New York :Books,1959),

1965,p.272,develop항.

370)金相浹(1920∼1990)은 삼양그룹 창업자 김연수의 아들로 1940년 일본 야마구치

고등학교,1942년 동경제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1946년 숙부 김성수의 고려

학교 정법 학 조교수로 부임하 다.1960년 한민국 학술원 회원,UN 총회

한민국 표,1962년 문교부장 ,1966년 동아일보 이사,1970년 고려 총장,

1980년 국가보 입법회의 입법의원,1982년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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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활을 하고자하는 념에 의해서 창조 지속되는 개개인간의 조직체

(organization)이다」371)

바커는 국 정치학자로서 다원 국가론의 효시이며 세계 이차 이

후 민주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라스키의 스승이다.372)金相浹은

국가를 사회나 개인의 우 에 두고 그 주권성을 주장하는 국가유

기체설을 비 하여 개인들이 모인 국민사회가 국가를 형성한 것이며 따

라서 국가는 개개인의 외면의 최소한을 규율할 뿐 내면을 통제할 수 없

다는 을 주장하 다.

1955년 ≪憲法學≫에서 발췌개헌안의 비합법성을 논했다해서 교재로

사용 이던 책을 매 지 되기도 했던 韓泰淵은 유진오에게 주권문제에

서 헌법조항의 모호한 을 비 하기도 하 다.373)그는 근 국가에서

주권문제를 논하면서 체로서의 국민 의사 일반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실에서는 정당이나 의회 등이 이를 행사하게 됨을 지 하 다.

근 국가의 성격을 同質化하게 하고 全體化하게 한 것은 바로 國民 主權

의 원리 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全體 國民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다만 개개인 개인이나 개인의 임의 결합으로 된 政黨이나

團體뿐이다...오늘의 민주국가도 국민주권의 그 정치 도그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국가가 아니라,부분 이익을 표하는 政黨에 의한 政黨國家를

의미하는 데 불과...오늘의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무원,경찰,군 등의 이른

바 립 권력은 민주국가를 측정 하는 최후의 표식인 政權交替의 可能性

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 으로 간주되고 있다...최근의 경향으로서 中立的

權力의 고 표인 司法의 政治化와 함께 공무원,경찰,군 등과 같은

371)金相浹,1956,< 를 형성하는 사상가들,정치학자 바아커어>,≪思想界≫,

사상계사,1956년 6월 273-4쪽.

372)서울 학교 사상연구회 편,앞책,9쪽.

373)< 談,우리 憲法의 復習問題>≪思想界≫,1959년 7월,238∼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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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기 은 반드시 그 립의 維持에서 逸脫되고 政治化의 一路를 밟고 있

는 傾向이 있다.374)

韓泰淵은 국민주권의 원리란 헌법 조문상의 원리로서 루소가 말한 ‘

체의사’로서 국민이란 실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 국가에서는 정당

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당국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그

리고 이 정당에 의한 지배가 독재국가와 다른 민주국가를 보장하기 해

서는 다당제를 통한 평화 정권교체가 가능해야하고 이 평화 정권교

체를 가능 하는 것은 사법기구,공무원,경찰,군 등의 ‘립 권력’

이 일개 정당으로부터 립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 립 권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버

려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375)김상 ,한태연 등 엘리트 법학자들이 주

권,국가와 개인 간의 계,정당의 일당독재 문제 등을 아젠더로 삼았지

만,사회의 계층문제 등 사회 기 에 깔린 민주주의문제로까지 나아가

지는 못했다.그러나 1950년 후반으로 갈수록 ≪思想界≫,≪경향신문

≫ 등에는 ‘특권계 ’을 비 하는 논설들이 등장하 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못 살겠다는 비명이 실로 야에 팽배한 바 만약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같이 처참한 상태를 조작함

으로써 사복을 채운소수 특권계 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왜 못 사느냐?一

以蔽之해서 우리는 特權階級의 傍若無人한 행패 때문에 못 산다고 단언하

고자 한다.376)

374)韓泰淵,1956,<中立的 權力의 本質과 價値>≪思想界≫,1956년 9월호,23∼30

쪽.

375)“우리 한국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간 을 유지할 그 립 권력이 과연 어디

에 있는가하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만일 이 립 권력이 행방불명하게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한국의 근 국가 성격을 하여 민주공화국의 간 을 떼어버리

는 것이 좀 더 솔직하지 않을가 생각한다.”韓泰淵,1956,앞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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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俊河는 ≪思想界≫권두언을 통해서 특권계 에 의해서 남한사회가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 하 다. 한 金成植은 이 특권계

이 국가권력, 리, 기업가,군인 등이며,이 특권계 의 반 항인 “

소 상공인 시민 농민”등을 계 기반으로 이들의 자유의지로 “동지

결합체”를 이루는 시민사회를 형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당 한국

사회는 리와 기업가가 결탁하여 권력층을 형성하 고 그 권력의 정

에 있는 국가권력이 민족주의를 독 하여 왔다고 비 하 다.

現政府를 民族의 總體로 보고 따라서 정부의 모든 政策을 일일이 民族主義

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政府의 施策에 하여 攻擊할 때에 그

것은 정부를 顚覆시키고 자기의 政治的 野慾을 滿足시키려는 가장 非民族

主義的인 行動이라고 糾彈을 받게 된다.377)

金成植은 이제까지 민족 담론을 이승만정부가 독 하 으며,이승만정

부를 반 하는 것이 곧 “비민족” 인 것으로 규정되었던 실을 비 하

다.이승만정부와 국가주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으로의 동일화를

통해서 피지배세력들을 국민 주체로 호명해내었다면,그는 이제 정

부와 다른 새로운 민족주의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 새로운 민족주의는

‘사회의식’,즉 자유와 평등의식이 선행되는 민족주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그는 “비민족 ”이라고 규탄받는 복 인 “나쁜 주체”들을 호명해

내고자 했다.이 민족주의는 국가권력· 리· 기업가·군인 등 특권계 의

반 항인 소 상공인 시민 농민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다.

376)張俊河,<권두언>,≪思想界≫,1957년 6월호.

377)金成植,<한국 민족주의>,≪思想界≫,1958년 9월호,제62호,5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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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層은 權力層이 되고 그것은 다시 支配層이 되니 자연히 社 不平等한

정책이 실시되어 오늘의 한국의 都 와 農村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모든

정책이 서울 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農村이 받아야 할 혜택도 무시되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건실하게 살려는 사람보다 一獲千金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은 모든 社 惡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378)

金成植은 국가권력에 항하는 것으로서 사회와 사회 정의의 실 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국가권력보다 사회의 힘이 강할 때 사회의 정의가

성립하고 이를 토 로 횡하는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의 한국의 민족주의의 토 는 國家의 權力보다 사회의 正義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것은 마치 一八四八年代의 불란서 民族主義는 社 主義이어야

하 던 것과 彷佛한 것이다.민족의 단결은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社 的 정의의 실 이 참된 민족주의의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379)

여기에서 사회는 국가의 권력에 항하는 것으로서 시민사회이고,사

회 정의는,국가의 ‘제정치’를 막을 수 있고, 랑스의 1848년의 사회

주의에서 보인 그 ‘社 的 正義’의 실 이다.즉 랑스 1848년 명기의

민족주의는 시민사회 내부의 평등의 실 을 추구했던 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그의 민족주의는 국가권력에 립하여 항할 수

있는 사회와,그 시민사회의 확장,더 나아가 그 사회 내의 정의에 기반

하는 민족주의이다.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특권계 에 “

한”서민 혹은 일반 의 사회 정의 실 을 제로 한 민족주의로서,

민주주의 인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78)金成植,<한국 민족주의>,≪思想界≫,1958년 9월호,제62호,58∼64쪽.

379)金成植,윗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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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치와 특권계 에 한 항의 가능성은 사회의식 에 민족의식

을 형성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주화 에 민족주의를 세울 것을 주장한

에서 특권계 의 혹은 독재정치에 한 항의 가능성도 내포한 주장

이었다.≪思想界≫는 1958년 12월 24일 보안법 동을 자행한 이승만 정

부에 항의해서 1959년 2월호 권두언을 백지로 내보냈다.380)

그러나 다른 한편 金成植의 민족주의 인식은 이러한 국내 정치에서

항 측면과 다른 일면도 갖고 있었다.즉 그는 국의 사회의식이 제

정치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국이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토 다고 인식함으로써 이 사회의식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화했었다는 을 간과하 다.그의 자유주의가 국내 으로

는 특권계 에 항하는 민주주의로까지 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국제 계에 있어서는 “통합과 팽창”으로 특징되는 18세기 국의 자

유주의 민족주의381)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다.

오늘 한국이 가지고 있는 民族主義는 안으로 民主化를 막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밖으로는 國際的 理解를 阻害하고 있는 것이다.세계는 하나의 사회

다.( 략)國家意識은 권력을 제로 하지만 社 意識은 자유를 제로 한다.

이 자유에서 평등이 생기고 평등에서 정치가 나타나며 正義에서 사회 생

활이 완성되고 국가는 다만 이런 사회생활을 外部에서 보호하여주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國際關係도 사회가 먼 맺게 되고 국가는 다만 外交上

차를 통하여 뒤처리를 하여 뿐이다. 국이 다른 나라보다 民主主義에 앞

선 것도 사회의 힘이 强하 던 탓이었고 海外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것도

사회의 힘이었다.382)

그는 서구 사회의식을 보편성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에 목시킬 때

380)張俊河,1985,≪張俊河문집-민족주의자의 길≫,사상,238-239쪽.

381)홉스 ,1994,≪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 비평사,50∼63쪽.

382)金成植,앞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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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이 긴장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냉 체

제기의 미국의 헤게모니 지배와 그 계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결국 이런 팽창 인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18세기 국과

같이 다른 식민지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팽창성’에

해 무자각 인 민족주의 개념이었다고 할 것이다.이는 갑신정변,독립

회,1900년 민권론자,1920년 소 ‘문화 민족주의자’들에게서도

보이는 바,보편주의의 세계 을 내장한 자유주의 그 자체의 한계이며

해방의 이데올로기로 수용되는 근 서구의 자유주의가 식민지 혹은 약

소국에서 그 내 긴장감을 잃었을 때 빠지기 쉬운 자유주의의 약함이

기도 하다.383)

자유주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국가를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개조

하는 것,자유주의 근 화를 목표로 하 다.아시아/서구사회에 한

후진/문명화 이원론에 기반하여 사회를 보는 이들에게 문명화를 이루기

해서 필요한 것은 고 자유주의의 인간 에 따라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그 인간 은 자유와 평등을 리기 해서는 이성 인간으로

서 자연을 이용하여 부를 축척하고 사회 의무를 다해야만 존엄성을

릴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따라서 자유주의 인간 에 기반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들의 우선 과제 다.이들은 ‘국

민’들을 이러한 주체로 형성하기 해서 문명화된 민족들과 차이 을 규

명,‘발견’해서 이를 ‘결함’으로 ‘창조’하고 이를 개조하도록 계몽,교육하

는 것을 도덕 의무와 사명으로 받아들 다.

한 후진/문명의 이원론 세계 을 담지하 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383)자유주의가 식민지에서 재생되는 방식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Bhikhu

Parekh & Jan Nederveen Pieterse(ed.),1995(18th),The decolonization of

imagination:culture,knowledgeand power,London;ZedBooks;Douglas

Lummis,1996,RadicalDemocracy,CornellUniversit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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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동양 정체성”론을 개진하여,“후진국(지역)/선진국(지역)”이라

는 세계인식이 화되기 용이한 담론 지형을 형성하 다.그것은 냉

체제 내부의 국가간 불평등성과,자유주의 민족주의의 팽창성을 간과

한다는 양 측면을 갖는 것이었다.

3.‘근 화론’의 방법으로서 행태주의

미국은 제2차 세계 을 경과하면서 세계에 한 제국 인 차원의

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지 자원이 필요했다.미국에서 이차 이 비

서구지역에 한 연구는 인류학,동양학만이 존재했고,인류학은 원시(부

족)사회를,동양학은 아시아,페르시아 등 고 고등문명의 과거만을 다

루는 연구만 존재하 다.이 때 비서구사회로서 동양은 고정되고 정체된

것,고 인 것으로만 남아있었다.냉 과 그에 따른 세계체제 략의 필

요에 의해서 시작된 지 체계인 지역연구(areastudies)는 냉 기 지

헤게모니를 구성하기 하여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외에 아시아 아 리카

등의 새로운 ‘지역’을 자신들의 논리로 해석해야만 했다.384)

이론의 발 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19세기에 유럽의 외팽창 특히 아

시아지역으로 팽창을 반 했던 세계인식이 사회진화론으로 드러난 것이

라면,제2차 세계 이후 미국에서 확산된 “발 이론”과 ‘근 화론’은

냉 체제를 통해 자유진 의 종주국이 된 미국이 세계를 설명하고자한

인식체계 다.미국 지식인들은 아시아나 그동안 시야에 넣지 않았던 세

계의 다른 ‘지역’을 인지체계에 편입시킬 이론이 필요하 다.385)1950년

384)월러스틴,2001,<의도하지 않은 결과,냉 시 지역연구>,≪냉 과 학-냉

의 서막과 미국의 지식인들≫,당 .(Noam Chomskyed.,1997,TheCold

War& theuniversity:towardanintellectualhistoryofthepostwaryears,

New York:N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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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60년 미국의 사회과학계에는 비서구사회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 지역에서 소련의 유물사 에 비될 만한 ‘발 이론’이

필요했고 이 발 이론의 방법론 기반이 된 “행태주의(behavioralism)”

는 1950년 1960년 미국의 사회과학계를 지배했다.386)

19세기 사회진화론이 생물학,인종주의 우생학을 배경으로 백인종의

우월성과 비백인종의 열등성,동양/서양의 오리엔탈리즘,유럽(인)의 우

수성과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화,야만-미개-문명의 단계설을 통해 ‘진

화’‘진보’라는 념을 창조해내었다면,1950년 발 이론은 논리실증주

의,자연과학의 사회과학에 용,미국의 기계발 에 기 ‘자극-반응 심

리학’방법론인 행동주의(behaviorism)등을 이론 자원으로 하는 행태

주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정치형태는 자연 상과 마찬가지

로 법칙성이 있다고 믿고 가치 립 으로 이러한 반복 인 인간 행태에

한 법칙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다.1920년 부터 1940년 까지 국가,

법,제도 심의 정태 연구가 미국 사회과학계의 주류 흐름이었다면

개인,집단,정치과정에 한 동태 연구로 환을 의미하며,제도론에

서 ‘단일한 국가권력(주권)작용의 한 상’으로 보는 반면 행태주의에서

는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제집단의 다원 권력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본다.387)

385)Reishaure,Edwin,1955,Wanted:AnAsianPolicy,New York;AlfredA.

Knopf.동양사학자이자 하버드 교수인 라이샤워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포함하

여 유럽지역에서 발 한 이론들은 모두 ‘서구’이지만,동양인 아시아의 국,일본

한국 베트남 등은 ‘비서구’로서 서구와 다른 역사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한 지식과 이해에 바탕한 정책이 긴 히 필요함을 주장하 다.

386)AlbertSomit‧Joseph Tanenhaus,1967,TheDevelopmentofAmerican

PoliticalScience,AllynandBacon,Inc,pp.173∼194.

387)HeinzEulau ed.,1969,Behavioralism in PoliticalScience,Chicago/New

York;Aldome‧Athe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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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정치학계는 1950년 후반 행태주의 방법론을 속히 받아들

다.지배/ 항의 계로 국가권력/시민사회를 인식하기보다는 ‘압력단체’

로 인식하거나 행정기구의 문제로 환하고,388)1960년 이후는 각종

여론조사와 투표행태 조사 등으로 정치학 사회학의 주류 연구 방향이

조정되었다.389)

특히 1950년 후반부터 남한지식인들 사이에서,그리고 네디정부의

외정책이 된 1960년 세계 으로 확산되었던 로스토우(W. W.

Rostow)의 ‘근 화론’은 행태주의의 몰가치 이고 다원 인 권력 등의

제에 기 한 것이었다.390)“민주주의는 피치자의 수동 인 동의보다는

능동 인 의사를 구하고,그것을 반 하도록 정부에게 강요하는 통

치”391)라는 그의 정의는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혹은 개인 간 권력배분의

388)알 드 드 그라지아,<압력단체의 해부,압력단체의 본질과 망>;김성희,

<의회,정당,압력단체>;申相楚,<압력단체의 한국 상-그 어용화를 배격

한다>;오병헌,<미국의 압력정치>;이정식,<불란서의 압력단체> ≪思想界≫,

1959년 4월호.민병태,<압력단체의 이해 2,압력단체와 민주주의>;韓太壽,<압

력단체와 료제도>;이정식,<압력정치의 연구방법론>;H.A.터 ,<압력단체

의 기능,활동방식>≪思想界≫,1959년 8월호.

389)한국정치학회50년사,2003,< 기획좌담회 1950년 -1960년 한국정치학>,≪

한국정치학회 오십년사≫,한국정치학회,370∼385쪽.1980년 까지 지배권력으로

서 국가론의 문제는 주류 정치학의 의제로 오르지 못했는데 이에 해서는 행태

주의 연구방법이 독재치하에서 연구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평가도

있으나,학계 내에서 비 근이나 항 담론의 형성 자체를 막는 방법론이

되었다는 비 이 있다.

390)로스토우는 ≪반공산당선언:역사발 의 제단계≫에서 역사 5단계설을 제시하

다.이는 통시 (Thetraditionalsociety),과도기(Thetransitionalsociety),

도약기(Thesocietyof"take-off"),성숙기(TheMaturingsociety), 소비시

(theageofhighmassconsumption)등으로 나뉘는데,특히 서양/동양,그리고

자본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 시즘을 불문하고 ‘국가’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모

든 사회를 이 다섯 단계의 역사 발 단계로 설명하 다.W.W.Rostow,

1964,The stages ofeconomic growth : a non-Communist manifesto,

Universit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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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차이를 간과하고,사회 내 집단들을 다원 권력기구들로 제하

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정치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경제단체들을 포함

한 강력한 사회단체들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역사 상황과 달리 국가주

의 료제 기구가 온존해있던 남한 사회에서 국가의 억압 성격을 간

과하도록 기능할 수 있었다. 한 통을 “근 과학이 결여”된 “생산력

의 한계”라고 규정하고 이를 “생산 으로 변화시킬”392)극복의 상으로

제함으로써,극복의 상으로서 통과 성취해야할 것으로서 근 라는

통/근 의 이분법 근을 제하고 근 란 과연 도달해야만 하는 목

인가라는 문제설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몰가치성을 방법론으로 하고

있었다.

로스토우393)의 ‘근 화론’은 마치 세계의 모든 국가가 -마르크스주의

의 미숙한 이론을 고집하지 않는 한-모두 명랑하게 정 으로 공존공

할 수 있는 것처럼 장 빛 미래를 선포한 것이다.특히 이 역사 발

의 마지막 단계는 소비단계로서,미국이 가장 먼 도달해서 구가

하고 있으며,사회주의 등의 요인으로 유럽이 뒤늦게 도착하려 하고 있

는 단계로 설명했다.기존의 유럽 심주의를 뒤집어서 이론 이고 일

된 역사 설명 틀로 미국 심주의를 구성해낸 것이기도 했다.남한의

지식인들은 동양이라든가 식민지 경험이라든가 어떤 제한 없이 근 화

달성이 가능하다는 멧세지와 근 화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와 민족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엘리트,지식인,군 의 역할 등을 이론 으로 유

하면서 공명하 던 것이다.따라서 외형 으로는 민족주의를 주장하지만,

391)로스토우,김 록 역,1966,≪선진국과 후진국≫,탐구당,113쪽.

392)로스토우,1960,<반공산당선언:역사발 의 제 단계>,≪사상계≫,사상계사,

1960년 1월호.

393)“ 발 지역을 상으로 하는 효과 인 미국의 정책을 개발하기 해서 사회과

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물리학자들이 군비확 경쟁에서 하는 역할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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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사 종착 은 미국식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량소비 사회를 지

향했던 것이다.394)

‘선진/후진 발 담론’을 극 수용한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를 아울러 실 하고자 한 랑스 명의 이름을 선 하 다.그리고 민족

주의에서 민족 성원 내부의 경제 평등,사회화의 요성을 다음과 같

이 제기하 다.

