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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에 기 하여 사회학의 출 이후

사회학의 핵심 문제 던 사회 질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의 형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를 해명하면서,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한 답변을 제출했던 사회학의

통이 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 환되어야 한다는 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를 해,본 연구는 서론에서 루만의 자기지시 체계이론을 체 으로

조망하고,그런 기반에서 근 사회의 사회 질서가 어떻게 ‘문제’로 제기되

고,이 문제를 어떻게 찰하고 이론화할 수 있는지 보여 것이다.이는 본

연구의 이론 경(全景)이기도 하다.2장에서는 사회 질서 문제에 한 사

회학의 통을 ‘사회학의 운명’이라는 문제설정으로 규정하면서,사회 질서

의 문제와 사회학의 출 을 다룬다.이를 통해 이후 사회 질서의 문제에

한 사회학의 통을 수립한 뒤르 의 논의를 살펴본다.

3장은 이런 통을 염두에 두면서, 4장에서 본격 으로 해명될 사회 질

서의 문제에 앞서 루만이 정식화한 사회학에서의 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다룬다.이런 맥락에서 본 장은 ‘부분- 체 도식’에 한 비

,자기지시 역설을 찰하기 한 형식,이러한 역설이 개되는 세 양상

으로서 자기지시 체계의 분화,진화,소통의 연 과 사회학 계몽에 해

살펴본다.마지막으로 3장은 4장에서 본격 으로 논의될 사회 질서와 사회

체계의 문제가 자기지시 찰의 방법인 사회학 계몽을 통해서 이른바 사

회학의 기에 이론 으로 처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할 것이다.따라서 3장

은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의 논리 그에 따른 자기지시 체계의

작동의 형식을 집 으로 다루기 때문에,루만의 사회학 계몽의 방법으로

사회 질서의 문제를 다루는 4장에 진입하기 해 필수 인 장이기도 하다.

이어 4장은 3장에서 다룬 문제의식에 기반해서,사회 질서의 문제를 ‘사회

의 단 ’의 문제와의 연 속에서 해명한다.즉,이 장은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하고 기술한다는,그래서 사회 질서 역시 사회 체계의 작동 내부에서

가능하다는 루만의 문제의식을 구체 으로 검토하게 된다.이는 사회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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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의 문제로 악하고,그 문제는 사회학 계몽에

따른 방법으로만 찰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

에 따르는 것이다.따라서 4장은 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 인 장이 된다.

이를 분석 으로 살펴보기 해 이 장은 사회 질서의 근 조건을 근

사회의 구조변동의 두 측면,즉 근 시간 구조의 출 과 근 사회의 기능

분화를 살펴본다.이후,사회 질서 뿐 아니라,사회 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 로서 ‘이 의 우연성’의 문제를 베버→ 슨스→루만의 계열을 심

으로 추 한다.이 의 우연성은 근 사회의 구조 변동에서 경험과 행 를

어떻게 사회학 으로 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체계와 사회 질서의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인 단 라는 을

분명히 하면서,그 연 속에서 소통과 의미체계를 다룬다.이후 사회 체계

의 진화의 맥락에서 사회 질서의 여러 측면들,즉 사회 질서의 찰,사회

질서의 사회 형식 그리고 사회 질서와 사회의 자기기술을 검토한다.

그러므로,본 연구는 사회 질서는 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의 창발과 재

생산을 통해 가능하다고 해명한다.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 체계의 재생산을 통해서 근 사회의 사회 질서는 진화하며,이는

사회 체계의 진화,즉 사회의 자기기술에 다름 아님을 보일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질서의 ‘사회 ’인 성격과 그 게 ‘창발’한 사회 질서가 고유한 구

조를 가지면서,자기 변화하는 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를 통해 진화한다는

을 이론화한다.이런 의미에서 사회 질서는 사회 체계의 진화를 통해

가능하고 재생산하며,이러한 근 사회의 역사는 곧 사회의 자기 기술의 역

사이며,사회 체계의 진화로서 사회 질서의 역사가 된다.

주요어 :체계와 환경의 차이,자기지시와 역설,기능 분화의 형식,이

의 우연성,사회 체계,사회 질서의 진화,사회의 자기기술

학 번 :2008–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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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사회학은 기의 학문이다. 랑스 명 이후 목격한 사회 변화에 한 역사

심에서 사회학은 19세기 말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그 게 새롭게 출 한 사회를 상

으로 하는 과학으로 정립되었다.이 의 질서와는 다른 새롭고 낯선 사회를 역사로 목

격했을 때,이는 학문 으로 지 인 충격과 도 이었다.근 라고 규정하는 이 시 는

그 구조 변화의 폭과 깊이,그리고 수 에 있어서 이 의 시 와 구별되는 시

고,그런 의미에서 근 는 ‘새로운 시 ’(Neuzeit)다.이러한 구조 환에 의해 새롭

게 개된 근 는 질서라기보다는 혼란과 무질서로 체험되었고,이는 곧 사회학의 근

원 체험이 된다.낯선 것이 곧 낡은 것이 되는 역사 ,그리고 사회 인 조건에서

사회학은 자신의 시 가 직면한 불확실한 질서를 곧 기를 면하면서 출 한 것이

다.이런 이론 이고 실천 인 배경에서 사회학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

고,그 혼란을 극복하는 질서를 이론 으로 해명하려는 근원 열정으로 갖고 있다.

이것이 사회학의 출 이래 사회 질서의 문제가 사회학의 핵심 문제인 이유이다.

이 연구는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에 기 하여 사회학의 출 이후 사회학

의 핵심 문제 던 사회 질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회 질서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인륜 인 세계가 근 사회 이후 부분들로 쪼개지면서,유기

체에 기반 한 기존의 질서로는 이 근 인 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헤

겔은 이를 ‘근 세계의 주 성의 원리’라고 하면서,근 의 사회 상이라고 정식화

했다.그의 정식처럼 사회학이 국가와 가족의 틈새에서 새롭게 출 한 부르주아 사회

를 상으로 할 때,그 우연하고 특수한 세계의 사회 계를 상으로 할 때,사회

질서의 문제는 곧 사회학의 출생신고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연구는 이를 사회학의 운명이라고 규정한다.물론,이러한 근 의 새로운 세계상

은 사회학 이 에 이미 문학이나 철학 그리고 낭만주의 운동 등에서 민감하게 주목했

던 역사 인 상이었다.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루만의 논의에 이르는 두 개의 경

로를 따른다.하나는 사회학의 사(前史)에서 근 사회의 사회 질서의 문제가 제

기된 이론 이고 역사 인 배경을 살펴보고,다른 하나는 사회학의 출 이래 사회

질서의 문제를 사회학이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그래서 사회학의 운명이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지 추 한다.이런 시 요구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사회학을 정립하고자 했

던 뒤르 이 어떻게 사회 질서의 문제를 이론 으로 다루면서,사회학 이 의 통

을 사회학으로 번역하는지,그리고 이후 슨스로 이어지는 사회 질서 문제에 한

사회학의 통을 구축하는지 밝힐 것이다.

그러나,도덕 질서로 사회 질서를 이해하고,이를 해 이른바 ‘부분- 체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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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사회와 사회 계를 찰하고 기술하는 것은 근 인의 경험과 행 의 복

잡성과 우연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근 사회가 분열된 사회일 때, 는 베버

의 정식처럼 탈주술화된 사회일 때,이는 무엇보다도 사회 분화가 근 사회의 질서

를 규정하는 기본 인 사회 인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이제 도덕 질서를 강조하

는 것으로도, 는 주 의미를 갖는 행 자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근 사회의 사

회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더불어 근 세계의 주 성의 원리에 따라,

우연성조차도 신이나 월 인 의지의 산물로 악되는 것이 아니라,주 우연성으

로 가능하기 때문이다.루만은 이를 우연성의 필연성이라고 하면서,그런 의미에서 근

사회를 역설 인 세계로 규정하고 찰한다.

그러므로 근 사회의 기능 분화가 사회 질서의 고유한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

기 때문에,기능 분화에 따른 하 체계들의 형성은 유기 체가 분열된 것으로,

아름다운 질서의 상실로 악하는 것이 아니라,거꾸로 사회 계가 소통을 통해 일

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루만은 기

능 분화는 사회문화 진화의 최종 인 결과라고 이론화할 수 있었다.루만은 이를

이론화하기 해 ‘부분- 체 도식’이 아니라 ‘체계와 환경의 도식’을 가져온다.이는 체

계를 ‘환경-내-체계’(systems-in-an-environment)로,즉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체계를

정식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루만에게 체계는 차이인 것이다.그리고 그는 이를 자기

지시 체계이론으로 정식화하면서,자기지시의 역설을 찰하기 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형식의 문제로 악한다.즉,루만은 “형식 안의 형식은 그 형식을 재 하며

이러한 재 의 역설은 그 구별은 같은 구별이자 동시에 다른 구별”이라는 형식의 자

기지시 역설에 주목하여 자기지시 체계이론,자기생산 체계이론을 구축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추상 이고 범 한 루만의 연구를 바로 이런 에서 조명한다.즉,본

연구는 근 사회의 질서에 한 고 인 연구 방식인 국가와 사회의 분리,종교와

정치의 분리의 역사 계보를 추 하면서 사회 질서의 근 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

라,사회 질서 자체가 ‘분화된 질서’라는 을 해명하고,그로부터 논의를 구성한다.

이런 이유에서,사회 질서의 문제는 기능 인 분화를 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 재정

식화하는 것이고, 한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하고,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사회 체

계 내부에서 반복하는 문제로서만 악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사회 질서의

문제는 사회 바깥에서,사회 외부에서 사회를 규정하는 월 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 안에서 사회 자신의 개를 통해 펼쳐지는 그 내 인 분화의 문제,

기능 분화의 재생산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그래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곧 사

회의 단 의 문제이기도 하다.이를 해 본 연구는 사회 질서의 근 조건을 자



- 3 -

기지시의 문제와의 연 속에서 살펴볼 것이며,그 이유에서 근 시간 구조의 출

는 근 시간 구조와 자기지시의 결합 속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

는 체계이론 계기를 확보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자기지시와 근 사회의 구조 변동의 연 에 따라,자기지

시라는 역설의 형식,즉 그러한 역설이 탈역설화하면서 개되고 창발하는 사회 질

서의 형식에 주목한다.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이 의 우연성 문제를 집 으

로 검토한다.사회 계의 기본 단 이자,자기지시 인 형식의 역설이기도 한 이

문제는 루만에게 질서의 ‘사회 ’성격을 해명하는데 결정 으로 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체계의 창발을 곧 이 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시 형식으로부터 이론

으로 찰하고 해명할 수 있었다는 을 보일 것이다.그 기 때문에 사회 체계는

‘사회 인 것’,즉 소통을 자기요소로 갖는 자기생산하는 체계이고,그 요소들 간의

계를 자기의 고유한 구조로 구성하면서 재생산하는 진화하는 체계다.

이처럼,본 논문은 사회 질서의 가능성이라는 사회학의 고 인 문제를 사회 안

에서 사회를 표상하고,일반화하는 자기지시 역설의 문제로 환한다.따라서 본 논

문은 무엇보다도 루만을 자기지시 역설을 사회학 으로 찰하고자 한 사회학자로

규정하고 이해하며,이러한 내부 찰을 통해서만 ‘사회 인 것’의 자기생산을 통한 사

회 질서의 창발 속성을 명확하게 이론화할 수 있다고 본다.이런 이유에서 루만에

게 사회 질서는 언제나 이 의 우연성이라는 기본 인 사회 단 를 탈역설화하는

사회 체계의 창발과 재생산의 문제로 환되고 해소된다.그리고 이 때,사회 안에

서 사회를 찰하고,사회 체계 안에서 사회 체계가 분화하고 형성한다는 단 의

역설,자기지시 형식의 역설을 사회의 단 로,사회 질서의 ‘사회 ’단 로 해명

할 수 있는 이론 자원이 확보되는 것이다.그리고 이 때,사회의 자기기술 그리고

사회의 자기생산이라는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작동의 양상과 형식들을 사회 체

계의 분화,소통,그리고 진화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아래의 논의

는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에 따라 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를 사회학 계

몽이라는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찰의 방법으로 진화하는 루만의 성과를 해명

하고,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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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사회학 이론의 통에서 사회 질서 문제

본 장은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에 따른 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

명하기에 앞서,사회학 통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었고,이 문제에

해서 사회학은 어떤 통을 구축해왔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즉,본 장은 무엇보다

도 근 사회의 출 과 더불어 새롭게 출 한 사회 상인 부분들로 쪼개진 체라

는 근 세계와 근 사회에 주목할 것이다.그래서 본 장과 더불어 본 논문은 분열

된 세계에서 균열이 없는 유기 체로의 동경으로 사회 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체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로의 동경으로 사회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1).이는 ‘진정한 질서’(authenticorder)가 근 사회에서 가능

한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만약 사회 질서가 진정한 질서 그리고 자연

질서와 다른 새롭고 역사 인 상이라면,그 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이론 으로

검토해보고,그 ‘사회 ’조건에서 근 사회의 사회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에서 이는 본 논문 체를 통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2)

헤겔은 ‘근 의 사회 상’(dassozialePhänomenderModerne)(리델,1988,61~62)

으로서 근 사회의 분열과 분리의 계기에 주목한 바 있다.하지만,이는 비단 본 논

문의 2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근 의 사회 상”을 어떻게 사회학이 사회학 으

로 찰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근 의 사회 상에

한 사회학 찰과 기술의 가능성과 그 학문 능력을 검토하는 것이기도 하다.이

런 이유에서 사회학은 근 의 사회 상을 구성하는 근 사회,‘사회 인 것’3),그

리고 사건으로서 사회 상 모두 검토해보아야 한다.루만이 사회 질서를 문제

인 것으로 본 것은,사회 질서의 문제를 이런 지평에서 사회학 으로 해명하면서 그

1)유기 체라는 아름다운 질서와 그에 한 동경을 사회학 으로 설명한 고 으로 퇴니스를 들 수

있다.‘사회 의지’(sozialenWillen)를 뒤르 의 ‘사회 사실’과 같다고 악한 그에게,공동체는 본

질의지라는 사회 의지의 양상에 따라 유기 인 부분들의 조화,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풍습과

종교에 따른 질서다.즉,공동체는 “올바르고 필연 인 질서”를 따르는데,이는 본질 의지가 유기 인

삶과 생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행사에 따르기 때문이다.연속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조화로

운 질서는 ‘내 인 자생성’에 따르는 것이고,그런 한 유기 체의 필연성을 따르는 아름다운 질서

인 것이다.Ferdinand Tönnies,Archiv für systematische Philosophie,Bd.4,1898,SS.495ff

GemeinschaftundGesellschaft,wissenschaftlicheBuchgesellschaft,1991,S.29.

2)리버존은 오직 ‘진정한 질서’(authenticorder)만이 정 인 질서라고 이해한 퇴니스의 근 사회

비 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공유한 사람이 루카치(Lukács)라고 평가한다.HarryLiebersohn,Fate

andUtopiainGermanSociology,1870~1923,TheMITPress,1988,p.33.

3)본 논문은 ‘사회 인 것’(thesocial/dasSozial)을 작은따옴표로 묶어서 표기한다.이는 유기

체에 한 동경이나 아름다운 질서에 한 향수를 사회 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구별하기 해

서다. 한 이는 ‘사회 인 것’을 도덕 인 것이나 온정 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루만의 이해를

비하기 해서다.근 사회의 사회 질서의 ‘사회 ’성격을 자기지시 체계이론을 통해서 사

회학 으로 해명하고 찰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입장은 4장 3 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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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과 개의 양상을 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율 인 경험과 행 의 공간이 출 한 근 사회에서 어떻게 사

회 계와 사회 질서가 가능한지,그리고 그 때 사회는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

가라는 근 문제를 핵심 인 상으로 한다.부언하면,본 논문은 유기 체에의

동경이나 아름다운 질서에 한 향수로 근 의 사회 상을 설명하는 것은 사회 ,

역사 제약이 따르며,따라서 사회 질서의 문제 역시 이러한 동경과 향수의 문제로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이를 종합 으로 조명하고 찰할 수 있는 것이 “사회 질서

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 인 물음이기 때문에,본 장은 루만 이 의 사회학

통에서 사회 질서를 어떤 문제설정에서 악하고,해명했는지 검토해 본다.이를

해 본 장은 헤겔이 말한 것처럼 ‘근 의 사회 상’으로서 분열과 분리의 계기에

주목하면서,이를 부분과 체의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 사회학의 통을 뒤르 의 고 인 논의를 심으로 살펴본다.

1.사회 질서의 문제와 사회학의 출

근 사회는 계, 는 질서 ordo,즉 계 질서 ordonnace가 근 이 의 사회와

다른 지평에서 다른 양상으로 개되고 재생산된다.즉,근 사회는 조르주 뒤비가

건제에서의 계를 설명하면서,“ 계는 억압의 신성화된 근거”라고 하면서,다음처

럼 정식화하는 것과는 상이한 질서를 갖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장남과 동생들,주군과 그의 사람들,주인과 그 하인들 사이

에어 이루어지듯 호의와 충성의 필수 인 교환을 반 하는 그런 상부상조의 이

미지가,구원을 향한 행렬이라는 아우구스티 스 망에,그리고 종속 계

에 인 으로 도 된 ‘화합’과 ‘결합’이라는 그 고리우스 개념에 투사되어

나타났다고 해서 조 이라도 놀라울 것은 없다.사실 귀족들의 집안이야말로

상 (相違)며,선후의 순서며,층층의 서열이며,반드시 조화를 이루는 갖가지

직무들 따 의 거처인 것이다”(조르주 뒤비,1997,140)

이처럼 근 이 의 질서는 직 이고, 면 인 사회 계가 계 으로 교직되

면서,균형을 규범 으로 요구하는 ‘훌륭한’질서이자,조르주 뒤비가 지속 으로 강조

하듯이 ‘계에 따른 질서’이다.하지만,단 으로 근 사회에서의 사회 질서는 이

와 같은 계 인 질서가 아니며, 계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질서라고 이해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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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설명할 수 없다.이는 호이징가가 『 세의 가을』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 사람

들이 갖고 있던 ‘웅장한 이미지’라고 정식화한 것이기도 하다.사회의 계 개념에

해 다루면서,그는

“사회가 ‘신분들 ordre’로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은 모든 신학 ‧정치 사고에

그 골수까지 침투되어 있었다 … ‘직업 estat’은 곧 ‘신분 ordo’이며 ‘신에 의해

고안된 실’이라는 생각이 지배 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호이징가,2010,69)

이처럼 질서를 계 인 신분 질서와 동일시하고, 그러한 실이 신에 의해 고

안된 자연 이고,웅장한 질서라는 이상 인 이미지는 보다 아름다운 삶에 한 열망

과 동경을 그 내 인 계기로 갖는 것이었다.질서 ordo에 한 이러한 념,즉 국가

와 사회를 보장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질서,신 인 질서로 자연화된 질서는 이제 더

이상 근 사회의 구성 원리로 정당화될 수 없게 되었다.

헤겔이 언 한 ‘근 의 사회 상’은 인간 행 의 지향과 선택의 주 성과 주체성

의 다른 이름이고,그래서,근 사회는 “근 세계의 주 원리”(subjektiven

PrinzipdermodernenWelt)가 지배 인 사회이지(Hegel,1986,311),아름답고 웅장한

신 인 질서,자연 인 질서가 경험과 행 를 지배 으로 규정하는 사회가 아니다.루

만은 이런 에서 주체성이나,개인,개인주의의 개념 역시 본질 이거나,자연 인 것

이 아니라,18세기 이래의 역사 산물이라고 지 한다.(Luhmann,1993c,175f)

사회에 한 과학으로서 사회학은 19세기 말 출 한 이래,역사 으로 등장한 근

사회의 분화에 주목해 왔다.분화는 근 이 의 사회에 한 ‘웅장한 이미지’그리고

계에 따른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가 분열되고, 체가 부분들로 쪼개지는 근 의

사회 상을 찰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사회학의 상이기 때문이다.즉,“베버가

합리화와 탈인격화를 근 성의 심 인 특징으로 치지우고,신-맑스주의 비 이

론이 베버의 이 입장을 따른 이후에,분화이론은 근 성을 보다 양가 인 방식,즉 보

다 실 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Alexander,1990,12)

이런 맥락에서 사회학은 근 사회의 분화라는 사회 상에 해 다양한 설명과

해명의 통을 갖고 있다.뒤르 은 사회의 진화에 따라 출 한 유기 연 라는 새로

운 노동 분업의 형식을 사회학 으로 개념화했고,베버는 자율 인 논리를 갖는 경제,

종교,정치,미학 등의 가치 역의 분화와 합리화에 주목한 바 있다.짐멜 역시,근

사회의 증가하는 분화와 그 결과로서 개인주의4)에 해 주목한 바 있다.

4)짐멜은 18세기의 보편 인간개념인 이성 이고 도덕 인 자아를 변하는 칸트와 19세기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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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모든 찰자들은 증가하는 삶의 외부화(externalizationoflife)가 증

가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내 인 측면,개별 인 가치에 해 삶의 기술

인 측면이 우 에 있다는 에 해서 동의할 것”(Simmel,1902,93,강조는 자)

이라고 근 의 세계상을 악하는 짐멜에게 사회 분화에 따른 체계 분화의 증가는

체계 경계의 증가하는 다원화를 의미한다.(Simmel,1989)그래서,근 사회는 주 문

화와 객 문화 간의 간극이 사회 분화를 통해 ‘삶의 외부화’로 출 하고 확장하면

서,이른바 ‘문화의 비극’을 일상의 경험과 행 의 조건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

는 사회 분화에 따라 증가하는 삶의 외부화가 객 문화에 한 주 문화의 지배

가 심 인 경향이 되기 때문이다.(Frisby,2002,42)즉,“어떤 존재를 멸시키는 힘이

바로 이 존재의 가장 심층 인 지층에서 유래한다는 사실”,그래서 “객체가 된 정신은

부동성,응고성 지속 인 존재 형식과 더불어 주 혼의 넘쳐흐르는 생동감,

내 인 자기 책임성 변화하는 긴장에 항”으로 정신과 그 정신이 창조한 독립

이고 객 인 것,즉 객체가 된 정신 간의 립 때문에,주체의 발 과 그 주체에서

유래한 객체의 발 이 문화로 종합되지 않고,분열되면서,주체의 발 이 “가장 내

이고 고유한 삶에서 유리된다.”(짐멜,2007b,20,55)

이런 의미에서 문화를 “ 혼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로 이해하는 짐멜은 문화의 비

극을 “비극 인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ibid,20,54)5)“폐쇄된 통일성에서 출발해

개된 다양성을 거쳐 개된 통일성에 이르는 길”이기도 한 문화는 “정신 심성

의 발 ”에 기여하고,그 게 “개인 인 통일성의 발 ”을 통해서만 혼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일 수 있는 것이다.그래서 문화화는 정신이 객체화된 정신으로서 독립 이

고 객 인 것을 창조하면서, 주체가 이러한 객체를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나와 자

신에게 이르는 길을 걸을 때 가능하다.다시 말하면,짐멜에게 근 의 문화는 주체 자

신으로부터 객체화된 정신으로 형성된 객 세계를 통해서 다시 주체의 통일성이 형성

되고 종합하는 과정이다.하지만,객체가 된 정신이 산출한 무한한 성취능력을 갖고 있

는 객 성의 형식이 개인 인 삶의 형식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그 분리와 간극 때문에

짐멜이 근 사회의 비극 인 숙명으로 문화의 비극,사회 분화 그리고 개인주의에

들의 존재가 갖는 가치의 차이에 주목하는 낭만주의 인 괴테와 니체라는 두 축을 ‘개인주의의 두

형식’으로 규정한다.이 때 후자가 ‘개별 인격체들의 고유한 자기 법칙성’을 강조하는 질 개인주

의다.언제나 분리와 결합의 계기와 그 형식에 주목하는 짐멜에게 이 두 형식의 분리된 개인주의

역시 새로운 사회 삶에 한 역사 인 망에 따라 결합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게오르크

짐멜,「개인주의의 두 형식」,『근 세계 의 역사』,김덕 역,길,2007.

5)짐멜에게 “정신은 혼의 내부에서 생동감 넘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되는 것의 객 내용”

이고,“ 혼은 정신,즉 사유의 논리 -객 내용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살아가는 형식”이다.게

오르크 짐멜,『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김덕 ,배정희 역,길,2007,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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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 것이다.이처럼 삶에서 단 된,그러나 정신에서 유래한 객 성의 형식은 주체

로 되돌아가는 길을 그 문성으로 방해하는 “기술의 자기향유”를 가능하게 하고,이러

한 근 조건을 산출하는 “객 성 때문에 노동 분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짐

멜,2007b,58)

객 문화가 모든 객체의 의미를 완성하고 확인하는 주 문화의 정도와 속도를 추

월하는 문화의 비극 때문에,근 사회에서 부분과 체의 문제가 문화의 비극과 더불

어 근 사회의 본질 인 성격의 연 속에서 제기된다.짐멜은 이를 “문화 삶의 마

지막 역설”이라고 정식화한다.즉,

“문화의 개별 분야가 상이한 방향으로 성장하며 서로서로 소외를 야기해

체로서는 바벨탑의 운명에 처하게 됨으로써,부분과의 연 계로 성립하는 문화

의 가장 심오한 가치가 무화(無化)될 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다.(ibid,196)

짐멜이 ‘바벨탑의 운명’이라고 설명한 문화 삶의 마지막 역설은 이처럼 근 사회

에서 부분과 체의 문제로 문화의 비극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여기서 베버가

‘내 계의 항상성’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할 때,불가피하게 면하게 되

는 역사 상황을 ‘우리 문화의 운명’이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즉,사

회학은 근 사회를 찰하고 설명한다는 자신의 학문 /내 계의 항상성에 충실

하고자 할 때,사회 계의 구체 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추상 인 성격을 면해야

한다는 ‘자신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6).이런 이유에서 베버는 인간 일반이 아니

라 ‘근 인 인간’(modernenMenschen)의 운명을 문제 삼는다.가치 역의 분화,자

율 인 형식합리성이 지배 인 분화 경향과 그에 따른 근 문화의 운명은 근 사회

이 의 종교 질서에서는 불가능한 사회 상으로 출 했기 때문이다.루만은 근

사회를 설명하면서,

“과거의 사회구성체들과 비교할 때,근 사회는 이 의 증가라는 특징,즉

비인격 계들을 맺을 가능성이 증가하며 한 더 집 인 인격 계들을

맺을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사회가 반 으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 의 가능성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다”

6)베버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합리 행 와 더불어 설명하면서,인격(Person)을 ‘내 계의 항상성’으

로 정의한다.더불어 그는,“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상황의 빠져나올 수 없는 소여”에 해 말하면서,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문화의 운명’을 말한다.

MaxWeber,GesammelteAufsätzezurWissenschaftslehre,MohrSiebeck,1985,SS.132,6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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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근 사회의 이 성을 설명한다.(루만,2009,28)7)

이러한 추상 인 것과 구체 인 것의 동시성 상호제약이라는 역설은 곧 사회학의

운명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 다.즉,사회학은 근 인의 행 ,경험 그리고

삶을 포 하는 가장 구체 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추상 인 사회 인 계를 상으로

한다는 이 성과 역설을 심으로 공 하는 것이다.이처럼 근 사회의 이 성이라는

사회학의 운명 때문에 사회학은 통 으로 구조와 행 ,구조와 사건,변동과 질서,상

호작용과 구조 체계 등의 이항 립으로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사회학의 운명과 그 극복의 시도는 근 사회와 사회 계를 개념화하

는 방식에서부터 명시 으로 드러난다.가장 구체 인 수 에서 사회 계와 근

사회를 설명하려는 사회학의 시도는 행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화한다.고 만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로서 면 인(face-to-face) 뿐 아니라,매개를 통한

을 하면서 사회 인 만남의 세계에 산다고 본다.8)그는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

든 사람들은 어디서나 같다고 보면서,“만약 사회가 어느 곳에서든 사회이고자 한다면,

사회는 그들의 구성원들을 사회 만남(socialencounters)에서 자기-조 하는 참여자

로 동기화해야 한다.이러한 목 을 해 개인들을 동기화하는 한 방법은 의례를 통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Goffman,1967,44)이런 에서 보편 인 인간의 본성은 내 인

심리 속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과된 도덕 규칙들로 구성되며,이는 면 인 상

호 작용의 참여자들이 특화되고 의무 인 ‘의례 균형’(ritualequilibrium)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표정/얼굴(face)을 통해 자아의 감정,자존감,명 , 엄,배려,특

정한 포즈 등으로 표 되기 때문에,“얼굴은 신성한 것이고,그러므로 이를 유지하기

해 요구되는 표 질서(expressiveorder)는 의례 인 것”(ibid,19)인 것이다.9)

7)이와 련하여,루만은 “개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그는 당연히 부분의 타인과 비인격

계만 맺을 수 있다.따라서 사회를 가능한 계들의 총합으로 이해할 경우 비인격성이 우세한 것

으로 나타난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 개별 인간에게 한 타당한 은 그가 몇몇 경우에 한해

인격 계들에 집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고유한 것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타인과 나 고

타인 속에서 확인받고자 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사회가 이제 비인격

계와 인격 계라는 립 인 심을 구조 으로 제시하자마자 친 성의 코드화라는 문제는 별

다른 강제력 없이도 해결되어나간다”라고 정리한다.니클라스 루만,『열정으로서의 사랑:친 성

의 코드화』,정성훈 역,새물결,2009,27 248쪽.(강조는 자),참고로 본 논문은 modern을 근

로 번역하기 때문에,본 논문은 일 되게 ‘ 사회’가 아니라 ‘근 사회’라고 쓰고 있다.따라

서 의 인용에서 본 논문은 정성훈의 ‘ 사회’라는 번역을 ‘근 사회’로 체했다.

8)고 만에게 면 인 상호작용(face-to-faceinteraction)이 자신의 사회학의 기본 인 단 가 된다.

미국 사회학회장 수락 연설에서 그는 “수년간에 걸친 나의 심은 이러한 면 인 역을 분석

으로 유용한 역-어떤 행복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표제를 붙인다면,미시분석을 연구의 방법으

로 선호하는 역인 상호작용 질서 interactionorder의 수용을 진하는데 있었다”라고 말한다.

ErvingGoffman,“TheInteractionOrder”,AmericanSociologicalReview,Vol.48,1983,p.2.

9)이런 이유에서 고 만은 ‘계열’(aline)을 개념화한다.즉,의례 균형,표 질서,의례 질서를 가

능하게 하기 해서 각각의 사회 만남의 상호작용에서 참여자들이 따르는 계열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계열은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상황에 한 자신의 과 참여자들에 한 자신의 평가,특히

자기 자신에 한 평가를 표 하는 언어 이고 비언어 인 행 의 패턴”을 말한다.ErvingGof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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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계를 추상 인 것,즉 구체 인 개인들의 의지나 주 과

는 무 한 특정한 사회 형식의 내재 인 운동으로 악할 수 있다.가령,맑스가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은 ‘소유 계들’ 체를 ‘의지 계들’로서의 그것의

‘법률 ’표 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실재 형태에 있어서,즉 생산 계들로서

포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어떠한’사회 ‘형태’도 사회의 처분 가능한 노

동 시간이 이러 러한 방식으로 생산을 규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네”

라고 말할 때,그는 정확하게 근 인 그리고 근 사회의 운명의 이 성을 자신의 정

치경제학 비 의 상으로 삼은 것이다.(맑스,2003,23 201쪽,강조는 맑스)

이처럼 근 사회를 상으로 하는 사회학은 구체 이고 면 인 사회 만남을

하는 참여자들이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의례 질서에 주목한 고 만의 분석과 상품

가격의 운동에 해 직 이고 의식 인 통제가 불가능한 수 에서 사회 자체가 생

산을 규제하는 그 추상 인 계에 주목하는 맑스의 분석 모두를 포 하는 것이다.그

기 때문에 근 사회는 가장 구체 인 것부터 가장 추상 인 것까지 모두를 포 하

며,그런 맥락에서 짐멜이 지 한 것처럼 ‘바벨탑의 운명’이라고 할 부분과 체와의

계라는 문제를 갖는다.이것이 근 사회가 사회 질서를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는

조건이고,그 지평이 된다.가장 구체 인 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추상 인 계

를,짐멜이 말한 ‘문화 삶의 마지막 역설’ 는 루만의 지 처럼 인격 인 계와 비

인격 인 계 모두를 구성하는 근 사회의 ‘이 의 가능성’을 사회학은 자신의 운명

으로 갖는 것이다.

사회학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 이고 사회 인 구조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 질서

에 한 의미론의 변화를 이 까지의 학문/과학체계와 이 까지의 개념들,세계상으로

는 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19세기 말 비로소 출 하게 되었다.10)그리고 이

는 본 논문의 주제인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에서 사회 질서를 해명하고자

하는 이론 목표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그 기 때문에,처음부터 사회학을 성립가능

하게 했던 문제의식과 사회학의 문제설정은 사회 질서의 문제에 정확하게 정향되어

있다.그러므로 출 이후,사회학의 운명은 사회 계 사회 자체의 ‘이 의 가능

성’을 자신의 고유한 상으로 하는 ‘근 의 사회 상’에 면하면서,이 상들의

개양상을 찰하고 설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즉,사회 분화에 따

InteractionRitual:EssaysonFace-to-FaceBehavior,PantheonBooks,New York1967,p.5.

10)“… 사회 상도 자연 상처럼 실증 으로 연구,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이것이 근 사

회학을 낳았던 것이다.그 에서도 랑스의 철학자 AugusteComte가 ‘사회학’(sociologie)이라는

이름을 붙 다 해서 사회학의 父祖로 알려졌다.”김경동,『現代의 社 學』,박 사,199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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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 사회가 근 이 의 사회 는 공동체와 상이한 질서와 구성 원리를 갖

는다는 사실을 찰하면서,사회학은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와 곧바로 면했다.개인

과 사회의 계,사회 분화를 통해 체로부터 분리된 부분들과 체 사회의 계가

‘사회 질서’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학 통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사회학의 출 이래 가장 심

인 문제 다.이는 사회 질서의 문제 자체가 곧 사회의 구성을 이해하고,해명하고,

망하는 이론 이고,실천 인 문제 기 때문이다.사회의 구성 원리 사회의 재생

산과 분리할 수 없다는 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사회학의 핵심 문제인 셈이

다.11)이제,자연과 신의 자리를 근 사회라는 새롭게 역사 으로 출 한 단 와 세

계가 신한다.이제 자연 질서,신 인 질서를 ‘사회 ’질서가 체한다.이 역사

이고 사회 인 환의 사회 인 성격을 해명하기 해서,사회 질서의 문제가 핵심

으로 제기되고, 이와 면하면서 사회학의 운명은 자신의 고유한 경로를 그려왔

다.

이제 다음 에서는 그 운명과 경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한다.이를 해 본 논문

은 뒤르 이 근 의 사회 상을 사회 분업으로 사회학 으로 번역하면서,어떻게

사회 질서의 문제에 한 사회학 통을 정립했는지 살펴본다.본 논문 4장 4

「사회 질서의 ‘사회 ’성격 :이 의 우연성과 의미체계로서 사회 체계」에서 구

체 으로 살펴 볼 것처럼,루만이 사회학 이론의 가능성을 그 최고의 추상성의 수 에

서 최 로 확장했다고 본 슨스 역시 사회 질서의 문제를 자신의 사회학의 이론

기획의 핵심으로 설정했는데12),그 해명의 방향과 성격이 뒤르 이 구축해 놓은 사회

학 통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11)제 리 알 산더는 “행 와 질서에 한 선험 제는 사회학이 계속 달려가는 ‘행로’”라고 하

며,이진경은 사회 질서와 그것의 역사 이고 논리 인 제로서 자유롭고 동등한 개인들의 자

유의지 간의 이율배반에 주목하면서,이것이 “근 의 다양한 사회사상이 그 주 를 회 하는,공

(公轉)의 심”이라고 정리한다.제 리 알 산더,『 사회이론의 흐름:사회학도를 한 스

무개의 강의록』,이윤희 역,민 사,1995,24쪽 이진경,「근 주체의 역사이론을 하

여」,『근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김진균,정근식 편 ,문화과학사,2003,47~48쪽.이진경의

평가처럼 다양한 사회사상이 공 하는 사회 질서 문제에 한 서구 사상사 정리는 Dennis

H.Wrong,The Problem ofOrder:WhatUnitesand Divided Society,Harvard University

Press,1994를 참고할 수 있다.

12) 슨스의 사회학에 한 고 인 연구에서 굴드 는 “ 슨스가 가장 일반 으로 생각된 <사회질

서>의 문제에 고집스럽게 으로 고들었다는 것은 슨스를 비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아니

라 바로 슨즈가 기의 실 범 를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했다. 어도 슨즈는

기를 그 실 인 깊이에서 보고 있었다.물론 그가 기를 오로지 보수 인

에서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문제로 보았다는 은 지 되어야 하겠지만”이라고 이후 슨스에 한

일반 인 평가를 정식화한다.즉, 슨즈-사회질서에 한 사회학-보수주의 사회학의 의미계열이

구축된 것이다.앨빈 W.굴드 ,『 사회학의 기:서구사회학의 다가오는 기와 망』,김

쾌상 역,한길사,1982,186쪽.이처럼 굴드 를 포함하여 슨스의 이른바 구조 기능주의에 한 고

인 비 에 한 정리는 박 신,『 사회의 구조와 이론』,일지사,1978,77~8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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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질서 문제에 한 사회학 통

(1)분열된 근 사회와 사회 질서

아담 스미스의 고 인 분업의 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근 는 하나의 핀을 만드

는 체의 과정을 모두 알 필요가 없는 시 다.이것이 헤겔이 ‘근 의 사회 상’을

공장에 비교한 이유이기도 하다.오히려 체의 과정 자신의 앞에서 개되는

그 한 부분만이 요하게 되고,그 게 경험과 행 가 세계와 맺는 연 은 부분으로

축소된다.

“우리들 모두에게 무 심한 방 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단편 으로 처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는 체로서의 타인, 는 체로서의

사건에 계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요한 한 부분만을 격리시키고 나머지 부분

에 해서는 다소간에 소원한 찰자로 남는다”( 펜하임,2003,6)

펜하임의 근 사회에서의 소외에 한 고 인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근

사회의 사회 상은 개인과 사회의 계가 문제가 될 때,부분과 체의 문제,즉

부분이 체를 재 하지 못하는 자기 상실의 문제로 제기된다.맑스 이래 사회학의

요한 범주이자 상인 소외 역시 부분과 체의 계를 통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짐멜의 사회학이 보여주는 것처럼,근 인의 공포,즉 “자신의 개성이 괴될 것

이라는 공포,자신의 자아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

다는 공포”(ibid,17)에 다름 아닌 바벨탑의 운명인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운명,이 에

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문화 삶의 마지막 역설”(짐멜,2007b,196)은 의미를 상실

한 세계라는 에서,그리고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고향 상실이 세계의 운명이 되

고 있다”( 펜하임,2003,27)는 이 낯선 풍경,낯선 세계 그리고 낯선 질서는 이 의 역

사에서 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에서 새로운 시 의 도래에 다름 아니다.이 시 는

아자르가 말한 것처럼,“이보다 더 큰 환,더 갑작스런 변화를 찾을 수는 없는”의

심의 시 로서 “과거에서 재로의 갑작스런 변화”의 시 이자 “근 라는 단어 자체

가 에 없던 의미를 부여”받은 시 다.(아자르,1992,45~46)13)과거에서 재로의 갑작

스런 시선의 환이 가능해진 이 시 가 곧 근 이다.코젤 에 따르면,18세기 이후

13)이 새로운 시기는 고 인들의 훌륭한 범(典範)과 웅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신을 모독하는

사람들,불경스러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근 인들이 등장해서 고 인들이 섬기던 신의 제단을

엎었던 것”이 가능한 시 다.뽈 아자르,『유럽의식의 기 Ⅱ』,조한경 역,민음사,199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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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서술에서 ‘새로운 시 ’(neueZeit)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합성어로서 근 (Neuzeit)는 1870년 이후 등장하며,1875년 이후에 사 에 기재되

었다.(코젤 ,2007,338~339)근 의 이러한 새로움,즉 새로운 시 로서 근 는 19세기

말 사회학의 출 이 인 19세기 반기에 독일 낭만주의의 통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14)

우선,쉴러는 조각조각 잘라진,‘단된 조각들’의 형태로 자신의 시 를 규정했다.

그는 유기 체를 편화하는 오성의 힘이 지배 인 시 인 근 를 ‘인공 인 시계’

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인간 본성의 내 통일성을 괴하는 것이고,그로 인해 야기되

는 립과 갈등이 조화로운 체를 불화하게 만든다고 본다.쉴러의 이러한 시 상은

“결속이 느슨해진 사회는 쪽으로,유기 생명의 역으로 올라가는 신에 원소의

역으로 추락하는 것”이라는 평가에서 그 박함을 확인하게 된다.(쉴러,1995,32~35)

이런 이유에서 그는 그 상승의 지향 이자,그 ‘’에 한 동경의 상으로서 미 국

가를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다.자연과 도덕 그리고 미 상태를 구별하고, 계 단

계를 설정하는 그에게 ‘미 가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미 상태야 말로 ‘자연/진’

과 ‘도덕/선’이 미 인 단계로 종합되는 총체성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진,

선,미가 총체 으로 종합되면서,개인과 국가가 어떠한 립과 분열을 경험하지 않는

사회가 고향상실에 한 향수의 이상향인 셈이다.헤겔 역시 철학의 욕구에 해 논하

면서,총체성의 회복에 한 욕구와 그와 립하는 분열에 해 말한다.존재와 비존

재,개념과 존재,유한과 무한의 분열이라는 ‘갈기갈기 찢겨버린 조화’(diezerrissene

Harmonie)가 철학의 제가 된다는 것이다.즉,

“인간의 생활로부터 통합의 힘(MachtderVereinigung)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모든 립이 그의 생동한 계와 교호작용을 상실하여 마다의 자립성을 획득

하게 될 때,여기서 철학의 욕구”

가 생겨나는 것이다.(헤겔,1989,24)이런 이유에서 가다머는 헤겔이 사유의 과정에서

“분열의 체험”이라는 근본 인 체험을 요구받았다고 말한다.(가다머,2009,59)그러므로,

14)하우 역시,분화,역사 시간을 원칙들의 항구성에 비되는 사물의 표면으로 느끼는 한 감

각이 출 했다고 하면서,“ 랑스 명과 낭만주의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인간과 사회의 본

질이 근본 으로 진화 이고 동 인 것이라고 느끼지 시작하 다.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화가 끝없

는 흐름 속에 있고 간단 없는 투쟁 속에 있다는 생각,우리의 정신 삶이란 과도기 성격을 지니

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은 낭만주의의 발견으로서,오늘날의 세계상을 정립하는 데 가장 요한

기여를 한 것이다”라고 쓴다.아르놀트 하우 ,『문학과 술의 사회사 3』,염무웅·반성완 역,창

작과비평사,2009,220~221쪽.사회학과 사회학 이 의 미학 ,철학 통이 갖는 친화성과 변별

에 해서는 페터 지마,『모던/포스트모던』,김태환 역,문학과지성사,2010,제1,2장 참고.



