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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며 

오늘날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는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배경에 따 

라 저마다 다채롭다. 특히 다양한 체험과 통찰에서 비롯된 시민사회 

담론들은 각각 고유한 맥락과 지평 들에서 이해되었을 때 그 의의가 

더 분명해진다. 사정이 그러하듯이， 오늘날 시민사회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개념사적 · 이념사적 연구보다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둥과 같 

은 실증적 분과학문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한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경험과학에서 시민사회 연구는 때로 이념사 

적 연구 성과를 참조하거나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이념사적인 개념 

규명에 도움을 구핸 한다. 

그렇다면 ‘철학’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는 어 

떤 내용과 형태를 갖출 수 있을까? 실증학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애써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주제와 방법 면에서 다르다변， 철학은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무 

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무엇올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사실 이러한 물음-형 

식 속에는 이미 시민사회를 ‘경계를 갖는 사회적 실재’로 간주하려는 

태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체화의 유혹을 피하기 위 

해서 필자는 물음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고자 한다: ‘시민 

사회는 어떠한 분석적 준거틀을 통해서 포착될 수 있고， 그 변화의 

양상도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물음 속에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 녹 

아 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시민사회상을 떠올리며 논의에 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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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잦다. 누구는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여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 가령 직업단체나 결사체 - 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또 누구는 규범적 측면을 부각시켜 ‘바람직한’ 사회적 

행위들의 집합으로서 시민사회를 떠올리기도 한다. 시민사회와 관련 

하여 철학의 이름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 

사희생像)’의 변화과정을 잘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 개념 

들을 제시하고， 이 개념으로써 시민사회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 

는지를 논증하는 데 있다. 

시민사회의 근대적 기원으로서 헤겔(G. W. F. Hegel)의 ‘부르주아 

사회”’와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나란히 놓고 고찰할 경우， 우리는 여 

1) 보통 bürgerliche Gesellschaft를 ‘시민사회’로 번역하며， 영미 쪽에서도 ‘civil 
society’로 번역하는 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시민사회와 그 
외연과 내포 면에서 다른 면이 있음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bürgerliche 
Gesellschaft를 ‘시민사회’라는 통상적인 번역어보다는 ‘부르주아 사회’라는 
말로 옮겨 쓰고자 한다. 즉， 이 용어를 총채성으로서의 근대 사회를 일걷는 
데 제한하고자 한다. 이 ‘부르주아’라는 용어를 마르크스적 의마의 프롤레 

타리아와의 대립쌍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것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 
하는 사적 개인(Priv빼eπ00)을 뜻하는 것으로서 탈정치적 개념으로 받아들 
이변 될 것이다[Frank Adloκ Zivilgesellschaft (Campus, 2005), 32쪽] 이 용 
어를 ‘시민’으로 번역할 경우， 고대 정치사회에서 ‘시민’ 개념이 갖는 정치 
적 함의가 근대 부르주아 개념으로 흘러 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족과 국가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근대 사회에 대한 헤겔의 이론적 기획 

을 그르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 

회는 ‘탈정치적인’ 고유의 구성원리를 가지고 동장하기 때문이다. 홍미로운 
것은 이 bñrgerliche Gesellschaft가 영미권에서는 civil society로 번역되나， 오 
늘날 독일어권에서는 영어의 civil society를 다시 zivile Gesellschaft, 
Zivilgesellschaft 또는 Bürgergesellschaft로 다시 번역해서 쓴다는 점이다. 이 
러한 사실은 오늘날 서구나 아시아에서 통상 떠올리는 시민사회 개념이 헤 
겔적 의미의 bürgerliche Gesellschaft와 동일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날의 ‘시민사회’라는 용어와 구별할 목적으로 bürgerliche 
Gesellschaft를 ‘부르주아 사회’로 번역해 쓰려는 것이다. 헤겔의 bürgerliche 
Gesellschaft는 사회통합적 질서와 체계통합적 질서가 여전히 뒤섞여 있는 

총쩨생으로서의 근대 사회를 가리키기에， 이 ‘부르주아 사회’라는 번역어가 
‘시민사회’라는 용어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필자는 전자로써 헤겔의 총체 
적 ‘근대 사회’를， 후자로써 체계통합적 질서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회통 
합적 질서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시민사회’를 지칭하고자 한다. 
참고로 Bñrgergesellschaft는 다렌도르프(R. Dahreodort)가 영 어 의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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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유에서 당혹스러웅을 금치 못할 것이다. 헤겔의 『법철학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j이 발간된지 2세기를 목전에 

앞둔 오늘날， 그에 의해 개념화되고 서술된 근대 부르주아 사회가 어 

떤 측면에서 오늘날의 시민사회와 연속선상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 

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헤겔이 그린 19세기 근대 부르주아 

사회상과 오늘날의 시민사회상 간의 큰 ‘간극’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 

가가 우리의 과제로 떠오른다. 

필자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현대 시민사회로의 이행의 논리를， 하 

버마스(J. Habermas)가 『의사소통행위 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뻐1서 전개한 ‘2단계 사회이론[생활세계-체계]’과 ‘사회의 통 

합[사회통합-체계통합]’ 개념에 기대어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 

한 착상은， 헤겔이 서술한 부르주아 사회상과 오늘날의 시민사회상을 

맞대어 보았을 때， 현대 시민사회의 구성 요소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구성 요소들 - 경제적인 것， 법률적인 것， 행 

정적인 것 - 이 어떻게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는 

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헤젤이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계 

기로 꼽은 ‘욕망의 체계’， ‘사법’， ‘경찰행정’ 둥은 오늘날 시민사회의 

구성요소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틀은 경제 체계， 행정 체계， 법 체계 

퉁의 이름으로 오늘날 제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각 저마다의 

‘소통매체(Kommunikationsmedien)’를 통한 통합의 기제를 갖추고 있 

다. 이들 체계들과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오늘날의 실증적 

연구들이 이러한 시민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외연 축소를 잘 보여주 

는 사례이다. 

경제， 행정， 법 둥이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상 

를 번역한 것으로서 ‘국가사회’에 대립적인 의미를 강조할 목적으로 제안한 

번역 이다. 그가 이 햄!&던gesellschaft로써 기존에 통용되 던 Zivilgesellschaft를 
대체하려 한 까닭은， 독일어 Zivil은 군대(Militär)와 대립하는 ‘민간’이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rmin Pongs 엮음，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 
고 있는가? 1권 In We/cher Gesellschψ /eben wir eigentlich? 1 J, 김희봉 이홍균 
옮김 (한울， 2003), 95쪽. 풍스와 다렌도르프 간의 인터뷰 참고]. 우리가 다렌 
도르프의 주장에 동의 할 경우， 오늘날의 Zivilgesellschaft나 zivile Gesellschaft 
는 우리말로 ‘시민사회’가 아니라， ‘민간사회’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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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자율성을 띠는 가운데， 남아있는 시민사회는 어떤 식으로 발 

전하며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가 물음으로 제기된다. 이는 시민사회의 

외연과 내포의 변화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필자는 ‘성첼성)’이라 

는 개념을 오늘날 시민사회의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어로서 제시하고 

자 한다. 여러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나가고 남은 ‘시민사 

회’가 이들 분리되어 나간 ‘체계들’에 대해 차츰 성찰적인 태도를 드 

러내는데， 이러한 경향이 필자가 제안한 성찰t성) 개념의 골자다. 이 

러한 ‘시민사회의 성찰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생활세계와 체 

계의 분화 모텔’과，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의 통합의 두 측면인 사회 

통합과 체계통합 개념을 일종의 개념적 준거틀로서 제시한다. 따라 

서 ‘성찰적 시민사회’란 체계의 영역들이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헤겔적 의미의)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이에， 차츰 

이들 체계적 질서에 대해 성찰적 성격을 띠어가는 잔여의 시민사회 

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가 선이해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면모가 과연 현대적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을 

지 없을지는 앞으로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바이다. 

우리가 이글에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한 구성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까닭은 현대 시민사회의 성찰성이 가장 극명하 

게 드러날 수 있는 행위의 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소 

통에 내장된 성찰’의 계기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한 요소 

가 바로 ‘공론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의 말미로 갈수록 

우리는 앞장에서 선취한 시민사회의 성찰성을 지탱해 주었던 근거가 

오늘날 혼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오 

늘날의 공론장에서는 ‘의사소통에 내장된 성찰’의 계기가 충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며， 아울러 다원적 공론장 양상과 공론 

장들 간의 팽팽한 경쟁이 오늘날 시민사회의 한 특정을 이루는 까닭 

에， 이러한 현실은 공화주의적/공동체주의적 공론장을 고수하려는 이 

론가들 - 특히， 존 듀이(J. Dewey)와 찰스 테일러(Ch. Taylor) - 에 

게는 부정적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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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간의 구분 - 듀이의 경우 

존 듀이(John Dewey)가 『공중(公짧)과 그 관련 문제들The Public 

and lts Problem (1 927)j)에서 펼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공론장’ 논의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듀이의 공적인 것[공중]에 관한 논의는， 1960년 

대 이래로 하버마스가 불러일으킨 현대 공론장(the public sphere; 

Öffentlichkeit)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정치철학적 맥락에서 

‘국가’와 ‘정부’의 성격을 뚜렷이 규명하려는 의도 하에서 전개되었 

다. 논의의 맥락이 서로 다름에도 예비적 고찰 차원에서 듀이의 주장 

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선이해가 공론장 개념에 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듀이의 말을 빌리면， 단일한 사불들은 항상 상호 연계되어서 일어 

난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의 행위(또는 행동)는 다른 

유기체들의 행위(또는 행동)와 ‘더불어(along with)' 일어난다. “듀이 

는 ‘더불어’라는 말을， 각각의 행동은 다른 행동들과의 연관 속에서 

‘조정’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3) 그는 이러한 연계된 행동{co띠oint 

behavior)이 물리계에 펀재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전자， 원 

자， 분자 동을 꼽는다. 듀이는 어떤 연유로 인간들은 서로 연합하게 

되는가， 또는 인간은 왜 사회적 존재인가 하는 물음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인간의 행위도 - 물리계의 사물들의 상호작용이 그러하듯이 

