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정치동학

백 종국(경상대)

I. 국가-사회관계의 변천과정
1.

역사개관

한국정치 50 년의 역사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산업화
정책의 변동과 그 결과만큼이나 뚜렷하고 극척인 변화를 겪어왔다. 한마디
로 한국 정치 50 년은 시민사회 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948 년에 국가 수립을 선언할 즈음의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

의 존재를 인식할만한 아무런 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계숭하
려는 조선(朝蘇)과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시민사회의 맹아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절대왕정 체제였다. 서구의 중세 시대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지방분권과 도시의 발달이라는 봉건적 특정도 찾아보기 힘들었뿐 아니라，
서구의 역사처렴 고대 시민적 전통을 향수로 간직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존

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1910 년경부터 36 년 동안 진행된 일본제국주의 통
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률 보기 힘든 국가중심 체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

은 제국주의적 전쟁을 위해 한반도의 거주민툴은 노예화하고 사회의 전부

분을 동원하려 들었다1) 이 시기에 한반도를 총괄하였던 조선총독부는 한

1)

유팔무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의 기훤을 “그 시기는 위로는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아

래로는 자본주의의 생립과 발달이라는 조건이 주로 외세에 의해 파행적으로 진행된
20 세기 초， 특허 일제에 의해 식민지 자본주의화가 시작된 1910 년대 부터일 것이

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율 위한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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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파고들어 이를 철저히 분해하고자 하였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심지어 관슐과 미신까지도 국가가 간

섭하고 이 모든 자원을 식민통치의 목적을 위해 통훤하였다. 1945 년부터

3

년간 진행된 미군정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군정의 최대 관
심사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충족과 이에 따른 남한의 조속한 안정이었다.
따라서， 해방을 계기로 이제 막 분출하려던 한국 사회의 시민적 역동성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차단되었다.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의 부재라는 유산을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있었다.
해방 이후 박정회 정권의 성립 시기까지는 시민사회의 태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적 증후들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부재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한국 사회
에서 이러한증후가나타나기 시작한것은대략세 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 체제의 후견인인 미국의 체제를 그대로 모
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체제의 모든 명목적인 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

화적 규범은 미국의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헌법은 현존하는 정치문화나 전
통 혹은 정치경제적 구조는 거의 무시한 채로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이 헌법은 일단 법적으로 남한의 모든 거주자
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의 모든 성인남
녀들에게 자신의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시민들이 등

장함으로써 일단 시민사회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 셈이었다. 이
의 모색

유팔무 · 검호기 엮옴 r시민사회와 시민운동J(서올: 한울，

1995) , 253. 이

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와 시민사회를 일치시키는 맑스주의척 이론툴올 고수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요류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롤 자본주의 사회와 일치시키고 나면
시민사회의 고전척 형태인 그려스와 로마의 시민 혹은 시민사회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사회들은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는동의어가아니다.

2)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뽕만 아니라 1, 2 차 세계대전율 전후로 식민지에서 독립한
많은 선생국들이 공홍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일총외 형식적 , 법적 민주주의
체제의 성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1960년대를 전
후로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쿠혜타나과두체적 의회에 의해 포기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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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또한 이 시민사회의 출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률 제공하

고 있었다.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역사상 겪어본 일이 없는
지방자치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요청이 있기

전에 국가가 먼저 시민사회 구성의 법적 요건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역사적 단계를 밟았다기 보다
외부로부터 심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채태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상으로 시
민사회는 어느 정도의 사적 소유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없이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3) 경제적 자율성이 없는 시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시민사회의 발달올 촉진하는 가
장 대표적인 역사적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식 경제체

제를 채태하였다. 대한민국과 후견인인 미국은 남한 사회에서 자유경쟁적

시장파 사적 소유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확립하려는 노력
을 일관되게 기울여왔다. 물론， 1940 년대의 한국 사회는 그 경제적 기초에
있어서나， 문화적 전통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였

다. 이러한 근본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방대한 경제 원조와 강제
적인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또한. 일면적으로는 국가의 후견 하에서 가

능한 모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본가를 육성하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
었다. 일종의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

가 육성의 노력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의 존재룰 예견케 하

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셋째， 자신을 강화할수록 지지기반이 축소되는 독재권력의 모순 자체가
시민 사회의 역동성올 촉발시키고 있었다. 대한민국올 출범시킨 이숭만 정
부는 이숭만씨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한국전쟁의 상황올 활용하여 제 3 세
계형의 독재국가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권력의 강화는，

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상으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사회를 찾기는 힘들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시민사회가 동장하였고

이 현상이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원인 중의 하나였다. 백종국， “사회주의체제
붕괴후 정치적 민주화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6- 181.

r정치경제연구~ (1 996 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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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Dahl) 교수가 지척한 바와 같온독재권력의 자가충족척 예언”에 빠지

고 있었다 4) 보다 더 충성스러운 추종자훌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만일 그
렇지 않았으면 “충성스런 반대자 (royal opposition) ’

정도로 남아있올 세력

을 적극적 반대자로 만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러한 경향의 종착점은
1959 년에 발생한

4 . 19 학생봉기라고 말할 수 있다. 1979 년에 암살로 종결

된 박정희 정부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역
동성은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

다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1960 년의 군사쿠테타로 출발한 박정희씨의 통치기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기묘한 모순과 갈둥올 가져다준 시기였다. 일면적으로 이 시기는

한국 사회 전체에 국가 우위의 경향을 확고하게 심는 시기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를 최고의 국가목표로 상정하고 일종의 총동원체제률 실시하고 있었
다. 그의 개인적인 성향 말고도 박정회씨가 일종의 국가총동원체제를 추구

한 데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휴가 있다. 가장 급박한 사실은 남북간의 냉전

적 경쟁이었다. 남북한간의 경쟁은 이미 한 차례 국제전올 초래하였다. 그
렇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휴전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경쟁으로 고착되

고 있었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올 뒷받침하는 경제력의
성장이 절실히 필요하게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룩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빈약한 국내자
원과 적은 규모의 국내시장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를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불가피하게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올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할만한 기술력과 자본의 집중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의 전분야훌 파고드는 강력한 통제기구롤 발달시켰다. 특
히， 시민사회 조직들의 국가에 대한 복종은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
는 다양한 조합주의적 조직체계를 발달시켰다. 1970 년 초반에 선언된 유신
체제는 이러한 국가체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회 통치하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산업화는 국가와 시민사회

의 관계에 또 다른 양상을 초래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국가에 필적

4) Robert A. Dahl , ed.

Re맹nes

and Oppositoins(New Haven: Yale

lJnivel엄iπ

Press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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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 거대자본가들의 동장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률 위해 추진한 기술과
자본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거대자본들이 육성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급속
히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성장할수록 국가적 목표보다는 자
본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하였다. 둘째는 반지배연합의 성장에 기여

하는 계층구조의 변화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는 농민계층의 축소와 노동계
층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또한， 중산계층도 강화되고 있었다. 이 중산계층
은 특히 대한민국 체제가 채택한 민주적 질서의 정착올 원하고 있었다. 전

통적으로 박정희 체제에게 지지를 표방해온 농민계충이 축소되자 이 체제
는 더 이상 보통선거로 표현되는 합법적 지배의 외피조차도 유지할 수 없

게 되었다. 셋째는 성공적인 수출 증가로 말미암은 해외시장의존도의 증가
이다. 박정회 체제하에서 수출은 놀랄 만큼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만큼 해

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였는 데 다양한 이유로 이 의존은 주로 미
국 시장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미국에 대한 의존은 심화되었고 이는 박정회의 권위주
의적 체제 해체를 향한 외부적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가 시민사
회의 행위자들을 육성하면서도 국가의 완전한 통제하에 두려는 모순이 박

정회 체제하에서 급속히 심화되었으며 이 체제를 붕괴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 모순은 1980 년대에 급격히 폭발하였다. 시민사회는 부마항쟁과 광주
민중항쟁으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지배연합은 박정희씨의 암살과
전두환씨의 이중 쿠테타 그리고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로 응답하였다. 그리
고 화려한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체제의 효윷성을 자랑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러한 외피를 참고 견디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나 성장한 상태이었다. 중산계층의 선도적 투쟁에 따라 다양
한 민주화 투쟁이 발생하였다. 마침내 1987 년에는 체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 봉기가 발생하였다. 이 봉기가 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은 이 체

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정과 폭력적 혁명으로의 발전을 꺼

리는 중산계층 지도력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기 이
후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7 년의 봉기 이후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서구의 시민사회와 같은 시민적 자의식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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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고 있는지는 아직 의심스러운 상황여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여주는 제반 양상은 양과 질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의 시민사회적 특성
들에 급속히 다가가고 있다. 특히， 급격한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어떤 분

야에서는 도리어 서구의 시민사회보다 더 진일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복지화에 어

느 정도 공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의 관계는 민주화 과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발전이 반드시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와 시민사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시

민사회와 민주주의도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시민사쩍는 자본주의 사회보
다 훨씬 긴 역사를 가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시민사회를 꽃피우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었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없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

나， 시민사회 내에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경향도 혼재되어있다. 가장 대
표적으로 꼽올 수 있는 현상은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는 독파점 현상이다.
이 현상이 진행되면 시민사회 내의 계층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력균형이 붕
괴되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민주주의를 보장하

기 위해 국가가 시민사회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복지 사회의 발
전은 역사상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계가 있다.

2.