새로운 시민계 이 두되어 그들의 자유를 확보코자 한 활발한 운동이 개

되었다.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는 합리 인 국가를 수립코자 하는 동시

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아름다운 민족공동체를 수립하려는 운동으로

나타났다.소 시민 명의 이념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아울러 실 코자 하는

것이다.그리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근 민족주의는 생아와 같이 나타

난 것이며 이것이 역사 으로 가장 집약 으로 나타난 것은 랑스 명이었

다...민족을 구성하는 성원의 경제 복지를 확보하고 어도 생존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생활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민족국가는 민족성원

간의 경제 평등의 성취에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이것에 사회보장 사회화

의 문제가 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395)

崔文煥은 민족내부의 경제 평등과 사회화의 문제를 제기하 는데,

이 개인들을 곧장 민족국가에 연결함으로써,“민족성원간 경제 평등을

성취”할 “사회화 문제”를 제기만 하 을 뿐 어떤 간 단계나 제도를 구

체 으로 제시하지 못하 다.특히 金成植 등이 시민사회의 강화를 주장

394)로스토우와 갈 이스는 미국 사상사에서 ‘자유주의 ’로 분류되는데,이들은

제1차 세계 과 제2차 세계 을 통해서 그 한계에 직면했던 서구 근 의 ‘자

유주의’를 구원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자유주의 에서 미국사상을 서술

하고,‘자유주의 ’를 분류한 것에 해서는 仲正昌樹,2012,≪ 미국 사상≫,

을유문화사 참조.

395)崔文煥,1961,<民族主義 새로운 理念>,≪思想界≫,思想界社,1961년 5월호

(61년 5월 1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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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3장에서 후술할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운동의 역량 강화 등을

주장한데 반해서 그는 생산력 증 에 을 맞추게 된다.이러한 이론

공백은 5.16군사 쿠데타이후 그가 ‘국가 체의 공업화’와 생산력의 증

라는 발 주의 근 화론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다.396) 

그는 공업,농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임 이 올라가

고 복지가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한국 농업문제도 국가 체의

공업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낙 하 다.그는 쿠데타 후 사회화와 평등의

민주 사회주의의 문제의식에서 선회해서 경제발 과 생산력 향상이,

그리고 그를 한 공업화가 한국의 농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쿠데타이후에 지식인들의 사상 지향의 굴 을 보여

다.

한 車基璧은 “민족주의”를 통해 ‘민족’을 만들어내는 사명을 강조하

는데,경제건설에 동원해내기 한 상으로서의 민족과 동원의 이데올

로기로서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다.다음 발언은 그 표 인 이다.

경제건설도 후진사회에서는 자주 인 시민계 의 결여로 인해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므로 경제가 발 하지 못했다.그 기 때문

에 경제건설을 진하기 해서는 강력한 정치권력과 극 인 정부의

여가 실히 요청된다.그래서 오늘날 후진국의 거개가 경제개발을 한

종합 경제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 략)후진사회의 인텔리겐챠는 이념상으로 볼 때 유럽과

아시아( 는 아 리카)의 혼 아이기에 후진사회의 근 사회의식에서

깨끗이 탈피하지 못했다.에드워즈 쉴즈의 지 처럼 후진사회의 인텔리겐챠

396)“경제 발 은 동시에 모든 사회 진보의 기 원인으로 되며 이에 의하

여서만이 고도의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사회 안정이 형성되면 각

개인의 자유,창의가 발휘되며 그가 갖고 있는 에네르기가 활발히 개된다.그리

하여 각 개인은 제각기 자기의 삶의 의의와 즐거움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다.”崔

文煥,1963,<日本 思想界>,≪思想界≫,思想界社,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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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족의 개념은 만들어냈지만 민족(nation)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민족을

만드는 일이 인텔리겐챠의 과제이다.397)

車基璧은 시민계 이 결여된 후진사회에서는 경제개발을 해서,강력

한 정치권력과 더불어 지식인이 민족을 동원해내야만 한다는 을 강조

하 다.그런데 그는 자신의 민족주의 을 18세기 국의 자유주의와 민

족주의가 결합하는 시 으로부터 끌어들인 것이다.홉스 이 지 했듯이

이때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경제 으로나 그 외 으로나 규모의 민족

을 제로 하고,이 민족의 팽창 성격,세계주의로의 확장을 제로 갖

고 있었다.398)

사실 개인주의,민족주의 국제주의가 아름답게 조화된 세계는 비단 자

유주의 민족주의자들만의 꿈이 아니요 인류의 꿈이 아닐 수 없다.그런

데 진정한 국제주의는 비등하게 발 한 민족을 제로 하느니 만치 건 한

민족주의를 육성 발 시키는 일이야말로 이 꿈을 실 시키는 첩경인 로 안

다.399)

그는 이 민족주의를 “자유주의 민족주의”로 불 지만,후진국의 상

황과 연 되면서 그의 동원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을 이끄는 강력

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 망론이나 민주주의 유 론과 연결되어 있

었다.400) 그에게 시민 명은 부유한 시민계 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397)車基璧,1962,<後進社 의 旗手·인텔리겐챠 -民族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 後

進社 인텔리겐챠의 課題다>,≪思想界≫,思想界社,1962년 3월호

398)홉스 ,2005,≪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 비평사 참조.

399)車基璧,1961,<민족주의의 방향>,≪思想界≫,思想界社,1961년 11월

호.

400)“ 주의 하에서 부를 축 하고 자유롭고 합리 인 사상을 지닌 시민계 이

시민 명을 수행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를 궤도에 올리기 해서 일정

기간의 후견과 지도는 불가결한 것일지도 모른다.”車基璧,윗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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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것이 결여된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유 하고 “백성”에 한

“후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엘리트주의를 피력한다.정치에서 권력이나

시장에서의 권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제도

들로 그 권력행사의 한계들을 규정하지 않는다면,정치나 시장에서의 권

력은 제 이고 독 인 것으로 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는 이

러한 문제를 민족주의라는 이름아래 간과함으로써 결과 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를 구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車基璧,崔文煥 등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19세기 국에서 등장했

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체로 17,8세기

국, 랑스의 계몽기 자유주의가 데모크라시와 내셔 리즘 사이에서,그

리고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면,1950년 말 이

후 특히 군사쿠데타이후 이들의 민족주의는 데모크라시와 내셔 리즘에

서 후자에 기울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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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1950년 후반 민 주의 민족 담론

제 1 자유주의 자본주의 비

냉 체제기 이승만정부와 미국정부는 긴 하게 연결된 상호의존 인

계 다.미국은 아시아에서 반공진 의 하 트 로서 남한의 분단정

부를 포기할 수 없는 체제의 구조 속에 있었는데,아이젠하워정부가 자

유주의 자본주의 정책을 통해 군사 색채의 한국 계를 보다 경제

의존 계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다.이승만정부는 재정의 부실이나 국

내 자본의 고갈 등의 기가 닥치면 이를 원조에 의존하고자 했고 아이

젠하워정부가 이를 거부하면,한국내 미군주둔기지의 단 같은 사소한

응부터 동원‧항의‧집회 등의 수단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거부했

다.

1950년 후반 이승만정부은 재정 으로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이

승만정부의 경제 실패와 원조정책의 변화는 국내의 자 부족을 심각

하게 했다.1957년 2월 13일에 57년도 財政赤字補塡韓美合同 議가 열렸

고,2월 16일에는 韓美高位經濟 談에서 자 경색타개책을 논의하다 결

국 18일에 民 資金 公賣原則을 한미간에 합의하 다.401)동월 19일에

자유당은 金融梗塞 策 委를 구성할 정도로 국내에 자본 부족이 극심해

졌다.402)그리고 그해 1957년 8월 3일에는 世界銀行에서 韓援助 拒否

를 통고했다.403)

이런 경제 난조는 실업자문제,결식아동 양산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401)≪경향신문≫ 1957년 2월 15일자;1957년 2월 17일;1957년 2월 19일자.

402)≪동아일보≫ 1957년 3월 7일자.

403)≪동아일보≫ 1957년 8월 4일자;≪경향신문≫ 1957년 8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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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궁기에 다다른 1957년 2월경 서울시내 한 등학교 결식아동은 90%에

까지 이르 다.404)3월 2일에는 극빈자 구호자 109억 방출을 결정하

고,4일에는 春窮期 농 책에 勞賃 89억을 撒 한다고 발표했다.405) 3

월 12일에는 국회에서 노임방출 양곡공 등 春窮 책 정부건의안을

가결하고406)18일에는 한미간 농산물 추가도입에 합의했다.4월 12일 서

울시에 2만석을 긴 배 하 고,다 해진 상황에서 다우링 사가

韓追援문제를 의하기 해 도미할 정도 다.407)

그러나 이승만정부가 취하는 책은 말단의 지방 조직의 통제를 강

화하고,긴축정책을 실시하는 정도 다.408)1957년 정부는 4월 15일 국

404)<격증일로의 결식아동>≪경향신문≫ 1957년 2월 28일자.결식아동이 은 구

역은 종로구,마포구,성북구,용산구, 구,서 문구 등으로 20%미만이었으나

열악한 등포구 동구의 당산국민학교는 학생수의 93.46%가 결식아동으로 보

고되었다. 국 으로는 삼백만 등학교 총수 61만명으로 약 20%가 결식아

동으로 보고되었다.≪동아일보≫ 1956년 5월 28일자.

405)≪경향신문≫ 1957년 3월 6일자.

406)3월 5일 원내야당의원들의 결합체인 국민주권옹호 에서 “경제 기타개에 한

국무 원(재무,부흥,농림,상공,교통)출석동의안, 량농가 책에 한 국무

원(농림,부흥,보사)출석동의안,국회의원선거법 병역법심의 진결의동의안을

제출하 다. 민주당 김 선 김도연 김 술 정성태 이태용의원,정우회 송방용

양일동의원등이 환율문제에 해 질의키로 합의하 다.이들은 ”국가정책은

농 부흥을 이룩하는데 인 시책을 취함으로써 자립경제의 목표로“”“불합리

한 환율유지를 하여 일반 융을 극도로 억제하 을 뿐 아니라 ICA자 을

으로 일시에 량방출함으로써 융경색사태를 래”하고 “ 소기업의 몰락과 서

민경제를 멸에 이끌었다”고 비 하고,환율 실화,이식제한령 폐지,은행기능

회복,농 재건부흥 책을 요구하 다.<환율개정을 주장>≪동아일보≫ 1957년

3월 7일자;<선거법조속 상정 등>≪경향신문≫ 1957년 3월 7일자.

407)≪동아일보≫ 1957년 4월 13일자.

408)3월 28일 자유당 당 회에 통령이승만은 “실정여부는 국민에게 있으며,몇

정당에서 일본과 친근하겠다는 것은 한인을 일본에 합쳐가지고 합병하든지 통일

하든지해서 살겠다는 말이냐고 비난,어떤 정당에서는 공산당을 만들어서 투표를

얻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훈시를 보냈다.이에 주권옹호투 장 장택상은 “帝政

일본을 배격하고 민주일본과 국교를 修正하자는 것을 곧 韓日合倂”이라 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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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장회의서 국민반조직 강화를 지시하고,20일에는 통화발행억제와

정부기구축소를 지시하 다.409)그리고 4월 24 국실업자 50만 救護

策委를 개최하 지만,5월 1일 경북도내 결식아동 1천여명이 퇴학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 다.410)

경제가 악화일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선거법 개정문제

로 공방을 계속하고 있었다.4월 26일 主權擁護鬪爭委員 에서 選擧法

新9人委員 구성하고,29일에는 주권옹호투 9인 서 선거법 개정 불

여의시에 요할 야당의원사표 사 수리를 결정하 고411)5월 3일에 국회

에서 야당의원이 총퇴장하 다.더구나 5월 25일 장충단에서 열린 민주

당 강연에 괴한이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문제로 여야간의 공방이

가열되었다.412)5월 29일에는 정부 여당이 종합선거법안을 발표하면서

내무장 의 옥외집회를 불허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다.413)이승만 정부는

냉 체제에 이용하여 시 긴장상황을 반복함으로써 국가안 문제에

호소하는 과거의 방법을 되풀이하고자 하 다.5월 8일에는 한국에 誘

彈基地 설정에 찬동한다는 이승만의 발언이 이어지고,16일에 미국방성

에서 한국휴 정 기,원자사단 한 등을 주장함으로써 미국내 일각

에서는 이 냉 체제 질서에 호응하기도 하 다.414)

비난하고,조병옥은 “국제 견식을 모르는 쇼비니즘(民族的 感傷主義)”로 공박하

다.≪동아일보≫ 1957년 3월 30일자.그러나 차기민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우회

와 민주당간의 단일후보문제,4월부터 국회의원선거법안 문제로 이 옮겨갔다.

≪동아일보≫ 1957년 4월 3일자;≪경향신문≫ 1957년 4월 8일자;<선거법 개악

시 총사퇴결의>≪동아일보≫ 1957년 5월 2일자.

409)≪경향신문≫ 1957년 4월 16일자;≪경향신문≫ 1957년 4월 21일자.

410)≪경향신문≫ 1957년 5월 6일자.

411)≪동아일보≫ 1957년 5월 2일자.

412)≪경향신문≫ 1957년 5월 26일자;≪동아일보≫ 1957년 5월 27일자.

413)≪동아일보≫ 1957년 5월 31일자.

414)≪동아일보≫ 1957년 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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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정부가 국가주의 방식을 구사했다는 것은 경제 기시 그들의

처방식에서도 보여진다.즉 정부를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

는 제3세력으로 치지으려는 코포라티즘 태도를 구사하려 했다.1957

년 3월 28일 보사부는 근로기 법 반으로 한방직을 고발하 고,6월

18일 철도노조에서 집단해고반 소 가 구성되자 다음날 19일 교통부장

은 집단해고 지를 발표,20일에 철도노조 의원 회서 우개선요구

를 결의하게 된다.이들 노조는 국제노련 참가를 거부당할 만큼 어용

성격이었고,실제로 이 균형자 입장을 취할 만한 물 토 가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이승만정부가 만들어

낸 반일을 통한 이승만의 민족 통령의 이미지조차 “식민지 통령

동”으로 흔들리자415)그때서야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정책을 재검

토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제 기가 심화되자 이기붕 국회의장 시기에

학교 내에는 정당자 으로 운 되는 ‘信友 ’와 같은 정치 조직들이 교

수사회에 생겨나기도 했다.416)정치 경제 기가 사회 말단까지 억

415) 술한 1957년 5월 25일 장춘단에서 열린 민주당 강연 방해사건에 해서 6월

8일에 국회에서 정부질의 도 “경찰의 조종이 있었을 것”이라는 야당 발언과

장택상의원의 “식민지 통령”이라는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야당은 장춘단 격사

건에 해 내무장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하려하자 정부과 자유당 이성주의원은

“이는 공산당의 변”이라하여 상호 징계회부를 요청하는 사태로 번졌다. ≪경

향신문≫ 1957년 6월 9일자;≪동아일보≫ 1957년 6월 13일자.장택상은 “왜정시

의 고등형사를 방불 한다”“우리는 이 통령 치하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는 기 하지 않았다.이러한 경찰 을 묵과하고 있는 이 통령은 민주국가를 통

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식민지의 통령이라고 지 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경향신문≫ 6월 10일자.

416)서울 학교 경제학교수 던 고승제는 1950년 후반 상과 학이 친이승만세력

의 이기붕,장경근,이재학 등의 국회유력자를 지지하는 신우회원교수와 비회원으

로 나뉘어 자에 의한 정치선 과 호응하지 않는 학생의 퇴학처분 논란까지 일

어났음을 증언하고 있다.고승제,1978,≪경제학자의 회고,사회과학자의 마음에

비친 한국사회 60년사≫,경연사,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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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이고 권 인 분 기로 확산된 것이다.

1950년 후반 정치 경제 사회 변화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념

분화를 진시켰다.구조 으로는 원조경제나마 경공업 심의 산업화

로 계 분화가 일어나고 1957년을 후해서 이승만정부의 경제실정이 악

화되며 원조정책이 변화하자 일종의 안 이념의 모색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1956년 진보당의 등장과 1956년 선에서 통령후보 조 암

의 약진으로 화된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일차 인 논란의

상이었다.417)

민주사회주의는 한국 쟁이 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국 노동당의 약진이 상당한 향을 끼쳤다. 국 노동당의 이데올로그

던 라스키에 한 이 학계와 일부 언론에 소개되었다.418)1951년 사

회주의 인터내셔 회를 통해서 국제 으로 확인된 이념으로서 민주사

회주의의 강령이 채택되기 이 부터 남한사회 지식인들은 ‘제3의 길’로서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419)그 외

에 한국 쟁기에도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가 소개되었다.420)이탈리

417)≪동아일보≫ 1956년 10월 21일자.

418)徐壬壽,1949,≪정치학개론≫,과학사.1947년 에는 “데모크라씨-의 가장 철

한 신 자”,“자유민주주의에 한 불타는 殉情과 열정”을 가진 인물로 라스키를

소개하고 그의 “다원 국가론”으로 해설한다.그러나 1949년 에서는 “자유민주

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바꾸고 라스키가 “ 국노동당의 요간부”인 을

강조하고 있다.

419)徐壬壽,1949,앞책.

420)“西方世界의 民主主義는 實際的인 社 的 民主主義, 를 들면 勞動法令,어떤

生産手段의 社 化,私有財産에 한 制限,計劃經濟 등과 같은 양상을 招來시키

게 된 事實이 그것입니다.그리고 一政黨이나 國家의 大統領이나 政府의 首領같

은 한 사람으로 인한 多 間의 獨裁的 役割이 그것입니다.그리고 陰的으로 는

陽的으로 公共的인 單 階級制度로 나아가는 傾向이 그것입니다.”움베르뜨 도

바니UmbertoPadovani( 택부역),1953,앞 ,18쪽;에메 빠뜨리,1953,<民主主

義論>,≪思想界≫,思想界社,195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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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철학자 움베르 도바니의 의 논의는 시장에서 생산수단의 사

회화,사유재산의 제한,계획경제,정치에 있어서 통령 혹은 정부수반

으로 권력의 집 ,국가에 의한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 외국 학자뿐

만 아니라 성균 학 정치학과 교수로 빙된 李東華421)의 민주사회주

의를 주장하는 도 게재된다.422)李東華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자

모두를 지양해야하고 그 양자를 지양하는 정치 입장을 민주사회주의라

고 주장했다.그 외에도 한국 쟁 기에 몇몇 지식인들이 민주사회주의에

심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이는 한국 쟁기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통

421)李東華(1907∼1955)는 평남 강동 출신으로 1936년 도쿄제 법문학부 정치학과

를 졸업,1938년 동국 학교의 신인 혜화 문학교 임강사로 재직하다가 좌

익지하운동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이 있다.조선건 앙집행 원회 서기국 서

기,≪평양민보≫ 주필,1946년 조소문화 회부 원장,1947년 김일성 종합 학

정치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6.25동란 때 남하하 다.1951년 한민국 육군본부

정보국,1952년 경북 교수,1953년 한국내외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고,1954

년 성균 학 정치학과에 부임할 당시 그로 인해 성균 학 정치학과는 진보

인 정치학의 본산이 되다시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1955년 진보당 창당 비

원회 원,1957년 민주 신당 정치 원 정책 원장,1958년 진보당사건으로

구속,1959년 무죄확정되었고 1960년 동국 교수,1961년 통일사회당 원장,

5.16군사쿠데타이후 1962년 구속되었다가 1964년 석방되었고 1972년 당 표

최고 원 권한 행 등을 역임했다.(김학 ,1987,≪李東華평 ;한 민주사회주의

자의 생애≫,민음사)일제시기에 조선민족 명당에서 활동한 李斗山(1885∼?)과

필명은 동일하나 동일인물은 아니다.강만길 외 엮음,1996,≪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 ≫,창작과비평사,329쪽 참조. 李東華는 가명 필명으로 이두산을 사

용하 다. 체로 민주사회주의 일 경우 이두산으로,공산주의비 에 한정되

어 있을 경우 李東華를 사용하 다.

422)“資本主義와 볼쉐비즘의 兩 를 다같이 歷史的으로 止揚할 수 있고 하게될

새로운 政治的 思想的 立場에 確固不動히 섬으로써만 우리는 民的 스포오츠의

諸短點과 쏘베트 스포오츠의 諸 缺陷을 이론 으로 暴露批判할 수 있을 것이며

힘찬 勝利的 實踐을 통하여 이들을 窮極的으로 克服止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政治的 思想的 立場은 결국에 있어서 民主社 主義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두산,1953,<스포츠와 政治>,≪思想

界≫,1953년 9월호,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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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시기,1952‧1953년처럼 통일의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여겼던 시기에 민주사회주의가 일종의 안 이념으

로 모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23)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틀 내에서 개 을 통한 경제 민주주

의 평등이라는 휴머니즘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으로 체로 국노

동당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면,사회민주주의는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

등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정치 배경으로 해서 제1차 세계 에 해

민족주의 논리 하에 참가를 결정함으로써 닌주의와 결별한 마르크

스주의의 분 다.이 양자의 유래상의 차이 외에 이념상의 가장 큰 차

이 은 근 국가에서 ‘국가와 시장’의 계 성격을 인정하고 이러한 계

분할을 궁극 으로 타 하고자하는 가이다.424) 한 민주사회주의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국가별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고 이

질 이다.유럽 통에 기반을 두어 민주사회주의를 정의하면,다원주

의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계 갈등을 억제하기 한 진 인 개 ,사

회의 모든 하부구조의 민주화로 정의된다.425)즉 민주주의를 목표로 사

회주의를 도구로 채용하는 것으로서,주요산업을 사회화하여 노동자의

기업경 에 한 참여권을 확장하고,분배의 공정을 해 국가의 개입을

요시하여 국가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보장 완 고용의 실 을

423)남북통일을 고려하여 비공산 비자본의 사상 지향이 모색되는 경향은 해방직

후 간 에게 있었던 사회민주주의 국가건설 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존 연구에서 사월 명 직후에도 통일논의과정에서 신계

일부의 민주사회주의의 역사 의미가 지 된 바 있다.홍석률,1997,≪1953∼61

년 통일논의의 개와 성격≫,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37∼239쪽.

