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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50년대와 60 년대의
말과 1980년대 초 韓完相敎授의

1980 1건대의 急進的 民聚論
語

結

成錫憲先生의 民쨌論， 1970년대

民짧論， 그라고 1980년대 초 이래의

急進的 民聚論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가지 民聚論외에도 民짧文學
輪， 民聚神學훌훌， 民聚敎育論 등 여 러 가지

民聚論이 있으나 지 면관계

로 이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I.

1950년대 말 威錫훌先生의 民聚훌훌

威錫憲先生의 民聚論에서 민중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 먼중론의

g

標는 무엇이고 그 實現方法은 무엇인가? 이러한 민중론이 나오게 된

時代的 背景은 무엇이고 그것은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威先生의 민중론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본고에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간단하게라도 짚고 넙어가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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威先生의 민중론에서 민중은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중산충을 가리켰

다. 그의 최초의 민중론적 글이라고 볼 수 있는 “생각하는 백성이라
야 산다" (í 思想界 J ， 1958년 8월호)에서 그는

“민족국가，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는 씨 융 중에서도 중산충의 나라”라고 하면서 중산충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1)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그의 민중개념은

어떠한 階層이나 階級이

아닌 순수한 民으로 변하였다. 그가 즐걱쓰는 씨 용은 이러한 순수한
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초에는 百姓，

民聚， 씨 응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혼동하였으나 1970 1.ß.대초
부터는 씨 융이라는 말만을 사용하고 있다 2)

威先生은 지 난 30여 년간에

걸쳐 韓國政治의 非理와 모순올 신랄하

고 용기있게 비판하고 씨 용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는 자유당 정부

를 비판하였고，

5.16 후에는 이에

대한 반대 발언을 제얼 먼저 하였

다. 그 후 그는 韓日會談을 반대하였고 維新時代에는 維新體制의 철
폐를 주장하였다 3)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가 목표한 바는 건전한 자
본주의 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국가， 민족국가의 수렵이었다.
그는 이 러한 목표의 實現方法으로 非暴力的이 고 z{s和的언 抗*닫運動

을 주장하였다. 인도의 간다가 植民政府에 대해

벌였던 運動과 비슷

한 運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
가는데 있어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다 4)

民聚論은 일반 民聚보다도 「思想、界」를 구독했던 좁年 學生들을 비
롯한 知識A 들에게 가장 큰 호소력을 지녔었다. 1950年代 末과 1960年
代 初의 그의 演說會에는 수천 수만의

1) r威錫憲 全集

14 : 생각하는

聽聚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백성이라야 산다 J (서울 : 한길사，

1985) ,

p.11 1.

2)

그가 1970년대초부터 씨 융이 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
의 책，

p.199

참조.

3) 위의 책 창조.
4) 위의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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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者， 農民들이 아니라 대부붐이 中훌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사

람들이었다. 그의 民짧論은 기독교적 성격이 강했지만 數會라는 조직
을 통해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지 않다. 그는 원래 無敎

會主養者로서 敎會라는 組織올 오히 려 참 기 독교정 신의 함양을

압살

하는 기구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오랫동안 아무 宗派에도 속하지
않다가 1960年代부터 組熾性이 가장 약하고

無敎會主義에 가까운 퀘

이커교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의 民쨌論的 著述과 강연은 최근 19 권의 「威錫憲全集」으로 出刊
되었으나 그의 民聚論은 現tE 知識A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韓完相
敎授의 民聚論과 三民運動家들의 急進的 民짧論보다

약하다. 後者의

民聚論이 훌業化에 따른 우리 社會의 정치， 경제적 모순에 예리한 分
析올 가하고 있는데 비해 威先生의

民聚論은 그렇지

옷하다는 것이

그의 民聚論의 호소력 강퇴의 원언이라고 볼 수 있다.

H.

1970년대말 韓完相 敎授의 民聚뚫

韓完相敎授의 民聚論에서 민중은 한마디로 말해 支配集團과 구별되
는 의미에서의 被支配者들을 가리킨다.
적， 경제쩍， 문화적 펴지배자들이

이러한 피지배자들에는 정치

모두 포함되나 그의 민중론에서는

갱치적 펴지배자들이 핵심척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그는 1970년대의

한국사회를

소수의 지배집단이 대다수의

민중을

수탈하는 사회로 보고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부인 민주
정부의 수렵으로 이를 시청할 것올 촉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

한 民主政府에 있어서도 소수가 지배할 수 밖에 없으나 소수의

支配

者가 民聚을 代表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 켜 주는 代表性과 對應性
을 .'7}지고 있다는 점에서 흉頭政治와 r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5)