시민사회의 형태와 구조

역사의 개관에서 일별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한국 사회는 1948 년의 헌법
을 통해 시민과 시민사회의 존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으로 한국
사회가 자동적으로 시민사회의 성격을 지니게된 것은 아님 또한 확실하다.
시민권을 부여받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부여받은 서민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시민권을 행사할만한 물적 기반울 소유하고 있었는지，
혹은 시민사회라는 것의 특정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가장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의미에서 시민이란 국가구성에 참여할 자유롭고
평둥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회적 주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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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며， 따라서 시민사회는 시민적 권리률 누리는 개인돌파 개인들의 집

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과
시민사회는역사적 실체가아니라이론파학문의 형태로먼저 들어왔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과 시민사회는 수입된 개념이다. 주요 통로는 두가지
였다. 첫째 통로로는 국가 자신을 손꼽을 수 있다. 이미 체제 구성의 원리

를 서구식의 민주 국가에 두는 이상 국가가 먼저 시민의 권한과 그 중요성
을 홍보해야만 했다. 합법적 지배의 틀과 보통선거권의 의미를 셜명하지
않고는 체제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의 공산주
의 체제와의 경쟁에 있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각인 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선
전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 이데올로기적 선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한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강조도 불가피했다. 그
러나， 국가는 또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투표권올 행사하기보다는 특정한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시민권에 대
한 소개는 일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국가는 정당성의 확보와
독재권력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처해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로는 서구， 특히 미국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한국의 사회과학자들
이었다. 이들에게 이 시민적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매우 절박한 현실
이었다. 지식인들의 상당수는 민주적 체제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
었다. 더구나 법적으로 민주적 체제는 이미 보장되어있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이미 다수 대중들에게 시민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수 대중들이 시민권의 의미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그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한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더 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러한 이
유로 민주적 시민에 대한 계몽의 열정이 지식인 계층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한번 권력의 맛올 본 통치
자들이 시민사회의 미성숙함올 악용하여 한국 정치 50 년 동안 다양한 독재
정치를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민주화에 대해 가장 열성적이었던 한국 지식
5) 국민， 신민， 민중， 대중 둥의 용어는 시민과 유사하지만 용례가 서로 다르다. 예컨
대， 국민은 각 국가에 대한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신민은 통치에 대한 순옹의 정도
에서， 민중은 피지배자 전체라는 뭇에서， 대중은 엘리트와의 구분 때문에 사용되어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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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중의 일부는 그 열망만큼이나 대중의 더딘 인식과 민주화의 부진에
깊은 실망과 회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망과 회의는 1980 년대부터 소위 진보진영이라 불리우는 지식인
들 사이에서 맑스주의 사회과학의 유행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민주화에 대
한 회의를 새로운 이론적 설명으로 극복하려는 경향과 맑스주의적 이론체

계에 대한 호기심이 겹쳐 적지않은 사회과학자들이 맑스주의 체계를 받아
들이게 되었다. 흥미있게도 이 이론의 도입은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 이론 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모든
체제의 하부구조로 수용함으로서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시민사회를
의마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1990 년대에 동구의 사회주의가 붕괴하자 “시

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유팔무 교수의 요약에
따르면 “90 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그람시적 의미의 범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6)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탈맑스주의적 경향이 일어나자
맑스주의적 경향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연구자들이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
그람시의 이론을 돌파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그람시의 이론은
서구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시민사회’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
론이었다.

1990 년대 초반에 발생한 시민사회론은 몇가지 접에서 비판을 받을 만하
다. 첫째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맑스주의척 셜명의 부적절성이다. 대표적
인 예로서 시민사회론과 관련하여 강조되는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자본주의적 시민사회의 결정적 권력과 이 권력으로
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결정올 할 수 있는 관료체계의 자율성을 의미한
다. 소위 ..총자본적 입장 에서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유지를 위해 국가 정

책올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와 정
반대이다. 한국 사회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올성”을 논의해야만 하
는 상황에 처해있다. 국가 주도로 시민사회가 배태되고 육성되어왔고 이
관계는 아직도 역전되지 않고 있다.

6)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율 위한 개념훌의 모색
문제연구소 편

r한국정치 · 사회의 새흐름~ (서울 : 나남，

1993) , 243.

경남대 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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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다. 우리는 어떤 이

론의 발달 과정에서 이론적 절실성 보다는 이론적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방편적 (ad hoc) 으로 풍장하는 이론들올 간혹 보게된다. 맑스주의 이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자본주의사회)의 긍정성을 강조하려는 시도
를 예로 들 수 있다. 맑스의 이론에서 시민사회， 즉 부르조아 사회는 부정
적인 현상이며 마침내 무산자들에 의해 타도되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몇몇 진보적 학자들은 “시민사회론”을 통혜 맑스주의적 분석과 시
민사회의 긍정적 해석을 철합시키려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올 위해 맑스주
의 내에서 시민사회의 위치훌 가장 모호하게 해석한 그랍시의 이론을 원용
하고 있는 데 그람시가 과연 맑스를 구원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1990 년대 초반에 진행된 김세균， 강문구， 유팔무， 김호기， 김성국， 신광

영 교수들이 벌이는 “시민사회론” 논쟁은 이 현상올 보여주는 매우 홍미있
는 예이다. 이 논쟁에서 김세균 교수는 진보적 학계에서 진행되는 “시민사
회롬”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적하고 맑스주의적 지식인들이 이 개념에

경도되는 것을 반대했다 7)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맑스주의적 해석에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진보이론의 부르조
아 이데올로기적 종속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대신으로 “민중사회”
라는 개념을 주창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신념올 확고히 할 것을 주장하였
다. 반면에 강문구 교수활 비롯한 비판론은 김 교수의 그러한 입장이 진보

적 운동의 지평을 제한하며 변혁 지향 운동 지반의 심화 및 확장을 위해서

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8)
적어도 맑스주의척 세계판을 채택하는 한 운통적 편의를 위해 논의의 주

요 구조를 변형한다면 이를 이론적 발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에 대한 비판을 유지하고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율 강조하기 위해 3 분
법이 유행하게 되는 것올 예로 들 수 있다. 유팔무 교수는 그랍시와 하버마
스， 코헨， 아라토， 박형준 동과 같이 사회 전체률 국가와 경제사회 및 시민

7)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와 시 민운동J(서 울

:

휴활무 · 김호기 편

r시민사회

한올， 1995) , 15 1-184.

8) 강문구， “민주적 변혁운동 지반의 심화， 확정올 위하여
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1995) , 185-1%.

유왈무

, 김호기

편

r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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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맑스가 말하는 시민사회 혹은 부르조아 사회

는 “경제사회”라는 개념으로 놓고 시민사회률 “일상적인 소비 및 여가， 문
화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자 정치적인 여론이 행성되는 장”이라는

극히 모호한 영역으로 재정의하였다 9) 이러한 재정의는 시민사회를 규범
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척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이외에 “정치사회”라는 영역을

만드는 식의 3 분법올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최장집， 한완상， 임영일 교수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았다. 당파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세력울 시민사
회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긍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맑스주의의 지나친 영향력온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계급의 역할， 특히 자본가의 역할올 우선시함으로써
도리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이 국가 권력의 절대척 영향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
리 오랜 일이 아니다. 일종의 국가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은 국가에 의해 육

성되어왔고 그 구체적 생존이 권력의 의향에 좌우되어왔다. 그러므로， 한
국의 시민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자본가의 영향력올

절대적인 영역으로 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로 유의해야할 점은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산총의 역
할이다.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가 발전한 단계를 축약해( telescoping) 왔다.
고전적 의미의 중산충인 도시 자본가 계층이 지배계충으로 상숭하고 소자
본가들이 구중산계층으로 경영자나 지식언충이 신중산계충으로 발전하는

수백년의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한 세대 안에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과 도시의 화이트칼러 노동자， 중소 규모의 자본가들은 새로운 중산
층을 형성하였다. 물론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
러나， 한국의 중산층은 그 규모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산충의 역할을

강조한 서구사회의 민주이론을 전파시킴으로 ‘역사적 헤게모니’ 도 향유하
고 있다 10)

9)

유팔무. 앞의 책 .255.

10)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자신올 중산충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조사대상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정치동확 / 백종국

173

세 번째로 각종 정치경제척 행위와 문화적 행위 혹은 개연적 여가에 이
르는 행위의 범주들이 구분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정한 계충의 귀속
여부를 떠나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은 이러한 각종 행위를 특
정한 구분 없이 삶의 각 측면으로서 동시에 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한 인격체와 그들이 구성한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구
태여 이론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무리한 일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

분법조차도 그 개념의 경계선에 이르면 모호해진다. 하볼며 맑스의 반자본

가적인 입장을 살리기 위해 경제사회를 시민사회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결

코성공적일 수가없다.
시민사회를 그 자체로서 정당화하는 경향도 건전하지 봇하다. 시민운동
에 깊이 참여하는 학자들 중에서 톡히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예컨대， 김

영래 교수는 “비정부조직의 활성화는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는 곧 시민사회의 발전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에 의한 참여민주주

의의 공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이러한 주장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맑스주의와 유사한 경향 -

경제사회를 사적인 것으로 시

민사회는 공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 -

이 숨어있다. 그러나， 이미 지

적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에서 경제 부문만올 분리하려는 시도는 현실과 너

무 괴리되어있다. 실제로 많은 경제적 행위자들은 경제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와 문화적 행위를 동시에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각 행위자들이 가진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부여되거나 획득한 서민권이라는 공통적 요

소 외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자는 공적 이익에 헌신하기도 하고
사척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며 빈번히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 12)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은 주로 이익의 범주와 존재의 형식에 있다. 일
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반하여 국가는 항상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시민
사회에서 발견되는 이익의 스펙트럼은 매우 길고 다양하다. 특정한 개인의
11) 김영래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조직 (NGO) 의 발전과제

경상대학교 국제관계

학과 집담회 발표원고. 1998. 10. 1

12)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률 높이기 위해 각종 공익활풍에 참여하고 있
다. 심지어는 집단적 형태로 공선협과 같온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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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 지역사회의 이익， 혹은 심

지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그 표방하는 바가 넓다. 이에 반하
여 국가는 항상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강조한다. 심지어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우선된다고 믿어지는 상황에서조차도 국가는 이것이 전체률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만일 시민사회의 어떤

부분이 개인척이나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표방한다고 하면 매우 큰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
사회를 이러한 공익 집단의 존재나 운동과 일치시켜 그 존재 자체에 도덕
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존재의 형식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기초단위는 주로 개인임에 비하여 국
가는 항상 공동체 전체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 내에는 다양한 집

단들이 존재하고 어떤 집단의 경우에는 가업과 탈퇴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개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는 이와 다르다. 국가는 그 국
가의 권위가 미치는 영역 내에서 주권올 가진다. 이 주권이란 최고의 권위
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제력이라는 형식도 가지고 었다. 따라서 탈퇴와
가입이 자유롭지 않으며 만일 어떤 국가가 그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이 국

가는 이미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위해 국가는 해
당 영역 내에·어떤 집단도 경쟁적인 주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다양한 단체의 존재는 민주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민주화는 사회적 권
력의 다원화가 증가할수록 촉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권력의

구조는 주로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집단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
적 권력의 차원은 다양하며 가장 상위에는 국가적 차원이 놓여있다. 어떤
국가가 제아무리 관료적 법적 체제를 완비하고 있다고 해도 시민사회 내부
의 동의와 권력자원의 공급 없이는 생폰활 수 없다. 예컨대， 역사상 많은
정복국가들이 자신의 관료체계와 법체계를 가지고 펴정복지역으로 들어갔
지만 해당 지역에 성공척으로 동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래가지 못하였

다. 서구의 시민혁명 이후로 성립된 근대시민국가체제는 본질척으로 각 시
민들의 주권 위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었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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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이익집단

국제관계
학

술

문

화

스포츠

사

회

노

동

복
종

경
합

1984

1994

66
455
91

70
394
217

71
734
301

7

8

88

135
17
12
29
32

12
15
28
37

료 지 교 제 계

법
의

1974

234
1. 034

110

298
1.322

자료: 김영래If'이익집단의 정치와 이익갈등.ø(서울: 한울.