-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성은 경험적으로 파악되 

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물음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인간은 

자연계의 다른 사물들이 상호작용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즉 인간 

공동체 고유의 방식으로 연합하게 되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다.4) 그리고 한나 아렌트(H. Arendt)도 인간이 동료들과 한데 어울려 

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 

2) John Dewey, The Public and lts Problems (Swallow Press, 1991) 
3) 같은 책， 22쪽 

4) 같은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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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동물의 삶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삶의 형태는 단지 

생불학적 삶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부여된 ‘조건’ 차원 

얘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렌트의 입장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 

물’이라는 말은 올바른 규정이 아닌 것이다. 그는 인간 고유의 ‘정치 

성’에서 여타 동물과의 차이를 발견한다._5)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듀 

이의 질문도 동물의 군집 생활 방식과 다른， 인간 고유의 사회적 결 

속 방식과 관련이 깊고， 나아가 ‘공중 - 공직자 - 국가’로 이어지 

는 정치적 개염들에 기대어서 인간의 특정[종차]에 대해 논급하려는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연계된( connected) 행위의 결과들’에 대한 관찰은 

행위자를 ‘행위의 연계 그 자채’에 대한 성찰로 이끌도록 한다. 즉，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관찰할 경우 행위자들은 ‘행위 결 

과’에 대한 관찰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수행한 행위들 간의 ‘상호 

연계’도 주목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행위들 간의 연계 

가 행위자들 사이에 알려진 이상， 각 행위자는 이러한 행위들의 연계 

를 고려하면서 행위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행 

위가 타인의 행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며， 또 타인의 행위가 자신 

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된다.6) 우리는 여기 

서 듀이가 염두에 둔 그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호주관적 

성찰의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듀이는 행위들 간의 상호연계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갓난아이의 

성장을 든다. 누구나 예외 없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기를 보내 

기 마련이다. 이 시기에는 미성숙하며 부자유스럽기까지 하며 타인의 

행위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존적인 존재가 많이들 살아 

남아서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를 비롯한 타인들이 아이들을 

돌보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성숙하고 이런저런 능력을 더 잘 

갖춘 성인들은 제 행위들이 어린이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를 잘 의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 성인들은 아이들과 상호 

5) Hannah Arendt, κita activa oder Vom töt땅'en Leben (Piper, 2005), 34-35쪽. 
6) Dewey(l991),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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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적으로 행위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들이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에 대한 관심[성찰〕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행위하기도 한다.7) 이 예에서 드러나는 ‘행위 속에 내장된 

성찰’의 양상은 앞서 언급한 ‘의사소통에 내장된 성찰’의 양상과 성 

격상 다르다. 의사소통적 성찰은 타인과 ‘상징적 상호작용’을 할 때 

제 발언의 타당성이 상대에 의해 반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앞 

서 자기 발언을 상대화하는 식의 구조를 띤다，8) 즉， ‘언어’가 매개가 

된 성찰인 것이다. 반면 듀이는 모든 행위들은 상호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연계에서 빚어내는 상호 영향력이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 

의 관계를 되돌아보게끔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듀이는 

상호행위 속에 내장된 이러한 성찰적 태도를 인간이 사회적 폰재임 

을 다시금 확증해 주는 증거로 제시한다. 즉， 듀이에게서 성찰의 계 

기는 ‘언어’가 아닌， 행위 결과의 ‘경험적 관찰’인 것이다. 상술한 두 

성찰의 구조에 접근하고 해명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맥락에 자리 

잡고 있으나， 상호작용interaction 또는 transaction)과 같은 상호주관 

적 행위 유형 속에 내장된 ‘성찰’의 계기를 논한다는 공통점은 분명 

히 지적해야 할 바이다. 

물리학과 화학은 동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서로 연합해서 살 

도록 해 주는 몇몇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분 

과학문들은 우리들의 ‘공동체적 삶의 조건들’과 공동체가 취하는 형 

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해 주지 못한다，9) 이에 듀이는 하나의 방법 

론으로서 행위와 행위의 결과에서 논의를 출발하라고 제안하는데， 이 

주장은 어떤 경우든 수행된 행위틀에서 출발하고 이들의 결과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돗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듀이의 방법론적 

특정을 감지할 수 있는데，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가설이나 이상화 

된 것들에서 인간의 사회성을 해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제로 경 

7) 같은 책， 24쪽. 

8) Jürgen Habermas, r의사소통행위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 (2)J , 
장춘익 옮김 (나냥， 2006), 175-176쪽. 앞으로 l권의 경우 Habermas(2006CD), 
2권의 경우 Habermas(2006(2))로 표기하겠다. 

9) Dewey(1991),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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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되는 사례들에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원인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인간의 행위들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가운데 몇몇 행위들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인지’되고， 이러한 인지가 

있은 뒤에 몇몇 행위를 제어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마련이며， 행위 

자들은 몇몇 행위의 결과들은 확고히 하려 들고 또 몇몇 결과들은 

피하려고 얘쓴다 듀이는 이 실마리로부터 행위의 결과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1) 상호행위(trans-action)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들과， 2)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결과들이 바로 그 

것이다. 듀이는 이러한 두 종류의 행위결과의 구분 속에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직접적으로 참 

여하지 않은 행위자들 사이에 ‘간접적인’ 행위결과들이 인지되고 이 

러한 결과를 제어하려는 노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가리켜 ‘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행위의 결과들이 그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틀에게 

만 주로 한정되거나 한정된다고 여겨질 경우 그 상호행위는 ‘사적’인 

것이 된다， 10) 

가령 A와 B가 대화에 임할 때 이런 행위는 상호행위라 할 수 있 

다. 이 두 사람이 상호행위에 관여할 경우 그 행위의 결과는 한 사 

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쪽이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도웅을 받기도 하고 혜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가령 이익과 손해와 같은 결과들이 이 두 사람의 범위를 넘 

지 않는다고 할 경우， 행위는 이들 사이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써 

이 행위는 ‘사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반 대화의 결 

과들이 이 두 사람을 넘어서 확장된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이 행위결 

과들이 많은 사람들의 복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이 그 행위 

에 참여하지 않은 사랍틀 사이에서도 ‘인지될’ 때는 사정이 달라진 

다. 이 경우에 행위는 공적인 지위(capacity)를 획득하게 되며， 그 대 

화가 왕과 수상 간에 오고간 것이든 또는 고위 공직자와 몇몇 공모 

10) 같은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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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에 오고갔돈 또는 시장의 독점을 기획한 상인들 간에 오고간 

‘은밀한’ 대화든 간에 이들 대화는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 

이다. 듀이는 이 지점에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구별이 고스 

란히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간의 구별과 일치하지 않음을 누 

누이 강조한다. 많은 사적인 행위들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 

회적(으로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하며， 이들 행위의 결과들은 공동체 

의 복리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신중하게 이루어진 몇몇 상호행위는 질적으로 

‘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행위는 연합된 행위의 형식을 띠기도 

하며 그 행위의 결과들은 나아가 결사체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 

이다. 누군가는 사적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타인을 도 

울 수 있겠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이처럼 사적인 행위들은 ‘간접적인 결과들’과 ‘직접적 의도들’에 의 

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듀이는 행위의 

사적인 성격과 그것의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성격과 어떤 필연적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적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해서도 안 된다. 듀이는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일을 정당 

과 같은 정치적 결사체의 가장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투쟁이 향상 사회적으로 ‘좋음’을 산출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본다，12) 사적으로 은밀하게 수행된 행위가 목 반-사회적 

이거나 비-사회적이지 않듯이 특정 행위가 공적 행위자들(agents)에 

의해 ‘공적’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고 해도 그 행위가 필연적으 

로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에 가로놓인 선은 행위들의 결과가작용하는정도와범위에 

기초해서 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영향을 미 

치는 행위결과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금지든 장려든 

간에) 사회적인 제어를 필요로 한다 13) 

11) 같은 책， 13쪽. 

12) 같은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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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적으로 사적 개인(private person)이란 공적 지위를 가지지 않 

는(deprived of public position) 사람올 일걷는 말이었다. 하버마스도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뻐11서 “어떤 관직 

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참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을 일컬어 “사적 개인들”이라고 일컬었다)4) 듀이에 따르면 공중(the 

public)이란 상호행위의 간접적 결과들에 의혜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 

을 아울러서 일걷는 개념이다.1 5) 그리고 이러한 행위결과들이 담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들 행위결과 

들은 채계적으로 돌볼 필요가 생기게 된다.16) 그리고 이러한 공중의 

이익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공직자들i officials)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듀이는 앞서 논의한 공적/사적 간의 구별을 넘 

어서 공중 개념과 공직자 개념을 해명해 낸다. 공중은 상호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위의 결과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이 따로 세워져서 그 공중을 대변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1 7) 우리는 일상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보다는 의 

회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대변적 역할이 수행된다고 여긴다. 

반면 듀이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인 ‘정당’은 그러한 역할을 수 

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속에 정치적 투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대신에 공 

13) 같은 책， 15쪽. 

14) JÜfgen Habermas, r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jμ 한승완 옮김 
(나남， 2001), 83쪽. 

15) 참고로 이 같은 듀이의 ‘공중’ 개념에 맞대어 하버마스의 ‘공중’ 개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들이 어떤 강재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에서 { 즉， 그들은 자유롭게 결사할 수 있고， 제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현 

하고 출판할 수 있다는 보증과 함께 - 보편적 이익general interest의 문제 
들을 다룰 때， 이 시민들은 하나의 ‘공중’으로셔 행위환다고 볼 수 있다. 공중의 
크기가 클 경우 오고가는 의사소통은 전파와 영향력을 행사할 특정한 매체 

들을 요하게 된다." Jürgen Habermas, “The Public Sphere", Robert E. Goodin 
& Philip Pettit 엮 음，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Anthology 
(Blackwell, 1997), 105쪽[강조는 필자J. 