- 14 -

헤겔에게 이 의 인륜 세계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 주 원리가 근 세계의 지배

인 이념으로 되면서 부르주아 사회는 “보편 인 자기의식”으로서 인륜을 통해 자신

과 타자 의식과의 통일이 분열된 사회,그래서 내 인 것과 외 인 것이 분열되지

않은 풍속(Sitte)이 사회 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사회에

다름 아니다.15)이 사회는 욕구의 체계이자 주체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형식이 지배 인,즉 특수성의 원리가 지배 인 근 의 사회 상으로 출 한 새로

운 사회다.이런 이유에서 헤겔은 “부르주아 사회는 국가보다 그 형성은 늦지만,가족

과 국가 사이에서 갈라진 차이다”,즉 부르주아 사회는 차이다(Die bürgerliche

GesellschaftistdieDifferenz)라고 정식화한다.(Hegel,1986,339)인륜 공동체로서 국

가로의 지양을 매개하기 한 계기이기 때문에,부르주아 사회는 가족과 국가 이후에,

그 틈새에서 출 한 차이이고,헤겔이 『논리학』에서 논구한 것처럼16),이 차이가

립으로,그리고 립이 모순으로 화하면서 역사의 자기실 과정에서 국가로 지양되

어야 하기 때문에,부르주아 사회는 외부 국가(äußerStaat)인 것이다.17)

그러므로 근 사회는 본질 인 공동성을 상실한 분열된 세계다.가다머는 헤겔의

실정성 Positivität이 극히 부정 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지 하면서,이는 “규범은

권 로 정립되어 있을 뿐 우리 자신의 내 정이 결여된 것”(가다머,2009,59)이었다

고 말한다.자유의 원리에 입각한,그래서 “나는 그들을 나 자신으로 직 하는가 하면

한 나를 그들로서 직 하는 ”(헤겔,1998,441)인 외 인 인륜 세계에서 우연하고,

특수한 내 인 세계를 지닌 자립 인 자기의식의 소유자로서 근 개인은 규범의

권 와 그에 따른 계 질서를 회의한다.이러한 회의는 곧 자기 의식에 한 내

정인 것이고,이런 에서 퇴니스는 “사회의 시 는 공동체의 시 를 뒤따른

다”(Tönnies,1991,215)고 말할 수 있었다.이처럼 헤겔은 분열과 립의 형식,즉 오성

에 의해 강제된 ‘이성에 한 멸시’를 각 부분들 간의 유기 통일의 자리, 는 부분

들 상호 간의 필연성을 통해 ‘체로서의 생명/삶’(dasLebendesGanzen)을 획득하는

학 인식의 자리에 철학을 치 지운다.(헤겔,1998,61)

그러나,만하임은 19세기 철학이 갖던 상을 20세기에 들어 사회학이 체했다고

본다.각 문화 역의 문화가 진행되면서,이를 경험 으로 그리고 고유한 을

15)주 성의 원리가 지배 인 근 사회,즉 인륜 세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역사 인 조건에서

근 인들의 행 와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한 문제는 본 논문 4장 2 「이 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참고.여기서 이 문제는 베버와 슨스의 이른바 행 이론과 이후 루만의 체계이론

에 어떤 기반이 되는지 집 으로 다루어진다.

16)G.W.F.헤겔,『大論理學 Ⅱ』,임석진 역,벽호,1997,제1편 제2장 참고.

17)가다머는 “개체 의식인 주 정신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 하나의 뿌리를 통해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공동 의식의 방향에서 사상 인 설득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헤겔의 한 공 하나

이다.”라고 정리한다.한스 게오르크 가다머,『과학 시 의 이성』,박남희 역,책세상,200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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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심 인 학문으로 종합해야할 학문 요구가 요청된다는 것이

다.(Mannheim,1957,1)경험과학으로서 사회과학 그리고 그 종합의 자리에 사회학을

치지우는 것이다.베버 역시 사회철학과 구별되는 경험 과학으로 사회학을 이해하면

서,“경험 과학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수 없으며, 신 그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하고자 하는지 가르쳐 수 있을 뿐이다”고 말한

다.(Weber,1985,151,강조는 자)이런 조건에서 하나의 원리에 따라 학문 으로,더

나아가 실천 문제까지도 연역하는 것은 경험 과학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이런

맥락에서 베버는 이른바 ‘인식의 나무’(Baum derErkenntnis)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근 의 “문화 시 의 운명”(DasSchicksaleinerKulturepoche)은 존재와 당 ,존재와

사유 간의 불일치와 간극이 세계상들(Weltanschauungen)간의 긴장과 투쟁으로 상

한다고 본 것이다.(ibid,154)이러한 경험 인 조건에서,세계상의 의미는 사회철학으로

완 히 악할 수 없는 것이고,개별 인 구체 인 행 들을 조건 짓는 규범은 당

으로 명백하게 연역되는 문화내용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처럼 주 성의 원리가 지배 인 근 세계에서 우리 자신의 내 정과 규범,그

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를 사회학은 ‘아노미’anomie로 이해하는 통을 갖고 있

다.로버트 머튼 역시,자신의 기능주의 사회학을 정 하면서,뒤르 이후에 “왜

사회에서 아노미에 한 심이 다시 제기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Merton,1949,378)18).희랍어 명사인 아노미아(anomia)에서 생된 아노미는 다시 ‘법

이 없는’(withoutlaw)이라는 뜻의 형용사인 아노모스(anomos)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사회학은 아노미를 일반 으로 무규범 상태로 개념화했다.즉,

희랍어 노모스(nomos)가 성문법이나 법령을 의미하게 된 기원 5세기 엽 이 에

노모스가

“노모스(nomos)는 서술 의미에서나 규정 의미에서나 다 같이 규범

(norm)을 의미한다.규범의 기원은 경우에 따라 신,입법가, 체로서의 사회

등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요한 것은 그 기원과 계없이 노모스는 특정한 경

우에 있어서의 타당한 규범으로서 인식”

되기 때문이다(오루,1990,33).그 기 때문에,아노미아는 단지 법의 부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그보다는 “법과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 타당하

18) 슨스와 더불어 미국의 주류 사회학 이론을 정 한 머튼은 “그의 고 인 논문인 「사회구조와

아노미」(SocialStructureandAnomie)를 통해서 아노미의 개념이 미국사회학에서 화되는데

기여하 는데,그의 논문은 ‘사회학에서 가장 리 인용되는 논문’이라고 지 된 바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오루,『아노미의 사회학:희랍철학에서 사회학까지』,임희섭 역,나남,1990,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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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혹은 체 행 기 에 반되게 행동하는 개인

의 ‘비사회 행 ’(asocialbehavior)”를 의미로 확장된다.(ibid,34)

이처럼,노모스는 근 사회에 들어 사회 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이는 근 사

회에서 규범의 기원,그리고 아노미가 부재한 질서의 기원이 신 인 세계나,자연 인

질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근 사회에서 아노미를 ‘비사회 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에 해 버거는 “아노미의 공포”(the terrors ofanomy)라고 정식화한 바 있

다.(Berger,1990,90)19)

버거와 루크만은 사회학의 목 을 인간을 인간으로(manasman)다루는 인간주의

과학으로 이해한다.그래서 사회학의 상으로서 사회는 “인간 세계의 부분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인간이 그 안에 거주하지만,거꾸로 지속 인 역사 과정에

서 인간을 만드는”질서이자 객 실재가 된다.(Berger& Lukmann,1967,189)20)즉,

개인과 사회,주 과 객 의 변증법을 통해 사회의 이 인 성격을 해명하고자 하면

서,‘의미있는 질서’(meaningfulorder)인 노모스가 어떻게 사회 세계로 구성되는지

주목하는 사회학의 통이 가능해진 것이다.그래서

“모든 사회 행 는 개인의 의미가 타인들을 향하고 있으며,지속 인 사회

상호작용은 행 자들의 여러 의미들이 공동의 의미 질서(an orderof

commonmeaning)로 통합되어 있다는 을 함축한다”(Berger,1990,19)

는 것이기 때문에,제2의 자연으로서 객 인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 인 개인

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의미있는 질서인 노모스 안에 거주하면서

(co-inhabit)가능하다.따라서 사회는 그 제도 구조라는 객 측면 뿐 아니라,개

인들의 의식을 구조화한다는 주 인 측면에서도 질서와 의미의 보루로 이해된다.이

는 모든 개별 인 것,찰나 인 것을 월하는 계기가 사회와 질서,그리고 의미를 일

상생활의 사회 세계에서 ‘의미있는 체’(meaningfulwhole)로 통합되어 있다고 정

리할 수 있었다.(Berger& Lukmann,1967,39)엘리아스가 결합태(Figuration)에 주목하

면서,“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 삶은 가장 사회 무질서가 심했을 때,그리고 심지

19)그는 사회 질서,즉 사회 으로 성립된 노모스에 해 설명하면서,“사회 안에 있다는 것은 정

확하게 아노미 공포라는 궁극 인 ‘미친 짓’(insanity)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상

인 것’(sane)이다”라고 자신의 사회학 입장을 정리한다.PeterBerger,TheSacredCanopy:

ElementsofASociologicalTheoryofReligion,AnchorBooks,1990,p.22.

20)이들은 사회의 이 인 성격을 뒤르 과 베버의 결합을 통해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즉,뒤르

의 ‘그 자체로 고유한 실재’(realitysuigeneris)와 베버의 행 의 주 인 의미의 결합을 통해 사

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PeterBerger& ThomasLukmann,TheSocialConstructionof

Reality:ATreatiseintheSociologyofKnowledge,AnchorBooks,1967,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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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혼돈이나 타락의 순간에도 언제나 아주 특정한 형식(Gestalt)을 갖고 있

다”(Elias,1986,90)고 하는 것처럼,사회 질서는 단순히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에 빠지

는 것이 아니며,‘아노미의 공포’에 그 로 직 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유기 체의 상실에 한 불안이 아노미에 한 공포로

직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근 사회 이 의 계 질서,그리고 부분들이 그 질서에

따라 필연 인 체로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즉,앞서 본 것처럼 사회에 한

‘웅장한 이미지’로 구 된 세계상이 근 사회에 들어 탈 계화되면서 수평화되는 근

의 사회 상에 주목한 것이다21).이는 근 사회에 들어 인간과 사회의 계에

한 물음이 새롭게 제기되는 역사 조건이기도 하다.즉,근 사회에 들어서 질서

의 문제는 자연 질서가 아니라,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질서로 환된다.근 사

회 이 의 계 인 질서의 구성은 자유로운 인간들의 의지와 활동에 따라 그 자연

인 성격은 인간의 자유에 기 한 사회 인 성격으로 환되는 것이다.

를 들어,블루멘베르크는 고 와 세의 우주 질서가 존재의 구성을 실재하는

것으로 결속시켰다고 본다.즉,과거에서 그 기원을 찾고,그 기원과 구성의 자연 이

고 신 인 질서가 근 이 의 실재의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그

는 근 사회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질서의 소멸’(Ordnungsschwund)을 말한다.우주

인 질서, 계 인 질서가 소멸한 그 자리는 인간 활동에 한 새로운 일반 개념이

체하게 되는데,이는 자연 질서와는 상이한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질서로 환되

었다는 것이다.이처럼 ‘질서의 소멸’은 근 사회에 들어 인간의 자유에 한 새로운

개념과 결속되었다.(Blumenberg,1966,90~91)

더구나 블루멘베르크는 홉스를 논의하면서 정치 상태에 앞선 자연 상태에서 자연

권리는 자신의 요구나 소유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권

리의 부재 다고 말한다.즉,

“무질서는 더 이상 고 의 hyle(질료)의 잠재 인 무제한성이 아니며,근 의 출

에 따른 사유의 진보는 질서의 부재에 해 주장할 수 있고,이러한 부재를

월 인 요소의 개입이 없는 자기-규제 인 법칙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

다는 사실에 본질 으로 의존한다.”

는 것이다.(Blumenberg,1966,192)이제,질서의 문제는 자연 인 질서, 월 인 원리

21)앞으로 살펴보겠지만,루만은 이처럼 계 질서가 근 사회에서 수평 인 질서로 환했다는

에서 출발한다.이는 근 사회의 구조 변동,근 사회의 진화의 결과이자 성취이기도 하다.루

만이 근 사회의 기능 분화를 이론화할 때,이는 바로 근 질서,근 의 사회 질서의 이와

같은 ‘탈 계 ’인 성격을 사회 인 차원에서 이론화한 것이다.이에 해서는 본 논문 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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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악되는 것이 아니며,역설 으로 근 사회에서 가능해진 질서의 소멸을 통해 인

간의 자유,자기-규제 인 법칙에 의한 이성 인 질서의 문제로 환된다.22) 슨스가

홉스와 질서의 문제를 직 으로 연 지으면서,자신의 사회학의 핵심 문제로 제기

했을 때,그래서 사회학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가 이른바 ‘홉스의 문제’로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 인 계기 때문에 가능했다. 슨스는 개별 인 인간이 자신

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공리주의 합리성이 강제와 사기(force

andfraud)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혼란”만을 야기한다고 본다.즉,“순

수하게 공리주의 인 사회는 수단,특히 강제와 사기의 사용에 한 제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사건의 본성상,권력을 한 무제한 인 투쟁으로 와해된다”는 것이

다.(Parsons,1982,100)

이런 에서 헤겔의 용법을 빌리면,자기 이해의 실 을 한 욕구의 체계,우연하

고 특수성의 원리가 지배 인 공리주의 사회는 부르주아 사회의 순수한 형태가 된다.

이런 이유에서 이 사회는 쟁상태이고,규범 인 사고가 부재한 공허한 합리성에 기

반한 사회이며,그런 한에서 공리주의 인 질서를 인간의 자유와 합리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데 한계가 있고,사회 질서 역시 충분히 해명될 수 없다.단 으로 말하

면,사회 계약 만으로는 “사회 삶에 한 궁극 인 조건”(ibid,96)으로부터 사회

질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칼 슈미트는 이에 해 ‘만인에 한 만인의 투

쟁’(bellum omnium contraomnes)때문에 국가가 발생하며,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압력이 사람들로부터 없어진다면 곧 재발하게 될 이 투쟁을 부단히 계속 지한다는

목 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독재”라고 말한다.(슈미트,1996,47)그 기 때문에,홉스는

자연 질서를 정치 질서로 환하기 해서 지배자의 인 정치 주권을 통

한 국가 질서를 정당화하고자 했다.이는 코젤 이 지 한 것처럼 도덕 필연성이라

는 에서,이성의 도덕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Koselleck,1988,31~33)따라서,버

거가 보여주는 것처럼,사회 질서는 사회성에 한 인류학 인 근에 기반하면서,

사회로부터의 분리가 의미없음에 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 자체로 탁월한 악

몽”(the nightmare par excellence)이라고 논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Berger,1990,22)노모스와 질서를 자연 인 질서가 아니라 블루멘베르크의 지 처

럼 ‘질서의 소멸’에서 가능한 인간의 자기-규제 인 질서로,그 지만 슨스가 비 하

는 것처럼,이성을 공리주의 인 무제약성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 필연성

22)다소 다른 맥락이지만,짐멜은 다양한 시기의 심개념에 해 논하면서, 세의 신 개념,르네상

스의 자연 개념과 17세기의 자연법 개념에 이어,역동 인 19세기에는 “우리 삶의 진정한 실재”로

서 사회 개념이 심사상으로,즉 “도덕 당 와 다른 모든 당 를 포 하는 당 ”로서

사회에 한 인 헌신이 20세기에는 “세계 을 구축하기 한 새로운 근본 동기”를 삶에서

찾는다고 정리한다.게오르크 짐멜,『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김덕 ,배정희 역,길,2007,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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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범 이성을 통해 가능한 사회 질서를 해명하는 것이 요하다.23)루만의

문제의식에 따라 말하자면,세계의 우연성과 사회의 우연성은 같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질서의 문제는 단순하게 아노미의 공포를 말하고,의미로 구성된 세계를 말하는 것

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즉,‘질서의 소멸’에서 공포를 읽는 것이 아니라,그 소멸

을 자연 질서로 제한하고 거꾸로 인간의 자유를 구성하는 질서에 해 이론 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인륜 세계에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인륜 세계야말

로 근 사회 이 의 사(前史)라고 하는 그 역사 이고 사회 인 조건의 불가피함을

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는 앞에서 설명한 근 사회에서 사회학의 운명을 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지 에 뒤르 이 있다.그 역시 슨스에 앞서 질서의 문제를 부분과 체의 문

제로, 통합의 문제로 찰하면서,홉스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른바 집합 의식

(consciencecollective)에 주목한 바 있다.(Parsons,1960)뒤르 은 『사회 분업론』에서

이미 자연에 한 사회의 지배를 말하면서,자유를 구성하는 것은 외부 인 사물의 힘

을 사회 인 힘으로 종속시키는 데 있다는 을 명확히 한다.즉,우연하고,불합리하며,

비도덕 인 성격을 갖는 사물에 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문제에 핵심

이라는 것이다.이 게 사물에 해 인간이 조 하고,이를 지배할 수 있는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그것이 곧 자연 질서가 아닌 사회 질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고, “그 세계가 바로 사회”24)이기 때문이다.(Durkheim,1997,321)

(2)뒤르 과 사회 질서의 문제

기든스는 사회 사상의 네 가지 신화를 언 하면서,그 첫 번째로 ‘사회 질서의 문

제’의 상을 확인한 바 있다.즉,이 문제가 사회학의 보수 기원,사회에 한 철학

근과 과학 근 간의 단 ,그리고 사회 개념을 해명하는 데 있어 고 인 이

분법인 통합과 강제의 이론 모두가 사회 질서의 문제를 심으로 제기되고,그 나름

의 방식으로 제출된 이론 ,과학 답변이었다는 것이다.그 기 때문에 사회학의 경

우는 사회 질서의 문제를 사회학의 핵심 문제로 악한 슨스의 문제제기와 그 사

회학 설명이 요하게 검토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슨스 이 에 이에 한 고

23)이에 해서는 본 논문 4장 2 「이 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참고.

24)주지하다시피,뒤르 은 계약의 비계약 인 조건에 해 언 한다.그는 이 목,즉 자연 질서가

아닌 인간의 자유로 구성되는 새로운 세계인 사회의 새로운 질서에 해 논하면서,“우리는 다시 한

번 자유 계약은 오직 아주 복잡한 사회 기 때문에만 가능하기 때문에,자유 계약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서 정리한다.EmilDurkheim,The

DivisionofLaborinSociety,W.D.Halls(tr.),TheFreePress,New York,1997,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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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답변을 제출한 바 있는,그래서 사회학의 출 이래 사회학의 통을 지배해 온

이 네 가지 이론 경향의 출처인 뒤르 의 사회학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Giddens,1974)이는 사회 질서의 문제 는 슨스의 표 을 빌면,‘질서에

한 홉스 문제’에 한 해명이 어도 사회학계에서는 뒤르 - 슨스 라인을 구축

하고 있다는 것에 한 확인이기도 하다25).따라서 기든스가 정리한 것처럼 이하의

논의는 사회 질서에 한 사회학의 고 인 통을 정립한 뒤르 의 논의를 분석

한다. 슨스에 해서는 4장 2 에서 ‘이 의 우연성’(doppelteKontingenz)개념을

다루면서 구체 으로 다룰 것이다.

뒤르 은 사회 질서를 도덕 질서로 이해했다.뒤르 이 이러한 사회학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콩트보다도 사회학의 자율성26)에 확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콩트와 마찬가지로 부분과 체의 계를 악하는 서구 통의 방

식이자,19세기 인 인식론 제약인 ‘유기체 사유’와 같은 생물학 유비를 통해 사

회학의 정당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27)뒤르 에게 사회 질서의 문제는 곧바로,

사회학의 출 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 고,이런 에서 사회학에서 ‘뒤르 의 질

문’(Durkheim’s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회 질서의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학

그 자체의 가능성까지도 묻는 원리 물음이었다.

뒤르 은 과학이 분화되기 ,즉 사회가 복잡해지기 까지는 ‘체’가 동일인물에

의해 완 하게 연구될 수 있었다고 지 한다.즉,이 에는 조화와 통일성,동일성,균

일성 체에 한 감각이 분명했지만,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다양하게 특화된 부

25)참고로 기든스는 슨스와 루만의 사회학을 구별하지 않고,보수 기능주의로 묶는 통을 이론

화한다.그에 따르면 루만은 슨스 사회학의 체계이론 변종이기 때문이다.그래서 기든스는 하

버마스의 이론 한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슨스의 기능주의와 루만의 체계이론,즉

기능-구조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야기되는 이론 한계를 비 하고 있다.Anthony Giddens,

SociologyandSocialTheory:EncounterswithClassicalandContemporarySocialThought,

StanfordUniversityPress,1995,pp.256~258.

26) 슨스는 스펜서에 해 오늘날 가 스펜서를 읽으며, 가,어떻게 그에게 사망선고를 내렸

는지 물은 바 있다.이는 콩트에 해서도 그 로 용된다고 할 수 있다.엘리아스는 이에 해

콩트의 작은 “박물 에 진열되어 있는 골동품의 먼지 냄새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한다.그러나

엘리아스는 콩트에 해,“구래( 來)의 자연과학에 한 사회과학의 상 자율성을 인식하 다

는 에 꽁트의 결정 진일보”가 있다고 극 으로 해석했다.즉,“(1)사상 과학의 사회학

이론을 발 시킨다.(2)물리학·생물학·사회학이라는 세 가지 가장 요한 학문군의 상호 련성을

규정한다.(3)이 학문 체계 속에서 물리학·화학에 한 사회학의 상 자율성을 상이한 상

역의 본질에 비추어 증명하고,사회학에 고유한 연구방법을 규정한다”고 정리하면서,콩트가 사회

라는 사회학 고유의 상을 사회학의 자율 인 역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한다.이런 에서,콩트

는 틀 의 ‘사회물리학’(physiquesociale)이 아닌 ‘사회학’(sociologie)이 별도로 필요했던 셈이다.

노베르트 엘리아스,『社 學이란 무엇인가』,崔載賢 譯,나남,1988,43~47쪽.

27)뒤르 은 콩트에 한 한 비 논문에서 콩트가 사회 분업과 같은 사회 상에 무지한 철학

자이고 역사 발 의 3단계 법칙과 같은 개념에 맹목 인 역사철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Emile

Durkheim,EmileDurkheim:SelectedWritings,AnthonyGiddens(ed.,tr.),CambridgeUniversity

Press,1972,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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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역들로 체가 분리되면서 그만큼 이질 이 되었고,개별 으로 되면서 부분과

체의 계가 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뒤르 이 새로운 사회 상을 유기체,

유기 질서,유기 연 등과 같은 용어와 개념들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사

회학 찰에서 출발한 것이다.따라서 그가 ‘조화와 통일의 부재’라고 말한 이 문제

는 념의 문제가 아니라,사회학이 면하는 역사 이고 사회 인 문제 다.28)콩트

처럼,그리고 동시 독일의 퇴니스처럼 사회라는 자율 인 상을 갖는 사회학을 생

물학과의 연 에서 사유했던 뒤르 에게 부분과 체의 계를 유기 인 것으로 악

하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조화와 통일이 부재’한 19세기 말 도래한 사회를 이해하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 도르 의 지 처럼,“일반 으로 사회학자들은 (역사학자들에 비해)사

회 상의 발생기원보다는 그것의 확 생성에 더 많은 심을 두고 있다”고 할 때(다

도르 ,1980,94),뒤르 의 심사 역시 어떻게 이러한 사회 분열과 분화가 가능했

는지 보다는 그럼에도 어떻게 사회의 구성이 가능한가에 있었다.이 문제는 이른바

‘홉스의 문제’(theHobbesianproblem)이라 불리는 ‘만인의 만인에 한 쟁’상태에

서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한 사회학 물음으로,“사회에서의 집합 삶이고 도

덕 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뒤르 의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지하다시피,뒤르 은 ‘기계 ’-‘유기 ’연 라는 상이한 두 유형을 통해 사회 질

서의 가능성을 해명한다.뒤르 은 퇴니스의 『공동체와 사회 Gemeinschaftund

Gesellschaft』에 한 비 서평을 그의 『노동 분업 TheDivisionofLabourin

Society』이 출 되기 4년 인 1889년에 한 바 있다.즉,『노동 분업』에서 기계 -유

기 이라는 이원항의 도입은 퇴니스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퇴니스가 두 개

의 사회 질서의 유형으로 제시한 공동체-사회와는 반 방향으로 정식화된 것이다.29)

뒤르 이 퇴니스의 공동체-사회 는 유기 -기계 이라는 이원항에 비 일 수

있었던 것은 한 사회 내에서 종교의 상과 그 치가 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회

사실에 한 인식과 그 경향을 사회 진화로 악하고 있기 때문이다.즉,종교와 사

회의 계의 변화에 따라 역사 으로 출 한 근 사회 는 사회 질서에 한 사

28)이는 콩트와 뒤르 에게 사회를 상으로 하는 독립 인 지식인 사회학의 정립과 련된 문제

고,사회를 체로 이해하는 과학의 문제 다.뒤르 은 콩트를 언 하면서 “개념에서 한 과학의

체성을 포함하는 신에 한 체의 오직 한 부분”만을 상으로 하는 과학이 등장한 상황

이기 때문에,그에 반해 ‘견고한 체’(asolidwhole)를 상으로 하는 과학의 필요성에 해 언

한다.EmilDurkheim,TheDivisionofLaborinSociety,TheFreePress,1997,p.294.

29)뒤르 은 퇴니스의 작에 해 “사회의 집합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한 만족할 만한 설

명을 하지 못한다고 지 한다.뒤르 에 따를 때,이는 념 으로 분리된 Gemeinschaft와

Gesellschaft의 개념 구별을 논리 이고 체계 으로 개했을 뿐,사회 사실로서 찰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EmilDurkheim,“Review ofFerdinand Tönnies” in EmilDurkheim:On

InstitutionalAnalysis,MarkTraugott(ed.,tr.),TheUniversityofChicagoPress,1978,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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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 해명은 사회 진화의 결과에 따른 사회의 발 인 측면을 사회 사실로 인

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여기서 베버를 연상시키는 다음의 뒤르 의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한 논쟁불가능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그것은 종교가 사회

삶에서 차 감소하고 있는 역에만 확장된다는 이다.원래,종교는 모든 것

으로 확장되었다;즉 사회 인 모든 것은 종교 이었고,이 두 단어는 동의어

다.이후 차 정치 ,경제 ,과학 인 기능들은 종교 기능으로부터 갈라

져 나온 분리된 통일체가 되었으며, 차 더욱 시간 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신은 이 게 표 할 수 있다면,모든 인간 계에서 최우선 으로 하는 것

에서 차 철회되었다.”(Durkheim,1997,119)30)

“종교는 탁월한 사회 인 것”(Durkheim,1965,22)이라는 뒤르 의 사회학 테마가

이미 그의 첫 작에 이처럼 명시 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즉 ‘종교=사회=신’이라

는 고유한 문제의식이 이미 박사논문인 『노동 분업』에서부터 명확하게 형성되었다

는 이 요하다31).왜냐하면,이러한 신 인 질서의 부분들로 균열은 개인 그리고

개인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역사 이고 사회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이제 개인은 자

신의 행 의 기반이 신 인 질서에서 차 분리됨을 경험하게 된다.즉,개인은 ‘자발

인 행 ’(spontaneousactivity)의 원천으로 이 새로운 사회 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뒤르 이 공리주의 개인주의나 당시의 념론자들의 개인주의에 비

이었던 것은 이처럼,사회의 진화의 결과로 출 한 개인들에 바탕한 유기 연 의

가능성을 사회학 으로 모색하기 해서 다.개인은 념 인 것도 아니며, 한 공

리주의자들처럼 개인들 외부에서 특정한 정서와 가치,믿음 그리고 념을 집합 인

30)뒤르 이 말하는 ‘시간 ’(temporal)의 의미는 가족과 같은 인륜 공동체의 유사성이 계약 계

는 계약을 한 결합(contractualassociations)이 야기하는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다.이

차이는 뒤르 에게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 들이 특화된 기능에 따라 분화되고,구별된다는

사회 사실에 따른 것이다.“오늘은 나와 를 하나로 묶지만,내일은 나와 를 ‘’으로 만드는

것”이 근 이 의 공동체와 다른 근 사회의 지배 인 계이기 때문이다.이후의 서술에서 확인

할 것처럼 이러한 계는 뒤르 에게 유기 연 를 통해 도덕 질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립될

것이다.EmileDurkheim,TheDivisionofLaborinSociety,GeorgeSimpson(tr.),TheFreePress,

1997,p.204.

31)이런 에서 로버트 벨라 역시,『노동분업』이 뒤르 의 모든 작의 기,기둥(trunk)이고,그

의 최고의 사회학 성과인 『종교생활의 기본 형식』은 그 가지(branches)라고 상을 정리하고

있다.Robert Bellah,“Introduction” in Emil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The

UniversityofChicagoPress,1973,xxiii.덧붙이자면,루만 역시 뒤르 에 한 분석을 『노동분

업』에 집 하고 있다.NiklasLuhmann,“Durkheim onMoralityandtheDivisionofLabor”in

TheDifferentiationofSociety,StephenHolmesandCharlesLarmore(tr.),ColumbiaUniversity

Press,1982참고.루만의 이 논문은 뒤르 의 『노동분업』의 독일어 번역에 서문을 신하여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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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부과하는 ‘도덕 합의’,즉 집합 의식에 한 고려없이 사회의 질서를 개별

단자인 개인들 개념 그 자체로부터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처럼 뒤르

이 개인화(individuation)와 도덕 개인주의(moralindividualism)를 구별하는 것은

근 사회의 도덕 질서를 설명하기 해서 다.그에게 종교-신과 사회 간의 틈새

에서 출 한 개인주의 그 자체는 도덕 상이었기 때문이다.(Durkheim,1973,43~57)

즉 개인주의는 체를 부분들로 분리시키고,분열시키는 것이지만,근 사회의 더

‘발 되고’,더 ‘우월하며,더 높은’비가역 인 진화의 과정이요,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 사회의 도덕 질서는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바로 그 개인

주의가 그러한 도덕 질서의 토 가 되는 공통의 유일한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노동 분업에 따라 분화된 사회에서의 도덕 질서는 도덕 개인주의의 기

반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망이 이 게 따라나오게 된다.따라서 기계 연 에서 유

기 연 로 발 하는 사회 진화에 상응하는 도덕 개인주의로의 형식의 환은

뒤르 에게 사회 질서로서 도덕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질서가 아닌 사회의 질서를 설명하기 해서는 새로운 ‘집합 삶’

을 가능하게 하는 연 의 형식이 필요하다.즉,사회 질서의 문제와 련하여 뒤르

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회의 진화에 따라 ‘발 ’한 노동 분업의 결과와 그 양상

에 상응하는 도덕 형식과,어떻게 이러한 연 의 도덕이 가능한가에 주목하는 것이었

다.벨라가 “합리주의,산업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에 직면한 모든 통 사회의 기”

라고 하면서,“새로운 사회 질서의 기 ,즉 통 질서의 모든 기 들에서 분리시

키는 힘에 직면하여 새로운 도덕 질서는 무엇인지”라고 정리한 이른바 ‘뒤르 의 질

문’이 그것이다.(Bellah,1973,xviii)32)

이 질문에 한 뒤르 의 사회학 답은 ‘집합 의식’(consciencecollective)을 매개

한 유기 연 이다.33)그는 사회 연 의 두 가지 상이한 형식으로 기계 연 와

32)벨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뒤르 의 ‘사회학’이 에 질서에 해 고민한 통 즉,특히 종교,법,

도덕성 그리고 교육의 문제와 련된 서구 ‘철학’에서의 질서 문제의 통을 언 하고 있다.뒤르

이 많은 향을 받은 이들 질서의 철학자(aphilosopheroforder)는 라톤,몽테스키외,루소,

생-시몽 그리고 콩트가 있다.질서에 한 통은 기본 으로 “사회 이고 개인 인 행 가 질서

지워지고 통제되는 다양한 방식”에 한 연구라는 것이다.RobertN.Bellah,“Introduction”in

EmleDurkheim:OnMoralityandSociety,TheUniversityofChicagoPress,1973,xviii.

33) 불어 ‘conscience’가 어로 규범 인 함의를 갖는 conscience(양심)으로도, 인식론 인

consciousness(의식)으로 번역가능하며,이 두 용어 어느 한 가지를 택할 때,불어의 원래 함의

가 충분히 달되지 못한다는 우려에 해서는 RobertN.Bellah,ibid,p.2253번 주 참고 Mark

Traugott,“A Noteon theTranslations”in EmilDurkheim:On InstitutionalAnalysis,The

UniversityofChicagoPress,1978참고.그러나 두 역자 모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

서,불어 conscience를 consciousness로 역하고 있다. 한 집합의식을 ‘도덕 합의’로 이해하

면서 기계 연 에서 유기 연 로 사회의 환에 상응하는 집합의식의 네 가지 차원,즉 크기

(volume),강도(intensity),경직성(rigidity)그리고 믿음과 가치의 내용(contents)의 메커니즘에

해서는 기든스의 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Giddens,“Introduction”inEmileDurkheim:Selected

Writings,CambrigdeUniversityPress,1972,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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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연 를 구별한다.34)이 구별은 『노동 분업』외에도 여러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가령 『가족 사회학 서문』에서 뒤르 은 다음처럼 이 용어의 유래를 설명

하고 있다.(Durkheim,1978b,206)

“기능의 분화와 노동 분업의 산물 ⋯ 하에서 특화된 기능의 상호의존의 결과

는 모든 사람이 비록 그가 다른 모든 이들과 분리불가능할 때조차도 자신만의

행 의 역을 갖고 있다는 에 있다.이런 형식의 연 는 우리에게 고등동물

의 기 들을 묶고 있는 힘(force)을 상기시키기 때문에,우리는 그것을 유기

organic이라 부르며,반면 (의식의 유사성과 념과 감정의 공동체)유형에

해서 우리는 기계 mechanical이라 부른다.”(강조는 자)

이 인용에서 도덕 질서로서 사회 질서를 해명하기 해서 기계 연 ,유기

연 와 더불어 부분들을 묶는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선,사회 연 의 두 가

지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계 연 는 정신 이고 도덕 인 유사성이 지배

인 계를 구성하는,즉 원자화되지 않은 균일한(homogeneous)상태를 말한다.그래

서 기계 연 는 믿음과 감정에 있어 체성의 감각이 아직 균열되지 않은 “개인의

식이 집합의식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상태”(Durkheim,1997,142)를 말한다.즉,신 인

질서 아래 개인들의 행 에 한 정당화가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그래서 개인

의 자발 인 행 가 아직 경험되지 못하는 상태이다.앞서 살펴본 바,실정성의 규정

속에서 자신에 한 내 정이 결핍한 상태다.반면,유기 연 는 유사성이 아니

라,차이를 통해 규정된다.하지만 이 차이는 부분으로 편화된 것에 한 불안함과

공포로 면하는 것이 아니다.뒤르 은 ‘원시 ’,‘열등한’,그리고 ‘낮은’의 계열로 묶

은 유형의 사회에서 ‘발 한’,‘완 한’유형의 사회로의 진화를 한 기에서 갈라진 높

낮이가 다른 두 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이 같은 ‘lower⟶

higher/advanced’로의 환과 발 이 사회 진화로 악된다.그래서 유기 연 는

도덕 ,정신 일치,유사성이 사라지면서 사회 진화의 개로서 분화된 계들이 지

배 인 이질 인(heterogenous)상태의 구성 원리가 된다.뒤르 은 이를 스펜서의 사

회 유형에 따라 자를 ‘군사형 사회’(militarism),후자를 ‘산업사회’(industrialsociety)

라고 하면서,이러한 진화의 결과를 “균형이 뒤집어졌다”(thebalanceisupset)라고

정리한다.(Durkheim,1997,141~143).하지만,앞서 지 한 것처럼,뒤르 에게 뒤집어진

균형은 과거의 공동체로 회귀해야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유기 연

34)사회 연 의 두 형식인 기계 연 와 유기 연 에 한 정리는 뒤르 에 한 고 인 연

구인 StevenLukes,ÉmileDurkheim:HisLifeandWork,A HistoricalandCriticalStudy,

PenguinBooks,New York,1975,p.158에 실린 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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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근 사회의 도덕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 인 조건이 된다.

이처럼,이 의 ‘부분을 월하는 체’,‘차이를 극복하는 유사성’의 균형을 도시

키는 것은 노동의 분업이다.그리고 노동의 분업의 진화론 결과인 연 의 보다 ‘높

은’형식인 유기 연 를 통해 부분들의 독립,즉 도덕 개인들의 자생 인 행 가

가능해지면서 그 부분들과 체의 도덕 통일이 강화된다고 본 것이다.따라서 기계

연 의 사회에서 유기 연 가 지배 인 사회로의 연속 이고 단 없는 사회

진화의 과정에서 원시 사회보다 발 된 근 사회의 도덕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

회 연 의 형태는 유기 연 가 된다.이는 도덕 개인주의를 통해 도덕 질서라

는 체와 유기 인 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해명하는 것에 집 된다.그리고 이

힘은 노동 분업과 도덕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집합의식을 통해 사회라는 표상

으로 개인에게 행사된다.

여기서 ‘종교=사회=신’이라는 뒤르 의 사회학 테제가 정당성을 획득한다.뒤르

에게 그 힘의 체계는 무엇보다 종교다.그는 “종교는 념의 체계가 아니라 무엇보다

힘의 체계”로서 ‘산도 움직일 수 있는’이 힘은 종교 삶을 하는 인간을 지배하

고,지탱하며,그를 고양시키는 힘이며,개인 내부에서 평온과 의존의 감정으로 존재하

기 때문에 환상이 아니라,‘실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5)이처럼 집합 사고의 산물

을 사회 인 존재로 이해하는 뒤르 에게 종교 기원을 갖는 범주와 종교 사실은

사회 인 ‘힘’을 행사하면서 체계를 구성하는 사회 존재이고,사회 사실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뒤르 은 “종교는 탁월한 사회 인 것”(Durkheim,1965,22)이라고 하면

서 종교 표상을 집합 실재를 표 하는 집합 표상과 같다고 규정할 수 있었다.

그 기 때문에 “집합의식의 상태는 개인/개별 의식의 상태와 다른 본질을 갖는다.

즉,집합의식의 상태는 다른 종류의 표상이다”(Durkheim,1982,40)고 할 수 있다.앞

서 언 한 것처럼,뒤르 이 념론 개인주의와 더불어 공리주의 개인주의를 비

하면서,도덕 개인주의를 사회 질서의 유일한 기반으로 상정한 것 역시 이처럼

‘특정한 방식의 행 ’는 개인 외부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개인 내부에서 자생

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런 맥락에서 뒤르 이 사망하는 해이기도 한

1917년의 ‘사회’라는 제목의 한 강연에서 그는 언어와 사회의 외부 성격,그리고 동

물 사회와 구별되는 인간 사회의 구별되는 특징을 다음처럼 말할 수 있었

다.(Durkheim,1982,248)

35) Emile Durkheim,Durkheim on Religion,W.S.F.Pickering(ed.,tr.),Scholars Press,1994,

pp.182~183.뒤르 의 이 언 은 『종교생활의 기본 형식』이 출간된 뒤 강연(‘오늘날의 종교 감

정’1914년 1월 18일)에 의한 것이어서 그의 육성이 더욱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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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회와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차이 은 자는 개별 생물이 본능에 의

해 으로 그 자체 내부에서(withinitself)통치를 받는 반면,인간 사회는

특정한 본질을 갖는 새로운 상을 보여 다.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행

가 어도 개인 외부로부터(from outside)부과되거나 그 자신의 본성에 첨

가된다.”(강조는 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뒤르 에게 사회는 그것이 ‘살아있는 의식이고, 념의 유

기체인 한에서’기계 이고 물리 인 유기체와 구별된다.즉,사회는 의식을 갖고 있는

유기체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 개인주의가 요청되는 유기 연 의 형식을 통

해 도덕 질서를 구성하고자 하는 뒤르 에게 이 도덕 개인을 묶어내는 끈,즉 ‘힘’

은 집합의식이었다.따라서 사회에 한 의식은 개인의 의식과 다른 것이 아니다.왜

냐하면 개인은 기 의식들 는 개별 자아(self,moi)에 집 되는 표상들과 인상

들의 결합을 통해 특정한 종류의 행 를 하는 사회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개인들이

사회와의 계에서 념론이나 공리주의 개인주의에서처럼 으로 자율 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념들을 결합을 통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개인은 ‘통합

된 체’(coalescedwhole)라는 에서 사회 의식과 다른 것이 아니다.뒤르 에 따

르면 개인과 사회의 차이는 개인보다 사회가 다양한 념들의 결합이 직 으로 ‘개

인들의 결합’이라는 가시 인 형태를 취함으로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그 정도의 차

이에 있는 것이다.즉,집합표상을 매개로 한 도덕 개인과 사회의 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표상들과 인상들, 념들,감정들이 ‘통합된 체’이고,따라

서 사회는 그 게 ‘통합된 체’인 개인들로 구성된 더 상 의 ‘통합된 체’인 것이다.

“개인 자아는 사실상 우리와 같다.이를 통해 우리는 왜 사회 인 것을 자

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다.(Durkheim,1973,13)그러므로,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그 결합의 힘,

결합의 끈으로서 집합의식은 ‘통합된 체’의 방식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며,이 때 개인

은 유기 연 가 지배 인 사회의 진화에 상응하는 도덕 개인으로 사회와 사회

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이처럼,뒤르 은 사회 분화와 분업에 주목하면서 “사회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해 사회의 집합 삶은 도덕 질서로 가

능하다는 사회학 답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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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루만 체계이론의 문제의식과 구성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은 4장에서 구체 으로 제시되는 사회 질서의

문제의 해명을 한 비 인 성격을 갖는 장으로서,루만의 체계이론의 주요한 문제

의식과 체계의 작동 원리를 살펴본다.따라서 4장이 사회 체계 사회 질서에

한 직 인 해명을 다루고 있다면,3장은 그에 앞서 자기지시 체계이론의 문제설정

과 그 작동의 형식을 검토한다.

따라서,본 장은 앞서 살펴본 사회 질서의 문제의 해명에 해 뒤르 이 구축한

사회학 통에 비 인 루만의 문제의식을 으로 살펴본다.근 사회에서의 사

회 질서의 문제라는 본 논문의 주제를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으로 검토하

기 해서는 루만이 이론화하는 사회 체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재생산의 원리를

일반 인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사회 질서에 한 뒤르 의 논의를 루만이 ‘부분- 체 도식’으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사회학 통을 극복하고자 하는지 보여 것이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루만은 ‘계 질서’,부분들로 편화되지 않은 아름다운 질서,유기 체에 한

동경과 향수를 근 사회의 사회 질서로 찰하지도 개념화하지도 않는 을 확인

할 수 있다.루만에게 근 사회의 사회 질서는 뒤르 처럼 도덕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해 본 장은 모두 4개의 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은 「루만 연구

해석의 일반 경향」으로,본격 으로 루만의 문제의식을 검토하기에 앞서,루만과

그의 문제의식에 한 포 인 경을 제시한다.이어 두 번째 은 「체계이론의 문

제의식」으로,2장에서 살펴본,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명하는 사회학 통을 염두에

두면서,루만은 사회 질서의 해명을 해 왜 그리고 어떻게 기존의 사회학 통과

단 이 필요했는지 살펴본다.앞으로 살펴보는 것처럼,루만이 쓰는 용어는 사회학 뿐

아니라,사이버네틱스,인지과학,생물학,논리학,철학,역사학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

는 개념의 용례들을 자기지시 체계이론의 구성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더불어

이런 맥락에서 루만의 체계이론과 사회학의 계를 다룬다.세 번째 은 「체계이론

의 형성」으로,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의 맥락을 간략히 정리하고,

자기지시 체계이론에서 요한 개념들을 제시한다.마지막 은 「자기지시 체계

의 작동」으로 여기서 루만의 체계이론의 담지자라 할 수 있는 자기지시 체계가 어

떻게 형성되고,작동하며,재생산되는지 그 논리와 형식을 살펴볼 것이다.이는 4장에

서 살펴볼,‘사회학 계몽’에 따른 사회 체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해서 필수

이다.더불어 이 부분에서 사회학 통에는 생소하지만,루만이 자신의 체계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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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찰’(Beobachtung)과 ‘re-entry36)’그리고 ‘역설’(Paradoxie)

의 개념들이 체계의 자기지시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증폭시키는지 해명될 것이다.