1 _

295
29
14
32
33
297
364
2.181

1997). 67.

들의 복종과 동의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러한 복종과 동의는 대개의 경우
에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율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집

단들에 대한 것이다. 동의든 복종이든 간에 사회 집단은 혜당 사회에 존재
하는 여러 차원의 권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위이다.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단체 (social organizations) 를 분류하는 방식

은 여러 가지 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각종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학술， 문화， 스포츠， 노동， 종교， 의료， 복지， 경제. 풍 다양한 분

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표 1)은 김영래 교수가 사회집단을 이익집단이
라는 개념으로 분류해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국가와 시민사회
의 관계률 보여주는 데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실제
로 많은 사회단체들은 국가에 의해 조직되었고 이들의 기능은 한국 사회의

조합주의적 통제하에 있었다.
최 근에

발달하고

있는

비 정 부 조 직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논의 는 사회 단체의 조직 을 주도한 주체 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13) 우선 비정부조직들도， 순수한 자원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조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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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조직 (NGO) 를 비롯하여 , 정부에

의하여

조직된 비정부조직

(GONGO) , 공적 재원 조달에 의 존하는 유사비 정부조직 (Ql 에GO) ， 재원
기부자에 의하여 조직된 기부금비정부조직 (DONGO) ， 기업들에 의해 조직
된 기업유관비정부조직 (BONGO) 둥이 있다.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

을 쓰기도 한다. 미국에서 NGO 란 개념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비영리단체
를 의미하며 미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민간자원단체 (PVO) 란 명

칭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물론 사회단체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치중되어 있으나 사회단체의 분류를 검토하는 데 매우 유익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원용하여 한국의 시민단체롤 관변단체와 경제단체， 그
리고 시민단체로 나눠볼 수

있다.

관변단체(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란 국가가 시민사회의 조합적 통제률 위해 조직한 단체이

다 14) 한국노동총연맹이나， 새마올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동은 그 시작부터
사회의 각 부문을 국가의 지도에 넣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대부분이 국가의
공적 예산 혹은 비공식적인 지원에 의해 유지되거나 발전해왔다. 이외에도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산업부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 데
이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국가가 먼저 “협회” 혹은 “조합”을 조직하여 해
당 분야를 지도하고자 하였다.
경제단체 (Economic Interest Groups) 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올 중대시키

기 위해 만든 사회단체를 말한다. 전형적언 의미에서 이익단체 (interest
group) 라고 말할 수 있다. 단지 서구 사회의 이익단체가 각자의 독자적 이

익 체계를 가지고 자유경쟁함으로써 일종의 다원적 시장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반하여， 한국의 이익단체들은 대부분이 처음부터 국가와 협력하든가 아
니면 아예 국가가 해당분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구성하였
다. 예컨대， 전국경제인연합회라든가， 상공회의소 퉁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13) 김혁래， 이홍균. 이신화. 김혜경
표회 , 발표원고. 흥사단 강당.

r세계화와 한국 NGO 의 밸전방안」 경실련 연구발

1997. 6. 27.

14) 관변단체에 대한 개략적 소개는 국회의원 박계동씨가 작성한 『관변단체백서~ (1 994)
에 잘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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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간벌 한국 민간단체의 설립상황
간

관변단체(%)

구한말

시민단체(%)

문민정부이후

1
13
128
73
21

14.3
3.3
8.6
21.1
7.3
3.1

6
25
117
373
820
588

합계

237

9.6

1929

일제치하
해방이후박정권까지
박정회정권
전두환/노태우정권

출처

I

경제단체(%)

85.7
83.3
77.5
61. 3
82.1
88.2

0
4
21
107
106
59

0.0
13.3
13.9
17.6
106
8.8

78.4

297

12.1

합계

7
30
151
ω8

999
667

2462

: 시민의 신문사1"한국시민단체총랍.! 1997.

시민단체 (Civil Organizations) 란 공적인 이익올 표방하는 사회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의 “공적 이익 이란 개념은 조직올 주도하는 어느 개

인 혹은 어떤 단체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므로 시민단체에는 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위한 단체들은 말할 것
도 없고， 문화단체라든가 심지어 특정지역의 개발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체들에 있어셔도 그 단체의

구성원이 그 활동으로 이익을 얻올 수 있는 수혜자 전부롤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 〈표 2) 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한국의 사회단체를 각 통치시기 별로
나눠본 것이다. 경실련이 세운 『시민의 신문』사가 만든 『한국시민단체총

람J (1997) 에서 나타난 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총랍에 기록

된 단체는 약 3 ， 899 개 정도였다 15) 이 중에서 주요 단체로서 분류될 수 있
는 약 2 ， 500 개에 달했다. 김혁래 박사는 이 중에서 약 730 개만올 순수한 비
정부단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류는 시민

사회의 범주를 지나치게 규법적으로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 표에는 약

2 ， 4627" 의 단체가 기록되고 있는 데， 이는 김영래 교수의 연구 결과인 〈표

15)

김혁래 외. 앞의 논문，

17.

만일 지부흘 독자적으로 계산한다면 9 ， 468 개에 이릅. 김

영래. 앞의 논문，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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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도 몇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각 사회단

체의 성격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뚜렷한 경우는 관변
단체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노총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방 직후
에 조직된 이 단체는 수십년 동안을 국가에 의해 노동운동의 통제와 좌경

화 방지에 활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특히 조직상의 라

이벌인 민주노총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점차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과 같은 단체는 비록 일상적인 경우에는

매우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변단체적 성격을 버리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국가권력에 대한 논의의 시기가 되면， 예컨대 대

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에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단체의 설립과 해체가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위의 〈표 2) 는 1997
년 현재를 기준으로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
기 이전에 설립되었다가 해체된 다양한 단체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있
다. 이러한 단체들의 부침에 관한 기록을 정리할 수가 있다면 이는 매우 홍

미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일제치하에 관변단체가
적지아니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남은 주요한 관변단체로는 오

직 대한나관리협회 하나만 있을 뽕이다.
셋째， 사회단체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정치연합 (politica1 coa1ition)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6) 국가가 해당 사회률 지배하기 위해서는 사회
단체들과 연합해야 한다. 조합주의적 통제 조적인 관변단체 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단체들과도 제휴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

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를 포
함한 연합을 지배연합， 이 연합에 대항하여 새로이 국가기구를 장악하고자

16) 정치연합에 대한 논의는 다옵파 같온 문헌옳 창조할 것. 빽총국민중연합， 민주연
합과 한국의 민주화

r.사회비평 J 7( 여름

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의 새흐름~ (서울: 나남，
과 한계， 그리고 일 전망
울，

1995) , 212-227.

1993) , 85-132;
유활무

1992) , 253-289;

성경흉， “한국 정치민주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w한국 정치

· 사회

강문구， “변혁지향 시민사회운동의 가능성

김호기 엮음

r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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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합을 반지배연합이라고 부룰 수 었다. 개인으로 남아있거나 중립적

위치를 취하는 단체들율 사실상 이 연합의 피통적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시민사회의 성장 역사는 이러한 정치연합의 변동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성격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변해왔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척 특성을 이미 전제하

고 그 틀에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는 맑스주의적 경향이라든가， 자유경쟁적
시장의 비유를 역사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적용하는 다원주의적 이론 경향

으로는 적절하게 분석할 수 없다. 더구나， 현존하는 현상으로 과거를 그대
로 유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분석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역사 과정의 분석올 통해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에 진행될
과정을 예측하고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치 50 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시민사회의 성장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볼 필요

가있다.

11. 산업화와 정치갈등
한국의 사회계충 변동은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산업화가 초래한 결과 중
가장 뚜렷한 변화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농민충은 급속히 분해되
어 도시노동자로 홉수되었다. 아래 〈표 3) 올 보면. 1955 년에 총경제활동인

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농민충이 1985 년에는

반면에. 1955 년에

20%

25%

이하였던 노동자들은 1985 년에

이하로 축소되었다.

40%

이상을 점유함

으로써 사회 내에서 가장 큰 계층이 되었다.
중산충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 내에서 가장 역동적

인 계층으로 주목을 받는 신중산층의 성장이 괄목할 만 하다. 1955 년경에
이 계층은 겨우 4%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5 년에는 10% 를 상회하고 있

다. 구중산충과 합치면 한국 사회 내의 중산충 비율은 대략 30% 가 넘고 있
다. 자본가 계충은 80 년대에 이르러서도 수적으로는 여전히 소수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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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사회계충

계충분류

1955

1960

1970

1975

1980

1985

자본가

0.3
116
7.5
41
70.6
17 .5

0.5
14.8

0.9
2U
14.7
68
42. '5
3'5 .1

1.1

4.3
652
19 .5

06
19.3
13.6
5.7
51.7
284

14
32.2
21.6
10.6
23.9

6,390

7.622

중산층
구중산충

신중산충
농

민

노동자

해당인구(천명)

10. 딩

11 ,638

25.8
17.1
8.7
33.5

i

12 ,708 I 15 ,350

참조. 각 값은 인구조사의 경제활동인구분석에서 추출한 추정치임.
본 표는 공제욱

· 박형준 · 백욱인 · 서관모 · 이진경 퉁이 지은 『사회계급론』

(서울: 한길사， 1989) 에서 나타난 계급구성표를 대폭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

임.