16) Dewey(I991), 15-16쪽. 
17) 같은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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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 또는 공무원이 공중의 이익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랍으로 규정 

된다. 

‘결합되고 연계된 작용’은 모든 사물과 유기체의 활동이 갖는 보면 

적인 특정이며， 이러한 연계된 작용을 통해 관련된 결과가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들도 상호적이며 이러한 상호행위를 통해 관 

련된 결과가 일어난다. 인간의 집합적 행위가 초래하는 몇몇 결과들 

은 ‘인지’되거나 ‘의식’되기도 하는데， 산출된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 

는 행위자들은 선호된 결과들을 보폰하고 불쾌한 결과들은 제거하기 

위해 행위의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방법과 수 

단을 동원한다. 나아가 행위의 결과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필연 

적으로 자신들과 더불어 그 결과를 초래하는 데 관여한 모든 사람들 

의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결과에 대한 ‘인지 

(perception)’는 ‘공동의 관심(common interest)’을 산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1 8 ) 다시 말해， 공중이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서 공 

동의 관섬이 산출되어야 하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관심은 특 

정 행위들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 것인지 - 자신들이 선호하는 결 

과인지 피하고 싶은 결과인지 - 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중 개념과 공론장 개념을 상호 견주어볼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사회의 단위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공적 사안을 담당하는 인력은 차츰 전문화되는 반면， 다수의 생활세 

계에 사는 일상인들은 이러한 공적 사안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세계로부터 체계의 분 

리’ 19)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세계에서 매사 요구되 

는 의사소통적 부담을 전문화된 인력과 제도를 통해서 경감하면 할 

수록 공중의 차원에서는 한 가지 과제가 떠오르게 된다. 듀이의 공중 

은 체계 영역에 떠넘긴 과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되고 ‘검토’되 

어 때로는 ‘제어’될 필요도 있다고 ‘의식’하는 단위인 것이다. 물론 

18) 같은 책， 34-35쪽. 

19) Habermas(2006(2)) ‘ VI. 제2 중간고찰 : 체계와 생활세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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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는 공중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공적인 행위가 초래한 간접적 

인 영향을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 ‘공적 사안에의 공중의 직접적 참 

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만약 공중이 공적인 행위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경우， 공중은 듀이의 정의 - 공중이란 상호행위의 간 

접적 결과들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른다 - 에 의해 

더 이상 공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은 공적 사안에 직접 개 

입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결정된 사안의 간접적 결과들을 ‘인지’하고 

‘성찰’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자신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고심한다. 듀이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중은 이 과 

정에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한데 모이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공 

통된 이해’를 넓혀가고 특정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여론 형성의 주체로서 공중이 활동하는 면모 - 하버마스의 ‘공중’ 

개념20) 는 듀이의 ‘공중’ 개념에 그리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왜 

냐하면 공적 행위의 간접적 결과들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나아가 

‘공동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공중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펼수이며， 

이러한 관심은 여론의 한 일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만 듀이는 

공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공중을 위해 그 행위의 결과틀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존재로서 ‘공중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공 

직자[공무원]를 내세울 따름이다. 즉， 듀이에 따르면 공중은 공적 사 

안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지만， 공적 사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예견되는 결과와 부작용 둥에 대해 ‘성찰’ 

하고 ‘숙고’할 수 있는 단위인 것이다. 

이렇듯 듀이의 공중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공론장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적 현안에 대해 설득하고 납득하고， 비판하고 방어하 

며，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시민의 모습을 띠지는 않는다. 따라서 듀이 

의 ‘공적인 것’， ‘공중’ 둥과 같은 개념이 하버마스 이후에 전개되는 

공론장 이론을 직접적으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틀 

개념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공론장 개념을 위한 사전적 인식을 얻은 

20) Habermas(l 997), 106쪽. 하버마스는 합리적 토론에 임하는 공중이 존재할 경 
우에만 여론이 형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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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사실이다. 듀이의 ‘공중’ 개념 속에서 역동적으로 직접 참여하 

는 하버마스적 의미의 ‘공중’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공중이 공적인 행위들이 초래할 결과들을 염려하고 돌보려고 하 

는 면모는 발견된다. 그리고 공중이 간접적 행위결과들을 주목과 관 

심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행위틀 간의 연계 자체를 성찰하는 이유 

를， 사회적 폰재로서 인간이 주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행위 

(trans-action)가 초래하는 결과들이 서로에게 끼칠 영향들을 숙고한다 

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의사소통에 

내장된 성찰의 계기’와 다른 행위에 내장된 성찰의 계기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듀이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자들 사 

이에 ‘간접적인’ 행위결과들이 인지되고 이러한 결과를 제어하려는 

노력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사안은 듀이의 공적/사적 구분기준에 따르면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 

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 ‘공동의 관심(common interest)’과 ‘공통 

된 이해(common understanding) ’ 21)를 가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의 

견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식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일컬 

어 ‘잠정적으로’ 공론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정에의 

인식은 듀이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에 빚지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3 부르주아 공론장의 붕괴 및 정치적 공론장의 죄락 -

하버마스의 경우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더ffentlichkeitJ이 

라는 저서를 통해서 18, 19세기의 영국， 프랑스， 독일의 발전으로부 

터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형(Idealtypus)을 전개하는 것을 제일 목표 

21) 뒤에 찰스 테일러의 공론장 논의를 다루면서 ‘공통된 이해(common 

understanding)’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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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22) 공론장이란 우선 사회적 삶의 한 영역으로서 여론과 

같은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을 일걷는다. 공론장에의 접근은 원칙적 

으로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 그 한 부분은 대화로 구성되는데， 모 

든 대화들 속에서 사적 개인들은 한데 모여 하나의 ‘공중’을 형성한 

다. 이렇게 형성된 사적 개인들은 더 이상 사적인 과제를 다루거나 

전문 인사로 행세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법률적 제재에 예속된 법적 

결사체 - 가령 정부기관 - 로서도 행동하지 않게 된다. 시민들이 

어떤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즉 자유롭게 결사할 

수 있고 재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다는 보증과 

함께 보편이익(general interest)의 문제들을 다룰 때 이 시민들은 하 

나의 공중으로서 행위한다고 볼 수 있다. 공중의 크기가 클 경우 의 

사소통은 이를 전파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특정한 매체들을 요하게 

되는데，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둥이 공론장의 매체로서 

기능한다. 공중이 국가의 수행과 연계된 주제들을 다룰 때 이 공간은 

문예적 공론징"(literarische Öffentlichkeit)과 구별되는 ‘정치적 공론장 

(politische Öffentlichkeit)’으로 일컬을 수 있다. 이 구도에서 국가의 

억압적 권력은 정치적 공론장의 맞수가 된다. 국가와 사회 사이의 

때개 영역으로서 그리고 공중이 여론의 전달 매체로서 형성되는， 이 

러한 정치적 공론장은 공개성을 자신의 원리로 삼는다. 한때 이 공 

개성은 군주들의 비밀[사밀한] 정치에 맞서서 성취되어야 했던 것이 

며， 그 이래로 국가의 활동은 부르주아 공론장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 

제될 수 있었던 것이다)3)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사소통망의 상업화와 밀집화， 언론매체를 설 

립한 자본의 증가와 언론매체가 조직화되는 정도가 증가됨에 따라 

의사소통의 통로는 차츰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유도되고， 공적 의사 

소통에의 접근 기회는 더욱 선택의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로써 새 

로운 범주의 영향력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언론권력’인 것이다. 

이 권력이 여론 조작적으로 행사될 때 상술한 공개성의 원리가 갖 

22) Habennas(200 1 ), ‘신판의 서문’ 15쪽. 

23) Habennas( I997),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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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수함은 강탈당하게 된다. 대중매체에 의해 선(先) 구조화된 동 

시에 이에 지배당하는 공론장은 화제와 기고문을 통해 영향력을 쟁 

취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도를 가능한 한 은폐하고 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적 영향력의 조종을 위해 서로 싸우는 권 

력화한 투기장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24) 이처럼 초기 하버마스에 의 

해 묘사된 공중은 여론조작 매체에 의해 무방비로 노출된 수동적 공 

중이었으나 이러한 비관적 진단은 차후에 수정되기에 이른다)5) 

정치적으로 적극적 공중에서 개인주의적 공중으로， ‘문화비평적 

공중에서 문화소비적 공중으로의’ 직선적 발전이라는 나의 진단 

은 단견이었다，26) 

당시만 해도 하버마스는 다원주의적이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화된 

대중의 저향능력과 비판적 잠재력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갖지 않았 

다. 

18세기까지 공론장 개념과 여론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의견(opinion)과 여론 

(public opinion)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개개인의 ‘의견’은 그들의 

역사의 퇴적물과 같은 유사-자연적 구조들 속에서 바뀌지 않은 채 

고수되는 반면， ‘여론’은 합리적 토론에 임하는 공중이 존재활 경우 

에만 형성되는 성격을 지닌다. 이는 합리적 토론과정을 경유하지 않 

고서는 저마다 다양한 경로로 형성한 유사한 생각들의 총합을 가리 

켜 ‘여론’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보장 

되고 비판적 의향을 가지고 ‘정치적 권위의 수행’을 자신들의 [비판 

적] 주제로 삼는 공적 토론들은 태곳적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도 국가 기관의 외부에서 토론을 벌였으나， 이 

러한 토론은 정치적 권위와 권력의 실행처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형 

식을 띠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 기관 외부의 토론에 참여하 

24) Habennas(200 1), ‘신판의 서문’ 31-32쪽. 
25) 같은 책， ‘신판의 서문’ 33쪽. 

