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

회

l

”;
L

앙

진주교대

본 논문은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전개 과정을 변혁이론적 맥
락에서 추적한다

1960 년대 이래 학생운동은 1990 년대에 시민운동을 거

치면서 전통과 근대의 모습에서 탈근대의 외양을 취하였고 그 형태로 포스
트 모더니즘적인 다양화된 주체와 이슈를 취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어
두운 측면의 전통과 부정적 근대를 강고 산다 오히려 근대성을 완수하지 못

한 한국사회는 비판적 모더니즘이 유효하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운동이 지적
허영에 지나지 않는 사회이다. 물론 한국사회는 전통적 계급론적 시각과 더
불어 성， 세대， 지역， 계총， 환경， 등 다층적이고 다계급적인 시각을 요구하
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치적 보수주의를

취하는 학생운동이 한국사회를 추동하는 근본요인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민
족통일과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주요 세력으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다
른 하나의 문제로 남는다 통일， 인권， 지구적 연대가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
평으로등장해야한다.

1. 서 론
한국근대사는 발전주의적 성장모텔의 권위주의적 통치 이념의 지속적 관찰을
요구하는 5 . 16 경향성과 분배정의와 민주주의적 국가이념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4 . 19 경향성 간의 길항이었다(박광주 1990 , 324-326). 이러한 경향성에서 학생운
동이 제기한 과제는 ‘근대화’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그 과제란
*이 논문은 1996~1999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인문 -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

에 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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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구화인가 전통의 현대화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무

엇이 먼저 근대화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 전략， 전술
은 어떤 것이고， 그 주체는 무엇으로 설정하며 그 근대화를 막는 요소들은 어떤 것

들인가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에 앞서 과연 근대화란 바람직한 것인가라

는 반성까지를 폭넓게 성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정치경제적 이론구
성으로부터 미시권력으로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논의와 그것

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그 논의들의 실재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혼란스러운 공서상태에 있어 논의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

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제와 소외의 이념적 특수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은 자유민주주의， 민중론， 마르크시즘과 사회구성체론 등의

사유와 인식의 틀을 수용하였고， 또한 그 수용과정이 현실적 탄력성을 상실한 결
과 퇴조도 빨리 다가 왔다. 1990년대의 학생운동은 거대 이데올로기보다 미시 권

력과 개인적 욕망의 표출이， 정치경제적 체제보다는 과학과 정보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리라는 것，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큰 변화를 치러야 할 것이라
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0년대의 상황은 이처럼 변화해 갈 각양의 삶과 의식

에 대한 지적 성찰과 변화에의 대응이 충분히 논의된 것 같지는 않으며， 그것들은
앞으로의 우리 대학사회가 모색하고 검토하며 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념투쟁 중섬의 기존의 학생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국내적 상황

과 구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자본과 노동의 유동성의 증대， 경
제의 지구화 추세 등의 새로운 국제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한계에 직면하
게 된 것이다.
학생운동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것이다 진보적 문제제기-잠정적 타협

(modus vivendi)- 수동혁 명 (passive revolution) 과 보수적 근대 화 (conservati ve
modemization) 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학생운동은 해방공간에서의 탈식민 토지개혁，

4. 19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적 산업화(근대화) , 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통
한 민주화 등의 모든 중심의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선도적 투쟁을 담당하여 왔
다(최장집 1988 , 195-207; 박명림 1995) . 이제 학생운동은 지구적 연대와 통일이

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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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의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목표로 하는 비조직적 학생운동기를 거

쳐 1980년대 학생운동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군사정권과의 전면적 투쟁을

위한 과학적 변혁이론을 추구했고 그것은 변혁적 실천담론으로서 마르크스 레닌
주의와 주체사상의 급진적 확산을 가져오는 기제로 작용했다. 1990년대 초반 마르

크스 레닌주의의 진원이었던 소련 동구가 무너지고 ‘변혁의 동반자’ 로 여겼던 북
한마저 붕괴와 몰락이 예측되는 순간에도 대학내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은 여전히 견고하고 이에 반하는 이론들은 ‘개량’ 이라는 낙인하에 철저하게
배격당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대학에서도 마르크스 레

닌주의의 위기가 도래했고 이는 더 이상 ‘통일 노동해방 의 구호만으로 학생운동

이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현 시기 학생운동권은 진보학계가 ‘맑스주의의 위기’ 를 인정했듯이 그들도 ‘근