러나， 극심한 경제력 집중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계충의 인구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충변동이라는 매개변수를 놓고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는 시민사
회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농민들은 정치적으로 시민(市

民)보다는 신민(닮民)의 성격올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도시국

가들이나 19 세기 미국의 경우롤 본다면 농민들이 본질적으로 시민적 성격
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 구조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비록 법적인 시민권이 주어졌다하더라도 시민적 성격을 이해하

거나 소유하기는 힘들었다. 일차적으로 시민이라는 개념이 외부로부터 주
어진 것이라는 사실때문이다. 농민들은 주요한 사회적 학습 통로로부터 도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다. 둘째， 농민들이 국가권력에 취
약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지리척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집단행동에 불리하다. 셋째， 제 3 세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토지개혁은 비

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다17) 1960 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의 농민들은

17)

한국의 토지개혁 자체만율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토지개혁의 궁극적인 실패롤 주
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재혁은 제 3 째계 토지개혁의 경우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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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자영농이었는데 이들은 전반척으로 권위주의적 체제를 용인하는
경향을가지고 있었다.

농민계층의 급속한 해체는 산업화를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모
순을 의미한다. 1970 년대까지 농민은 인구의 철반 이상올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지지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통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왜냐
하면， 민주공화정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한 이 국가흘 장악한 지배연합은
각종 주요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체제에
순응적이었으므로 주요한 몇몇 조합주의적 통제조직만 잘 운용하여도 각종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민

계충의 감소， 지나친 방기로 인한 농민계층의 반감 증가， 도시와 농촌간의
간격을 메우는 각종 대중 매체의 발달 교육 수준의 일반적 향상 둥은 1970
년대 이후로 이러한 지지기반올 보장해주지 못하였다. 뒤늦게야 새마올 운
동 등으로 농민계충의 지지를 확보하려하였으나 이 전략이 성공하기에는

이미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늦은 시기였다. 신중상주의척 지배연합이 발전
전략에 성공하면 할수록 이 연합의 지지기반은 줄어들고 있었다.

노동자와 중산층의 증가는 시민사회적 성격의 증가률 의미하고 있었다.
한국의 중산충， 특히 지식인 계총은 한국 사회에 시민과 시민사회를 도입

하고 전파하고 실천하는 전위적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근대화 이론의

체계 하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맑스주의적 체계 하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나타났지만， 민주화라는 보편적 목표를 위해 이 개념들을 활용하는 데는

공통적이었다 18) 한국의 지식인 계층은 한국 사회 내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를 누리고 있었다. 이는 조선 조부터 진행된 선비계충에 대한 외경과 사회
적 상향이동을 보장하는 통로로서의 교육

무조건 교육올 중시하는 풍조，

산업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적 자원의 우월성 등이 종합적으로 지식인 집

단의 헤게모니를 보장하고 있었다 19) 이러한 역사구조는 중산충이 증가할
교해 볼 때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있다. 물론. 토지개혁 정책 자체의 성공으

로서가 아니라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으로 더욱 그러하다. 1959 년에는 농가의

80.1%

가 자영농인 반면에 .1.9% 만이 소작농이었다.

18)
19)

한완상， “한국 중간제계충의 정치의식，’ 『계칸 사상J(겨옳

1991). 194-228.

이를 증명하는 현상은 아직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자본가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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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시민사회의 역동성도 증가하는 션순환올 보장하고 있었다.

중산층의 시민사회적 성격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시민사회의 조직화

에 있어서의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0 년대 이전에 나타난 한국 사
회의 시민단체들은 거의가 중산충의 지도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
은 노동계충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회유가 주요 원인이지만 중산층이 가지
는 사회적 자훤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도 였다. 또한 많은 경

우에 중산충 조직들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향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노동
단체 혹은 소수의 농민단체들이 이를 따르는 형태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자 계층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또한 한국의
산업화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

동력 구조도 경공업의 농촌여성노동력 중심에서 점차 도시거주의 남성노동
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경제력 집중과 수출주도적 산업화로 말미암
아 국가 경제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들이 나타나게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사용자와 국가의
비인간적인 태도는 도리어 증가하였다 20)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노동의 조직화와 노동의식의 향상율 불러일으
켰다. 특히， 최장집 교수가 요약하듯이， “비인간적인 권위주의적 경영관리

에 대한 도덕적 분노와 사회적 불펑등에 대한 자각， 고된 노동에 대한 부당
한 보상， 급속히 번영하는 사회 속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외부세력

으로부터의 자극， 특히 교회가 주도하는 노동활동 단체의 자극 동을 통하

여 노동자 의식은 고양”되고 있었다 2 1) 1970 년 11 월에 발생한 전태일의 분
신자살이나. 1979 년 YH 사건. 1980 년 사북사태 , 1984 년의 대우자동차 파
업， 1987 년의 대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점차 대규모화하

고강도가강해졌다.
노동계충의 조직화와 노동의식의 향상에 대해 국가는 강력한 조합주의척
제적 부의 축적보다는 지적 우월성에 깊온 향수훌 가지고 었다. 이러한 향수와 연고

집단의 형성 욕구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들은 빈번히 대학의 각종 학위 파정에 참여
하거나 심지어 명예학위를 구입하고 있다

20) 이태호 편 r최근노동훈동기록J(서올: 청사. 1986).
21) 최장집

w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서올: 나남，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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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 맞섰다. 산업화의 초기에는 유혈척인 폭력을 통해 노동 통제를 시
도하였다. 그러나， 점차 노동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다 정교한 노동통제
기제를 발전시켰다. 기본적으로 냉전적 대치상황을 활용하여 노동계층의

요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급진파와 온건파를 분리시켜 급진
파에는 냉혹한 탄압으로 온건파에게는 각종 매개기관을 동원한 회유로 대

응하였다. 특히， 자본가측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노동을 회유시킬 수
있는 한계를 확대하고 조정하였다. 노동의 요구는 거의 언제나 정치적 결
과의 차원에서 고려되었기 때문에 개별 자본가들도 노동 차제의 압력보다
는 국가의 압력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 “정치적 탈동원화와 경제적 동

원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강)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의 회유를 목적으로 하
는 갖가지 관변단체들이 생성된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확실히 한국의 정치변동에서 계층의 구조적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국가가 이러한 변동의 효과를 조절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뿐
만 아니라， 이 변화가 정치변동의 직접적인 설명변수가 되기에는 아직 고

려해야할 단계들이 몇가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민사회 일반의 정
치문화적 수준 문제이다.

‘실지조사된 정치의식수준’ 에서 보면 국민의 다

수는 여전히 역사의 주체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낙후된 정치의

식올 가지고 있다.선)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태는 민주적 선거의 규범이 아니라 퇴행적인 지역감정이나 낡은 연고주
의에 좌우되어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낙후된 정치의식이야말로 현존하는

지배연합에 의해 의식적으로 교육되고 조성되어온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야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치의식의 존재가 국민다수로 하여금 제도적 요건 -

예를 들면， 보통 비

22) 최장집， 위의 책 .37.
23) 노동계급의 진보성올 강조하는 선험적 주장들과는 달리 많은 정치의식조사들은 대
개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올수록， 전문직에 종사할수륙， 보다 진보적이라고 보

고하고 었다. 물론， 이와같온 일반론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통제되어야할 성질의 것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일반론은 노동자의 친보성올 선험척으로 기대하
는 사랍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라고할 수 있다. 서울대화교 사회과학연구소

세기를 향한 국민의식성향조사연구J (1 990 년 11 월)을 참조할 것.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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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명동선거의 존재 -

에도 불구하고 정치변혁올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현재까지의 실제 역사파정에서 국민다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1979 년 박정회의 암살 이후， 1980 년 광주민주화항쟁 이
후， 1987 년 6 월항쟁 이후 둥 중요한 역사적 전기에 있어서 다수국민은 권

력의 행사에 있어서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어떤 연구들은 1987 년
6 월의 노동자대투쟁을 노동자가 주체적 태도를 보여준 역사적 계기로 해석
하려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말전도의 오류에 빠
져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순서는 학생과 중산층 지
식인들의 민주화투쟁이 먼저이며.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열려진 공간에서

노동자의 요구가 분출해 나온 것이 7.8 월의 노동자파업사태라고 볼 수 있

다.김) 따라서， 안정회구성향과 무임숭차성향이야말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1970 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
으로 관찰되는 주요한 성향이다.
셋째， 이러한 국민다수의 안정회구성향과 수동척인 무임승차성향은 집단
행동의 논리로 볼 때도 납득할 만 하다는 점이다. 예률 들면， 이미 Olson 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계층은 집단행똥의 유인을 갖기에는 너무 큰
집단이어서 노동자 개개인으로서는 무임숭차에의 유혹을 가지게된다 2~)
또한，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충은 개개인으로 볼 때 사회적 불안정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는 집단이다. 이에 반

하여， 농민은 그 생산과정의 장기성으로 말미암아， 증산충과 자본가계층은

이미 어느 정도 축적된 생활자료와 권력자원의 존재로 말미암아 비교적 늦
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타격올 받게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노동자의
정치의식에 대한 실지조사들에 있어서 투쟁적 계급의식 대신에 매우 보수
적인 안정희구성향이 나타나게된다는 점은 납득할 만하다.
24) 이러한 점에서 7 , 8 월의 노동자파업사태는 수통적인 사태의 발전이며 어떤 정에서

중산충에 의해 열린 공간올 격렬한 파업으로 급전화시컴으로써 다수 국민틀의 보수
안정성향을 자극하는 결과에 공헌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25) Mancur Olson,
19(5)

ηle

Logic of Collective Ac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ε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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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불행하게도 노동계충올 조직하고 동원하는 진보적 집단 내의 지도
력 부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부진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강력한 조합주의적 통제를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역사상 구체적으로 발생한 각종 체제 변동의 전기， 예컨대

1959 년의 4 월 학생봉기나 1987 년의 6 월 민중봉기가 왜 민주화로 결말이
나지 못하였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봉기의 국면은 이미 권위주의
적 국가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장집 교수는
1987 년 6 월 봉기에서 진보진영이 보여준 실패를 외부적 원인으로 돌리려

는 주장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권위주의적 정권
의 능력을 항상 과대명가하게 된다. 둘째， 진보진영의 문제점을 덮어버리

게 된다. 셋째， 그럼으로써 유사한 역사적 전기에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가

능성을 가지게 된다 26) 이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급진화의 딜레마」이며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미성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III.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운동(노동， 사회 , 시민운동 등)

1.