26) 같은 책， ‘신판의 서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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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은 고스란히 국가 기구의 심의기구의 구성원이었으며， 국가 

기관 외부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시 한 번 동일한 주체들에 의해 국 

가 기관 내부에서 심의되고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 

스의 폴리스에서 이루어진 토론은 근대적인 형태의 공론장에서 이루 

어진 토론과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권위를 주제로 

삼는 토론은 오직 부르주아 사회의 특수한 국면에 이르러서야 생겨 

날 수 있었다. 그리고 특수한 관심들이 결합된 덕분으로 그 토론들은 

부르주아의 입헌국가의 질서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27)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의 영역으로서 

그 출처는 사적인 것이지만， 공적으로 중요해진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에서 교류의 일반규칙을 둘러싸고 공권력과 맞선다는 점 

에서 양면적 - 사적이고도 공적인 - 성격을 갖는다，28)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지점에서 군주와 신분들 사이의 경계 확정을 통한 

지배의 분할은 갓 도래한 상품경제의 기초 위에서는 더 이상 지탱하 

기 어려워졌다. 사적 영역에서 벌이는 부르주아들의 경제활동은 ‘비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 그들은 스스로 형성한 부르주아 공론장을 통 

해 ‘시장에의 행정적 명령’에 맞서곤 했는데 이로써 기존의 지배원칙 

을 무력화하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29) 지배권력 간의 ‘사밀한’ 계약 

을 통한 권력분립의 관행은 이제 부르주아들의 투명한 공개의 요구 

앞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적 욕구들은 공론장올 매개로 삼아 정치의 

영역으로환류되는통로를 확보하기 이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국 

가와 사회， 그리고 공공영역과 사적 부문 간의 선명한 분리가 부르주 

아 공론장을 지탱시키는 기본 구도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 

버마스는 이후의 논의에서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공공영역과 사적 부문 간의 교착 경향’으로 인해 부르주아 공론장 

에 균열이 일어나고 궁극에 붕괴하기에 이른다고 논증한다. 흥미로운 

것은 하버마스의 이러한 공론장의 쇠락 모텔이 ‘사회’의 동장으로 말 

27) Habermas(1997), 105-106쪽. 
28) Habermas(2001), 95쪽. 
29) 같은 책，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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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고전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혼탁 

해졌다는 아렌트의 비판 모델30)과 유사성을 띤다는 점이다. 다만 아 

렌트의 경우에 ‘사회’의 둥장이 초래한 혼탁해진 구도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면，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사회의 동장 이후에 ‘부르주아 / 

정치적 공론장’을 대체하는 ‘정치사회’와 ‘경제사회’31)의 동장이 불러 

온 혼탁해진 구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를 

들자면， 아렌트에게서 ‘사회의 출현’은 고전적인 의미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선명한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부정적 계기이다. 

반면 하버마스가 이해하는， 기성 권력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부 

르주아 공론장은 역사적으로 국가로부터 분리된 ‘사회의 동장’과 함 

께 출현하게 되는데，32) 이러한 ‘사회의 출현’은 사적 부문과 공공영 

역의 구획이 더 확고해지고 그 분명한 경계 사이에 공론장이 자리매 

김하도록 하는 긍정적 계기이다. 만약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국 

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떠맡는 공론장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삶의 재생산이 사적 형태를 띠어 가면서 ‘사회적인 것’은 독립된 

30) Arendt(2005), 47-48쪽. 
31) 물론 하버마스는 직접 ‘정치사회’나 ‘경제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 

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개념들이 하버마스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지 
는 않은 것 같다. 대신에 그는 “국가와 사회 사이에， 말하자연 양자로부터 
재정치화된 사회영역”이라는 표현을 쓴다. 1950년대 후반의 하버마스는 정 
치사회와 경제사회를 자유주의적 형태의 공론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묘 

사하는 반면， 1980년대 이후의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와 시장’을 매개 

하는 것으로서 경제사회를， ‘시민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정치사 

회를 정의한다[Jean L. Cohen & Andrew Arato, Civil Society and Po/itical 
Theory (The MIT Press, 1994), x-xi쪽].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초기 하버마 
스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국가와 사회로부터 재정치화된 사회영역들’은 

오늘날의 공론장을 대체하거나 붕괴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한때는 이러한 
특수한 영역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논의하는 공론장’을 대체하고 무력화시 
켰을지는 몰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공론장 

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았으며， 여론매체에 의해 특정한 선돼지를 받아들이 
도록 강요되는 수동적 공중만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버마스 스스로가 1990년도에 쓴 『공론장의 구조변동왜 ‘신판의 서문’에 
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32) Habermas(2001),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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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사적 부문의 ‘총체’로서 공적 

중요성도 갖기도 한다. ‘사적’ 개인들 간의 상호교류의 규칙들이 서 

서허 ‘공적’ 관심사가 되면서부터 경제적 교류 규칙을 둘러싸고 사적 

개인과 공권력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사적 개인의 편에서 관 

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에 이른다. 우리는 이 대목을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정치적 공론장으 

로의 이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3) 

그런데 부르주아 공론장 이전 - 나아가 사적 개인들에 의해 공권 

력의 공공성이 주제로서 논의되는 정치적 공론장이 둥장하기 이전 

- 에 부르주아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의 모형이 되는 ‘비정치적 

형태의 공론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4) 이를 가리켜 문예적 공 

론장(Iiterarische Öffentlichkeit)이라고 하는데， 이는 차후의 정치적 

공론장이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면모와 달리， 여전히 자기 내부의 

권역애서 웅직이는 공적 논의의 연습장으로서 앞으로 도래할 정치적 

공론장을 예비했던 것이다. 이 문예적 공론장은 문화가 상품의 형태 

를 취하는 양상 속에서 그 문화를 토론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문예 

적 공론장이 처음부터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 

것은 궁정의 ‘과시적 공공성’과 일정한 연속선상에 있었다)5) 당시 

문예적 공론장얘서 이루어진 공적 논의의 기술은 몇몇 교육받은 중 

산층 부르주아들이 궁정이나 귀족의 사교계와 교류하면서 습득한 것 

이었다. 이러한 궁정 및 귀족 사교계는 근대 국가기관이 군주의 개인 

적 영역으로부터 자립화되어 감에 따라 차츰 궁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도시애 자리 잡으면서 궁정에 대해 균형 관계를 이루게 된다. 

당시의 ‘도시’는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적’ 생활의 중심36)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무엇보다 ‘궁정의 문화정책’에 맞서서 자율적 

으로 형성된 ‘초기의 문예적 공론장’이 뿌리내렸던 공간의 의미도 가 

33) 같은 책， 226-227쪽. 

34) 같은 책， 97쪽. 

35) 같은 책， 97-98쪽. 

36)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uhrkamp, 1986) 
~250， Zu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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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리고 도시 속의 커피하우스와 살롱 그리고 만찬회 동의 형태 

로 문예적 공론장이 제도화되어 갔던 것이다，37) 이렇게 형성된 초기 

부르주아 공론장의 양태는 차츰 정치적 공론장의 형태를 띠고 그 과 

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과제로 성공적으로 전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는데， 하버마스의 표현에 

따르면 “공공영역과 사적 부문의 교착 경향’으로 인해 그 정치적 공 

론장의 토대가 붕괴되기에 이른 것이다. 

두 영역의 교착 경향의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19세기 말에 전개된 

새로운 ‘간섭주의’의 동장을 들 수 있다. 이 간섭주의는 사적 영역에 

서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이해갈풍을 정치적 갈둥으로 번역하는 데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간섭에 상응하여 

공적 관할권도 사적 영역으로 양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마찬 

가지로 사회적 권력에 의한 국가권력의 대체도 공적 권위의 사적 부 

문에로의 확장과 맞물려 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는 

형국인 것이다. 국가의 점진적 사회화와 동시에 관철되어 가는 ‘사회 

의 국가화’라는 변증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분리’라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기초가 급기야 허물어지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버 

마스의 진단은 근대까지만 해도 견지되었던 사적 부문과 공공영역 

간의 선명한 구획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전에는 자신의 과엽이 아니었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바람에 더 이상 ‘공중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두 영역 

간의 매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 사이에， 말하자면 양자로부터 재정치화된 사회 

영역”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구별로부 

터 벗어난 영역인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결사체들로 이루어진) ‘정치사회’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경영 

인 연합회나 각종 이익단체로 구성된) ‘경제사회’로 일컬을 수 있겠 

다. 이 영역들이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이 그들 상호교류의 일 

반적인 관심사를 규제하는 자유주의적 형태의 공론장을 해체하면서 

37) Habermas(200 1),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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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론장이 맡았던 역할마저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38) 새로이 동 

장하는 영역들이 기존의 공론장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자유주의적 공론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애도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집회， 결새 표현， 언론 둥의 자유로 무장한 

사적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한 공론장 속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이를 통해 집합적 의지를 형성하여 정치권력에 압력을 행사함 

으로써 ‘정치적 권위’를 ‘합리적 권력’으로 전화시켰던 기제를 더 이 

상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울한 전망이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이었다. 재정치화된 영역이 과거 부르주아 공론장에 견주어 

‘효과’ 면에서 뛰어날지언정， 그 영역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진리’ 

로서， ‘정당한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근거를 그 영역 스스로가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다수에 의한 

‘공개적 검토’와 ‘숙의’에 바탕을 둔 여론이 가졌던 ‘정당성의 힘’을 

기능적으로 수행되는 그 영역이 대체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아울러 

새로이 동장한 영역은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선명하게 가를 수 없 

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다는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영역 속으로 새로운 형태의 은폐나 기만 또는 전략적 태도 

들이 둥장하게 된다. 가령 과거에 공공영역이 운영하던 공공적 성격 

의 기간산업을 사기업이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사기업은 내적으로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방점을 찍지만 겉으로는 자신의 경영을 공공 