韓完相， r 民聚社會學 J (서 울

: 종로서 적 , 198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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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代表性과 對應性을 가지고 있는 權力엘리뜨들은

民聚의

欲求가

변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6)

그의 民聚論은 소수의 지배자에 의한 민중에 대한수탈을 막자는데
있지만 철대적인 平等社會의 寶現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인간의 努力과 能力에 따라 생기는 不平等은 “正當한 不平等 또는 바
람직 한 不平等”이 며 “社會全體의 生存과 安定과 짧展에 참으로 공헌
하는 不平等”이라고 보고 있다 7)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民聚이 그들을 억압하는 非民主的 支配集團을 批判하고 진정한 의미
의 民主政府의 樹立을 위해 行動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와 같
이 행동하는 民왔에는， 새로운 절서의 수럽은 찬동하나 그것의 樹立
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行動하는 手段的 民聚과 그러한

성 공 가능성 이 없더 라도 순교하는

전하는 目標指向的 民聚의
바람직한 民聚은 後者의

韓敎授는 民짧이

마음으로

反民主的 支配흉序에 도

두가지가 있다. 韓敎授는 가장 성숙하고

目標指向的인 民聚이라고 말하고 있다 8)

모두 支配縣序를 批判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는

民聚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民聚에는

이러한 對自的 民聚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則自的 民짧도 있다는 것이다. 장자는 民聚인 .l'!p 自的 民
聚은 對自的 民짧으로 의식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식화 작엽에 있
어서는 지식기사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지식인이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다 9)

韓敎授의 民聚論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

선은 民聚의 擺念에 관해서이다. 統治手段을 r:5有한 支配集團에는 구
체적으로 누가 포함되는가? 統治手段을 점유하고

6)
7)
8)
9)

위의 책•
위의 책.

위의

PP.124-130.
pp.114-115.
책 • PP.29-33.

위 의 책 • pp.27-28 과

PP.34-42.

있지도

않고 統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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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력도 별로 없는 짧濟的， 文化的 옐리트는 어느 집단에 속하는
가

?

다시 말해， 續濟的 엘 리 트와 文化的 옐 리 트가 統治手段S로부터

陳外되어 있다는 점에서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비옐리트와 공통된다
고 해서 경제적， 문화적

옐리트들이

非옐리트들과 같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다음은 韓敎授의 民聚論의 目 標에 관해 서 이 다. 그가 이 야기 하는 “民

聚에 의한， 民聚을 위한， 民聚의 政府” 혹은 “代表性”과 “對應性”을
가지고 있는 정부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政府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

것은 숭페터가 말하는 옐리트 민주주의 政府인가， 오늘날 참여민주주
의 자들이 닫하는 參與民主主養政府언가

性”과 “對應性”을 가진 政府인가의

?

요컨 대， 어떤 政府가 “代表

문제는 그 자체가 政治學的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마지 막으로 그의 民聚論의
략적으로

目 標의 實現方法에 관해서 이 다. 그는 전

불리하고 성공가능성이

없어도

목표에 따라 순교자척으로

행동하는 “目標指向的” 行動이 성공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행동하는
“手段的” 行動보다 바람직 하다고 하는데 , 과연

그러 한가

?

전 략적 으

로 불리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 g 標指向的” 行動이 종교의 영역에
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말해 , 社會科學者는 民聚에게 무조건 목표에 따라 “순교하는 마
음”으로 행 동하라고 권고하는 것 보다

g 標寶現에

효과적 인 行動方式

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또한 그는 그의 民聚論의

目 標實現에 있어 서 知識人의 쩔휠I 을 과도

하게 강조하고 있다. 反民主的 흉序를 무너뜨리고 民主的 按序를 수

렵하기 위해서는 耶自的 民왔이 意識化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풍識化
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知識A 이므로 知識A 이 없이는

그의 民聚論은 성렵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民聚이 知識λ‘
의 介入이 없이는 意識化될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民聚은 知識A 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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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스스로에 의해서 흉識化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韓敎授의 民聚論은 이를 社會科學的으로 염밀하게 따졌을 때는 이
상 제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의문이
시대척 배경인

維新時代를

나오지만 그의 民聚論이 나온

고려한다면

그 實훌훌的 意味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가 民聚을 무엇보다도 統治手段으로부터 陳外된

被支配集團으로 본 것은 維新時代의 가장 큰 모순인 政治的 予眉에
기반해서 民짧을 定훌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經濟的 엘리트나 文化

的 옐리트 중에서도 維新體制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으
므로 그는 이러한 사람들도 民聚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反維新勢力이 될 수

것이다. 다음， 그의 民累論의

目標는 維新體制와 그의 遺훌올 극복하자는 데 있는 것인 만큼

실제

로는 명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의 實現方法에 있어서도 그가 知
識A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知識A 으로서

그가 歷史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고， 그가 批判하는 知識技士란 실제로는 維新體制
와 같은 反民主的 體制의 수렵과 유지에

협조한 敎授， 言論 A ， 藝術

A 둥을 가려키는 것이다.