대적 이론’ 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할 것을 요구받았다. 고전적 맑스주의에 기반한
NL/PD식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노동과 자본’ , ‘미제와 통일’ 로 모든 것을 환원시
켜 세계를 해석했던 총체성에 근거했던 학생운동 나름의 근대적 방식들은 대학사

회의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층적 성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세계의 사상사적 맥락에서 전통과 근대성에 대한 반성은 근대성/근대
적 이성을 자처하는 보편성에 대한 인식론적 권위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고， 한
공동체의 개별적 전통의 권위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다. 근대성이 보편적이며 획
일적 진리인 과학적 세계관， 서양의 근대적 전통을 뒷받침하는 이성의 유일한 권
위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무한히 다양한 그리고 전통의 상대적 권위를 주장한다.

그런데 서양밖의 문화권에서 전통과 근대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
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박이문

II.

1995. 332-337).

근대한국사회와 학생운동

다른 나라의 경험과 달리 한국 학생운동의 가장 큰 특정은 그 역사성 또는 전통
성에 있다. 외국의 경우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는 집단행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은 정
국 사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돌출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의 경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소명이 바뀌어도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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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무게나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1)
사실 한국의 사회운동은 노동운동-노동자정당의 형성-새로운 사회운동의 성장

이라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제 1의 경로와 다르며，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지식인
주도의 혁명적 전위정당과 결합하여 혁명운동으로 나아갔던 러시아식의 제 2의 모

텔과도 상이하다. 다양한 저항운동은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계급투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성
장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층의 지식인 주도의 민족해방운동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지식인과 학생이 근대화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기 때문이
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역사발전

단계가 중첩되었다는 측면， 즉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공존하게 된 사정에
기인한다.
한국이 다른 제 3유형과 다른 점은 저항운동이 제도화된 진보적인 정당과 결합하
여 진행되기보다는 오직 순수한 ‘장외 정치 로만 존재했다는 사실이며 , 계급적 요

구가 주로 학생과 지식인들에 의해 주로 대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단과
반공체제가 가져온 ‘사회 해체’ 의 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학
생의 과도정치화와 사회세력의 과소정치화를 만성화하였다. 흔히 1980년대의 학
생들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의 역할이 학생을 대체할 것이라는 진화론적

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나 이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경로 및 한국사회운동의 제
3유형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었다.
학생중심의 변혁운동의 원형은 1960년 4. 19 혁명에서 이미 그 윤곽을 보였는데

학생， 지식인 주도성， 자연발생성과 폭발성

농촌의 침묵과 도시 중심의 봉기， 정

권에 대한 반대에서 반체제 민족민중운동으로의 발전 둥이 그 내용을 이룬다. 이

러한 저항의 양상은 전통사회 이래로 고착되어온 한국의 독특한 중앙집권적인 지
배체제 혹은 한국 전쟁과 분단이 조성한 독특한 정치 지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저항운동은 제도화， 조직화 양상을 지니기보다는 오랜 기간의 소규모
의 조직화 작업을 거쳐 특정 국변에서

‘폭발적으로 분출’ 하는 집합행동으로 표현

되며， 일정한 정치적 공간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식인 중심의 비합법， 반합법

1) 한국학생운동의 논리 및 존재근거와 륙수성에 관한 것은 최문성(1 988 ， 113-134) 을 참고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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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한적인 저항과 음모적 조직의 형태로 존재한다.

4. 19에서 6월 항쟁에 이르는 기간의 민주화운동， 거슬러 올라가서 3 . 1 운동，
6.10 만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일제하의 독서회 사건과 적색 농민조합 운동에서
학생들의 중심적인 역할은 분명 세계사에도 이례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사회운
동에서의 학생 주도성은 운동이 체제변혁과 정치적 민주화에 갖는 한계와 맞물려
서 근대 한국사회운동사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아
직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경향적으로 보아 유교적 전통에서의 인문주의적인 지식
인의 우대를 오늘날 학생과 지식인의

‘사회내적 비중’ 의 기원으로 파악하는 역사

적 설명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계급형성 간의 괴리에

서 그 원인을 찾는 경험분석적인 설명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전통사회에
서의 지식인의 위치와 근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의 지식인의 위치를 통일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운동에서의 주체형성과정은 다양한 집단적 경험

과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학생， 지식인 주도성 역시 앞에서 말한 바 후발 자본주
의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편차를 무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념적， 보편주
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학생과 지식인의