시민사회와 사회단체의 성장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단체의 존재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
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다. 사회적 권력의 구조는 주로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집단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단체 구조의
다원화는 사회적 권력의 다원화를 의미하고， 사회적 권력의 다원화는 불가

26)

최장집

r한국민주주의의 이론~(서울: 한길사，

1993) , 332-333.

그러나， 최 교수 자

신이 이 점에서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옴이 흥미롭다 최 교수는 그의 또 다른 저셔

에서 ·‘정치적 수준에서 노동자들이 세력화하는 데 실패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탄압이 법적 · 제도적 ·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치적 수준에서
의 결합을 제약하는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다

과 국가.1，

F한국의 노동운동

410. 이러한 현상은 노동운동의 조직화를 보는 장단기 시각의 차이가 한

연구자 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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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게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 사회내의 주요 단체들이

행동해온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
고도할수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의 사회단체들 특히 시민단체들파 함께 성장해왔
다. <표 2) 를 보면 이러한 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현존하는 24627~
의 사회단체들 중에 시민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의 수는 1928 개로 전

체의 약 78 .4%를 정유하고 있다. 국가가 조합주의적 통제를 위해 조직한
관변단체나 명확한 경제적 이익올 위해 조직된 경제단체 보다 시민단체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은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각 시기별로 다르다.
구한말과 일제치하의 단체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이 공공적
이익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은 주로
종교단체들이다. 기독교와 천도교， 유교， 불교의 단체들이 오랜 역사와 상

대적으로 많은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잘 이해할 수 었다. 적지않은 시민단체들은 서

구에서 이미 발달한 공익단체들이 한국에 지부를 설치하는 형태로 설립된
바 있다. 대한적십자를 비롯하여， YMCA , YWCA , 보이스카우트연맹 둥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도 이러한 맥락에
서 설립되었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는 주로 시민사회의 각 분야가 일종의 이

익단체를 형성해가는 기간이었다. 많은 학회들이 나타났다. 정치， 행정， 경
제， 사회， 법， 물리， 어문， 축산. 역사 등의 학회들이 이 시기에 조직되었
다. 각종 스포츠 단체들도 활발히 조직되었다. 놓구협회를 필두로， 유도，
배구， 럭비， 싸이클， 하키， 검도 동의 협회가 나타났다. 흥미있는 것은 비교

적 권위있는 관변단체들이 이 시기에 이미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나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반공청년회 둥이 조직되어서 해
방 정국과 한국 전쟁 시기에 국가가 시민사회의 자원을 통원하는 데 활용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이 후에 전개되는 박정회 정권에 비하면 매
우 느슨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조직 건수가 박정희 정권하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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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박정회 정권의 시민사회 흉제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훌 보여주고 있다.
각 시기별로 보면 시민단체의 조직 건수가 대략 전체의 80% 를 상회하는

편인데，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61.3%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관변단체의
성격을 지닌 사회단체의 셜립이 활발한 편이었는데 이 점이 다른 시기와

매우 구별되는 점이다.

우선 각 직능분야를 관할하는 협회들이 많이 설립

되었는데 이 협회들은 조합주의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권한
들， 예컨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둥을 위임받고 있었다. 가장 특징

적인 것은 각 산업별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기
간 동안 약 143 개가 둥장하였는데， 이는 이 분야 전체의 약

36%

정도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박정회 정부가 신중상주의적 산업
화를 위해 경제적 동원을 매우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주요 경제단체들의 설립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하에서 각종 단체의 설립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1987 년의 6 월 봉기 이후로 시민사회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나률 잘 보여
주고 있다. 약 12 년 동안 1 ， 000 여 개가 조직되었는데 각 조직의 지부로 간

주되어 계산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사회단체의 조직이 가장 활발한 기
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단
체들은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었다. 김혁래 교수가 정리한 아래의 〈표

4)

는 공공성이 확실시되는 730 여 개의 시민단체 중 정치， 인권， 환경， 시민，

여성， 청년， 장애자 분야 단체의 설립연도별 분포이다. 여기에서 보면 시
민， 환경， 청소년， 그리고 인권 영역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이 1987 년 이후

에 설립되었다. 현재에도 가장 활발한 시민단체로 알려져있는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이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둥이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이 시기의 질적 성장은 대부분의 조직 구성이 자발적이고 풀뿌리적이라
는데 았다. 노동자와 농어민， 빈민돌이 비로서 자발적 단체를 조직하였다.
〈표 2) 에서 다룬 2 ， 462 개 단체 중 노동단체는 총 64 개인데 이중에

62.5%

가 1987 년 이후에 조직되었다. 농민단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26 개 농

어민단체 중에서 65.3% 가 1987 년 이후에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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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톡정 분양 비정부단체의 싫립년도 빽훈훌 릎포
설립년도

청치

인권

환경

시민

1960 이전
1961-1970

3.9
20

0

0

3. 딩

28

L4
0

1971-1979

3.9
17.7

3.5
13.8
20.7
44.8

4.2
14

1. 4

1980-1986
1987-1992
1993-1996
미상

35.3
35.3
2.0

13.8

37 .5
51.4
28

청년

장애자

13.3
11 1

44

50
1.7

8. 딩

4 .5
111

3.3
2.2

25 ‘ 4

35.6

402

622
」펀5O
1

48.9
11

‘

여성

0

l

5.8
21.5
46.3
21 .5
0

자료: 김혁래， “세계화와 한국 NGO 의 발전방안” 경실련 세미나 원고. 1997 년 10
월

전국 규모의 노동자 및 농어민 단체들이 박정회 정권 이전에 이미 나타났
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노동자 및 농어민 단체들의 풀
뿌리적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도시민뜰의 일상적 조직도 나타나고 있
었다. 예컨대， 고양시민회라든가，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시민연합 동

과 같은 조직들이다. 이들은 전국적 시민조직들이 주장하는 대표성을 요구
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전국조직과 연합하여 영향력과 보랍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개관만으로는 각 사회단체들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률 알기가 어렵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관변단체들은 국가가 시민사회를 조합주의척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반대로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

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 공동체의 요구에 순웅하도록
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단체들온 주로 개별적인
이익올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온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의 요
구에 순용하고 반대급부로 다양한 혜택파 특권용 누리기룰 원하고 었다.

발전전략이 성장위주로 지속되는 한 이들 사이에는 상호이익의 조화가 유
지되고 있었다. 한국 정치 50 년의 과정에서 이들의 순기능파 역기놓， 특히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부분올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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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의 기능

관변단체의 역사는 한국 정치의 역사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해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법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경제정책으로는 신중상주의적 산업화를 추구함으

로써 시민사회를 육성시키는 역사적 경향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는 국가를 장악한 특정한 통치자나 지배연합의 정권 연장을 위

해 시민사회의 통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육성과 통제 사이의 딜
레마였다. 한국의 관변단체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특정한 정권을 유
지하기 위한 중요한 체제적 장치였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통제된
형태로 국가에 전달하고 국가의 정책을 시민사회 내에 홍보하며 국가로부
터 대개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받고 있었다. 특히， 보통선거에서의 숭리는
이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간혹. 정부의 비호 아래 관제데모， 체
제홍보. 혹은 반정부적 인사나 단체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해왔다.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 때에는 「서북청년단」이나 「대한청년단」 둥이 체
제유지를 위해 조직되었다. 결성초기에는 시민사회 내에서 좌파로 간주되
는 단체와 인사들을 테러， 납치， 협박하는 일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초기의 체제유지 기능은 점차 축소되어 이숭만 정권의 연장 그 자체가 단
체의 목표가 되었다. 소위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으며 .4 월 학생봉기 때
에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r태극단동지회」나

r건국

청년운동협의회」， 「대한반공청년회」，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 둥이 이

러한 기능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대체적으로 반공이라는 체제적

이유와 특정한 정권의 연장이라는 특수한 이유가 구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박정회 정권 시절부터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
5 월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씨와 그의 동료들은 시민사회의 통제를
위한 관변단체의 중요성올 잘 알고 있었다. 각종 관변단체들을 재정비하고
이들을 일괄적으로 국가기구， 예컨대 중앙정보부나 경찰청과 상하관계로

연계시킴으로써 관변단체들의 자율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1%3 년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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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반공연맹」을 만들어 법인화하고 정부지원을 합법화함으로써 향후의 관
변단체 조직 패턴을 만들었다. 10 월 유신기에 이르면 「새마올운동중앙협의
회」가 조직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지지가 감소하자 전 체제

의 역량을 동원하여 결성한 조직이었다.