한 루만의 문제설정에 따라,체계의 역설이 개되는 세 차원인 사회 체계의 분

화,진화,소통의 상호 연 을 제시함으로써,이후 4장에서 본격 으로 해명될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세 차원의 논리구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3장은 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를 사회 체계의 창발과 작동을 통해

사회학 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루만의 문제의식과 문제설정 그리고 그 논리 구조를

다룬다.이 과정을 통해 루만의 사회학이 2장에서 다룬 뒤르 의 사회학 통 뿐 아

니라,아리스토텔 스 이래 사회사상에 한 통과 완 히 다른 세계상,사회개념을

갖고 있다는 을 분명히 할 것이다.37)이는 근 사회에서 자기지시 인 찰을 통

해 기능 으로 분화하는 사회 체계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이해하기 해서 요구

되는 문제의식이다.

1.루만 연구 해석의 일반 경향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1927~1998)38)의 작은 다른 이론가들의 작들과는 다르게

인명색인이 없다.그는 자신의 이론을 다른 이론가들의 권 를 빌려 구축하는 것이 아

니라,자신의 사유의 힘으로 사회 상을 사회학 으로 설명하고 기술하며,해명하고

자 한 사회학자다.그 기 때문에 루만의 작에는 체로 인명색인 신 항목색인만

있다.따라서 약 만 사천 페이지 분량의 63권의 서와 419편의 논문을 포함하는 그의

작들에서(이철,2010,85)39)다른 학자들의 인명은 설명하고자 하는 상과 상에

36)루만은 ‘re-entry’라는 용어를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고,그 로 쓰고 있다.간혹 ‘Wiedereintritts’

(재도입)으로 독역하여 쓰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매우 외 이며,그는 Spencer-Brown의 “형

식의 논리”의 요한 개념들은 모두 원어,즉 어 표 그 로 따르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

역시 그의 용법과 용례를 존 하여,re-entry를 ‘재도입’으로 국역하지 않으며,Spencer-Brown의

“형식의 논리”에서 비롯한 루만의 개념군들은 모두 어 표 그 로 사용한다.이에 한 설명은

3장 4 「자기지시 ,자기생산 체계의 작동 :Re-entry와 찰」참고.

37)루만은 “우리는 더 이상 아리스토텔 스의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고 정식화한다.이는 한편으로

는 3장 2 에서 다룰 인간들,특히 선하고 이성 인 인간들로 구성된 정치사회로 사회를 개념화하

는 이른바 ‘구유럽 사회철학’의 통이 아리스토텔 스 이래 정립되었다는 루만의 진단과 련

되며,다른 한편으로는 3장 4 과 본 논문 4장 체에서 다룰 ‘역설’의 문제와 련된다.Niklas

Luhmann,“LegalArgumentation:AnAnalysisofItsForm”inTheModernLawReview,May,

No.3,Vol.58,1995,p.290.

38)루만의 삶과 그의 이론 여정에 한 회고와 설명은 그가 사망하기 2년 에 한 다음의 담에 잘

정리되어 있다.NiklasLuhmann,“Biographieim Interview:Gesprächam 8.Januar1996in

Oerlinghausen”inNiklasLuhmann,DetlefHorster,Beck,München,1997,SS.25~47.

39)이철의 이 논문을 통해 최근,2010년까지 국내에서의 루만 연구의 성과와 경향들에 한 간략하게

검토할 수 있다.이철.「루만의 자기생산 체계 개념과 그 사회이론사 의의」,『담론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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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차 이고 이차 인 지 를 갖는다.

하지만,그의 사회학에 한 해석과 수용은 루만의 이러한 학자 입장을 도시킨

것이었다.즉,루만 자신이 사회학의 인식론 장애라고 비 한 사회학 통에 한

문제의식을 따라 구축되고 재구성된 개념들이 그 고유한 논리와 연 들 속에서 소개

되었다기보다는 슨스나 하버마스와 같은 다른 사회학의 가들과의 연 속에서 해

석되었다.그의 사회학은 다른 학자들의 인명과 더불어 루만이 비 한 통 인 사회

학의 인식론 장애의 맥락에서 소개된 것이다.즉,루만은 일반 으로 자기 자신의

이론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슨스의 후계자로서 기능주의 이고 보수주의 인 체계이

론가 는 하버마스와의 일련의 논쟁을 통해 역시 보수주의 인 기능주의자로서 ‘사회

공학 ’인 이론가로 소개되어 왔다.40)

특히,루만이 1960~61년 하버드 학에서 슨스의 지도 아래 사회학 이론을 공부한

것이 “ 슨스의 이론과 같은 거 이론이 어떻게 구축되며,그 이론이 좌 한다면 어

느 지 에서 좌 하는지 경험해보고 싶었다”(정성훈,2009a,36)는 것이었음에도,루만의

이론 심과는 정반 로 그의 체계이론은 슨스의 거 이론이 좌 한 것을 보지

못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셈이다.이는 사회학의 논쟁사에서 요한 장면

하나인 하버마스와 루만의 논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루만이 사회에서 배우

려고 한 반면,하버마스는 사회를 가르치려 했고”,하버마스가 “사회비 이론을 서술

한 반면,루만은 사회에 한 비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었다”는 지 처럼(볼

츠,2009,29~31),서로 상이한 사회 개념과 근 의 세계상을 갖고 있는 두 이론가 간의

논쟁을 통해 루만은 슨스에 이어 하버마스라는 이론가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갖는 권

있는 해석을 통해 소개되어 온 것이다.41)

2010.

40)이남복의 경우 비교 이른 시기인 1985년에 「하버마스 이론과 루만 이론의 비교 고찰」,

『사회과학』를 제출한 바 있으며,최재 은 독일 사회학의 흐름이라는 논문모음집에서 루만

의 논문 「체계이론의 최근 동향」을 소개한 바 있다.최재 엮음,『 독일사회학의 흐름』,

형성사,1991. 한 루만에 한 기 정보를 수록한 노진철의 「루만의 자기 거 체계이론과

성찰 실진단」,『과학사상』,제35호,2000이 있으며,루만-하버마스 논쟁에 해서는 김종

길의 「하버마스-루만 논쟁:이론 쟁 과 망」,한국이론사회학회 춘계 학술 회,2002와 김

덕 의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자연과학·정신과학 논쟁에서 하버마스·루만 논쟁까지』,

한울아카데미,2003을 참고 할 수 있다.더불어,최근의 연구인 정성훈,「루만과 하버마스의 립

구도에 한 하나의 이해」,『진보평론』,여름,제40호,2009도 참고 할 수 있다.

41)하버마스와 루만의 논쟁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루만은 말년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자신이 ‘아도르노-교수직’(Adorno-Lehrstuhl)에 재직할 당시인 1968년에 ‘사회이론으로서

체계이론’의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고,이에 하버마스가 자신을 청해 한 세미나를 만든 후 학생들

과의 이 세미나를 통해 출 을 목 으로 각자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NiklasLuhmann,

“Biographieim Interview:Gesprächam 8.Januar1996inOerlinghausen”inNiklasLuhmann,

DetlefHorster,Beck,München,1997,SS.39~40.그리고 그 결과 유명한 하버마스-루만 논쟁을 정리

한 1971년에 『사회이론이냐 사회공학이냐:체계연구는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Theorieder

GesellschaftoderSozialtechnologie:WasleistetdieSystemforschung?』 이 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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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앞서 언 한 것처럼,그 연구의 방향은 루만의 언어와 개념구성에 천착해서 루

만을 이론화하는 방식보다는 하버마스나 슨스, 는 다른 이론가들을 경유하여 루만

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었다.42)그래서 아직 루만은 기능주의 이고 보수주의

인 체계이론가라는 일반 인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하지만,베버가

말한 근 의 탈주술화의 논리와 형식 합리성 는 부르디외의 사회 세계의 우주

로서 장(場)의 자율성을 기능 분화 개념을 통해 이론 으로 끝까지 어붙이는 루만

의 체계이론은 문학이나 술의 역에서,그리고 법학의 역에서 매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루만의 체계 이론은 ‘술을 한 술’,‘화폐를 한 화폐,즉 자본의 확

재생산’,‘법 차를 통한 정당성’등과 같은 각 하 체계들의 자율성을 규범화하지 않

고,도덕 인 요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고유의 작동 논리를 이론 으로

찰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루만의 체계이론이 사회학이 아닌 다른 분과학문들에게 매력 인 이유는 기

본 으로는 각 하 체계의 자율성을 성공 으로 이론화하면서,이론 으로 근 합

리성에 비 이라는 때문이지만,동시에 사회학자 루만의 체계이론이 사회학계에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이유 역시 역설 으로 그 자율성 개념 때문이다.경제,국가,권

력,도덕 등의 문제를 ‘기능 분화’라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상 화하고,탈규범화하고

있다는 에서 루만의 체계이론은 다시 보수주의 인 사회학이라는 이해가 사회학계에

서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루만의 체계이론이 이론 으로는 20세기 후반 사회학이 도

달한 최고 수 의 추상성과 일반성이라는 매력을 갖지만, 실 이고 사회학 인 설명

력은 떨어진다는 평가 역시 같은 궤 을 따르고 있다.43)따라서 루만의 체계이론은 한

42)가령, 슨스의 ‘구조-기능주의’에 해 루만의 ‘기능-구조주의’를 비시키는 논의는 게오르크 크

네어·아민 낫세이,『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정성훈 역,갈무리,2008,64~76쪽 참고.그러나

루만의 고유한 개념에 한 별도의 논의없이 구조와 기능의 순서만 바꾸어 구조 신 기능을 강조

하는 것은 슨스의 보수주의 인 기능주의 사회학을 이론 으로 계승한 루만이라는 일반 평가

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이에 반해 본 논문은 루만의 슨스 비

을 따라, 슨스는 행 이론가로 루만은 체계이론가로 이해한다. 슨스가 AGIL과 같은 체계의

도식을 개했다하더라도,그것은 베버에 충실하고자 한 슨스 이론의 기획은 “행 는 체계

다”(Actionissystem)라는 정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즉, 슨스는 ‘창발 속성’을 갖는 단 행

(unitaction)에서 출발하며,그래서 “ 슨스는 언제나 행 와 체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달리 말해,오직 체계로서 행 만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발 시키고자 했고,추구했으며 이를 명

확히 인식했다”NiklasLuhmann,EinführungindieSystemtheorie,Carl-Auer-SystemeVerlag,

2002,SS.18~20.

43)이런 맥락에서 발터 리제 쉐퍼는 “이론 측면에서 하버마스는 루만보다 보수 이며,정치 측

면에서 하버마스는 루만보다 해방 지향 이다”라고 말한다.발터 리제 쉐퍼,『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사상』,이남복 역,백의,2002,p.160,박 도 역시 루만과 데리다의 이론 유사성과 하버마

스와의 비 속에서 “루만의 의미론이 보여주는 외 상의 이론 진성 뒤에 숨어 있는 실천

보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 한 바 있다.왜냐하면,루만의 이론이 ‘차이’이론이라는 에서

탈 인 이론 진성을 갖지만,이 차이는 비 모티 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 명 힘을

거세당한 ‘이차 찰’에 의존하는 창백한 차이이론”이기 때문이다.박 도,「 를 넘어서

를 따라잡기:루만의 ‘ 를 다시 쓰기’에 하여」,『문학동네』,1997가을,제4권 제3호,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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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슨스나 하버마스의 인명색인의 성격으로 소개되었고,다른 한편에서는 기

능 분화의 개념을 심으로 각 하 체계의 자율성을 이론 으로 정당화하면서 탈

심,반(反)재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인 사회학자라는 규정이 반복되어왔다.44)

이러한 자율성의 논리를 극 화하는 것은 특정한 하 체계가 한 사회의 심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한 사회는 기능 으로 분화된 각 하 체계들 만큼의 ‘다

심’(acentral)의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함의를 갖는 것이다.그래서 루만의 체계이론

은 반헤겔주의,포스트모더니즘을 철학 으로 이론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회학이

론이다.그는 한편으로는 근 사회의 기능 분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단 를 자기

스스로 차이를 산출하는 ‘차이의 단 ’(EinheiteinerDifferenz)로 이해하는 다 이래

의 진화이론으로 자신의 슈퍼이론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만약 슈퍼이론이 매우 높은 차이-집 화를 달성한다면,이 때 패러다임

환 한 가능하다”(Luhmann,1984,19)

따라서,루만이 체계를 개념화할 때는 체계 개념에 한 일반 인 념처럼,조직

이고 유기 인 통일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차라리 슈퍼이론으로서 루만의 체계이론

은 통일이나,유기 인 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45),이처럼 차이를 통해서

만 개념화될 수 있다.“체계이론이 하나의 특별한 인상 인 슈퍼이론”(ibid)인 것도 이

처럼 체계를 차이를 통해 개념화하고,더 정확하게는 체계는 차이를 통해서만 가능하

고,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체계는 차이의 단 이고,체계는 차이인 것이다.

“하나의 체계는 체계와 환경 간의 차이‘이다’.역설처럼 생각되고 더구나 아

마도 역설인 이러한 정식화에 해서는 통합 인 해명이 필요하

다.”(Luhmann,2002,66,강조는 루만)46)

12호,pp.402~404.

44)흥미로운 은 폴 드 만(PauldeMan)은 ‘A=A’라는 자기지시 형식을 검토하면서 “여기서 나

타나는 복합성은 모든 해체 담론에 특징 이다.요컨 해체는 필연 으로 지시 인 양태 속에 있

는 지시성의 오류를 주장한다.여기서 벗어날 출구는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다.그는 루만을 언

하지 않지만 니체에 한 연구에서 이런 이론 망을 확보한다.이는 곧 본 논문의 3장 3

이후에 구체 으로 논의되는 자기지시 체계이론의 성격에도 함축하는 바가 있다고 해야 할 것

이다.폴 드 만,『독서의 알 고리』,이창남 역,문학과지성사,2010,174쪽.

45)가령 기능주의 체계 개념은 통 으로 ‘사회의 체계 이미지’(systemicimageofsociety)를

인정한다.이 때, 체는 체계와 동일한 것으로,즉 사회 혹은 문화는 체로서 체계로 이해된다는

것이다.이는 이른바 유기체 유추의 통에 따른 것이다. 드클리 라운의 고 인 연구는

“사회생활과 유기체 생활 간의 유추를 기 ”로 하면서,“유기체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

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있는 통합 체”라는 것이다.피오트르 쯔톰까,『체계와

기능』,조재순·김선미 역,한울아카데미,1995,69~70쪽.

46)루만은 “차이로서 체계”를 정식화하면서,이례 으로 “체계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이다’”라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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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루만의 체계이론은 일반 인 통념처럼 체계를 유기체와 비교하면서 동일성

이나 유기 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체계는 차이다”라는 역설을 정식화한 것

에서 모든 논의가 출발한다.그래서 루만의 이론이 슈퍼이론인 것도, 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이 가능한 것은 체계와 환경 간의 차이로서 체계를 기

능 분화와 사회의 진화의 차원에서 ‘차이-집 화’를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 의 사회 상’은 루만에게 사회의 기

능 분화와 진화로서 차이를 자기 스스로 산출하고, 재생산하는 체계의 문제로 이

해된다.그러므로 루만에게 근 사회의 기능 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진화의

담지자(Träger)는 ‘사회 체계’(sozialeSysteme/socialsystems)가 된다.47)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

로서 체계를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으로 정식화하는 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

러다임 환의 문제설정을 기 로 검토되고,재정식화될 것이다.그리고 이는 사회학

통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를 찰하고,이해하는 방식과 그 해결책과 단 하는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다.루만이 사회 질서 문제를 해명하는 새로운 구도는 사회학

통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고,그래서 이하의 논의는 ‘차이-집 화’를 성취하는 슈퍼이

론으로서 루만의 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논의를 살펴본다.

2.체계이론의 문제의식 :‘부분- 체 도식’비

‘차이-집 화’,차이로서 체계,즉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를 개념화하는 루만

은 이른바 ‘부분- 체 도식’48)의 문제설정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복잡한 체계는 부분들로 결합된 체성이라는 오랜 학설로 이해되며,이러

한 방식을 통해서 체의 질서는 부분들 그 자체의 체로 귀결될 수 없는 속

지속 으로 강조한다.인용에서처럼,체계가 차이라는 것은 일견 ‘역설’(Paradoxie)로 보이기 때문

이다. 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이는 내가 우회로로부터 거듭 되돌아올 기억할 만한 일

(Merkwürdigkeit)”이라고 쓴다. Niklas Luhmann, Einführung in die Systemtheorie,

Carl-Auer-SystemeVerlag,2002,SS.66~67.

47)루만은 “진화 인 발 의 담지자(Träger)인 진화하는 체계가 특히 사회이론의 상이 된다”고 말

한다.Niklas Luhmann,“Systemtheorie,Evolutionstheorie und Kommunikationstheorie” in

soziologischeAufklärungBd.2,WestdeutscheVerlag,1975,S.193.

48)이른바 ‘부분- 체 도식’은 “ 체와 부분의 도식”(SchemasvonGanzem undTeil)으로 정식화된

다.Niklas Luhmanm,Luhmann,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Suhrkamp,1984,S.23.이를 염두에 두면,루만에게 체계가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라는

에서 루만이 개념화하고자 하는 체계이론은 ‘체계-환경 도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3 -

성 는 성과를 보장한다”(Luhmann,1975,194)이고,

“부분이 체와의 계에서 동형 이어야 한다”(Luhmann,1984,23)

루만의 체계이론을 구성하는 요한 문제의식은 이와 같은 ‘부분- 체 도식’에 한

비 이다.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이러한 문제의식은 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에 이미 내재한 것이었다.이론 인 측면과 더불어 이 ‘부분- 체 도식’

이 요한 이유는 사회학 통에서 사회 분화의 문제를 사회학 으로 사유하는데

이 도식이 거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체로서 근 사회가 정치,경제,교육,학

문,종교, 술 등의 부분들로 쪼개졌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

인 것이다.이는 본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에

한 분화이론 인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다.가령 19세기 말,퇴니스가 “사회

(Gesellschaft)의 시 는 공동체(Gemeinschaft)의 시 를 뒤따른다”고 했을 때 사회학

은 이미 유기 체에서 부분들로 편화된 사회의 도래와 면하기 시작했

다.(Tönnies,1991,215)루만은 이런 에서 사회학이 분과학문으로 자립한 이래 분화

문제와 분리될 수 없었다고 지 하면서,고 인 사회학 이론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가령 이 문제에 해 슨스의 경우는 일반 행 체계로 처하려 했고,짐멜은 화폐의

분석으로 나아갔으며,뒤르 은 도덕 연 형식의 변화에 한 숙고로 그리고 베버

는 종교,학문,정치,사랑 등과 같은 각각의 생활질서(Lebensordnungen)의 합리화 개

념을 개했다는 것이다.(Luhmann,1997,595~596)

이처럼 사회학은 사회를 부분으로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보는 명목론의 통

이든,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으로서 고유한(suigeneris)속성을 갖는다는 실재론

의 통이든 부분과 체,개인과 사회의 계로 사회를 악한다는 동일한 문제설정

이라는 통을 갖고 있다.이는 곧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성’(Ganzenheitendieaus

Teilen)이라는 념에 따라 이론을 개한 것이다.루만이 사회 체계들이 진화의 담

지자라고 했을 때,그의 체계이론은 이러한 이론 통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구축하

기 한 것이다.사회이론의 ‘성찰성’을 획득하기 한 다른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

발한다.

‘부분- 체 도식’은 18세기 계몽의 시 이후 완성된 형식을 갖게 된 ‘특수성 속의

보편’(Allgemeinenim Besonderen)도식과 분리될 수 없다.49)이는 곧 부분- 체의

49)‘부분- 체 도식’이 문제시 될 때,이는 “ 체는 개별 인 구성인자들의 단순한 합(aggregates)이

아니라,‘유기 단 ’(organicunities)로서,… 그 부분들의 합 이상”를 의미하거나,반 로 “ 체는

그 부분들의 합이다”라는 문제설정을 지칭한다.이 때,이러한 체(whole),합(sum),유기 체

(organicwhole)등의 용례가 모호하고 메타포에 지나지 않는지에 한 문제의식에서 각각의 용법

을 8가지,4가지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 ErnestNagel,"Wholes,Sumsand Organic

Unities"inPartsandWholes,DanielLerner(Ed.),TheFreePress,196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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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보편과 특수의 문제를 담지하는 역사 인 주체로서 ‘인간’의 념이 계몽의 시

에 출 한 것과 무 하지 않다.즉,‘특수성 속의 보편’은 ‘부분 속의 체’로 유비추리

되면서 세계,역사, 체를 보편 인 존재,역사의 담지자로서 인간이 표상하고,재

해야 한다는 당 로 구체화된다.이러한 당 는 계몽의 시 에 낙 인 망이기도

했고, 불가피하기도 했다.리오타르가 지 하듯이 계몽서사의 주인공은 선의를 갖

는 윤리 이고 정치 인 목 을 지향하기 때문에,그들이 담지하는 역사는 어도 계

몽의 시 이후에는 보편 인 발 을 통해 인류 ‘체’의 진보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루만은 이러한 사고가 “부분이 체와의 계에서 동형 이어야 한다”로 구체화되었

다고 지 한다.(Luhmann,1984,23)이런 사고의 논리와 형식을 루만은 ‘체와의 계

에서 부분’,‘부분들 속의 체’라는 표 을 통해 명확히 하면서,‘부분- 체 도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부분이 어떻게 체와의 동형성을 확보하고 반 하

는지,그래서 부분이 어떻게 체를 재 하고 표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다름 아니라

고 평가한다.(Luhmann,1997,597~598)

이처럼 존재와 당 가 역사와 사회에 한 낙 으로 통합된 것은 기본 으로 사회

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념에 따른 것이다.이는 사회에 한 인간 심주의라

고 할 수 있는 사회학 서양 철학의 통이다.이에 해 루만은 “인본주의 통

에서 인간은 사회 질서의 외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었다.인간은 사회 질서의

구성부분으로,사회 자체의 요소로 간주된다.인간이 ‘개인’(Individuum)으로 불린다면,

이는 곧 인간이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종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이처럼 인간을 사회의 기본 요소로 악할 때,근 사회의 격한 구조 변화

를 이론 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지 한다.(Luhmann,1984,286)반면,체계이론을 요청

하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 변화와 진화의 방향에 한 인식론 장애로 루만은 사회

개념에 한 다음의 네 가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Luhmann,1997,24~25)

ⅰ)사회는 구체 인 인간들 그리고 그들 간의 계에 의해 성립한다.

ⅱ)사회는 결과 으로 인간들 간의 합의나 의견의 일치,그리고 목 설정의 상보성

을 통해 구성되거나 통합된다.

ⅲ)사회는 지역 이고 토 인 경계 단 를 갖는다.그래서 라질 사회는 태국과

다르며,미국은 러시아와,마찬가지로 우루과이는 라과이와 다른 사회이다.

ⅳ)그러므로 사회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토처럼 밖에서(vonauβen) 찰가능하다.

사회에 한 이런 인식론 장애는 “부분이 체와의 계에서 동형 이어야 하며,

체는 보편 인 것으로 인간 안에 나타나야 한다”(habenzusein)는 당 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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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이런 통은 아리스토텔 스 이래 지속되어왔다.아리스토텔 스는『정치

학』에서(1252a1)결사로서 국가를 이론화하면서,결사는 각자 ‘선한 것’(thegood)을

목 으로 한다고 논의한다.그런데 결사가 이처럼 선한 목 을 해 형성된 것은,그

결사를 구성하는 인간들 역시 자신의 행 에서 ‘선한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국가가 다른 모든 결사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 으로 모든 선한 것 에서

최고의 주권,최고의 선을 목 으로 한다.즉,선한 목 을 추구하는 인간→그런 인간

들로 구성된 각 결사들→그런 결사들을 포함하는 최고의 주권으로서 국가(koinōnia

politik)라는 포함 계가 계 으로 설정되는 것이다.(Aristotle,1992)루만은 사회 개

념에 한 서양철학 사회이론의 통을 검토하면서 이를 ‘구유럽 사회철

학’(alteuropäischeGesellschaftsphilosophie)이라고 하면서,그 기원을 고 그리스의

폴리스 정치와 아리스토텔 스에서 연원한 것으로 본다.그 최종 근거는 인간의 본질

에 한 윤리 진리와 가치에 놓여있으며,정치 으로 구성된 사회로서 도시국가

(polis,Stadt)는 체로서,이 때 정치 사회체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회체계

(umfassendeSozialsystem),곧 사회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이 게 이해된 결사

(communitas,societas,koinōnia)는 ‘올바른 행 ’(richtigeHandeln)와 ‘덕’(Tugend)을

행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그런 인간들 간의 ‘구체 ’인 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기능,구조,과정,정보,그리고 복잡성과 같은 ‘추상 ’인 개념들을 통해

구성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통이 확립된다.(Luhmann,1970,173~175)

사회 개념에 한 인식론 장애의 첫 번째,즉 “사회는 구체 인 인간들 그리고 그들

간의 계에 의해 성립한다”와 두 번째,즉 “사회는 결과 으로 인간들 간의 합의나

의견의 일치,그리고 목 설정의 상보성을 통해 구성되거나 통합된다”는 가정은 이러

한 아리스토텔 스 이래의 ‘구유럽 사회철학’의 통에 따른 것이다.

물론,이 통은 “사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치를 체로 이해하고,그 안에서 부분

을 재 하는 개념”그래서 “ 와 아래의 차이인 계를 지배로서 정치 인 것으로 개

념화”할 수 있게 한다.이제,부분과 체,목 과 수단,지배/통치와 피지배라는 개

념도식은 사회의 구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심 인 범주가 된다.50)

바로 이런 통에 해 루만은 근 사회가 ‘기능 분화’의 형식으로 개된다는

에서,사회에 한 당 론 이고 도덕 인 개념,나아가 도덕 정치라는 최종근거

를 통한 사회의 이해를 인식론 장애로 악하고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다.즉,루만에게 어도 근 사회는 ‘도덕 체’가 아니

50)루만은 사회 개념에 한 아리스토텔 스, 는 ‘구유럽 사회철학’의 통을 개 하고, 세의

신학 일반화를 향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SummaTheologiae를 논의하기에 앞서,이상의 논의를

“상 에 있는 정치 부분은 자신을 체의 목 과 동일시한다”고 정리한다.NiklasLuhmann,

"Gesellschaft"insoziologischeAufklärungBd.1,WestdeutscheVerlag,1970,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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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근 의 사회 체계로서 사회가 기능 으로 분화되었다는 에서,“기능 체계로

의 한 사회의 분화는 도덕 통합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Luhmann,1989,25)이기 때문

이다.그가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논의한 것은 근 사회의 분화 형식에 상

응하는 사회이론을 구축하고자했기 때문이다.51)

그래서 루만이 이론화하는 체계이론은 부분과 체의 문제설정이 아닌,체계와 환경

의 차이의 문제설정을 도입한다.그는 ‘자기생산 체계’,‘자기지시 체계’개념을 도

입하기 에 “체계의 구조와 과정은 무엇보다도 그 환경과의 계에서만 가능하며 이

해될 수 있다”(Luhmann,1975,194)고 하면서,이런 문제설정이 부분들의 합으로 환원되

지 않는 ‘체의 질서’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이론의 통과 단 한 반면,복잡성의

문제와 근 분화에 따른 기능체계의 분화와 진화에 상응하는 이론 통합을 가능

하게 한다는 것이다.이런 문제의식은 곧,체계의 요소들과 그 요소들 간의 계를 복

잡성과 우연성의 문제의식에서 체계와 환경 간의 계를 통해서 악하고자 하는 것

이다.그리고 그 계는 곧 “체계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다”(ibid)이러한 계는 한 체

계가 독립분화해서 획득한 구조의 자립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요소들 간의 계

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이는 표상을 통해 부분들에게 자신의 자족 인 완 함

(Perfektion)을 매개하고 달하는 체라는 구유럽 사회철학과의 단 을 뜻한다.

더불어,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 개념은 곧 환경과 체계가 매개를 통한 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곧,체계와 환경은 부분과 체와 같은 재 가능한

계가 아니다.체계와 환경 간의 차이로서 체계라는 개념은 곧 체계와 환경의 ‘구별’을

통해 체계가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만약 그 구별이 체계와 환경의 매개를 통해 소

거되면,곧 체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런 에서 체계이론은 체계와 환경

간의 ‘일 일 응’,‘일 일 일치’(Punkt-für-Punkt-Übereinstimmung)가 불가능하다

는 에서 출발한다.따라서 루만의 체계이론은 ‘부분 속의 체’나,‘체를 재 하는

부분들’이라는 문제설정 신,각각의 체계들의 고유한 기능과 작동을 이론화할 수 있

게 된다.이는 궁극 으로 사회 질서의 문제 역시 각 하 체계들의 총합 는 아리

스토텔 스 이래의 ‘구유럽 사회철학’의 통에서처럼 정치라는 하 체계가 다른 하

체계들을 재 하고,사회 체의 목 을 표상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51)루만은 1984년의 이 작에 한 확신을 한 인터뷰에서 다음처럼 밝히고 있다.

“질문자 :당신은 어떻게 략 15년 동안 150편의 논문과 30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루만 :아니요,지 까지로 하면 략 20여 년입니다. 는 결정 인 작품의 성격을 갖는 첫 번째

책을 쓰기까지 그동안 완벽한 책이나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는 지 까지 많은 들을 써왔습

니다만,그것들은 이론 생산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Null-Serie)이라고 하겠습니다.아

마도 최근에 출간된 “sozialeSysteme”를 제외하고는 말이지요.”NiklasLuhmann,Archimedes

undwir,MerveVerlagBerlin,1987,S.142.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지시

체계’(selbstreferentilleSystem),‘자기생산 체계’(autopoietischeSystem)로의 체계이론 내부에

서의 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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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갖는 것이다.이처럼 루만이 체계이론을 개념화한 것은 근 사회의 ‘기능

분화’를 이론화하기 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3.체계이론과 사회학의 패러다임 환

(1)루만의 체계이론과 사회학

루만은 “근 사회가 복잡해질수록,그를 상으로 하는 사회학 이론 역시 그에 상

응하여 복잡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 되게 견지한 사회학자다.따라서 20세기 후반

에 루만의 체계이론을 통해 사회학이 도달한 최고 수 의 추상성은 그의 이론 이고

학 인 취향 때문이 아니라,사회학의 상인 사회가 개되는 그 복잡성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그래서 “연구 로젝트:사회에 한 이론,연구기간:30년,비용:없

음”(Luhmann,1997,11)이라는 『사회의 사회』 서문의 유명한 말은 “연구 로젝트:사

회이론,연구기간:30년,비용:나의 삶”이라고 변경되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루만은 사회학을 “사회학은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를 기술할 수

있다.… 사회학은 사회 체계에 한 학문이며,학문의 사회 체계이다.더 복잡한

문제인 것은,학문으로서,그리고 사회 체계로서 사회학은 한 어떤 체계에 해서

도 내부 찰자라는 이다.”(Luhmann,1994b,132~133)라고 규정한다.사회학에 한

이런 규정,특히 ‘내부 찰자’(internalobserver)라는 규정은 첫째,사회 체계에

한 학문으로서 사회학이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Selbstrefernz) 작동을 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둘째,학문의 사회 체계로서 사회학은 자기지시 체계

(selbstreferentillerSystem)로서 사회의 한 하 체계임을 의미한다.‘내부 찰자’는

사회의 각각의 하 체계로서 사회 체계들이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동

시에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동어반복 인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말이지만,한 사회 체계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자신이 볼 수 있고,보고 있는 것만을 반복 으로 찰하는 것이다.이와 같

은 반복 인 찰은 자신의 외부가 아니라,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찰한다는 에

서 ‘반성’(Reflexion)의 작동이다.그 기 때문에 체계의 작동은 체계의 바깥에서 그 작

동을 조망한다는 의미에서 찰이 아니라,마치 반성이 ‘자기의식에 한 자기의식’이

라는 자기지시 형식을 갖는 것처럼,체계의 작동을 그 내부에서 재생산한다는 의미

에서 ‘찰’(Beobachtung)이다.따라서 사회학이 ‘내부 찰자’인 사회 체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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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회학 역시 사회 체계인 한,보편 인 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자신이 학

문 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만을 소통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사회학은 기의 운동

과 흐름을 소통하지 않으며,분자나 세포들의 분열과 증식 과정을 소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사회학은 사회를 구성한다고 가정되는 개인들의 심리와 의식을 찰하지

않는다.다만,사회학은 그러한 각각의 사회 체계로서 천문학,생물학,심리학 역시

사회의 하 체계로서 각각 자기지시 으로 소통된다는 것을 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사회학에게 찰자의 상을 부여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만하임은

정치와 정치에 한 학문을 구별하면서,정치의 경우 비합리 인 역 밖에 치하는

찰자가 곧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과학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지 한 바 있다.

만하임은 사회 질서에 긴박되어 있지 않은 상 으로 분리된 치에 있는 학문으

로 사회학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찰자로서 사회학이 가능한 이유는 만하임이 지식

의 형식과 사회의 형식 간의 상응과 동형성을 악할 수 있는 사명을 사회학에 부여

했기 때문이었다.이처럼 사회학이 ‘자유부동’52)하는 치에 있을 때,즉 찰자의

치에 있을 때에만 사회학은 사회의 동 인 본질을 그 체와의 연 속에서 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만하임의 사회학은 만하임이 지속 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언제나 ‘상 으로’

참여자가 아닌 것이고,‘상 으로’사회 으로 특정한 치에 긴박되지 않은 찰자

다.그래서 만하임의 사회학이 상 으로 떨어진 사회의 외부에서 사회의 체를 조

망하고 사회의 각 상호작용의 형식들을 종합할 수 있는 치에 있는 것이라면,루만의

사회학은 내부 찰자로서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는,동시에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는 을 알지 못하는 ‘맹 ’(blindenFleck)을 갖는다.

이는 사회에 한 이론은 더 이상 한 사회의 체를 말 그 로 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회학 역시 내부 찰로 작동하는 사회 체계이기 때문에,사회학

은 체를 악할 수 있는 월 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자신이 찰하지 못하

는 것,곧 소통하지 않는 것은 소통할 수 없는 시간 제약을 받는다.우리는 동시에

체를,동시에 구별(distinction)의 양 쪽 면(bothsides)을 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학의 능력은 근 사회가 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라는 루만의 악에 부

합하는 것이기도 하다.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각각 특정한 기능에 따른 하 체

계들은 다른 체계들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가령,근 사회

52) 물론 만하임은 ‘자유부동하는(freischwebende) 위치’의 담지자를 자유부동하는 인텔리겐챠라고 

한다. 그에 따르  이는 “사회적으로 어디에도 귀착 지 않은 인텔리겐차”(socially 

unattached intelligentia/freischwebende Intelligenz)로  상 적으로 비계 적인 층위에  어디에

도 박 어 있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Edward 

Shils(tr.), A Harvest Book, 1936, p.155. 학문의 찰자  참여자의 문제에 해 는 

pp.116~1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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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체계의 논리와 작동은 도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경제 체계의 작동은 종교

인 원리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루만의 체계이론은 기능 으로 분화된 근 사회의 체를 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그 기 때문에 만하임처럼 ‘상 으로’라는 모호한 찰자의 치

정립이 불필요하며,오히려 어떠한 찰이더라도 ‘동시에’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것,

어느 특정한 하나를 구별하고 지칭하면,‘동시에’다른 것은 찰할 수 없다는 찰의

시간 속성을 찰자의 맹 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이런 에서 루만은 사회의 본질

을 체와의 연 속에서 ‘상 으로’자유롭게 찰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만하임과

달리,사회 체계로서 사회는 기능 으로 분화되어 있고,그 각각의 체계들은 내 인

찰로서 자기지시라는 반성을 통해 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2)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

루만의 사회학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루만의 체계는 체를 이론화하기

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루만의 체계,즉 사회학자로서 루만의 상인 사회 체계

는 자신의 작동이 찰되지 않는 잉여가 언제나 수반되는 체계이다.루만이 ‘환

경’(Umwelt)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체계의 자기지시,자기 찰이 찰하지 못한 잉여

다.이는 거꾸로 말하면,체계가 내부 찰,자기 찰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은 체계는

자신의 환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체계와 체계가 아닌 것을

동시에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루만에게 사회는 부분들로 구성된 체, 는

부분들의 합 이상(more)인 체가 아니다.근 사회가 각각의 사회 체계들로 분화

되었다는 것은 사회가 그 각각의 체계들과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환경들로 구성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면,종교체계에게 정치체계나 교육체계는 종교체계가 아

닌 것 즉,종교체계가 찰하는 것을 찰하지 못하는 환경인 것이다.이러한 이론

입장은 체를 부분들의 합이나 그 이상으로 환원하는 통과 달리,각각의 체계 자체

가 다른 것으로 환원불가능한 것,다른 것들로 통약불가능한 것,즉 자신의 환경이나

다른 체계들과의 구별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창발(Emergenz) 인 것으로 악할 수

있는 단 가 된다.이는 본 논문의 주제인 사회 질서의 가능성 문제 역시 루만이 이

론화한 사회 체계를 심으로 창발 인 질서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 계기

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루만은 사회학자로서 이력을 시작한 기인 1971년에 이미 체계와 환

경의 문제설정을 사회학에 끌어온다.그에 따르면 체계이론의 발 은 다음의 네 단계

로 정리할 수 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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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체-부분 범주의 도움으로 체계를 규정하며,체계들 부분들 사이의 계라는

순수한 내 질서로 이해하고 환경과 어떤 계도 맺지 않는 체로 이해하는

체계이론

ⅱ)균형이론 :마찬가지로 체계들을 자기 스스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환경을 미리 체계 안에서 보완할 수 있어가 보완될 수 없는 교란의 원천으로

고려하는 체계이론

ⅲ)환경에 열린 이론 :체계와 환경의 상호의존을 결함이 아닌 정상 인 것으로 간

주하며,체계는 환경과의 교환과정을 지속하며 조 함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ⅳ)사이버네틱스 체계 이론 :체계와 환경의 계를 복잡성의 차이로 악하며,이

때 환경은 언제나 체계보다 더 복잡하다.체계가 스스로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복잡성을 환경의 복잡성과 응 계에 놓아야 하는데,여기서 부족한 것은 복

잡성은 선택성 을 강화하여 메워야 한다.

이런 구별은 가장 요한 이론 작이라고 평가 받는 1984년의 『사회 체계들

sozialeSysteme』서문에서 ⅰ)열린 체계이론,ⅱ)자기조직이론,ⅲ)자기지시 /자기생

산 체계이론으로 정리되고,그의 다른 작인 1997년의 『사회의 사회 Die

Gesellschaftder Gesellschaft』에서도 다시 한 번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

다.(Luhmann,1997,64~66)즉 기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자기지시 체계’,‘자기생산

체계’가 이후 두 요한 이론 작을 통해 분명히 이론화된 것이다.

루만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본 으로 사회학의 이론에 한 기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사회 체계들』 체의 첫 문장을 “사회학은 이론 기에 빠져있다”는 문장

으로 시작할 만큼 이 의식은 루만에게 이론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그에 따

르면 오늘날 사회학이 이론 기에 처한 이유는 슨스의 죽음 이후 학제 간 연구가

약화된 것과 련있다.즉,“만연된 체념이 있다.즉 구도 ( 슨스 이후)사회학의

상 역의 특수성이나 학문 분화로서 사회학의 특정한 단 를 정 하는 것을 시도

하지 않는다”(Luhmann,1987,156)는 것이다.이런 이론 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학의 상으로서 사회 체계에 한 이론을 사회학 통에 주석을 달거나 재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사회 체계라는 단 (Einheit/unity)가 갖는 특수성54)을

53)이하의 인용은 정성훈,『루만의 다차원 체계이론과 사회 진단에 한 연구』,서울 철학

과 박사논문,2009,pp.10~11을 따른다.정성훈은 이러한 체계이론이 오늘날에도 뒤섞여 있다고

하면서 특히 ⅱ)의 경우가 루만의 이론과 동일시되면서 루만의 이론을 ‘체계의 존속’을 목 으로

하는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오해하게 된다고 지 한다.

54)사회 체계라는 사회 단 는 이러한 사회 단 를 가능하게 하는 ‘이 의 우연성’이라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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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해,진화이론,정보이론,사이버네틱스,소통이론,생물학 연구에서 이론

자원을 흡수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55)물론 이러한 작업은 앞서 언 한 것처럼,사

회의 복잡성에 상응하는 수 의 이론 추상성과 복잡성이 사회학 이론 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루만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의 사회』목차 구성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사회

체계이론은 소통이론,분화이론,진화이론이라는 구별할 수는 있지만,분리할 수 없

는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곧,루만의 ‘사회에 한 이론’은 사회 체계의 소통,분화,

진화 이론이라는 상을 갖는 것이고,이 때 사회 체계는 자기지시 인 작동을 하는

자기지시 체계인 것이다.

이 자기지시 체계는 곧 ‘자기생산’체계이기도 하다.자기생산이라는 용어는 루만

이 칠 의 생물학자 마뚜라나(U.Maturana)의 연구에서 차용한 것이다.마뚜라나는 이

용어를 ‘역사없는 단어’라고 하면서 용어를 돈 끼호떼의 실천(praxis/action)과 생산

(poiesis/creation/production)간의 선택에 해 친구와 화하면서 우연히 창안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H.R.Maturana& F.J.Varela,1980,xvii)이런 착상에서 “그리스

단어인 autos(자기)와 poiein(생산하다, 창조하다)으로 이루어진” 자기생산

(Autopoiesis)이 역사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마뚜라나,2006,155)마뚜라나는 이 용어를

신경세포의 자기생산 인 작동처럼 살아있는 조직과 신경 체계의 자율 인 재생산과

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그러나 루만은 이 용어를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체계의 자기 찰의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한다.마뚜라나 역시,한 담에서 루만이

『사회 체계들』에서부터 이 용어를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이론화하기

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그 용법을 “모든 상이한 사회 역들을 ‘그들 자신의 특수

한 실재들을 자발 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들’로 서술”했다고 지 하고 있다.56)

결국,“사회학은 이론 기에 빠져있다”고 지 한 루만은 그 기를 체계이론,특히

자기지시 체계,자기생산 체계로서 사회 체계에 한 이론으로 처할 수 있다

지시 역설의 단 가 소통되면서 ‘사회 인 것’으로 창발한다.이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본 논

문 4장 2 「이 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참고.

55)루만은 한 인터뷰에서 체계이론으로의 환에 한 질문에 다음처럼 답한다.“이런 환을 충분

히 기술하기 해서,우리는 사회학의 체계론 정식화 제안을 사회학 이론의 고 정식화와

립시켜야 합니다.가장 공공연한 차이는 막스 베버,에 뒤르 ,게오르크 짐멜의 고 사회학

이론이 가령 행 ,역할,기 , 계 등과 같은 개념들을 다소간 오직 불충분하게 정의된 근본개념

들로 작업한다는 입니다.이러한 개념들의 서술잠재력은 고갈된 것 같습니다.사회학 고 들에

한 새로운 해석 시도가 항상 반복되지만,이러한 해석은 비생산 입니다.”NiklasLuhmann,

Archimedesundwir,MerveVerlagBerlin,1987,S.156.