424)SheriBerman,2006,ThePrimacyofPolitics,CambridgeUniversityPress와

ThomasMeyer,2007,ThetheoryofSocialDemocracy,Polity.고세훈,2010,

<진보 자유주의,사민주의 그리고 인즈>,≪진보 자유주의와 민주 시장

경제≫,한림국제 학원 학교 정치경 연구소,4∼16쪽 재인용.

425)박호성 편역,1991,≪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청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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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것이다.반면 규모 산업체의 공공 소유,사유재산 축 의 제

한,정부의 경제 규제, 범 한 공공재정 지원과 연 제도 등을 강조하

며 민주 사회주의를 정의하기도 한다.426) 자가 민주사회주의를 자본

주의 틀 내에 있다는 면에서 자유주의의 가장 좌 형태로 정의하는

반면,후자는 자유주의 맥락에서 이 이념이 사유재산을 규제하려는 사

회주의 계보를 따르고,자기이익의 증 욕구보다는 공공에 사하는

인간 에 기반을 둔다는 에서 사회주의의 민주 인 형태로 규정한 것

이다.민주사회주의의 정의도 다른 개념들처럼 역사 으로 변화,분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李邦錫은 민주사회주의는 애 에 제2차 세계 이후에 등장한 이데올

로기로서 그 기원부터 냉 세계 의 향 하에 등장한 것이며,민주

주의가 먼 발생하고 그 후에 경제 체계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민

주주의가 각각 결합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로 되었다고 설명한다.여기서 민주

주의는 정치 개념,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경제 개념이었으며 사회민

주주의가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과격한 좌 사회민주주의가 마르크

스주의와 볼세비즘(공산주의)이라는 체주의로,다른 한 갈래가 민주주

의와 사회주의의 진정한 결합인 민주사회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427)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에서는 ‘공상 ’사회주의라고 명명했던 ‘인

도주의 이상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사회주의의 연원이라고 주장되었

다.

정치학자 閔丙台428)는 제자들 사이에서 국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정치

426)라이만 타우워 사르젠트,1994,≪ 사회와 정치사상≫.한울아카데미.

427)李邦錫,1961,<民主社 主義思想>,≪건국 학교 논술집≫,건국 학교 83∼84

쪽.제출시기는 1958년이나 편집 사정으로 1961년에 간행되었다.편집자주 참조.

428)閔丙台(1913∼1977)는 충남 부여출생으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와 1933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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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인 라스키(HaroldJ.Laski)에 한 강의로 유명했다.429)라스키는

1920년 휴머니즘에 기반한 자유주의자 으나,세계 공황기 시즘

기 경제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자유가 약함을 비 하며 격

히 마르크스주의의 계 국가론을 수용하 다가,제2차 세계 후 국

게이오(慶應) 학 정치학과 졸업하 다.동 학원 수료 후 복 후 연희 교수,

동국 학장, 구 학 교수를 거쳐 1953년 서울 학교 문리과 학 교수로 취임

하 다. 복 후 일본 학의 일반국가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던 정치학계에

리버럴한 구미정치학의 역으로 치시킨 선구 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서로 ≪정치학≫(1958),≪정치학요강≫(1962),역서로 라스키의 ≪정치학강요

≫상·하(1957),매키버(Maclver,R.M)의 ≪근 국가론≫(1957) 세바인(Sabine,

G.H.)의 ≪정치사상사≫2권(1963)등이 있다.이정복 편,2008,≪공삼 閔丙台 선

생의 정치학≫,인간사랑 참조.

429)김정강 구술,2001,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선인,

32-33쪽,45쪽;이정복,2008,<공삼 閔丙台선생의 연구업 >,윗책,56∼57쪽.閔

丙台는 학과 내 이념성향의 독서회모임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는데,신진회는 민주

사회주의자 李東華 등을 청해 강연회를 하거나 후진사회연구회로 이름을 개칭

하여 활동하다가 1960년 사월 명을 주도했고 신진회의 성원이었던 이수정은

4.19선언문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신진회 간사 柳漢烈의 증언에 따르면 신진

회는 1956년 6월 문리 내 학생단체 는데 개진회에서 개칭한 것으로 민족주의,

독일사회민주당, 국의 페이비언 회 등 비공산주의 서구사회민주주의를 연구

했다.류근일은 서울 학교 학생동인지에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체험하고

공산주의도 체험했으나 모두가 틀려먹었다.우리는 신형조국을 갈망”하며,“이념

으로 민주사회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이 일로 류

근일은 “신형조국”이 국체를 부인했다하여 국가보안법 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민

주사회주의는 합헌이라는 무죄 결을 받았다.그러나 필화사건을 계기로 신진회

는 경찰에 의해서 해산되고,반지하써클화 되었다.≪동아일보≫ 1957년 12월 5일

자;<신진회원소환 심문 문리 필화사건>,<신진회는 비 결사 아니다> ≪경향

신문≫ 1957년 12월 17일자;<문리 유군에 간첩 의도 등장,‘문제의 논문 쓴

동기,實父 김일성 학교수 지령>≪경향신문≫ 1957년 12월 18일자;<발행동기

엔 무 의로 명 문리 사학보사건> ≪동아일보≫ 1957년 12월 19일자;<신진

회간사 등 이명긴 구속>≪경향신문≫ 1957년 12월 24일자;<국가변란기도죄로

문리 의 유군 기소> ≪동아일보≫ 1958년 1월 12일자;<유근일군 무죄언도>

≪경향신문≫ 1958년 4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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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집권을 계기로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실 을 정하면서 민

주사회주의자가 된 인물이었다.430) 한 가장 향력을 끼친 외국학자이

기도 했다.431)閔丙台는 라스키의 민주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하여,정치

자유가 노동계 이 국가권력에 근할 수 있는 평등성을 제로 하며 이

사회세력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 자유의 궁극 목 이라고

주장하 다.

경제 립과 사회불안에 처하여 우리는 오히려 과거에 확립된 정치 자유

를 기반으로 하여야만 비로소 사회문제를 민주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잊

어서는 안된다( 략).정치 자유와 경제 평등은 립된 체계로서가 아니라 병

행할 수 있는 두 개의 路程으로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근 국가에 있어서

의 정치 자유는 산업계 의 사회세력이 국가 권력에 근한다는 사실을 제로

한다고 본다면 동질 인 권력의 지배에 의한 동질 인 사회세력의 권리보장이

달성되는 단계야말로 바로 근 민주주의 원숙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목 달

성을 한 기치가 바로 ‘정치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432)

그는 사회세력들의 평등이 보장되는 단계의 사회를 원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서 추구하 다.그리고 이 평등을 달성하는 과정이 정치 자유에

기반해서 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閔丙台의 주장은 ‘목 ’으로서 경

제 평등을 강조하고,그것의 달성 ‘수단’으로서 정치 자유를 강조한

430)김세균,2008,<라스키의 정치이론>,≪공삼 閔丙台 선생의 정치학≫,인간사

랑,195∼227쪽.그런데 라스키가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

주의의 종합을 시도했던 냉 시 에,그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는 용공주의자로,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는 ‘최악의 우익 사회민주주의자’로 비난받았다.

431)1965년 정치학자 상 설문조사에서 1945∼55년동안 가장 향을 끼친 외국학

자에 라스키,2 로 매키버,국내학자로 민병태가 꼽히기도했다.김계수,≪한국정

치학:황과 경향≫,49∼50쪽.

432)閔丙台,1958,<정치 자유>,≪思想界≫,1958년 12월호,381쪽(思想界 인본

간행회,1991,≪思想界 인본≫,세종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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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러한 정치 입장은 추상 인 이론 단계로 구체화되지 않았

으나 평화 정치 자유라는 수단에 의해서 경제 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사회주의 입장에 기반한 것이었다.433)

1950년 이동화,이방석,민병태 등의 민주사회주의가 일제시기 해

방이후 학계에서 서유럽 민주사회주의의 향을 강하게 받은 안 이

념이었다면,이종률은 식민지와 해방직후 민족운동 과정에서 이념을 형

성한 경우 다.李鍾律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부산 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임했는데,4‧19 명이후 ‘민족자주통일 앙 의회’를 결성하고

그 조직이론과 이념을 제공하 고,≪민족일보≫사건에서 주필로서 징역

5년,‘민자통 심의 원회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다.434)그는 해방직후 김창숙,박진,문한 등과 ‘민족 당’인 ‘민족건

양회’를 결성,그 구성과 이론 정립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구분단

을 지하기 해 ‘남북 상’과 김구의 참여를 주도 으로 추진하 으며,

‘민주주의독립 선’결성도 주조하 다고 알려져 있다.

李鍾律은 당 남한의 기존 학계 지식인들과 실인식에서 격한 차

이를 보이고 있었는데,그는 당 남한 사회를 건 인 특성이 강하게

잔존해있는 사회로 인식하 다.

오늘 20세기 제3/4반기의 일로서 세계 인 역사사태는 근세시 의 제3

단계인 융자본제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우리 지역의 일로서는 안으로

433)閔丙台는 강의에서도 다원국가론,국가 심론,계 국가론 등을 다양하게 소개

하 다고 한다.학생들은 라스키에 한 그의 강의를 통해 민주사회주의나 마르

크스주의에 심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 다.김정강,윗 ,32-33쪽.

434)李鍾律(1902∼1989)의 출생년도와 일제시기 약력에 해서는 김선미,1989,<李

鍾律의 명운동과 민족 명론의 형성>,≪산수李鍾律 민족 명론의 역사 재조

명≫,선인 참조.김선미는 이종률을 1960년 신계 내부의 통일운동에서 핵

이론가 한명으로 보고 있다.



제4장 1950년 후반 민 주의 민족 담론

-185-

는 역사 자기실정으로서의 세사시 말기 사태 즉 종족사회사시

말기사태에서 완 한 진을 해 있지 못하고,밖으로는 국제 련사정으

로서의 근세사시 말기 즉 민족사회시 말기사태의 공세의 앞에 부닥치게

되어있다.즉 이 지역 우리들의 일인 한에는 아직 민족사시 그 이 의 사

태에서 在내 외 고경에서 고 하며 거기서의 진의 용기를 빚어

갖고 있는 실이다.(강조는 인용자)435)

李鍾律의 실인식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의 독특한 시 구분법으로

출발해야한다.그는 사회사단계의 제1시 란 상고사시 ,원시시 ,씨족

사회사시 ,제2시 란 고 사시 ,노 제시 ,부족사회사시 ,제3시

란 세사시 , 건제시 ,종족사회사시 ,제4시 란 근세사시 ,자본

제시 ,민족사회사시 로 구분하 다.여기서 남한은 제3시 인 세사

시 , 건제시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여기서 그가 이 ‘시 ’를

구분하는 기 은 1)생산기구의 결정 변동,2)권력 인 생산지배의 변

동,3)주요 생산수단의 성격변동,4)생산수단의 사회 소유 계의 변

동 5) 체 인 통치구조의 성격의 변동이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그리고 세사시 의 성격으로 철제도구 사용,토지소유주의 반생

산 생활체세,생산수단의 하나인 농노,주요생산수단은 토지,생산수단

은 모두 지주의 것,통치는 지주세력의 집약 권력체로서의 제왕정,

철 유심의 세 유심철학 형성,마지막으로 상공시민의 세 발달,

세사말기에 “ 지주체제인 주 그 방향 지주들의 상공품에의 선망

감과 아울러 토지보다 화폐에 한 욕심이 더 깊어지게 되어,일반으로

는 농노농민에의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면서 다른 일면으로는 反 建制

세력인 상공업의 발 을 돕게 되는 등”자기모순이 격심해지는 단계로

435)李鍾律,1965,<民族 人間의 基礎理論>,(1989,≪民族革命論≫)50쪽.원문

은 이 단락 체가 강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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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 다.그의 단계 인 역사 시 구분이나 각 시 를 구분하는 기

이 생산수단과 생산 계의 변화 등을 기 으로 한다는 에서 역사유

물론과 맑시즘의 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그러나 그 구체 인 구분

과 각 개념은 그의 독특한 인식에 기반해 있는 것이다.이는 특히 그의

‘근세사’개념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근세사시 는 별칭으로 근 사시 라고 하는 데,그 주요 특징으

로 기계사용,기계,공장,공업원료 등이 주요 생산수단이 되며,생산수단

부분을 자본가가 소유,일부를 지주가 소유,기계공업 상공업 심체

제로 되며,통치구조는 “자본민주주의의 성격”으로 “국토가 자주 이며

통일 으로”되고,“반 건 반외압 등의 문화가 성립되며 그것이 다시

‘인간 명’ 방향으로 개될 체제 등을 갖추”게 되고,이 근세사시

사회족을 “민족(民族,nation,nacio)”이라고 하 다.

우리는 반만년의 빛난 겨 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그 반만년 민족

의 역사는 가지지 않고 있다…민족이란 그 겨 구성의 한 단계물로서 종족

의 뒤를 이어 재되는 하나의 역사 사회구성의 族인 것이다.즉 종족은

세 인 사회족인 것이고 민족은 근 인 社 族이다.그러기 때문에 민족

은 근세사의 생기와 성장과 그 재정리를 자기의 생리로 한다.436)

李鍾律은 민족은 자본제시 에 한정된 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민족은 “반드시”민주주의 인 형성체라고 주장한다.437)여기에서 李鍾

436)李一九(李鍾律),1960,≪現瞬間政治問題 辭典≫,국제신보,1쪽.

437)“요사이 일부 사람들은 ‘겨 ’란 말과 ‘민족’이란 말을 뒤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민족이란 근세사시 즉 자본제시 에 한정된 사회

族의 구성체인 것이고,겨 란 온 역사단계에 걸쳐서 있게 되는 사회족이다.(

략)그 기 때문에 ‘우리는 약 반만 년의 빛난 겨 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물론 성립되는 말이나,‘우리는 약 반만년의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다’등

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종족으로서의 겨 는 그것이 민주성의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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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의 민족에 한 특유의 개념 정의를 볼 수 있는데,바로 민족이 자본

주의 시 에 응하는 구성체고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이라는 주장이

다.물론 그는 “민주주의 그 자체가 기성의 그것 즉 상업자본제단계의

그것과, 기성의 그것 즉 산업자본제단계의 그것과,말기성의 그것 즉

융자본제단계의 그것이 각각 다르듯이 민족의 성능도 그 게 다르”다

고 부기했지만 다만 ‘민주민족’에 해서 언 했을 뿐 자본제시 민족이

있는 것이고 이 작을 쓸 당시인 1965년경 아직 남한이 자본제시 가

아닌 ‘세 말기, 건 말기’의 시 로 인식하 다.반면 국제 계에서는

외부세력이 융자본 인 단계에 있으므로438)남한은 내부 으로는 겨

이고 외부 으로는 민족인 이 인 것으로,제국주의에 항할 민족은

언제나 민주 이고 내부 으로는 반 건의 과제에 ‘부르주아민주주의

명’으로서 달성해야 하는 ‘겨 ’인 것인데 이러한 이 인 주체 형성이

실 으로 가능할지에 해서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이종률은 1950년

지식인들 ‘겨 ’와 ‘국민’의 차이에 해서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439)비 실 인 ‘민족 ’에 기 하고 있었다.

민족으로서의 겨 는 민주성의 것이다.그것은 민족 그것이 반드시 민주주의

형성체이기 때문이다.”李鍾律,1965,윗 ,60쪽.

438)1960년 이종률의 에서는 “일반론 으로 말하면 상업자본제단계의 민족의 생

리와 산업자본제단계의 그것과 융자본제단계의 그것과가 다르다.일반 國際

情形은 이 제삼단계의 처지에 놓여있고 우리는 제1,제2,제3의 단계성을 기형

으로 錯雜性을 지녀 작용하고 있다.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반

드시 민주민족 는 인민민족 등의 형사를 빼어놓지않고 부쳐서 말한다.그것

은 민족이 지니고있는 바 기 생리성으로서의 민주성과 주민 자주성을 확

호히 성격지워서 이야기하자는 의도로서 인 것이다.”이종률,1960,앞 ,2쪽.

439)“民族이란 말엔 그것이 老衰期的 史實로서의 그것이 아닌 限에는 民主性과 동

시에 反外帝性 등을 지닌 形容詞的 名詞인 것이다.국민이란 법률 성질을 갖는

국가통치의 상을 말한다.그러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를 설립유지시키는 기

인 사회구성원들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립됨으로해서 있어지고 국가가 없어지

면 그도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그리고 人民이란 百姓이란 말인데 그 地域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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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건,반제를 심과제로 본 이종률이나,민주사회주의자들의 자유주

의 자본주의 비 과 비교할 때,咸錫憲440)은 종교 실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치 경제 실에도 비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그 원인

을 문명과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 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철 한

것이었다.

종교가 신앙의 賣를 한다면 교육자라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지식의

賣를 한다.오늘날 교육이 主知主義로 기울어져 못쓰겠다는 말은 하지만

그것을 그 게 만든 것은 資本主義다.資本主義는 상품을 만드는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인격이 아무 소용이 없다.인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는 상

품을 될수록 많이 만들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그리하여 학교는 간 을

인격도야라는 것을 내걸고 실지로는 지식의 소매를 하는 곳이 되었다....옛날

엔 덕망에 의하여 되던 교사가 일정한 자격을 얻어 면허증을 가지고 하는

어서의 特權的 生活階層을 除外한 廣汎한 住民들인 것이다.이 人民 는 百姓은

民主社 의 일인 限에는 國家를 設立維持시키는 基礎的인 社 構成員들이다…우

리들 배달人民으로서의 同胞는 그 수가 재 略三千萬으로 計定된다.그러나 우

리 大韓民國國民은 略二千萬으로 밖에 算定되지 않는다”이종률,1960,윗 ,2∼

9쪽.

440)咸錫憲(1901∼1989)은 평북 용천에서 출생해서,1923년 오산(五山)고등보통학교

졸업후 1928년 일본 東京고등사범학교를 다녔고 이때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향을 받았다.당시 일본 기독교계는 교회설립보다 성서연구에 주력하는 ‘정통

’,자유주의신학을 받아들여 기독교의 일본화를 주장하고 사회주의운동으로 발

하기도 한 ‘자유주의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자유주의신학에 반발한 성서무

오의 개인 ‘정통 ’가 소수 는데,1920년 까지 일본교회는 자유주의신학이

주류를 하는 상황이었다.이 성서비 을 시했던 ‘정통 ’에 우치무라 간조

도 포함되는데,咸錫憲은 그에게서 특히 향을 받았다.그는 오산학교 교사시

金敎臣·宋斗用·鄭相勳 등과 무교회주의신앙클럽 결성하고 ≪聖書朝鮮≫을 간행했

으며,해방 후 월남해서 YMCA에서 성서강해를 하다가 1954년부터 ≪새벽≫,≪

思想界≫ 등에 을 싣기 시작했다.김성수,2001,≪함석헌평 :신의 도시와 세

속 도시 사이에서≫,삼인;사와 마사히코,1995,≪일본기독교사≫, 한기독교서

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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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자가 되었다.교육의 효과는 感恩報謝의 정신에서만 나올 수 있

는 것인데,그것을 賣買制로 만들어서 학생의 심리에도 내가 상당한 가를

내고 지식을 사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으니,그것은 이미 교육이라 할

수 없다...그것이 오늘 사회의 모순을 낳은 원인이다.441)

咸錫憲은 종교계가 신앙을 상품화해서 매매하듯이 교육계도 지식을 상

품화해서 매매할 뿐인데 그러면서도 이를 상품매매가 아닌 듯이 하고 있

으며,이러한 사회 문화 반의 상품경제화가 사회의 모순을 낳는 원인

이라고 주장했다. 한 종교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소비

경향에서 해서도 그 원인을 원조 경제에 의존하는 남한사회와 미국의

자본주의 제도로 보았다.

자본주의의 잘못으로 나온 것이다.그러기에 그 경제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그 풍은 없어지지 않는다.이 게 말하면 혹은,자본주의는 미국이야말로

그 본소인데 미국은 아니 그런데 우리만 이런 것은 웬 일이냐 하고 반문할

지 모른다...그것은 모르는 소리다.아 미국 때문에 생긴 우리 썩음 아닌가?