, 이러한 관변단체들은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때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때
로 이미 거대조직으로 성장한 관변단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전
국적 관변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전두환씨는 집권 초기부터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어 「새마을중앙협의회」를 견제케 하였다. 19R7 년

을 깃점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될 때에도 이러한 단체들은 이미

자체의 기득권적 자생력으로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 단지 「사회정화위
원회」가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의 지원이 이러한 관변단체가 유지되는 가장
큰 자원이다. 박계동 의원의 1994 년 자료를 보면， 두 종류의 관변단체가 있
다. 첫째는 관변단체육성특별법을 통해 특별 대우를 받는 관변단체가 았

다27)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기금 및 모금을 합법화시켜주며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사업에 특혜를 주는
단체들이다. 위에서 예시한 대규모 단체들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상대적

으로 법적 지위가 낮고 공식적 예산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관변단체들이

있다

r새생활질서추진위원회 J. r 민족통일협의회 J. 각종 「방범위원회 J.

「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멸공협의회」， 「전국청년운동협의회」， 「사회체육
연합회」 등 1 백여 개에 이른다. 이들은 주요 행정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 받으며 지방비 보조나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안별로 편
법적， 음성적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관변단체의 기능은 선거에서의 승리
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직후에 관변단체들은 정부 기관을 등에 업고 테러
와 폭력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 질서가 안정되자 합법적
기관 이외의 폭력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더 이상 폭력은 관변단체의 수단

이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변단체는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풀뿌리 수준의
27) 박계동， “관변단체백서 .. (1 994)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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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관변단체 조직과 회원수
관변단체 명칭

중앙조직 시도지회 시군구지부 옵연통지부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협의회

7개

합계

9개

157"
157"
937"
1237"

회원수

280 개

3 ,6567"

124 ， 591 명

2397"
1,2997"

3 ， 623 개

248 ， 148 명

10 ， 164 개

3 ， 015 ， 000 명

1 ， 818 개

17 ， 443 개

1 3 ， 387 ， 739 명

출처 : 93 년 국회 문공위 , 내무위 국감자료. 박계통， “관변단체백서"， 2 쪽에서 재인
용

여론을 청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는

그 자신이 방대한 홍보망과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느슨하며 덜 효율적인 관변단체외 조직을 국가가 건
설하고 유지하는 진정한 이유는 매번의 선거에서 숭리률 보장받기 위한 것
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사회가 강화되어 국가의 폭력척 지배가 더 이
상 관철되지 아니하는 1990 년대 초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왜 전두환씨와 노태우씨가 그토록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올 모으고

있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폭력의 효용이 사라지자 이제는 매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표 6) 은 1992 년에 실시된 14 대 총선 시기에 지배연합이 국가기구를 중
심으로 조성하였던 선거기구 조직표이다. 물론 이러한 구조 자체가 불법이

기 때문에 국가기구로서도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
조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수 중의 한 사람이 이 사실을 폭로함으로
써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이 표는 관변단체들이 맡고 있던 기능과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과 차기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선거대책은 각종 국
가 기구를 통해 실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각 관변단체들은 각 차원에

서 소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국가기관과 협의하고 협의된 결과를
시민사회 내에 실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임무는 중앙
에서 조성된 선거자금을 살포하고 이 자금 살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올 정리하고 후보자 진영에 전달하
고‘ 작업별 인사의 통태를 보고하며， 야당성향자를 특별 관리하는 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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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있었다.
이러한 관변단체의 기능도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하고 있었다. 일차
적으로 관변단체 자신의 자각과 자율성의 신장이 현저하였다는 정올 들 수
있다. 관변단체들은 긴 역사적 과정에서 점차 단체의 공공적 목적과 특정

한 정권 유지의 목적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에 이르면 이 정권의 폭력생과 비정통성은 너무도 현저하여 관변단체 내에
서도 반발이 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주요 관변단체들은 이미 국가로부

터 많은 자원올 부여받아 어느 정도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재
정적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관료화와 함께 전행되었는 데， 이

들은 정권적 목적보다는 단체 자체의 생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명령과 지시보다는 각종 보상을 통한 동의가 집권세력이 관변단체
들을 셜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관변단체들이 국가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던 가

장 큰 이유는 시민사회 내의 헤게모니를 두고 벌이는 시민단체들파의 경쟁

때문이었다. 이미 〈표 2) 에서 나타난 바처럼. 1987 년 이전에도 한국 사회
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 단체들 중에는 매우 오랜 역사

와 전통올 가지고 주요한 정치적 전기에서 마다 권력의 횡포롤 견제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1987 년 6 월 항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시민단체들과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관변단체들은 심각한
열셰에 처해있었다. 사실상 공적 이익올 대변하는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변단체도 비록 공공적 목표를
공언하고 있었으나 역사의 과정에서 이들이 점차 특정한 정치세력의 하수

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도덕성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비록 물량적 구조
에서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이 우세 조차도 곧 사라지고 있었다. 위의 1992
년 총선 사례에서 나타난 바처럼 파거에는 국가의 조합주의적 구조 안에서

안주하였던 시민들이 이제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이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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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 14 대 총선 관권선거도(연기군 사례흩 홍심으로)

주민숙원사업
직업벌인사 관 |
야당성향자욕뽑판리

콜분원?혈묻고

원훤
무직인
공교군

일반휴권자

당원

*참조사항: 실선 = 직접명령체계， 실선블록 = 상쩔거구， 고닥체 = 활동내용
점선

= 간접명령체계，

점선블록

= 임시기구

출처: 백종국，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연합의 변동.. ’ 145 쪽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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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단체의 도전과 한국의 민주화

한국 시민사회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단체의 급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단체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있으면

서도 공적 이익을 표방한다는 데에 었다. 물론 이 때의 공적 이익이 반드시
전국적 규모를 의미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경제개발， 환경보존， 소비자
보호， 인권 보장. 경제정의， 부정부패 추방， 여성인권， 인류애적 구호사업.

긴급구호， 아동보호 둥 다양한 관심사들은 이미 그 내용 자체로 공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단체들은 따라
서 규모와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 공적인 목표를 가졌다고 말해야 한다. 이
러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시민 개개인의 자발성( voluntarism) 에 기초하고
있다. 재정적 자립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올성 확보 동은 시민단체들

이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들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 내에서 이

러한 조직들이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 자체의 성장을 의미한다.
종교는 때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구
한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주요 시민단체들은 주로 종교단

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2 백여 년 전에 한반도에 들어온 한
국의 기독교는 때때로 조선의 왕정과 일제의 식민지정， 그리고 한국의 독

재정들과 충돌해왔다. 주류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 무관심
을 강조하였지만， 한국 기독교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은 빈번히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실천을 종교적 소명의 하나로 강조해왔다. 이 원칙들을 유지하
자면 불가피하게 사회 내에서 독재적 권력을 추구하는 국가와 충돌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종교조직들을 폐쇄할 수
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종교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

교적 신념은 탄압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올 가지고 있었고， 외국의 종
교 조직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회 정권 하에서 종교계통의 시민단채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

시민사회의 정치동확 / 백종국

195

향은 괄목할 만 하다. 특히， 유신정권 하에서 박정회씨는 일종의 카리스마
적 정국운영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미 급속한 산업화가 초래

한 각종 비인간적 결과들 노동환경， 부정부패 -

권력남용， 인권침해， 사회적 불평둥， 벼참한

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진보세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갱) 자신의 절대성올 강조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신
성모독에 가까웠다. 한국 교회는 이미 1960 년을 전후하여 각 교단별로 산

업전도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이 조직들은 종교적 자원을 동원하여 노
동자들의 삶의 향상을 추구하였는데 이 때부터 이미 사용자 및 사용자들

편에 선 국가와의 갈둥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갈둥은 점차 보다 근본척
인 주제， 즉 한국 체제의 민주화로 옮아가게 되었다. 특히， 박정희씨의 권

력과 권위가 최고조로 달했던 1970 년대 중반에 발생한 “ 1973 년 한국기독자
선언”이나 “명동성당

3.

1 구국선언”동은 극히 위축된 시민사회 내에서 종

교세력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씨의 통치기에 이르러 한국의 시민단체는 매우 인상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들은 단지 사회단체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화를 이룩하고 있

었을 뿐 아니라 중산충 전문인력올 동훤하여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단지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도권을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관심
영역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민사회의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
었다.

1996 년에 주요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발간한 「’96 시민단체 공동정책

자료집」은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를 위한 협력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

다 29) 경제정의와 자원봉서， 정보화 사회， 여성운동， 환경운동， 교육환경，
소비자운동， 통일운동， 교통운동， 사회복지， 외국인노동자， 장애인권익， 기
업의 사회척 책임， 문화소비자운동， 사회윤리 동의 제 분야에서 「홍사단」
이나 'YMCAJ 둥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들 뿐만 아니라

28) 김일주‘한국의 민중척 기독교세력과 국가권력

r한국과 국제정치 J(가을·겨울，

1991): 205-236.
29)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경제정의

r’% 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 자료집 J.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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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시민연합J. r기독교윤리실천운동J. r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환경
운동연합」， 「참여민주시민연대 J. r교육개혁파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J.

「나라정책연구회」， 「배달녹생연합」， 「부청부패추방범국민연대회의」， 「우리
밀살리기운동본부」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둥장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정치연합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척어도 1987 년 이전까지률 보변， 한국의 시민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룹은 관변단체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연합이었다. 간혹 진보척 연합의 도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
었지만 이들은 다양한 정치자원에서 극히 열셰였고 협사리 진압되곤 하였
다. 특히， 이들의 진보적 성향은 집권세력이 이들을 쉽게 반체제적 세력으

로 몰아가곤 했다. 보수연합과 진보연합의 양극구조하에서 보수연합은 너

무도 손쉽게 권력올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7 년을 깃점으로 공공선
을 목표로 다양한 자원을 갖춘 시민단체돌이 대거 동장하면서 정치연합의

구조는 점차 3 등분되기 시작하였다. 소위 민주연합이라고 부를만한 이 정
치연합의 존재는 1992 년의 총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표 7) 은 1992 년 3 월의 총선거를 맞이하여 일정한 방향의 정치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의 주요 사회단체들을 이들이

(umbrella

참여하는 포팔단체

groups) 별로 정리한 것이다. 홍미있게도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민주연합을 의미하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J (약칭， 공선협)와 보
수연합의 「공명선거실현민간단체연합J (약청， 공민련)， 그리고 진보연합이
라고 부를 수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J{ 약청， 전국연합)이라는

세 개의 단체로 나눠졌다. 주요 관변단체들은 대부분이 공민련에 가입하였
고， 공선협에 가입한 단체는

3677ß.