III.

1980년대의 急進的 民聚뚫

1980 1건대의 急進的 民累論이 나타나는 배경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韓完相敎授의 民聚論이 나오는 배 경 언 維新時代와 1980 년대초 光州事
態와 第五共和國樹立의 歷史的 觸驗이 다. 韓敎授의 民왔論은 1980년대
초에 처음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으로 光州事願와 第五共和國樹立의

경험이 특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急進的 民聚論은 이 두 경험
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急進的 民왔論이라는 것은 三民運動家들이 말하는 民聚論올

가리키며， 그 내용은 “민중 • 민주주의 • 민족혁명의 기본개념을 정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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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 급진적 민중혼에서의 민중 구성

A

A'

B

8'

벚1 텐댐

C

D

C'
D'

1 :매판독정자본

2 :신 중 산 계 급 5%
3 : 중 소 상 공 업 자 : 12%
4 :부
농
3%
5 :노
6:빈

동

중산충 :

20%
80%

하

충 :

농

촌 : 23+α

자: 50%
농 :

20%
:10%

: 30%
: 77-rx : 70%

7 : 영세상인-도시빈민
도 시
A-A' : 매판계급과 민중의 개념척(경제켜)경제
8-8':
"
실천켜(정치척)경제
C-C' : 중산충과 혁명적 민중과의 개념척 경제

D-D' :

실천적 경제

"

정치척 매판계급

5%

”

중산총

"

혁명적 민중 : 65%

: 30%

자”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은 총 29페이지에 달하는 지하유

인물의 형태로 1982년 6월에 발간되었다.

韓敎授의

民聚論에서의

民樂은 政治的， 鏡濟的， 文化的 民聚으로

구성되고 그 핵은 무엇보다도 政治fJÇJ 民聚이었다. 그러나 急進的 民

짧論에서의 民聚은 魔濟的 民聚만을 가리킨다. 韓敎授의

民聚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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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民聚擺念이 각각 獨立性을 가지 고 성 렵 될
수 있지만 急進的 民聚論에서는 政治的 民聚이나 文化的 民聚은 모두

經濟많} 民짧擺;웅:에 종속되 기 때 문에 獨立的￡로 存견E할 수 없다.

急進的 民聚論에서는 우선 〈도표 1) 과 같이 韓國社會가 買辦獨!5資
本， 新中훌階級， 中小商工業者， 富農， 勞動者， 負農，

零細商A 과 都

市負民이라는 7 개 계급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글에서
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5% 청도가 新中塵階級에， 12% 가 中小商工業

者에， 3% 가 富農에， 50% 가 勞動者에， 20% 가 賞農에，

10% 가 零細

商人-都市負民에 속하는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이상 7 개의 계급 중 民聚은 개념적으로는 “買離獨古資本家”들을 제

외한 全階級을 가리킨다(도표 1 에서 A-A' 이하). 그러나 經營管理者， 專
門技術者， 高級將校(중령 이 상)， 高級官燈， 大學敎授， 企業化된 大病院

의 醫師， 大敎會의 收師 등으로 구성 되 는 新中塵階級과 上層中小商 I
業者의 일부는 “매판독점자본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현재의 신식먼
지체제에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매판적

생활방식과 문화에

갚이 젖어 있어 민중과의 심한 거리감을 느끼며 민족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寶轉的 意味에서는 民聚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
여 寶錢的 意味에서의 民왔이란 “買辦獨古資本家”와 新中옳階級과 中
小商工業者의 上層部를 제외한 全階級을 가리킨다.

(도표 1 에서

B-B'

이하).

그러나 寶錢的인 꿇味에서의 民짧이

전부 民짧 • 民主主義 • 民族華

命의 主體가 되는 것은 아니다. 新中塵階級， 中小商工業者， 富農으로

구성되는 中塵層은 “민중 • 민주주의 • 민족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
하게 느끼지

않고 당위성에 대해 회의하며 전반적으로 기회주의적 태

도를 나타낼 것이고” “비타협적 민중 민주주의보다는

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타협적

개량주

말해， 그들에게

華命의

이니시어티브나 指導力이나 主力量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華命的 民樂은 “買辦獨古資本家”와 이들 中塵層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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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者， 賞農， 零細商}...-都市쏠民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도표 1 에서

C-C'