성을 지닌 것으로 선전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도덕적인 

외피를 두를 수 있다. 즉， 명목상 공공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 활 

동목적은 사적 이윤 추구에 두는 전략적 행위를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르주아 공론장의 붕괴는 ‘공개성 원리’의 붕 

괴를 의미하며 투명성의 요구가 상실된 곳에서는 은폐와 기만이 기 

승을 부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권력행사와 권력균형의 과정은 새 

로이 둥장한 정치사회와 경제사회， 즉 사적 관리조직， 이익단체， 정 

당， 공공행정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다.39) 대신 부르주아 공론장은 

38) 같은 책，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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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후퇴하거나 소멸된다. 공중은 때때로 ‘동의’의 목적으로만 이 

권력의 순환과정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경제사회와 정치사회에 소 

속된 조직들은 여론매체를 통해 공중에게서 동의나 최소한 묵인을 

얻으려 노력한다는 것이다.40) 하버마스의 이러한 진단을 통해 우리는 

수동적인 공중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 - 복지국가에서 재 

화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서의 공중 - 의 상(像)을 떠올리게 된 

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공개성의 원리에 바탕올 둔 ‘정치적 지배의 

합리화’라는 임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며， 공중은 공적 동의 

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자주 ‘동원’되고 ‘호출’되나 동시에 이 공중은 

권력행사와 권력균형의 과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개성의 

원리에 의한 이 과정의 합리화가 보장되기는커녕 거의 요구되지도 

않는 실정에 이르게 된다. 공론장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려는 새로운 

매개영역 - 정치사회와 경제사회 - 의 동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중’은 국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없게 되고， 이익단체들의 치열한 

투쟁과 타협을 통해 권력행사과 권력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코헨(J. L. Cohen)과 아라퇴A. Arato)는 이러한 새로운 매개영역은 

공론장을 잠식하지 않으며， 도리어 시민사회와 시장， 시민사회와 국 

가를 매개하는 삼투막으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사회가 

없을 경우 시민사회의 열망들이 시장과 국가로 흘러 들어갈 ‘수로’를 

마련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틀의 주장에 따르면 시 

민사회는 ‘그 자체로’ 국가와 시장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치사회’와 ‘경제사회’에 중요한 

의의를 부과한다.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암울한 진단은 1980년대 

이후 그가 전개한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생활세계의 식민화’41) 테제와 

견주어볼 수 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은 의사소통을 통 

39) 같은 책， 288쪽. 

40) 같은 책， 288-289쪽. 

41) Habermas(2006(Î)) ‘ VI. 제2 중간고찰 : 체계와 생활세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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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이해로써 행위조정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기능적인 행위조 

절 메커니즘이 침범하는 사태를 지시한다. 필자는 하버마스의 이러한 

비판 모텔이 1980년대 이후에 독특하게 생겨나고 전개된 것이 아니 

라 이미 그가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펼쳐 보인 위기 

진단 모델이 이후의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를 예비했다고 본다. 논 

의하는 공중이 여론을 생산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는 자유주의적 공론장 모댈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합된 조 

직들 정치사회와 경제사회 이 동장하는 바람에 더 이상 ‘합리 

적 논의를 통해 생산된 여론을 압력의 형태로 권력에 상환’하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논증의 힘’이 ‘합리화된 권력의 

산출’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대신에 그 자리를 기능화 

된 조직들이 꿰참으로써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한다. 하지만 이러 

한 효율성은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공중에서 생산되는 여론이 갖는 

정당성의 힘을 대체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는다. 필자는 이러한 초기 

하버마스의 진단 모델이 1980년대 이후에 전개되는 생활세계 식민 

화 테제로 이어졌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과정과 공론장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진단은 그 주장의 효력 변에서 제한적임을 하버 

마스 스스로도 인정한다，42) 하지만 『공론장의 구조변동』이 출간된 이 

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공론장과 시민사회 - 역동적 공론 

장， 다원적 공론장 그리고 1970년대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한 서구의 

신사회운동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동구권과 동아시아에서 시민사회 

를 중심으로 움트던 민주화의 열망 둥 - 의 변화양상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대한 그의 분석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논의로부터 우리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구분 및 의사소통으로 직조되는 공론장 

을 둘러싼 문제들이 철학의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아 

가 여전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현대 시민 

사회와 다원적 공론장을 둘러싼 논의에서 예비적인 구실을 하고 있 

42) Habennas(200 1) ‘신판의 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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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통해서 ‘국가 - 시민사회’라는 

2분 모텔에 기반을 둔 그의 시민사회상을 엿보게 된다. 이러한 시민 

사회는 시장 경제를 껴안는데， 왜냐하면 공중을 형성하여 국가의 정 

책 집행에 대해 감시하고 공론화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사적 개인’ 

으로서 이 사적 개인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부르주아 

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 권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결정들 가운데 경제적 영역의 원리에 어긋나거나 이 원리를 침해하 

는 공적인 결정들이 여렷 있을 텐데， 공중을 형성하는 사적 개인들은 

그러한 사적 영역의 원리를 침해하거나 거스르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거꾸로 정치적 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하버마스가 발 

굴해 낸 공론장이 ‘공화주의적’ 성격의 그것이 아니라 근대 ‘자유주 

의’ 전통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사회의 둥장과 함께 생겨난 ‘여론’ 

개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공론장 논의가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상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하버마스의 시민사회상도 

1980년대 이후에 전개한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한 번 더 바뀐다. 

그는 2단계 사회이론을 통해 근대사회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매체 

를 통해서 작동되는 행위질서들 ‘권력’과 ‘화폐’를 소통매체로 조 

절되는 체계통합적 질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이해’에 도달함으 

로써 행위를 조정하고 연대(성)을 산출하는 사회통합적 질서 - 이 

있음을 논증한다. 우리가 그의 2단계 사회이론을 철저히 따를 경우， 

체계통합적 질서로서 ‘시장’은 의사소통을 통해 연대성이 산출되는 

‘시민사회’와 이질적인 까닭에 시민사회는 더 이상 시장 경제를 품고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행위이론’을 

구성하기 전에 가졌던 시민사회의 2분 모델은 그의 2단계 사회이론 

을 경유하면서 한 번 더 분화되어 ‘국가 - 시장 - 시민사회’라는 3 

분 모델로 전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2단계 사회이론은 ‘국가 

- 시민사회’라는 2분 모델과 이론적으로도 동거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경제 영역이 시민사회와 구별되면 기존에 ‘정치적 권위’에 대해 

서만 비판적 담론을 생산하던 시민사회와 공론장에 또 하나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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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인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 

지가 마련된다. 하버마스의 변화된 시민사회상은 이미 『공론장의 구 

조변동』의 ‘ 1990년 신판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여하튼 시민사회의 제도적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자발적 토대 위 

에서 이루어진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결사이다.43) 

4. 성찰적 시민사회의 위기와 그 역설 - 테일러， 킨， 

그리고 에드워즈의 공론장 이론 

찰스 테일러(Ch. Taylor)는 근대 서구 사회에서 ‘자유’가 발달한 

이유를， 국가의 ‘외부’에서 사회 전체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특정한 사회적 형식들’이 발달해 왔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형식틀을 가리켜 ‘시민사회’라고 일컨는다.44) 즉， 시민 

사회의 동장은 서구의 ‘자유’ 전통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테일러가 시민사회에 대해 주장하는 바의 골자이다. 그는 시민사회를 

‘자유로운 사회’와 관련해서 이해하면서 사회세계를 크게 ‘국가’와 

‘시민사회’로 양분하고， 아울러 ‘공론장’과 ‘시장 경제’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규정한다.45) 테일러는 시장을 시민사회에 귀속시킴 

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 시민사회’라는 2분 모델을 고수한다. 이 

러한 모델의 또 다른 옹호자로 폰 킨(J. Keane)을 꼽을 수 있는데，46) 

43) 같은 책， ‘신판의 서문’ 51쪽[강조는 필자]. 

44) Charles Taylor, “Liberal Politics and the Public Sphere", Philosophica/ 
Arguments (Havard Univ. Press, 1995b), 258쪽. 

45) Charles Taylor, “ Invoking Civil Society", Philosophica/ Arguments (Havard 
Univ. Press, 1 995a), 216쪽 ; Taylor(1995b), 259쪽 ; 같은 저자， Modern 
Socia/ Imaginaries (Duke Univ. Press, 2004), 83쪽. 

46) 존 킨(J. Keane)은 추상적 수준에서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 

민사회는 주로 비-국가적 활동들(경제적， 문화적 생산， 가정 생활 그리고 

자발적 결사 둥)에 참여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제도들의 총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가 제도들에 다양한 형 

태의 압력이나 제어를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변형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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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민사회를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공간이면서도[자유 

주의 전통]， 복수적인 적대 및 대립， 그리고 체계적 불평둥으로 구성 

된 영 역 [마르크스주의 전통]로 이해한다. 킨의 2분 모댈도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시민사회에 포함시키는데 이 모댈 

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재력이 발휘될 여지를 허락하 

지 않는다는 이론적 약점을 갖는다. 하버마스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코헨과 아라토는 2분 모델이 갖는 난점을 간파하고서 ‘국가 - 시장 

- 시민사회’라는 3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47) 상품생산과 분배를 둘 

한다" 나아가 좀더 구체적 수준에서 시민사회를 정의하기를， “시민사회는 

단일하거나 고정된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중략] 그것은 다양한 공론장을 
구성하는 비정치적 영역이 될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킨은 

‘민주화’를 @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확장하고 @ 국가기관들을 개혁하고 

민주화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경계를 분명히 유지하고 재규정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John Keane, Democracy and Civil Socieη on the 
predicaments 01 European socialism. the prospects lor democracy and the 
problem 01 controlling social and political power (Verso, 1988), 14쪽]. 하지 
만 킨이 묘사하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는 단순히 대결적 구 
도를 띠지는 않는다. 그는 서로가 서로의 민주화를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항상 가시와 같은 존재여 
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율적인 공론장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확고한 시 
민사회가 부재할 경우 자유와 평등， 참여적 기획 및 공동체적 의사결정 등 

과 같은 목표들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정치적 권력에 맞선 민주화의 과제는 시민사회에 부과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특정한 역할 
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국가의 보호적， 재분배적 그리고 갈등-중 
재적 기능이 부재할 경우 시민사회를 상술한 민주화 과제에 걸맞도록 변형 

하려는 노력들은 주변화되고， 나뉘어지고， 정체화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 

의 불평둥과 부자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15쪽]. 이런 의미 

에서 킨은 국가와 시민사회는 각각 민주화되는 데 상호-조건이라고 본다. 
킨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의 현실 사회주의의 중앙집중적 관료국가에 맞서 
면서 ‘사회주의’ 개념을 재구성할 - 사회주의란 사회와 국가의 민주화이 

다 - 목적에서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민주화 역할에의 적합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자칫 이러한 시도가 (시민)사회의 강조로 말미암아 국가로 
부터 (시민사회를 마냥 방어해 내려는 신-보수주의의 몇에 걸려들지 않도 
록 하려는 이론적 전략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킨이 국가를 보호적， 재분 
배적 그리고 갈둥-중재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까닭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7) 아라토(A. Arato)는 킨의 두 영역 모델(시민사회-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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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적대의 장을 시민사회의 외부로 옮겨 놓는다. 