전국연합으로 연합한 단체는

1647ß

정

도이었다. 물론 관변단체들의 수는 다른 단체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지부와 중앙조직이 각자 가입했는데 비해 공민련
은 중앙조직으로만 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캠페인 방향도 비교적 뚜렷이 구별되고 있었다. 공선협이 명실상
부한 공명선거운동을 표방했다면， 공민련은 친정부 출마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반하여 전국연합은 공공연히 집권당
의 출마자들에게 반대하는 낙선캠페인올 벌이고 있었다. 물론， 주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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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와 지배연합의 구조 (1992 년 3 월 총선기훌 중심으로)
(국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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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주당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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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설협. 째마융， 스카우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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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각종시민회의‘ 동문회
1 봉사회， 향우회 등

j 전농 전남여성농민회 등

“

(지배연합)
경제단체 (29)

1

;농민단채 (9)

-

”

l

1 임의시민단체 (75)

:임의시민단체 (54)
j 민주여성회‘ 공해연구회，
]시민운동협， 철거민 등

?

L

:민자통， 민단협. 민민통， 전빈연 등{

UU
처

쳐。 처」시 E

j 조직시민단체(3 0)

씨’
빠해얘
션맨

교 교 교 서」윤
초。 。π 불 고 0 ‘기

j 민자통불교협， 기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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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종교단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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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뀔궐]

민변‘ 건약사， 인의협 등

i 전대협 등

|

건설협회， 변협 등

「 i 전문직단채(22)

:전교조， 민교협

검찰

전경련. 상공회의소. 약사회 ;

많괜뀐

〕교육닫체(”)

법원 |l

------ ------•- - - - - - - - - _. .

노동단채(2)
엽총노조，대기업노조

출처 : 백종국，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연합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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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올 표방하는 의미에서， 업종노조와 대기업노조는 전
국연합과의 의견차이로 포팔단체 내에 들지 않고 있으나， 이 단체들이 대
충 어느 연합과 가까운지는 이미 잘 알려져있다.

이 도표는 한국 사회 내에서 몇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물론 한국 사회 내에 매우 다양하고 많은 시민단체
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과거에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기 꺼
려하던 단체들이 점차 정치적 태도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75 개에 달하는 취미동우회， 향우회， 주민모엽들이 공선협에 참여

하였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이러한 임의척 시민단체들윤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경향을 가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셋째는 과거에 관변단체적
성격을 보여주었던 일부 단체들이 이제는 독자적 견해롤 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반지배연합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로터리클럽
이나 청년회의소， 그리고 과거에는 관변단체로 인식되었던 몇몇 종교조직

들이 공선협에 가입하거나 혹은 최소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
다.

물론 1992 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관변단채의 협올 과소명가해서는 안
된다. 비록 보수연합의 세력이 약화되고 민주연합과 진보연합의 세력이 상

대적으로 강해졌다고는 하나 조직기반의 규모는 아직 비교할 수가 없을 정
도이다. 예컨대， 공션협과 전국연합이 단체의 수에 있어서는 많을지라도

가입자수를 볼 때는 최대한으로 산정해도 2 백만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공민련에 포함된 단체들이 명부상 가지고 있는 회원수를 합치면 거의 1 천

만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50) 적어도 1992 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지배
연합의 조직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지배연합의 조직기반은 아직도

매우 강대함을 잘 알 수 있다.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시민단체들이 이미
1992 년의 상황에서 보여주듯이 관변단체에 비해 도리어 우세를 점유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민단체의 역동성에서 찾아불 수 있다.

30) 백종국， 앞의 논문， 1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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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외 과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가 보여준 역동성은 놀랄만한 것이며 이는
한국 정치 50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시민단체 자체
의 역량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로 인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이미 분석한 바처럼 주요 시민단체들은
도덕적 우위와 전문적 지식의 확보를 통해 시민사회내의 헤게모니를 장악

하고 있었다. 이 점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자본가의 헤게모니
라는 개념과 비교할 때 매우 홍미있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대부분이 국가 정책에 종속되어 있

었다. 자본가들이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정한 가치와
규범을 주장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않다. 일종의 헤게모니 공백이 존재하였

던 셈이다. 이 공백은 공공선을 강조하는 중산층의 시민단체들이 메우고
있었다.
시민운동이 시민사회 내에서 일종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사실은 국가

와 시민사회의 오랜 관계가 반전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한국 사회에서 국가는 오랫동안 시민사회를 통제해왔다. 방대한
관변단체와 경제단체들의 존재가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다. 그러나， 다양
한 역사적 이유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점차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국가
를 조정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전형
적인 자본주의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서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우위를 자본가들의 국가에 대한 우위
로 해석해왔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중산충 시민운동의 헤게모니로 인
하여 이러한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시)

31)

1997 년의 외환위기는 국가 정책에서 자본가들의 우위를 인정할 때 얼마나 심각한 위
기에 봉착할 수 있는가롤 잘 보여주었다. 백종국， “한국외환위기의 원인과 구조
『한국국제정치학회보.~ 37 집 (1998 년)， 249-271 륨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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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진화와 관료화의 문제
이러한 사실들올 전제로 한국의 시민훈동이 맞게훨 몇가지 미래적 과제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급진화와

관료화로 인한 역동성의 상실 가능성이다. 둘째는 접차 증가하고 있는 자

본가의 영향력을 시민사회의 건전한 힘으로 소화하는 방안이다. 셋째로 국
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적 협력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다. 이 세
가지는 향후 수십년간 급속히 전개될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위 현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하느냐를 결정짓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급진화와 관료화는 시민단체들이 혼히 빠지기 쉬운 한가지 함정의 양면

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오랜 발전의 과정에서 단체 자체의 목

적보다는 단체 자체의 생존이 점차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샤) 특히，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너무 쉽게 이러한 경향에 몰입할 수 있
다. 공공선에 대한 강조와 확신은 시민단체들에게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
의 도덕적 힘을 부여해준다. 이러한 도덕적 험이야말로 서민단체가 지니는
진정한 자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급

진화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33) 일반적으로 보다 선명한 이상(理想)에의 헌
신은 보다 실용적인 타협 노선들보다 도덕적 우위를 누리기 마련이다. 이
러한 우위에 도취된 일부 분파들은 더욱 더 이상주의적 입장을 강화하게

된다. 정세의 객관적 분석보다는 대중 지도의 멸망이 지배적이 된다. 더구
나 이러한 급진적 분파들에 직업적으로 헌신하는 운동가들이 생겨나면 이
경향은 더욱 확고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가지 점에서 부정적이
다. 첫째는 다수의 대중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입장올 취하게 만드는 계기
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소위 “최대강령주의”와 “개량주의”의 분파
투쟁으로 시민운동의 역동성이 현저히 가라앉게 된다는 점이다. 급진화가
진행될수록 본래 목적의 현실적 달성은 멀어지게 된다.

1960 년 4 월부터 1%1 년 5 월 사이에 발생한 급진화의 열풍이나 1987 년 7

32)

r매개의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백종국 r민주시민의 교양:.J (서

울: 예영 .1999) 올 창조할 것

33)

최장집 교수는 이 「급진화의 딜레마」롤 급진화 자체외 구조 보다 현실정치 참여에

따른 딜레마로 설명하고 있다 r한국민주주의의 이론.J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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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진행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급진척 운동풀이 이러한 경향율 전형척
으로 보여주었다. 이 두 사건이 보여준 공통된 발전파정올 운동의 국면으

로 나눠 본다면 대략 반독재투쟁기와 운동의 대중화시기 그리고 반미자주

화통일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4)

대개 「반독재투쟁의 시기」는 권력에의 접근이 봉쇄된 야당 정치인들이나
대학생들 및 지식인들로 구성된 중산충 시민단체률이 주도하고 있었다. 주

제는 주로 「민주화」이며， 민간관료들이나 기업가， 미국， 군과 경찰들조차
도 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방관적이었다

r운동의 대중화 시기」

가 되면 운동의 성공여부를 떠나 야당정치인뜰은 민주화 운동외 과실을 거

두기 위해 운동의 국면에서 퇴장하였다. 대신에 뒤늦게 동원된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시작되었다. 대학생들 그룹 중에서 특히 급진적인 분파들이
운동의 전면에 동장하였다. 이들윤 운동 자체의 역동성옳 살리기 위해 보

다 더 급진적인 과제들올 개발하는 데 몰두하였다. 예컨대， 거의 1 년 이내
의 기간 동안에 “민주화”에서 “남북통일”로 그리고 “반미자주화”로 급속히

구호가 옮아갔다 35) 과거에 불법화되었던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대조적으로 점차 질서를 앞세우고 군과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

했고 민간관료들도 보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반미자주화통일의 시기」는 거의 전적으로 급진적 분파들이 조성해낸 국

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자신의 조직들 내의 이론 투쟁에서 숭
리하고 지도력을 확보하지만 이미 대중성은 상실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내세우는 반미와 통일은 분단과 전쟁올 겪은 다수 대중의 정
치성향과사회운동에 대한미국의 태도를보수화하는데 결정적으로공헌하

34) 이러한 분류는 r4 월 혁명」올 연구한 정기영의 분류흘 따랐다， 정기영， “4 월혁명의
주도세력기 사월혁명연구소 r한국사회변혁운동과 4 월혁명』올 참조할 것

35) 두 시기 모두 다 이 국변에서 지식인들의 역활윤 미미하였다민주화”에서 “남북통
일”로 주제가 옮아가는 과정은 대개의 경우 대학생 운동 그룹 사이에 진행된 첨예한
논쟁의 결말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과연 “민주화”와 ..남북분단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학술적 토론올 위한 시간은 거의 제

공되지 아니하였다. 보다 전보적인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척 지식인들은
사후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역할올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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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었다. 초기에 시민운동올 이끌었던 중산충 중심의 시민단체들 조차도
대부분이 이들의 급진성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중성의 상실과 대중
의 보수화로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현실참여파 조차도 잇다른 선거 국면에
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다. 1960 년 총선과 1992 년 총선에

서의 참패가 이러한 과정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다 36)
시민단체의 관료화는 비교적 온건한 시민단체들도 혼히 빠지기 쉬운 함

정이다. 대개의 시민단체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정은 자발성이다. 사회개
혁에 대한 열정이나 친구의 권유 때문에 시민단채에 참여하게 되고 점차
이 단체의 목표에 동화되어간다. 그러나， 회원의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 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운동에 헌신적인 전임직원을 채용하거나 운동의 지도자들이 자연

스럽게 전임직원화한다. 예컨대， 1990 년대 초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에 상근직원이 65 명에 달하는 때도 있었
다 37) 상근직원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조직내의 서열화와 업무분장의 한계
등을 설정하게 되고 마침내는 관료화의 킬로 들어서게 된다.