이 하). 그러 나 勞動者階級 중에 서 도 t層 技術勞動者階層은 “부

농이나 하총 중소상공업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고” “생활

의 중산충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의식의 중산총화”노 되어 있기 때
문에 이들은 개념적으로는 경홈命的 民聚에 포함되지만 實錢的 意味의

華命的 民聚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실천척 의미의 華
命的 民짧은 上層 技術勞動階層을 제 외 한 勞動者階級， 餐農， 零細商
Á-都市賞民으로 구성되고 그들이 전언구의 약 65% 를

차지하고 있

다고 한다(도표 1 에서 D-D께하). 急進的 民聚論에서의 民聚의 핵은 바
로 이 實隆的 意味에서의 경홈命的 民쨌인 것이다 10)

韓敎授의 民聚論에서 는 民聚의 핵 이 統治手段으로부터 소외 판 정 치
적 민중이 기 때 문에 中塵層도 이 에 포함될 수 있으나 急進的 民累論
에서는 中塵層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韓敎授의 民聚論에 있어서 의

식이 깨어있는 對自的 民聚은 어떤 계급보다도 오히려 중산층에서 많
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진적

민중론에서는 勞動者， 賞農， 零

細商}...-都市負民은 그들의 意識이 참들어

있든 깨어있든 간에 그들

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동척으로 華命的 民짧이 되는 것이다.
다음， 急進的 民聚論에서 實錢的 意味의

효홈命的 民聚이 주체 가 되

어 실현하고자 하는 目標는 무엇인가? 韓敎授가 그의 民쨌論의

目標

로 代表{生과 對應性이 있는 民主政府의 樹立을 제 시 하고 있는 데 비
해 急進的 民聚論은 “帝國主훌훌”와 “買辦獨白資本”을 타도하고 民聚·
民主主義·民族華命을 성취할 것을 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韓敎授
의 民짧論의 가장 중요한 타도대 상은 反民主的 政權이 나 急進댄J 民聚
論의 그것은 “帝國主훌훌”와 “買辦獨古責本”인 것이다.

急進的 民聚論의

타도대상이

“帝國主훌훌”와 “買辦獨古資本”이라고

해서 이에 政權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急進的 民累論에서는
現政權을 “맛쇼 군부정 권”이 라고 보고 이 를 타도의

10)

대 상으로 삼고

“민중 • 민주주의 • 민족혁명의 기본개녕융 정립하자，" p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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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불론이다. 그러나 이 “맛쇼 군부 정권‘’은 “제국주의”의 후

원을 받고 있고 이에 종속되어 있는 “매판득첨자본‘’에 매수되어 있다
는 것이다. “제국주의 정부가 때때로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파시스트의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우뭉 한국정치가 불안정
하게 되는 것을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1) 다시 말해， “민

주화 지체가 목적이 아니라 安定 즉 현상유지가 목척”이라는 것이다.

“매 판독점 자본”은 民聚 수탈을 자유롭게
“맛쇼‘’ 政權이 필요한데， 이
어려움을 겪지

하기 위 해 민중억 압기 구인

계급은 “핫쇼”정권율 스스로 수렵하는

않고 “수렵된 맛쇼청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12)

“매판독점자본”은 1953년 이후에

있어서는 100년 전의

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한국의

새로운 支配階級이 되었고 그 이후

의 政樓은 이 지배계급의 하수인에

封建地主階級

폴과하다는 것이다. 急進的 民쨌

論에서는 “핫쇼군부정권.’의 다도도 중요하지만 “帝國主義”와 “買辦獨
古資本”의 타도가 궁극척 인 목표인 것이 다. 急遭的 民聚論에

의 하면

“帝國主義”와 “買辦獨퍼寶本‘’의 타도 없이는 “어떤 선의의 정치세력
이 세우는 정권도 매판독점자본과 협력하고 이에

매수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 다 13) 急進的 民聚輪은 政治를 外勢와 經濟의 從屬變數
로 보고 外勢와 趣濟的 支配勢力의 다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政
治의 獨自性을 인정하고 反民主的 性格올 가진 政治的 支配勢力의 타
도를 중요시하는 韓敎授의 民聚論과는 다른 것이다.