‘국가 - 시민사회’라는 2분 모텔에서 묘사된 시민사회는 테일러가 

시민사회의 핵심 특정으로 삼은 ‘국가[정치] 외부적’이라는 성격에 

부합하지만， 화폐를 매체로 행위들이 조절되는 체계통합적 질서[시 

장]를 품고 있는 이러한 시민사회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행위 질서로 구성된 시민 

사회상과는 어긋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테일러가 제시하는 시민사 

회상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시 

장 경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테일러에 의해 공론장 

이 사회의 성원들이 공동체의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 

는 ‘단일한 공적인 장소’로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이 

다，48) 

테일러는 18세기 자유주의 전통 하에서 동장한 새로운 형태의 공 

론장과 이후 구조적 변동을 겪게 되는 공론장의 부침과정에 관한 하 

버마스의 논의를 재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론장 개념음 규정한다: 

공론장이란 한 사회의 성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만난다고들 

여기는 일종의 공적인 장소(public space)이다. 여기서 매체는 인쇄 

물， 전자매체 그리고 면-대-면(face-to-face) 만남까지 아우른다. 거기 

서 공통 관심사(common interest)를 둘러싸고 토의를 벌이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형성하게 된다. 그가 공론장을 일종 

의 ‘공통된 공간’으로 해석하는 까닭은 매체들 속에서 일어나는 교류 

만람이나 그 매체의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매체 간에 일어나는 교류 

같이 비판한다. “경제가 시민사회와 동일하다면 혹은 경제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영역이라면， ‘사회 대 국가’라는 슬로건은 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의 조절로부터 경제의 자유화를 의미하게 된다，" [Andrew Arato, r시민 
사회， 역사 그리고 사회주의. 존 킨에 대한 답변 Civil Socieη ， History and 
Socialism: Reply to John Kean야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분과 편역， 『국가 
와 시민사회i녹두， 1993), 261 쪽] 이 주장은 킨이 고집하는 2분모델이 코헨 
과 아라토의 3분모텔에 비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훨씬 신보수주의 
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48) 모든 공론장 이론이 공화주의적/공동체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테일러가 묘사하는 공론장이 왜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띠는지 뒤에서 상세 
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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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실상 원칙적으로는 상호 소통적(intercommunicating)이라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토론프로그램은 그날 

아침 신문 지상에서 언급된 것을 주제로 삼는 것일지도 모르며， 또한 

그 전날에 라디오의 논쟁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할 것이 

다. 이 때문에 테일러는 공론장을 복수가 아년 단쉬the singular)로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9) 18세기 서유럽에서는 여기저기 발간 

된 출판물들과 소규모 단체들의 회합 또는 지역적 교류 동은 거대한 

하나의 ‘토론’으로서 해석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토론으로부터 사회의 ‘여론’이 동장하게 된다고 믿었다. 즉， 당시 여 

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론장을 통해 생각들을 공유하 

면서 일종의 토론의 공간에서 상호 연계되고， 또 그 속에서 타인들과 

생각들을 교류하고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공적인 장소(public space)’에선 관여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도 매체를 통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다， 18세 

기 당시에 도서， 햄플릿， 그리고 신문 동은 사회적 현안， 현안과 관 

련된 분석 및 논증，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 동을 교양인들에게 실어 

날랐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들에게 폭넓게 읽혔으며 때때로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논의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화실， 커피숍， 살롱， 그 

밖의 권위적 성격을 갖는 공적 기관 - 가령， 의회 에서도 관련 

논의플이 이루어졌다. 이 모두로부터 비롯된 일반적 ‘견해’가 교양인 

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띤 ‘여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50) 

앞서 테일러가 “여론으로 여겨진다{count as) "라고 표현한 까닭은 

테일러가 공론장과 여론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그것이 그렇게 상상 

되고 여겨지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성격을 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의식이 공론장을 규정하는 데 한몫하는데， 그들이 그 공 

간올 여론이 산출되는 곳으로 전혀 의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공간 

이 ‘공론장’으로 규정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참여자들의 상 

상{imagination)과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은 

49) Taylor(2004), 83쪽. 
50) 같은 책，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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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태일러는 공론장이 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적으로는 파편적인 국지적인 토론들이 상호 지칭적[상호 소통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다양한 독립적인 공급원들로부터 

순환하는 인쇄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 구성 

원들 간의 의견교환이 공적인 토론으로서 여겨지기 위한 기초들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공론장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서로 간에 변

대-면(face-to-face)으로 만나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이 토론에 참여한 

다고 ‘의식’하고， 이러한 토론이 궁극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1)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목적 그것이 대화를 위한 ‘친밀한’ 

수준이든， 심의적 의회나 의식 또는 축구경기나 오페라를 즐기기 위 

한 더 크고 훨씬 ‘공적인’ 수준이든 - 을 위해 한데 모일 경우 우 

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공적인 장소[회합 장소]’를 

떠올릴 수 있다. 테일러는 특정한 지역 차원의 회합과 관련된 공통의 

장소를 ‘국부적/지역적인(topical) 공적 장소’라 일컴는다. 하지만 공론 

장은 ‘지역적인 공적 장소’와 성격상 거리가 있다. 공론장은 ‘지역적 

언 회합 장소’를 뛰어념으며 여러 지역적 장소들을 하나의 거대한 

비-회합적(nonassembly) 장소로 엮는다. 가령， 동일한 공적 토론의 주 

제가 오늘은 우리들의 논쟁에서，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심어린 

대화에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신문지상의 인터뷰 코너 둥에서 논의된 

다. 태일러는 이러한 종류의 훨씬 광대한 비-지역적인 공적 장소를 

가리켜 초지역적(metatopical)이라고 일컴는다. 18세기 서구에서 동장 

한 공론장은 이러한 성격의 장소였던 것이다. 테일러는 이러한 공론 

장이 부분적으로 공통된 이해들(understandings)에 의해서 구축된다 

고 보았다. 이상 살펴본 테일러의 공론장 이해에 따르면，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해서 객관적 요소 - 여러 토론들 간의 상호지칭성， 토론 

을 섣고 냐르는 인쇄물 - 뿐 아니라， 참여자틀의 공통된 이해와 스 

스로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관적/의식적 요소도 필수적이다. 

공적인 장소로서의 공론장은 잠재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간 

51) 같은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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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18세기에는 주로 지식언충 사이 

에서만 이루어졌지만 - 그 공론장을 통해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들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공통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공통된 생각’은 일종의 ‘성찰적인’ 것으로서 공론장에서 오고 

가는 비판적인 논쟁을 통해 생겨난다.52) 단， 공통된 생각은 주민틀 

사이에서 견지된 관점들의 단순 합계로 여겨지지 않았다. 당시에 그 

것은 ‘규범적인’ 지위를 가졌는데 정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당시 공론장은 정부를 지도할 합리적 관점들이 교양층에 의해 

가다듬어지는 장소였으며 테일러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 

회’의 본질적인 특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 테일러 

는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구조변동빼서 인용했던 에드먼드 버크(E. 

Burke)의 말53)을 다시 빌려 온다: “자유로운 나라에선 누구나 스스로 

가 모든 공적인 사안들에 관심을 갖는다고들 생각한다."54) 따라서 테 

일러의 입장에서 ‘공론장’은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서 불가결한 요소 

이며 더 확장하자면 ‘시민사회’는 근대 서구의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테일러는 공론장을 중심으로 근대 사회와 고대 폴리스를 비교한다. 

폴리스에서 공적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식탁이 차려져 있는 곳에서 

나 심포지엄(symposium)에서 친구틀 사이에서나 또는 아고라{agora) 

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폴리스에서 토론은 이곳저곳 

에서 이루어졌고 궁극에는 공적 기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시민들에 의 

해 이루어지는 토론들은 실상 공적 기관에서 바로 그 ‘동일한 사람 

들’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비단계라는 

점이다. 즉， 공적 기관 외부의 토론하는 시민들은 공적 기구에서 심 

의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반면 ‘근대 공론장’의 토론 참여자들은 스 

스로가 권력 외부에 자리매김한다고 ‘의식’했던 것이다. 근대 부르주 

52) 같은 책， 87-88쪽. 