56)이 인용은 움베르 마뚜라나,『있음에서 함으로』,서창 역,갈무리,2006,p.170.그러나 지

해야 할 것은 마뚜라나는 루만의 이러한 사회학 용에 비 이라는 사실이다.마뚜라나에 따

르면,루만의 이론은 생물학 상을 사회 상에 용하는 ‘원리’로 확장한 이론 ‘환원주의’

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즉,루만은 사회 체계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사회 체계와 구별하

지 못하고 혼동했다는 것이다.같은 책,166~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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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것이다.57)그리고 이러한 자기생산 체계이론,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 사회

체계를 이론화할 때에만 기능 으로 분화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의 진화를 이론

으로 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사회에 한 체계이론의 기본의도”로서 “보다

더 결합되어 있고,보다 더 복잡한 도구와 개념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다.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에 한 이론이라는 이론 그물은 “ 통의 수지에 있

는 물고기”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의미,사건, 계,복잡성,우연성,행 ,소

통,체계,환경,구조,과정,자기지시,폐쇄성,자기조직,자기생산”등의 개념들을

상으로 한다.(Luhmann,1987,157)

4.자기지시 체계의 작동 : 찰과 역설의 개

(1)자기지시 체계의 작동 :re-entry와 찰

루만이 체계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본 인 문제의식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열

역학 제2법칙,즉 엔트로피 법칙에도 불구하고,어떻게 체계가 형성되고,형성된 체계

내부의 항상성이 지속 으로 유지되는가에 있었다.이는 곧 루만의 체 인 이론 구

도에서 질서의 문제가 체계의 형성과 재생산의 문제로, 사회 질서의 문제가 사회

체계의 창발과 재생산의 문제로 이해된다는 것을 함축한다.이처럼 무질서에서 질

서가,사회 체계가 창발하는 사회 상을 루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략

trotzdem-Strategie’이라고 말한다(Luhmann,1984,179).따라서,

“엔트로피법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엔트로피에서 부엔트로피(Negentropie)

가 출 할 수 있는가.다른 말로 하자면,복잡성의 형태발생(Morphogenese

vonKomplexität)이 심사”(Luhmann,1997,414~415)58)

57)이에 해 김문조는 루만의 체계이론이 ‘선형 인과 계’에서 ‘역동 비선형 인과 계’로의 환

이라는 자연과학 성과에 조응하려는 사회학의 시도로 악한다.하지만,루만의 이론은 슨스

의 “기능주의 이론틀 내에서의 ‘패러다임 환’”이라고 평가하면서,이론의 포 이고 보편 인

성격에 부합하는 경험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김문조,「복잡계 패러다임의 특성과 망」,

과학기술학연구 제3권2호,통권6호,2003,pp.21~22.

58)자크 모노는 생명체의 구조가 갖는 “외 조건들이나 힘들에 해 거의 완 히 ‘자유’”로운 자율

결정성이 그 구조의 “ 체 형태에서부터 가장 작은 세부 인 면에 이르기까지 모두,자기 자신 내

에서 일어나는 내 인 ‘형태 발생 morphogénétique’상호작용에 의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성해내는 기계,어떤 목 이나 계획이라는 외부 힘에 의하지 않는

자율 인 구조를 갖는 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루만의 체계이론이 ‘복잡성의 형태발생’에 심

을 갖는 것도 사회 체계의 바로 이러한 자기지시 작동을 이론화하기 해서이다.자크 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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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는 루만에게 “소음이 없다면,체계도 없다 ⋯ 사회 체계의 창발”도 불가능

한 것이다.(Luhmann,1984,166)

사회 체계의 형성을 통해 사회 질서가 가능한 세 차원인 사회 체계의 기능

분화,사회 체계의 진화 그리고 사회 체계의 소통에 해서는 본 논문 4장에서 살

펴보도록 하고,아래는 루만이 사회 체계의 창발을 개념화하는데 결정 으로 요한

‘자기지시 찰’과 re-entry라는 찰의 형식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본다.

우선,복잡성의 문제,즉 체계 개념과 그 기능과 련하여,루만의 체계개념에 직

인 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겔 (A.Gehlen)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9).철학

인간학의 통을 수립한 그는 인간이 ‘결핍의 존재’(Mängelwesen)로 세계를 경험

한다고 악한다.표상 활동을 하는 존재,즉 “고도로 표상하는 존재이고,표상에 의해

살아가는”인간은 겔 에 따르면,동물학 /생물학 인 환경이 아니라,언제나 “주

인 세계”를 소유한다(겔 ,2001,249~250)60).그가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도 기술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자신의 표상에 따라 세계를 계획하고,변경하면서 단

편 이고 맹목 인 환경의 제약과 부담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인

간이 세계를 경험하고 지각하며,확장하고,소유한다는 것은,세계에 면 으로 노출

되면서,부담이 더욱 가 되는 것이 아니라,‘교섭 가치’를 통해 “고차 이고 상징 인

형태,다시 말하면 단순히 단축된,이에 따라 부담이 면제된 형태”를 통해 결핍을 상

징 으로 메울 필요가 있다(겔 ,2001,60)는 인간학 의미를 갖는 것이다.겔 이 제

도(Institution)에 심을 갖는 것도 ‘문화 행동 모범’으로서 제도가 “각 개인에게

무나 많이 요구되는 결단의 순간에 한 부담을 면제”시키고 “존재가 상호간에 그리

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해 찾아낸 형식”으로 안정화키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세

계에 개방 인 인간이 이처럼 제도를 통해 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제도는 곧 문화

성취로서,“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행동 모범이기도 하다.(ibid,115~116)즉,

겔 의 제도 이론은 “세계가 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우연과 필연』,조 수 역,궁리,2010,25쪽.

59)쏜힐(Thornhill)은 루만의 법실증주의는 칼 슈미트(CarlSchmitt)와 한스 젠(HansKelsen),그

리고 기능주의 인류학은 말리노 스키(Bronislaw Malinowski)그리고 아르놀트 겔 의 보주석

제도주의의 향을 받았다고 지 한다.특히 겔 과 련하여 “사회 제도들이 개인의 정치 반

응의 필요를 제거한다는 겔 의 이론은 루만의 모든 성찰의 기 를 이룬다”고 정리한다.Chris

Thornhill,PoliticalTheoryinModernGermany:AnIntroduction,PolityPress,2000,p.175.

60)겔 의 세계와 환경의 구별은 『인간학 탐구』 외에 그의 주 인 『인간 DerMensch』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되는 스킬(v.Uexküll)의 ‘Umwelt’와 ‘Umgebung’의 구별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스킬은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로 재해석되면서,새롭게 조명을 받은 동물행동학자다.이

와 련된 연구에서 김재인은 ‘Umwelt’를 ‘둘 세계’로,‘Umgebung’을 ‘환경’으로 옮기면서,

Umwelt라는 개념을 스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스킬에게 “환경은 어떤 생명체에게나 무

차별 으로 주어지는 주변 조건인 반면,둘 세계는 환경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특정 생명체에게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환경”이다.(김재인,2008,195)보다 구체 인 논의는 김재인,「들뢰즈의 스피

노자 연구에서 스퀼의 상」,철학논구 제36집,200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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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들이 세계를 해석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집합 인 의미-지향(collective

sense-orientations)을 해야 한다”(Thornhill,2000,177)는 에서 루만의 체계 개념의 기

가 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와의 유명한 논쟁에서 루만은 “체계는 복잡성 감축(Reduktion von

Komplexität)이며,이는 내부-외부의 차이의 안정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

다.체계와 환경의 복잡성의 차이로서 ‘복잡성낙차’(Komplexitätsgefälle)61)가 가능한

것은 체계와 환경 사이에 ‘일 일 응’(Punkt-für-PunktÜbereinstimmung)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즉,체계는 환경과 인과 인 련을 갖지 않으며,직 인 계를 갖

지 않는다.자신의 고유한 작동 수 에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이유도 체계가 이처

럼 체계와 환경 간의 복잡성낙차에 따른 복잡성 감축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따

라서 루만에게 환경은 한편에서는 체계와의 차이,체계와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지

평이고,가능성이며,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만큼 그 체계에 상 인 것이고,복잡하고

우연한 무차이 세계에서 그 체계와의 구별을 통해 체계가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루만의 체계 개념이 부엔트로피에 주목하면서,‘복잡성의 형태발생’에 주목한다고 하

는 것은 체계와 환경 간의 이와 같은 복잡성 감축의 양상과 그 형식에 주목한다는 의

미이다.복잡성 감축은 곧 체계가 형성되기 해서는 환경의 복잡성을 감축해야 한다

는 ‘선택강제’(Selektionszwang)의 작동이기도 하다.체계는 자신보다 복잡한 환경,즉

복잡성차이/낙차에서 특정한 어떤 것을 구별해서 지칭하고,선택해야만 체계로 가능하

다.이는 어느 시 에 두 가지 면(bothsides)을 동시에 지칭할 수 없다는 시간 인

제약 때문이다.만약 한 시 에 구별된 두 측면을 모두 지칭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즉 찰할 수 있다면 이는 동시에 모든 것, 체를 지칭하는 지 능한 신이 될 것이

다.그러나 루만의 체계는 완 한 체나 신 인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신의 환경이라는 다른 가능성의 지평을 ‘동시에’갖고 있는 ‘재 인’작동을 통

해 출 하고 가능한 것이다.이런 에서 루만의 체계는 목 없는 체계다.그래서 체

계라는 단 는 ‘부분- 체 도식’처럼 유기 체를 보존하기 한 월 인 목 을

갖는 신,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체계의 경계,과정,구조,요소,그리고 요소들

간의 계들을 통해 가능하다.(Luhmann,1980,34)

그러므로,체계 ‘와’환경의 구별,체계 ‘와’환경의 차이가 없으면 체계는 불가능하

다는 에서 복잡성 감축은 필연 이지만,동시에 가능성의 지평에서 특정한 어떤 것

61)루만은 ‘복잡성 감축’의 경우에 ReduktionvonKomplexität,ReduktionderKomplexität을 그리

고 복잡성낙차(Komplexitätsgefälle),복잡성차이(Komplexitätsdifferenz)용어를 사용한다.우선,

루만의 용례를 참고하여 본 논문 역시 ‘복잡성 감축’은 띄어쓰기를 하며,‘복잡성낙차’나 ‘복잡성차

이’는 붙여 쓰도록 한다.더불어 복잡성낙차나 복잡성차이는 말 그 로 환경이 체계보다 더 높고

많은 가능성의 상태로 있는 사태를 지칭하는 말이며,복잡성 감축은 그러한 차이를 통해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체계의 작동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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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시(referto)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루만은 우연성(Kontingenz)

을 “필연 이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 “ 한 다르게도 가능한” 것

(Luhmann,1984,47,152)으로 이해하면서 가능성의 지평에서 ‘행화’(actualisation)되는

것을 재의 사건(Ereignis/event)으로 이해하는 것,무한/무규정성의 가능성의 지평,

즉 복잡성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유한/규정 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우연성

에 한 양상이론 개념’이라고 한다.(Luhmann,1998,45,47)이런 에서 복잡성은 “

행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들”(Luhmann,2008,31)을 지시하는 것으로,우연

성에 한 양상이론을 통해 체계의 형성,구성과 작동의 재 인 측면,즉 ‘사건’의

측면에 주목하게 하는 체계의 지평이다.따라서 복잡성은 일반 으로 이해되는 것처

럼,‘잡다’(雜多)하다는 의미가 아니다.사회학 으로 복잡성은 체험(Erleben)과 행

(Handeln)의 가능성의 지평62)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하나의 단 는 동일성으로서 체계는 복잡성 감축을 통한 체계 ‘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가능하다.울리히 벡은 칸딘스키의 「그리고 Und」라는 에 주

목하면서,19세기가 ‘이것-아니면- 것’(entweder-oder)가 지배 이었다면,20세기는

‘그리고’의 세기,즉 “공존,다원성,불확실성,상 성에 한 물음과 묶음,⋯ 배제된 3

자,종합과 양가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 한다(벡,1998,19~21).벡의 표 처럼 ‘우리

시 의 테마’인 ‘그리고’는 루만이 개념화하는 체계의 형성과 작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체계 ‘와’환경의 경계 ‘와’무경계의 공존의 논리와 형식 그리고 그 작동을 압

축해서 보여 다고 하겠다.그러나 루만에게 ‘그리고’의 논리는 우연성에 한 양상이

론,즉 가능성들에서 체계 ‘와’환경의 구별을 통해 특정한 것이 사건으로 행화된다

는 시간 인 차원과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63)즉 ‘동

시에’는 ‘그리고’의 시간 차원인 것이다.이를,루만은

62)근 사회에서 체험과 행 에 한 사회학 설명은 루만이 사회학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요한

경험 계기가 된다.그러나,Erleben 이 체험(lived experience)으로,Erfahrung 이 경험

(experience)로 번역되는 일반 용례와 달리,루만 작의 역본은 이를 모두 experience로 옮

기고 있다.사실 루만의 구분을 존 한다면,Erfahrung이 아니라 Erleben이라는 에서 체험이

지만, 역의 사례와 일상 인 용법을 따라,본 논문에서도 체험 신 경험으로 통일해서 사용한

다.이에 한 루만의 논의는 Niklas Luhmann,“Erleben und Handeln” in soziologische

AufklärungBd.3,VSVerlagfürsozialwissenschaften,1981참고 본 논문 4장 3~4 참고.

리스비는 짐멜의 모더니티에 해 논의하면서,근 사회는 단순히 외부 세계와의 구체 인 상

호작용으로서 경험(Erfahrung)이 아니라,이를 우리의 내 인 삶,내 인 세계로의 반응인 체험

(Erleben)으로 세계를 해석한다고 말한다.즉,근 에 들어 “경험은 체험으로 환원되었다”는 것이

다.DavidFrisby,FragmentsofModernity,TheMIT Press,Cambridge,Massachusetts,2002,

pp.46,62.물론,이에 한 고 인 논의는 짐멜 이 에 빌헬름 딜타이의 개념화를 통해 선취된

바 있다.빌헬름 딜타이,『체험·표 ·이해』,이한우 역,책세상,2009참고.특히,162쪽의 역자의

주는 이에 한 간략한 정리로 참고할 수 있다.

63)양상이론,최소한의 시간공간(Kleinstzeitraum)으로 창발하는 사건의 시간 차원에 한 구체

인 논의,즉 ‘그리고’의 시간 차원인 ‘동시에’의 문제에 해서는 본 논문 4장 1 「‘사회 질

서’의 근 조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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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두 면을 갖는 하나의 형식이다 … 하나의 체계는 ‘그리고의 성

격’(Undheit)이다.그 단 는 ‘그리고’(dasUnd)인 것이지,하나의 요소,하나

의 구조 는 하나의 계가 아니다”

라고 정식화한다.(Luhmann,2002,77)

따라서 루만에게 체계가 자기지시 체계,자기생산 체계로 작동한다는 것은 체계

라는 하나의 단 ‘안’에서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구별하고 이 게 구별된 체계와 환

경이라는 두 면 하나를 구별의 경계,즉 구별의 형식 안으로 지시하고,다른 하나

를 경계 밖으로 지시하는 ‘찰’하는 것이다.물론 이런 찰은 체계를 체계 ‘와’환경

의 구별의 형식 안으로 ‘자기지시’(Selbstreferenz)하고,환경을 형식 밖으로 ‘타자지

시’(Fremdreferenz)하는 ‘동시 ’인 작동이다.이 ‘그리고’와 ‘동시성’의 형식은 각각

‘동일성/단 /체계형성=(체계와 환경의)차이/구별/체계분화’라는 역설을 체계의 자기지

시 작동과 형성,자기지시하는 내부 찰자로서 체계의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

태 차원’과 ‘시간 차원’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루만은 “같은 것

은 다른 것이고,다른 것은 같은 것이라는 역설의 자기지시 해소”를 정식화할 수 있

었다.(Luhmann,1999,23)즉,‘것이 아닌 이것’을 지시하고,이 (nolonger)과 이후

(notyet)의 차이로서 ‘그 때가 아닌 지 ’을 사건으로 지시하는 것이 찰의 형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의 자기지시 형성을 개념화하기 해, 체계의 형성에 내재되어

있는 역설의 작동을 설명하기 해 루만은 국의 수리-논리학자인 스펜서 라운

(Spencer-Brown)의 『형식의 논리 LawsofForm』에서 형식과 찰 개념을 도입한

다.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지시 ,자기생산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이 가능

했다.

스펜서 라운에 따르면, 찰은 구별(distinction)의 용이다. 찰은 구별이고 차

이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어떤 구별,즉 형식은 두 면을 갖고 있다.구별은 첫째,

그 각 면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경계’를 갖는다.그런데 이 게 두 면으로의 분리는 구

별의 한 면,스펜서 라운의 용어를 빌리면,‘markedspace’(innerspace)로부터 시작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unmarkedspace’(outerspace)에서 출발하는 것

은 불가능하게 한다.그리고 찰은 구별된 것을 지칭(indication)해야 한다.그래서

찰은 구별의 한 면을 지칭하면서,동시에 다른 면은 지칭하지 않는 작동이다.그래서

찰은 스펜서 라운의 정식처럼 ‘구별- 찰’이라는 구성요소를 갖는다.즉,구별과

찰은 ‘구별할 수는 있지만,분리할 수는 없는 것’64)이고,‘구별할 수는 있지만 섞일

64)이는 루만이 후설의 향 하에 있다는 한 반증이 된다.후설은 ‘시간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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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다.이 때 요한 것은 구별-지칭은 “drawingadistinction”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다.스펜서 라운은 이를 설명하면서 ‘구별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

는 다음의 형식을 도입한다.(SpencerBrown,1994,1)

그림 1.구별의 형식

“drawingadistinction”을 통해 구별은 구별된 두 면 한 면을 지칭할 수 있지

만,구별은 그 ‘자신’을 포함하지는 않는다.즉 구별은 구별의 경계 안쪽에도 바깥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구별-지칭을 가능하게 하는 그 구별 ‘자체’는 볼 수 없다.구별

그 자체는 구별된 두 면 어느 쪽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구별 자체를 지칭할 수

없는 것이다.이는 다른 말로 하면,구별을 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역설의 작동이라는 을 암시한다.65)이런 찰의 작동을 루만은 “형

식은 경계일 뿐 아니라,그것이 분리하는 두 면을 포함한다.형식은 세계에 개방 인

지시다”라고 말한다.(Luhmann,1999,17)

따라서 체계는 어떤 구별의 형식이고 ‘동시에’두 면을 갖는다.그 형식 내부의 체계

와 그 외부의 환경인 이 두 면은 함께 구별과 형식을 구성하는 것이다.이처럼,구별

과 더불어 찰되고 기술된 모든 것이 체계나 환경에 귀속된다.하지만,이때 체계와

환경을 구별하는 형식 자체는 형식의 단 를 표시할 뿐,체계와 환경 어디에도 귀속되

지 않는다.즉,구별로서 형식, 는 형식으로서 구별은 그 경계의 ‘내부’와 ‘외부’를 가

로지르는(crossit)시간 경계이고,안과 밖을 구별하는 사태 경계이다.이런 맥락

에서 스펜서 라운은 “구별은 완벽한 자제다”(Distinction is perfect

식과 시간의 경험 사이에 개재한 변별 가능하지만 뗄 수 없는(distinguishablebutunseparable)

련성을 잘 드러낸다”는 을 보여주었다.김 민,『 상학과 시간』,까치,1994,19쪽.루만과 후

설에 해서는 AxelT.Paul,“OrganizingHusserl”inJournalofClassicalSociology,2001(1),특

히 p.374 Sven-EricKnudsen,Luhmann und Husserl:Systemtheorie im Verhältniszur

Phänomenologie,Königshausen& Neumann,2006참고.이 책은 후설과 루만의 연 에 해 꼼

꼼하게 분석하면서,루만의 사회 체계 이론이 어떻게 상학 인식을 재정식화했는지 주목한다.

같은 책,113쪽 이하.

65)이에 해서는 마뚜라나(U.Maturana)와 더불어 생명유기체의 자기생산(autopoiesis) 작동 개념

을 이론화한 바 라(F.Varela)의 "A Calculusforself-reference"inInternationalJournalof

GeneralSystems,2(1),1975참고. 찰의 작동과 련하여,마뚜라나와 바 라는 “ 찰자가 수행

하는 근본 인 인지 작동은 구별의 작동이다”고 말한다.Maturana& Varela,Autopoiesisand

Cognition.TheRealizationoftheLiving,Dordrecht:Riedel,1980,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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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ce)(SpencerBrown,1994,1)라고 하는 이유도 구별 찰의 이런 역설 인

성격 때문이다.이는 다음의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66)

그림 2.형식과 역설

이와 같은 “drawingadistinction”을 통한 구별의 형식에 해 루만은 이를 “ 찰

은 하나의 구별을 통해 구별된 것을 지칭하기 해 구별을 사용한다”고 말한

다.(Luhmann,1992b,79)이는 곧 ‘구별과 지칭의 구별’이다. 찰은 하나인 것을 둘로

구별하지만,여 히 하나의 구별의 형식으로 그 경계 안과 밖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에서 다시 하나인 역설 인 작동인 것이다.구별은 완벽한 자제이고,형식은 세계에

개방 인 지시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찰의 역설은,곧 구별의 형식의 역설에 다름

아니며,이는 “체계는 두 면을 갖는 하나의 형식”(Luhmann,2002,77)이라는 에서 형

식의 역설이고,체계 자체의 역설이다.즉,

“체계 안에서 차이의 동일성이라는 역설”(dieParadoxiederIdentitätder

Differenzim System)(Luhmann,1993c,205)

을 통해 체계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구별하고, 찰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체계는

이러한 역설을 찰하는 형식인 것이다.

이러한 찰의 역설 인 작동에서 루만은 ‘동일성과 차이의 차이’(dieDifferenzvon

DifferenzundIdentität)인 주도차이(Leitdifferenz)를 체계형성의 형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Luhmann,1984,19~22)이는 곧 체계와 환경의 차이/구별을 다시 체계/동일

성 안에서 구별하는 것이었다.즉 체계는 하나의 단 라는 에서 동일성이지만 동시

에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체계 안에서 체계로 자기지시한다는 에서 이는 ‘동일

66)DirkBaecker,"WhySystem?"inTheoryCulture& Society,18(1),2001,p.69.베커는 이를

“어떤 구별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즉,구별이 만드는 지칭,지칭된 것과 구별되는 세계의 비지칭

된 나머지,그리고 비지칭된 상태로부터 지칭된 상태를 분리하는 구별 그 자체”라고 설명한다.

DirkBaecker,"Introduction"inProblemsofForm,DirkBaecker(ed.),MichaelIrmscher(tr.),

StanfordUniversityPress,1999,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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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이’,‘차이의 동일성’이라는 역설의 작동,즉 찰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동일성

은 완 함,완벽함, 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부분들의 총합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

의 단 ,즉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인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역설을 다

음처럼 설명한다.(Luhmann,1984,59)

“역설은 규정성의 상실을 의미하며,이는 다음 작동,즉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기지시의 연결이다.”

곧 체계의 형성과 재생산은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체계 안으로,스펜서 라운의 용

법을 빌리면,markedspace에서 자기지시를 반복하는 것이고,이런 의미에서 자기지

시 체계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의 생산”(Luhmann,1997,66)을 통해 작동하며,자기

자신에게 ‘내부 찰자’가 되면서,재생산되는 것이다.루만은 체계의 자기지시 작동,

찰의 역설 인 작동을 이 게 해명하면서,“태 에 동일성이 아니라,차이가 있는

것”,“자기지시는 의미가 없는(sinnlos)것이 아니며,처음엔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정리한다.(Luhmann,1984,112,315,556)

스펜서 라운은 이러한 ‘동일성과 차이의 차이’,‘구별과 지칭의 구별’,즉 동일성→

차이,차이→동일성의 순환 이면서 자기지시 인 찰을 “re-entry”라고 한다.이는

찰의 형식이라는 에서,형식을 형식 안으로 재도입(aform reenterstheform)하

거나,형식 내부에서의 형식의 반복(aform intotheform),즉 지칭된 면(marked

space/inner space)에 구별을 re-entry하는 반복의 과정이다. 스펜서 라운은

re-entry를 다음처럼 일반화한다.(Spencer–Brown,1994,56~57,69~76)

그림 3.re-entry의 형식

이러한 re-entry의 형식,체계 안에 체계와 환경의 차이,즉 주도차이를 도입하고

반복하는 역설의 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Luhmann,1993c,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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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안의 형식은 그 형식을 재 하며,이러한 재 의 역설은 그 구별은 같

은 구별이자 동시에 다른 구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설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시작을 시작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행화

하는 순간 그 시작은 이미 시작이 아닌 과거가 되며,끝을 끝이라고 구별-지칭하는

순간 그 끝 역시 ‘구별과 지칭의 구별’을 통해 과거로 려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무엇

보다 시작이 시작이기 해서는 시작과 시작 아닌 것을 찰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게 역설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이 (nolonger/before)과 이후(notyet/after)의 구별로

찰되면서,즉 시간과 ‘함께’,시간 ‘안’에서 re-entry의 형식을 반복 으로 찰하면

서 개(Auflösung/unfolding)되는 것이다.67)따라서 이 역설은 그 논리 궁지,가령

‘동일성=차이’가 통 인 모순율에 배된다는 이유로 무화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시간”과 함께, 그 안에서 개되는 “폭약”68)

(Luhmann,1984,70,656)이다.자기 내부를 다시 자기가 지시하는 자기지시 인 순환이

라는 역설은 이처럼 re-entry라는 구별의 논리를 통해 개되는 것이므로,역설은 무

화되거나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고 지연된다.69)그리고 이는 거꾸로 re-entry

라는 찰을 통해서 비로소 이 과 이후의 차이로 시간은 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찰에 해

“ 찰은 한 하나의 역설 작동이다. 찰은 ‘단 의 이 성’(eineZweiheit

alsEinheit)을 행화하는 연속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찰은 구별

과 지칭의 구별에 근거하며, 한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구별을 행

화하는 것”(Luhmann,1992,95)70)

67)이에 한 구체 인 분석은 본 논문 4장 1 ,특히 「근 사회의 구조 변동:근 시간 구조의

출 」참고.

68)루만과 자기지시와 찰 개념을 공유하는 논리학자 폰 푀르스터(vonFoerster)는 “조지 스펜서

라운이 자신의 책인 『형식의 법칙들 LawsofForms』에서 보여주었던 역설 논리에 해서도

강조되었습니다.스펜서 라운은 자신이 방 산출한 결과의 정반 를 산출해 내는 그러한 역설

논리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성립을 형식 으로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정반 로 지 한다.하인츠

폰 푀르스터·베른하르트 푀르크센,『진리는 거짓말쟁이의 발명품이다:회의론자들을 한 담』,

백성만 역,늘 ,2009,192쪽.반면,앞서 지 한 것처럼,루만이 구유럽 사회철학의 토 를 완성

했다고 이해하는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지 있는 일과 이미 생긴 일에 해서는 반드시 정

문이나 부정문이 참이거나 거짓,둘 하나이어야 한다.그리고 보편자에 해 보편 으로 서술될

때,항상 하나의 명제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어야 하며,이는 개별자에 해서도 앞서 말했

듯이 마찬가지다.”아리스토텔 스,『범주론,명제론』,김진성 역주,EjB,2006,142쪽.

69)루만은 스펜서 라운의 ‘draw adistinction’이나 ‘re-entry’는 어 표기를 그 로 따르는 경우가

부분이다.그러나 그는 간혹 re-entry를 ‘Wiedereintritts’(재도입)라고 독역하여 표기하기도 한

다.그러나 주목할 은 이 때 그가 ‘치다’,‘연기하다’로 옮길 수 있는 ‘vorsichherschieben’

동사를 사용하면서 re-entry 의 시간 차원을 명확히 한다는 이다.NiklasLuhmann,Die

WissenschaftderGesellschaft,Suhrkamp,1992,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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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는 루만에게 체계는 역설의 작동인 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

이기도 하다.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자기지시 체계는 ‘내부 찰자’이고,폰 푀르스

터의 표 처럼 ‘찰하는 체계’(observingsystem)인 것이다.(vonFoerster,1984)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루만의 자기지시 체계로의 패러다임의 환은 동일성과

차이의 차이로서 ‘주도차이’(Leitdifferenz)를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별 형식으로 악하는 것에서 가능했다71).이는 체계와 환경의 구별을 다시

(re)체계 안으로 도입(entry)한다는 에서 체계의 자기지시이고,자기생산이다.그러

므로 자기가 자기를 지시한다는 역설은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구별된 체계 내부에서 다시 찰하는 체계의 자기지시이고,이

지시는 찰이 진행되는 매순간,즉 이 과 이후의 차이로서 시간이 재로 행화되

는 매 순간 ‘다르게도 가능한’우연한 것이고,‘필연 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개연

인 것이기 때문에,그 시간 속에서 체계는 풍성한 과정을 통해 개되는 것이다.72)

자기지시 체계의 이와 같은 개와 작동을 염두에 두고,다음은 역설이 개되는

세 양상,즉 체계의 자기 찰이 개되는 세 차원이 루만의 체계이론에 어떤 방식으

로 구축되었는지 살펴본다.물론 이는 근 사회의 사회 질서가 창발하고,재생산되

는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인 찰의 세 차원이기도 하다.

(2)자기지시 체계와 역설의 개

앞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에서 확인한 것처럼,자기지시 체계의 작동은

기본 으로 체계가 어떻게 자신과 환경 간의 구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 인

자기동일성을 재생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다.이는 체계와 환경의 구별을 지속 으로

반복하는 자기지시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즉,역설은 자기 찰에 언

제나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고,그런 에서 루만의 체계이론은 이 역설의 문제를 어떻

70) 페터 푹스는 실성(Wirklichkeit),가능성(Möglichkeit), 행화(Aktualität/actuality),잠재성

(Potentialität/potentiality)의 구별에 해,“ 실성/가능성은 ‘일반 도식’(allgemeineSchema)이

고 행성/잠재성는 ‘작동 도식’(operativeSchema)”이라고 정리한다.PeterFuchs,DerSinn

derBeobachtung:begrifflicheUntersuchungen,VelbrückWissenschaft,2004,S.34.이 네 개념

에 한 루만의 설명은 NiklasLuhmann,DieGesellschaftderGesellschaft,Suhrkamp,1997,

S.142참고.

71)이런 이유에서 Leitdifferenz를 역본은 ‘guidingdifference’로 옮긴다.즉 이 과 이후의 차이의

구별을 다음 찰에서도 반복하는 것이고,그 게 시간의 개를 매순간 연기하는 것이다.Niklas

Luhmann,SocialSystems,JohnBednarz(tr.),StanfordUniversityPress,1995,p.4.

72)폰 푀르스터는 ‘동어반복’(tautology)이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다는 아리스토텔 스의 통 논리

학이 오히려 불모 이라고 하면서,동어반복이 갖는 그 의미 풍성함에 해 말한다.Heinzvon

Foerster,"Cyberneticsofcybernetics"in K.Krippendorf(ed.),Communicationand Controlin

Society,New York,1978,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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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회학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루만은 ‘역설의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다.73)앞서 살펴본 것처럼,역설은

자기지시,자기생산의 문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루만의 사회학이 순환성의 문제,

동어반복(Tautologie)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따라서 자기생산 체계로의 패러다임

환에서 루만이 요구한 의미,사건, 계,복잡성,우연성,행 ,소통,체계,환경,구

조,과정,폐쇄성,자기조직과 같은 개념들은 루만의 이론구성에서 자기지시라는 역설

의 문제와 더불어 사고되어야한다.

루만의 체계 이론은 역설이 개되는 세 가지 사회 이고 역사 인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즉,루만의 체계이론은 그것을 구성하는 기 이고 그 구성의 재생산

을 가능하게 하는 ‘실’, ‘계사’(copula)로서74) ‘비개연 인 것의 개연

화’(WahrscheinlichkeitdesUnwahrscheinlichen)인 역설,그리고 그러한 역설의 개

로서 소통,진화 그리고 분화에 한 이론을 사회학 이론의 심에 가져온다.그래서

루만 체계이론의 상은 사회 는 사회 체계이지만,그 사회는 소통의 개를 통해

진화하고 기능 분화가 재생산되는 사회 체계라는 에서 그의 사회학은 사회

체계에 한 이론이고,그는 체계이론가인 것이다.

이처럼 소통과 기능 분화,진화 이론이 사회 체계의 재생산 문제로 종합되기 때

문에,본 논문의 주제인 ‘사회 질서의 가능성’역시 사회 체계의 형성과 재생산 문

제를 심으로 해명된다.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지 )있는 일과 이미 생긴 일에

해서는 반드시 정문이나 부정문이 참이거나 거짓,둘 하나이어야 한다.그리고

보편자에 해 보편 으로 서술될 때,항상 하나의 명제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어야 하며, 이는 개별자에 해서도 앞서 말했듯이 마찬가지다”(아리스토텔

스,2006,142)이기 때문에,역설은 아리스토텔 스 이래 서구 사유의 통에서 모순율에

배되는 비논리 인 것,소피스트들의 유물로 간주되어 배척되어왔다.

하지만 루만은 ‘A=A’라는 동어반복 형식의 자기지시에 주목한다.더구나,헤겔의 변

증법 운동이 차이,모순, 립의 매개를 통해 자기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것처럼, ‘A

isnotA’라는 모순 역시도 사실은 ‘A=(not)A’라는 동어반복의 한 측면인 것이다75).

73)이와 련하여,노르베르트 볼츠는 헤겔과 루만의 체계를 비교하면서,헤겔에게는 “진리가 체

다”(DasWahreistdasGanze) 다면,루만에게는 오직 “ 체는 역설이다”(DasGanzeisteine

Paradoxie)라고 말한다. Norbert Boltz, “Niklas Luhmann und Jürgen Habermas. Eine

Phantomdebatte”inLuhmannLektüren,KulturverlagKadmosBerlin,2010,S.37.

74)루만은 이를 ‘Leitfaden’이라고 쓰고 있다.이는 ‘주도하는 실’정도로 옮길 수 있지만 어감이 어

색하고 생소해서,“구성을 기 하고 그 구성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이라고 그 함의를 풀었

다.NiklasLuhmann,DieGesellschaftderGesellschaft,Suhrkamp,1997,S.413.루만의 마지막

작인 이 책은 아직 역되지 않았지만,이는 역하면,‘guidingthread’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루만 체계이론의 요한 이론 요소는 앞서 살펴본 ‘동일성과 차이의 차

이’(DifferenzvonIdentitätundDifferenz)로서 체계와 환경 간의 구별의 반복을 통해 체계의 형

성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주도차이(Leitdifferenz)’가 있다. 



- 53 -

그래서 부정은 변증법에서처럼 필연 인 부정이 아니라,언제나 개연 인 부정이고,

특정한(bestimmt)부정이며,다르게도 가능한 부정이다.그래서 루만은 모순은 언제나

정 사가 아니라 부정 사의 규정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모순은 모든 의미가 그 자

신의 부정을 가능성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의미의 자기지시의 한 측면이다”라고

말한다.(Luhmann,1984,494~495)다시 말하면,자기지시는 동어반복에 한 일반 인

이해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필연 이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역동 인 순환이다.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모든 동어반복은 한

모순까지도,극단 으로 축약된 순수한 자기지시”(Luhmann,1984,493)라고 이해한다.

결국 자기지시는 자기자신이라는 그 단 가 모순과 립이 다르게도 가능한 부정의

가능성에서 가능한지의 문제를 제기한다.루만은 이런 이유에서 필연이 아닌 우연성을

자신의 이론에 심으로 끌고 들어온다.즉,루만의 사회학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복

잡성과 우연성의 문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때,그 논리 이고 이론 인 측면은 이와

같은 자기지시,동어반복과 역설의 문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철학 으로 옮기면,자

기지시로서 동어반복은 헤겔처럼 동일성과 비동일성/차이의 ‘동일성’을 통해 자기지시

를 모순의 운동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동일성과 차이의 ‘차이’라는 자기 찰을 통

해 지속 으로 자기자신의 단 를 반복하고 재생산하는 역설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

겠다.마찬가지로 이는 사회학 으로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특정한 사회 체계라는 단

/동일성이 어떻게 자기자신인 체계와 자기자신이 아닌(비동일성)환경을 구별하면서

즉,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반복하면서 재생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다시 한번 강조

하면,“형식 안의 형식은 그 형식을 재 하며 이러한 재 의 역설은 그 구별은 같은

구별이자 동시에 다른 구별”(Luhmann,1993c,20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체계의 자기 찰은 동어반복의 문제,자기지시의 문제,자

기생산의 문제를 역설의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본 논문의 주제와 련하여,이

는 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 체계들이 자신의 환경과의 반복 인 구별을 통해 어떻

게 재생산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 체계의 자기생산을 통해 어떻게 사회 질서

가 가능한가의 문제에 한 루만 체계이론의 맹아이자,그 논리 핵심인 셈이다.

“re-entry”가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의 구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즉,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주목해야 할 은 루만은 ‘A=A’라는 동어반복의 형식에서 불모성,비생산

성,무기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반 로 그 동어반복 순환의 형식이 갖는 창발

(Emergenz)의 능력에 주목한다는 이다.부정이나 모순조차도,즉 사회학 으로 말

75)같은 이유에서,루만은 “동어반복은 구별하지 않는 구별이다.동어반복은 명시 으로 그것이 구별

하는 것이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설명한다.NiklasLuhmann,Essayson

Self-Reference,ColumbiaUniversityPress,1990,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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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사회 인 의미(Sinn/sense)가 다른 ‘방향’(sense)으로 환할 때,그 방향 환은

필연 인 것도 필연 인 부분이나 요소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필연 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 우연한 것이기 때문이다.76)그러므로 자기지시 순환에 내재된

역설의 문제는 필연 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한 다르게도 가능하게’

개될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이유에서 자기지시는 기본 으로 그 ‘다르게도 가능한’

방향, ‘필연 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 그 의미의 무한성과 미규정성

(Umbestimmtheit)이라는 가능성들을 내재하고 있는 생산 인 것이고,창발 인 것이

다.이런 맥락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자기지시는 폭약”이고(Luhmann,1984,656),

“역설은 규정성의 상실을 의미하며,이는 다음 작동,즉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기지시

의 연결”을 의미한다.(ibid,59)따라서 사회학은 이 자기지시라는 폭약을 완 히 제거

할 수 없다.왜냐하면,그 제거방법은 필연 인 것으로 역사의 법칙으로 제시되고 계

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학은 이 자기지시,동어반복,역설이 어떻게

특정한 형식과 방향으로 펼쳐지고, 개되는지 찰할 수 있을 뿐이다.즉,사회학은

이러한 역설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 형식을 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

는 것이다.이는 곧 체계와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정한 사회 체계의

단 가 ‘복잡성의 형태변형’을 통해 자기생산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어떻게 진화하

는 가의 문제이기도 하다.사회 체계는 자기자신을 찰하는 체계로서 자기자신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지 까지의 논의로 동어반복의 역설은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사회 체계의 자기지

시,자기생산의 문제라는 을 확인했다면,다음 장에서는 사회 체계의 구체 인 작

동과 재생산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이는 다시,사회 체계의 분화형식 양상,사회

인 것으로서 소통의 작동 그리고 그러한 소통 체계의 재생산으로서 사회 체계의

진화로 구별할 수 있다.이는 루만 스스로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사회학자로

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한 ‘사회에 한 이론’의 결과물인 『사회의 사회』의 말미에

아래의 도식으로 정리한 것과 같다.(Luhmann,1997a,1138)

76)루만은 의미(Sinn)를 사회학의 기본개념이라고 이론 으로 정립한다.이 때,독일어 Sinn는 루만

작의 역본들,그리고 루만에 한 문 논문들의 경우 개 meaning으로 옮긴다.그러나,본

논문은 이러한 번역의 흐름을 존 하면서도,루만의 의미가 기본 으로 가능성이 행화되는 ‘양

상화’에 주목한 양상 이론(modaltheory)이라는 ,차이의 단 /동일성으로서 역설에 기반하면서

특정한 시 에 특정한 사건으로 행화되는 그 우연한 방향 sense에 주목한다는 에서 sense

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즉,의미는 언제나 그 다음 방향이 행화되는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

이고,기존의 방향이 바 면 그 의미 역시 바 는 것이다.이런 에서 의미 역시 지시(Referenz)

의 문제이고,형식의 역설의 문제이며,그래서 찰이라는 역설 인 형식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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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자기지시의 역설 개의 형식과 사회의 자기기술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사회의 자기생산의 세 차원이 각각 구별될 수는 있지만,분리

는 불가능하다는 에 주목한다.즉,루만의 체계이론은 사회 차원,사태 차원,시

간 차원 어느 특정한 차원이 배타 인 우 를 차지하지는 않지만,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사회를 찰하고 기술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과 개념틀로 구성

되어 있다.루만은 이를,

“만약,세 개의 돌을 분수에 던진다면,곧 셀 수 없이 무수한 계들이 출

하게 된다.사회이론의 경우 그러한 첩은 불가피하다.일반 체계이론,일반

진화이론 그리고 일반 소통이론을 아무리 추상 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하더라

도,사회이론의 특정한 사회학 차원에서 이 모든 세 가지 이론 구성 요소는

필연 이며,서로를 제한다.”

라고 정리한다.(Luhmann,1975,196~197)이는 표에서 보는 사회의 자기기술,사회의

자기생산을 가능한 것은 사회학은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할 수 있을 뿐인,…

내부 찰자”로서 사회 체계이기 때문이다.(Luhmann,1994b,132~133)따라서,사회

질서의 문제는 이처럼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한다는 역설,사회의 자기지시라는

역설을 찰하면서 그 개를 기술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이 때,이러한 자기지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학 방법이 루만이 정식화하는 이른바 ‘사회학 계몽’이다.

(3)사회학 계몽과 사회 체계

루만은 신학 이거나 형이상학 이고 철학 인 논증이 근 사회에서의 행 와 경

험을 역사 으로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일 되게 갖고 있는 사회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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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경험 인 찰을 할 수 있는 경험과학으로 사회학을 주목

하고,자신의 이론 작업이 역사 인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77)이는 사회학이

철학이 아니어서,형이상학 인 존재론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소극 인 의미가

아니라,근 사회가 기능 으로 분화되면서 더 이상 사회 실재를,그리고 사회 자

체를 매개없이 직 으로 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그 다고 루만은 이

를 헤겔처럼 개념을 통해 상과 이성 간의 매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루만은 세계의 복잡성과 우연성,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성과 차이의

차이’ 는 ‘동일성에 우선하는 차이’로서 주도차이(Leitdifferenz)를 통해 체계의 형성

과 작동을 통해서만 세계와 사회를 ‘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리고 루만에 따르

면,체계가 세계와 사회를 찰한다는 것은 곧 체계가 사회와 세계의 외부에서 객

인 거리를 취한다고 상정되는 ‘외부 찰자’가 아니며,그래서 사회의 운동과 변화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행 하거나 참여하고,실천하지 않는 방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체계가 사회와 세계를 찰한다는 것은 앞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체계가 ‘내부 찰자’로서 오로지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다시 체계 안으로 지시하는

체계의 형성 분화의 동시 인 작동이라는 역설의 개를 통해 사회와 세계를 체계

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루만은 헤겔처럼 개념의 매개를 통해 상과 계를 맺는 것이 아니

라,사회 체계를 통해 사회,그리고 세계와 사회 계를 맺는다고 본다.즉,사회

체계는 세계에 직 으로 도달할 수 없으며,사회 체계가 사회를 반 하고 재

하는 것도 아니다.사회 체계는 인간과 자연,그리고 사회에 ‘해서’(about)소통할

수 있을 뿐이지,이와 ‘더불어’(with)소통하는 것이 아니다.이것이 경험과학으로서 사

회학이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할 수 있을 뿐인,… 내부 찰자”로서 사회

체계인 이유다.(Luhmann,1994b,132~133)따라서,사회 안에서만 사회를 찰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체계를 통해서 가능하다.자기지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학

방법이 루만이 정식화하는 이른바 ‘사회학 계몽’(soziologischeAufklärung)78)이

다.