시민단체의 경우에 관료화의 진행은 시민단체간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도
리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상근직원의 확대
는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 도리어 주제의 확산올 초래한다. 왜냐하
면 상근직원의 확대는 회원들의 관심 축소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데 이
러한 경우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에 의존하는 시민단체로서는 매

우 어려운 상황을 겪게된다. 따라서

r급진화의 딜레마」에서 본 바처럼 회

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주제를 찾게되고 이리하여 소위 “백화점
식 운동”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게 된다. 주제의 중복이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단체들 간의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반면에 상근직원의 확대
로 말미암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단체들은 보다 안정적인 자원. 대개
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올 바라게 된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자체
36) 1%0년 7 월 29 일의 총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은 정3 개 선거구 중 123 개 선거구에서 입
후보하였으나 오직 5 명만이 당선되었다. 1992 년 3 월 24 일 총선에서 민중당은

2377ß

선거구 중 51 개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였으나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37)

유종성， “전환기 시민운동의 방향과 경실련의 과제옛)8 ， 강연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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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저만 고정적 수입에 의존하는 상근직원의 운동은 시

민운동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시민단체 간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지는 것

도 관료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미 1990 년대에 나타난
두 정부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 두 정부는 시민단

체를 이끌었던 지도력올 끌어들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책의 효율
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시민단체들로서도 그동안 개발한 정책 프로그램
을 실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

나， 이 경향은 또한 시민단체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시민운동의 참여 동기가 점차 개인적이 될 수 있다. 만일 어
떤 개인이 시민운동을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하고자 했을 때 그 동기를 구
분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정권과의 밀착관계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어떤

제안들이 과거와 같이 대중들에게 순수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종의 “신관변단체화”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의 역동성을 유지하려면 시민적 참여라는 순수성의 맥

락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들의 회비에 의한 단체 운영은 시민단체

로 남아있기 위한 필수적 기준이다. 단체의 효율과 단체의 목척 사이에 갈
둥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후자의 입장에 서야한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급진화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요컨대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들올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관심은 아직 한국 사회의 대부분 시민운동단체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바이다.

2)

자본주의적 시민운동의 가능성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결정적인 변화를 맞게된 것은 국가 자
신이 추진한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때문이다. 이 중에서 대기업집단으로

대표되는 대자본가들의 위치는 놀랄만큼 향상되었다， 검토한 바와 같은 조
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건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복지화를 추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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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민주화 과정얘서 확보된 충산충 시민단체의 혜
게모니가 지배적이다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척 권력자훤에서 우세
한 대자본가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도 시민운동의 공익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대자본들의 위치가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특정한 재벌의 운명은 통치자의 개인적 의사에 달려있었다. 그러
나，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산업화와 경제력 집중은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대

기업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자원올 몰아다 주었다. 얘률 들면， 1987
년을 기준으로 30 대 재벌이 고용하고 있는 인훤은 제조업만 해도 77 만명이
었는데 이는 같은 해 국가 기구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인 70 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또한， 1991 년 삼성그룹의 총매출액이 31 조원이었는데，
이는 당해연도 한국 정부의 일반회계총액파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규모는
각 재벌들이 발전시킨 일인독재형 소유권과 방대한 혼벌 조직올 고려하면
국가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권력 집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기업 집단의 권력자원 증가와는 대조척으로 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첫째， 국가 경제 규모가 굽속히 확대
되고 다양화됨으로써 국가가 과거처럽 경제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 둘째， 지나치게 방만해진 국가 조직 때문에 심한

비효율이 발견되고 있으며 도리어 국가 규모를 줄여야훨 처지에 놓여있다.
셋째， 체제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반지배연합의 성공으로 인하여 국가기구

가 심한 제도적 분열올 겪고 있다. 넷째， 산업화 초기에 존재했던 경제개발
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제 사라짐으로써 국가가 경제 부문올 강제할 명
분이 사라지고 있다. 다섯째， 경제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이 외부
의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현저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서구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척 산업화 초기에 겪었던 국가에 대한 자본의 우위 현

상을 한국은 이제야 경험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1992 년의 선거국면에서 진행된 「국민당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변동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박정회씨와 함께 신중상주의척 지배연합을
이끌어 왔던 현대그룹의 정주영씨는 약탈적인 전 · 노 정권에 대한 분노에

서， 그리고 자신이 축적한 권력자원의 효율성을 과신한 나머지 국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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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악윷 기도하였다. 비록 지역감정과 재벌에 대한 견제섬리 동에 부딪

혀 실패하였으나 진보세력이 수십년간 추구해도 안되는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을 단번에 성취하여 주요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였다. 일개 재벌의 권
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무적의 국가”가 “무
적의 부르조。F’에게 일격을 당한 셈이었다.

「국민당 현상」은 다행히 대자본가들에게도 일정한 교훈을 주었다. 첫째，
일개 재벌의 반발이 초래한 결과를 보았으므로 국가도 앞으로 그들을 과거

처럼 종속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블 가질 수 있었다. 둘째， 자
신들의 잠재적 권력을 현재화했을 경우에 나타난 위력을 실감함으로써 국

가에 대한 통제에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그러나 국가권력의
획득이 돈과 조직이라는 권력자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앞으로 보다 간접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들 것이다. 넷
째，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경제자유화의 논리와 영향력 행사를 통해 정부

주도적인 경제정책을 시장주도 경제정책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의 발전 과정은 재벌블의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음을 보
여주고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복지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판점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경제력 집중과 재벌 권력의 비대화는 지난날
소위 “과대성장국 7F’가 초래하였던 것보다 훨씬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는 명목상으로라도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에 반하여 재

벌들은 본질적으로 기업가 자신의 이윤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만일 무
적의 부르조아가 통제하는 국가， 즉 진정한 파시스트 국가가 나타난다면
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대항하기 어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새로운 2000 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국가 권력과 재
벌 권력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경제권력의 공공생 향상에 었다. 이
는 개별 기업 차원보다는 경제단체라는 집단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자

본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한 개별 기업의 이윤추구를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일종의 사회적 집단을 만든다면 이제는 사회적 차원
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행히도 한국의 모든 경제단체들은 그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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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서 기업의 사회척 책임올 명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헤게모니가 작용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발전은 경제단체의 시민운동화롤
초래할 수 있다. 마치 관변단체들의 시민운동화가 진행되듯이 모든 사회단
체가 공공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시민단체로 수렴될 수 있다. 이 가능성

이야말로 시민단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시민운동의 국제화
시민운동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한국의 시민운동올 어떻게 국제화활
것이냐 하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세계화 (globalization) 의 길에 들어

섰다. 오래 전부터 발전전략으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채택하였을 뿐 아니

라， 이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사회의 거의 전 부문이 국제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 세기 말이 되
면서 국제적 금융， 산업， 통상， 문화 구조들이 급속히 세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냉전의 붕괴와 통신 기술의 발달， 국제기구의 확대 동은 이제
한국 사회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변수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국
제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혹은 취약한 형태로 성장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시민운동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국제적 활동에 익숙한 시민단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과거에 존재하였던 국제부문의 사회단체들은 주로 국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조성하였던 단체들이다. 예컨대，

「한국미국협회 j. r 한국일본협회」， 「한국인도협회」， 「한국베트남우호협회 j.
「한국호주친선협회」， 「한국아랍친선협회」 등이었다. 시민단체들도 소수가
존재하였는 데 국제시민단체의 한국 지부 형식을 띄고 있었다

r국제엠네

스티 한국지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선명회」 퉁이 그러한 단체들
이다. 비록 소수였지만 이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공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종교 분야의 시민단체와 유사하게 이들은 자신들의 국제적 연대를
활용하여 각종 인권침해 사례와 비민주적 행위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
였다. 때때로 국제적 압력은 권위주의적 국가로 하여금 강압과 폭력을 자
제하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물론 국제적 활동을 목표로 조직된 각
종교단체의 선교부는 수적으로 가장 많고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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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주로 종교적 영역에 한정되었다 38)
1987 년 이후부터 국내적 관심사로 조직된 시민단체들이 점차 국제적 연
대를 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시민

단체들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 특히 1992 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나 1995 년 덴마크

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91 년에

셜립된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ωperation Agency, KOICA) 는 국제 부문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보다 원활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이다. 1997 년 현재로 약 40 여 개의

국내 시민단체들이 이 기관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아시아 · 아프리카의 11 개국에 20 여 개 사업올 수행하고 있다 59)
문제는 시민단체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듯이 시민단체의 세

계화 자체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한정된 자원
의 국내적 · 국제적 배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서구의 선진국들에 국제
적 시민단체가 많은 것은 자원 배분에서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아직도 시민사회의 발전이 일천하고 사회의 복지화가 더딘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지나친 국제화는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냉소적 태도를 유발
할 가능성이 었다. 둘째는 한국의 정책적 단계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정당
성 문제이다. 인권이나 민주화와 같은 보면적 주제와는 달리 환경이나 노

동문제에는 발전단계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올 수 있다. 단지 주제의 선
명성만 강조한다면 간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급진화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38) 이신화국제기구의 동반자: 탈냉전시대의 국제 NGO 의 위상과 역할.. 1997 년 10 월
경실련 세미나 발표 원고.

39)

이신화， 앞의 논문 .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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