急進的 民聚論에서 “帝國主훌"

“買辦獨白資本” 및 “맛쇼軍部政權”

을 타도하고 이 룩하고자 하는 목표는 “民聚 • 民主主養 • 民族華命”이
다. 여기서는 華命의 主體가 유럽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갇이 부르초아계급이 아니라 民樂인 것이며， “혁명이

혁명에서와

건설할 정치체

제 역시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지배하는 민중 민주주의

11)
12)
13)

위의 油印物，
위 의 油印챙，

위의 油印物，

p.13.
p.1 I.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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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反帝·反買離獨

퍼資本草命”이 며 그 훌命이 건셜 할 새 羅濟體f댐j는 “民族華命型” 羅濟
體f챔j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써
이러한 혁명이

구체적￡로 어떠한 鏡治機構와 $훨濟R훌힘l 를 채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지만 華命이 개선해야만 하는
오늘의

상황으로 急進的 民聚論은，(D 大聚의 生活苦，@ 大聚의 肉

體的인 病과 精神的인 病

集會， 結社， 罷業의

@ 自然破壞(公害)， @ 大쨌의 言論， 出版，

自由에 대한 억압과 學問과 文化와 敎育의

寶展에 대한 억압，@ 진리의

왜곡과 위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急進的 民짧論의
다

自由

보다 구체척인 政策的

目標인 것이

15)

이제 우리는 急進的 民聚論이

이러한 草命을 하기 위한 方法S 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차례이다. 우선 急進的 民聚꿇은
그 목표를 “타협척이고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운동”이 아니라
非쭉協的인 華命運動에 의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急進的

民聚論은 이러한 혁명을 가능케 하는 두 요소로 客觀的 條件과 主體
的 力量을 들고 있다. 여기서

客觀的 條件이란 “구체적 단기적인 단

위지역혁명에서는 경제척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건의 복잡 혹은
단순 반영으로서의 혹은 상당히 독립된 변수로서의 정치척， 군사적，
국제정치적， 문화적 제조건”을 의미하고 주체적 역량은 “혁명적 지식
인의 정치의식과 조직， 대중의 정치의식과 조직， 그리고 이 양자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力量이다. 또한 “주체적 역량은 오로지 투쟁을 통
해서만 성장하고， 혁명의 최종적 송리 이전의 모든 투쟁은 바로 혁병
척 주체 역 량의 성 장수단”이 다. 그리 고 모든 戰術의 選擇， 政策의 決

定은 그것이 華命運動의 主體的 力量을 키우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6)

14)

위 의 油印物，

pp.l~3.

15) 위 의 油印物， pp. 3~5.
16) 위 의 油印物，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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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聚民主主훌훌者들은 大聚을 사이 에 둔 그들과 “파시 스트”와의 이 데
올로기 투쟁에 있어서 그 手段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탤레비존， 라디오， 신문의 모든 매

의하면

스컴이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나 매스컴은 “겨우 내중의 의식
의 앓은 표면충만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며， 그 밑바닥의 거대한
장재의식에는 바위와도

같이 딱딱한 사회현실(존재)이 뚜렷하제 반영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은 “스스로 의식하든 못하든 민
중민주주의자들의 말이

아우리 작은 목소리로

전달될지라도 그것이

대중이 자신들의 생활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회현실을 정직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옳다는 것올 항상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척 지식인의 의식과 조직" 그리고 대중의 의식

과 초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해

나가， 양자가 깊고 넓게

결합했을 때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7)

다음， 華命올 위한 투쟁은 어떠한 形式을 취해야 할 것인가? 暴力
的 蘭爭의 形式을 취할 것인가， 非暴力的 |觀爭의 形式을 취할 것인
가? 急進的 民聚論에서는 문제를 이와같은 방식￡로 제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 • 바폭력의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요구하는 투쟁수단의

문제이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투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폭력주의， 비폭력주의
는 둘 다 모두 수단을 목표시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투쟁방법은 자유로운 션택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 의해 강
제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 있어 客觀的 條件은 어떠한 關爭方法율 강

제하고 있는가? 急進的 民聚論은 韓國의 경우 合法政黨活動을 통한
寧命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유렵에서와 같이 완전
한 政治的 自由가 보장되고 自由民主主義가 實現된다연 合法政黨活動

을 통한 民聚 • 民主主義 • 民族草命이 가능해 질 것 이 나-이 것은 民짧民
17) 위 의 油印物，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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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主義者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행복한 발전의 길”이나- 서유럽에서
와 같이 파시스트를 견제하여 自由民主主義를 實現시킬 수 있는 政治
勢力도 없고 그곳의 독특한 政治文化도 가지고 있지 않은 韓國에서는

自由民主主議의 實現과 合法政黨活動을 통한 民聚民主主義 華命의 가
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 년간 民聚의 끊임없는 촉

구에도 불구하고 “買辦파시스트”들은

自由民主主옳를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사정 때 문에 J:i:!;樂民主主훌훌者들은 그들의 회 망과는 관계 없

이 韓國의 民聚·民主主훌·民族華命은 “청치투쟁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고 결국 무장투쟁의 과정올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장투쟁에는 “농민이 주역이