미국의 자본주의의 하수도가 우리다.미국의 자동차가 무엇 가지고 왔나?자

기네가 호사한 살림 하는데서 필연 으로 나오는 꺼기,쓰 기를 처분하려

고 싣고 온 것 아닌가?자본주의가 있어 돈 표 으로 산다면 우리가 아니라

도 세계의 어느 놈이라도 반드시 그 쓰 기를 뒤집어쓰는 놈이 반드시 있게

생긴 것이다.442)

그는 남한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원조의 잉여처분 인 성격과 세

계 자본주의의 의존 인 계를 직 으로 통찰하여 비 을 가하고 있

다.이는 1956년 남한의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서구화가 곧 근 화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상당히 격 인 논의 다. 한 더

441)咸錫憲,1956,<새윤리>,≪思想界≫,335∼336쪽.

442)咸錫憲,1956,<思想과 實踐>,≪思想界≫,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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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남한이 진정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비 을 골자로 한 1958년

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산다>는 ≪思想界≫는 필화사건을 겪을 만큼

사회 이슈가 되었다.

우리가 일본에서는 해방이 다 할 수 있으나,참해방은 조 도 된 것 없

다.도리어 보다 더 참혹한 것은 에 상 이 하나 던 신 지 은 둘 셋

이다…남한은 북한을 쏘련 공의 꼭두각시라 하고,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여,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우리는 나라 없

는 백성이다.6.25는 꼭두각시의 노름이었다.민 의 시 에 민 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민 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밖에 될 것 없지 않은가443)

그는 남한이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1950년 실에서 냉

체제에 긴박된 상황을 식민지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비 하 다.그

는 이 로 인해서 20일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는데,남한체제

와 미국의 원조경제에 한 이러한 날카로운 비 은 자본주의체제와

실정치에 착한 비 실인식을 보여 다.1950년 후반은 특히 원

조경제의 모순이 가시화되고 경제 기가 가속화된 시기 다.咸錫憲

이 자본주의 발 이나 서구 자유주의 발 의 상 성을 부인한 것은 아

니었지만,자유주의 매부의 무한경쟁이 개인‧사회‧국가간의 고통을 야기

하며,자유의 보장을 해 탄생한 자유주의가 그 자신의 자유를 말살하

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취했다.

자유를 외 물 인 뜻으로 취한 것이 자본주의 경제요,제국주의 정치

다…자본주의는 폐가 있는 동시에 인격의 자유를 더 실히 가르쳤다.

사실은 본래부터 둥이 태여서 자본주의의 발달을 따라 자유의 정신도 자

443)咸錫憲,1958,<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6.25싸움이 주는 역사 교훈>,≪思

想界≫,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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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왔다…그러나…경쟁으로 자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 간다.

지나간 날에 사람의 살림을 주도해 온 것은 립,즉 맞섬이라는 생각이었

다.집과 집,나라와 나라,계 과 계 ,개인과 개인이 맞서서 서로 많이 가

지고,힘있고,잘나려 하는데 모든 활동의 고통이 있었다.444)

咸錫憲은 자본주의의 폐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의 신장이

라는 면에서 역사 의의가 있었음을 지 하 다.그러나 문명에서

기 고 자유주의가 기반했던 무한 경쟁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

과 립 세계 을 비 하 다.그가 자본주의와 상품화, 문명을 비

하고 자유주의 인 무한경쟁의 폐해를 비 했다면 그 문명을 넘어설

단 를 문명에 한 새로운 시각, 통에 한 뒤틀기를 통해서 찾았다.

사람은 나르시서스다. 한 일에 취하는 것이 부분 사람의 일이다.제게 취

하지 않은,제 지은 것에 종이 되지 않은 개인도 시 도 별로 없다.문명인은

제 에 취한 사람이요,제 만든 기계에 종이 된 죄수다...그리고 그 원인은 언제

나 다름없이 꼭 같이 문명으로 인하여 정신이 약해지는 데 있다.그럴 때면 반드

시 소수의 들사람이 나타나서 썩어져 가는 백성을 책망하여 마음 속에 잃어버린

야성을 도로 찾도록 부르짖는다.그 말을 들으면 살아났고 아니 들으면 죽었다.

국의 노자,장자는 다 야인정신을 부르짖는 사람이다.주나라 시 에 와서 고

의 소박을 잃고,춘추 국시 에 온즉 더 세상은 재주와 꾀만 숭상하고 형식

인 제도의 폐해가 심했다.그러므로 그 풍을 고치려고 외친 것이 그들의 문명주

의에 반 하는 無爲自然이었다.445)

咸錫憲은 동양문명이나 서구문명을 막론하고 문명이 가진 특성이 ‘야

성’과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재생이 없으면 멸망할 뿐이라 하 다.그러

444)咸錫憲,1959,<새윤리>,≪咸錫憲 집2≫,한길사,355쪽.

445)咸錫憲,1961,<들사람 얼(야인정신)>,≪人間革命≫ (≪咸錫憲 집2≫ 한길사,

144쪽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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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야성이 곧 통 그 자체의 복원이나 그 자체의 계승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었다.

소 사실이란 것은 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실은 결코 참이 아니

다. 실이라지만 現이야말로 實은 아니다.씨는 언제나 뵈지 않는 속에 있

다…사실이 요하지만 事實은 史實이 되어야 하고 死實에 이르러야 한다…

신화는 있던 일이 아니요,있어야 할 일이다.신화를 잃어버린 20세기 문명

은 참혹한 병신이다.신화는 理想이다…그 신화가 타락하여 설이 되고,

설이 타락해 史가 되고,사화가 타락해 사건이 된다.446)

실의 사실들은 객 인 역사 사실이 되어야 하고 이 역사 사실

즉 통은 죽은 사실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역사 사실로 박제화된

통이 아닌 이상으로서의 신화는 늘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 이상으로서

신화가 박제화 되면 타락하여 역사가 되는 것이다.咸錫憲의 통에

한 이러한 태도는 민족 정체성을 해서는 신화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이상에 가까운 것이지만,이 신화를 역사 사실로 박제화하면 그것은

민족 정체성의 연료가 아니라 죽은 사실을 객 화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이다.이러한 통에 한 그의 인식은 4.19이후 시인 김수 이 발견한

통인식과 맞닿는 면이 있다.447)그것은 통숭배(계승)/ 통부정(개조)

라는 단선 태도가 민족/근 에 한 像으로서 일 되고 따라서 고정

인 이데올로기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그에게 통(사실)은 보이지 않

는 것,야만,이상,들사람,민 과의 계망 속에서 죽거나 살아나야하는

446)咸錫憲,1961,윗 ,135쪽.

447)김홍 은 김수 의 통에 한 인식을 들뢰즈‧가타리의 리좀 개념으로 설명

하고 있다.김홍 ,2009,≪마음의 사회학≫,374∼392쪽 참조.리좀은 일 인

계질서로 짜여진 구조가 아니라 단 이지만 그 기 때문에 합이 용이한

것으로서 유동 인 인식에 기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1950년 후반 민 주의 민족 담론

-193-

어떤 것이다.咸錫憲의 이러한 독특한 통 인식은 그의 인간 과 맞닿

아 있으며,그가 민족/민족주의를 구분하는 민족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단 가 되었다.

제 2 ‧서민‧민 인간

민주사회주의를 ‘인도주의 이상주의 사회주의’에서 연원한 것으로

인식했던 이방석은 민주사회주의의 인간 도 “부루죠아 자유주의를 토

로 하는 근 민주주의”의 인간 에 기 해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성 자체가 모든 역사 변천을 월해서 기본 으로 불변인 한 인간의 본

능으로서의 자유에의 욕구도 불변인 것이고 자유주의는 사멸치 않을 것이다.그

러나 끊임없이 추이되는 시 의 요청에 즉응하면서 자유를 실 하는 것은 민주주

의의 본질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448)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기계기술과 분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노동은

기계화되고 노동에 있어서의 인간성은 몰각되며 인간 자체를 기계화”함

을 비 하고449)자본주의로 인한 인간의 경제 상황에 속되는 상황을

했다고 문제시했지만,인간 에 있어서는 여 히 자유주의 인간 ,즉

인간 정신의 자유에 한 욕구를 자연 산물이라고 사고한다.그러나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별 욕망에 한 존 을 근본 인 교의로 하는 자유

주의자들과 다른 면은 이들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성에 해 보

다 더 ‘이상주의’이고 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448)李邦錫,윗 ,7-9쪽.

449)愼道晟,1952,<민주주의의 원 문제>,≪戰時科學≫,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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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의 의사에 소수자의 의사가 평화 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원일치의

체의사라는 것은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자가 승인하

는 용의 태도가 있음으로써이다.이러한 태도는 시공을 월해서 결코 그릇된

단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 무결한 존재로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유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자각을 제로 하고 동

시에 이러한 인간에는 각자 이성이 내재하여 있고 이 이성이 발동하면 체의

완 한 일치도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즉 이성의 확신을 제로 한다.…소수자

가 다수자의 의지에 평화 으로 복종하는 제도가 성립되는 것이다.(강조는 인용

자)450)

민주사회자들은 다수결의 원칙,의회제정치 등 자유주의 정치의 룰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즉 평화로운 방식에 의한 이행을 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으로 기 는 것은 바로 이성에 기반을 둔 인간 이

다.자유주의자에서 로-마르크스주의자로,다시 민주사회주의로 사상

변화를 거듭했던 라스키가 세계 공황기와 시즘의 두를 경험하면

서 인간의 이성에 한 신뢰와 회의,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의 이행과 폭

력 명의 불가피성 사이에서 회귀를 거듭했던 것도 이러한 민주사회주의

의 이상 인 인간 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시민은 어도 충돌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을 만큼 이성 인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제인 것이다.그리고 그들 시민은 효과

이고 타 을 한 개인과 계 의 이익의 양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

큼 선의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 민주정치의 제인 것이다.…자본

주의의 발 과 더불어 출 한 유산자와 무산자로써 비록 계 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면의 이해 립에 그치는 것이고 인간에 내재하

는 이성을 확신하는 이상주의를 공통으로 유지하는 한 상호 립되는 정당은 의

450)李邦錫,윗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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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451)

이방석은 계 립을 인 것으로 확 시키는 것은 맑시즘 공산주

의이고 민주사회주의는 도덕의식과 정의감이라는 “ 동하는 동질성의 기

반”을 갖는 이상주의 세계 으로 상정한다.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인간

에 있어서 자유와 이성을 인간성의 본질로 삼는다는 에서 자유주의

세계 을 넘어서지 않고 오히려 이성 인간 에 한 이상주의 태

도를 견지했다면,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볼세비즘과 결별한 역사에서도 나

타나듯이 인간의 경제 이해에 한 욕구를 주요한 문제로 삼았다.사

회민주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정당 등 집단 노동계 의 세력화

를 요시하고 이들을 기반으로한 제도 참여를 주요하게 사고했던 것

도 이러한 인간 의 차이 에 기반한 것이었고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를

노동귀족화로 비 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민주사회주의들이 자유와 이성에 기반을 둔 인간 에 기반하고 있었던

반면 李鍾律은 그의 ‘民人革命’론의 핵심으로서 독자 인 인간 을 주장

하 다.즉 그는 민족 명이면서 인간 명이라는 동시 명으로서 ‘민인

명’을 상정했는데,자본주의 명에서 사회주의 명으로 화하는 것도 아

니고 민족 명과 인간 명의 동시 명이라고 주장할 만큼 그에게 있

어 인간 은 핵심 인 사상 의 하나 다.

먼 李鍾律은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하여 動物人,前人間,正人間으로

구분한다.이 구분은 일차 으로 생산력의 발 을 기 으로 하 고,동물

인은 역사이 단계의 인간을,前人間은 역사발 이후 세 시 의 인

간이며 정인간은 이러한 구분을 넘어서는 인간이다.기존의 연구는 李鍾

律의 인간 이 ‘민인 명’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호하다고 하

451)李邦錫,윗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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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452),그의 인간 은 일제 식민지시 이래의 ‘문화주의’인 요소

를 상당히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그의 인간 을 이해하기

해서는 일제시기와 사상 인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 생산력의 일 역사 인 발 과 이 생산력의 발 과 유 한

체 인 인간의 물질 사유 인 생산능력의 향상은 사회경제사 내용에

서 뿐만 아니라 인간사 내용의 인간가치 인간윤리의 새로운 차원성을

감각해 가지게 되었으며 되어 있다.여기서 사회경제사 역사조건의 경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옳게 시하여 그 역사 인 성능을 옳게 이해하게 됨

으로써,‘선진성지역’의 ‘근세사 말기 기기성’을 사의 로 구출해

올리는 시 이면서 동시에 全 前史段階的인 성질의 역사 인 사업은,

그 사업 에서도 가장 귀 하며 가장 특징 인 부분에 이름을 주어서 이

게 ‘인간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강조 인용자)453)

李鍾律의 前人間 즉 사 단계의 인간은 생존을 해서 생산력 발 을

해 고투하는 인간 이 의 인간이다.생산력의 발 으로 인간의 물

사유 능력이 향상되어 새로운 인간 가치와 인간 윤리에 기 를 둔 인

간인 全人間이 출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이 인간은 생산력 발

이라는 조건을 배경으로 하지만,생산력이 고도로 발 한 미 등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이러한 인간 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와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말기 융자본주의의

기에 처하게 되므로,따라서 사단계의 민족 명을 진행하는 후진 국

가의 명이 이 새로운 인간형을 사유하고 주조할 수 있는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52)김선미,앞 참조.

453)李鍾律,앞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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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 명의 완수과정은 前史단계에 있어지게 된 前人間들이 생산수단의

소유 계를 심한 는 기타의 악착스런 조건들에 의한 인간자기끼리의

립분쟁을 사회경제사 인간사 새 조건들에 의하여 필히 지양하고,거기서

인류의 正史 그 제1시 로서의 사시 사태를 경제 사회 통치 등 체 인

역사사태에 걸쳐서 신건설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여기서는 깨어진 인간 자기끼

리의 악착스런 립분쟁인 것이 아니라 一統化된 인간-즉 正人間-으로서,

인간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자연의 싸움으로서의 우주사 단계 그

제1역사시 를 창발해 내게 되는 것이다.454)

그는 생산수단의 소유 계를 둘러싼 계 투쟁과 분쟁을 “지양”하고 생

산력 발 을 배경으로 일통화된 인간으로서 우주를 개척하는 인간이다.

李鍾律이 말하는 ‘인간 가치’와 ‘인간윤리’를 강조하며,선진 자본주의의

모순을 구제할 일통화된 인간상은 19세기말 독일의 문화철학,일본의 문

화주의의 논리구조와 상당한 유사 이 있다.독일이 국자본주의의 침

투에 항하면서 주조한 이데올로기로서 보편주의 인 불의 문명에

해서 독일의 정신 가치,윤리,인간 가치를 강조한 것이 독일의 문화철

학이었는데,李鍾律에게서 일제시기의 문화주의가 유물론 개념들을 거

쳐서 새로운 ‘인간 ’으로 주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문화주의와 마르크

스주의의 일종의 좌 결합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혼융과 심은 비단

李鍾律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455)‘민인 명’에 의한 정인간의 사회를

李鍾律은 맑스의 ≪독일이데올로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상주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표 하 다.

작은 티끌 묻은 빵 한두 조각 때문에 고 배를 주려가며 악착스 싸우

454)李鍾律,윗 ,71쪽.

455)허수는 1920년 김일성이 ≪개벽≫지에 실린 이돈화의 문화주의 기사들을 탐

독했다는 회고록을 여러번 지 하고 있다.허수,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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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악독한 들과 말썽들이 무서워서 뒷골목 답답한 길을 걷

게 되던 우리 뭇인간들이 이젠 걱정 없이 훈훈하게 든든하게 불러진 배를

‘‧나’함께 안고,맑게 거침없이 넓어진 가슴을 우주의 머까지 열어제

쳐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인간으로서 생활하는,定貴한 인간으로서의 멋과 사

랑의 노래를 리듬도 좋게 불러 불러 ‘‧나’함께 우리 ‘인간’으로서 즐기게

되리라.456)

李鍾律의 인간 은 생산력 발 에 일차 주안 을 두고 여기에 인간

윤리와 인간가치를 강조한 문화주의 인간 에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명과정에서 ‘일통화’된 인간을 상정함으로써 마

르크스주의 인간 과는 결정 인 차이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사회주의가 이상화된 근 주체를,사회민주주의가 탈이상화된

근 주체를 상정한 것이었다면 이종률의 ‘민인 명’에서 주체는 생산

력 발 에 긴박되었다는 의미에서 근 념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반면 기독교,노자사상과 유교 통들로부터도 교차 인

향을 받았던 咸錫憲은 근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직 이며 종교

인 새로운 인간 을 제기하고자 했다.

이때까지 교육은 자연주의에 추종하여 실의 인간을 이 로 정하고 자연

인 합목 성을 믿어서 이성의 지시하는 로 발달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알았지만 이제 그것은 잘못임을,속은 것임을 알았다.이제 우리는 인간성이 그

로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요,그것은 근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다.457)

咸錫憲은 과학 연구를 인간에게 용함으로써 “세계는 우리 오 으

456)李鍾律,윗 ,72쪽.

457)咸錫憲,1959,<새교육>,≪咸錫憲 집2≫,한길사,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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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하는 이것 이 로”라는 자연주의가 지배하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

은 감각과 같은 가시 인 것만이 사회학,심리학 등의 상이 되어 바로

“靈”의 세계가 인간학,인생 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왕 이 로 가다가는 이 생이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감각 자아가 요구하는

로 살자는 것,될수록 지지 말고 쾌락하게 한동안을 지내자는 것이 인생의 목

이 되게 되었다.그것이 실주의요,물질주의요,그것을 개인 으로 실 하기

는 곤란하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하자는 것이 군국주의요,자본주의요,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主知主義,출세주의다.이것이 소 문명이란 것이다.458)

그는 인간에게도 자연과학 시각을 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실

험가능하거나 측정가능하지 않은 역을 인간 탐구에서 추방함으로써 직

이나 혼 등의 인간의 다른 측면들이 사라지고 오직 감각에 기반을

둔 인간 만이 남게 되었다고 비 하 다.따라서 이러한 인간인식은 물

질주의, 실주의를 낳을 뿐이고,지혜나 통찰이 아닌 지식과 정보만을

강조하는 사회,그리고 타인이 아닌 자기와 자기국가의 이익만을 “계산

하는”근 의 문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면 그가 새로운 인간으로 제기하는 인간 은 어떤 것인가?그는

서구의 자유주의 개인이 아닌 단순하고 생존경쟁의 철학 에 서지 않

을 ‘민’을 상정한다.

새 윤리는 그 기 때문에 세계의 윤리다.그런데 그 윤리를 향하는 주인은

구냐 하면 사람,민이다.지난..이제 단순한 인간,사람,민의 세기가 온다.민은 제

가 제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제가 제 주인이다.앞날의 윤리는 민의 윤리,자유의

윤리일 것이다.그러므로 평화의 윤리다.이 의 문화는 다시 생존경쟁의 철학

458)咸錫憲,1959,<새교육>,윗책,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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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지 않을 것이다.데모크라시,즉 민의 정치는 여론의 정치다.여론은 민,

곧 많은 나의 말이다.인격의 소리다…한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다.(강조 인용

자)459)

咸錫憲이 추구한 “데모크라시”는 자유와 평화의 윤리이기는 하지만,

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토 를 둔 ‘개인’이 아니라 집합 존재이면서

사회와 문명에서 지배자 던 집단이 아니라 학 받거나 경시되었던 사람

들이다.460) 한 우리의 마음에 한,여기서 한은 큰 것,신 존재,

Khan, 라만 등 월 실재를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미 내재하

는 나이다.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서민,무사,유산자,무산자,임

,귀족,정치가, 술가,교육가”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것을 넘

어선다.그에게 계 립,구조 문제들은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하지

는 못한다.461)

咸錫憲에게 가장 근본 인 해결방법은 교육이고 인간의 본질과 존재를

변하게 하는 것,그 인간 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野人”에 의해서다.그리고 이 “들사람”은 자유주의나 근 인 인

간주체가 아니다.

459)咸錫憲,1959,<새윤리>,윗책,358-9쪽.

460)“ 를 서민이라 하고 下民이라,愚民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학 했지.지배자

라는 그들이 를 짜 먹고 를 벗겨 입고 살면서도,앉을 때는 를 깔고 앉고,

길을 갈 땐 를 타고 가고,높은 데 오를 땐 네 머리를 밟고 올라가고,놀 때는

를 삼손처럼 모욕하며 즐겼지”咸錫憲,1959,<새윤리>,윗책,359쪽.