53) Habermas(200 1), 185쪽. 
54) Taylor(2004),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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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공론장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토론장처럼 권력의 실행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대의 제도 밖[공론장]의 토론과 제도 안[정치권 

력]의 토론은 철저히 이원화된 구도였다. 이 지점에서 정치 외부적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55) 이로써 근대 공론장의 동장과 함께 ‘정치 

권력’은 반드시 ‘정치 외부의 것’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는 생각이 교양인들 사이에 하나의 상식처럼 등장하게 되었다.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의지나 자연의 법칙도 아닌 일종 

의 ‘담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권력이나 전통적 권 

위가 아닌 이성에서 나온다고 여겨졌다，56)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이 

사회로 하여금 공통된 생각을 갖도록 하되 오직 권력 외부에 있는 

이성의 담론 속에서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토론장과 

구별되는 의의를 가졌다，57) 따라서 테일러에 의해 재해석된 근대 공 

론장은 ‘이성적’이고도 ‘자유로운’ 사회의 시금석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테일러의 공론장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필자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근대 공론장과 자유로운 사회 간 

의 관계에 대한 그의 논의보다는， 공론장 자체를 사회 속의 ‘단일한’ 

공론장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앞서 테일러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예를 들면서 논의가 오고가는 대중매체는 다수이지만 각 

각의 매체 상에서 거론된 것들이 상호 지칭적[상호 소통적]으로 연 

계되는 현상 - 가령 목요일 신문지상에서 거론된 통일한 사안이 금 

요일 아침에는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주말 심야시간에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이 - 을 이유로 한 

사회의 공론장을 ‘단일의 거대한 공론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 

다 필자의 견해로는 하나의 사회 또는 하나의 국민국가 단위에 하나 

의 거대한 상호지칭적 공론장이 존재한다는 생각 속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적 공론장 이해가 숨어 있다고 본다. 한 사회[공동체]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사회의 성원들이 단일의 거대한 공론장에 참 

55) 같은 곳. 

56) 같은 책， 90쪽. 

57) 같은 책， 9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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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 머리를 맞대어 숙의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사회의 공동 

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공동체주의 

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단일한 공론장이 여릿으로 쪼개지거 

나 복수화되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이 현상을 인정해도 그 

사태를 공론장의 위기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복수의 다 

원적 공론장’은 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단일한 핵심 과제에 

집중하거나 사회의 제 세력들이 단일한 공간에 결집하는 데 장애를 

가져온다고 여기는 듯하다. 칸(J. Keane)은， 현대에 들어 다양해지고 

파편화해지는 공론장들에 대해서 한탄해하며 이들을 다시 하나의 거 

대한 토의의 공간으로 제도적으로 통합시키려는 공화주의적 시도에 

회의의 눈초리를 보낸다.58) 특히 20세기 초 듀이59)가 공론장의 파편 

화 현상을 상당한 ‘문제’로서 인식했는데， 킨은 도리어 ‘단일하게 통 

합된’ 공론장에의 갈망이 자칫 비민주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지 

적한다. 그리고 그는 공론장들의 분화가 공론장의 타락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다양한 크기의 공론장들이 조합된 모자이크 

처럼 확산되는 현상은 기꺼이 반겨야 할 일이고， 다양한 정치투쟁， 

법， 금전， 그리고 향상된 의사소통 양식들을 수단으로 삼아서라도 이 

러한 현상을 실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공론장들은 다양한 지점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권력을 감시할 수 있 

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 까닭에 ‘공론장’은 어느 누구도 권력 

을 독접하도록 놔두지 않으며 편재해 있는 ‘권력’이 훨씬 타당한 방 

식으로 권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되돌려지도 

록 보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야) 이처럼 킨은 현대 공론장의 다원 

성을 권력의 분산과 투명한 감시를 위한 좋은 조건으로서 여긴다. 

킨을 비롯한， 공화주의적 공론장 이해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민사회론 

자들은 공론장이 복수화되는 사태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이해한 

다. 필자도 오늘날의 조건 하에서 공론장의 파편화 및 분화는 불가피 

58) John Keane, Civi/ Society: Old Images, New Visions (Polity Press, 1998), 
187-188쪽. 

59) John Dewey, The Public and Its Problems (Swallow Press, 1991) 
60) Keane(l 998),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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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듀이나 테일러가 주장하는 ‘단일 

의 통합된 상호지칭적’ 공론장 모텔은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매체 환 

경과 이러한 매체들의 λ씨회{私事化; privatization)라고 하는 현대적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본다. 

하지만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공론장들에 대해 들떠 있는 킨의 

견해도 일면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다원화 

된 공론장들에 대해 마냥 낙관적 기대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공론장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 가운데 하나는 공론장을 관통하 

면서 상호 지칭하는 미디어들과 자유로운 표현 수단들이 차츰 상업 

화되고 소수에게 그 소유권이 집중해 있다는 인식이다. 문화산업이나 

대중매체와 관련한 비판이론 1 .2세대들의 연구들이 선구적으로 이 

러한 관점을 공유케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비판이론의 이러한 생 

각은 더 나아가 삶의 곳곳에 편재해 있는 공적인 것이 사유화 가 

령 도로나 철도 또는 통신과 전력 둥과 같은 공익성을 근간으로 하 

는 산업이 점차 사유화 -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공 

론장(the public sphere)은 단어의 조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적인 

(public) 성격을 그 본성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공적인 것을 현실적으 

로 직조해 내는 미디어들에 부과되는 규범은 ‘공적’， ‘공익적’， ‘공개 

적’ 둥과 같은 성격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 비판이론은 이러한 성 

격을 굳건히 지켜야 할 미디어들이 상업화되고 소유권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공론장의 공적인 성격이 위태로워진 사태를 비판해 왔 

다. 현대 공론장에 대한 이러한 우울한 진단은 이미 40여 년 전의 

연구로 인해 주지의 사실이 되었으나， 그 사이 변화된 환경과 조건으 

로 말미암아 ‘공적인 것에 대한 사적인 것의 침입61)’과는 또 다른 

61) 비판이론 2세대에 의해 진단된 ‘공적인 것에 대한 사적인 것의 침입’ 현상 

과 관련해서 지금껏 시민사회에서 별어진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운동을 통 
해 미디어의 사사화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교정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언론사 사주의 자사 주식 지분을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사주로부터의 미디 
어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둥의 의제 설정이 그 한 예이며， 나아가 사 

적인 성격을 갖는 시장 내의 경제권력과 애초 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할 미 
디어 간의 유착을 감시하는 언론감시 운동도 그 한 예이다. 부식되어 가고 
있는 ‘공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노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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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문제들 - 다원적 공론장들 간의 불평둥 - 이 새롭게 둥장 

했다. 킨에 따르면 다원적 공론장은 사회 곳곳에 편재한 다양한 형태 

의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하지만 다원적 공론장의 

부정적 측면은 하버마스가 이상적으로 구상했던 담론상황을 철저히 

허물어 버리는 사태를 낳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 사회의 제 세력들이 공적인 것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위 

해서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시민은 공익적인 기간산 

업올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며， 또 다른 시민은 이러한 

사기업 매각을 위해 경제사회62)의 몇몇 단체들을 통해 로비를 벌일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몇몇 결사체들은 한 사회에 편재해 있는 공적 

인 것의 훼손을 초래한다면서，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뜻을 같이 하는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것이며， 몇몇 결사체들은 올바른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한다면서 조 

속한 협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만약 만민공동의회처럼 

단 하나의 공론장만이 존재하며 오직 그 속에서만 모든 현안들이 논 

민사회의 ‘성찰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무한히 제 몸집을 불리는 시장 경제와 사회적 권력에 대해 비판적 잠재력 

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찰성은 ‘의사소통’과 같은 매체를 통해 

확장되고 강화되는데，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로서 의식하도록 하며 사안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논의에 차츰 많은 수의 사회 성원 
들이 참여케 하는 매개가 바로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은 얼굴을 마주한 방식에서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이르기 
까지 여러 방식이 있다. 다채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은 지역공동체의 공간 

제약성을 훌쩍 뛰어넘으며， 함께 공유하는 문제의식도 여러 지역을 관통하 
는 초지역적(metatopical) 의제가 된다. 이로써 이러한 방식의 의사소통은 
초지역적 ‘연대(성)’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62) 코헨과 아라토는 경제사회와 정치사회를 일컬어 시민사회와 시장 및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삼투막으로 규정한다. 그들이 보기에 시민사회 그 자체는 
시장이나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소통로를 형성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각각 경제사 

회와 정치사회인 것이다. 정당이나 의회가 정치사회를 형성한다연 노동조 
합총연맹이나 전경련과 같은 경제주체들의 결사체는 경제사회를 구성한다. 
Cohen & Arato (1994), x-x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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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협력적으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네트워크들 간의 상반된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열망에 따르면 쟁점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은 ‘단일하고도 통합된 공론장’에 

서 공동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태들만 보면， 계층적/계급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서 단일한 공론장에서 (테일러적 의미의) ‘공통된 이해 

( understanding)’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목격하기는 어 

렵다. 반대로 파편화되고 다원적인 공론장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 

이 저마다의 ‘공통된 이해들’을 확고히 하면서 그것을 확산하려는 노 

력 등이 기승을 부린다. 듀이가 20세기 초에 파편화된 공론장에 대 

해 가졌던 우려가 오늘날 변화된 매체환경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 

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형국은 기폰의 공동체주의적인 공론장 이해 

가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협력적 방안 모 

색이나， 체계의 식민화로부터 생활세계를 지켜내고 훼손된 생활세계 

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하버마스식의 기대나， 또는 사적인 것의 침입 

으로부터 공(익)적인 것의 보호와 같은 시민사회에 대한 장맛벚 비전 

등을 무색케 한다. 게다가 앞서 의사소통적 성찰성을 시민사회의 핵 

심 성격으로 잠정적으로 규정해 왔던 우리의 인식마저 허물어뜨리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 공론장들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상호배 

타적으로 경쟁한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이들 다원적 공론장들 간 

의 경쟁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성찰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 

라， 각 공론장이 저마다 불균둥하게 확보하고 있는 물력， 정보력， 인 

적 능력 둥을 통해 벌어진다는 데 있다.63) 가령 특정 국가와의 자유 

63) 마이클 에드워쥐M. Edwards)는 공론장/공공영역에의 중대한 위협으로서 

공론장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있는 불평동’을 꼽았다. Michael Edwards, r시 

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Is Civil Socieη A Big Idea?J 
(동아시아， 2004), 143쪽. 이후 필자가 전개하는 경쟁하는 공론장들 사이에 
서 벚어지는 몇몇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바로 에드워즈의 이 지적에서 착 

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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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을 둘러싼 찬반이 분분할 경우 각 입장은 저마다 여러 미디 

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통된 이해를 나누고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이해와 생각을 갖는 미디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디어는 고전적인 의미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 또는 햄 

플릿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신문 

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일상인들이 개별 

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blog)나 칼럼사이트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제 생각을 펼치고 인터넷 상의 여러 게시판에 옮겨 붙임으로써 의견 

을 공유하고 전송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공론장은 

단수가 아닌， ‘복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복수의 공론장 간 

에는 쉽게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이나 경계가 그어져 있다. 킨(J. 