‘정치적’ 역할은 사회의 분화와

균열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즉 전통사회에서의 신분적 균열과 근대 자
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익집단으로서의 균열， 계급적 균열이 가장 전형적인 균열의
양상이라면 인종， 성， 지역 등으로 인한 균열이 부차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 근대 한국은 사회집단간의 이익에 따른 균열보다는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정
치공동체가 주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효과가 훨씬 압도적이었다. 식민지 시기 이
후 민중운동에서나 계급운동에서도 순수하게 집단의 이익을 내세운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집단의 이익을 전체의 이익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동료나 외부자
의 지원을 얻을 수 없는 정치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족，
국가의 대의가 여타의 사회적 균열을 압도하는 조건에서 마르크스의 생각과는 달

리 학생과 지식인이 보편계급으로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1980년대 운동에서도 계급투쟁적 언술보다는 민족해방의 언술이 학생들과 재야

지식인들에게 더욱 더 강한 기반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조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한국에서의 운동의 주체는 ‘사회 세력’ 이라기 보다는 주로 학생과 지식인이
었다. 언제나 대학과 교회가 운동 조직화 네트워크 형성의 주요공간으로 기능하였

다. 한국에서의 대학과 교회를 근거지로 한 분산적이고 산발적인 저항， 비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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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화 및 특정한 시기에서의 분출적인 저항행통은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를 볼

수 없는 희귀한 현상이다.

대학과 교회의 운동의 자원은 억압적인 국가하의 조직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
능한 것이기도 했으나 대학이나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의 반영이기도 했다.
즉 한국이라는 유교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생산대중의 조직

력， 금전 등에 비해 도덕적 자원은 훨씬 영향력있는 운동자원이었다. 즉 학생과 교
수들이 운동의 전변에 나선 중요한 배경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적， 계급적 약학관
계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성균관 유생의 시위에 거슬러 올라가는 지식인의
여론동원적 운동의 역사는 대단히 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역설적으로

그 한계를 조건짓는다. 즉， 도덕과 정치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

다. 유생이 시위한다고 해서 유생이 집권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은 양심가이
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국민들의 도덕심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고 정치가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들어서

도 여전히 학생과 교회만이 저항적인 ‘사회’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변동에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운동가들은 이러한 점을 무

시하고 오로지 서구적 기원을 갖는 계급의 모텔， 정치역학의 모델만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 입 하려 했다(김 동춘 1997 , 71-77)

그런데 학생운동의 참여계기로 사회적 사건과 조직에 못지 않게 결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은 중요한 타자이다. 사회적 사건이나 변동이 있을 때는 중요한 타
자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중요한 타자는 지속적인 관계는 물로 단 한번의 만남으

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자는 동문 선배，

동아리 선배 등 혈연， 지연 등의 전통적 요인에 의존하는 것이 대다수이다(신선영

1997 , 46-48).
각 시대의 대학생들은

4. 19 혁명의 기억과 6 ， 70년대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광

주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가진 가장 조직화된 세력이었다. 과거 운동의 기억은 학

생들의 집단적인 문화 속에 녹아들어 그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사였
다. 비록 대학이라는 제도속에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대학제도보다는 과거의 기억
과 그 기억의 실체인 동문， 동향， 통아리선배들의 가르침이 사회화 과정에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에게서 현실이란 곧 대학이 아니
라 정치적 현실이었으며， 대학 내에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써클 그것의 학습과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

125

정， 집단적인 의식과 행사가 더욱 중요한 공간이었다. 삶의 존재조건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집단이 그러하듯이 학생 역시

‘과거’ (4 . 19 ,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 ,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정치사회현실과의 괴리가 저항운동의 가장 큰 동력을 형성
하였다(김동춘 1997 , 80-81).

운동 영역화하기 이전의 1960~70년대의 학생세력이 자화상을 그려나가는데서

유교문화적 장자의식과 선비정신의 사회심리적 틀을 제공했다면， 1980년대 후반
에 나타난 학생운동은 변혁을 지향하는 여러 부문을 취합하여 자신의 조직적 중심
주위에 둘러세우는 방식을 동원했다(이신행 1997 , 65). 학생운동은 쁘띠부르조아
로서의 자신의 이해보다는 민중 민족의 총체적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하여 민주-민
족-민중-계급의 담론을 발전시켰다(김동춘 1997 , 88-89). 1980년대의 학생운동은

정치경제적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반발과 1980년의 광주사태의 결과로 반미투
쟁， 민주화 투쟁과 더불어 통일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사회주의적 성

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반외세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학생운동의 이념적 지향으로
떠오르고 학생들은 보편성， 합리성 사회지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구조의 틀
을모색하게 된다.