461)“자본주의요 공산주의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표면의 소리요,문제는 깊은 데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그런 말은 정말 근본 인 것을 하기 한 수단으로 하

는 말이지 ,문제가 정치 경제 인 것을 해결되지는 않는다.문제는 인간의 본

질,존재의 성격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이념이 거기까지 깊어지지 않

으면 안 된다.”咸錫憲,1959,<새교육>,윗책,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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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우리나라엔 리한,약은 문화인만 있고 어리석은 들사람이 없어 이 꼴이

다.( 략)들사람이란 다른 것 아니고 스스로 제 살을 찢는 자다.그는 문화를 모

른다,기술을 모른다,수단을 모른다,인사를 모른다,체면을 아니 돌아본다.그는

자연의 사람이요,기운의 사람이요,직 의 사람,시의 사람,독립 독행의 사람이

다.462)

근 문명에서 ‘구제’할 삶은 직 과 기운과 시와 자연의 사람이고,

자신의 주인인 독립 인 사람이다.그는 악하지 않은 사람이고 ‘문’에

반 되는 ‘야’와 ‘들’의 사람이다.이러한 인식은 인간 뿐만 아니라 그의

문명 에도 이어지는 것인데,그러나 서지역 기독교의 민족주의 배

경463)을 공유했던 咸錫憲은 그들에게 향을 끼쳤던 “민족성이론”의 일

단을 보이기도 했다.즉 “그릇된 낙천주의,이것이 태고시 에 있어서 우

리를 잘못 만든 원인이 아닐까?…우리는 심각성이 부족한 민족이다.고

로 깊은 자기 악을 못했다”464)고 할 정도로 민족성이론의 일단을 보이

기도 하 다.그러나 그가 1950년 사상의 지형에서 서구의 근 주

체와 자유주의 자연 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 과 자연 을 사유했다

는 은 명백하다.

이때까지 한 것처럼 우주는 죽은 것이라든지,객 인 존재라든지,마

음 로 개척하고 정복할 것이라든지…무슨 의나 있는 듯이 하는 생각

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우주를 사랑하고,존경하고,나와 하나를 이룬 한

인격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사람의 감정은 한마음을 느끼란 것이요,그 이

성은 물질을 뚫어 비추란 것이요,그 의지는 허공에 무늬를 놓으란 것이다.

465)

462)咸錫憲,<들사람 얼>,윗 ,146∼147쪽.

463) 서지역 기독교 민족주의의 특징에 해서는 장규식,2001,≪일제하 한국기독

교민족주의연구≫,혜안 참조.

464)咸錫憲,1959,<새교육>,≪咸錫憲 집 2≫,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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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노동 에 따르면,자연에 인간의 조작 노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가치’로 환산할 만한 노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미국이나 호주에서 인디언들로부터 그들의 경작지를

“합리 ”인 방식으로 약탈할 수 있었고,일본제국주의시기에 “근 소

유권”을 확립하기 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약탈도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노동 은 자연에 한 끊임없는 개발과 개척을 가

능하게 했던 세계 이었고 咸錫憲의 우주를 하나를 인격체로 경외하는

것,감정과 의지와 이성의 존재로서 인간 은 “근 ”시각으로부터 본

래의 혹은 실의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이러한 인간 은 통

인 ‘민’에 한 사유로부터 출발한 인간 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유주

의 개인에 기 한 것이 아닌 집합 인간이라는 면에서 ‘민 ’에 기반

한 인간 이라 할 것이다.

제 3 발 담론 비

1.발 사 으로서 ‘근 화론’비

민주사회주의는 사월 명 후 주목받는 안 이념 하나 고,다양

한 언론에서 이를 조명하기도 했다.466)이들은 4.19에 한 평가에서부터

465)咸錫憲,<새윤리>,윗책,360-361쪽.

466)≪世界≫지는 4.19직후 민주사회주의를 조명한 표 인 제도 잡지 하나

다.≪世界≫지는 1959년 1월 동아출 사에서 발행된 월간지로 1960년 7월호 통

권 20호로 종간되었다.원래는 번역지로 출발,해외학술지를 소개하다가 1960년 3

월호부터 종합시사지로 국내학술지상 토론들을 게재했다.창간당시 김상문(金相

文)이 발행인으로 동아출 사에서 발행되었다가 이동 (李東俊)으로 바 고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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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이후 연이어 일어났던 노동운동,교원노조운동,학원민주화운동 등에

해서도 다른 시각의 평가를 내렸다.우선 경제학자 趙璣濬은 1950년

이승만 정부를 집권 료지배체제로 보고 그 지배체제아래서 료재벌

이 창출된 사회로 보았다.

官權과 결부된 분배방식은 새로운 官僚財閥을 창출해냈으며 執權的 官

僚支配體制를 확립시켰다.정부는 이 지배체제를 수호하기 하여 警察國家를

등장시켰고 특권의 분배를 미끼로 국민군을 그 膝下에 장악함으로써 정당의 수

호군을 만들어냈다.467)

와 같이 이승만정부를 료재벌을 기반으로 한 료지배체제로 악

한 은,사월 명의 원인을 이 국가기구와 료자본주의로 보고 사월

명은 이 지배구조에서 형성된 경제 불공정 때문이라는 분석을 가능

하게 하 다.

警察國家機構를 배경으로 하여 建的 官僚資本主義를 형성하고 腐敗官

權을 利用 는 阿附하는 소수의 資本家들이 國民大衆의 經濟的 利益을 壟斷

하고 獨占經濟體制를 構築하 다는 것이다.今般의 四月事態를 분기시킨 진

정한 원인의 底流에는 무엇보담도 收奪된 國民大衆의 經濟的 不公正에 한

불만이 潛在하여 있었다는 것을 결코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468)

이러한 시각은 따라서 일각에서 ‘학생은 학원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질서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과 달리 사월 명 후의 노동운동,교원노조

처도 1959년 6월부터 국제문화연구소로 변경되었다.한국잡지 회,윗책,188쪽.

467)趙璣濬,1960,<심포지움 民主社 主義와 한국,미완성 명의 경제사 고찰>,

≪世界≫,국제문화연구소,79쪽.

468)李邦錫,1960,<민주사회주의와 한국-굶주린 의 사회사상>,≪世界≫,국제

문화연구소,1960년 7월호,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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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원민주화 운동 등 에 해서 이제는 ‘시민’이 사회의 각 분야에

서 구지배체제의 기반을 허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명 을 주장하

게 하 다.469) 

이들은 이 지속되고 있는 사월 명의 이념으로서 민주사회주의를 주장

하고 이를 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하 다. 실에서 이 양자를 구분짓는 기

은 바로 이 이념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세력이었다.잡지 ≪世界≫의

편집진은 사회민주주의를 비 하면서 민주사회주의를 정치 사회 경

제 국제 민주주의로서 옹호하 는데,그들은 사회민주주의가 실에

서는 노동계 의 상층,특권 노동귀족이나 노동조합 간부들의 이데올로

기가 되었다고 비 하 다.

政黨活動面에서 社 民主主義는 改良主義의 입장에서 기존 權力과 타

하면서 온건한 方法을 취하는 것이다.이는 발달된 資本主義社 에서는 社民

黨의 기반이 特權的 勞動貴族이나 노동조합의 ‘보스’이며 이들이 노동자의 진정

한 해방을 기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받아 온 것이다.사실 제一차 후 각국의

社民黨이 政權을 잡고도 社 主義社 實現에 불철 했던 것이 사실이다.470)

실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이념의 사회 기반을 특권 노동귀족이나

노동조합 간부에게 둠으로써 의회정치에서 정권을 장악하고도 사회주의

실 에 부진했음을 비 한 것이다.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고려한 사회세

력은 “하루살이 지친 국민”,“실업자”등 이다.

469)“각 직장,각 단체내에서 시민은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勢力基盤을 무 뜨리

고 있다.이것은 명정부가 수립되지 못하 고 과도정부나 現國 가 이를 실행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四月革命의 連鎖作業인 것이다.그럼으로써 명은 지

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趙璣濬,앞 ,80쪽.

470)S,1960,<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민주주의의 완 화>,≪世界≫,국제

문화연구소,1960년 7월호,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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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들의 蹶起가 全國民의 呼應을 받고 學生들 뒤에는 全 民이 群集한

理由는 단지 不義腐敗한 官權에 한 분노만이 아니라 하루살이에 지칠 로 지

친 무수한 國民의 분노가 뒤따른 때문이다.失業 -雇傭 問題야말로 韓國經

濟의 大問題이며 四一九革命의 본질 인 動因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

다.471)

이들은 “하루살이 지친 무수한 국민”과 “실업자”,“ 시민”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평등과 경제 평등을 달성할 수 방안을 추구한 것인데,그

경제 인 논리로서 金潤煥은 혼합체제를 주장했다.그는 후진국에는 세

가지의 경제 발 방식이 존한다고 하여,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자본

주의방식은 농업개발 경공업 발 을 심으로 해서 서서히 종속 식

민지경제로부터 완만히 개발하는 방식이며, 공 소련과 같이 사회주의

방식은 종속 식민지경제를 일소하여 자본주의 기업을 사회주의

으로 개조하고 농업을 동화하고 공업을 심으로 속히 발 을 이

루는 방식이라고 하 다.마지막으로 인도,버마,일본 등과 같이 공업화

를 심으로 하되 자본주의 기업의 병행발 을 꾀하는 혼합체제가 있

다고 주장하 다.472)

混合體制의 發展方式은 國有化産業과 私 業과의 同時的 發展을 기

로 하여 重工業化에 의한 國民經濟의 확립을 圖 하는 이른바 國家資本

主義의 方式인데 그것은 工業化라는 에서 본다면 農業開發 輕工業의

발 을 中軸으로 하는 資本主義方式보다 進步的 성격을 띠고 있다.473)

471)신범식,1960,<한국사회주의세력의 진로>,≪世界≫,1960년 7월호,91쪽.

472)金潤煥,1960,<특집 민주사회주의와 한국,아시아의 경제 민주주의>,≪世界

≫,1960년 7월호,120-122쪽.

473)金潤煥,윗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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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경제 논리는 농업개발 경공업을 발 을 심으로 한 후진국의

자본주의 발 방식도 아니고,농업의 동화와 자본주의 기업의 사

회주의 개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생산체계의 확립을 추구한

것도 아니라는 에서 그리고 계획경제에 의해서 공업화를 추구한다는

에서 자유주의경제체제나 후진국 자본주의 발 방식과 다르다는 것

이었다.사월 명 직후 민주사회주의를 주목했던 지식인들의 경제논리가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역사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경제

평등과 정치 평등을 동시 으로 추구했다는 ,발 의 목 이 경

제 평등이며 이것을 목 이며 수단으로서의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

민주주의로 규정했다는 일 것이다.474)이러한 경제 평등과 정치

평등을 동시 으로 가능 할 방법으로서 체로 두 가지 논의가 제기되

었다. 운동을 통한 사회의 역량강화와,의회 민주주의를 보장할 언

론의 자유 다.

社 民主主義 左派나 ‘볼세뷔즘’과는 根本的으로 世界觀을 달리 하고 있

는 民主的社 主義는 如何한 폭력도 배제하고 自由討論과 選擧를 통하여 얻

어진 결과에 순종하면서 社 各 領域에 걸친 組織的인 大衆運動과 一體化

하여 社 를 革新하려는 것이므로 社 主義 實現 過程에서 論의 自由는

大限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475)(강조 인용자)

474)“아시아 民主主義가 이러한 歷史的 條件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의 民主

主義가 단순한 民主主義 는 政治上의 民主主義가 아니고 社 民主主義 즉 經

濟上의 民主主義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 아시아 民主主義의 現代的

意義가 있고 그 基本的 特質이 있다.아시아 民主主義가 大衆生의 窮乏을 없애기

해 속히 進展해야한다.허나 資本主義發展段階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아니다.이런 時期를 民主的인 國家計劃으로 말하자면 國家資本主義過程을 거

쳐 急速히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金潤煥,윗 ,124쪽.

475)김철,1960,< 신정당의 입을 달라-언론자유와 한계>,≪世界≫,1960년 7월

호,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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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방식이 아닌 토론과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의 달성을 주장하는

김철은 시민사회 각 역의 운동과 언론의 최 한의 자유를 주장하

다.사월 명 이 그는 “수정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까지에 이르는

범한 세력을 규합”할476)것을 제안하 었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견

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세 립화 문제”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

다.사월 명이후 명주도세력들과 신계의 등장으로 민주사회주의

가 남한사회 지식계에 확산되었다.이들의 경제 평등과 정치 평등의

추구는 구체 경제발 방향으로까지 진 되지는 않았다.그러나 언론

의 자유,사회의 역량 강화와 운동의 확산 등으로 사회 각 역에서

구체제의 기반을 변시키고자 한 당 사회운동에 한 극 인 평가

와 이념 추구라는 측면에서 그 역사 인 의의가 있었다.

민주사회주의들이 ‘근 화론’에 한 비 인식을 기반으로 언론과

사회의 역량, 운동의 확산을 통한 경제 평등과 정치 평등을 동

시 으로 추구했다는 에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사회주의로

의 진 이고 민주 인 이행’이라는 에 서 있는 것이었다.그런데

그들은 민주 국가에 의한 공업을 심으로 한 계획 자본주의경제

를 추구하고 ‘선진/후진 발 ’과정을 압축 으로 통과함으로써 극복하고

자 한 근방법이었다.이에 비해 李鍾律은 로스토우류의 ‘근 화론’이

아니라 유물사 에 내재한 ‘발 주의 역사인식’에 기반에서 낙 으로

역사 발 과 진보를 확신하 다.그리고 이러한 발 인식에 따라

남한을 ‘후진성 지역’이라고 규정하 다.

‘후진성 지역’이란 ‘진성 지역’,‘선진성 지역’등의 말에 칭하여 부르는 말

인데,때로는 ‘近先進性 地域’ 는 ‘近後進性 地域’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는

476)김철,1958,<한국 신운동의 입장>≪新太陽≫,195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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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본다면,후진성 지역 역시 ‘正後進性 地域’,‘근후진성 지역’등으로

나 어질 수 있을 것이다.1917년 러시아 명 이 의 러시아와 1937년 극동침략

이 의 일본을 일러 진성 이상 선진성에 가까운 근선진성 지역이었다고 한다

면,1949년 국부 퇴각 이 의 국을 일러 진성 이하 후진성에 가까운 근후진

성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오늘날 우리는 바로 후진성 지역 그것인 정후진

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강조는 인용자)477)

李鍾律은 이 선진, 진,후진을 “토착민 사회의 자본제 성능의 실

태”에 따라 구분한다.그는 역사유물론에서 흔히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

었던 두 가지의 입장,자연 인 생산력의 발 에 의하여 사회주의로

화할 것이라는 기 입장과 생산력과 생산 계의 모순,격렬한 생산

계를 둘러싼 계 투쟁에 의해서만 발 ‧ 화할 것이라는 후기 입장478)

자에 다소 기울어 있다고 할 것이다.물론 그도 후진성 지역에서

“민인세력”이라고 부르는 민족 인간 방향의 세력, 세력이

“부단히 발 하는 생산력과 그 생산력을 자기의 것으로 해 있는 생산자

인간의 생존 생활 인 욕구의 힘”을 강조하고 “민주 진세력”과

“특권보수세력”간의 이해의불일치를 강조한다.그러나 그는 ‘실천’을 주

장하지만 그것은 “계 투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는 근 주의

기 마르크스주의에 문화철학의 인식이 갖고 있던 ‘선진자본주의가 후

진자본주의를 착취한다’는 인식을 결합하고 있었다.그가 1920년 닌

주의의 향을 받았다고는 하나,李鍾律은 닌의 ‘제국주의’ 근을

보이지는 않았고 늘 ‘매 ’이라는 표 을 사용하 다.그가 여기서 말하

는 자본제 성능의 실태란 “토착민 혹은 지역 정주 서민 에게 작용

477)李鍾律,2002,≪산수李鍾律 작자료집2≫,279쪽.

478)맑스의 기 입장과 후기 입장의 차이와 이러한 구분은 알튀세르의 이론을

따랐다.에티엔 발리바르외,1993,≪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화≫,이론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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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형성되는 사회 생활 事象의 역사 형성물”을 말한다.남한은 ‘정

후진성지역’사회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게 된다.

(1)토착사회 자신의 사회경제사 성능이 아직 근세사시 ,즉 자본제 실태

로 되어 있지 못하다.(2)모습은 어떻든 간에 경제,사회,통치 등의 사태에 외

침의 힘이 들어와 있다.(3)경제,사회,통치 등의 사태에 걸쳐 민족세력과 매

세력이 세력 으로 작용하게 된다.경제에 있어서 이 매 세력은 자본의 국가

와의 결탁을 가능하게 하고,사회 으로는 이 거짓 철학의 학문과 천속,퇴폐,

음란스러운 유행가와 춤들을 퍼트리게 된다.그리고 통치에 있어서는 이 매

세력이 장 민주주의를 가지게 한다.479)

李鍾律은 때로는 자본가들도 포함한,매 세력과 결탁한 세력만을

제외한 “모든 민족”의 “민족 명”을 구상하 는데,그의 “매 세력”이라

는 표 은 그가 제2차세계 이후의 해방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해서 朝鮮學術院 회원들 간에 격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인식과도 연 되어

있다.

이에 반해 咸錫憲은 ‘야만/문명’,‘선진/후진’이라는 발 주의 사 자

체를 넘어서려고 했다.咸錫憲은 야만과 문명이 계 립의 근본 원인이

라고 설명한다.

사람의 문화사 에서 말하면 文과 野 곧 월과 바탕의 계로 설명할 수 있

다.역사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듯 지배 계 과 피지배계 과의 싸움이 아니라,문

인과 야인의 문답이요 싸움이다.가진 놈 못 가진 놈의 립도, 르는 놈 린

놈의 립도,이 문과 야의 립에서 나온다. 월을 주장하느냐?바탈을 주장하

느냐?물론 바탈이 있어서 월이요, 월 아니고는 모르는 바탈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늘 싸움이 있다.文質彬彬然後君子...文과 質이 彬彬해,알맞게 조화

479)李鍾律,1989,≪민족 명론≫,들샘,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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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그 공자로도 이상 인 지경을 못 얻을진 차라리

質,바탈 편이 낫다 했기 때문에 에서 말한 “繪事後素”라는 말을 했다.480)

그는 文과 野(質), 월과 바탈이 계 ,지배/피지배,빈/부 립의 근

본원인이라고 주장한다.그는 이 립을 인정하지만 이 양자가 조화로운

것이 이상이고 그 지 못할 땐 차라리 바탈이 낫다고 표 한다.이 문과

야에 한 인식은 사람에게 뿐만아니라 한 사회에 있어서도 야와 바탈을

잃은 사회는 문명은 병들 수밖에 없으며,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야와 문

의 공존이다.

문명은 병이다.역사상의 문명도 제 속에서 난 원인 때문에 망하지 않은 문명

이 없다...그럴 때면 반드시 소수의 들사람이 나타나서 썩어져 가는 백성을 책망

하여 마음 속에 잃어버린 야성을 도로 찾도록 부르짖는다.그 말을 들으면 살아났

고 아니 들으면 죽었다.( 략)우리는 지 문명의 해독을 가장 심히 받고 있는

나라다.그 원인은 우리가 작히 남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본래 문명

은 제가 스스로 낳아야 하는 것이다.문명은 정신이 아니고 지식이요 기술이

기 때문에 남의 것을 받으면 반드시 해가 된다.받아도 천천히,언덕을 달리는

자동차 모양으로, 이크를 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디가 물 질을

주장한 것은 그 때문이다.기계가 덮어놓고 나쁘단 건 아니다.원시 인 인도 사

회에 국의 고도로 발달된 기계와 공장조직이 들어오면 반드시 인도 사회는

괴될 것이므로 기계를 써도 물 질을 하여 자립하는 토 를 만든 후에 끌어오자

는 것이다.(강조 인용자)481)

咸錫憲은 기독교문명의 진수는 문명 정 인 것이 아니라 문명부정

인 면에 놓여있는 것이고,남한 사회가 그러한 문명의 해독을 받고 있으

므로 그 속도를 천천히 늦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 다.즉 간디가

480)咸錫憲,1961,<들사람얼(野人精神)>,≪咸錫憲 집 2≫,한길사,143쪽.

481)咸錫憲,윗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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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계문명에 해서 물 로 항한 것은 인도가 스스로 자립의 토

가 생길 때까지 그 속도를 늦추려 한 것이었으며 재 남한 사회에 필요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文은 質 혹은 野에 해 하는 말이요,明은 어두움 는 더러움에 해 하는

말인데,즉 소재 로 있는 자연에 사람이 세속 정신을 넣어서 비추고 갈고 닦은

것으로 자기와 자연 속에 숨어 있는 빛을 드러낸다.그것이 월이요 밝음인데 이

날껏 文明이라면,천지를 내버리고 집이라는 굴 속에 박히는 것과,난 로 있는

몸으로 나서지 못하고 흙가루를 칠하고 돌 부스러기를 매달고 나무껍질을 걸고

다니는 것과,힘이 되기 해서가 아니고 장난을 치기 해 뜯고 죽이고 먹는 것

과,다리를 두고도 걸을 을 모르게 되고,손을 두고도 일할 을 모르게 되는

것과,하늘·땅·햇빛·구름·바람·나무·버러지·고기·짐승과 한데 어울려 살던 것을

내버리고,그것을 짓밝고 찢고 죽이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의심하고 업신여기는

것인 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여 왔다.482)

개발을 통한 후진국의 선진국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민주사회주

의의 략은 남한사회에서 1970년 이후가 되면 거의 향력을 행사하

지 못하게 되는데,그들의 인간 이나 개발론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차별

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개발계획을 추진했던 남한에서 항담

론을 형성해내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다.민주사회주의가 독재를 반 하

고 가장 폭넓은 민주주의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갖지 못했

던 반면,咸錫憲은 문명/야만의 구별에 한 공존 인식,문명 그 자체

에 해 재고할 만한 사유를 제공했다고 하겠다.