77)루만은 도덕 역시 경험 으로 유용한 개념으로 체되어야 하고 근 사회라는 역사 조건에서 고

인 윤리학이나 철학이 아니라,경험과학으로서 사회학만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NiklasLuhmann,Paradigm lost:ÜberdieethischeReflexionderMoral,Suhrkamp,1990,S.17이하.

78)루만은 ‘사회학 계몽’이라는 제목의 6권의 논문 모음집을 출간한다.제1권(1970년)이래,2권

(1975),3권(1981),4권(1987),5권(1990),마지막 6권(1995)이 출 되었다.다른 논문 모음집인 『사

회구조와 의미론 GesellschaftsstrukturundSemantik』이 모두 “근 사회에서의 지식사회학 연

구”라는 동일한 부제로 1980년부터 그의 사후인 1999년까지 출 된 것에 비하면,이 『사회학

계몽 soziologischeAufklärung』연작은 이론 심사에 따라 각각 상이한 부제를 달고 있다.차

례로 말하면,1권:사회 체계이론 논문집,2권:사회의 이론 논문집,3권:사회 체계,사회,조

직,4권:사회의 기능 분화에 한 논집,5권:구성주의 ,6권:사회학과 인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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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정치와 사회,경제와 사회,도덕과 사회,과학과 사회 등과 같

은 통 인 상학을 거부한다. 신,그가 사망하기 1년 인 1997년에 출 된 그의

작 『사회의 사회』의 제목이 단 으로 보여주는 것처럼,그는 사회의 정치,사회의

경제,사회의 과학,사회의 법의 방식으로 사회의,사회체계의 각각 하 체계들인 사회

체계들의 작동을 사회학 -체계이론 으로 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사회

역시 사회 안에 있는 것이므로,사회 체계 역시 사회 안에서만 자기지시 으로 찰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사회의 사회』에 기술된,사

회의 자기기술,사회의 자기 찰의 세 차원(Luhmann,1997a,1138)이 가능한 것이고,거

꾸로 이 도식은 사회학 계몽을 통해서만 가능한 도식인 셈이다.

따라서,사회학 계몽은 사회 체계가 세계와 사회의 복잡성의 형태변형을 통해

사회 안에서 사회를 기술하는 자기지시 찰을 한다고 본다.이런 이유에서 계몽에

한 통 인 개념처럼,사회가 그리고 도덕 이고 합리 인 주체가 계몽을 요청하고

계몽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79),그 반 로 계몽이 사회의 자기기술을,사회 체

계의 자기지시를 따라가야 한다.사회가 계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계몽이 사

회를 필요로 하며,사회학이 계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계몽이 사회학을 필요

로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계몽이 사회학 계몽으로 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

교통에서 진리가 수행하는 것은 감축된 복잡성을 번역하는 것”(Luhmann,1983,23)이라

는 루만의 문제의식에 따른다.즉,사회학 계몽은 자신의 단 안에서 자신을 구별

하고 재 하고,사회 안에서만 사회를 찰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자기지시 역설80)

을 세계의 복잡성 감축을 통해 감당하고 안정화하면서,사회 교통의 진리가 다름 아

니라 자기지시 역설이라는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회학 계몽은 사회 체계가 복잡성의 형태변형을 통해 사회 안에서 사회를 기

술하는 자기지시 찰의 방법이다.사회학 계몽에 따를 때,자기지시,역설 그리고

형식의 문제는 복잡성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고,그래서 사회 질서의 문제 역시

‘부분- 체 도식’이나 도덕 질서,아노미 등의 문제설정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즉 사회 체계의 형성을 통한 “복잡성의 형태변형”(Luhmann,1997a,414)이 문

제가 되는 것이다.그러므로,다음 장에서 본격 으로 해명될 사회 질서의 문제 역

79)정치 인 것에 한 개념,사회 개념에 한 통 인 근,국가와 경제의 분리,시민 사회의 등

장 등에 한 루만의 정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Niklas Luhmann,Die Politik der

Gesellschaft,Suhrkamp,2010,SS.7~12.

80)체계의 이러한 작동은 루만의 체계이론 일반에서 역설과 그 개가 차지하는 상과 련하여 결

정 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단 (Einheit/unity)의 형식이 갖는 역설 인 성

격과 련된다.이를 루만은 “같은 것은 다른 것이고,다른 것은 같은 것이라는 역설의 자기지시

해소”라고 정식화한다.NiklasLuhmann,“Paradox ofForm”inProblemsofForm,Dirk

Baecker(ed.),MichaelIrmscher,LeahEdward(tr.),StanfordUniversityPress,1999,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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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하고,사회 체계를 통해서만 이러한 내부 찰이 가능

하다는 자기지시 역설, 즉 “체계 안에서의 차이의 동일성이라는 역

설”(Luhmann,1993c,205)의 문제로만 사회학 으로 해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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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사회 질서’문제의 해명

칸트는 스스로 모든 미래의 형이상학에 앞선 서문이라고 칭한 『 롤 고메나

Prolegomena』에서 흄이 형이상학의 요한 개념 하나인 원인과 결과에 해,즉

인과 계의 필연성을 어떻게 인간 이성, 는 보편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

를 결정 으로 제기했다고 지 한다.흄에 따르면 필연 인 인과가 성립하지 않기 때

문에 그리고 그것이 필연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apriori한

것이기 때문에 흄이 경험에 기반한 회의주의에서 실패한 그 지 에서 칸트는 ‘순수 오

성’(reineVerstand)을 통해 그 난 이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

다.81)

칸트에게 보편 인 인간이성의 심과 형이상학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형이상학을 부정하지 않고, 형이상학 사유에 냉소 인 일반 사람들이 흔히 갖는

상식들,통념들로부터 형이상학을 어떻게 정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이

처럼 흄의 회의주의로부터 형이상학을 정 하는 것은 ‘무엇이 형이상학인가’라는 물음

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형이상학을 정 할 것인가’ 는 순수이성 능력

의 범 체와 그 한계를 바로 그 이성을 통해 어떻게 비 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칸트가 흄의 회의주의가 도달한 불가능성에 해 비 하지 않고,그럼에

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이상학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그 문제제기의

방법과 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처럼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제기

하기 때문에 칸트는 완 한 해도와 콤 스를 갖고서 ‘확실한 항해술의 원리’(sicheren

PrinzipienderSteuermannskunst)을 손에 쥐고서 형이상학 항해를 확신할 수 있었

던 것이다.(Kant,1969,9)

칸트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루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루만

이 “무엇이 사회 질서인가”라고 묻지 않았을 때 이는 칸트와 같은 이유 즉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지 않고서는 이미 실패한 기존의 사회 질서의 해명을 반복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이 게 묻지 않고는 사회 질서의 조건과 그 형성 재생산은 사회학

으로 찰하고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칸트가 흄의 회의주의를 통해 독단의 잠에

서 깨어나면서도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루만 역시 기존의 사

81)ImmanuelKant,Prolegomena:ZueinerjedenkünftigenMetaphysik,Felix MeinerVerlag,

Hamburg,1969,S.6~7.칸트는 이 목을 설명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발언을 한다.“몇

해 에야 비로소 나는 데이비드 흄의 경고를 통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고,사변철학 분야에서 나

의 연구는 완 히 다른 방향을 가게 되었다.”이를 앞 장에서 살펴본 루만의 문제설정으로 환하

면,“나는 슨스의 이론이 갖는 한계를 통해 사회학 이론의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고,사회학에서

나의 연구는 ‘자기지시’와 ‘형식의 역설’이라는 완 히 다른 방향을 가게 되었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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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이 사회 질서 문제의 해명에 해 갖는 무능력을 냉소하거나 비 하는 신,자

기지시 역설과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의 ‘자기지시’로 해결가능하다고 본 것

이다.칸트에게 보편 인 인간이성의 심과 형이상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루만

에게 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자기지시와 형식의 역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루만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학을 다음처럼 규정하는 것이

다.

따라서 칸트가 흄의 회의주의를 통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내부 찰자

로서 사회학은 자기지시 찰을 통해서만 사회 질서를 찰할 수 있고

(Luhmann,1994b,133),“무엇이 사회 질서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 질서는 가

능한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사회 질서의 문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하는 사회의 자기 찰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지시 찰의

방법인 사회학 계몽에 따른다.즉,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오직 사회 질서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Luhmann,1993a,196)

사회 질서의 문제는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형식으로 가능하

다.따라서 사회 질서 문제를 해명한다는 것은 루만의 지 처럼,이미 사회 질서

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는 에서,이 형식의 자기지시를 확인하게 된다.루만은 『사

회 체계들 sozialeSysteme』가 출간되기 1년 인 1983년에 「사회 질서는 어떻

게 가능한가 WieistsozialeOrdnungmöglich?」라는 논문의 시작을,“다음의 논문

의 이론 심의 심에는 과학 인 분과학문으로 사회학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

는 하나의 문제상황(Problemstellung)이 있다”고 하면서,사회 질서의 문제를 사회학

을 구성하는 여러 문제 조건과 개념들을 분리한다.(Luhmann,1993a,195)흥미로운

은 루만은 100여 쪽에 달하는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분과학문을 구성하는

단 인 문제상황,하나의 고유한 물음이라는 근본 물음이 여 히 놓여있다”(ibid,285)

고 첫 언 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사회 질서의 문제 그 자체도 자기지시

의 형식을 따라 제기될 때에만,그에 한 사회학 설명과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이

며,본 4장 3 에서 볼 것처럼,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단 인 이 의

우연성은 사회 계가 소통하는 매순간 자기지시 역설의 형식으로 반복되기 때문

이다.더구나 이 논문에서 루만이 “사회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주도

물음(Leitfrage)이라고 하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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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은 그 문제상황을 통해서 체 사회의 체계를 반성하는 과학이다.사

회학은 사회의 체계-내-체계-이론(Theorie-des-Systems-im-System der

Gesellschaft)이다.사회학은 다른 한편으로 과학체계의 부분체계이며,이로서

자신을 체계-내-체계-이론이라는 기능을 변하는 과학이론으로 인지한다.”

라고 하면서(ibid,198~199),사회 질서 문제와 사회학의 자기인식을 자기지시를 통해

규정한다.이후 루만은 지속 으로 제기되는 근본물음,사회학의 주도물음인 사회

질서의 문제는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론조각들(Theoriestücke)을 분리하면서 답해

야 한다고 한다.이는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형식이 “어떻게 …

가 가능한가”,그리고 “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를 해명하는 가운데,그 최종 인 형

식인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제구성의 진화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이처럼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이고,역사 인 조

각들을 루만은 첫째 의미,둘째 사회 체계들의 형성,셋째 사회문화 진화를 들고

있다.(ibid,285)

따라서,본 장은 사회학을 ‘체계-내-체계-이론’으로 가능하게 하는 주도질문으로서

사회 질서의 문제의 자기지시 역설의 차원을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

는 질문형식의 진화에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그래서 1 은 “어떻게 … 가 가능한가”

그리고,“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의 차원을 근 사회의 구조변동의 두 측면에 맞추

어 검토할 것이다.이에 따라,근 사회에서의 기능 체계의 분화와 근 시간 구

조의 출 을 검토한 후,이하 2 과 3 은 질서의 ‘사회 ’차원을 해명하고,4 에서

는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사회 질서의 문제에 한 체계이론 해명을 종합

할 것이다.

1.‘사회 질서’의 근 조건

(1)근 사회의 구조변동 :근 시간 구조의 출

“진리는 시간의 딸이지 권 의 딸은 아니다”

의 언 을 하면서, 란시스 베이컨은 “모든 창시자 가운데 창시자인,모든 권

의 창시자인 ‘시간’의 권 ”을 말한바 있다.(베이컨,2005,93)근 이 의 형이상학 이

고,신학 인 지식체계와 단 된,근 의 경험과학을 정 하고자했던 베이컨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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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시자의 창시자를 신으로 설명하지 않고, 모든 권 의 창시자를 시간으로 규명한

것은 그의 천재 때문이기도 하지만,다른 한편으로 이는 근 시간 구조가 출 한

근 사회의 구조 변동 때문이다.

따라서,본 논문 2장에서 본 것처럼,19세기 말 이래의 경험과학으로서 사회학과 사

회학의 운명은 신 인 질서가 아니라,시간 속에서,시간 때문에 가능해진 사회 질

서를 자신의 문제 상황으로 갖는 것이다.따라서 사회 질서의 진리가 있다면,이는

시간 때문이지,권 나 계,신에 따른 목 론 인 질서의 진리가 아니다.이하의 논

의는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하나는 근 사회의 구조 변동을 가능 한 근 시간

구조의 출 을 살펴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바로 이러한 근

시간 구조를 본격 으로 이론 구성의 핵심으로 가져왔다는 을 보이는 것이다.이를

통해,시간을 사회 변동의 수 으로 이해해왔던 사회학 통은 “어떻게 … 이 가능한

가”,그리고 “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가능해진 그 근 사회의 진화론

인 성취를 살펴볼 것이다.

근 사회는 구조 변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공간을 갖게 된다.코젤 은 『오래된

미래 VergangeneZukunft』에서 정식화하기 이 이 이미 자신의 주도로 편찬한 개념

사 사 『역사 기본 개념들 GeschichtlicheGrundbegriffe』서문에서 역사는 인간

의 경험과 기 를 통해 구성되고 가능한 것이지만,이는 경험공간(Erfahrungsraum)과

기 지평(Erwartungshorizont)이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이라

고 지 한 바 있다(Koselleck,1972,xiii~xxvii;코젤 ,2007,388이하).근 이후의 역사는

삶의 교훈을 회고하고 따라가는 방식,즉 과거에 긴박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 지평과

경험공간의 일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기 지평과 경험공간 간의 불일치와 차이가

개되는 ‘시간 계기’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즉,근 사회는 기 지평과 경험공간

간의 일치를 보장하는 풍습(Sitte)의 공간,그리고 신 인 질서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개인이 그 질서를 내면화하고 재 하는 아름다운 체는 경험공간과 기 지평이 불일

치하게 된 근 의 새로운 세계상으로 체되었다.이제 경험과 행 의 공간이 구조화

되는 복수의 질서들이 근 라는 새로운 역사 지평에서 출 한 것이다.

이는 토크빌의 고 인 찰이 보여주는 것처럼,과거의 모든 경험을 능가하는,즉

과거의 경험공간과 지 까지의 기 지평을 능가해버린 랑스 명의 경험 때문이기

도 했다.즉,이 명은 ‘유사한 것을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 ‘근 사

건’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이 명은 아무도 견하지 못했던 커다란 사건, 외 인

사건으로 그 새로움에 해 말할 수 있었다.82)이제,revolution의 의미는 순환의 계

82)토크빌은 랑스 명의 ‘외성’에 주목하면서도,“ 랑스 명에서 놀라운 은 그것이 사용한

방법이나 그것이 낳은 사상이 아니다. 랑스 명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은 그 게 많은 사람

들이,바로 그러한 방법이 효과 으로 사용되고 그러한 사상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치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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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revolve)를 포함한 동일한 것의 반복에서,1789년 이후 시간은 ‘미지의 미래’를 향

하는 것이고,그 게 불확정 이고,비가역 이며,열려 있는 시간을 정치 으로 기획

하는 시간으로 환되었다.따라서 랑스 명이 토크빌의 지 처럼, 외 인 치,

이 에는 없었던 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가

는 환”(코젤 ,2007,88)때문인 것이고,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

근본 으로 진화 이고 동 인 것이라고 느끼지 시작”하면서,“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

화가 끝없는 흐름 속에 있고 간단 없는 투쟁 속에 있다는 생각,우리의 정신 삶이란

과도기 성격을 지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하우 ,2009,220)이 가능해진 것 역

시 랑스 명 이후다.

따라서,루만은 이와 같은 근 의 시간의 의미론의 환에 주목하면서,목 개념

역시 시간화된다고 본다.사회 질서의 목 은 시간의 차원에서 시간화되어야지,가

령 계의 설정이나,‘부분- 체 도식’에 따른 유기 체와 조화라는 목 을 갖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목 은 인간의 질서 머에 있는 동경의 상이 아니며,목

은 과거의 원인과 기원에 이미 정되어 있는 합법칙 과정을,변증법 과정을 따르

는 것이 아니다.목 을 시간화한다는 것은,가령 코젤 이 기 를 재화된 미래로,

기억을 재화된 과거로 해명하는 것처럼, 재의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다.이는 3장

4 에서 본 것처럼,가능성과 행화(Aktualität)간의 차이로 행화되는 사건의 우연

성에 주목하는 것이다.‘우연성에 한 양상이론 개념’(modaltheoretischenBegriff

derKontingenz)(Luhmann,2006,98)이라고 정식화하는 이는 곧,시간 속에서 사건으로

재화한 것이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별을 통해 ‘필연 이지도 않고 불가능하지

도 않은’,그래서 ‘다르게도 가능한’우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만은 “목 은 지 ‘재 ’(gegenwärtige) 표상으로서 ‘미래

의’(zukünftiger)상태를 해석할 수 있다.이런 에서 ‘미래 재’(zukünftigen

Gegenwarten)는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83)이라고 하면서 재로 려오는 미래와

미래에 실화될 재를 ‘동시에’사고할 수 있음을 보여 다.이는 사라져버린 과거,

더 이상 재에 있지 않는(nolonger/before)과거와 언젠가 나타날 미래,하지만 아직

재가 아닌(notyet/after)미래의 간 지 에서 재를 어떻게 시간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 된다.84)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이 애매한 재,그러나 재가 없다고

해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심을 가졌다.알 시스 토크빌,『앙시엥 짐과 랑스 명』,이

용재 역,박 률출 사,2006,1부 체 25쪽 참고.

83)강조는 루만의 것이다.더불어 그는 “더구나 요한 것은 미래에 개방 이고 자기 반성 인 시간

의식을 갖는 방향으로의 역사 인 재(historischeGegenwarten)의 환은 근 인 사회의 시간

의식(Temporalbewußtseins)의 변화에 조응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Niklas Luhmann,

“SelbstreferenzundTelelogieingesellschaftstheoretischerPerspektive”inGesellschaftsstruktur

undSemantikBd.2,Suhrkamp,1993,SS.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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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 없는 이 재85)를 루만은 “시간은 재 미래(gegenwärtigerZukunft)와

미래 재(zukünftigerGegenwart)의 ‘차이’로 자기자신을 지속”(Luhmann,1993a,16)

한다고 하면서 양상화한다.시계열 상에서 재가 갖는 모호한 상은 과거와 미래를

재의 시간 지평(Zeithorizont)로 이해하면서,즉 재를 ‘시간화’하면서 재를 과거

와 미래의 지평 모두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지평은 첫째, 근하면 뒤로 물

러선다는 의미에서 도달할 수 없으며,둘째,지평은 가능성들로 충만한 비결정성의 지

,따라서 행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들이 아직 잠재 인 상태로 있는

복잡성을 의미한다.이처럼 시간을 양상화해서 악하는 것은 곧 ‘시간의 시간화’ 는

‘재의 시간화’라고 할 수 있다.(ibid,32~33)

이처럼 열린 미래로 도래하는 것이 루만이 ‘재 미래’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시간의 개 양상의 한 측면이다.‘재 미래’는 “상호 독립 인 복수의 ‘미래

재들’을 한 공간을 갖고 있다”(Luhmann,1976a,140)는 에서 지평의 첫 번째

의미인 도달불가능성을 의미한다.루만은 이러한 시간의 성격을 “미래는 시작할 수 없

다 Futurecannotbegin”(Luhmann,1976a)라고 정식화했다.반면 시간의 양상화를 가

능하게 하는 다른 지평인 ‘미래 재’는 “시계열상의 기 된 사건들”(ibid,143)이지만,

“언제나 기 된 것과는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라는 에서 우연하

다.(Luhmann,1970,32)그래서 ‘미래 재들’은 불확실한 것이고,지평의 두 번째 의

미인 ‘다르게도 가능한’그리고 ‘필연 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복잡성을 지시하는

것이다.86)이런 에서 ‘시간’,즉 근 시간으로서 재는 이 과 이후의 차이,미래

84)아 트 역시 “과거가 미래를 비추기를 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

다”는 토크빌의 유명한 말을 언 하면서 시간 개념을 개하고 있다.그녀는 카 카의 ‘그’(HE)라

는 시간에 한 매우 인상 인 단편을 해석하면서,‘앞’과 ‘뒤’,‘이 ’과 ‘이후’의 차이로 존재하는

시간 속의 ‘간’(in-between)에 주목한다.즉,카 카의 이 단편은 “과거와 미래의 힘이 서로 충돌

하는 장(戰場)”이라는 것이다.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구체 인 있음의 온 한 실태로서 과거

와 미래 사이의 틈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하지만,아 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보여 그

의 정치철학에서처럼,이처럼 틈새에서 살아가는 상은 근 상이 아니라,인간의 인간됨을

보장하는 본래 인 것이라고 악한다.한나 아 트,『과거와 미래 사이』,서유경 역,푸른숲,

2009,14~23쪽.

85)주지하다시피,아우구스티 스는 시간에 해 물으면서,“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아는 듯하다가

도 막상 묻는 이에게 설명하려 들자면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간의 아포리

아를 “흘러가는 무엇이 없을 때 과거의 시간이 있지 아니하고,흘러오는 무엇이 없을 때 미래의

시간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아무것도 없을 때 재라는 시간도 있지 아니할 것이니이다”라고 말

한다.A.아우구스티 스,『고백록』,최민순 역,바오로딸,2011,493쪽.데리다 역시 시간,특히

재의 동시성과 지속성에 해 논의하면서 “시간은 이러한 불가능성의 가능성에 한 이름이다”

라고 정식화한다.JacquesDerrida,MarginsofPhilosophy,AlanBass(tr.),TheUniversityof

ChicagoPress,1982,p.55.

86)이처럼,루만에게 복잡성은 ‘행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들’이다.특히,지평과 세계

개념을 후설에 빚지고 있는 루만에게 지평은 곧 의도된 상들의 복과 가능성들의 잉여를 지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루만은 이를 설명하면서,‘verweis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이는 한

편으로는 지시하다라는 뜻을 갖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추방하다, 어내다의 뜻을 갖는 단어다.

NiklasLuhmann,sozialeSysteme:GrundrißeinerallgemeinenTheorie,Suhrkamp,1984,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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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과 재 미래의 차이, 행화와 가능성들의 차이로 매순간 끊임없이 재

로,우연한 사건으로 양상화 된다.

이처럼 루만은 재를 시간화하기 때문에,시간은 통 인 방식인 ‘과거⟶ 재⟶미

래’의 이나 ‘시간=과거+ 재+미래’라고 이해되지 않는다. 재의 시간화로서 시간

의 시간화는 이 과 이후의 차이,미래 재들과 재 미래의 차이로 가능성에서

사건으로 행화되는 시간의 개에 주목하는 것이다.그래서 ‘사건’은 “그 출 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공간(Kleinstzeitraum/speciouspresent)에서만 도래하는 것”

이고 “이런 에서 시간 인 출 과 동일시되며, 반복불가능한 것”이

다.(Luhmann,1984,102)이와 같이 양상이론을 통해 시간을 재에 출 한 사건으로 구

별하기 때문에,루만에게 시간의 목 ,역사의 목 과 같은 개념은 필연 인 것,불가

피한 과정,변증법 인 지양과 종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87) 신 목 이나 계

획과 같은 시간 인 개념들은 루만에게 시간의 시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재 미래’

와 ‘미래 재’의 차이로서 시간이 자신 속에서 사건으로 창발한다는 에 주목한다.

이처럼 시간을 스스로 차이를 재화하고,차이로서 자신을 지속한다고 악하는 에

서 루만은 사건의 창발에 주목하는 사회 체계의 진화 개념을 구축하게 된다.이처럼

시간이 자기지시 인 역설,즉 형식의 역설이 양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모든 구조

변화는 자기-변화”(Luhmann,1984,478)인 것이고,진화는 자기지시 재생산으로서

“변이 재생산”(deviantreproduction)이다.(Luhmann,1990b,148)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기지시 체계는 자신의 요소들과 자신의 구조변동을 스스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폐쇄 인 체계다”

라는 정식화가 가능하다.(Luhmann,1984,478)그러므로,루만이 구조와 시간을 함께 논

의하면서 사회 체계의 작동과 재생산을 논의할 때,이는 자기지시와 시간의 시간화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근 의 진화론 성취에 따른 것이고,거꾸로 사회 체계의 진

이러한 의미의 이 성은 지평이 가능성과 행성 간의 차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을 정확하게 보여 다.그 기 때문에 복잡성은 가능성의 잉여들이 행화하는 사건으로 지시되면

서,‘동시에’사건으로 재화하지 않은 의도된 상들은 가능성들의 잉여로 추방되고,비가시화하

는 사회 체계의 ‘구성 ’작동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이 ‘구성 ’작동이 사회 체계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면서,사회 질서가 ‘구성 ’질서가 된다는 것에 한 논의는 본 논문 4장 4 참고.

87)루만은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사회의 재생산을 구성하는 사회 (social),물질 (material),

시간 (temporal)차원이라는 자신의 문제설정에서 맑스의 이론을 검토한다.이 주목할 만한 부분

에서 루만은 특히 시간 인 측면에서 맑스가 “진화를 모든 이 의 성과가 연속 인 단계에서 지

양되는,즉 각 이 발 이 특정한 형태로 부정되지만 그 특정한 기능에서 보존되는 역사 이고

변증법 이며, 법칙과 같은 과정으로 이해했다”고 비 한다. Niklas Luhmann, “The

Self-Thematization ofSociety” in Differentiation ofSociety,Stephen Holmes & Charles

Larmore(trs.),ColumbiaUniversityPress,1982,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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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시간의 자기지시 인 역설의 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

런 이유에서,루만은 사회학의 통 인 이분법인 ‘구조와 행 ’,‘미시와 거시’,‘질서와

변동’의 구별 신 한 시간을 단순히 사회변동론으로 악하지 않고,‘복잡성의 형태

변형’으로서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인 작동과 재생산을 진화로 이론화할 수 있었다.

앞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이러한 자기지시 체계이론을 통해 루만은 모든 구조

변화를 시간의 자기지시 인 역설이 사건으로 양상화되는 자기변화로,그래서 그러한

시간 인 속성에서 자기지시 체계의 창발과 변이 재생산을 자기지시 인 시간 ‘안’

의 문제(inZeit),그리고 시간과 ‘함께’(mitZeit) 개된다고 이론화할 수 있었던 것이

다.88)

그러므로,근 사회의 시간 구조는 목 개념의 시간화에 따라 재를 우연한 사건

으로 양상화하는 진화론 성취에 따른 것이다.이러한 시간 구조에 따라 근 사회에

서는 문제의 발생과 문제의 해결이 일치하거나 상응하는 신 분열되고,분화된다.근

사회에서 우연한 재로 양상화되는 시간은 시간 구조의 변동에 따라 과거와 미래

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더욱 복잡하고 우연해진 재가 사건화하는 양상에 노출되

어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근 사회는 우연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으로 양상화되

고,본 논문 3장 4 에서 본 것처럼 사건으로 행화된 것과 가능성의 지평에 남아있

는 것 간의 구별의 형식이라는 역설을 재의 문제로 개하는 시간 구조를 갖고 있

다.따라서 근 사회의 시간 구조에서 재는 역설의 문제이고,자기지시의 문제로

가능하다.데리다가 “불가능성의 가능성의 이름이 시간”(Derrida,1982,55)이라고 한 것,

루만이 단 를 말하면서 ‘그리고’(und)에 해 말한 것은 모두 근 사회에서 가능해

진 ‘역설 인 재’라는 자기지시의 문제의 시간 차원을 면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의 질문형식의 근 진화 과정에

서 그 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어떻게 … 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근 사회의 시간

구조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즉,근 사회의 구조 변동에 따라 사회 질서의 문제는

시간화되고,앞서 인용한 베이컨의 정식을 빌리면,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진

리’는 시간에 따른 것이어서,사회 질서의 목 역시 시간화된다고 할 수 있다.다시

반복하면,근 사회에서 시간은 “ 재 미래(gegenwärtigerZukunft)와 미래 재

(zukünftigerGegenwart)의 ‘차이’로 자기자신을 지속”하는 것으로 양상화하기 때문에

(Luhmann,1993a,16),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 사회에서 체계가 차이인 것처

럼,시간 역시 차이이며,따라서,“어떻게 … 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우연한 재,

역설 인 재로 양상화되는 차이로서 ‘시간의 자기지시’,‘재의 자기지시’때문에 가

88)이에 한 종합 인 설명은 NiklasLuhmann,sozialeSysteme:Grundrißeinerallgemeinen

Theorie,Suhrkamp,1984,제 8장 「구조와 시간 StrukturundZeit」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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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할 수 있다.이를 루만은

“자기지시와 시간의 결합은 오직 근 사회에서만 가능하며,이는 오직 근

사회에서만 해명된다.”고 하면서,“그러므로,사회는 ‘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역설이라는 에서,‘역설 인 세계’안에서 작동한다.”(강조는 자)

고 말한다.(Luhmann,1993a,20;1990b,147)따라서 “체계는 두 면을 갖는 하나의 형식”이

고,“하나의 체계는 하나의 ‘그리고의 성격’(Undheit)”이라고 할 때(Luhmann,2002,77),

체계는 이러한 자기지시 형식의 역설을 미래 재와 재 미래의 차이로,체계

와 환경의 차이로,가능성과 행화의 우연한 차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그러므

로,근 시간 구조는 “어떻게 … 이 가능한가”라는 조건을 이러한 자기지시 역설

의 양상화,우연한 사건의 창발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가능하게 한다.즉,근

시간 구조는 단 를 형성하기 해서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자기 스스로 산출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고,그 게 체계와 환경의 차이라는 복잡성 감축 역시 시간화되고,

따라서,‘복잡성의 시간화’(TemporalisierungderKomplexität)를 우연하고,역설 인

사건으로 행화하는 것이다.(Luhmann,1984,77)즉,근 시간 구조는 어떤 사건과

어떤 단 ,그리고 어떤 체계의 가능성의 조건을 ‘시간화’하는 것이다.즉,

“순수한 자기지시는 자기 자신 안에 어떠한 근거도 가져서는 안 된다.그것

은 환경과의 의 필연성의 근거를 시간화한다.”(Luhmann,1993a,32~33)

고 할 때,이는 자기지시는 어떠한 시간경계도, 한 어떠한 목 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처럼,미래에 개방 이고 자기반성 인 시간,자기지시 인 역설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우연한 사건으로 양상화하는 목 없는 시간 때문에,근 사회에

서 사회 질서의 목 역시 시간화되며,더 나아가 사회 질서의 진리 역시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즉 근 사회의 사회 질서는 목 이 없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루만은 근 사회의 시간 구조의 출 때문에,시간이

“모든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시간화의 역량을 설명할 수 있었

다.(Luhmann,1984,70) 한,시간과 자기지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근 사회의 시

간 구조를 통해 비로소 그 구조 안에서, 그 구조 자기 자신이 가능성과 구별된

행화된 ‘차이’로서 단 를 산출할 수 있는 그 역사 조건을 해명할 수 있었다.이것이

“어떻게 … 이 가능한가”라는 물음과 그 답변이 모두 시간화하는 근 조건이며,그

기 때문에 사회 질서의 가능성의 조건과 그 목 ,그 개 양상 모두 ‘차이’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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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산출하면서 시간화하는 근 사회의 시간 구조에 따르며,자기지시 인 체계는

이 목 도 심도 없는 구조에 따라 창발하고,구조변동을 하며,변이 재생산을 통

해 진화하는 것이다.89)

이처럼 근 사회에서 시간과 자기지시의 결합에 근거한 체계의 자기산출은 3장에

서 살펴본 ‘형식의 논리’에 다름 아니며,동일성과 차이의 차이로서 ‘주도차이’를 체계

내에 다시 도입하는 “re-entry”의 찰에 다름 아니다.체계와 환경 간의 복잡성차이,

복잡성낙차를 감축하면서,‘우연성의 필연성’의 역설90)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행

성과 가능성의 차이로 찰할 때,비로소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 시간의 자기지시

역설은 체계로 구별되고,지칭되며, 찰되는 것이다.체계는 두 개의 면을 갖는 하

나의 형식이고,그 게 역설 인 단 이기 때문이다.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루만은

“체계는 시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문제를 갖는다”(System inderZeitundmitder

Zeit;Luhmann,1984,70,강조는 인용자)라고 근 사회와 체계의 시간화에 해 정식화

할 수 있었다.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라는 단 ,즉 “체계 안에서 차이의 동일

성이라는 역설”(Luhmann,1993c,205)인 체계는 이제 근 시간 구조에 따라 “어떻게

… 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시간 속에서,시간과 함께 스스로 ‘차이’를 산출한다고 그

가능성의 조건을 시간화할 수 있었다.루만의 체계이론은 이처럼,시간의 자기지시

역설과 우연한 사건,그로 말미암은 근 의 역설 세계를 감당하기 해 ‘복잡성의

시간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 사회의 ‘차이’의 산출 구조를 자기지시 체계의 작동과

자기변화로서 구조변동이자 변이 재생산인 진화로 찰하고자 한다.이러한 시간

인 조건에서만 비로소,근 사회의 사회 질서의 문제의 그 ‘근 ’성격이 가능하

며,이제 사회 질서의 문제 역시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시간 속에서 시간화된다.

(2)근 사회의 구조변동 :근 사회의 기능 분화

근 사회의 기능 분화는 앞서 2장에서 설명한 ‘근 의 사회 상’에 한 체계

이론으로 환되어야한다.즉,부분들로 쪼개진 체라는 근 의 새로운 사회상에서

부분들은 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 체계로 등장하는 것이다. 한,이와 같은 기능

분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자기지시와 시간의 결합이 가능해진 그래서 시간 안에서 시

89)이런 이유에서 김종길은 진화를 “체계들의 구조변화 형식”으로 정리한다.김종길,「니클라스 루

만: 심없는 사회」,『 사회의 구조와 변동』,박길성,김종길 외,나남출 ,2001,71쪽.

90)흥미롭게도,블루멘베르크는 존재와 그 구조의 비결정성,비의도,비계획성에 해 말하면서,무한

한 세계들의 무한한 반복에 해 말한다. 울 클 와 라이 니츠를 말하면서,그는 “이러한 순환의

징후들”에서 요한 것은 “우연한 것을 본질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라고 말한다.한스 블루멘베르

크,『우리가 살고 있는 실들:논문들과 연설 하나』,양태종 역,고려 학교출 부,2011,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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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함께 모든 문제를 시간화하고 증폭시키는 근 시간 구조의 제약을 받는다.그

리고 그런 한에서,기능 분화 역시 자기지시 역설을 찰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즉,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역설이 우연한 사건으로 재화하는 근 의 역설 인 세계

에서,“어떻게 … 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체계이론 으로 양상화할 수 있었다면,이

제 기능 분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라고 물을 수 있는 역사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즉,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고,구성하는 사회 단

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한 조건을 사회학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분화 형식은 이 에는 실제의 사회구조로 ‘아직’(notyet) 실화되지 않았지

만,‘이 ’(nolonger)에 가능성의 형태로 갖고 있던 역사 조건에 따라 새로운 양상

으로 표 된다.기능 분화 역시 마찬가지다.그래서 분 분화,계층 분화,기능

분화라는 분화 형식은 근 사회로의 사회 진화의 성과이지만,각 분화 형식이 단

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그래서

“사회의 분화 형식은 역사 인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 오늘날에도 분 ,

계층 분화는 계속 으로 존재하나,엄격하게 기능 분화에 종속되어 있다.

⋯ 계층 분화에서 기능 사회분화로의 이행은 분 이고 계층 인 분화형

식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단지 그 재구성(Rekonstruktion)을 강제할 뿐이

다.”(Luhmann,1985b,20).

이와 같은 기능 분화로의 근 사회의 구조 변동은 경제가 국가와 분리된 18세기

반 이래 역사 으로 출 했다.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역사의 진보,발 을 믿는

17~18세기의 역사에 한 계몽주의 이고 낙 인 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상

업화,기술발 ,정치 민주화 그리고 교육의 등장과 같은 근 삶의 환에

기반한 것이다.이에 해 코젤 은 ‘동시 인 역사들의 비동시성’이라는 경험 원칙

이 18세기 이후에 ‘진보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고 정리한다.즉,그에 따르면 단수의

역사91),역사 일반,역사 자체라는 념이 등장하면서 ‘진보’역시 념의 문제 뿐 아

니라,민족들,국가들,학문들,신분들의 “역사 경험,즉 정치 ·학문 ·기술 ·경제

발 에 한 ”으로 등장했다고 하면서,역사 일반의 고유한 시간구조가 출 했다

고 지 한 바 있다(코젤 ,2007,361).이처럼 18세기는,특히 코젤 이 주목하는 1750년

91)코젤 은 ‘삶의 스승’으로서 역사(Historie),덕과 진리의 달자로서 교훈 이고 거가 될 만한 범

례의 집합소로서 복수형의 역사가 18세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경험공간’을 지시하게 되면서,“주체나

객체가 없는 단수형으로서의 ‘역사 자체’(Geschichte)”라는 단수어법이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다고 지

한다.라인하르트 코젤 ,「역사는 삶의 스승인가」,『지나간 미래』,한철 역,문학동네,2007,

4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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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랑스 명 이후인 1789년,그리고 루만이 많은 작과 논문들에서 반복 으로

제시하는 18세기 반 이후 진보는 경제,과학,문명 그리고 상업 사회를 지시하는 단

일한 개념이 되었다.헤겔이 부르주아 사회라고 규정하고,퇴니스가 상업사회,교환사

회라는 낯선 공간으로 개념화했으며,맑스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라고,베버를 해석하

면서 만하임이 기능 합리성이 지배 인 원리가 된 사회라고 역사 으로 악한 이

사회는 이제 정치 이거나 법 인 의미(Koselleck,1988,31~33)에서 경제 인 의미로 그

개념이 변화하게 된다.루만은 이를,

“18세기 후반기동안,‘사회’라는 용어는 (사회 계들의 당한 상업 doux

commerce을 포함하는)교환과 상업이라는 함의를 갖게 되었고,결과 으로

욕구들,욕구-충족,재산,화폐,노동의 체계라는 용어가 되었다.사회는 이제

정치 체계로 악되는 국가와 구별되는 경제 체계와 동일시되었다”

라고,근 사회의 구조 변화를 설명한다.(Luhmann,1992,284)루만의 이런 설명은 가

족과 국가 이후에 가족과 국가와의 차이로 출 한 개별자들의 욕구충족을 한 화폐

와 노동 체계로서 헤겔이 개념화한 부르주아 사회와 일치한다.헤겔의 이 개념을 받아

맑스는 화폐에 해 “화폐가 나를 인간 삶에 결합시키고,사회를 나에 결합시키고,

나를 자연 인간과 결합시키는 끈이라면,화폐는 모든 끈들의 끈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그것은 진정한 분할화폐이자 진정한 결합 수단이며 사회의 기 화학 힘”

이라고 설명한다.즉,18세기 후반 노동과 화폐가 사회 계를 지배하게 된 부르주

아 사회로서 사회에서 화폐는 “모든 인간 자연 질들의 도와 혼동,불가능한 일

들을 친근한 것”으로 만드는 보편 인 교환의 힘을 갖는 ‘신 인 힘’으로 등장한다.(맑

스,2000,89~91)화폐가 특정한 질,특정한 사물,특정한 인간 능력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고 자연 인 상 세계 ‘체’와 모순되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속성

을 교환하는 그 신 인 힘은 곧 화폐가 갖는 추상(Abstraktion)의 능력이다.이는 맑

스의 기 작인 「1844년 경제학 철학 고」 뿐 아니라,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이

성격에 주목하면서 ‘실제추상’(Realabtraktion)을 분석한 『자본』에서 보다 ‘과학 ’

으로 해명된 바 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에서 각 개인의 고유한 삶이 물화되어 분리되는 과정을 맑스의

‘실제추상’개념으로부터 도출한다.『의사소통행 이론』에서 그는 구체 노동과 추

상 노동의 이 의 성격을 갖는 노동력에 한 분석을 ‘천재 발상’이라고 하면서,

“생산자의 생활연 으로부터 소외된 노동력”인 추상 노동이 어떻게 교환가치를 산

출하는 “동일한,무차별 인,개성없는,추상 인,일반 인 인간노동”이 되는가,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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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추상 노동력이,즉 생활세계에 무 해진 체계명령에 따르도록 만들어진

노동력이 구성되는지”주목한바 있다.(하버마스,2007,516~518)

이처럼,노동과 화폐에 따른 교환이 사회 계를 지배 으로 규정하게 되는 근

사회는 이제 사회 계 자체가 면 인 상호작용(interaction)이 아니라,추상 이

고 보편 인 사회 계 자체로부터 해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환된다.이것이 루만

이 18세기 반 이후,특히 19세기 이래 기능 분화가 역사 으로 출 했다고 주목하

는 근 사회의 구조 변동의 가장 요한 성격이다.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근 사

회의 기능 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코드와 로그램,소통 매체에 한 소개서인 『생

태학 소통 ökologischeKommunikation』에서,“사회의 많은 기능체계들 에서 경

제가 우선 정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Luhmann,2008,67)고 하면서 기능 분화의 각

하 체계에 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루만이 한편으로는 맑스를 헤겔과의 연 속

에서 해석하면서 맑스나 특히 맑스주의에 비 이고,다른 한편으로는 기능 분화에

주목했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경제의 상을 토 로 치지우는 것을 반 하면서 경

제를 기능 분화의 한 하 체계로 자리매김하더라도,그는 근 사회의 기능 분화

의 형식의 역사 인 출 을 이해하기 해서 맑스의 표 처럼 ‘신 인 힘’을 갖는 화

폐의 추상력에 주목한 것이다.왜냐하면,이 추상이 근 사회의 구조 변동의 ‘사회

힘’으로 작동했고,개인의 외부에서 객 인 사회 힘으로 등장하게 된 근 사회의

역사 변동은 면 이고,구체 인 상호작용들을 추상 이고 간 인 사회 계

로 체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젤 이 거가 될 만한 범례,삶의 교훈의 집합소로서 복수의

역사(historie)에서,18세기 반 이후에 근 와 더불어 출 한 ‘새로운 경험공간’에

해 단수의 역사,역사 일반,역사(Geschichte)그 자체라는 념이 등장했다고 주목한

것도 이러한 근 사회의 구조 변동과 련 있는 것이다.루만은 이에 해 ‘상호작용

의 역사들’(historiesofinteraction)에서 ‘사회의 역사’(historyofsociety)그 자체로의

환이라고 하면서 이를 ‘사회 구조의 격한 환’이라고 정리한

다.(Luhmann,1992a,280)이제 ‘사회의 역사’를 갖는 기능 으로 분화된 근 사회는

“모든 이 사회들(societies)과 달리 근 사회(society)는 기능 으로 분화

된 사회다.⋯ 사회는 더 이상 하나의 지배 인 에 따라 악될 수 없다.

신 그 동학은 정치,경제,과학,법,교육,종교,가족 등과 같은 기능 체계

들이 상 자율성을 갖고 서로 상 에 한 환경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에 따

라 명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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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이고 역사 인 사실을 갖는다.(Luhmann,1982,xii)그래서 기능 분화 형식

은 근 사회가 자율 인 기능 체계들로 구성된 ‘탈 심화’ 는 복수의 심을 갖는

사회 구조를 갖도록 한다.