되어 농촌지역에서 장기척으로

벌이는 게렐라전”과 “노동자와 영세상인
에 의한 단기적 전격적인 민중무장봉기
있는데 韓國의 경 우에는 後者의

도시빈민 학생 등 도시민중
혹은 내전”의 두가지 방법이

武훌훌關爭이

젝 합하다고 急進的 民聚

論者들은 장청척 결론을 내리고 있다 18)

끝으로 急進的 民聚論者들은 그들의 運動을 현재

있는가? 急進的 民쨌論者들의 명가에 의하면

어떻게 명가하고

1982년 6월 현재 學生

運動과 知識A 文化連動은 어떠한 단압에 의해서도 꺾일 수 없는 단
계까지 질적，

양적 成長을 하였으나 좁年運動은 그 잠재척 지도역량

과 대중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자척인 전통을
확렵하고 있지 옷하다는 것이다. 그라고 勞動運動， 賽民運動， 零細商

A-都市負民運動으로 구성되는 民짧運動은 아직도 運動의 獨自性과
대중척 기초를 확렵하고 있지

뭇하다는 것이다. 合法的 政黨活動도

정치활동규제 때문에 활발하지 옷했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이다. 현실
에 대한 이와같이 상당히 客觀的인
쟁을 통한 華命力量의

18)
19)

강화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19)

위 의 油印物， pp.8~10.
위의

油印物，

pp.

판단 위에서 그들은 앞으로의 투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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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컨대， 急進的 民聚꿇에서의 民聚은 상충 기술노동계충올 제외
한 勞動者階級， 쓸農， 零細商 A-都市쓸民율 가리키고 그 實現目標는

“帝國主義"

“買辦獨퍼資本”， “핏쇼軍部”政權울 타도하고 民聚 • 民主

主義·民族옳짧을 달성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서는

自由

民玉主養의 實現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이 러 한 목표는 결국 都市 民聚
의 武裝暴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急進的 民짧論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내부척

이론구조에 대해 다유과 같은 질운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民껴안職念
에 대해서이다. 급진척 민중론에서의 民聚은 실제에 있어 上層 勞動
者를 제외한 勞動者階級， 賞農， 零細商 A-都市賞民올 가리킨다. 急

進的

民聚論者들은 中훌層化된 勞動者들도 實屬的 意味에 있어 옳命

的 民쨌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이 中훌層이나 中훌層化된 勞動者
들까지 實錢的 意味의 뿔.命마J 民聚이 아니 라고 하는 것은 이 들이 “개
량주의척이고 기회주의척인

태도”를 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은 기존체제의 유지를 최소한 묵인해 온 계급이기 때문에 혁명척

民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올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急、
進的 民聚論者들이 말하는 草命的 民聚도 많存體뼈j를 묵인해 온 계 급
이며 이 계급이 많存體制에 대해 中훌層보다 더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증거 는 아직 까지 찾아보기 힘 들다.
둘째로 華命的 民聚을 구성하는 勞動者， 負農， 零細商 A-都市쏠民
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박현채民가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資本主훌훌의 전개와 더불어

농민의 分解와

分化가 얼어나고 그것은 농민충의 脫훌民化와 이에 따른 都市贊民， 勞
動者의 生成過程으로 연결되어 훌民， 都市食民， 勞動者는 서로
지어진 순환계열상의 다른 범주로

되면서

관련

하나가 되어， 그들은 資本

主義的 전개과갱의 회생자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들의 경제척 이해관계
는 다음과 같은 변에서 相互對立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勞動者階級은 그들이

받는 低勞質으로 인해

低農塵物價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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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홉農塵物價格을 원하는負農과 대럽한다.

또한 負農은 결국 脫農民化되어 산업예비군으로 노동시장에 펀입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장에서 勞動者계급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다. 다

읍 勞動者계급과 都市贊民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적 관계에 서게 될 뿐
만아니라 生活意識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박교수는 노동자의 의식
이 生塵者的인데 대하여 都市負民의 의식은 寄生的이라고 한다. 그리
하여 都市負民은 極左에 서

極右， 極右에서

極左로의

극단척 선회 를

되풀이하는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흉農과 都市쓸民
간에도 生塵者와 寄生的 生活者 간의 생활의식의 차이가 있어 농민은

도시빈민을 保守的으로 차별지운다는 것이다. 박현채씨는 노동자， 농
민， 도시빈민으로 구성되는 民累이 하나의 社會的 實體가 되기
서는 이들이 지니는 상호간의

모순이

위해

民쨌的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

의 進步의 선에 따라 統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이루기 쉬운 일이

아니다 20)