2.민족 정체성 담론

482)咸錫憲,윗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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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명 이후 서구의 민족주의 역사 에서도 랑스 명의 를 모

델로 민족의 담당층이 시민계 에서 으로 확 되었고,사회화와 진

되는 방향으로 개되었음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두되었다.李庭植

은 근 화방략에 있어서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 사회주의”를 주장하

다.그는 로스토우식의 후진국근 화 방안이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

잡는 방식이라면 차이는 일지 모르지만 선진국의 발 속도 때문에 여

히 이 동일한 계질서가 계속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비 하 다.

선진국가들의 도시화,교육과정 등 여러 특징에 數的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

을 화의 기 으로 삼는 것은 무 미약한 목표설정이다.이는 선진국들의 발

달을 모방하려는 데 지나지 않으며 남의 뒤를 따르는데 불과하다.이러한 것이

화의 목표라면 재의 후진국들은 원히 후진국이란 떼르를 모면치 못할 것

이다.선진국들은 더 빠른 발 을 거듭하고 있기에 후진국이 뒤따라 잡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다. 한 어떤 선진국들을 모방한다는 것은 실질 으로 불가능하고

불합리 인 일이다.483)

≪思想界≫의 미주 해외특 원이었던 李庭植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식

혹은 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지 ,로스토우의 표 에 따르면 미국이

도달한 고도의 소비 단계가 최후의 단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화의 목표는 최고도의 민주주의여야 하고,그 를 인

도의 네루가 말하는 ‘경제정책의 사회주의와 정치의 민주주의’에서 찾았

다.

이상사회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의 잠재력을 극도로 발 시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부여하여 주는 사회이다.인도 네루수상이 말하는 ‘최고도의

483)李庭植,1962,<後進國의 現代化目標 -現代化를 한 經濟的,社 的,政治的

方法을 中心으로>,≪思想界≫,196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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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도 이상에 도달하려는 하나의 사례다.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는 것

이다.그러나 궁극 인 목 은 각 개인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행복한 생활

을 해 기본 인 경제 수요를 충족할 것이 필요하다.그런 면에서 네루의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 이기는 하나 그의 이념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다.484)

李庭植은 근 화의 모델이나 최종목표가 서구 선진국이어서는 안된다

는 것을 주장하여 로스토우식의 최종단계로서 미국 인 량소비

사회상을 부인한 것이다.그리고 그 안으로 기회균등과 개인의 자아실

을 최 로 보장하는 민주주의,개인의 경제 수요를 충족하는 경제정

책 등을 추구하는 인도의 를 들고 있다.

쿠데타 이후 사상 지형은 소해지고 있었다.미국식 발 주의

사 인 ‘근 화론’을 지식인들은 발 주의 근 화론과 민주사회주의

근 화론을 통해서 수용 혹은 항하고자 하 다.발 주의 근 화론

은 로스토우의 ‘근 화론’을 극 수용하고 정부의 개입이나 주도세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산업화과정의 민주주의를 유보하는 강력

한 민족주의를 추구하 다.민주사회주의 근 화론 입장의 지식인들은

인도 네루의 민주사회주의나 랑스 명기의 민주 사회주의를 모델로

국가권력에 한 시민사회의 힘과 사회의 평등성을 강조하 다.그러나

쿠데타 이후 후자는 약화되거나 자로 굴 되기도 하 다.이들의 경제

평등과 정치 평등의 추구는 구체 경제발 방향으로까지 진 되

지는 않았으나 언론의 자유,사회의 역량 강화와 운동의 확산 등으

로 사회 각 역에서 구체제의 기반을 변시키고자 한 당 사회운동에

한 극 인 평가와 이념 추구라는 측면에서 역사 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484)李庭植,윗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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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李鍾律은 ‘서민성자본민주주의민족 명’,혹은 ‘민족 명’을 주장

하 다.그것은 당 남한이 “ 세사시 말기 ”인 국내 상황과 “근

세사시 말기 ”인 국제 상황이라는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명이론이

었다.

[제1]우리 구체 인 토착 인 역사사태는 경제·사회·통치의 성능 그 체 사

실에 걸쳐서 세사시 의 말기 인 실에 놓여있고[제2] 련성을 강하게 가지

게 되는 국제 인 역사사태는 경제·사회·통치의 성능 그 체 사실에 걸쳐서 근

세사시 의 말기 인 실에 놓여있는 것이 史實의 사실 그 로의 인식인 것이

다.[제2]의 사실을 무시한 [제1]의사실만을 抽象해서 생각하게 될 때는 ‘서민성

자본민주주의 민족 명’이 아닌 그냥 ‘자본민주주의 시민 명’을 주장하게 되고,

[제1]의 사실을 무시한 [제2]의 사실만을 추상해서 생각하게 될 때는 ‘서민성자본

민주주의민족 명’이 아닌 ‘수정자본민주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 는 ‘베른스

타인 사회민주주의· 닌 볼셰비즘 사회주의’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前記 [제2]의 조건을 여실히 인식하는 면의 [제1]의 처지...‘서민성자본민주주의

민족 명’약칭 ‘민족 명’이 요구되는 처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485)

李鍾律은 남한이 건 단계의 국내 조건과 자본주의 말기 융자

본시 의 국제 조건으로 인해서 ‘민족 명’이 필요한 단계라고 주장하

다.즉 세 상태인 국내 조건만을 고려하면 자본주의 시민 명

이면 족하고, 융자본시 라는 국제 환경을 고려한다면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닌주의 공산주의로 충분하지만,이 양자로 동시에 조

건 지워지기 때문에 ‘서민성자본민주주의 민족 명’이라는 것이다.그의

논리에는 우선 두 가지 특이한 이 있다.하나는 흔히 부르주아민주주

의 명 혹은 ‘자본민주주의 시민 명’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문제,부르주

아 혹은 시민을 ‘서민성’과 ‘민족’으로 바꾸고 있다는 이고,다른 하나

485)李鍾律,앞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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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볼셰비즘을 동일한 선상에서 최소한 유

사한 이론으로 추론하고 있다는 이다.우선 후자와 련해서는 민주사

회주의는 제2차 세계 이후 형성된 이론으로서 체로 자유주의가

진화되어 의회 수단을 통한 자본주의제모순의 극복을 추구한 것이고,

사회민주주의는 닌주의 볼셰비즘에 항해 계 문제를 생산력의 발

과 의회정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집단의 시민사회 내

에서의 일정정도의 힘의 우 를 배경으로 작동하는 것이다.그러나 볼셰

비즘은 후진 자본주의 단계에서도 부르주아민주주의 명과 사회주의

명의 정치 인 이 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각기

격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李鍾律도 이런 삼자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그는 민주

주의를 ‘勞資’의 계열에 따라 두 종류의 민주주의,자본민주주의와 노동

민주주의로 구별하 다.그리고 자본민주주의에는 집 성 자본민주주의,

서민성 자본민주주의,수정자본민주주의가 있으며,노동민주주의에는 ‘소

비에트 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있다고 구별하 다.따라서 남한의

‘서민성자본민주주의민족 명’은 노동자의 사회주의 명이 아니라 자본주

의를 진하는 명인 것이다.그의 이 조합은 남한 사회의 후진성에

한 강조로 인해서 일종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명을 추진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그가 민주주의를 ‘勞資’를 기 으로 둘로 나

었듯이 민주주의가 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 과 자본계

간의,혹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립과 투쟁 속에서 매 역사

시기마다 길항 계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실 정치 인 문제라면,자본

주의 명을 ‘서민’주도로 매개해서 ‘자본민주주의’를 구성할 계기를 무엇

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공백으로 비어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후진국 개발론에 의한 속한 근 화가 아닌 민 의 자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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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치지 않는 속도의 자본주의화를 상정했던 咸錫憲은 민족 담론에서

도 1950년 지식인들 독특한 치를 하고 있었다.즉 그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구분되어야 하는데,민족은 역사 사실이지만 민족감정과

민족주의는 군국주의자들의 “선 ”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규정하

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다른 것이다.민족주의는 군국주의자들이 인 으로 불어

넣은 것이다.…민족감정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선 의 결과다.이것이 과거에는

해방의 깃발이 될 수 있었으나,이제 국수 민족주의는 나아가는 역사의 방해물

이다.피의 신성이라 해서 감정에 호소하려하지만 역사상 순수한 피란 없다.오늘

의 민족이란 것도 과거의 많은 사회,많은 부족이 섞이고 섞여서 된 것이다.그런

소리 듣고 일어나는 감정은 결코 윤리 인 정서가 아니고 동물 인 자기보존을

한 감각 인 감정뿐이다.486)

통옹호론을 개진한 일부 국가주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원성

을 주장하거나,세계 보편주의를 주장한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민족을 구

시 의 유물 그 자체로 사고했음을 비 하며 咸錫憲은 민족이 “자연

사실”이라는 을 명확히 하고 그러나 이것이 “민족주의”와는 구별되어

야 함을 주장했다.즉 그에게 “민족주의”와 민족 감정은 창조된 것이지

만 민족은 역사 사실로서 민족문화와 민족 정체성은 실 되어야 할 어

떤 것인 것이다.그러나 국가주의자들과는 달리 그것은 원하거나 따라

서 인 어떤 것이 아니다.

민족과 민족문화를 새윤리 인 세계질서 안에서 정당한 자리에 놓아야한다.…

물론 민족은 념이 아니요,자연 인 사실이다.그러므로 민족은 제 할 일을 하

486)咸錫憲,1959,<새倫理>,≪咸錫憲 집2≫,한길사,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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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 갈 것이다…민족 으로 생명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건 뛰어,세계 운운하

는 것은 공상이다.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민족문화를 실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그러나 민족이 아무리 자연 인 사실이라도 그것은 원은 아니다.모든

자연도 모두 원성을 주장할 자격은 없다.(강조 인용자)487)

‘민’이 자신이 주인임을 아는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그들은 ‘하민’이나

‘우민’의 존재가 아니고,무한한 욕망과 상호경쟁의 개인도 아닌 ‘문’과

‘야’의 공존 속에 있는 존재이며,막스 베버가 말한 서구 근 의 “계산가

능성”이라는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포 한 인간인 것이다.바

로 그 질서 속에서 ‘민족주의’없는 민족에 의한 문화의 실 을 상정한

것이다.여기에서 咸錫憲의 “새윤리 인 세계질서”,‘민족’과 ‘민족주의’를

구별하는 ‘민족 정체성’정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비 ,자유주의

인간 ,일원 발 론을 넘어선 지 에서 제된 것이었다.

1950년 의 민 주의 민족 담론은 남한의 ‘민족 주체’형성과정에

서 서구 ‘근 의 주체’를 벗어날 수 있는 단 를 사유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냉 체제의 민주주의/ 체주

의라는 양극 인 실 인식에서 출발한 세력이었고,이들이 주조하고자

한 ‘인간’은 서구의 자유주의 인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을 이성 인 주체,평화 인 방식으로 다수결의 합의에 이를 수 있

을 것이라는 “이상주의 인”인간 에 토 를 두었다는 에서 서구의

근 기획의 극복보다는 그 완성의 추구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는지 모

른다.그러나 이들은 스웨덴이나 제2차 직후의 국과 같은 강력한

노동조합조직이나 시민사회에서 노동자집단에 의한 헤게모니의 확보라

는,그들의 표 로 “제4계 ”의 이해를 보장할 장치나 이에 한 고려

없이는 남한 사회에서 성공 인 기획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웠다.

487)咸錫憲,윗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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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錫憲과 같이 통 인 ‘민’과 ‘인간’ 념에 맞닿아 있던 이들은 ‘계

산가능성에 기 한’합리성이라는 인간 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그의 ‘들사람’이나 ‘문’과 ‘야’의 공존에 한 사유는 선진/후진 개

발/발 담론에 기반했던 냉 체제의 자본주의 발 을 재고하는데

일련의 지 단 를 제공하는 것이었다.특히 그의 ‘들사람’이나 민

인간 은 1960년 ·70년 산업화기간동안 국가주의 인 박정희정권의

민족 담론이나 인간론에 맞서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인

‘주체’보다 항 인 담론으로 기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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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의 목 은 국민형성기 각 지식인세력들이 어떠한 략으로 민족

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국가가 폭력 이고

강압 인 ‘국민’의 배제과정을 주도했다면 지식인들은 훈육의 내용을 구

성하고 교육함으로써 ‘주체’와 사회 질서 간의 긴장과 모순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 으며,이때 이러한 훈육과 규율을 내면화하는 “주체화”의 과

정은 각기 ‘국민’,‘시민’을 동일시하는 민족 담론을 통한 것이었다.

한국 쟁을 거치면서 주도층 지식인들은 북한을 통일의 상인 ‘민족’

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쟁의 군으로 상정하면서 그들의 인간 ,국가

에 따라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족 담론으로 분화했다. 자가 한국

쟁기까기 지배 담론을 주도했다면,후자는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하고 정당정치의 틀이 형성되고 자유주의계열 언론들이 등장하는 휴

이후를 배경으로 하 다.

1950년 국가주의 민족 담론을 형성한 이들은 자신들이 주조하고

자 한 국민/민족 주체는 서구문명에 기 한 근 주체와 다른 것으

로 상정했다.그들은 서구문명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자본주의에 기반

을 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정치 이념에 내재하고 있는 자

유와 평등 간의 모순을 비 하고,이러한 모순이 일국 일 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도 모순됨을 주장하 다.따라서 이들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의 서구문명이 가진 일국 국제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하

여 동양문화 혹은 동양이라는 정치 주체에서 그 단 를 찾고자 하

다.이들은 자유의지와 개별 욕망이 동등하게 존 받아야하는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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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사회성을 내재한 인간,“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 인

간을 민족 주체로 구성하고자 하 고 이러한 주체를 “평등”하고 인격

인 것으로 주장하 다.특히 국가주의 인간 을 지향하나 나치즘·

시즘과 다른 것으로서 인간의 ‘자주성’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道義”에

의해 훈육된 자발 복종,자주 이고 자율 인 개인이 주체 이면서 동

시에 국가와 민족 체에 해 “ 속”하는 존재를 구상한 것이다.이들은

‘국가’에 속된 ‘국민’으로 동일시하기 해서 동양문화 통을 극

으로 끌어들여 민족문화를 실체 인 것으로 구성해내고자 하 다.

국가주의 민족 담론을 주조했던 이들은 부르주아의 육성이나 시민사

회를 통한 자유주의화 혹은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근 화가 아니라 “인

격체의 총화”인 민족 혹은 국가를 통한 발 을 꾀하 다.이들에게는 자

유로운 개인들과 사회 질서간의 긴장이라는 “서구 ”근 의 문제의식

보다는,민족이나 사회가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개인들이 자각하도록

하는 문제와 국가의 의사와 이익을 분별할 지도자의 문제로 귀결하게 되

었다.이들에게 서구 근 는 달성해야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민족 체

와 국가의 발 을 해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이들은

새로운 국가주의 민족 담론으로서 제헌헌법의 혼합 성격을 비 하고,

국민주권을 국가주권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할 만큼 국가주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한 이들은 냉 체제에서 미국의 개입 등으로 인한 자유

주의 분 기가 확산된 1950년 후반에도 제3세계 상황으로 인한 강

력정치라는 형태로 국가주의와 지도자의 인간 각성에 기 권력일원화

를 주장하 다.이 국가주의 민족 담론은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의 한계를 비 하고,일국 국제 인 자유와 평등간의 모순을 인식하여

이를 통 혹은 동양문화를 통해 극하고자 하는 이론 실험으로서 지

식계의 일각을 차지하기도 하 다. 한 미국문화에 한 비 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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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문화 통의 계승이라는 수사를 통해 이념으로서 확산을 도

모하기도 하 다.그러나 이들의 “서구 ”근 를 극하고자 했던 시도

는 개인과 사회와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구조 문제를 개인의 도의와 인

격 자각,국가의 인격 통치라는 문제설정으로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근 국가”와 권력을 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이들은 빈부격

차의 해소,자유와 평등이라는 모순,국제 계의 불평등성이라는 구조

문제들을 개인의 국가이해로의 복종,도덕 국가의 발 으로 형해화

한 것이고,역사 으로도 이들 담론은 5.16군사쿠데타세력의 인간 과

지도자론에 철학 기반을 제공하여 제 민족 담론의 국가주의 ·국

가주의 성향을 주조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자유주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국가를 자유주의 자본주

의로 개조하는 것,자유주의 근 화를 목표로 하 다.아시아/서구사회

에 한 후진/문명화 이원론에 기반하여 사회를 보는 이들에게 문명화를

이루기 해서 필요한 것은 고 자유주의의 인간 에 따라 주체를 형

성하는 것이었다.그 인간 은 자유와 평등을 리기 해서는 이성

인간으로서 자연을 이용하여 부를 축척하고 사회 의무를 다해야만 존

엄성을 릴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따라서 자유주의 인간 에 기반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들의 우선 과제 다.이

들은 ‘국민’을 이러한 주체로 형성하기 해서 문명화된 민족들과 차이

을 규명,‘발견’해서 이를 ‘결함’으로 ‘창조’하고 이를 개조하도록 계몽,교

육하는 것을 도덕 의무와 사명으로 받아들 다.여기에 이른바 시민

정치 근 민족주의의 엘리트주의 속성과 근 인간 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한 후진/문명의 이원론 세계 을 담지하 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자들은 “동양 정체성”론을 개진하여,“후진국(지역)/선진국(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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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인식이 화되기 용이한 담론 지형을 형성하 다.그것은 냉

체제 내부의 국가간 불평등성과,자유주의 민족주의의 팽창성이라는

양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었다.

이들 국가주의 민족 담론 진 과 자유주의 민족 담론 진 은 ‘민

족’을 체로 각기 ‘국민’ ‘시민’과 다르지 않게 사용하 다.오히려

자는 ‘민족’을 통해서 ‘국민’을,후자는 ‘시민 인간’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민’/‘민족’을 구분하는 드문 경우에도 ‘이념’ 공통성이나 ‘정신의’공

통성을 강조함으로써 반공 ‘민족’을 구성하고자 했다.

동원의 원리로서 ‘민족’을 구성하고자 했던 이들과 달리 1950년 의 민

주의 민족 담론은 남한의 ‘민족 주체’형성과정에서 서구 ‘근

의 주체’를 벗어날 수 있는 ‘단 ’를 사유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이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냉 체제의 민주주의/국가주의라는 양

극 인 실 인식에서 출발한 세력이었고,이들이 주조하고자 한 ‘인간’

은 서구의 자유주의 인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을 이

성 인 주체,평화 인 방식으로 다수결의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는 “이상주의 인”인간 에 토 를 두었다는 에서 서구의 근 기

획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는지 모른다.그러나 이들은 스웨덴이나 제2차

직후의 국과 같은 강력한 노동조합조직이나 시민사회에서 노동자

집단에 의한 헤게모니의 확보라는,“제4계 ”의 이해를 보장할 장치에

한 고려가 없는 한 남한 사회에서 성공 인 기획으로 작동하기가 어려

웠다.한편 李鍾律과 같은 인민민주주의자는 ‘민인 명’을 주장하 는데,

일제시기의 문화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한 독창 인 인간 과 명

을 제시하 다.그의 ‘인간 ’은 서구 자유주의의 그것과 달리 ‘인간

가치’와 ‘윤리’에 기반한 인간 으로서 주목할 만한 면모를 보 으나 그

의 후진성 인식이나 “서민성자본민주주의 명”은 그 시 인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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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유리되었다는 난 을 갖고 있었다.다만 咸錫憲과 같이 통 인

‘민’과 ‘인간’ 념에 맞닿아 있던 이들은 ‘계산가능성에 기 한’합리성이

라는 서구 근 의 인간 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그의 ‘들

사람’이나 ‘문’과 ‘야’의 공존에 한 사유는 선진/후진 개발/발 담론에

기반했던 냉 체제의 자본주의 발 을 재고하는데 일련의 지 단

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특히 당 에 있어서도 그의 ‘들사람’이나 민

인간 은 1960년 ·70년 국가주의 인 박정희정부의 민족 담론이

나 인간론에 맞서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인 ‘주체’보다

항 인 담론으로 기능하 다.