111.

전통 근대 탈근대의 공존과 학생운동의 위기 -1990 년대

지난날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를 제국주의적 질서와 자본주의의 모

순구조에서 찾고 현상타파의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반대의 권리와 기회조차
인정하지 않는 개발독재체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의 이념이 학생운동 노선의 중요
기반이었다. 독재권력의

전면적

억압과 배제의 상황에서 상대적

양보 (relative

concession) 혹은 상호양보주의 (reciprocity of concession) 를 주장하는 최 소주의 자는
변절자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는 항

상 뒷전이고 당연히 기존의 것을 부수는 것에 열중하였다. 그들이 제시하는 변학
의 수사학에는 거창한 비전과 초라한 현실사이를 연결하고 행동의 빠진 연결고리

를 채워 줄 정책적 중간항을 모색하려는 지성적 사유의 노력이 미미하였다. 즉 이
들은 생산에 반하지 않는 인간해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대안을 성찰하고 설계하려
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정치적 수세에 몰리변 기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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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 모순을 찾아 수정하는 자기성찰적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타켓을 확대하면서 흐려진 ‘민주 대 반민주’ 의 이념적 대치선을 다시 선명하게 긋
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투쟁의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중산층에게 다시 국가에 대한 저항의식을 불어넣고 아울러 변혁세력에게 공통의
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특히 캠페인식 운
통의 연례행사 (c외.endar movement) 처 럼 통일문제 를 쟁점 화하고 이 에 기 대 어 느슨해
진 중산층과의 연대고리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영역 확장을 방해하는 진보 혁신 진영의 ‘적’ 은 자본과 국가
에 대한 적의를 달래면서 모랄에 반하지 않는， 전략과 생산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는 자신이었고， 학생운동은 항상 정권과 자본의 위기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반사적 운동이었다. 학생운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권
혹은 자본의 폭압과 이에 항거하는 대중이 존재하여야만 하였다. 정치적 사회적

위기와

모순이 대두하였을 때 운동이 존재하는 것이지 운동이 존재하기 위하여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필요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정
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세계질서와 사회현실은 급속하게 변화했고， 변화된 현실

조건과 주체역량에 맞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사회변화를 객
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운동의 원칙과 원리를 풍부화
하자는 주장을 개량주의로 비난하는 배타성을 드러낸다. 그들은 학생운동의 전반
적 퇴조와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위기의 근원을 학생운동의 노선이나 정책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권에 돌린다. 또한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일상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모순과 한계는 보지 못한 채 무조건 이념적
지형을 양극화시켜 상대를 제거하려고 한 학생운동의 좌절과 시련은 필연적이었
다. 이리하여 변혁의 사상과 운동은 마침내 그 자신에 대한 변혁을 서두트지 않으
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1990년대 학생운동에 요구되는 것은 역량의 회복이고， 이 역량은 물리적 정치적
역량은 물론 지적 도덕적 역량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학생운동권은 두 집단 즉 비판적 집단과 기능적 집단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집단은 기존의 혁명노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
3의 길을 모색하면서 계속해서 체제내적 변혁을 추구하는 비판적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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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할 것이다. 다른 한 집단은 대학 사회의 민주화와 학생복지를 도모하는 기능적
집단이다. 외국의 학생운동 역시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후 두 가지 경향으로 존재
하였다. 그 하나는 일본식 학생운동이고， 또 하나는 유럽식 학생운동이다. 일본의

학생운동은 당시의 일본 사회를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것이 심화되면 될수록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중투쟁이 일어
날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활동방식은 민중들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극단적인 폭력， 혁명투쟁으로 일관했고 그리하여 국가에 의해 전면 해체되는 좌편
향을 겪었다. 유럽식 학생운동은 학생들의 경제복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조합주의
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

한 존재로 전락하였다 2)
학생운동권의 민중적 담론이 주변화 된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1980년대
민중적 담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던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이다 현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학생운동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출발점
이 현실사회주의의 해체와 그것이 모텔로 삼았던 이론 마르크스 레닌주의 혹은 주
체사상-의 퇴장 등으로 인해 학생운동의 대중적 지지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둘
째로는 민중적 변혁의 현실성이 약화되고 지배진영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량