이제 기능 으로 분화된 다 심의 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는 홉스의 경우처럼,

도덕과 정치가 일치하는 이성의 도덕성 개념으로 지배자의 주권이라는 심 으로 해명

될 수 없고, 맑스 는 맑스주의가 그런 것처럼,경제를 한 사회구성체의 토 로

간주하여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다른 상부구조들을 규정하고,조건짓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없다.즉,고 인 방식처럼,사회 질서의 ‘홉스 ’문제라는 문제설정은 더

이상 근 사회의 구조 변동과 기능 분화의 ‘사회 ’성격을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루만이 근 사회의 격한 구조 변동이 18세기 반 이래,특히 19세기

에 들어 인간들 간의 구체 이고 면 인 상호 계가 화폐를 매개로 한 추상 이고

일반 인 사회 계 그 자체의 역사 출 으로 가능했다고 하면서 기능 분화 형

식에 주목한 것은 맑스가 실제추상(Realabstraktion)이라고 한 것,그리고 이를 받아

하버마스가 생활세계에서 체계의 분리와 그 자립 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계 ‘그 자체’의 추상성 때문이다.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은 경제를 국가로부터 분리

시켰고,곧 홉스의 이론이 암시하는 것처럼 도덕과 정치로부터의 분리를,그리고 베버

가 주목한 것처럼 인간 삶의 질서를 가능하게 했던 종교로부터의 분리92)를 사회

으로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그리고 루만은 이처럼 기능 분화의 형식을 통해 다

심의 사회로의 환에서부터 근 사회의 역사가 가능해졌다고 악한다.근 사회의

역사는 루만이 사회의 진화라고 이론화하는 것으로,이는 추상 으로 변한 근 사회

의 사회 계 그 자체가 갖는 복잡성 때문이다.

결국,루만이 사회 체계의 기능 분화의 근 조건과 출 에 주목한 것은 근

사회의 구조 변동 이후 근 인들의 일상과 삶의 질서를 구성하는 경험과 행 의 새로

운 경험공간이 갖는 그 복잡성이 사회학이 해명해야 하는 요한 사회학 ,역사 문

제라고 악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회 질서의 문제 역시,근 사회의 구조 변동

에 따라 ‘상호작용의 역사들’에서 ‘사회의 역사’로 환되었다는 것을,그 변동의 담지

자로서 사회 체계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이는 지 까지 살펴본 바,근 사회에서

92)맑스는 이미 “독일에 있어서 종교의 비 은 본질 으로 종결되었다.그런데 종교의 비 이란 모

든 비 의 제”라고 명확히 한 바 있다.맑스의 이 언 을 염두에 두면,베버가 근 사회를 탈

주술화의 과정으로 악하는 것은 “종교에 한 사회학 연구는 모든 사회학 연구의 제”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칼 맑스,「헤겔 법철학 비 을 하여」,『칼 맑스 리드리히 엥겔스

작선집 1』,김세균 감수,박종철출 사,2000,1쪽.뒤르 의 경우 “종교는 하나의 사회 상”

이며,성과 속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신이 곧 사회다”라고 사회에 한 사회학 설명을 할 수

있었다.왜냐하면,“종교를 사회의 추상 힘의 설명이며 상징 표상이라고 이해할 때,그 본성이

나 내용은 ‘사회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양 진,「뒤르 의 종교사회학 이론에

한 비 고찰」,『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한국사회사연구회,1990,19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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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행 의 공간과 기 지평이 사회 계의 복잡성과 분화에 따라 추상화되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사회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함께,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개되는 자기지시 인 체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이것

은 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역설 세계의 복잡성의 문제가 “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면하는 사회 ,그리고 사회학 조건이다.

그러므로,질서의 반 는 무질서가 아니며,질서는 루만이 정식화한 것처럼 ‘그럼에

도 불구하고 략’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하는 사회 체계를 통해 비로소 가능

하다.(Luhmann,1984,179)이처럼 근 사회의 역사 조건에서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

가”라는 물음은 자기지시와 시간,그리고 형식의 역설로 개념화되는 복잡성의 문제에

다름 아니었다.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사회 체계가 이 복잡성,세계의 역설을 어떻

게 찰하고 감축하면서,사회 질서를 창발시키는지,그래서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한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2.이 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

질서의 ‘사회 ’성격은 곧 사회 계를 가능하게하고,창발하게 하는 사회 단

로서 ‘이 의 우연성’(doppelteKontingenz)에 한 사회학 해명을 통해 비로소 악

될 수 있다.더구나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인 역설의 작동을 해명하기 해 루만은

‘이 의 우연성’개념을 진화한다.“모든 사회 체계들에 공통 인 근본 특징들에

한 이론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토 를 제공”(Vanderstraeten,2002,89)하는 이 개념

에 해 루만은 그의 작과 논문들에서 단 한번,『사회 체계들 soziale

Systeme』(1984)에서 독립된 한 장으로 따로 정리했다.이는 루만이 이 개념을 직

으로 빌려온 슨스 역시 그의 무수한 작들과 논문들 에서 이 개념은 『일반

행 이론을 향하여 TowardaGeneralTheoryofAction』(1951)에서 단 한번 정식화

된 것과 응된다.93)

물론 루만은 『사회 체계들』이 에 슨스의 행 이론과 매체이론을 검토하는

1976년의 논문에서 이미 이 의 우연성에 한 기본 인 구도와 구성,그리고 슨스

93)더구나 아주 외 으로 루만은 ‘이 의 우연성’개념을 설명하면서, 슨스의 서술의 요한 부

분을 거의 통째로 각주로 옮겨놓고 있다.이는 그가 이 개념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했는지 단

으로 보여주는 한 가 될 것이다.참고로 이몽 아롱은 슨스의 이 작이 어떠한 철학 지향

으로부터 독립 으로 사회학의 근본 인 개념들을 이론화한 작으로 평가하고 있다.즉 슨스의

사회학 개념의 구축은 뒤르 과 도의 향 외에 베버의 행 개념을 심으로 구축되었으

며 그 노선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Raymond Aron,German Sociology,Mary and

ThomasBottomore(trs.),TheFreePress,1964,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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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한 비 발 의 단 들을 기 ,행 와 체험의 구별,자아(ego)와 타아

(alterego)간의 사회 계 양상 등을 매우 구체 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바 있다94).

그러나 이 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를 사회학 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사회학은 사

회 경험과 행 의 지속 인 구조를 반성하는 일반 이론을 필요로 한

다”(Luhmann,1976b,507,강조는 인용자)는 루만의 문제의식에 따를 때,여 히 경험과

행 의 지속 인 구조의 그 ‘사회 ’인 성격을 해명하기 한 것이라는 을 주목해야

한다.이런 에서 루만의 체계이론은 일반 인 오해처럼,사회학 통과 괴리된 기술

공학 이고,자연과학 95),논리 인 이론이 아니라 언제나 베버와 슨스의 행 이론

에 한 사회학 인 검토 속에서만 가능한 이론이다.이 을 염두에 둘 때에만,루만

의 사회학 계몽이 찰할 수 있는 사회의 자기기술,자기지시 역설의 개를 악

할 수 있다.이를 본 장의 문제의식과 련하여 보면,이 의 우연성에 한 체계이론

근만이 사회 질서의 ‘사회 ’인 성격에 해 사회학 인 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이하의 논의는 근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계의 단 로서,이 의 우연

성을 베버의 행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이를 이 의 우연성이라고 정식화한 슨스,

그리고 이 두 한 통을 행 이론이라고 정리하면서,자신의 체계이론을 구축한

루만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이를 통해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가 곧 ‘사회

인 것’의 창발 인 성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단 이자,사회 체계의 단 이며,

곧 체계와 환경의 차이의 단 로서 자기지시 인 역설의 단 임이 드러날 것이다.

94)1976년이라는 이 시기는 루만이 50 에 진입하기 직 이면서,그의 사회학 계몽에 따른 근

사회의 자기 찰이 풍성한 이론 결실을 산출할 때이다.아직,자기생산 개념을 도입하기 이지

만,루만은 슨스를 행 이론이라고 비 으로 검토하면서,자신의 사회 체계이론이 비로소

사회학 체계이론이라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이는 본 논문 4장 1 과 2 에서 보았던 세

계,즉 사회 세계의 우연성을 “세계는 사회 체계의 우연성이다”로 정식화하면서 가능했는데,

이는 80년 이후의 자기생산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을 이미 충분히 비하는 것이었다.

NiklasLuhmann,“Generalized Mediaand theProblem ofContingency”in Explorationsin

GeneralTheoryinSocialScience:EssaysinHonorofTalcottParsons,J.J.Loubseretal.(eds),

Vol.2,TheFreePress,1976참고.

95)하버마스는 이른바 ‘하버마스-루만’논쟁이 있었던 1960년 말부터,이미 루만의 이론을 기술공학

인 이론이라고 비 한 바 있다.Habermas,Jürgen & Niklas Luhmann,Theorie der

GesellschaftoderSozialtechnologie:WasleistetdieSystemforschung?,Suhrkamp,1971,S.293.

그러나 그는 1983년 다시 한번,루만의 체계이론이 주체철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체계

기능주의는 자기 계 주체를 자기 계 체계로 체”했다고 평가한다.즉,루만의 이론은 “피히

테로부터 후설에 이르기까지 실행된 주체철학 해결을 진화론 으로 변형”이라는 것이다.더불어,

그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형이상학으로부터 생물학으로 넘어가는 사유운동을 실행”한다는 비

한다.하버마스에게 루만의 체계기능주의는 “니체의 이성비 을 진화”한 것이어서,모든 종류의

이성요청을 폐지하는 것이고,그래서 “ 성을 비 할 수 있는 어떤 연 도 결여”한 이론인 것

이다.하버마스에게 루만의 체계이론은 이처럼 기술공학 이고,주체철학의 진화론 ,체계론 변

형으로서 생물학 이며,니체의 이성비 을 진화한 이론,즉 “의미와 타당성의 내면 연 이

해체”된 보수주의의 진 인 형태가 된다. 르겐 하버마스,『 성의 철학 담론』,이진우

역,문 출 사,1995,408~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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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스 베버 :정당한 질서와 의미

베버의 아내인 마리안네 베버는 베버에 한 기에서 베버의 인상 인 기억을 다

음처럼 기록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나는 나의 생애 최 로 겪은 충격 인 사건에 해서 생각해냈

다.지 부터 25년이나 에 일어나 탈선에 한 것이다.이 사건의 충격 인

면은 내게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기 차와 같이 어린 아이의

으로 본다면 참으로 멋진 존재가 주정꾼처럼 도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세상의 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의 덧없음에 한 최 의 실감이었다.”(마

리안네 베버,1995,82,강조는 인용자)

베버가 이후 근 문화의 요한 성취로 이해하는 기차( 우편)에 한 언 을 별

개로 한다면,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상의 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의 덧없음’이라는

인식이다.근 성의 속성을 정확하게 표 한 이 말은96)퇴니스의 유기 인 체를 따

르는 아름다운 질서에 한 동경이 더 이상 사회학 연구의 목 이 될 수 없다는 베

버의 일 된 문제의식을 보여 것이기 때문이다.『소설의 이론』에서 인용한 바 있

는 노발리스의 “철학이란 본래 향수(Heimweh)”이고 “언제나 집에 머물고자 하는 욕

구”라는 낭만주의 동경에 해 루카치는 철학이 혼과 행 의 불일치(Inkongruenz

vonSeeleundTat)라는 삶의 형식(Lebensform)으로 표 되는 자아와 세계의 분열의

계기를 응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97).이를 해 루카치에게 에세이가 있었다면,베버

가 행 ,사회 행 ,그리고 의미를 이론화한 것은 ‘ 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의 덧

없음’이 삶의 질서(Lebensordnung)로 도래한 근 사회에 한 사회학 분석을 해

서 다.

루카치가 서사시의 시 라고 말한 행복한 시 가 “ 혼의 모든 행 가 의미로 충만

(sinnvoll)하고, 의미 속에서 의미를 해 완수”(Lukács,1965,22)되는 것이 가능한

96)푸코는 한 논문에서 “ 성은 통에 한 결별,새것에 한 감수성,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에

한 기증과 같은 시간 불연속성에 한 의식을 특징으로 합니다.보들 르가 재성을 ‘덧없는 것,

순간 인 것,우연한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그는 이러한 시간 불연속성에 한 의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정리한 바 있다.미셸 푸코,「계몽이란 무엇인가」,『모더니티란 무

엇인가』,김성기,이진경 외,민음사,1997,351쪽.하버마스 역시,근 의 시간의식과 시간구조에서

미래에 열려 있다는 망에서 매순간 새로운 것이 가능한 ‘재’(Gegenwart)의 상을 논의한 바 있

다.그 역시 이와 련하여 보들 르를 언 하면서,‘일시 이고 덧없는 재 삶의 아름다움’이 갖

는 근 의 특징에 주목한다. 르겐 하버마스,「근 의 시간 의식과 자기 확신 욕구」,같은 책,

373~377쪽.

97)이에 해서는 본 논문 2장 2 「사회 질서 문제에 한 사회학 통」에서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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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면,사회학자 베버가 주목하는 합리화의 시 로서 근 사회는 행 와 의미의

충만함이 분열된 시 다.하지만,베버는 이런 분열의 시 ,베버의 표 을 빌리면 ‘탈

주술화’의 세계에서 삶의 질서를 생물학 인 유기체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에 비

이었다.

“‘문화 단계’(Kulturstufe)를 단지 ‘개념’으로만 보는 것,그리고 생물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유기체의 방식으로 ‘실재’하는 본질로 다루는 것, 는 헤겔처럼

개별요소를 ‘이념’에서 ‘분리된’것으로 다루는 것,그리고 그 게 유비의 구성

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방법에 한 폭력이다.”98)(강조는 자)

베버가 주 『경제와 사회 WirtschaftundGesellschaft』99)를 “사회학은 사회 행

(sozialesHandeln)를 명확히 이해하고,그 과정을 통해서 행 의 연 과 작용을 인

과 으로 설명하는 과학”이며,“행 는 행동(Verhalten)에 주 인 의미(subjectiven

Sinn)가 결합하는 한에서 인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Weber,1976,1)고 시작하는

것도 문화 단계에서 목 론 이거나,유기체 유비100), 는 생물학에 기 지 않고,

삶의 질서를 행 와 그에 결부된 인간 인 의미의 문제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문화개념은 가치개념”이라고 하면서,“주어진 것으로서 문화 실에 한 모든 인

식은 ‘특수한 ’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베버에게 문화는 “세계진행

(Weltgeschehens)의 의미없는 무한성으로부터 인간의 치에서 의미와 의의를 고려한

유한한 단면(Ausschnitt)”(Weber,1985,175~181)이다.베버의 문화에 한 이러한 정의

는 곧 삶의 질서가 근 인의 체험과 행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의미에 따라 어떻

게 가능한가에 한 결정 인 언 하나이다.즉,베버는 근 사회에서 행 와 경

험이 갖는 그 분열상을 유기 체라는 망에서 ‘부분’으로 악하지 않고,의미가

부재한 무한한 흐름을 행 자의 주 의미 개념을 통해 유한한 경계를 갖는 ‘단면’,

는 ‘편’들의 문제로 환할 수 있었다.바로 이 지 에서 베버가 행 ,사회 행

,사회 의미 등의 개념으로 삶의 질서와 사회 질서,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고자

98)MaxWeber,GesammelteAufsätzezurSozial-undWirtschaftsgeschichte,MohrSiebeck,1988,

S.517.이처럼,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헤겔의 목 론 사유,생물학을 도입하거나 유기체

사유에 해 비 인 베버는 문화단계는 사유구성물(Gedankengebilde),즉 이념형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99)이 작과 련된 번역과 다양한 해석들에 한 검토로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AlanSica,

Weber,Irrationality,andSocialOrder,UniversityofCaliforniaPress,1990,pp.200~224.

100)베버는 짐멜이 사회학을 상호작용의 과학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회의 형식에 결정 인 요

성을 갖는 상호작용이 자연과학에서의 천체의 운동도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에서

무 포 이라고 비 한다.즉,지나치게,‘유비’를 사용했기 때문에,짐멜의 의도와 달리 자연과학

처럼 ‘일방향’(one-way) 인 인과 계로 ‘설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Max Weber,“Georg

SimmelasSociologist”inSocialResearch,39(1),197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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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즉 베버에게 삶의 질서와 사회 행 간의 계를 해명하기

해서는 그가 근 인의 운명으로서 탈주술화와 일상(Alltag)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그에 따르면,경험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이 다루고자 하는 상은

“ 각자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악마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이것은 생활의 모든 질서에 걸쳐서 그 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종교상의 평일(Alltag)입니다.옛날의 많은 신들은 그 마력을 잃어 버

렸기 때문에 비인격 인 힘의 형태로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 생활에

한 지배를 추구하며 다시 서로간의 원한 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베

버,1997,44)

의 상황에서 근 인의 경험과 행 이며,이러한 탈주술화를 숙명으로 갖고 있는 근

인이 어떻게 삶의 질서를 구축해가는지 주 인 의미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베버에게 사회 질서는 이런 문제 구도에서 사회학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뒤르 식의 분류를 따르면,성(聖)이 아닌 속(俗)이라는 삶의 질서를 따르는 근

사회의 일상은 근 인에게 자신의 삶의 자율 이고 주 인 의미를 지향하면서 행

하는 경험공간이다.그리고 탈주술화,근 의 합리화를 통해 종교와 세계가 분리되면

서 확보된 자율 인 행 의 지평이다.이런 경험공간에서 행 하는 근 인의 행 에

해 베버는 ‘사회 행 ’는 ‘행 ’가 아니라 ‘행동’에 지향한다고 규정한다.두 행 자

의 사회 행 를 통해 가능한 사회 계는 ‘행 -행 ’가 아닌,‘행 -행동’의 형식

을 취하는 것이다.이처럼 행 와 행동이 비 칭 인 단 로 결합되어 있을 때,타인

의 행동에 한 나의 특정하고 주 인 ‘기 ’(Erwartung)가 가능해진다101).베버가

근 인의 사회 행 를 설명할 때,필연성이 아니라,개연성(Wahrscheinlichkeit)102)

101)이에 해 의미의 ‘사회 ’기원에 주목하는 슈츠(A.Schutz)는 의미를 개별 인 행 자의 주 이 아

니라,공동의 생활세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한다.즉,“베버가 말하고 있는 행 자에 의한 주

의미와 그의 행동과의 연결은 그것에 한 탐구가 고립된 개인에만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뤼디거 부 ,『 독일철학』,김우철 역,문 출 사,1994,68~69쪽.

102)다시 한번 강조하면,루만은 행 이론에 한 이론 비 을 통해 체계이론을 구축했지만,이는

사회 체계를 목 론 으로 취 하기 해서가 아니라,근 사회에서의 경험과 행 의 분화양상

과 우연하고,복잡한 소통의 개를 보다 잘 사회학 으로 찰하기 해서 다.그 기 때문에,루

만은 ‘이 의 우연성’문제를 개념 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베버가 사회 행 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도입했던 행 의 구별,기 ,개연성 등과 같은 개념들을 자신의 이론의 심에 극 으로

끌고 들어온다.가령,개연성의 경우,루만은 소통을 ‘비개연성의 개연화’라고 정식화함으로써,자신

의 소통이론에 핵심 인 개념범주로 활용한다.이런 에서 세간의 평가처럼,베버,특히 ‘사회학의

기 개념’을 기술한 『경제와 사회』의 베버는 ‘개념건축술의 가’이기도 하다.이와 련된 루만

의 논의는 NiklasLuhmann,“DieUnwahrscheinlichkeitderKommunikation”in soziologische

AufklärungBd.3,VSVerlagfürsozialwissenschaften,198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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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회(Chance)의 개념을 반복 으로 끌어들이는 것 역시 근 인의 행 는 ‘행동-행

동’이거나 ‘행 -행 ’의 칭 이고 균일한 경험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이런 칭 인 계는 ‘행 -행동’에서처럼 행 자의 주 인 의미와 기 가

그 균열과 비 칭성을 사회 계로 묶어 ‘틈새’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 인의 사회 행 가 가능한 ‘행 -행동’의 그 간격,간극이 삶의 질서로

서 사회 질서가 요구되는 공간이 된다.베버는 사회 행 의 규칙과 일치

(Regelmäßigkeit/uniformity)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한다.즉,의미가

부재한 무한한 행동의 흐름을 주 인 의미의 유한한 행 로 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계들의 양태들에 심을 갖는다.베버에게 사회 질서는 도덕이나 법과 같

은 일반원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근 사회의 ‘행 -행동’의 사회 계

형식에 따라 타인의 행동에 한 기 를 매개로한 다양한 개연성과 기회들을 통해 다

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회 계의 문제인 것이다.

베버는 사회 행 의 일치에의 지향 양상들을 구별하면서,용례(Brauch/usage),풍

습(Sitte/custom),목 합리 행 를 구별한다.그에 따르면,풍습은 습 법과 구

별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외 인 제제가 부재한 규칙들을 말한다.이는 풍습을 따르는

사회 행 는 그 양상이 무엇이든 이 규칙들이 행 자의 자유의지와 일치하는 형식

을 갖는다.이런 에서 풍습에서는 그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지 않는다103).헤겔이

말한 것처럼 ‘보편 자기의식’으로서 풍습은 퇴니스가 ‘내 인 자생성’에 의한 공동체

질서를 설명할 때의 사회 계 형식인 것이다.따라서 풍습에 따른 사회 질서

는 외부로부터 요구되거나,법이나 행정( 료)의 외 강제에 의한 물리 제제에 의

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풍습이라는 사회 계에 따르는 질서는 ‘행 -행동’의 비

칭성이 아니라,처음부터 ‘행 -행 ’의 일치라는 기 속에서 가능하다.차라리 풍습

이 자신과 타자의 자기의식과의 통일의 질서를 말한다는 에서,풍습에 의한 사회

계에서는 사회 행 의 근 형태인 ‘기 ’가 부재하고,불필요한 것이다.나의

세계상과 삶의 질서가 다른 행 자의 삶의 질서가 아직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삶의 형식이 아직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습(Konvention)은 용례보다 좁은 개념으로서,‘정당한 질서’(legitimen

103)베버에 앞서 헤겔은 존재와 당 가 분리되기 이 ,세계와 주 의식이 분리되기 이 의 상태

로서 풍습(Sitte)가 지배 인 실정성(Positivität)에 해 말한 바 있다.이는 헤겔이 인륜

(Sittlichkeit)이라 부르는 질서로서 “오직 개체의 독자 실 속에 뿌리는 내린 가운데 다름 아닌

그 개체의 본질이 정신 통일을 이른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인륜이란 본래

으로 보편 인 자기의식이라고 하겠으니,⋯ 자신이 바로 그 타자 의식과의 통일을 이루고 있

음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한낱 사물로서의 상 실재와 통일을 이

룸으로써 비로소 자기의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헤겔,『정신 상학Ⅰ』,임석진 역,지식산

업사,1998,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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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nung)의 부분으로 이해되는 한에서만 사회 행 를 가능하게 하는 계 형식이

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니스가 풍습과 습/ 습이 각각 공동체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의지의 상이한 결합 형식이라고 설명한 것을 염두에 둔

다면,공동체에서 근 사회라는 ‘낯선 곳’에 진입할 때,그에 상응하여 사회 의지와

행 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그리고 타당한 것인지 묻고 그에 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슨스는 베버를 해석하면서,이런 에서 행 가 지향하는 규범 는

정당한 질서에 한 믿음이 문제가 된다고 지 한 바 있다.즉, 습이 사회 행 를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규범과 도덕 의무와의 일치로서 정당성에 행 가 지향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104)

따라서 정당한 질서는 사회 행 의 양상(Mode)105)이 근 인의 행 형식인 ‘행

-행동’에 기반할 때,사회학 으로 문제가 된다.‘행 -행동’의 비 칭 이고,무규정

인 흐름을 의미를 갖는 사회 계로 가능하게 하는 ‘기 ’를 안정화하면서,특정한

기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제기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당한 질서는 사회 행 의

근 조건에서 비로소 문제가 되며,‘행 -행동’의 기본 형식이 ‘행 -행 ’의 형식

으로 사회 계가 안정화된다.그리고 이 때,이러한 사회 계의 형식의 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 가 ‘특정한’기 로 일반화된다.이것이 베버가 기 구조의 안정화

로서 정당한 질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한 베버가 사회 행

의 근 기반으로서 설명하는 그 기 가 언제나 행 자의 ‘주 인 의미’로 타자의

행동에 지향된다는 에서,베버가 지속 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기 구조는

필연 인 것이 아니라,개연 인 것이고 기회이다.정당한 질서조차도 베버의 사회학

문제설정에 따를 때,기 의 문제를 통해 개연 인 것으로,타인의 ‘행 ’와의 일치

에 한 믿음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이다.즉,베버의 표 처럼 ‘정당한 질서가 있다는

믿음’은 곧 사회 계에서 타인 역시 자신의 ‘행 ’를 나의 ‘행 ’와 같은 목 과 같

은 수단,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지향’할 것이라는 기 지향의 문제이다.

베버는 세계와 종교가 분열된 근 사회에서 근 인의 세계상(Weltanschauung)이

가치나 념에 의해 규정될 뿐 아니라,물질 이거나 이념 인 이해 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지 한 바 있다.즉,근 사회에서 종교의 문제를 논하면서,베버가 지

104)TalcottParsons,MaxWeber:TheTheoryofSocialandEconomicalOrganization,TheFree

Press,1947,p.12142,43번 각주 참고. 슨스의 베버 해석은 이 책에 실린 서문에 종합 으로 정

리되어 있다. 슨스의 규범 인 베버 해석에 해서는 여러 비 이 있지만,사회 질서 문제에

국한해서는 Stephen Kalberg,MaxWeber’sComparative-HistoricalSociology,Polity Press,

1994,p.32~33의 26번과 27번 각주를 참고할 수 있다.

105)베버에 따르면,양상(Mode)은 습과 더불어 ‘용례’(Brauch,usage)를 구성한다. 습은 살펴본

바와 같고,양상은 특정한 행동이 사회 행 의 지향의 기 가 된다는 그 사실에 있다.그 기

때문에 양상만으로는 ‘행동-행동’일지,‘행동-행 ’일지,‘행 -행 ’일지에 해 규정 으로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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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근 인의 행 가 ‘무엇으로부터’(from what),‘무엇을 해’(forwhat)라는

행 의 계기가 탈주술화와 더불어 자유로워지면서 주 의미와 행 의 결합 양상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Weber,1958,280)베버가 사회 행 를 가치합리 행 ,목 합

리 행 ,정서 행 , 통 행 로 구분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베버는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인으로 이해 계

(Interessenlage)를 들고 있다.풍습의 내 인 질서와 달리,“개인들이 보다 더 목 -수

단의 계 양상에 따라 행 할수록,더욱더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유사하게 반응한

다. 이런 식으로 태도와 행 의 유사성, 규칙 그리고 지속성이 생겨난

다”(Weber,1976,15)는 것처럼,목 합리 인 계기를 통해서도 사회 질서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이것은 사회 질서가 규범 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물질 이거나

이념 인 이해 계에 따른 특정한 결과에 한 기 를 지향하는 사회 행 의 근

성격에 따라 가능한 다른 형태를 사회학 으로 해명한 것이다.106)이것은 풍습

는 통 행 ,정서 행 ,가치합리 인 행동처럼 주 의미를 부여한 행 의

그 ‘내 인’(innerlich)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행 의 특정한 결과에 한 기

라는 ‘외 인’(äußer)측면에 따라서도 사회 질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107)

정리하면,베버에게 사회 질서는 기본 으로 종교와 세계,종교와 사회가 분리되

면서 확보된 다양한 행 의 경험공간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타인들과 사회 계를

맺는가에 집 하면서 해명되는 논리구조를 갖는다.즉,주 의미가 나의 행 유형

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나의 행 가 타자의 행 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깨진 것이

다.그래서 베버는 행 와 행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고,나의 행 와 타자의 행동 간

의 간극을 조정하기 해서 기 의 지향이라는 독자 인 사회학 개념을 도입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회 질서는 정당한 질서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었다.사회 질서를 해명하는 이런 통은 의미가 부재한 무한한 행동의 흐름을 주

의미와 기 로 분 (부분이 아닌)하는 유한한 단 인 행 개념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물론 베버에게 이는 사회 행 개념을 심으로 일상,의미,사회 계,

사회 질서가 문화라는 ‘삶의 질서’(Lebensordnung)의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다.이는

부분- 체의 유기체 문제설정에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사회 의미를 통해 사회

106)이는 베버가 종교 역시 물질 이해 계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개별 인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나 계 ,지 집단 등과 같은 사람들의 집단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 의 양상이 유형화

된다고 지 하는 것과 련 있다.그의 『 로테스탄티즘과 신교 윤리』역시 가치와 더불어,이념

이해 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유형의 사회 행 의 등장을 보여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7)정당한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외 인’측면에 해서는 베버 역시,『경제와 사회』에서 이들을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법과 권력,그리고 지배의 유형에 한 구체 인 논의가 별도로 필요

하다.본 논문 역시 지 까지의 서술이 베버가 사회 질서를 설명하는 기본원리를 설명했다고

단하고,법,권력,지배와 사회 질서의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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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 문제를 해명한다는 에서 사회학 통의 요한 분기 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근 사회에서 가능해진 사회 행 의 공간에서 다양한 행 의 개연성을

일상에서의 삶의 질서의 문제로 이론화한 베버는 사회 질서의 문제를 의미의 문제

로 이해하는 고 이고 결정 인 계기를 마련했다.즉 베버는 근 사회에서의 사회

질서의 ‘사회 ’성격을 다양한 사회 행 의 기 와 지향,그리고 삶의 질서를 가

능하게 하는 사회 개연성으로 악했다.이러한 기반과 결하면서 루만은 “사회학

의 기본 개념으로서 의미”(Habermas& Luhmann,1971,25~100)라고 이론 으로 정립

할 수 있었다.

이제,베버 이래의 행 이론 통에서 사회학은 의미를 사회 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상으로 개념화하고,일반화하게 된다.이를 살펴보기 해,다음에는 베

버의 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슨스가 더욱 정교화하기 해 개념화한 이 의 우연

성을 살펴볼 것이며,이후 이 개념에 한 체계이론 환으로서 루만의 이 의 우연

성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이를 통해,사회 질서의 창발은 곧 의미를 사회

으로 소통하는 사회 체계의 창발이라는 이 이론 으로 구체화된다.

(2) 슨스의 이 의 우연성 개념과 사회 질서

슨스는 이 의 우연성 개념을 통해 사회 행 의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 질서

의 문제를 검토했다.이는 그가 20세기 사회학과 사회이론의 가로 인정받게 된 1937

년의 『사회 행 구조 TheStructureofSocialAction』 작 체가 사회 질서

의 문제 해명을 한 것이었다는 그의 설명(Parsons,2006,52)108)을 염두에 두면,그 이

후의 개념인 이 의 우연성 역시 여 히 행 이론의 기반에서 정식화했다는 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슨스가 베버의 사회 행 개념을 자신의 사회학의 핵심으로 끌

108) 슨스가 자신의 개인 인 경험,학문 이력과 더불어 개념들을 발 시킨 과정에 해 매우 상

세하게 발언하고 있는 것으로는 TalcottParsons,“Parsons‘LifeandWork’”inTalcottParsons:

EconomicSociologistofthe20th Century,LaurenceS.Moss& Andrew Savchenko,Blackwell

Publishing,2006을 참고할 수 있다.이는 그가 사망하기 6년 인 1973년(3월 10일) 라운 학의

청에 따른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에 해 상세하게 답변한 소 한 기록이다.

기능주의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슨스가 맑스에 해 언 한 흥미로운 부분을 보면,그는 맑

스의 이론을 경제학의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한데,맑스의 노동가치론은 마

샬 등의 한계효용 개념이 부재한 다른 시 (19세기)의 이론이어서 부 합하다고 설명한다.즉,그가

마샬이나 토,뒤르 ,베버의 이론에 집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으로 반(反)맑스주의를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내가 다룬 세계는 새로운 세계” 고,이는 연배상으로도 맑스 이후의 이 이론가들

에 주목한 이론 계기 다고 주장한다.즉,“맑스가 한계효용을 ‘이해’했다면,그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고,이는 1960년 후반의 이른바 ‘신좌 ’역시 맑스주의를 재해석하면서도

여 히 맑스의 경제 측면과 그 한계를 피해간다는 것이다.ibid,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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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들어오면서109),베버가 사회 행 를 설명할 때 도입했던 일련의 개념들이 슨스

의 이 의 우연성 개념을 해 보다 본격 이고 분석 으로 도입된다.

이 의 우연성을 개념화하기 해 슨스는 베버의 행 개념에서 ‘기

’(expectation)과 ‘지향’(orientation)개념을 빌려온다.즉,사회 계를 맺는 두 ‘행

자’가 서로에 해 갖는 기 와 지향이 갖는 그 불확실하고 우연한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베버는 이미 『경제와 사회』에서 자 거를 탄 채 마주 오는 두 행 자의 경

우를 로 든바 있다.두 행 자가 서로의 방향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

게 서로의 다음 행 에 한 기 를 지향하면서,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이 상

황은 베버에게 주 의미를 부여하는 행 자들의 ‘사회 ’ 계를 해명할 수 있는

요한 단 다.

를 들어,자 거를 탄 한 명의 행 자가 길 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은 사회 행

가 아닌, 자연 인 발생으로서 단순한 사건(bloßes Ereignis wie ein

Naturgeschehen)이지만,“다른 이의 행동(Verhalten)에 지향된 의미있는 행동”일 때

사회 행 (sozialesHandeln)일 수 있다는 것이다(Weber,1976,11).더구나 베버는 사

회 계의 ‘상호성’(Gegenseitigkeit)에 해 말하면서, 계의 두 상 자 어느 한

측면의 기 만 일방 인 경우(einseitig)가 아니라,상 방의 자신에 한 기 에 자신

의 행 를 지향할 때,그래서 서로에 한 기 의 지향이 상응할 때,양측 모두에서의

양방향의(beiderseitig)“사회 행 의 진행”(AblaufdesHandelns)이 가능하다고 논

한 바 있다.(Weber,1976,13)

그러므로 슨스의 이 의 우연성 개념은 베버의 사회 계 개념에 맹아의 형태

로 있던 것을 본격 으로 발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 의미와 그에 따른 행

와 행동의 구별,그 조건에서 상 의 기 를 지향하는 사회 행 는 이런 일련의 인

간 인 상호성이 부재한 것을 비사회 인 것,물리 인 것으로 악하게 했다.그래서

슨스가 이론화하는 사회 상은 다른 행 자의 반응을 기 하고,그 기 에 지향

한다는 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한다. 슨스가 이론화하는 이 의 우연성은 서로

상 에 한 기 를 매개로 한 상황인 것이다.물론 아직 그러한 기 와 기 에의 지

향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따라서 슨스가 이 의 우연성에서 사회 질서의 문

제의 실마리를 찾는 지 은 이 게 기 지향의 ‘일치’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인 조

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이기도 했다.

109)베버의 행 개념에 주목한 두 명의 사회학의 가인 알 드 슈츠(AlfredSchutz)와 탈코트

슨스(TalcottParsons)는 사회 행 와 주 성 개념에 해 서신왕래를 한 바 있다.기록은

TheTheoryofSocialAction:TheCorrespondenceofAlfred Schutzand TalcottParsons,

RichardGrathoff(ed),Bloomington:IndianaUniversityPress,1978을 참고. 한 이 논쟁에 한

루이스 코 (LewisCoser),앤소니 기든스(AnthonyGiddens),그리고 헬무트 바그 (HelmutR

Wagner)의 평가는 ContemporarySociology,Vol(8),No.5,1979에 실린 3편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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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슨스는 두 행 자의 서로에 한 기 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서

로의 행 가 상 의 기 에 지향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기 의 상보

성’(complementarityofexpectations)을 개념화한다.즉,상호작용하는 두 행 자,자아

(ego)와 타자(alter)가 서로의 기 에 일치하게 기본 인 사회 단 ,형식을 이 의

우연성에서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다.“상호작용에는 이 의 우연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Parsons,1962,16)이고,“ 슨스는 단자처럼 설정된 행 자로부터 출발한다 ⋯ 이것

은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연한 결과이다 ⋯ 두 행 자 사이의 상호작용

은 모두 ‘이 의 우연성’이란 조건 아래”있는 것이다.(하버마스,2007,336~337)

슨스는 사회 상과 비사회 상을 구별하면서 행 하는 주체(acting

subject)와 상호작용하는 상과 그 지 않은 상을 구별하면서 행 하는 주체와 상

호작용하는 상만을 사회 상으로서 타자라고 규정한다.따라서 타자는 항상 자아

의 기 에 해 타자가 된다(analtertoego)(Parsons,1965,15~16).그러면서 그는 이

처럼 상호작용하는 사회 자아들은 자아의 욕구와 이해 심의 충족(gratificationof

interests)을 목 으로 한다고 본다.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두 행 자,자아와 타자

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만족을 얻기 해 기 의 상보성이라는 ‘칭 ’구

조110)에 진입하며,이것이 사회 계를 형성하는 목 이 된다.이런 이유에서 슨

스는 이 의 우연성을 명시하고 나서 곧바로 우연성의 ‘이 인 성격’을 행 자의 충

족에서 찾는다.

“한편으로 자아의 충족은 여러 유용한 안들 에서 그의 선택에 우연하다

(iscontingentonhisselection).그러나 이번에 타자의 반응은 자아의 선택에

우연할 것이며(willbecontingentonego’sselection),그리고 타자 측에서의

상보 인 선택에서 야기될 것이다.”(Parsons,1965,16)

즉, 슨스가 말하는 ‘우연성’은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한 안들

특정한 무엇을 선택한다는 에 주목하는 것이고,이에 해 타자는 기 의 상보성을

통해 동의할 수도 있고,아닐 수도 있다는 에서 우연한 것이다.자아의 욕구 그리고

110) 미권에 베버의 『경제와 사회』를 처음 역하여 소개한 슨스는 베버의 ‘일방의’(einseitig)와

‘방의’(beiderseitig)를 각각 ‘비 칭 인’(asymmetrical)과 ‘칭 인’(symmetrical)로 옮기고 있

다.이는 슨스의 의도된 용어 선택인데,그가 이 의 우연성 개념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행 자의 행 를 상 의 기 에 지향하면서 일치하게 하는 ‘기 의 상보성’이기 때문이다.Max

Weber,TheTheoryofSocialand EconomicalOrganization,TalcottParsons(tr.),TheFree

Press,1947,p.119.더불어 슨스가 자신의 문제설정에 따라 의역한 비 칭/ 칭이라는 개념 은

루만이 이 의 우연성의 개를 해명하는데 결정 인 요성을 갖는다.이에 해서는 이하의 논

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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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추구를 한 선택의 우연성과 타자의 기 지향이 갖는 선택의 우연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 의’우연성이 행 하는 두 주체들 간의 사회 계의 기본 단 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슨스는 사회 계를 형성하는 단 행 (unitaction)을 행 자(actor),

목 (end),상황(situation)111),규범 지향(normativeorientation)으로 분석 으로 분

화시켰다.행 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분화된 요소들의 특정한 양상으로의 결합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은 행 자의 목 충족,만족이다.왜냐하면,앞서 지 한 것처럼 그것

이 사회 주체,행 하는 주체가 다른 행 자와 상호작용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이

런 에서 슨스에게 “행 가 상황의 조건들 하에서 가능한 목 을 추구하는 한,⋯

행 는 합리 ”이다.(Parsons,1937,58)

이와 같은 행 개념의 제한은 공리주의 인 행 개념이 상정하는 ‘목 의 자의성’

을 규범 으로 제한하기 해서 다.즉,사회 계는 행 자의 목 충족을 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정당화할 경우 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아와 마찬가지로 행

하는 주체인 타자와 계를 맺는 이유는 물론 나의 목 달성을 한 것이지만,그것

은 어디까지나 ‘상호작용’의 한도 내에 머물러야 ‘사회 ’ 계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행 자들이 의견의 분열을 회피하고,보상을 최 화하는 것을 추구”하

는 것이 가능하다(김성재,2005,58).극단 인 를 들면 나의 목 달성을 해 타자를

살인할 때,이는 타자를 행 하지 못하는 비사회 상인 사물로 만든다는 에서 더

이상 상호작용이 아니다.그러므로 이 의 우연성에 진입한 행 하는 주체는 자아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규범 지향의 제약을 받게 되고,이처럼

목 -수단의 결합이 규범 으로 ‘동기화된 행 ’(motivatedaction)112)일 때,이 행 가

슨스에게는 사회 계로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 인 행 이고 사회

인 행 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슨스에게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계의 기본 단 는 자아의 충족을

한 목 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타자의 기 에 한 지향에 있어서 ‘규범 제

약’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슨스가 말하는 선택의 우연성은 사실은 규범 동기,규

범 기 에 지향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우연성의 본래 인 의미,즉 가능성의

111) 슨스에 따를 때,행 자가 상황을 통제(control)할 수 있을 때,이를 행 의 수단(themeansof

action)으로,통제할 수 없을 때,행 의 조건(theconditionsofaction)이라고 상황의 두 양상을 구

분하고 있다.TalcottParsons,TheStructureofSocialAction,Vol.1,TheFreePress,1937,p.44.

112) 슨스는 체계 개념 역시 단 행 의 분화로부터 도출한다.즉,행 는 행 의 목표,상황,지향,

그리고 동기라는 요소를 갖는데,체계는 이와 같은 행 요소들의 조직화 양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다.이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조직되고 분화되는 체계의 유형은 인격,문화 체계,사회 체계로

구별된다.따라서 행 는 사회 체계,인격 체계,문화 체계의 배열 안에서 발생한다.Talcott

Parsons,E.A.Shils(eds.),TowardaGeneralTheoryofAction,HarvardUniversityPress,1962,

p.8 pp.54~55 TalcottParsons,SocialSystem,TheFreePress,1951,p.3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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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에서 ‘다르게도 가능하며’,‘필연 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것이라는 의미에서

우연성이 아니다.이런 에 주목하여 반더스트라텐과 이병훈은 슨스의 앞의 인용에

서,‘contingenton’을 ‘~에 의존 인’이라는 의미에서 ‘dependenton’으로 이해하는 것

이 더 정확하다고 지 한다(Vanderstraeten,2002,82,이병훈,2008,119).스트라서 역시,

슨스의 행 개념의 규범 성격을 강조하면서 “행 는 상황 조건에 의존

(dependenton)일 뿐 아니라,행 자가 그 조건과 갖는 의미 인 계에도 의존

”(Strasser,1976,126)이라고 정리한다.

결국, 슨스가 기 의 ‘가치-지향’(value-orientation)의 기 으로 정립하는 공유된

상징체계(shared symbolic system)로서 문화 는 문화 체계는 ‘역할-기

’(role-expectation)이라는 목 을 갖는 사회 체계를 규제하고 제약한

다.(Parsons,1951,37 1965,54)이런 에서 “문화가 없다면,어떤 인간 인 인격도

어떤 인간 인 사회 체계들도 가능하지 않다.”(Parsons,1965,16)그러므로 슨스에

게 공유된 상징 체계는 이 의 우연성이 ‘의존’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자아의 선택

은 이 척도,규범과 일치하는지,일탈하는지의 문제로 체된다.즉 이 의 우연성을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인 타자는 행 자가 아니라,공유된 상징 체계의 담지자로서 자아

의 선택을 심 하는 자로 출 하게 된다.

정리하면, 슨스는 사회 질서의 문제에 한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 체계들에서의 질서”와 “기 의 규범 측면에

의 동기 지향의 상호성에서의 질서”를 말하는데(Parsons,1951,36),이 의 우연성 개

념은 이 두 측면 모두를 규범 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었다.그래서 결국엔 ‘이

의 우연성’에서 ‘우연성’의 개념은 공유된 상징 체계로의 의존,규범 기 로의 의존

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었고,‘이 의’라는 규정 역시 자아와 타자의 칭성,즉 기 의

상보성에 의한 기 의 일치에 주목하다보니,사회 계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의미 단 로서 ‘자아-타자’의 계항이 ‘자아-문화’의 비 칭성으로 ‘일면화’되었다.