이상 1950년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 주의 민족 담론의 상호

계,담론 향,이 시기와의 계보 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해방직후 민족국가 건설운동세력들인 우 ‧좌 ‧ 도 들의 민족주

의가 단정수립 이후 우 와 도 로 양립하는 과도기를 거쳐 한국 쟁

이후 분화되었는데,단정수립직후와 한국 쟁기까지 지식인 사이에서 지

배 민족 담론이었던 국가주의 민족 담론은 국가학이론,국법학,문화

주의철학을 이론 자원으로 하 고,분단이 고착화되어 냉 체제에

으로 편입되는 한국 쟁이후 항 민족 담론으로 정립되는 자유주의

민족 담론은 한말‧식민지시 의 기독교 민족주의와 문화주의철학,일부

향한 근 주의 마르크스주의를 계보로 하고 있었으며,이승만정부

말기 원조경제의 기에 처한 1950년 후반에 두하는 민 주의 민

족 담론은 일제시기의 무교회주의,해방직후의 민주사회주의,민족국가

건설기 도 일부의 인민민주주의 민족주의 등을 이론 자원으로

하 다.1950년 지식인들의 담론 지형을 단순화하면 <도표2>과 같다.

국가와 개인의 계에 따라 국가주의,자유주의,민 주의 민족 담론의

지식인들을 도해한 것이다.국가주의 민족주의자로서 김두헌,金基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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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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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비순응담론(비동일시) 지배담론(동일시) 항담론(반동일시) 외래 향

간 사회민주주의 체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체주의 자유주의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 주의

인민주의 국가학 국법학 가족국가

민주사회주의 미자유주의

다원국가론 안창호계열 공주의

(라스키) 보편주의

미국신학 자유주의

행태주의 (로스토우,갈 이스)

정치학 행태주의

(라스웰)

1

9

4

8

1

9

5

4

1

9

5

7

<도표 3>1950년 민족 담론의 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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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수,강상운 등이,자유주의 민족 담론 세력으로서 배성룡,김재

,신상 등이,민 주의 민족 담론으로서 함석헌,이방석,이종률 등

이 치지어진다.이들은 ‘국가-사회-개인’‘동양/ 통-근 ’에 한 입장

에 따라 그 입지를 달리한다. 세 담론에서 각기 그 간 치를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각기 신도성‧유진오,최문환‧차기벽‧金基錫‧장

하,민병태‧이방석 등이다.이 도표는 1950년 를 횡 으로 그 시 의

계망 속에서 다소 도식 으로 고정화하여 고찰한 것이다.

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을 지배담론- 항담론-비순응담론의

상호 계망과 시기별 변화,외부 이론의 도입과 향 등에 따라 도식으

로 나타내면 <도표3>과 같다.해방직후 국가건설기의 좌우‧ 도 의 민

족주의 담론은 단정수립이후 체주의 민족담론에 융해되어갔다.이는

지배담론으로서 체주의 민족 담론이 ‘계 ’ 언술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세력을 포섭/배제하고,소수의 자유주의 세력을 포 하고

자 작동하면서 지배 담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이에 효과 으

로 응하는 항담론이나 항담론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쟁

으로 담론지형이 격히 변화되었다.

1950년 민족 담론은 국가주의 민족 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 담

론으로서 자리하고 특히 한국 쟁기부터 1954년의 시체제기 동안 강력

한 향력을 행사하 다.자유주의 민족주의 담론은 국가주의 민족

주의 담론을 ‘체주의 ’담론으로 비 하며 1954년 이후 일종의 항담

론으로서 정립되었다.그러나 이들 지배담론과 항담론은 공생 계

를 유지하고 있었다.한편 단정수립기 억압되었던 민주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민 주의 민족 담론들은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담론으로부터 새로운 인식틀과 을 주조하고자 한 비동일시의 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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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특히 민 주의 민족 담론은 ‘민족주의’가 가질 수 있는 종족

배타성,국가주의 요소를 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사고하고자 했

는데,자유주의 인간 에 한 비 과 자본주의 인 일원 발 론을

넘어서고자 하는 제 에서 사고되어 졌다.

한편 1950년 후반 국가학이론은 미국식 행태주의이론을 받아들이면

서 몰가치 연구방법을 발 시켰으며 국법학과 독일철학의 향은 지속

되어 국가주의 민족 담론의 인간 과 지도자론은 1960년 박정희정부

의 민족 주체형성론으로 작용하 다.자유주의 민족 담론은 후진국개발

론과 발 담론을 통해 1960년 근 화담론으로 기능하 으나 이들

일부와 민 주의 민족 담론은 4.19 명의 이념 배경으로 작용하 고

1960년 이후 항 담론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동양’과 련된 민족 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한말의 ‘동양’이

사회진화론을 배경으로 同文子同種이라 하여 유교문화권보다 ‘인종’을 강

조하는 것으로 일제의 제국주의 침탈을 이론 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 고 결국 ‘민족’이 최우선의 정체성이 되는 역사 배경이 되었

다.1930년 의 동양론은 모더니스트들의 동양의 ‘문화 인종 ’요소를

강조한 흐름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아시아 사회론,경제 요소를 강

조한 흐름으로 별한다면, 자는 단정수립이후 국가주의‧ 체주의 계

열 지식인들에게 이어져 서구의 자유주의‧개인주의를 넘어서는 ‘동양문

화’혹은 동양을 정치 주체로 하는 동양론으로 드러났다.후자는 해방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아시아 이해로 경제사인식에서 잠복해 있다가 한국

쟁기에 동양의 정체성‧후진성을 강조해서 자유주의 개조,자본주의

근 화를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동양인식으로 나타났

다.



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228-

자는 단정수립직후 이승만정부의 태평양동맹론처럼 ‘동양과 아시아

를 주도하는 민족’,‘아시아 반공의 보루’등 국가주의 ‧ 체주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담론으로 기능하 다.후자의 동양 담론은 민족을 주

체로 상정할 수 있다는 에서 민족의 자장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논

리는 보편 근 화로서 자본주의화,자유주의화라는 지향 을 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서구 심주의의 자장 안에 있는 것이었다.

일부 민 주의 민족 담론의 주조자들은 ‘민족’을 통해 국민국가의 틀

과 국가주의를 강화하고자 했던 기획과,동양/서양이라는 공간을 선진/후

진이라는 시간 인 발 담론으로 삼고자 했던 기획을 재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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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1840 1860 1871 1880 1900 1914

독

일

베를린 학 국가학 독일 통일 블룬칠리≪근 국가학≫ 리네크≪일반국가학≫

사비니 법률학 비약 공업화 생철학,상학

역사학 경제학 신역사학 경제학 칼멩거의 이론경제학 낭만주의경제학

랑 사학(역사주의) 람 히트의 역사학방법론논쟁

헤겔 념철학 신칸트철학 막스베버,좀바르트 마르크스주의

“가치 엘리트” “교양시민계 (문화인간)”

1867 1877 1886 1890 1896 1916

일

본

명치정부 제국 학령 제국헌법

공업화

토교제국 학 쿄토제국 학 정데모크라시

계몽기 신역사학 민본주의

19세기 英佛 공리주의 독일 정신과학 독일문화철학 문화주의

일본사회정책학회

1883 1895 1899 1905 1908 1915 1920 1926

조

선

교육칙어 한국국제 문학교규칙

원산학사,배재학당 법 양성소 보성 문 법학 회 경성제국 학

국가학 문화주의

신역사학 경제학 마르크스주의

미기독교자유주의 자유주의경제학

부록

<부표1>국가학,역사학 경제학,신칸트학 學知의 향 비교



1950년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230-

1915

∼45

1945
∼59

1960
∼79

1980
∼95

계

고 희랍 기 1 1 11 55 68

소크라테스/ 라톤/아리스
토텔 스

3 6 106 300 418

고 희랍후기/로마 0 2 13 47 62

세 1 3 17 62 84

근 륙 3 0 55 69 130

근 국 0 0 22 71 93

계몽주의 3 4 24 46 80

칸트/독일이상주의 17 29 262 759 1084

쇼펜하우어/키에르 고르/
니체

4 9 104 164 285

기타19세기 독일 3 3 10 33 52

공리주의 3 1 12 21 40

상학 1 1 47 203 253

실존주의 1 11 78 121 212

하이데거/해석학 2 7 106 254 371

기타 독일 2 8 53 122 187

실용주의 미국철학 1 22 74 127 225

게/러셀/무어/비트겐슈
타인

1 7 50 154 213

분석철학 1 11 109 497 619

(후기)구조주의 0 0 3 71 74

랑스 2 2 22 91 119

비 이론 0 0 20 109 129

마르크스주의 31 21 34 336 453

기타 2 2 14 17 37

미분류 86 136 495 1321 2124

계 167 286 1741 5050 7412

<부표2>서양철학 련 논 주제의 시 사조별 분류(1915∼1995)

[출처]백종 ,≪독일철학과 20세기 한국의 철학≫,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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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명 출간년도 발행처

정희진 경제원론 1907

김우균 경제원론 1907

이필선 보통경제학 1907

이병삼 경제학교과서 1908

화 담겸삼 이병

태역
경제학교과서 1908 구 문사

미상 보통경제학 1908

박승희,주정균 공

유승겸교열
최신경제학 1908 보문사

유승겸 최신경제교과서 1910 유일서

동서국 경제교가서 1910

동문서림 경제원론 1910

김상인 경제학 1910 수문서

유항 외국무역론 1908 보성

임경재 간단상업부기학 1908 미문

임경재 신편은행부기학 1908

김 희 응용상업부기학 1909 의진사

안국선
부공업부기학 상업

경 법
1909 학서보

김 희 상업범론 상하 1907

장지연 상업학 1907

동서국 상업학 1907

유문상 은행론 상하 1907

미상 은행론 1910

이필선 화폐론 1907

미상 화폐론 1910

<부표 3> 한말에 발간된 경상계 과

[출처]趙璣濬 ,1976,<경제학>,≪한국 문화사 계≫II,아세아문

제연구소,국회도서 ,구한말간행물목록,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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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몰연도 경 력

姜鋌澤 1907∼?

울산.1927 구고보 졸.1933동경 농학부 농업경제학과

졸.1943동아농업연구소 탁.1945미군정청에서 경성 법

문학부 경제학과 농업정책 교수로 임명.반년만에 사직.조선사

회과학연구소 설립.민주주의민족 선 농업문제연구 원회에서

북한식 토지개 주장.2 농림부 차 (48.9.30∼49.3.24).

농지개 안 입법 사임.농사시험장 고문.한국경제연구소.50년

7월 2일 납북.

桂應祥 1900∼1967

1920년 도후쿠 농학부 졸업.동경고등잠사학교 국 中山

大學에서 강의.1946년 조선농민동맹 앙 원으로 활동

10월 월북. 평양의학 학 교수. 1949 농학박사학 취득후

1952북한과학원 원사.1957최고인민회의 2기 의원,1960

김일성 교수.1961∼64북한 농업성 농업과학 원회 원장.

金桂淑 1905∼1989

함남 홍원.1923함흥고보.1929경성제 법문학부 철학과

졸.서울 경신학교 교사,1939동경제 철학과 진학 1942

앙 교사. 복후 서울 문리 교수,1948사범 교수.미국

무성 청 하버드 미국철학 연구.

金魯洙 1878∼1956
남 장성.송병선의 문인.경성제 도서 에서 한국사연구.

성리학 공

金東一 1908∼1998
화학자,1933년 동경제 응용화학과,1945년 서울 공과

학장.1959년 한국원자력원 상임 원.

金鳳集 미상

金晟鎭 1905∼1991

충남부여.1930경성제 의학부 1회졸업.1945경성 학 의

학부 교수.1955서울 의과 학장.1960보건사회부장 .

공화당 앙 원회 의장.공화당 원내총무.

金良瑕 화학자,농학박사,1949년 학술원 원장.

金佑枰 1898∼1961 동아일보 기자,만주국 재무부 참사 ,부흥부 장 .

金俊淵 1895∼1971

1921동경제 법학부 독법과.1924베를린 정치 법률학 연

구.1925조선일보 모스크바특 원.1926신간회 참여.1927

보성 문 강사.1928동아일보 편집국장.1934동아일보 주

필. 복후 송진우와 국민 회 비회.1946민주의원,한국민

주당 상무 집행 원.1949민주국민당 상임당무 원,1950법

<부표4>1945년 朝鮮學術院 회원 인 사항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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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장 .19543 민의원,1955동아일보사 역,1956

민주당 최고 원.1957 통일당 조직.1960 부통령 출마.

1963자유민주당 표최고 원.1967민 당 총재.

金 源 조선공산당,조선교육자 회.

金浩植 1905∼1968

경기 용인 생.보성고보,수원고등농림학교,규슈제 농학부

졸,평양숭실 문 강사,경성여자의학 문학교 교수. 복후

앙농업시험장장, 앙농업기술원 부원장,1951년 7월 서울

농과 교수.발효미생물학자.

都逢涉 1904∼

식물학자,약학자.함흥 생.함흥고보,경성제일고보,1926야

마구치고교,1930 도쿄제 의학부 약학과.경성약학 문

교장.평양의과 교수,과학원 후보원사,최고인민회의 의

원.

都相祿 1903∼1990

핵물리학자.함흥 생.도쿄제 물리학.개성 송도 교원.

1945서울 이공학부 학부장.미군정 반 퇴직.46년 북한

청으로 월북.1949김일성 교수.물리수학부 학과장.과학

원 원사.

朴克采 사회경제사학자.1945년 조선과학자동맹 원장.

朴東吉 1897∼1983

충남 연기.지질학자.1930년 도호쿠제 졸.경성고등공업학

교,경성 산 문학교 15년 교수재직.미군정청 상무부 지질

산연구소장. 원자력 원,1958년 서울 공과 교수,인

하공 교수.5.16민족문화상 수상.

朴文圭 1906∼1971

1930년 경성제 법문학부 졸.경제연구실 조수.兪鎭午 이강

국 최용달 등과 조선사회사정연구소 설립.1934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의로 검거.진단학회 발기인.1944년 건국동맹 가

입.건 기획부장.조선인민공화국 앙인민 원, 국농민조

합총연맹 앙 비 원,민 사무총장.남노당 앙 원.제1

기 최고인민회의 의원.1948년 농림상.1950년 남반부 토지

개 지도 원장.

朴勝萬 1904∼2002

1933년 교토제 농합부 졸.조선총독부 농업시험장 기수,기

사,상임 원.1951년 국립농업과학연구소 부장.1957년 서울

농과 교수.동국 농과 학장,과학 장.1960년 학술

원 회원.

白南雲 1895∼1974
북 고창.수원고등농림,동경상과 졸.1925∼38연희 문

교수.1923 민립 학기성 비회 결성.1929 조선사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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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1945朝鮮學術院 원장.민족문화연구소 설립.12월 경

성 법문학부 재정학 교수.1946조선신민당 경성특별 원회

원장.민주주의민족 선 의장,사회노동당 결성.1947근로

인민당 부 원장,월북.1948최고인민회의 의원,9교육상.

1952과학원 원장.

申南徹 1903∼?

서울 생.1931경성제 법문학부 철학과 졸.조선사회사정연

구소 회원.경성제 조교수. 앙고보 교사.1945朝鮮學術院

서기국 원.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조선독립동맹 환 비

원회 선 부원.민주주의민족 선 앙 원,1948.4남북회담

지지 108인 성명 참여.8월 남조선 인민 표자 회 1기 최고

인민회의 의원 선출.1958년 1차 당 표자회에서 자유주의

자로 비 받은 후 사망.

安東赫 1907∼2004

1929년 九州帝大 응용화학 졸,경성고등공업학교 조교수, 앙

시험소 화학공업부장,1934년 과학지식보 회 이사.해방후

앙시험소와 경성공업 문학교 수 리.1946년 앙공업연구

소 소장,1953년 상공부 장 역임.1958년 한양 공 교수

尹日善 1896∼1987

1923경도제 의학부 졸업.1924동경제 조교수.1929세

란스의학 문,1945 경성 교수.1956∼61년 서울 총

장.학술원 회장.원자력 원장.

尹日重 1892∼1981

동북제 기공학과 졸.경성 기주식회사,동경 력주식회사

근무.부 강 수력발 소 건설 참여.조선 업주식회사 사

장.상공부 기국장.학술원종신회원. 한 기학회 회

장.

尹行重 경제학자.

李康國 1906∼1953

1930년 경성제 졸.1932베를린 학 수학.독일공산당 입

당.1938년 원산철도국 사건 연루 체포.1944년 건국동맹.건

조직부 원.조선인민공화국 앙인민 원회 서기장.민

상임 원.좌우합작 원회 민 표로 참여.1947년 북조선인

민 원회 사무국장.1948년 상업성 법규국장,1953년 ‘종 사

건’으로 체포 사형 집행.

李 鈞 미상

李丙燾 1896∼1989
1915보성 문 법률학과 졸.와세다 학 문학부 사학 사회학

과 졸. 앙고등보통학교 교원,폐허동인,조선사편수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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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불교 문학교 강사,이화여 강사.1934진단학회 창립.

1946 서울 사학과 교수. 1950 국방부 사편찬 원장.

1960과도내각 문교부장 .학술원 회장.

과도정부 문교부장

李 鐸 1897∼?

1922년 京都帝大 졸.연희 문 상학과과장.1923년 조선물산

장려회 참여.1927년 신간회 발기인,1938년 색연구회사건

으로 교직 사임.1945년 미군정 입법회의 원,연희 학교

상경 학장.1948년 한민국 기획처처장.1949년

한 융조합연합회 회장.

李升基 1905∼1997

남 담양.1931교토 학 공학부 졸.다카쓰기연구소 연구원.

1939 공학박사. 서울 공과 학장. 한국 쟁직후 월북.

1952과학원 산하 화학연구소 소장.

李敭河 1904∼1963
1930년 동경제 문과 졸.1942년 연희 문 문학과 교수.

1945년 경성 학 문과 교수.1950년 서울 문리과 교수.

李源喆 1896∼1963

1919년 연희 문학교 수물학과 졸.1922미 엘비언 학 유학.

1926년 미시간 학 박사학 .연희 문 수학 물리학 천문학 강

의. 복후 앙 상 장.인하 학 학장.YMCA

서울지부 이사장.학술원 종신회원.

李泰圭 1902∼1992

경도제 화학과 졸.1931년 이학박사학 .1937년 경도 학

조교수 임명.1943년 정교수. 복후 경성 이공학부장.서울

문리과 학장.1946년 한화학회.1948년 미국 유타

교수.1973년 귀국,학술원회원.

鄭文基 1899∼1995

1929년 도쿄 학 농학부 수산학과 졸.1939년 평북 수산시험

장장,1946년 앙수산시험장장.1947년 부산수산 학장 겸

농림부 수산국장.1954년 학술원 종신회원.

趙廣河 1906∼1967

함남 장진 출생.경기고보 일본 제6고등학교 도호쿠제국 학

이학부 화학과 졸업.오사카제국 학 화학과 강의,경성방직주

식회사 계열 앙상공회사 공장장 취업. 복 후 연희 학교 교

수,서울 공과 학 화공학과 교수,성균 화학과 창설,

학원장 총장 역임.

趙伯顯 1900∼1994

1920수원농림 문학교 졸.1925구주 학 농 화학과 졸.수

원농림학교 조교수.1945년 수원농림 문학교 교장.미군정청

학무부 8인 교육 원회 원. 1946년 서울 농과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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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몰연도 비고 경 력

姜鋌澤 1907∼? 납북

울산.1927 구고보 졸.1933동경 농학부 농업경제학과 졸.

1943동아농업연구소 탁.1945미군정청에서 경성 법문학부 경

제학과 농업정책 교수로 임명.반년만에 사직.조선사회과학연구소

설립.민주주의민족 선 농업문제연구 원회에서 북한식 토지개

주장.2 농림부 차 (48.9.30∼49.3.24).농지개 안 입법 사임.농

사시험장 고문.한국경제연구소.50년 7월 2일 납북.

桂應祥 1900∼1967 월북 1920년 도후쿠 농학부 졸업.동경고등잠사학교 국 中山大學

1954년 학술원 종신회원.1965년 원자력 원.

崔景烈 1905∼1975

평양고보,1924년 경도제국 학 공학부 토목공학과 졸.조선총

독부 기수.1934년 서울한강신인도교 설계. 복후 과도정부 토

목부장.1공화국 내무부 건설국장,서울특별시 부시장.1951년

한토목학회 회장.1952년 서울 공 명 교수,학술원회

원.

崔容達 1903∼?

1930년 경성제 법문학부 졸.1931년 조선사회실정연구소 결

성.1932년 보성 문학교 교수.1938년 ‘색노동조합원산좌

익 원회사건’으로 검거.1945년 건 선 부장.조선인민공화

국 보안부장 리.1946년 북조선임시인민 원회 사법국장.

1953년 박헌 그룹 일원으로 숙청.

崔允植 1899∼1960

수학자,1922년 동경제 수학과,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 산

문학교 교수. 복후 산 문학교장.1946년 서울 수학과

주임교수.1946년 조선수학물리학회 회장.1954년

한수학회 회장.

崔鉉培 1894∼1970

1925년 京都帝大 문학부 교육학 공. 학원 수학.1926년

연희 문 교수.1938년 흥업구락부사건으로 면.1941년 연

희 문 도서 직원으로 복직.조선어학회사건으로 사임.1945

년∼48년 문교부 편수국장.1954년 연희 학교 교수.1954년

학술원 회원.

崔浩英 1907∼1972

1932년 九州帝大 공학부 졸.1939년 총독부 기사,1943년 경

성고등공업학교 강사,1948년 서울 공 교수.1960년 학술

원 회원.