적 경로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화되는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자
본주의의 축적구조의 정착에 따라 계급구조화가 진전되고 그것의 정치적 반영으
로서 체제내적인 온건노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급적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적 측면으로서 민중적 담론 자체의 적극적인 심화와
개방화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학생운동의 위상과 관련하여 전체사회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학생운동권 내부의 분열과 학생운동 자

체의 자기폐쇄적이고 자기만족적인 활동방식이다. 넷째， 이념적 급진화와 함께 투

쟁 방법에 있어서의 과격화를 들 수 있다. 다섯째， 대학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학생

2) 오래된 조직일수록 강한 구조적 관성을 갖기 때문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힘들게 된
다. 그러나 구조적 관성은 그 자체가 조직의 생존의 전제조건이기 보다는 결과로서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조직의 재생산을 담보하는 신뢰도가 높은 구조는 매우 강한 관성
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행위양식은 점차 개인들에게 당연

한 질서로 자리잡게 된다 기딘스는 이렇게 당연한 질서로 자리잡은 인지지도를 실천척
지 식 (practical know1edge) 이 라고 명 명 한다 (Anthony Giddens 1979, 9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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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개인주의화 경향이 강화되었다(조희연 1995 , 300; 1997).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 및 통구권의 볼락， 군부정권의 퇴진. 포스트모더니
즘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 그로 인한 신세대 문화， 비판적 대학문화의 실
종에 따른 상업문화의 범람， 경제불황과 ‘대학개혁’ 으로 대학이 취업을 위한 도구

로 전락해버린 상태 등으로 인하여 학생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관념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학생운동의 내부분열， 무조건

적 통일론， 폭력 투쟁， 총학생 선거에서 드러난 운동권의 도덕성 상실 등으로 인하
여 학생운동은 대중적 선도성과 투쟁성을 모두 상실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의 실천적 담론의 큰 흐름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적인 것으로 19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적 담론의 약화와 퇴조
경향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수용과정에서도 충분한 이론적 축적없이 논쟁이 격화
되고 마르크스주의적 실천이 관념화되었던 경향을 들 수 있다. 둘째， 계급 담론의

퇴조로 포스트 모던 담론의 등장과 담론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상

대주의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실천지향의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난다 노동해방이
라는 근대적 문제의식과 성， 지식’정보， 환경 등 탈근대적 문제의식을 접합시키려

는 새로운 시도들이다. 넷째， 한국사회에 대한 고유의 모텔에 대한 담론의 증가이

다. 탈식민지적 주체적인 담론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근대 서구이론 수용 일변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문제제기도 활발하였다.
탈근대적 문제설정은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체계로서 운동 내부의
교조성과 관료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탈근대적 문제설정은 마르크스주의적 운동의 불충분함을 교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운동관을 사고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 준다. 계급담론에 의한 운
동의 한계를 인정해도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의 존재를 무시할 때 문제는 발생하며

탈근대적 존재론의 한계를 인정해도 이것이 근대적 인식론으로 발전하지 않을 때
허무주의적 보수주의로 발전한다. 근대성도 성취하기 이전에 등장한 새로운 포스
트모더니즘은 학생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1990년대의 학생운동이 추구해
야할 이념의 전범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남겼다. 그 결과 1990년대 전반기 학생
운동은 향후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탈근대적 문제설정의 도입과 제기， 후기 자본
주의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요청，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기존 쟁점의 재해석，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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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새로운 접속을 위한 전통의 재해석 등의 과제를 남겼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를 바

라보는 19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을 넘어서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차

원에서 삶을 규정하는 요소들의 존재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사회세력마
다 근대성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자본주의 개념과 근대성 개념의 상호연관에 대한
이해방식이 다르며 따라서 근대를 극복하는 방식과 전략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
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전근대적 사회의 잔재 혹은 식민지적 근대화의

잔재로 설명하는 일종의

‘근대화 완성론’ 이 있는가 하면 한국사회가 탈근대사회

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근대성에 관한 논의들은 생산양식으로

환원되지 않은 근대적인 주체와 삶의 형성메카니즘에 관한 이론적 관섬을 의미하
는 것이며 나아가 근대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탈근대적인 주체와 삶의 양
식을 창출하려는 실천적 관심과 연관된 것이다. 1990년대의 단절과 지형변화의 학