루만이 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명하기 한 슨스의 이 의 우연성 개념과 그 해

소방식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슨스의 이 개념에 내포된 이러한 이론 한계 때문이

다.따라서 다음은 루만의 이 의 우연성 개념을 살펴본다.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인 것이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의 역설이 개된 것

이라는 ,그래서 사회 체계의 창발은 이 이 의 우연성의 역설이 소통될 때,비로

소 가능하다는 에 한 이론 기 를 분명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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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루만의 이 의 우연성 개념

“이 의 우연성 문제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로 신 하게 이동하는 것이 요

하며,이것이 슨스와 분기되는 지 이다”(Luhmann,1984,149)

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루만은 슨스의 이 의 우연성 개념과 그 개념을 통한

사회 질서의 해명에 만족하지 않았다.차라리 루만에게 슨스의 개념은 문제제기

을 뿐,그 ‘해결’은 아니었던 것이다.루만이 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명하는 슨스의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행 와 사회 계,그리고 궁극 으로

는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단 이자 형식으로 이 의 우연성은 근 사회

의 시간 구조와 마찬가지로,그 형식 ‘안’에서 그 형식과 ‘더불어’해명되어야 하는 것

이지,사회 규범이나 공유된 상징 체계와 같은 이 형식의 ‘외부’에서 이 형식을 안정

화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는 근 인의 행 와 경험은 기능 으로 분화된 사

회 체계가 확보한 ‘’를 향한 계의 시선이 아니라,‘앞’을 향한 시선,즉 시간의

시간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평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113)이 과 이후의 차이, 재

미래들과 미래 재의 차이로서 사건의 창발이 시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개되

기 때문에 시간 ‘외부’의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더 정확하게는 시간 외부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이는 루만이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를 시간화할 것임을,즉,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의 복잡성을 시간화할 것임을 의미한다.즉,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의 복잡성과 우연성은 이를 시간화함으로서 이 단 의 자

기지시 역설을 찰하고,차이/구별을 산출하면서 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베버처럼 행 -행동의 계선을 주축으로 사회 계를 맺는 행

자-행 자의 문제 는 베버의 문제의식을 따른 슨스처럼 행 하는 주체가 문화 체

계로의 규범 지향과 그에 한 기 를 통해 이 의 우연성을 이 의 의존성의 문제

로 정식화할 수 없다.루만은 한편으로 이 의 우연성의 문제를 사회학 는 사회

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 ‘사회 단 ’로 이해했다는 에서,베버→ 슨스의

계열을 따른다.그러나,루만은 이들의 논의가 행 이론의 차원에 묶여서,근 사회의

구조 변동을 통해 가능해진 이 의 우연성의 그 폭발 인 가능성,즉 사회 계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그 잠재 능력을 극 으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에서 행

이론과 단 을 이룬다.

사회 체계의 작동은 따라서,인간을 통해 설명될 수 없다.즉,사회는 인간을 통해

113)루만은 계(hierarchy)에 해 말하면서,“ 계는 사람을 로 쳐다보게 만든다”라고 말한다.Niklas

Luhmann,ArtasaSocialSystem,EvaM.Knodt(tr.),StanfordUniversityPress,2000,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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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없다.이는 루만에 한 일반 이고 가장 손쉬운 오해가 그런 것처럼,사회

에 인간이 부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의 행 는 분리불가능하지만,동시에 구

별할 수 있고,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구별이 없으면,인간은 자연 인 존재,

생물학 인 존재라는 가장 포 인 규정으로 설명되고,따라서 사회역시 동물의 사회

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인간 행 의 사회 의미는,사회 계의 의미는

심리학 설명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114).즉,루만은 사회학이 근 사회의 시간

구조에 따라 개되는 복잡성의 시간화,그래서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의

시간화를 이론화하기 해서는 인간의 유기 이고 신체 인 활동과 의미를 갖는 행

를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인간=행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심리 체계의 작동을

포함하여 인간의 유기 이고 신체 인 활동과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지시, 찰된 행

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이 때,비로소,역사 인 개념인 주체를 인간의 이름

으로 역사 으로 고집하거나,주체를 복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체 형식의 일반화”

로서 의미를 사회학 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Luhmann,1982,325)

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행 자가 부재한 반인간 인 사회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행

를 사회 인 의미의 단 로 구별하기 해서 행 를 행동이나 경험/체험이 아닌 것

으로 지시하는 찰의 작동이 선행해야하기 때문에,행 자에 앞서,행 에 앞서 이를

행 라고 귀속시키고,지시하는 찰의 작동이 앞서는 것이다.본 논문 3장 4 에서

본 것처럼, 찰은 자기지시의 역설, 는 역설 인 자기지시의 작동이다.그러므로

찰을 통해,행 의 귀속과 구별을 통해 자기지시 역설이 개될 때,비로소 ‘사회

인 것’의 창발을 지시하고 찰할 수 있게 된다.이처럼 루만은 역설 으로 행 를 사

회학 으로 이론화하고 찰하기 해서,사회 인 것의 창발을 자기지시라는 역설의

문제로 감당하고, 찰할 수 있기 해서 행 자가 아니라 찰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가 자아와 타자가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상 의 행

를 구별하고 찰하는 자기지시의 순환 계를 갖기 때문이다.이처럼 이 의 우연

성의 순환성에 주목하는 것은 곧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루만의 체계이론이 자기지시

라는 순환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한 사회 성격을 찰한다는 것이다.루만에

게 ‘사회 인 것’은 이 의 우연성이라는 자기지시 인 역설의 단 를 어떻게 소통하

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베버와 슨스의 행 이론이 멈춘 지 에서 루만은 이 의 우연성 개념을 체

114)이런 에서,루만은 “인간은 심리 체계(인격성)를 통해 조 되는 기 으로 산다”고 하면서,

인간의 행 와 경험의 수 을,사회 차원과 심리 차원의 수 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

다.NiklasLuhmann,Rechtssoziologie,VSVerlag,2008,S.133~134.그리고 이에 해서는 루만

의 유명한 체계의 차원의 도식을 참고할 수 있다.NiklasLuhmann,sozialeSysteme,Suhrkamp,

1984,S.16.행 와 체험/경험의 구별에 해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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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론 으로 환하면서 다시 출발하고,이 문제 인 ‘사회 ’조건을 끝까지 어 붙

일 수 있었다.루만에게 이 의 우연성의 ‘이 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의’성격을

갖는다.첫째는 두 찰자가 서로 면하면서 행 와 체험/경험의 구별을 찰한다는

측면이다.둘째는 이 게 찰하는 각각의 찰자 역시,매순간 자기 내부에서 행 와

체험/경험을 찰한다는 이다.이런 에서 이 의 우연성을 구성하는 두 찰자는

다른 찰자를 찰한다는 의미와 자기자신을 찰한다는 의미라는 ‘이 의’의미에서

‘찰하는 체계’(observingsystem)이다.따라서 두 개의 블랙박스,즉 그 내부를 들여

다보고 악할 수 없는 두 찰자가 서로 면하고 있다는 에서 ‘칭

’(symmetrical)인 상황은 다른 찰자에 해서,그리고 다른 찰자인 자기자신

에 해서 규정 인 조건이 된다.이는 베버나 슨스가 사회 계나 이 의 우연성

을 해명할 때, 찰자가 아니라 행 자를 심에 놓았다는 을 염두에 두면,결정

으로 다른 지 이고,여기서 행 이론과 체계이론이 단 으로 변별된다115).이것이 이

의 우연성의 ‘이 성’을 규범 으로 해소하지 않고,그 잠재 인 가능성이 사회 으

로 개되는 양상을 사회학 으로 찰하기 한 루만의 사회학 계몽의 이론 성

과다. 한 이는 자기지시라는 역설을 탈역설화하는 형식과 이 의 우연성을 사회

우연성으로 환시키면서 그 형식 역시 사회 형식으로 환하게 하는 양상을 악

하게 하는 루만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의 이론 문제상황이자,이론 목표인 것

이다.

루만은 이처럼 행 자의 찰자로의 체를 통해 슨스의 경우와 반 로 이 의

우연성에서 ‘이 의’라는 규정과 ‘우연성’이라는 개념 모두 그 성격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그 역동성을 이론 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왜냐하면,이 의 우연성을 성립

시켰던 핵심 개념인 ‘기 ’는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 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미래 재(zukünftigerGegenwart/futurepresent)와 기 지평이라는 의미에서 재

미래(gegenwärtigerZukunft/presentfuture)간의 차이로서 시간의 문제이고,근

시간 구조 안에서 이 과 이후의 차이로서 사건으로 매순간 재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 시간지평에서 양상화되는 행 와 체험은 각 행 자의 주 인 의도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그 타자의 행동이라는 ‘무규정성’(Unbestimmtheit)은 찰

자의 체계와 환경의 구별을 통해서만 그 무차이 흐름을 행 와 경험으로 각각 체계

‘안’과 체계 ‘밖’으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즉 타자의 일련의 행동과 반응을 체

계 ‘안’으로 ‘자기지시’(Selbstreferenz)하여 행 로, 그 게 지시되지 않아서 여 히

115)행 이론과 체계이론에 한 간략한 설명과 비교는 『사회 체계들』 역본 서문을 신한 루

만의 짧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NiklasLuhmann,“Instead ofaPrefacetotheEnglish

Edition:OntheConcepts‘Subject’and‘Action’”inSocialSystems,JohnBednarz(tr.),Stanford

UniversityPress,1995,xxxvii~x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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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되어 있지만 다음 찰에서는 사건으로 행화할 수 있는 경험/체험으로서 체계

‘밖’,즉 환경으로 ‘타자지시’(Fremdreferenz)하는 구별의 작동은 기본 으로 행 자의

주 인 의미가 아니라, 찰자의 체계와 환경의 구별,자기지시와 타자지시의 구별,

행 와 경험/체험의 구별이라는 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자기생산 개념을

발견한 마뚜라나가 “모든 말해진 것은 찰자에 의한 것”(Maturana& Varela,1980,8)

이라고 하는 이유도 행 자의 행 조차도 자아 그리고 상 방인 타자가 행 자이기에

앞서 우선 찰자로서 각각 그것을 경험/체험이 아닌 행 로 구별하는 것,즉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지시하는 것에서부터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의 논의를 루만

의 언 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 와 체험/경험이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갖는 선택이 있다.우리는 행 를

그 선택이 체계로 귀속될 때 행 로,그 상황,즉 체계의 환경으로 귀속될 때

경험으로 간주한다.이는 다음의 정의를 함축한다.

1.체계와 환경이라는 개념이 행 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반 는 성립하지 않

는다):그러므로 체계 이론이 행 이론보다 더 기본 이다.

2.행 는 경험의 선택의 분류는 체계 지시에 의존(dependon)한다:한 체

계의 어떤 행 는 다른 체계의 경험이 될 수 있다.

3.행 와 경험은 그 선택에 있어서 기능 등가로 간주될 수 있고,그 에서

서로 체될 수 있다.”(Luhmann,1976,510)

따라서,루만에게 이 의 우연성은 슨스처럼 규범 기 나 기 의 상보성을 지향

하는 ‘행 자’의 선택과정이 아니라,그 귀속의 방향,즉 체계로의 자기지시나 환경으

로의 타자지시에 따라 행 와 체험/경험으로 다르게 구별되고 찰될 수 있다는 에

서 두 ‘찰자’들의 선택,체계귀속의 과정의 연속이다.이처럼 루만은 이 의 우연성

의 ‘이 의’성격을 행 자가 아니라 찰자 개념을 통해 끝까지 고 나가며,이를 통

해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양상화되고,사건화, 행화되는 그 선택을 체계와 환경의

구별,행 와 경험/체험의 구별,자기지시와 타자지시의 다른 귀속으로 악하게 되면

서,이 의 우연성의 ‘우연성’이 시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사건으로 창발하는 그 본래

속성을 규범이나 이 의 우연성 ‘외부’의 선험 질서나 척도로 무화하지 않을 수

있었다116).우연성은 “행 와 경험이라는 두 측면의 형식에서의 선택”이고,“그 선택이

116)우연성(contingence)개념에 한 희랍,라틴어의 용례와 통, 세의 신학에서의 신 개념과의

연 양상(modality)개념 등에 한 구체 이고 보다 문 인 설명은 Niklas Luhmann,

“GeneralizedMediaandtheProblem ofContingency”inExplorationsinGeneralTheor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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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 행 체계에 귀속될 때”(Luhmann,1976,515)행 가 된다는 에서 행

는 모든 경험에 앞서는 경험의 기반이 아니라,차라리 경험의 무규정 인 흐름을 의미

를 갖는 단 인 행 로 분 하고 편화하는 찰의 결과요,선택의 체계 ‘안’으로의

귀속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의 우연성의 ‘이 의’성격 때문에 자아(ego)뿐 아니라,타자(alter)

역시,자기자신의 행 와 경험을 찰하고 그 구별의 결과를 행 로 자기지시한다는

에서 타‘아’(alterego)이고,동시에,자기 찰하는 찰자는 이 의 우연성의 칭성

(Symmetrie)에 따라 다른 찰자의 행 와 경험을 구별한다는 에서 ‘타’아(alter

ego)인 것이다.(Luhmann,1984,177)117)

결국 이 의 우연성은 서로를 찰하고 있는 두 찰자가 서로에 해 “만약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칭성,자기지시 원환

(selbstreferentielleZirkel)의 형식을 갖는다(Luhmann,1984,166).이 자기지시 인 칭

성,시작도 끝도 없는 그 순환은 상 의 기 에 의존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자아가

재의 사건으로 타자의 경험과 행 를 구별하는 찰이 체계와 환경의 구별이라는

“각각의 인과규명에서 무한한 방향을 갖는 지시(Verweisung)118)”(Luhmann,1970,20)에

따른 선택이라는 에서 ‘우연’한 것이다.자아와 타아, 는 타아의 타아로서 자아와

타아의 행 와 체험/경험의 구별은 찰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도 가능”하고,“필연

성과 불가능성의 배재”(Luhmann,1984,152)로서 우연한 선택이기 때문이다.자아의

찰에 따라 행 로 귀속된 의미의 단 가 타아의 찰에서는 경험으로 환경으로 타자

지시될 수 있는 이 우연성의 원환,우연성의 칭은 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시 원환

을 매순간의 찰과 그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악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에서 사회 계의 기본 단 로서 이 의 우연성이 갖는 자기지시

칭,자기지시 순환은 ‘찰하는 체계’(observingsystem)로서 자아와 타아의 자기

찰/자기지시와 타자 찰/타자지시라는 ‘이 의’성격과 그와 같은 매순간 찰의 결

과가 ‘우연’하다는 성격을 갖는다.그러므로 루만이 사회 질서를 해명하기 해 도입

하는 이 의 우연성 개념은 자기지시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체되거

나 환원될 수 없고,오직 그 자기지시 순환과 칭 ‘안’에서 그와 ‘함께’ 개되면서

SocialScience:EssaysinHonorofTalcottParsons,J.J.Loubseretal.(eds),Vol.2,TheFree

Press,1976,pp.508~509참고.

117)다른 에서 루만은 “이 의 우연성은 자아의 치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자의 치에서 자아와

타자의 차이를 반성하는 것(reflektieren)이다.타자는 ‘타아’(alterego)가 되며,자아 역시 타아의

타아가 된다”로 정식화한다.NiklasLuhmann,“RisikoundGefahr”insoziologischeAufklärung

Bd.5VSVerlagfürSozialwissenschaften,2005,S.145.

118)지시와 추방을 동시에 지칭하는 이 동사의 역설 인 용법과 사회 체계의 역설 인 작동에

해서는 다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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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양상화되는 찰의 반복이고 찰의 개이다.이처럼 사회 계가 성립하

는 매 순간 이 의 우연성은 우연한 찰,즉 우연한 체계와 환경의 구별을 통해 자기

지시 순환의 연쇄를 반복한다.

앞서 3장에서 지 한 것처럼 루만이 “자기지시는 폭약”(Luhmann,1984,656)이라고

한 것은,“시간이 모든 것을 증폭”(ibid,70)시키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회 질서를 가

능하게 하는 기본 인 사회 단 로서 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시 순환 형식은 규

범이나,도덕,정치 ,법 명령,주권자의 의지,부르주아지의 지배 등과 같은 이 형

식 외부의 특정한 원리나 거를 지향하거나 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이런 에서 이 의 우연성은 ‘형식 안의 형식’(aform intotheform)이라는 자기

지시의 형식을 갖기 때문에,“drawingadistinction”의 구별을 통한 찰은 자기 자신

에게 그 구별을 “re-entry”하는 사회 단 이자,역설의 단 라고 할 수 있다.매순

간의 찰이 역설의 작동이기 때문에(Luhmann,1999,25~26),즉 이 의 우연성의 단

는 ‘칭성/경험=비 칭성/행 ’의 역설이기 때문에,이 역설을 해결하는 것은 ‘동일성

과 차이의 차이’로서 주도 차이를,‘체계와 환경의 차이로서 체계’의 분화와 형성이 지

속 으로 반복되고, 개되는 것이다.그래서 이 의 우연성은 한번 해소되면 완 히

해결되거나 무화되는 문제 인 상황이 아니라,이 (nolonger)과 이후(notyet)의 차

이로서 시간의 개 안에서 시간과 함께 자기지시라는 역설의 형식이 찰의 매순간,

체계와 환경의 구별의 매순간 우연한 사건으로 매번 새롭게 창발하는 폭약이고 사회

계의 증폭기이다.이 의 우연성은 그 목 도,시작과 끝도 없는 지속 인 창발

의 과정인 셈이어서,“미래는 시작할 수 없다”는 루만의 정식을 빌리면,“이 의 우연

성은 시작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사회 질서의 해명과 사회 체계의 창발을 이 의 우연성에서 해명하고자

한 루만은 이 사회 계의 기본 단 가 이 의 우연성이라는 자기지시 역설이라

는 에서 자기지시,시간의 시간화,사건의 창발,행 와 경험/체험의 구별,체계와

환경의 구별 등을 찰의 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물론 이는 기 지평과 경험공간

이 불일치하는 근 의 역사 조건에서 이 의 우연성이라는 역설이 개되는 사태

차원인 기능 분화와 시간 차원인 사회의 진화와 함께,그 안에서만 사회 질서가

해명될 수 있는 사회 차원을 체계이론 으로 찰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

목 도,특정한 심도 없는 사회 체계의 기능 분화와 진화는 이제 이와 같은

역설의 단 인 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시 ‘칭성’을 어떻게 ‘비 칭화’할 것인가라

는 찰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루만에게 사회 체계의 창발은 곧

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시 형식이 비 칭화되는 역설의 개를 통해 가능하다.곧

사회 질서의 사회 인 차원은 이처럼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의 자기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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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을 찰하는 특정한 형식들을 통해 가능하며,‘사회 인 것’을 자기생산의 요소

로 하면서 재생산한다.이것이 루만이 사회는 오직 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로만 존

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그리고 이것이 ‘사회 인 것’이 다른 곳,다른 장소,

월 이거나 역사 이고 규범 인 심 에서가 아니라,일상에서 행 와 경험을 가능

하게 하는 사회 단 인 이 의 우연성에서만 창발된다고 개념화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므로,루만이 이 의 우연성을 체계이론 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베버가

제기한 것처럼 탈주술화된 가치다원 인 근 사회에서 일상(Alltag)의 문제는 일상의

문제로만 면할 수 있다는 사회학 요청을 끝까지 고 나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베버가 형식 합리성을 논의한 그 자리에서,루만은 더 이상 사회학 인 설명

력이 없는 행 이론 한계를 명확히 한다.그리고 이 의 우연성 개념에서 명확히 드

러난 것처럼,바로 그 자리에서 루만은 사회학 계몽이라는 자기지시 찰의 방법

에 따라 사회 체계의 자기생산,자기지시,즉 사회의 자기기술과 자기 찰을 체계이

론 으로 이론화할 수 있었다.‘사회 인 것’을 체계이론 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던 루

만은 이러한 이론 성과 덕분에,사회 질서의 ‘사회 ’성격의 원리와 작동을 해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 질서의 창발과 재생산을 사회 체계의 창발과 재생산으로

찰할 수 있는 이론 자원을 획득한 것이다.

3.사회 체계의 창발과 사회 질서 :소통과 의미체계

(1)소통과 ‘사회 인 것’

헤겔이 근 사회를 주 성의 원리가 실 되는 역사로 보았다면,루만에게 근 사

회는 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역설 인 세계에서 주 우연성이 사회 체계를 통해

개되는 역사다.따라서 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이러한 주 우연성

이 어떻게 사회 체계를 통해 ‘사회 인 것’의 우연하고 역설 인 작동을 요소로 하

면서 개되는가의 문제로 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루만에게 “사회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 인 물음은 “사회

체계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사회학 문제로 체된다.이는 그가 사회학 계몽이

라는 찰의 방법을 사회 세계,역설 인 세계,그래서 구별과 찰이라는 복잡성

감축을 통해 창발한 단 의 역설119)을 사회 체계라는 사회학 단 로 탈역설화하

119)단 의 역설은 곧 ‘차이들의 단 로서 역설’(ParadoxiealsEinheitdesDifferenten)을 말하는 것

이다.즉 체계 안에서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구별하는 체계의 형성이라는 ‘차이=동일성’,‘단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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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명화하며,비가시화하면서 개하기 함이었다.이는 세계의 우연성을 사회

체계의 창발을 통해 사회의 우연성으로,이 의 우연성의 순수한 자기지시 역설을

소통을 통해 사회 인 우연성으로 탈역설화하는 문제가 된다.

“어떻게 자기지시 체계 이론과 진화의 신다 주의 이론을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차 매력 인 심사가 되었다.하나의 가능성은 진화를 ‘자기지시의

역설의 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자기지시 체계의 비개연 인 상태는 분

화,무엇보다도 체계와 환경의 분화에 의해 가능해지고 심지어 개연 으로 된

다.그 결과는 동시에 개연 인 것의 비개연성인 비개연 인 것의 개연성이

다.”(Luhmann,1990,149)

의 지 처럼,‘개연 인 것의 비개연성’그리고 ‘비개연 인 것의 개연성’은 자기지

시 역설을 환하는 문제가 된다.왜냐하면,이 비개연 인 것의 개연화는 곧

“사회 ‘안’에서 사회에 ‘한’소통이라는 역설”이며,“비개연 인 것의 개연화

인 역설”

이기 때문이다.(Luhmann,1997a,20,413)비개연 인 것의 개연화인 역설의 개는 사회

안에서 사회에 한 찰,즉 자기 찰로서 소통으로 그 사회 차원이 확인되는 것

이다.그래서 ‘사회 인 것’은 사회 안에서 사회에 한 소통인 자기지시 역설,즉

비개연 인 것의 개연화를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구별하고,비 칭화할 때 우연

한 사건으로 창발한다.그러므로 사회 체계가 기능 으로 분화하면서 자기지시하는

것,사회 체계 형성의 re-entry는 ‘사회 인 것’,즉 이 의 우연성의 비개연성을 개

연화하는 소통을 자기요소로 자기생산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런 사회 인 차원

덕분에 사회 체계의 창발은 ‘사회 인 것’의 창발을 자기요소로 갖는다.이제 사회

체계의 요소로서 ‘사회 인 것’과 소통으로 행화하는 ‘사회 인 것’들 간의 연결과

그 계가 사회 체계의 창발과 재생산에 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루만

이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계를 ‘부분- 체 도식’이 아니라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정식화한 이유도 이처럼 사회 단 의 역설이 갖는 창발 인 속성을 유기체나 생명력

=단 분화’가 단 의 역설인 것이다.이는 찰자의 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기 때문에,루만은 험과 항에 해 설명하면서,“참여의 이 차이나는 것으로 출 하게

하는 이러한 출발 은 그 게(구원된 단 를 제안하는 것으로)정식화하지 않으며,차이들의 단

로서 역설로 비가시화된다”라고 설명한다.이는 곧 험과 항에 있어서의 ‘사회 우연성’을 사회

학 으로 찰하는 것이 된다.NiklasLuhmann,SoziologiedesRisikos,WalterdeGruyter,2003,

SS.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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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체로 환원하지 않기 해서다.이처럼 이 의 우연성이 소통을 통해 개되

고,창발하는 바로 그 사회 차원 ‘때문에’,루만은 그의 악명높은 테제,그러나 그의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의 ‘사회 ’차원의 정수를 공식화하는 다음의 테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인간은 소통할 수 없다.소통만이 소통할 수 있다.”(Luhmann,1992b,31)

따라서,루만이 베버와 슨스의 행 이론 통을 비 으로 극복하면서,이 의

우연성을 체계이론 으로 찰의 형식을 통해 진화한 이론 성취는 곧 ‘사회 인

것’을 이 의 우연성이라는 자기지시 인 역설의 단 를 어떻게 소통하는가의 문제로

찰할 수 있었다는 에 있다.단 의 역설이 가능성으로부터 상이한 선택과 구별 그

리고 지시이기 때문에(Luhmann,2008,105),즉 역설은 차이의 단 ,차이의 동일성이기

때문에(Luhmann,2003,117),‘사회 인 것’은 ‘unitasmultiplex’라는 단 의 역설이

다.120)이런 에서 루만에게 ‘사회 인 것’은 유기 체에 한 동경,도덕 인 것,

정치 인 것,종교 인 것,경제 인 것 등으로 환원할 수 없다.차라리 ‘사회 인 것’

은 이 의 우연성의 단 를 비개연 인 것의 개연화인 소통으로 창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의 자기지시 인 역설은 “체계 안에서 차이

의 동일성이라는 역설”(Luhmann,1993c,205)을 소통의 자기지시를 통해 탈역설화 된다.

사회 체계는 소통의 자기생산을 통해서 이 의 우연성의 칭성을 비 칭화하고,세

계의 비개연성을 개연화하며,세계의 역설을 탈역설화하는 것이다.그래서 사회 체

계는 자기자신의 단 의 역설을 스스로 탈역설화한다.그리고 이 때,‘사회 인 것’은

우연한 사건으로서 창발하고,자기지시라는 폭약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과 복잡성,그

리고 우연성이 사건으로 행화되는 방식으로 자기지시 역설을 찰하는 것이다.이

를 루만은 “역설이 개되고,가시화하며,문명화하고,비 칭화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다.(Luhmann,1993c,23)그러므로 근 사회의 시간 구조에 따라 복잡성이 시간화되고,

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시 단 역시 시간화된다는 에서,‘사회 인 것’은 역시 체

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스스로를 산출하면서 창발한다.

120)“‘unitasmultiplex’의 역설은 체계 안에서 불투명성,환 ,방해 그리고 차단의 필요로 재등장한다.종

교 체계의 선택 코드의 용법으로 말하자면,내재성에서의 월성으로 재등장한다”NiklasLuhmann,

ökologischeKommunikation,VSVerlagfürsozialwissenschaften,2008,S.134.(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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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체계의 창발

‘사회 인 것’의 이러한 증폭 인 단 의 역설 덕분에 사회 체계의 기능 분화는

이 의 우연성을 소통하면서 개연화하는 것이고,동시에 체계의 형성을 증폭

(multiplication)시키는 것이다.이것이 루만이 자기지시의 역설이 폭약이라고 수사 으

로 표 한 사회 차원이다.그래서 사회 체계의 형성=분화라는 역설의 ‘사회 ’인

개는 소통을 통해 가능하며,이는 re-entry의 자기지시를 통해 복잡성 감축이 곧

체계 내부의 복잡성을 증폭시킨다는 자기생산의 역설이 비 칭화되는 것이다.이러한

이유에서 체계의 형성은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시킴과 동시에 체계 내부의 복잡성을

증폭시킨다는 에서,체계의 증폭이다.앞서 살펴본 것처럼,역설 인 세계로서 근

사회는

“사회는 오직 자기지시 체계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사회는 오직 괴델 인

세계 안에서만 소통들을 작동시키고 재생산시킬 수 있다.”

으로 정리할 수 있다.(Luhmann,1990b,147)괴델 인 세계이기 때문에,근 사회는 비

결정성의 세계이고,루만의 표 처럼 “규정성의 상실로서 역설”의 세계121)이다.사회

체계는 체계분화를 통해 자기지시 역설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안정화하는 것이다.즉

역설 인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함과 동시에,다시 체계 내부의 복잡성을 자기지시로

증 하는 찰의 역설 인 작동을 통해 사회 체계는 소통하는 것이다.

이제 세계의 우연성과 복잡성 차이를 갖는 사회 체계의 우연성을 안정화하기

해서,즉,이 의 우연성을 사회 우연성으로,비개연성을 개연성으로, 칭성을 비

칭화하기 해서는 선택의 가능성들을 제약하고 분배하는 사회 형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사회 형식은 ‘사회 인 것’,즉 소통의 자기생산을 통해 창발하는 것이어

야 하고,소통을 통해 세계의 역설을 사회 으로 의미있는 단 로 감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의미를 일반화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체계와 련

하여 역설 세계의 우연성을 감당하고 안정화하는 두 가지 상호의존 인 양상을 필

요로 한다.하나는 선택의 불가피성,이 의 우연성의 사회 표 인 소통에 의해 체

계와 환경의 차이를 복잡성 감축을 통해 체계 안으로 지시한다는 선택의 측면과 이

선택의 가능성들을 사회 으로 제약하는 구조인 사회 체계이다.소통과 사회 체계

121)앞서 살펴본 것처럼,역설이 “규정성의 상실”,즉 자신을 자기자신 안에서 re-entry하는 다음

작동이기 때문에,이 때 상실은 “필연성과 불가능성의 배제”이며,그런 에서 역설은 ‘필연 이지

도 불가능하지도 않은’우연성이 개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Niklas,Luhmann,soziale

Systeme,Suhrkamp,1984,SS.5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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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처럼 선택의 불가피성,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시 역설을 상징 인 질서로 일

반화해야 한다는 때문에,루만은

“이러한 창발 인 질서를 사회 체계라고 부른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Luhmann,1984,157)이런 의미에서 사회 체계의 창발은 ‘제한

된 가능성의 법칙’(thelawoflimitedpossibilities)(Luhmann,1976,517)에 따르지,규정

성을 상실한 역설 인 세계에 그 로 노출되지 않는다.루만은 이를 세계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의 형성의 우연성이 서로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루만이 체계와 환경이 ‘일 일 응’ 계를 갖지 않는다고 체계의 형

성을 설명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그래서 세계가 우연하고 복잡하다하더라도,

사회는 이러한 우연성과 복잡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감당하는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

다122).이런 이유에서 사회의 분화 형식은 무한하지 않고,역사 으로 특정한 형식들

로 제한되며,이런 이유에서 분화 형식은 사회의 구조를 형성한다.사회의 진화에 따

라 사회 체계의 형성,즉 분화 형식은 사회의 구조로 조건 지어 지는 것이다.

루만의 체계이론을 기능주의 인 통에서 유하는 리하르트 뮌히(R.Münch)는 사

회 질서에 한 물음을 던지면서,사회 질서의 문제에 해 루만은 “분화는 그 자

체로 근 사회에서 행 를 질서지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단순하고 놀라운 답

변’(simpleandsurprisinganswer)을 제출했다고 평가한다.(Münch,1990,443)123)하지

만,이러한 평가는 사회 분화라는 사회학의 고 인 답변을 제출했다는 에서 단

순하지만,이 분화를 근 사회의 구조변동에 따른 자기지시 역설이 개되는 것으

로 악했다는 에서 놀라운 답변이다.루만의 이 ‘단순하고 놀라운 답변’은 다음과

같다.(Luhmann,1977,31)

“체계 분화는 체계 내부에서 체계와 환경 간의 차이를 반복하는 것이다.곧

분화는 체계 형성의 반성 형식(reflexiveform)이다.⋯ 그래서 분화된 체계에

서 우리는 두 가지 환경을 볼 수 있다:하나는 모든 하 체계들에 공통 인 외

122)루만은 이에 해 분화와 구조,진화,형식의 연 을 논하면서,“베버와 마찬가지로 짐멜에게 고도

로 발 된 ‘형식’은 분화의 상 물 하나다.개인화의 우 는 다른 분화의 다른 상 물이다”

고 정리하고 있다.NiklasLuhmann,“ParadoxofSystem Differentiation”inDifferentiationTheory

and SocialChange,Jeffrey C.Alexander& PaulColomy,Columbia University Press,1990,

pp.413~414.

123)뮌히의 루만의 체계이론에 한 간략한 평가 정리는 RichardMünch,“TheContributionof

GermanSocialTheorytoEuropeanSociology”inSociologyinEurope,BirgittaNedelmann,

PiotrSztompka(eds.),WalterdeGruyter,1993,pp.51~5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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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환경이고,다른 하나는 각 하 체계에만 특별한 내부 환경이다”

이런 에서 분화는 자신을 내부의 체계와 환경으로 분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동일

성의 특정한 방식으로 증폭시키면서,자기 자신 안에서 체계의 재생산을 수행하며,이

러한 사회 체계의 형성,즉 ‘사회 인 것’의 자기생산을 통한 창발 자체가 곧 사회

체계의 분화가 되는 것이다.그래서 루만에게 사회 체계의 창발,즉 소통의 자기생

산으로서 사회 질서의 창발은 사회 체계의 분화라는 에서 “동일성이 차

이”(Identityisdifference)(Luhmann,1990,10)로서 역설의 개이며,사회 체계라는

하나의 단 는 “ 체 체계의 단 에 한 새로운 표 ”(Luhmann,2008,135)이 된다.

(3)사회 질서와 의미체계

“체계이론은 올바른 행 를 격려하는데 심이 없다. 신 행 들 간의 의미

에 기 한 체계를 구축하는 연결에 심을 갖는다.”(Luhmann,1982,107)

하지만,근 사회가 이처럼 괴델 인 사회,역설 인 사회라 하더라도 루만은 철학

이나 문학처럼 이를 확인하고,주석을 달며,문학 인 표 으로 형상화하는 것에 만족

하지 않는다.차라리 이는 사회학이 출발해야 하는 지 이고,역설 인 세계의 그 무

한함에 직면하여 당황하지 않고,그러한 세계의 무한함을 소통하면서 감당하는 문제인

것이다.물론 사회학 계몽에 따라 이러한 세계의 무한함,역설 인 세계의 비규정성

은 사회 체계의 분화를 통해 의미 단 로 소통된다.다음은 바로 이런 사회 체계

의 기능,즉 의미체계를 통한 사회 질서의 소통과 그 작동에 해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루만이 소통을 역설의 문명화,비가시화로 이해하면서 추상 으로 악하지

만,그 역시 “소통이 없으면,어떠한 인간 인 계도,어떠한 인간 인 삶도 없

다.”(Luhmann,1990b,86)고 소통의 사회 이고 인간 지 를 확인한다.비개연 인 것

의 개연화를 통해 이 의 우연성의 단 가 갖는 역설이 증폭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

회 체계의 창발의 사회 차원이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체계의 진화라는 시

간 차원을 함께 지시하는 것이다.왜냐하면,“오랫동안 비개연 인 진화의 결과를

안정화했던 의미론과 사회 구조 간의 상호간의 지원이라는 순환

계”(Luhmann,1990b,154)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회 체계는 소통체계로 자기지시

하면서,역설이 개되는 그 증폭을 ‘안정화’하면서 재생산한다.이것이 사회 체계가

구체 인 주체를 통해서가 아니라,그 주체 형식의 일반화인 의미를 소통하는 이유다.

이는 루만의 이 의 우연성 개념에서 보았던 것처럼 근 사회의 구조에 따른 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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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분화가능성과 기 의 우연성이라는 ‘주 우연성’이라는 차이를,변이를 반복

으로 안정화할 때,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근 세계의 역설을 안정화할 때,행 를

체계 안으로 귀속/자기지시하고,경험을 환경으로 타자지시할 때 비로소 사회 체계

가 창발하기 때문이다. 한 기 는 행 이론 통과 달리 “개별 인간의 실제 인

의식의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소통의 의미의 시간 측면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Luhmann,1995,185)그래서,

“사회 체계의 형성은 어떤 상황에 있는 타자의 행동을 안정화하는 가능성

을 제약/구조화한다.오직 그런 한에서 자기생산 재생산은 행 에서 행 로

창발할 수 있다.불확실성의 해소는 행동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기 를 안

정화하는 경로를 밟으며,이는 자연히 행동 선택은 기 와 지향없이는 선택되

지 않는다는 것을 제하는 것이다.”(Luhmann,1984,157)

이런 에서 의미는 주체의 주 인 의도가 아니라,자아의 기 그리고 타아에

한 기 ,그리고 그에 따른 행 와 경험의 선택과 분화가능성들을 일반화하는 형식이

다.그래서 “선택은 하나 이상의 것들 에서 하나라는 일반 인 형식”을 갖는

다.(Luhmann,1976b,511)의미를 이처럼 체계와 환경의 차이,가능성과 실성의 일반

차이,잠재성과 행성의 작동 차이(Luhmann,1997a,142;Fuchs,2004,34),행 와

경험의 차이로 일반화하는 것은 의미를 상의 본질로 악하는 것이 아니라,그 상

을 행 와 체계의 맥락에서 다루는 방법과 방식을 조 하기 해서다.사회 체계를

통한 이러한 조 은 역설 인 세계라는 사회 사태를 행 와 경험을 구별하는 특정

한 형식으로 일반화되고,추상화할 때,근 사회의 시간구조에 따른 시간의 압력과

기능 분화에 따른 고유한 시간 구조 때문에 근 사회의 시간 부조화라는 일반

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의미를 이처럼 일반화 형식으로 이해할 때,역설

인 세계,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역설이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로 소통의

매순간 창발하는 근 사회의 복잡성을 안정화할 수 있는 것이다.경험과 행 를 분화

할 필요성은 사회 삶의 증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과 더불어 창발하기 때문이다.

루만은 역사와 진화를 논하면서,“어떤 이론도 구체 인 것에 도달할 수 없다.그것

은 이론의 의미도,이론의 목 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이는 역설 인 근

사회의 복잡성 감축이라는 ‘선택강제’에 따라 행 와 경험의 분화를 요청하는,사회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찰하는 사회의 진화에 따른 것이다.(Luhmann,1975,150~151)

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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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이론은 다 주의의 통을 따라 변이(variation),선택(selection)그리고

안정화(stabilization)의 서로 구별되는 메커니즘의 분화와 상호작용을 산출하는

구조 변화에 한 이론”(Luhmann,1976b,42)

으로 정식화하는 루만에게 진화는 신의 계획과 의지에 따른 는 지 인 어떤 기획에

따른 완 함의 성취가 아니라,단지 ‘차이를 만드는 차이’를 선택하고 안정화하는 구조

변동의 이론이다.물론 자기지시 사회 체계를,사회 질서의 창발과 자기생산의

‘사회 ’차원,즉 소통만이 소통하는 차원에 주목하는 루만에게 이러한 구조 변동은

체계 내부에서 개되는 세계의 복잡성과 우연성을 찰한 결과이자,성과다.사회

체계의 진화는 역설 인 세계의 복잡성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감축하면서 사회

체계가 형성되고 분화하는 메커니즘이 개되는 것이다.

진화는 이러한 차이를,이러한 우연한 필연성이라는 역설을,비개연성을 개연성으로

환하는 메커니즘에 다름 아니며,거꾸로 말하면,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차이는 개연

성의 비개연성이라는 자기지시 순환을 통해 역설 인 세계를 구성한다.이러한 개연

성의 비개연화,비개연성의 개연화124)라는 자기지시 역설을 안정화하는 것은 의미라

는 일반 인 형식을 소통하면서 가능하다.그래서 루만처럼 의미를 차이의 단 로 이

해하는 것은 의미의 형식이 진화한다는 것을 말한다.의미체계가 세계의 복잡성 감축

을 통해 차이를 만드는 소통125)을 통해 진화한다는 것을 말한다.그러므로 사회 체

계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행 와 경험을 구별하는 그 형식의 경계를 통해,역

설 세계의 복잡성과 우연성을 감당하는 의미의 경계를 갖는 의미체계로 진화한다.

의미를 이처럼 사회 체계의 일반화 형식으로 이해할 때,의미체계로서 사회 체계

는 변이-선택-안정화의 진화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의 역설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124)블루멘베르크는 발 리(P.Valery)에 한 언 에서 “비개연 인 것이 시어의 의미재산”이라고

하면서,“비개연 인 것의 개연성은 미학 상의 논리 구조식이다”라고 보여 다.한스 블루

멘베르크,『우리가 살고 있는 실들:논문들과 연설 하나』,양태종 역,고려 학교출 부,2011,

180쪽.강조는 자.

125)루만에게 소통은 역설 인 세계라는 문제 인 상황의 비개연성을 개연성으로 환시키는 사회

능력이다.그래서 소통은 기본 으로 비개연 이다.그래서 비개연 인 소통은 ‘소통 행 ’나 ‘발화

행 ’로 악되지 않고,그 단 역시 행 로 간주되지 않는다.오히려 루만은 소통을 정보,통지,발

화라는 세 선택의 종합으로 이해한다.즉,소통은 ‘정보와 통지의 구별’이라는 찰을 통해,정보와

통지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개된다.이 게 본다면,루만의 소통 개념은 앞의 주에서 본 것처럼 발

리 블루멘베르크의 논의와 련하여 흥미있는 주제이다.그러나 이 수 에서의 논의는 본 논

문에서 구체 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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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통체계와 의미론

역설을 안정화하기 해서는 형식이 필요하다.세계의 우연성과 사회 세계의 우연

성이 일 일 응 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 루만에게 이 형식은 다시 말해서,세계의

우연성과 무한성을 사회 세계의 우연성과 유한성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물론,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사회 세계의 역설은 이러한 형식으로 완 히

소진되고,변증법 으로 지양되고,합의에 도달하면서 조화와 균형으로 환하지 않는

다.자기지시의 역설은 이 의 우연성이라는 사회 단 로 소통의 매순간 사건으로

창발하고,행 와 경험의 구별의 매순간 사회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생산하기 때문

이다.이는 사회 체계에서 소통 매체의 매개를 통해,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세계의

역설이 사회 세계의 유한성으로,의미의 단 로 일반화되기 때문이다.이를 사회

체계의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보면,‘변이→선택→안정화→변이’라는 사회 체계의 분

화=형성이 상징 으로 일반화된 소통 매체를 통해 사회 체계의 자기생산으로 개

되는 것이다.이것이 사회 체계의 역사이고 진화다126).

따라서,사회 체계의 역사는 의미를 소통하는 역사이고,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형식을 자기지시 으로 찰하는 역사다.루만은 이를 ‘의미론’(Semantik)으로 개념

화한다.그에 따르면,의미론은 다음과 같다.