許 逵 미상
미생물학자.1932년 경성제 의학부 졸업.1946년 조선미생

물학회 회장.

<부표5>1950년 ( 시)朝鮮學術院 회원 인 사항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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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의.1946년 조선농민동맹 앙 원으로 활동 10월 월북.

평양의학 학 교수.1949농학박사학 취득후 1952북한과학원 원

사.1957최고인민회의 2기 의원,1960김일성 교수.1961∼64북

한 농업성 농업과학 원회 원장.

金桂淑 1905∼1989

함남 홍원.1923함흥고보.1929경성제 법문학부 철학과 졸.서

울 경신학교 교사,1939동경제 철학과 진학 1942 앙 교사.

복후 서울 문리 교수,1948사범 교수.미국무성 청 하버

드 미국철학 연구.

金魯洙 1878∼1956
남 장성.송병선의 문인.경성제 도서 에서 한국사연구.성리

학 공

金鳳集 미상

金庠基 1901∼1977

북 김제.1926보성고보,1931와세다 학 사학과,1945 앙고보

교유.이화여 강사.1945경성 학 법문학부,서울 문리과 학

교수.1952∼1957문리 학장.진단학회.

金晟鎭 1905∼1991

충남부여.1930경성제 의학부 1회졸업.1945경성 학 의학부

교수.1955서울 의과 학장.1960보건사회부장 .공화당 앙

원회 의장.공화당 원내총무.

金良瑕 화학자

金 源

金一出 마르크스주의 사학자

金浩植 1905∼1968

경기 용인 생.보성고보,수원고등농림학교,규슈제 농학부 졸,

평양숭실 문 강사,경성여자의학 문학교 교수. 복후 앙농업

시험장장, 앙농업기술원 부원장,1951년 7월 서울 농과 교수.

발효미생물학자.

羅世振 1908∼1984

경기 여주 출생.운보의 첫째아들.1932년 경성제 의학부 졸업,

1942년 동 학 해부학 공 의학박사,1939년 경성여자의학 문학교

해부학교수,서울 의과 교수 1974정년퇴임.1975년 학술원 회

원.

都逢涉 1904∼

쟁

납북

식물학자,약학자.함흥 생.함흥고보,경성제일고보,1926야마구치

고교,1930도쿄제 의학부 약학과.경성약학 문학교 교수.평양의

과 교수,과학원 후보원사,최고인민회의 의원.

都相祿 1903∼1990 월북

핵물리학자.함흥 생.도쿄제 물리학.개성 송도 교원.1945서

울 이공학부 학부장.미군정 반 퇴직.46년 북한 청으로 월북.

1949김일성 교수.물리수학부 학과장.과학원 원사.

明桂完 1922경성제일고보 졸업?

朴克采 월북 사회경제사학자

朴東吉 1897∼1983 충남 연기.지질학자.1930년 도호쿠제 졸.경성고등공업학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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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산 문학교 15년 교수재직.미군정청 상무부 지질 산연구소

장. 원자력 원,1958년 서울 공과 교수,인하공 교수.

5.16민족문화상 수상.

朴鍾鴻 1903∼1976

평양 생.1920평양고보 졸.1926 구고보 교사.1929경성제 법

문학부 철학과.1934 학원 졸.1935이화여 강사.37년 교수.

서울 교수.1968정년퇴직.<국민교육헌장>기 원.

白南敎 정치학자.1947이갑섭 등과 정치연구회 결성.

白南雲 1895∼1974 월북

북 고창.수원고등농림,동경상과 졸.1925∼38연희 문 교수.

1923민립 학기성 비회 결성.1929조선사정연구회 조직.1945

朝鮮學術院 원장.민족문화연구소 설립.12월 경성 법문학부 재

정학 교수.1946조선신민당 경성특별 원회 원장.민주주의민족

선 의장,사회노동당 결성.1947 근로인민당 부 원장,월북.

1948최고인민회의 의원,9교육상.1952과학원 원장.

石宙明 1908∼1950
1950

몰

1926개성송도고보 졸업,1929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졸업,

1930년 송도 생물교사,나비연구.1943경성제 부속 제주도생

약연구소 소장 부임. 복 후 수원농사시험장 병리곤충부장 취임.

1946년 국립과학박물 동물학부장 재직.

申南澈 1903∼?

서울 생.1931경성제 법문학부 철학과 졸.조선사회사정연구소

회원.경성제 조교수. 앙고보 교사.1945朝鮮學術院 서기국

원.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조선독립동맹 환 비 원회 선 부

원.민주주의민족 선 앙 원,1948.4남북회담지지 108인 성명

참여.8월 남조선 인민 표자 회 1기 최고인민회의 의원 선출.

1958년 1차 당 표자회에서 자유주의자로 비 받은 후 사망.

愼道晟 1918∼1999

정치학자,동경제 정치학과 졸,연희 문조교수,51년 부통령비서
52년 동아일보 논설 원.54년 민주국민당 3 국회의원,55년

진보당 결성 여,59년 경남도지사,재직당시 3.15부정선거와 김주
열 사망사건 연루 4.19이후 구속. 구 학장,행정개 원회
원,한국통일문제연구소 이사.74년 4 국토통일원 장 ,1993일
범민족연합 고문.1995국민회의 상임고문.

安東赫 1906∼2004 화학공학자,구주 학 응용화학,한양 공 교수

禹長春 1898∼1959

1919동경제 실과 졸.일본 농림성 농업시험장 재직.1936동경제

농학박사.1950정부 청으로 귀국.1959한국농업과학연구소장,

앙원 기술원장,원 시험장장 역임.

柳應浩 1911∼ 월북

충남 공주 출신으로 휘문고보 일본 야마가타고등학교,1935년 동경

제 언어학과를 졸업.귀국후 조선어학연구회 ≪정음≫에 논문 발

표,혜화 문학교,경성제 과 강사 역임. 복후 서울 문리과

학 언어학과 교수,한국 쟁기 월북 김일성 학 어문학부교수

尹日善 1896∼1987 1923경도제 의학부 졸업.1924동경제 조교수.1929세 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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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문,1945경성 교수.1956∼61년 서울 총장.학술원 회

장.원자력 원장.

尹行重 경제학자.

李 鈞 미상

李明善 국문학자.1947년 ≪조선문학사≫ 술.

李秉岐 1891∼1968

1912조선어강습원 수학.1913 립한성사범학교 졸.1921조선어

문연구회 간사.1930연희 문 강사.1942조선어학회사건.미군정

청 편수 .1946서울 교수.1951 북 시연합 학 교수, 북

문리 학장.1960학술원 임명회원.

李炳南 월북

소아과 의사.경성제 의학부 졸업,1931년 의학부 연구사 겸 조

수,1940년 ≪朝鮮醫學 雜誌≫ 간행. 복 후 경성 학 의학부 소

아과 교수,좌 투쟁으로 해직.1945년 이선근 조동수 등과 소아과

학회 창립.남조선의학 회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남조

선보건연맹 보건정책 원장 역임,2차례 체포.1948년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제1차 김일성 내각 보건 각료로 입각.1955년 북한

보건상 겸 조선 십자회 앙 원회 원장.1960년 조선의학과학

원 부원장.

李丙燾 1896∼1989

1915보성 문 법률학과 졸.와세다 학 문학부 사학 사회학과

졸. 앙고등보통학교 교원,폐허동인,조선사편수회 탁, 앙불

교 문학교 강사,이화여 강사.1934진단학회 창립.1946서울

사학과 교수.1950국방부 사편찬 원장.1960과도내각 문교부

장 .학술원 회장.

과도정부 문교부장

李升基 1905∼1997 월북

남 담양.1931교토 학 공학부 졸.다카쓰기연구소 연구원.1939

공학박사.서울 공과 학장.한국 쟁직후 월북.1952과학원 산

하 화학연구소 소장.

李源喆 1896∼1963

1919년 연희 문학교 수물학과 졸.1922미 엘비언 학 유학.1926

년 미시간 학 박사학 .연희 문 수학 물리학 천문학 강의. 복

후 앙 상 장.인하 학 학장.YMCA 서울지부 이

사장.학술원 종신회원.

李正馥 1948년 서울여자의과 학 학장.

李泰圭 1902∼1992

경도제 화학과 졸.1931년 이학박사학 .1937년 경도 학 조교

수 임명.1943년 정교수. 복후 경성 이공학부장.서울 문리과

학장.1946년 한화학회.1948년 미국 유타 교수.1973년

귀국,학술원회원.

田豊鎭 1909∼1992 1937 제국 학 공학부 응용화학과 졸.1938년 만주철도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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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몰년도 출신 주요 학력 경력

金基錫 1905∼1974 평북 철학자,와세다·동북 학,서울 사범 학장

金東一 1908∼1998 평남 화학자,동경제 응용화학과,서울 공과 학장

金庠基 1901∼1977 북 역사학자,와세다 학 사학과,서울 문리과 학 학장

朴益洙 1924∼2006 함남 과학자,서울 사범 졸,해군사 학교 교수.

방종 1905∼1952 평북 언어학자,경성제 조선어학,서울 문리 학장

愼道晟 1918∼1999 경남
정치학자,동경제 정치학과 졸,연희 문조교수,51년
부통령비서 52년 동아일보 논설 원.54년 민주국민당
3 국회의원,55년 진보당 결성 여,59년 경남도지사,

사 앙연구소 책임연구 .1946년 서울 공과 학 교수.1954

한민국학술원회원.

趙廣河 1906∼1967

함남 장진 출생.경기고보 일본 제6고등학교 도호쿠제국 학 이학

부 화학과 졸업.오사카제국 학 화학과 강의,경성방직주식회사

계열 앙상공회사 공장장 취업. 복 후 연희 학교 교수,서울

공과 학 화공학과 교수,성균 화학과 창설, 학원장 총장 역

임.

趙伯顯 1900∼1994

1920수원농림 문학교 졸.1925구주 학 농 화학과 졸.수원농

림학교 조교수.1945년 수원농림 문학교 교장.미군정청 학무부 8

인 교육 원회 원.1946년 서울 농과 학장.1954년 학술원 종

신회원.1965년 원자력 원.

趙福成 1905∼1971
평양고보 사범과.1930년 경성제 과,의학부 근무.1945국립과

학박물 장.성균 ,고려 동물학 강의.학술원 회원.

崔景烈 1905∼1975

평양고보,1924년 경도제국 학 공학부 토목공학과 졸.조선총독부

기수.1934년 서울한강신인도교 설계. 복후 과도정부 토목부장.1

공화국 내무부 건설국장,서울특별시 부시장.1951년 한토목학회

회장.1952년 서울 공 명 교수,학술원회원.

崔允植 1899∼1960

수학자,1922년 동경제 수학과,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 산 문

학교 교수. 복후 산 문학교장.1946년 서울 수학과 주

임교수.1946년 조선수학물리학회 회장.1954년 한수학회

회장.

崔在緯 서울 의과 비뇨기과

崔浩英 미상

許 逵
미생물학자.1932년 경성제 의학부 졸업.1946년 조선미생물학회

회장.

<부표6>‘시과학연구소’창립 원 인문 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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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편집 원
출생

년도

출생

지

교육

배경
경력

1952.9-

52.12

張俊河 1915
평 북

선천

일본신학교

한신

思想界 발행인,

신민당국회의원,통일당 최고 원

裵成龍 1896
경 북

성주
일본

조선일보기자,화요 공산당원,정우회,

민련,통일독립 진회

이병도 1896
경 기

용인

보성 문, 와

세다

앙고등보통학교 교원,폐허동인,진단학회

창립

과도정부 문교부장

金在俊 1901
함 북

경흥

동학교, 靑

山學院 신학

부, 린스턴

신학교, 웨스

턴신학교

평양 숭인상업학교 성서교사,38년 간도 은진

학교 교편,안병무,강원룡이 제자.40년 조

선신학원 교수

한신 학장, 3선개헌반 범국민투쟁 원회

원장,한국민주 진국민연합 고문

金基錫 1905 평 북 정주오산, 와 월남,서울 사 교수

재직당시 3.15부정선거와 김주열 사망사건 연루 4.19이후
구속. 구 학장,행정개 원회 원,한국통일문제연
구소 이사.74년 4 국토통일원 장 ,1993일범민족연합
고문.1995국민회의 상임고문.

안동 1906∼2004 경기 화학공학자,구주 학 응용화학,한양 공 교수

兪鎭午 1906∼1987 서울 법학자,경성제 법학과,고려 법정 학장 총장

尹日善 1896∼1987 충남 의학자,京都제 의학부,서울 총장

李丙燾 1896∼1989 경기
역사학자,와세다 학 사학 사회학과,서울 사학과 교

수

李崇寧 1908∼1994 서울 국어학자,경성제 조선어 문학과,경성 학 과교수

李濟九 1911∼1986 함남 병리학자,경성제 의학부,서울 병리학 주임교수

李鎭淑 1908∼1962 서울 심리학자,경성제 철학과 졸,서울 문리 교수.

田豊鎭 1909∼1992 서울 공학자,大阪제 응용화학과 졸,서울 공과 학장

趙廣河 1906∼1967 함남 화학자,東北제 화학과,서울 화공학과 교수

趙伯顯 1900∼1994 서울 토양학자,구주제 농 화학과,서울 농과 학장

朱碩均 1903∼1981 평북 농업문제 문가,평안고보 졸,농림부차 ,농업문제연구회.

崔基哲 1910∼2002 충남 동물학자,경성사범 학교 졸,서울 생물교육과 교수

崔文煥 1916∼1975 경북 경제학자,와세다 학 경제학과 졸,서울 사회학과 교수

崔允植 1899∼1960 평북 수학자,동경제 수학과,서울 수학과 주임교수

崔虎鎭 1914∼2010 서울 경제학자,九州 경제학부, 앙 경상 학장

<부표7>≪思想≫,≪思想界≫ 자문 원,편집 원의 인 배경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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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
세다 학, 東

北
1963∼1964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고문

1953.4-

54.12

김병기 1916 평양 동경문화학원 화가

오 진 1916 평양
평양고보,경성

제

조선민주당 참가,월남,≪문학 술≫주간

장면총리 문화담당특별고문,최고회의 자문

원,조민당 당수

홍이섭 1914 서울
배재고보,연희

문
연 교수

정태섭 1918
경 기

연백

中央大, 리스

톤
연 법 교수

엄요섭 1916 함남 토론토 연 사회학 교수

택부 1915
함 경

문천
도쿄신학교 기독교청년회 총무,YMCA총무

1955.1-

58.4

1958.5-

59.10

정병욱 1922
경 남

남해

연희 문, 서

울
연 서울 국문과교수

申相楚 1922
평 북

정주
동경

조선의용군,49년 월남,성균 교수

흥사단원,국회의원

유정회회원,국가보

강 식 1923
평 남

동
동경 고 교수

안병욱 1920
평 남

용강
와세다 숭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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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mplations of intellectuals in South Korea 

on nation-building  and national/state entity. After the foundation of the 

so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state tried to create 

'citizens' in a most violent and oppressive way, while the intellectuals 

provided the contents for the 'education' of those citizens. They served to 

'regulate' the stress and dilemmas between individuals and social order and 

tried to inseminate the process and spirit of 'individualization' throughout the 

public with a nationist discourse.

Right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nationalist factions both on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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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ight wings continued to dispute with each other. In the meantime, the 

intellectuals from the socio-democratic background within the 'middle' front, 

which had many factions associated with it, faced that the solitary 

government was already a reality. In response to that reality, it diverged 

into two groups: a group of intellectuals who were willing to join the 

solitary government and a group of intellectuals who called for continued 

negoti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fter the solitary government was founded, which shut out the Socialist 

Party and the party that argued for negoti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the intellectuals who had been supportiv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 

and President Rhee Seung-man wanted to create a so-called 

"State-Corporatism," as well as a totalitarian nation. But their ideas did not 

fly that well because the Socialist Party, the left wing, and the labor 

factions were all excluded in the process.

With the Cold War and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which were 

both fiercely fought between the left and right wing factions, the Socialist 

faction found out that their ideology was no longer able to hold ground as 

a discourse of resistance in South Korea. In the global Cold war system, 

the U.S. influence over South Korea was being strengthened more than ever, 

and the ruling State-Corporatism faction diverged into "State-ism" and 

Freedom-discourse factions. Right after the solitary government was founded 

and through the Korean war period, the State-Corporatism Nationality 

discourse, which had served as the most influential Nationalist discourse 

among intellectuals and had theoretical state studies and state law stud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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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oretical basis, continued to have relevance through the latter half of 

the 1950s. They continued to lead the agendas and discourses by criticizing 

pluralist state views and economic systems, but they were not able to 

maintain their totalitarian state view as they had before the Korean war 

because of the enforced U.S. influence. These people, who formulated the 

state-based nationalist discourse in the 1950s theorized their state/nationalist 

entities as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modern entities based upon Western 

civilization. They perceived Western civilization as based upon freedom, 

individuality, and capitalism. So they criticized the dilemma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embedded inside the political ideology of liberalism, 

and they also wanted to find a solution that is separate from Eastern 

civilization and traditional culture. They wanted to suggest a volk who 

instead of being individuals whose free will and individual passions should 

be respected, are rather nationalist entities armed with dedication to social 

service. The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dependent nature' and 

determination, so that independent and autonomous individuals trained by 

righteousness(道義) ideals could serve the Korean race. And they tried to 

use tradition in establishing these state citizens so that the nationalist culture 

could be defined. They did not pursue modernization which meant the 

nurturing of the higher class or the invitation of liberalism or capitalization, 

but wanted the overall development of a nation or state which was "the 

sum of the (said) individuals.” To them, Western issues such as conflicts 

between free individuals and the order of the society were not as important 

as the issue of making individuals see that the nation and the societ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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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ame boat as the issue of finding a leader who could realize such 

interests of the state. To them, Western modernization was not a goal but a 

tool that could be either used or not used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race 

and state. They criticized the multiple nature of the First Constitution and 

demanded that the state citizens' rights submit to the state's rights. Eve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50s when the U.S. was expanding its agendas in the 

so-called 'free world,' they demanded that power should be concentrated and 

be given to a leader who is individually enlightened.

This state-based nationality discourse criticized the shortcomings of the 

Western world's freedom discourse and capitalism, wanted to utilize tradition 

and Eastern culture in resolving the dilemmas of the West, and wanted to 

spread their criticism of the U.S. culture and their desire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But such an attempt was only trying to solve a 

structural problem of the society with individuals' intentions,  determination, 

and enlightenment. Therefore it ended up ultimately legitimizing modern 

states and their power. Solutions to poverty,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inequ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dilemma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were all downgraded as problems that should and 

could be solved with the individuals' subordination to the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a 'moral state.' This discourse was what ultimately enabled 

the May 16th Coup, as it provided a philosophical platform in terms of 

leadership, and it ended up formulating a state-centered nationalist discourse 

favored by the government.

In the meantime, the liberalist faction which had been part of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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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as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state corporatism up until the Korean 

War, but during the war, with the Busan political controversy and the 

consitutional amendment in 1954, they reestablished themselves as a 

counterpart discourse to state-ism. Liberal nationalists pursued the 

reformation of the state to liberal capitalism and modernization. They saw 

the world with the Asia-underdeveloped/Western world-civilized view. They 

needed to form a "nation" based upon classic liberalism where individuals 

must use nature, accumulate wealth, and perform their social obligations to 

be respected. So producing such people was more than important. They 

wanted to eliminate all aspects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civilized 

civilizations' and teach this to all the people, a task which they deemed as 

part of their moral obligation as we can see from modern nationalists' 

elitism.

Also, the liberal nationalists who viewed the world as 

underdeveloped/civilized presented the thought of Eastern identity, while 

neglecting the inequality between states and the expansionism of liberal 

nationalism. There was an overlap of spacial concepts such as Eastern and 

Western, and in the issue of advanced/underdeveloped, and then presented 

'Eastern State-ism,' spreading a single-minded world view regarding 

development and progressiveness.

The dominant discourses and the discourses of resistance coexisted at the 

time, but there were also other aspirations for changing the Cold War ruling 

system. The people-based nationalist discourse, which ros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50s when the Rhee Seung-man regime's relief-fund econom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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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crossroads, was based upon the notion of 'no churche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ideology of democratic socialism from the 

aftermath of the Liberation in 1945, and the people's democracy from part 

of the Nationalist State Foundation party.

The theories in state studies of the 1960s evolved by embracing American 

theories of "behavioralism", but the influences from state law studies and 

German philosophical studies were strong as well. Their state-centered 

thoughts contributed to the theories that legitimized the Park Jeong-hi 

regime. Meanwhile, the liberal nationalist discourse, processed as the notion 

that underdeveloped states should be developed, served as the modernization 

thought in the 1960s. But it party served as the thought behind the April 

19th Revolution. The "people's discourse" began to serve as "the view from 

the people" from the 1960s.

Keywords:Nationalism,Liberalism,Min-jungism,‘Orient’

discourses,Developmentdiscourses,behavio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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