한마디로 말해， 急進的 民聚論에서의 민중은 현재에 있어서는 社會
的 寶體가 아니고 急進的 民짧論者들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은 急、進的 민중론의

실현목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急進的

민중론의 소극척 의미의 실현목표는 “帝國主義”， “買辦獨古 資本"“앗

쇼軍部政權”을 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 민중론의 가장 중요
한 다도대상은 “買辦獨白寶本”이고

“매판독점자본”은 우리나라의 大

企業들과 財關들을 가리 킨다. “買辦獨古資本”은 外國자본에 종속되 어
있고 외국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을 의미하는데

韓國의 大企業

들이 과연 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고 외국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
는카는 경험척으로 따져 볼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外

盧를 가지고 있지만 寶本의 所有主는 대부분 한국사람들이고 그 운영
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점이

한국의

大企業들이

20) 박현채， “민중의 계급척 성격규명，” 검진균외， r 한국사회의 계급연구(l) J
(서 울 : 한올， 1985) , pp.49~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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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소유주가 外國)\이고 그 운영도 외국인이 맡고 았는

경우가

많은 라틴 아메리카諸國의 대기엽들과 다른 갱이다 21)

急進的 民聚論은 政權樹立 계기의

이 수랩된 후에는 “買辦獨 I늠資本”에

獨自性을

인청하면서도 그 政權

애수된다는 근거에서 타도의 궁

극적 목표를 “買辦獨d:î資本”에 두고 있는데， 이와같은 인식방법과 목
표설정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韓國의

歷代政權이 “買辦獨러資本”에

매수된 정권이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1953 년 이래 “애판독점자본”인가? 한국의 역대

한국의

지배계급은

정권은 국가를 건셜

하고 塵業化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 왔고 이러한 과청에서 기업가들이

큰 혜택을 본 것이지 이 혜택이 그들에 의한 역대정권의 매수의 결과

는 아닌 것이다. 물론 기업가들이 집권자들의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양자간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

역학 관계는 집련자들에게

항상

유리한 관계였다. 최근 대기업가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는 더 강화되어 그들이 國家機構의 최고 관리자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 할는지 모르나 아직 까지 韓國의 支配者는 국가기 구의 최 고 관리
자들이었지 大쇼業家들이 아니었다. 국가기구의

최고 관리자들은 建

國 初期부터 外國의 軍事的， 經濟的 지원에 힘입어 그 기구을 사회영
역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다

막강한 기구로 성장시킬 수 았었던 것이

02)

急、進的 民짧論의 적극적 의마의

실혐목표는 민중이 지배하는 民쨌

民主主義 體制이 고 경 제 체 제는 民族草命健濟이 다.

우선 民왔이

지배

하는 민중민주주의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리키는가? 그

것은 서구식

自由民主主훌의

체제인가， 표롤레타리아 뿔命論者들이

말하는 표롤레타리아 獨載體制인가， 그렇지 않으면 前者도 後者도 아

닌 제 3 의 체 제 인가 ? 急進的 民累論者들은 서 구식 自 由民主主養로의

21)

임 협진 ，

大출판부，

22) 李正짧，
pp.61-75

Dependent
1985) 참조.

Leνelopmnt

in Korea: 1963-1979

(서 울 : 서 울

“훌業化와 政治빠制의 흉化"， r韓國政治學홈報J ， 第 19輯(1 985) ，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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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가능만 하다연 그것이 행복-한 딸전의 걸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우리 상황에션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民짧民主主義體制의 樹立을 주
장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서구식

自由民主主義體制 같지는 않다. 그렇

다변 그플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인가?
急進的 민중론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 民族훨命觸濟체 제의 의 미 도 모호하다. 그것이 “反帝"
買辦獨「까資本” 체 제 라고 할 때 이 들을 타도한 다음에

“反

生옳手段의 私

的 소유를 인정하는 것인지， 안정하지 않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自由民主主議體制와 自由企業體制에

대한 맹신에서

急進的 民쨌論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급진적 민
중론자들이 말하는 自由民主主義체제의 문제점，
모순을 부정 하지

않으며 그것 이 가능한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빨리 改옳되 어 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급진적 민중론이 민중민주주의체제가
서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 나은 체제이고

의미에서 현존 자유기업체제보다

어떠한 의마에

민족혁명경제체제는 어떠한

나은 체제인가를 구체적으로， 성득

력있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았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민중론의 목표 實現方法에도 문제가 있다. 첫째
로 급진적 만중론자들은 그들이 채택하는 투쟁방뱀이 폭력적이든 아
니든 그것이 객관적 조건에 의해 강제되는