“경험과 행 의 행화한 ‘사건들’의 의미의 총체를 구별하는 기능을 해서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형식들’의 총체를 우리는 한 사회의 의미론이라

부르며, 비된 의미 가공 규칙(Sinnverarbeitungsregeln)을 사회의 의미론 장

치라 부른다”(Luhmann,1980,19,강조는 자)

그러므로,사회 체계는 특정한 의미론,즉 특정한 사회 형식을 통해 자기생산한

다.사회 체계가 소통만이 소통하는 ‘사회 인 것’의 자기지시로 창발하고 재생산하

기 해서는 이처럼 세계의 역설을 사회 세계의 역설로 ‘사회화’할 수 있는 형식들

과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사회 형식을 통해서,사건들로 행화한 경험과

의미는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하면서 사회 세계를 표상한다.이것이 루만이 “사회

교통에서 진리가 수행하는 것은 복잡성을 감축하는 것을 번역하는

것”(Luhmann,1983,23)이라고 의미의 진리에 해 말하는 이유다.그러므로 소통 체계

126)“진화 이론은 개별 인 사건을 설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신 구조 패턴을

설명하는 데 집 해야 한다.진화이론은 어떻게 변이,선택 그리고 안정화의 필터 메커니즘이 상

호작용하는지에 심을 갖고, 그 게 제한되어야 한다”NiklasLuhmann,“Evolution und

Geschichte”insoziologischeAufklärungBd.2,1975,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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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형식을 통해 복잡성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즉 체계의 복잡성의 표상을 체

계로 지시하는 메커니즘을 발 시킨다.즉,이러한 복잡성의 표상이 사회 체계가 세

계의 역설을 찰하는 의미이고,이러한 세계와 사회 체계의 복잡성의 차이만큼,복

잡성 낙차만큼 사회 체계의 소통은 자율성을 획득하고 의미는 일반화된다.이 게

의미가 특정한 사회 형식,상징 인 소통 매체를 통해 일반화하기 때문에,본 논문

4장 2 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 사회는 ‘상호작용의 역사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사

회의 역사’로 진화하는 것이다.사회 질서는 이처럼,의미론이라는 특정한 사회 형

식을 통해 역설 인 세계의 복잡성을 사회 복잡성,사회 단 로 표상하면서,창발

하고 재생산된다.이것이 소통의 자기생산의 의미론 차원이다.

근 사회가 세계를 표상하는 장치와 형식으로 갖고 있는 이런 의미론 덕분에 행

와 소통의 체계와 환경으로의 귀속은 능동 인 행 와 수동 인 경험의 문제,유기체

이고 가시 인 육체의 특징이나 흐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행 가 삶인 것처럼,

경험 역시 삶이고 둘 다 끊임없는 육체 운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신 루만이 주

목하고자하는 것은 의미론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하면서 어떻게 의미 자체의

형성이 가능한가에 있다.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 체계의 소통에서 한 체계에 행

로 귀속된 것이 다른 체계에는 경험으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에 한 존재론

설명이 아니라,의미가 사회 체계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세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지가 요한 것이다.(Luhmann,1971,69)이와 같은 세계의 복잡성

과 사회 체계가 표상하는 복잡성 간의 차이 때문에 루만은 앞서 언 한 것처럼,버

거와 루크만의 ‘실재의 사회 구성’이 갖는 이론 순진함을 비 한다.사회 체계는

의미론이라는 특정한 형식,상징 인 소통 매체를 통해서만 세계를 찰하고 구성할

수 있지,세계에 직 도달할 수 없다.세계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의 우연성은 체계

와 환경의 차이만큼 상이하기 때문이다.물론,이런 에서 루만은 아 트가 행 를

존재론 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학 인 찰이 아니라고 악할 것이다.기능 으로

분화된 근 사회에서 한 사회 체계에 행 인 것이 다른 하 체계에는 경험으로

찰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의미는 사회 체계를 통해 소통되고 구성되는

만큼,사회 질서는 세계를 의미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상징 질서다.

이처럼 사회 질서가 세계를 의미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상징 질서인 것은 앞서

살펴본,사회학 계몽이 정식화하는 ‘인간의 조건’인 지향과 선택의 주 우연성의

문제를 일반화된 매체를 통해 찰하고,소통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 질서는 역설

인 세계의 무한성을 의미체계로서 사회 체계를 통해 유한한 의미로 표상하는 상

징 질서라는 바로 그 때문에,행 와 경험은 사회 세계의 모든 가능성을 선택

할 수 없다.역설 인 세계와 사회 세계의 우연성의 차이가 의미 형식의 일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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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상징 질서로 소통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소통은 행 와 경험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지시하고,선택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그러한 선택이 비개연성

의 개연화라는 역설의 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즉,사회 체계가 소통을 통해

상징 질서로 재생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선택의 불가피함,선택의 필연성,즉 역설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하는 선택강제라는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다.이처럼 사회

체계의 소통은 선택의 불가피성,즉 칭화를 비 칭화한다는 에서 이 의 우연성을

표 하는 다른 방식이다.

루만이 “이러한 창발 인 질서를 사회 체계라고 부른다.”(Luhmann,1984,157)고 했

던 것처럼,사회 체계의 소통에 따른 이러한 창발 인 질서는 선택의 제약을 가능하

게 하는 체계의 구조로,선택의 패턴으로 기능한다.의미와 마찬가지로,선택 역시 ‘하

나 이상으로부터 하나’라는 일반 인 형식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일반 인 형식으로서

선택은 그 구조와 패턴의 ‘추상성’의 수 을 표상하기 해서 일반화된 상징을 사용한

다.(Luhmann,1976b,511)이러한 선택의 유형들이 일반화된 소통매체가 되며,그 기

때문에,매체는 복잡성 감축을 통해 이 의 우연성 문제를 안정화한다.그래서 소통의

일반화된 매체는 일반화된 상징 패턴이기도 한 것이다.이러한 상징 매체의 일반화

덕분에 사회 체계는 제한된 우연성이라는 구조 인 제약으로 하면서 안정화한다.그

리고 이런 진화의 메커니즘과 사회 체계의 소통 때문에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세계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가 상징화하는 우연성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따라서 진

화의 메커니즘 선택은 가능한 것들을 ‘탈- 실화’할 때에 선택이 되며,그래서 복잡

하고 매우 분화된 사회에서는 소통이라는 선택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의 안정성과 재생

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신 안정화는 체계의 형성이라는 특별한 진화의 메커니즘을

요구한다.진화를 구성하는 각 메커니즘 변이는 다른 가능성들의 실화를 자극하

고,그 잉여를 생산하는 것이며,선택은 매체를 통해 사회 으로 수용될 수 있고,소통

의 개연성이 높은 선택을 수행한다.마지막으로 안정화는 사회 체계의 형성,즉 의

미체계의 경계를 통해서 사회 으로 소통 가능한 선택의 구조로 스스로를 안정화한다.

따라서 사회 체계의 진화는 의미를 갖는 소통을 통해 사회 체계를 형성하면서,분

화가 진행되는 불연속의 과정이고,차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이러한 사회 체계의

진화 덕분에, ,‘사회 인 것’의 구조 제약으로, 한 그 선택 가능성의 제약으로

기능하는 의미체계 덕분에,불연속은 우연성조차도 사회 으로 분화하는 상징 질서

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의미체계로서 사회 체계는 변이→선택→안정화의 진화메커니즘을 따라

소통 체계로 창발한다.소통이 이 의 우연성의 다른 표 이기 때문에,이 과정은 자

기지시 역설이 체계 내부에서,선택과 분화의 가능성과 메커니즘으로 개되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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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따른다.의미라는 소통의 일반화 형식을 따라,상징 으로 일반화된 소통 매체를

따라 사회 체계는 세계의 우연성과 역설을 특정하게 찰하고 표상하는 상징 질

서로 창발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따라서 근 사회에서 기능 으로 분화된 각각의

의미체계는 의미론이라는 구조 제약을 통해 ‘사회 인 것’을 소통하는 사회 형식

이다.

4.사회 질서와 사회 체계의 진화 :사회의 자기기술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 질서의 문제는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한다는 사

회의 자기지시 역설,즉 사회의 자기기술을 통해 가능했다.이는 시간의 시간화,자

기지시,역설 그리고 사회 단 의 이 의 우연성을 찰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학

계몽’을 통해 가능했다.사회학 계몽을 통해 우연성의 필연성이라는 근 사회의

역설을 사회 단 로 찰할 수 있었고,그 형성과 작동,재생산의 양상을 기술할 수

있었다.그래서 행 자가 아니라,사회 체계가 근 사회의 진화의 담지자 고,결국

사회 질서의 문제는 사회 체계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 있었다.아래는 한편으로는

앞서 3장 4 에서 언 한 루만의 사회의 자기기술과 사회의 자기생산의 도표와 다른

한편으로는 지 까지의 논의에 기반해서,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에 한 논의를

종합할 것이다.

(1)사회 질서의 찰 :역설 인 세계와 창발 질서

지 까지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루만은 사회 질서는 사회 안에서만 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와 같은 내부 찰자의 치는 앞서 인용을 반복하면,

“형식 안의 형식은 그 형식을 재 하며 이러한 재 의 역설은 그 구별은 같

은 구별이자 동시에 다른 구별”

이라는 에서 자기지시 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Luhmann,1993c,206)따라서,4장

1 에서 검토한 것처럼,루만에게 사회 질서에 한 사회학 찰은 “어떻게 … 이

가능한가”라는 기본 인 질문형식에서부터 시간과 자기지시,그리고 역설의 문제 안에

서,그 문제와 함께 가능한 문제다.그리고 이 때,사회 질서의 문제는 4장 2~3 에

서 본 것처럼 복잡성의 형태변형으로서 복잡성의 문제,즉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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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복잡성을 사회의 복잡성으로 재 하고,감축하는 문제 고,복잡성의 시간화를

통해 우연한 사건으로 양상화되는 문제 다.

이처럼,우연한 세계의 무한함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지시 역설은 세계의 우연성

과 복잡성을 모두 아우르는 사태이고,나아가 사회 세계의 진실이다.이처럼 우연성

을 필연으로 하는 역설 인 사회 세계라는 조건,그리고 이를 의미단 의 소통을 통

한 사회 체계의 창발로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지시의 무한성을 곧 ‘사회 인

것’의 창발,곧 소통이라는 역설의 개라는 자기생산의 문제로 찰할 수 있다는 것

이다.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세계의 무한성과 그 역설을 규범 이거나,신 인 원리,

형이상 인 원리로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사회 체계의 창발이라는 사회 질서의

창발을 통해 ‘사회 인 것’의 자기생산,소통의 자기생산의 문제로 체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간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소통만이 소통할 수 있다”(Luhmann,1992b,31)

는 사회 체계와 사회 질서의 자기지시,자기생산이라는 사회학 찰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학 찰,사회학 계몽이 요구되는 것은 근 세계가 역설

인 세계이고,괴델 인 세계(Luhmann,1990,147)인 만큼 사회는 세계의 이러한 복잡성

에 해서 소통해야한다는 근 사회의 조건 때문이다.이에 해 루만은 다음처럼 말

한다.

“복잡한 사회는 단순한 사회보다 더 넓고,더 추상 이며,분화된 시간 지평

을 구축한다.이와 더불어 복잡한 사회는 경험과 행 에 있어 더 높은 선택성

의 출 을 가능하게 하는 더 높고,가능성이 풍부한 세계의 복잡성에 도달한

다.”(Luhmann,1975,107~108)

이 때,복잡한 사회는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 체계가 시간,시간 지

평 그리고 사건으로 행화한 것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문제로 하는 기능 으로 분

화된 근 사회다.그래서 근 사회가 행 와 경험의 보다 높은 복잡성과 풍부한 가

능성이라는 세계복잡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4장 4 에서 본 것처럼,사회 체계의 구

조가 일반화되고,추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역설 인 세계의 우연성과 사회의 우

연성 간의 차이는 바로 이 행 와 경험의 시간 지평과 분화가능성을 일반화하는 형

식으로서 의미로 추상화되고,상징화되는 것이다.그래서 근 사회에서 사회 체계

를 통해 가능한 사회 질서는 상징 질서이고,추상 질서다.그리고 이처럼 사회

질서가 추상 인 질서로 기능할 때,근 사회의 구조 변동과 그에 따른 의미론의

변화에 따라,세계의 복잡성과 우연성을 사회 체계를 기능 으로 형성하는 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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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다양한 분화 가능성과 선택들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근 사회가 ‘상호작용의 역사들’이 아니라,‘사회의 역사’라는 추상 형태를

띠게 된 역사 환에 상응하는 사회의 구조이고,사회 질서인 셈이다.이 게 사

회 질서를 상징 질서,추상 질서로 이해할 때,비로소 사회에 한 자연 인 이

해가 아니라,‘사회 인 것’의 창발 인 속성에 주목한 ‘사회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사회 인 것’에 한 소통이라는 자기지시는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사회

라는 단 로부터,그러나 근 사회가 도달한 세계복잡성 때문에 그 체를 재 할 수

없는 사회의 단 를 통해서만 사회 내부에서 진화하고 소통한다.루만이 소통의 자기

생산,사회 체계의 자기생산을 개념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자기생산은 가령

생명활동의 특정한 단 가 그 외부의 환경에 종속되고,조건지워지며,규정되는 것이

아니라,이른바 ‘작동상 폐쇄’를 통해 자기 경계 안에서,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구성 요소를 산출한다는 활동의 내재성을 지시하기 때문이다.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루만이 이 용어를 착안할 때,돈키호테의 두 가지 선택지,즉 실천(Praxis)와 생

산(Poiesis)의 길에서 착안을 얻었다는 은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가령 실천이

문제가 될 경우는 주체와 상 간의 통일,자아와 세계의 투명한 일치라는 행복한 경

험을 문제삼는 것이다.곧,자아 외부에 하나의 세계가 있는 만큼 그 세계의 실재를

온 하게 재 하고 표상하는 하나의 진리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기능 으로 분화하는 사회 체계,그리고 변이→선택→안정화의 메커니즘

으로 진화하는 사회 체계에서는 세계와 ‘차이를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산출하는 메

커니즘으로서 찰이 요하다.환경의 가능성이 체계의 가능성과 같지 않고,오히려

체계의 가능성이 그것이 환경에 의해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의해 조건지어진

다는 에서,사회 체계는 세계를 완 하게,불연속의 단 없이 표상할 수 없는 것

이다.그 기 때문에,사회 체계의 진화는 불연속을 제공하고,성공 인 구조의 선택

에 의해 스스로를 안정화한다.그래서,자기지시 체계의 진화는 모든 변화가 자기변

화이며,자신의 요소들과 그 구조 변화를 그 자신이 생산하면서,‘변이 재생산’을

하는 것이다.사회 체계의 불연속은 ‘분화하는 우연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회 체계의 진화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것은 이처럼 차이를 자기 스스로 산출하

고,다시 스스로를 안정화하는 내부 인 구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체계의 진화,사회 체계의 자기지시에 따라 사회 질서는 자기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이런 에서,루만은 사회를

“(사회는)기능 인 체의 과정이어야 한다.사회는 모든 가능한 소통을 포

함하기 때문에 자신을 체하는 질서다”(Luhmann,1982,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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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일반화할 수 있었다.그 기 때문에 진화가 역사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역

사로부터 해방인 것처럼,사회 역시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변이를 산출하고,이를 소통을 통해 선택하며,의미체계로서 사회 체

계로 안정화하는 자기 산출 인 진화를 한다.이는 루만이 창발 인 질서를 사회 체

계라고 이해하는 것처럼,사회 질서는 ‘사회 인 것’을 자기 선택한다는 에서 자기

지시하며,자기기술하면서 진화한다.그러므로 사회 질서가 ‘사회 인 것’의 자기생

산으로 창발한 사회 체계라는 것은 ‘사회 인 것’,소통의 자기 선택,자기 체라는

의미에서 사회의 자기기술에 다름 아니다. 한 그 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사회학

찰이 가능하다.(Luhmann,1985,19)

“사회는 모든 소통들 그리고 오직 소통들만을 포함하고 소통을 통해서만 자

신을 재생산하는 보편 이고,자기지시 인 폐쇄된 소통체계로 악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에티카 Ethica』에서의 스피노자의 공리 “다른 것에 의

하여 악될 수 없는 것은 그 자신에 의하여 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Idquodper

aliudnonpotestconcipi,perseconcipidebet”라는 공리를 자신의 마지막 작인

『사회의 사회』에 ‘제언’(題 )으로 남긴 것이다.(Luhmann,1997a,10)

이처럼,사회학 계몽을 통해 근 사회와 사회 체계,사회 질서의 양상을

찰한다면,사회 질서는 근 사회의 진화 성취인 세계의 복잡성을 감당하고 안정

화하며,의미를 표상하고, 찰하기 한 사회 형식이기도 하다.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시간과 자기지시의 결합,형식의 역설,복잡성과 우연성을 문제로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것은 마치 라이 니츠가 “자연은 그 원리들에서는 간단하지

만 그 원리들의 용에서는 무한히 풍부하다”고 말한 것처럼(마이네 ,2007,44),‘체계

와 환경의 차이’를 통한 복잡성 감축이라는 간단한 원리 ‘때문에’무한히 풍부한 양상

을 띠면서 개된다고 할 수 있다.루만이 자기지시가 폭약이라고 할 때,이는 곧,스

피노자의 공리처럼,“다른 것에 의하여 악될 수 없기 때문에,그 자신에 의해서만

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자기지시 체계가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그 체계 안으로

re-entry하는 형식의 역설을 개하면서 자기지시 구조를 창발하고,재생산하면서

진화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사회 형식 때문에,세계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

의 우연성은 단 이며, 그런만큼 사회 질서는 자기지시 체계의 의미경계를

통해서 안정화되고,일반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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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질서의 사회 형식

의미의 기능이 그 일반화 형식을 통해 모든 소통 가능한 주제들에 근가능하게 하

는 것이기 때문에,의미를 산출하는 체계로서 사회 체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자기지

시 으로 소통하는 자기생산 질서이기도 하다.단 으로 말하면,사회 질서는 세

계의 복잡성을 사회의 단 인 사회 체계 내부로 표상한 것이다.그리고 소통 체계가

사회 세계의 역설을 다루는 그 특정한 방식,이처럼 세계의 우연성을 사회의 우연성

으로 상징화하고 재 하는 그 방식이 의미이다.그래서 의미는 행 와 경험의 다양한

분화와 선택성 그리고 그에 한 자아와 타자 간의 기 를 일반화하는 형식이다.그

기 때문에 사회 질서는 세계의 복잡성을 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 내부에서 재

하는 상징 질서이자,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회 형

식이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사회라는 단 를 어떻게 자기지시 으로 찰

할 수 있는가,사회라는 단 를 어떻게 사회 체계라는 의미체계를 통해 표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물론 이는 세계의 복잡성의 단 를 사회 질서의 형성을

통해서 사회 체계의 단 로 일반화하고,특화하며,단순화하는 체계의 분화,진화,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이런 이유에서 사회 체계의 자율성은 독립이 아니

라,“자기지시 인 순환성 그 자체이며,이는 환경으로부터의 상 독립이라는 희망

상태가 아니라 존재론 필연”인 것이다.(Luhmann,1990,146)하지만,사회 체계의

작동상 폐쇄는 환경과 완 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경험과 행 의 분화가능성

과 선택성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처럼 언제나 환경을 찰하면서 가능

하다.즉,사회 체계의 작동상 폐쇄는 의미체계의 경계 외부를 타자지시하면서,동시

에 경계 내부를 의미를 갖는 소통으로,행 로 자기지시하는 역설 인 작동을 통해 가

능한 것이다.이를 루만은 다음처럼 정리한다.(Luhmann,1990,147)

“의미에 기 한 소통 체계로서,사회는 닫히고 열린 체계다.사회는 폐쇄를

통해 그 개방을 획득한다.”

이러한 구조 순환성,구조 자기지시를 염두에 두면 세계의 복잡성을 사회의 복

잡성으로 일반화하는 기능을 하는 의미는 곧 사회 안에서 사회의 단 를 표상하는 문

제가 되고,세계의 복잡성을 사회 체계의 단 로 재 하는 문제가 된다.물론,이러

한 사회와 사회 체계의 단 는 “사회 ‘안’에서 사회에 ‘한’소통이라는 역설”로 정

식화할 수 있다.(Luhmann,1997a,20)이러한 사회와 사회 체계의 단 의 역설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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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사회는 사회 안에서 사회의 복잡성을 일반화하고,사회 안에서 사회의

단 를 표상할 수 있는 특정한 찰의 형식,구별의 형식이 필요하다.이것은 “세계를

탈역설화하는 형식”(Luhmann,1990,148)이자,세계의 우연성을 사회의 우연성으로 번역

하는 사회 형식이다.

세계의 복잡성과 사회의 복잡성이 소통의 자기지시 작동에 의해 사회 체계의

단 라는 역설로 등장할 때,사회 질서는 무질서에 반 가 아니라,3장에서 살펴본

이른바 ‘부분- 체 도식’으로 체 사회의 단 를 완 하게 재 할 수 없게 된 근

사회 이후 단 의 역설의 문제로 등장한 세계의 복잡성과 사회의 우연성을 사회 체

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그래서 “형식 안의 형식은 그 형식을

재 하며 이러한 재 의 역설은 그 구별은 같은 구별이자 동시에 다른 구

별”(Luhmann,1993c,206)이라는 형식의 역설의 문제가 사회 질서와 사회 체계에

한 자기지시 이론화에 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루만은 ‘역설의 사회학자’이고,그가 사회의 복잡성과 우연성,우연한

세계의 필연성이라는 그 역설의 무한성 앞에서 난처해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근 사회

의 구조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사회와 사회 체계의 단 라는 역설의 문제를 사회

질서의 문제로,즉,역설 인 세계의 무한함을 사회학 으로 구별하면서 찰할 수 있

는 사회 형식의 불가피함을 이론화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

하면서,사회 체계를 자기지시하는 역설이야 말로,앞서 2장에서 검토한 사회학의

운명인 셈이다.루만은 이 에는 미처 찰할 수 없거나, 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사

회학 계몽이라는 자기지시 방법, 는 자기지시 형식의 역설의 문제를 사회학의

운명으로 면하면서,사회 질서의 문제와 사회 체계의 형식의 문제로 제기한 것

이다.

(3)사회의 자기기술 :사회 질서의 진화

따라서 사회 질서 때문에,사회는 자기지시 인 체계의 특정한 형식을 갖는다.그

리고 이러한 특정한 사회 형식 때문에 사회는 자신의 단 를 찰할 수 있고,사회

체계는 ‘사회 인 것’인 소통의 자기생산이라는 작동상 폐쇄를 통해 창발하고 재생

산한다.곧,지 까지 살펴본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자기생산이 사회의 자기기술이고

사회의 자기 찰인 것이다.(Luhmann,1982,324~362;1990,123~143)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가 자기 자신을 찰할 수 있다는 에서 이는 체계의 자기 동일성을 재생산하는

것이고,사회 체계가 반성 인 질서로 자기 기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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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기술된 것은 그 체계의 완 한 실재가 아니다.요구된 감축

을 표시하기 해서,우리는 찰과 기술 모두의 상인 그 단 (Einheit)를 동

일성(Identität)으로 부른다.”

는 것이다.(Luhmann,1993,75)그래서 ‘자기기술’(Selbstbeschreibung)은 자기 동일성을

반성하는 사회 체계의 작동이 그 찰의 단 를 완 하게 표상할 수 있는 외부의

월 치 신에, 찰의 상이 된 그 사회 체계에 고유한 구조 제약을 통해

서만 자기 찰할 수 있다는 체계의 자기지시 개인 것이다.이와 같은 구조 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는 근 사회에서처럼 사회 체를

유기 으로 통합하는 아름다운 질서의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기능 으로 분화된 각각

의 기능들이 세계의 복잡성을 표상하는 것은 각각의 하 체계들이 자신의 고유하게

일반화된 소통 코드의 형식(Luhmann,2008a),즉 사회의 체계를 지시하는 기능을 통해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을 찰하면서 단순화된다.하지만,바로 이러한 기능 분화,

기능 특화,기능 일반화를 통해서 사회 체계는 자신의 구조 인 제약,자신의

상징 질서의 반성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과 세계의 우연성을 특정한 ‘사회 ’우연성

으로,사회 인 의미를 갖는 행 로 더욱 더 수월하게 소통하게 된다.그래서 사회

체계는 자기기술을 통해 복잡성을 감축시키면서,동시에 자신 내부의 복잡성을 증가시

키는 역설 인 작동을 한다.즉,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일반화된 상징을 통해

보다 높은 수 의 추상이 가능해지며,이것이 근 사회의 자기 기술에 따라 사회

질서는 역설 인 세계의 복잡성과 우연성을 특정한 행 와 경험으로 선택하고 분화하

는 일반화된 추상력을 더욱 획득하게 된다.사회 질서는 “우연한 것을 본질로 만드

는 일”(블루멘베르크,2011,124), 는 ‘비개연 인 것의 개연화’를 통해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찰하면서,단 를 체계의 자기지시 동일성으로 반성하는 사회 체계라는

구조 제약을 통해 창발하는 것이다.그래서 근 사회의 자기 기술은 유기 인 체

를 표상하는 질서가 아니라,오히려 각각의 하 체계가 갖는 고유한 기능과 구조에

따라 복잡성을 감축하면서 세계를 체계 내부로 표상하면서 동시에 체계 내부의 추상,

즉 복잡성을 증 시키는 역설 인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다.

이처럼,근 사회의 자기기술이 갖는 구조 제약에 주목하면서 루만은 사회 체

계의 진화를 ‘자기지시의 역설의 환’으로 악한다.즉 진화는 변이→선택→안정화라

는 자신의 메커니즘의 담지자인 사회 체계의 닫힘을 통해 개방을 획득하고,개방을

통해 닫힘이 가능한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개를 통해 스스로를 구성한다. 한

다른 한편으로는 비개연 의 개연성이 곧,개연 인 것의 비개연성이 되는 소통의 자

기지시 개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산출한다.따라서 사회 체계가 진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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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으로 분화된 하 체계가 자신의 의미경계인 특정한 상징 코드라는 선택의

형식을 통해 해당 체계의 환경의 복잡성을 체계의 자기 찰을 통해 체계 내부로 안정

화시키는 과정이다.127)

사회 체계의 진화가 문제 해결의 재생산 가능성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

은 사회의 단 를 찰하는 매순간 문제로 출 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즉 우연한 세계

의 무한함이라는 역설과 동어반복의 문제를 자기지시 인 찰을 통해 스스로 ‘차이를

만드는’진화의 메커니즘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자기생산 인 구조변동을

통해 역설 인 세계의 무한함은 의미의 경계로서 사회 체계의 형식을 통해 유한한

단 로 찰한다는 것을 말한다.이는 세계의 무한함이라는 자기지시 역설을 우연한

선택을 통해 비 칭화하고,이런 변이를 의미체계라는 상징 질서를 통해 선택하면

서,사회 체계가 분화하고 형성하면서 사회 체계가 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화는 단 와 형식의 자기지시의 역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재생산하는 특정한 사회 형식,사회 체계의 특정한 분화 형식을 따른다.이런 의

미에서 근 사회는 자기지시 체계의 특정한 형식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사회의

기능 분화의 비 칭 인 형식은 경험과 행 의 다른 가능성들,세계의 역설을 자신

의 고유한 소통 매체를 통해서 안정화하고,일반화한다.이 게 세계의 단 를 사회

체계 내부로 표상하기 때문에,근 사회에서 각각의 하 체계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사건에 미리 제약하고 배제하는 구조를 갖는다.이 때문에,사회 체계는 ‘무로부터

창조’creationabnihilo하지 않는다.문제는 사회 체계가 상징 질서를 통해서 세

계와 사회,그리고 사회 체계의 단 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구성하

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루만이 ‘구성’(Konstruktion)을 “복잡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감축시키기 해서 의

미를 갖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유용하게 하고 조작가능하게 하는

것”(Luhmann,1982,291)이라고 악한다는 을 염두에 두면,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즉 사회의 반성으로서 사회의 자기기술은 각각의 기능 체계들에 고유한 구조 제약

을 받는다는 에서 사회 체계의 진화,사회 질서의 진화에 다름 아니다.그래서

사회 질서는 사회의 자기기술을 통해서 진화하는 질서이고,자신의 구조를 통해서

복잡성을 제약하고 감축함과 동시에 이를 증폭시킨다는 의미에서 ‘구성 인’질서다.

127)루만은 변이,선택,안정화라는 진화의 세 메커니즘을 각각 ‘No’라고 말하거나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가 사회의 진화에 따른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소통의 개연성을 안 하게 귀

속시키는 특정한 상징 코드가 선택메커니즘으로 환했다고 지 한다.이러한 진화 성취는 근

사회의 기능 으로 분화된 하 체계들의 형성을 통해 안정화 기능을 한다고 정리한다.이러한 변

이→선택→안정화라는 진화 메커니즘의 성과는 곧 문제 해결의 재생산 가능성을 안정화하는데 있

다는 것이다.NiklasLuhmann,“EvolutionundGeschichte”insoziologischeAufklärungBd.2,

WestdeutscheVerlag,1975,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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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 사회의 기능 체계 하나인 법체계의 자기지시,자기기술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Luhmann,1993c,76)

“우리는 법이 사회,사람,우리 행성의 특별한 물리 이고 화학 인 조건없이

존재한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결코 할 수는 없다.그러나 그러한 환경과의 계

는 오직 체계의 내 인 활동에 기 해서,그 자신의 작동의 수행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이는 우리가 폐쇄라고 부르는 모든 그러한 재귀 연결

(rekursivenVernetzung)을 통해서만 유효하다.즉,간단히 말해서,폐쇄는 오

직 열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 체계들의 자기지시 인 폐쇄 인 작동이 오직 열림을 통해 가

능하다는 역설 인 작동이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한다는 사회의 자기기술을 가능하

게 하는 것처럼,사회 질서 역시 기능 으로 분화된 사회 체계가 자신의 복잡성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역설 인 개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회 질서는 사회의 자기기술을 통해 복잡성을 역설 으로 재

생산하는 구성 질서가 된다.그리고 이러한 사회 질서의 역사는 곧 세계의 복잡성

의 형태변형을 각각의 기능 체계들의 상징 일반화라는 의미 작용을 통해 상이한 의

미론으로 진화해 간다.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사회 질서는 추상 질서이지만,이는 구체 인 행

와 경험이 소통의 자기생산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과 역설을 감당하기 한 근 사

회의 진화 성취이고,근 사회가 자기기술하면서 자기 동일성을 반성하면서 개된

다.하지만,동시에 사회 질서는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한다는 에 자신의 구조와

기능에 특화된 단순화된 질서들이기도 하다.역설 인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하기 해

서는 이를 사회의 단 로 체계 내부에 표상할 수 있는 그 형식이 일반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는 기능 으로 분화된 각각의 하 체계들

의 소통 매체들이 단순화되고,그 사회 형식이 특화되면 될수록,더욱 세계의 우연

성을 사회 인 우연성으로 상징화하는 역량이 증 한다.자기지시 체계의 작동상 폐

쇄가 그 환경으로의 개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근 사회의 진화의 담지자인 사

회 체계가 역설 인 세계를 탈역설화하는 사회 형식 역시 작동상 폐쇄를 요구한

다.그래서,소통만이 소통하는 것이고,사회는 소통을 ‘사회 인 것’으로 하는 자기생

산하는 체계이고,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체될 수 있는 “자기 체 인 질

서”(Luhmann,1982,75)인 것이다.

이는 본 논문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구체 인 것과 추상 인 것을 동시에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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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사회학의 운명과 련되어 있다.그리고 루만은 이러한 사회학의 운명을 사회

안에서 사회에 해 찰하고 소통한다는 역설로,사회 안에서 사회의 단 를 구별해

야 한다는 자기지시의 역설의 문제로 면했다.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루만이 역설

의 사회학자인 것은 그가 이러한 사회학 문제들이 첩되어 있는 사회 질서의 문

제를 유기 체나 아름답고 한 질서에 한 동경이나 향수,도덕 질서에 한

요청으로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래서 만약 근 사회가 ‘상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유기 질서가 아니라,“필연성과 불가능성의 배제”(Luhmann,1984,152)

이며,이런 이유에서 근 의 사회 세계는 ‘규정성의 상실로서 역설’(ibid,59)의 세계

다.이처럼 필연성과 규정성을 상실한 세계가 루만이 근 의 사회 상이자,사회

조건으로 본 ‘세계의 복잡성’이다.루만은 사회 질서를 바로 이 우연성의 필연이라는

역설 인 세계에서 형식의 역설을 찰하기 한 자기지시 방법인 사회학 계몽을

통해 찰하고자 했다.그래서 사회 질서는 ‘세계의 복잡성’을 의미체계를 통해 ‘사

회의 복잡성’으로 감축하는 것,그 게 형식 안에서 형식을 re-entry하는 찰의 자

기지시 인 역설이 개되는 형식이다.물론 본 연구가 지 까지 루만의 사회 체계

의 일반이론을 통해 검토한 것처럼 사회 질서의 이러한 형식은 사회 안에서 사회를

구별하고 찰하는 ‘사회의 단 ’를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그리고 이 차이로서

체계의 단 를 ‘동일성’으로 지시하는 자기지시의 역설,즉 “같은 구별이자 동시에 다

른 구별”이라는(Luhmann,1993c,206)그 역설이 사회 체계의 의미경계를 통해 분화

하고,소통하면서 진화할 때 가능하다.이는 역설 인 세계,비아리스토텔 스 인 괴

델 인 세계의 역설을 탈역설화하는 것이다.그래서 본 논문은 앞서 3장 4 에서 『사

회의 사회』에서 루만이 사회의 자기생산으로 제출한 도식을 ‘자기지시의 역설의 개

형식과 사회의 자기기술’로 일반화했었는데,이제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본 연구는

이 정식을 ‘사회 질서의 형식과 사회의 자기기술’로 재정식화할 수 있다고 본다.다

시 반복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사회 질서의 형식과 사회의 자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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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루만에게 사회 질서는 근 의 사회 세계의 역설을 탈역설화하면서

개되는 사회 체계의 창발과 재생산에 다름 아니며,자기 체 인 사회이고,사회의

자기기술,사회의 자기생산에 다름 아니다.역설은 우연한 세계의 무한함이지만,동시

에 언제나 하나의 찰,하나의 형식이 불가피한 자기지시인 것이다.그러므로 루만이

사회학 계몽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 근 사회의 사회 질서는 사회와 사회 체계

의 단 의 자기지시 역설을 탈역설화하는 사회 형식인 의미체계를 통해 소통하고,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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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지 까지 루만의 체계이론,보다 정확하게는 사회 체계의 일반이론을 통해서 근

사회에서의 사회 질서 문제를 해명해보았다.물론 사회 질서의 문제는 루만 스스

로 정식화하고 있는 것처럼,분과학문으로서 사회학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상황이고,

그 이유는 사회 안에서 사회를 찰한다는 사회의 자기기술이라는 자기지시 역설의

문제가 ‘사회의 단 ’,‘사회 체계의 동일성/차이,형성/분화’의 문제로 근 사회의

시간구조 속에서 매번 사건으로 행화되기 때문이었다.그는 이 문제상황을 구성하는

의미,사회 체계들의 형성,사회문화 진화를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세 측

면으로 제출했고(1993a), 한 의 그림 ‘사회 질서의 형식과 사회의 자기기술’에서

본 것처럼 일반화했다.

이처럼,본 연구가 일 되게 견지한 이론 입장은 루만은 역설의 사회학자라는

이었다.즉 본 논문에서 검토한 것처럼,루만은 근 사회를 비아리스토텔 스 인 세

계,괴델 인 세계 그리고 우연의 필연성이라는 에서 역설 인 세계로 이해했다.그

기 때문에 루만에게 사회 질서의 문제는 단순히 부분들로 쪼개졌기 때문에,유기

체에 한 동경이나 아름다운 질서에 한 향수를 통해, 는 이성의 도덕성에

기인한 도덕 이고 정치 인 질서로 해명될 수 없는 문제 다.오히려 루만에게 사회

질서는 사회 안에서 사회의 단 를 구별하고 재 하는 자기지시 역설이자,그러

한 자기지시 단 의 문제 고,그래서 이러한 역설 인 세계를 탈역설화하는 문제

다.

이러한 사회의 자기기술을 사회 체계의 형성과 분화 그리고 재생산을 통해 찰

할 수 있을 때,사회 질서를 ‘홉스 ’으로 규정하고 해명하는 신,그 ‘사회 ’차원

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성취가 가능하다. 한 본 연구가 해명하고자 한 것

은,루만의 체계이론이 사회 체계를 사회 진화의 담지자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 사회에서의 행 와 경험을 사회학 으로 잘 설명하고, 찰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이다.따라서 사회 질서의 문제 역시 다름 아니라 일

상의 행 와 경험을 사회학 으로 해명하는 문제라는 을 이 의 우연성 개념을 검

토하면서 시도했다.즉 루만의 이론에 한 일반 인 평가처럼 루만의 체계이론에는

인간이 부재한 것이 아니다. 신 본 논문 4장 1 에서 살펴본 것처럼,근 사회에서

경험과 행 를 근 구조변동,즉 근 시간구조와 근 사회의 기능 분화의 맥

락에서 찰하기 해서는 ‘내부 찰자’라는 형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 구체 으로 살펴본 것처럼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

한가”라는 물음이 “사회 체계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으로의 환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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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다.이처럼 문제의 구성 자체를 다르게 찰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 3장에서 살

펴본 것처럼,자기지시 체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그

기 때문에,사회 질서는 사회 안에서,사회 체계 안에서 이 의 우연성의 자기지

시 칭성을 비 칭화하는 사회 단 를 구별하고 찰하는 문제가 된다.바로 이

런 이유,즉 “형식 안의 형식은 그 형식을 재 하며,이러한 재 의 역설은 그 구별은

같은 구별이자 동시에 다른 구별”(Luhmann,1993c,206)이라는 이유에서 사회 질서의

문제는 체계 안에서 차이의 동일성이라는 역설,즉 체계 분화와 체계 형성이 같다는

기능 분화의 자기지시 역설은 체계와 환경의 차이,동일성과 차이의 차이로서 ‘주

도차이’(Leitdifferenz)가 re-entry의 형식을 통해 탈역설화된다.이 게 역설 인 질

서로서 사회 인 질서는 매순간 ‘사회 인 것’인 소통의 자기생산을 통해 창발하면서

역설을 탈역설화하고,해소한다.본 연구는 특히 4장 4 에서 이러한 사회 질서의

여러 측면을 사회 체계의 진화의 맥락과 더불어 검토했다.

그 기 때문에 “사회가 어떠한 본질을 갖지 않는”(Luhmann,1997a,89)것처럼,근

사회에서 사회 질서 역시 우연한 세계의 무한함이라는 자기지시 역설을 체계와

환경의 구별,그리고 행화와 가능성의 차이를 일반화하는 형식인 의미를 통해 탈역

설화하고 안정화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었다.사회 질서의 문제는 사회라는 단

를 어떻게 사회 체계라는 의미체계를 통해 표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그런 한에

서 ‘동일성=차이’라는 사회 단 인 사회 체계의 자기지시 역설을 찰하는 문제

인 것이다.앞서 살펴본 바,루만이 『사회의 사회』의 ‘제언’(題 )으로 삼았던 스피노

자의 공리,“다른 것에 의하여 악될 수 없는 것은 그 자신에 의하여 악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자기지시 체계가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다시 그 체계 안으로

re-entry하는 형식의 역설이 탈역설화하면서 개되는 사회 체계의 단 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은 곧 근 사회는 모순이 아니라,자기지시라는 역설,그리고 그 형식

이 갖는 순환을 통해 찰할 수 있다는 이론 함의를 갖는다.이는 사회 질서,즉

루만에게는 사회 체계의 기능 분화와 그 재생산의 문제 역시 같은 re-entry의

형식에 따라 개된다는 함의인 것이다.앞서 설명한 것처럼 루만은 사회 질서의 가

능성의 조건으로 의미,사회 체계의 형성 그리고 사회문화 진화를 이 문제를 해명

하기 한 논문의 처음과 끝에 반복 re-entry하고 있다.이는 근 사회에서의 사회

질서의 그 ‘사회 ’성격을 창발하고,가능하게 하는 이 의 우연성이라는 ‘자기지

시 순환의 형식’이 사회 외부의 월 심 이나 원리로 지양되는 것도 아니고,이

의 우연성의 본질 인 원리와 목 이 자기실 하는 역사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따

라서 본 연구는 루만이 『사회의 사회』에서 제시한 ‘사회의 자기생산’,‘사회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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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도식(Luhmann,1997a,1138)을 한번은 3장에서 ‘자기지시의 역설의 개 형식과

사회의 자기기술’로 다른 한번은 4장에서 ‘사회 질서의 형식과 사회의 자기기술’

로 재정식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근 사회의 사회 질서는 사회와 사회 체계의 단 의 자기지시 역

설을 탈역설화하는 사회 형식의 개로서 그 게 사회 체계의 ‘차이’를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산출하는,즉 구조 변화가 곧 자기변화인 사회 체계의 진화를 통

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사회 형식 때문에,세계의 우연성과 사회 체계의 우연

성은 단 이며, 그런만큼 사회 질서는 자기지시 인 사회 체계의 의미경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분화하면서 안정화되고,일반화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사회 질서는

사회 체계의 진화를 통해 가능하고 재생산하며,이런 의미에서 근 사회의 역사는

곧 사회의 자기기술의 역사이며,사회 체계의 진화로서 사회 질서의 역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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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the Luhmann’s ‘Social Order’ Problem

Kim, Kun-woo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the focused aim to elucidate the problem of social order, 

the fore one of sociology after its emergence, on the theoretical basis of 

Niklas Luhmann’s general theory of social systems. At this time, examining 

the form of question, “how is social order possible?”, this research makes 

sure that the tradition of sociology concerned this probl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For this purpose, after prospecting the whole scape of Luhmann’s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at the first chapter, then this article shows 

that how the social order in modern society could be the ‘problem’ and 

how this fundamental problem could be observed by Luhmann’s system 

theory. At the second chapter, considering the tradition of social order in 

modern society as ‘the fate of sociology’,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 

of social order and the emergence of sociology. This is followed by the 

argument of Durkheim’s theory of establishing the legacy of sociology.

  The third chapter handles the paradigm shift into the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on the one hand,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chapter and 

on the other, for the basis of the elucidating the problem of social order in 

the next chapter. This includes that the critique of so-called ‘parts-whole 



- 126 -

scheme’, a form to observe the self-referential paradox, the connection of 

the differentiation, evolution and communication as the three modes of 

unfolding this paradox and the sociological enlightenment. At last, this 

chapter will confirm that only the self-referential method of observation is 

it possible to cope with the crisis of sociology and its theories.

  Then, the fourth chapter elucidates the problem of social order with 

relation of ‘the unity of society’ on the ground suggested by the third 

chapter. In other words, just because the previous chapter concentrates on 

the logic of the general theory of social systems and the form of the 

self-referential system, this chapter can exclusively shed the light on the 

fact that the social order in modern society could be observed and 

described only by the self-referential social systems. This is the reason why 

the fourth chapter is the essential one at this study.

  To examine this theoretical purpose, this chapter focuses on the two 

aspects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modern society, namely the 

emergence of the temporal structure of time in modern society and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modern society. After that, the crucial social 

unity, ‘double contingency’, which not only constructs the social relations, 

but also the social order and society itself will be explored. It is much 

important due to the fact that double contingency is related with the 

problem how the action and experience in modern society could be 

theorized. What’s more, only the unfolding the paradox of the 

self-referential form in double contingency can there be the emergence of 

the social order and social systems. Without this unfolding the paradox of 

self-reference, there cannot be communication and the meaning system. So, 

the major issue is not how to achieve practical improvements but how to 

answer a theoretical question that arises prior to any improvement, namely, 

how can an order be created or generated and reproduced that transforms 

the impossible into the possible and the improbable into the probable. On 

top of that, in the context of the evolution of social systems,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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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issued that includes the observation of social order, the forms of 

social order and social order and self-description of society.

  At last, this exploration of Luhmann’s ‘social order’ problem makes it 

clear that social order in modern society can be possible and reproduced 

only by the emergence of the self-referential social systems. For these 

reasons, the forms of social order have the evolutionary mechanism that 

makes it possible to generate its own structural change and transformation 

only in its inner reproduction. And this evolution of social order and the 

unfolding the paradox of form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is the historical 

name for the self-description of society produced only by the difference 

between system and its environment.

keywords : a difference between system and environment, self-reference      

and paradox, forms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double 

contingency, social system, the evolution of social order, the 

self-description of society

Student Number : 2008 -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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