Keane)은 파편화되고 있는 현대 공론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는커녕 도 

리어 환영해마지 않았다. 다양한 크기의 다채로운 공론장들이 불어날 

수록 공론장의 권력 감시 임무는 더욱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 

이다. 하지만 칸은 경쟁하는 공론장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간 

과하는 듯하다. 그는 이들 공론장들 간의 역학 관계의 ‘불균형’이 초 

래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현대 시민사회가 다양한 공론장들이 증식하는 배양소이지만 이들 

사이에 의견 경쟁이 벌어질 경우 시민사회가 이러한 갈동을 조정하 

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낼 상위의 공론장， 즉 다수의 공론장 위의 

메타-공론장을 자체적으로 갖지는 않다.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적 합 

리성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메타-공론장의 부재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공론장들 간의 의견 대립과 갈둥을 ‘의사소 

통’을 매개로 조정해 줄 상위의 공론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경쟁 

하는 공론장들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태는 ‘논증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성공적인 타당성 주 

장’으로 결정된 사안은 그에 합당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사소통행위 

의 이념에 위배된다. 게다가 공론장의 오랜 이념이었던 ‘공개성의 원 

리’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공론장 간에 경쟁이 심대해질 경우 각각 

의 공론장은 상대 공론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큰 

데， 이로 말미암아 각각의 공론장은 필요에 따라 투명도를 낮추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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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써 사회 성원들의 공론장에의 접근을 제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의 원 

래 이념이었던 ‘공개성의 원리’부터의 후퇴를 의미한다. 

아울러 경쟁하는 공론장 간의 의견을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할 제 

도적 장치가 시민사회에 부재한 까닭에 이들 간의 경쟁은 의사소통 

을 매개로 한 논증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핸 것이 아니라， 각 공론 

장이 저마다 확보하고 있는 물력， 정보력， 인적 능력 둥을 통한 경쟁 

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또 따른 문제가 있다. 각각의 공론장이 정 

부나 시장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네트워크화 되었지만， 

사안별로 합종연횡하다시피 결속된 공론장들이 물력， 정보력， 인적 

능력 면에서 상호 균등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없다. 가령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A, B, C로 나될 경우， A의 의견 

을 지지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는 여러 미디어들 

이 하나의 큰 공론장을 형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은 이렇게 형성 

된 네트워크 상에서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에 확 

신을 더하며， 아울러 상대 공론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네트 

워크의 확장을 위해 이러한 생각을 전파하고 이에 동조하는 주체들 

[공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해 보자. 이 

때 A의 의견을 지지하는 공론장에 참여하는 미디어들이 한 사회에서 

미리 확보해놓은 망 - 신문의 경우 일일 평균 발행부수， 인터넷신문 

의 경우 일일 평균 접속량 동 - 이 한 사회 전체의 망에 견주어 거 

의 3분의 2에 가깝다고 치자. 경쟁하는 공론장들 사이에 의사소통올 

매개로 상호이해하고 이로써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시민사회에서， 그렇다면 이들 공론장 간의 경쟁은 궁극에 어떠 

한 수단과 방법에 의탁하여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형국의 공론장들 사 

이에서 순천히 논증의 힘으로만 의사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들 사이의 불균등한 물력， 정보력 둥이 개입하여 논증의 

힘이 무력화되는 사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가치가 사회적으로 옹호될만한가’와 같은 논의조차 

한 사회[공동체]의 제 세력이 하나의 공론장 속으로 들어와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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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는 계충적 계급적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의 세력은 제 입장을 견 

지해 주는 매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가치를 둘러싼 쟁투를 

벌이는 형국을 연출하곤 한다. 이러한 현대적 조건 하에서 화폐와 권 

력이 개입하지 않은 채 성공적인 타당성 주장만으로 의사가 결정되 

거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 환류적으로 수정되는 ‘공 

론장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간혹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경쟁하는 공론장들 간의 ‘토론의 장’과 같은 메타-공론 

장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경쟁하는 공론장 간의 

의견차와 세력 차만이 확인될 뿐， 그 짧은 시간 안에 협력적 문제 

해결의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다. 도리어 각 

공론장은 자기 세(勢)와 네트워크를 넓힐 목적으로 텔레비전 토론 프 

로그램을 시청자나 여론을 향한 자기 의견의 ‘선전장’으로 최대한 활 

용하려고 든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본 현대 공론장들의 면모를 통해서， 우선 현 

대적 조건 아래서 공동체주의적 공론장 모델이 구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두 번째로 근대 이후에 형성된 공론장의 이념들 - 공개 

성， 공공성 둥 - 이 오늘날에 와서 자꾸만 후퇴하며， 세 번째로 앞 

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규정했던， 의사소통을 매개로 행위가 조정되는 

질서로서의 시민사회 개념도 불안정하며， 마지막으로 체계의 식민화 

로부터 생활세계를 지켜내고 훼손된 생활세계가 부활할 것이라는 하 

버마스의 기대나 사적인 것의 침입으로부터 공(익)적인 것의 보호 둥 

과 같은 시민사회의 ‘성찰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낙관적 전망 둥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맺으면서 

1970년대에 왕성했던 서구의 신사회운동의 분위기를 거쳐， 이후 

1980년대의 동구권을 비롯한 아시。L 남미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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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맞선 시민틀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에 이르기까지 이와 

보조를 함께 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크게 보면 간접민주주의의 

한계가 빚어낸， 열화와 같은 대안 모색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 

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공론장은 거의 단일 

한 공론장에 가까운 형태를 띠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요구나 핵심과제 면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권위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 또는 민주주의 정체 

수립 등은 하나의 공동체가 폭넓게 공유하는 핵심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은 

최소한의 (테일러적 의미의) ‘공통된 이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에 이렇게 형성된 공론장은 외형적으로나마 단일한 형태를 띠지 않 

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변， 이전에 보였던 단일의 거대한 공론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상이 되어 버리곤 한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공론장의 타락이라 말 

할 수 없다. 한때 폭넓은 계충을 망라했던 ‘공통된 이해’는 그 과제 

가 성취된 이후에는 해소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후에 저마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사안별로 합종연횡하듯이 다양한 공론장으로 분화되 

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본다，64)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접하게 된다.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각 국가와 사회마다 경험이 제각기 다르므로 하나의 특정으 

로 규정될 수 없지만， 여하튼 시민사회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간접민 

주주의가 시민들의 다양한 욕망이나 바람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 

나 이들 간의 갈둥을 충분히 조정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는 까닭에， 시 

민들의 직접적 참여와 의제 설정 및 심의 - 물론 시민사회에서 의 

제의 발안과 심의가 의회처럼 법적 구속력과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다 하더라도 - 둥을 통한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 

심이 증폭되었다. 하지만 앞서 필자가 공론장 간의 대결에 대해 논하 

64) 한국 사회의 경우 1987년 6월 이후에 급속히 와해되어 가던 거대한 공론장 

은 1990년대에 들어 다양한 시민사회적 의제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그 공론장들도 세부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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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민사회 자체가 이들 대결을 의사소통적으로 조정해 줄 상위 

의 메타-공론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시민사회 

에서 지속적으로 공론장들 간의 대결양상으로 제 세력 간의 갈둥이 

표출되는 반면에， 자체적으로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사 

실은 사회가 독립적으로 갈둥을 해소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음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공론장들 간의 힘의 대결에서 빚어 

진 갈등을 해소하는 일종의 최종심급으로서 다시금 ‘정치사회’가 거 

론된다는 것온 놀랄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정치사회로서 제도적， 법 

적으로 구속력을 갖추고서 입법과 심의를 담당하는 ‘의회’와 그곳에 

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을 꼽을 수 있겠다. 정치사회는 앞서 

각주에서도 짧게 언급했듯이 이는 국가에 속하지도 그렇다고 전적으 

로 시민사회에 속하지도 않는다. 정치사회는 시민사회가 국가로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영향력을 전달하는 매 

개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오늘날 다시금 의회와 정당이 이러한 

경쟁하는 제 세력들 간의 갈동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곳으로 회자된 

다. 어떻게 보면 이는 다시금 간접민주주의로의 복귀를 뜻하는지도 

모르는데， 지난 20년 동안의 시민사회에 대한 숱한 장맛벚 전망이 

다시금 최종심급으로서의 의회라는 곳에 파묻혀 사멸하지나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동장하기에 이른다. 자율， 역동， 민주 동의 기치를 

내건 현대 시민사회는 불평둥한 공론장틀 간의 팽팽한 대결이 스스 

로 조정되지 않아 의사소통행위의 이념마저 구현되기 힘든 처지에 

봉착하였고， 그 까닮에 다시금 자신의 문제를 정치사회로 ‘이송’해 

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우리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시민사회의 성찰적 잠재력이 죄다 소진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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