는 獨斷主義를 가지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다

였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투쟁방법을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人間의 판단이 투쟁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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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民聚論도 外國의 民쨌主義運動 23) 과 마찬가지 로 資本主義 발

전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社會 • 경제적 모순과 정치적 모순에 대한 반

응으로 대 두하였다. 1950年代 後半과
히 都市中塵層의 불만， 1970年代의

1960年代 前半의 都市民들， 특

塵業化와 負富間의 隔差深化， 그

리고 강력한 권위주의체제인 維新體制에 대한 우리 사회 각겨l 각층의

광범위한 불만， 光州事態와 제 5 共和國 樹立 후의 사회경제적， 정치

적 상황에 대한 좁年學生들과 知識A 들의 불만이 각각 威錫憲先生의
民聚論， 韓完相敎授의 民聚論， 그리 고 三民運動家들의 急進的 民聚論
의 대두 기반이 되는 것이다.

韓國의 民累論은 知識A들이 주창하였고 그 운동도 지식인들에
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農民들과 勞動者들이 밑으로부터

일으킨 19세기 말 美國의 民聚主養운동이나 政府內의
한 운동을 일으킨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와는

의

自律的으로

지도자가 이러
다르다. 韓國의

민중론과 민중주의운동은 그 주창자와 추진세력의 특성 3로 보아서는
러시아， 베네수옐라， 페루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美國，

라틴아메리카諸國의

민중주의 운동가들이

러시아，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옷하다. 威錫

憲 先生이 1950年代 後半과 1960年代 초에 약간의 카리 스마를 가졌을

뿐이 다. 한국의 民왔論이 民累運動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유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
韓國의 民聚論에 서 민중개 념 이

外國에서 와 마찬가지 로 階級的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1980年代에 들어와서이다. 한국의 경우 민중개
념이 최근에 와서야 階級的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그간 당국이

23) Mickael L. Conniff. ed. Latin American Populism in
Pel.spectiν'e

Comparatiνe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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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級論에 대 해 容共的 시 각을 가져 왔다는데 뿐만 아니 라 한국의 자본
주의 딸전이 미국，

러시아，

라틴아메리카諸國보다 늦게 시작했다는데

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950年代 후반과 1960年代의 成先生의
민중론에서의 만중은 中훌層이나 階級성렵 이전의 원초적인 의마에서

의 民을 가리키고， 1980年代 초의 韓完相敎授의 민중론에서 민중은 정
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나 그 중에서도

핵은 政治的 민중이고， 急進的 민중론에서는 민중을 노동자， 빈농， 영
세 상인-도시 빈민으로 국한시 키 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急進的 민중

흔에서의 만중은 라틴아에리카諸國의 민중론에서와 같이， 塵業資本家

中塵屬， 勞動者， 農民이 모두 포함되는 광범위한 多階級聯合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중론과 만중운동이

아직도 좁年學生들의

운동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중개념은 그들에 의해 좁혀지고 있는 것
이다.

한국의 民聚論에서 민중의 범위가 점점 축소된 것에 상응해서 민중
론외 설현목표도

急進化되어 民族國家·民主主義체제를

수립하는 것

으로부터 오늘날에는 노동자， 반농， 빈민들이 “帝國主議”， “買辦資本

主훌"

“맛쇼軍部政權”을 타도하고 民짧民主主義 民族휩命을 달성 하

는 것으로 변하였다. 미국의

민중주의

운동의 요구가 상당부분 민주

당에 의해 정책적으로 홉수됩으로써 그 운좀의

勢가 꺾이고，

라틴아

메 리 카諸國의 경 우는 民聚政治家들이 政權을 장악함에 따라 多階級聯

合의 분해가 일어났었다. 우리의

경우 民왔論과 民쨌運動은 라틴 아

메리카諸國의 경우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목표가 이

론적으로 急進化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민중론에 있어 그 목표의 實現方法도 목표 자체가 急進化된

것과 마찬가지로 과격화되었다.
民聚論은

1950年代 말과 1960年代의 成先生의

비폭력주의와 평화주의에

기반한

1980 년대의 급진적 민중론은 목표실현을 위해
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목표실현을

주장했으나

폭력주의의 채택이 불

이러한 점에 있어 한국의

민중론은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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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諸國의 패헌이 아니라 아주 먼 의미에서나마 19세기말
러시아의 민중주의운동에 가깝게 전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만중론과 민중운동은 그간 民主化運動의 일 익 을

담당해

왔

￡나 塵業化의 모순과 權威主훌훌政治의 모순이 심 화됨 에 따라 점 점 급
진화되어 왔다. 급진적 민중론이 앞ξL 로 일충 급진화될 것인지， 그렇

지 않으면 온건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의

成敗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