생운동을 근대성을 사유하는 이론적 실천적 경향을 총칭하여 탈근대적 문제설정
이라고본다

이는 기존 학생운동권이 좌파이념과 행동양식을 토대로 활동하는데 비해 비운

동권 학생운동은 후기산업사회의 핵심적 주제로 나타난 성， 환경문제 등 급속한
탈이념적 운동으로 운동의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안목을 요구받아， 다차원적인 지구적 차

원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보이면서 학생운동 자체의 민주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조희연

1997) . 결국 1990년대의 학생운동의 문화는 사회와 대학의 변화에 부응

하기 위해 주체와 관심사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성， 환경， 인권 등이 그 다양화의
내용으로 외연을 넓힘으로써 운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 1990년대는 이전의

‘민주’ , ‘진보’ , ‘통일 의 화두에서 혼란한 시기 대학의

임무와 정체성을 확인하며，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가’ 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작은 많은 이야기는 있으나， 큰

화두의 부재라는 중섬이 강화되는 주변의 확장이 아니라 중심-자본과 노동의 계급

관계 3)

_

이 약화되는 관섬의 분산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다. 선자유주의와 세계화

3) 계급은 사람들이 생산적 관계의 총체속에서 전수된 문화와 기대들을 가지고 그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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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사회적 저항과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폭넓고 논리적인 시대인식과 그에 대

한 소명의식이 뒷받침되는 대학문화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IV.

탈근대와 학생운동

한국사회내의 운동권의 기반 이론들은 서로 공명하면서 서로를 풍부히 하기보
다는 상호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전의 이론적 성과들을 천착 계승하기
보다는 그러한 성과의 축적을 방해하였다. 새로 수입된 이론에 의한 이전부터 존
재하던 이론의 축출과 교체만이 있을 뿐 이론간의 비판과 축적의 과정， 해체와 재
구성의 과정을 겪지 못하였다. 1990년대의 탈근대론의 도입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국내 유행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사회과학은 바깥 바
람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제대로 터잡지 못하고 성장한

당연한 결과로서 외부세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성찰없
이 그대로 직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구조기능주의와 맘시즘， 근대
화이론과 종속이론， 국가론과 세계체제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단절
적 유행이 바로 그것이다.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잘못

되고 비똘어진 근대’ 의 극복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남으로써 사회과학의 주체성
이 자기성찰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역설적이다. 한국 사회과학

은 외래이론의 모방 비판적 적용 자기이론 형성이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아직도
두 번째 단계에서

아직도 분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외래이론을

수용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전통사상을 계승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독자적 설명을 기도하고 있다 .5장에서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그 모델을 추종했던 이론들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포스트 모던 이론에 대한 1990년대의 호들갑
스러운 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것이다(임현진 a).

산적 관계를 살고 그들의 결정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문화적인 방식으
로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E.P. Thompson

1978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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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과시민운동

1)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제기
1990년대 들어 근대기점， 민족형성， 식민지 성격， 자본주의이행， 분단체제， 남북
통일 등을 둘러싼 열띤 논쟁에서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드러나면서 자각과
반성이 가다듬어지고 있다

1990년대의 근대성 논의가 촉발하게 된 배경은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의 등장과 사회주의권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지식인이 스
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펼연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서양에서 번성한 논의의 틀 속에

서 살펴보게 된 것이 바로 1990년대의 근대성의 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는 운동의 근대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운동의 독자적 특성을 찾는 논의로 발전해
가지 못하고， 서양의 이론을 번안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거나 구태의연하게 분단상
황의 특수성 논의를 재생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근대/탈근대라는 관계를 역사

적 발전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기에 전개된 변혁운동
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근대성 논의에 대한 논의는 제외시킨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학생운동에
서 근대성을 둘러싼 논의는 생산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근대성이라는 담론이 지
나치게 거대담론이고 20세기 한국사회에서 근대성의 문제는 어디에나 포섭되는

무소불위의 개념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모더니즘 시대는 단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봄으로써 자아로 간주되지 못한 많
은 타자들 一 육체， 여성， 유색인종， 자연， 비서구사회 -

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

를 가져왔다. 데리다는 서구 철학과 문화를 지배하는 이항대립이 악의적인 가치서

열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치 서열은 진리보장 뿐 아니

라 소위 열등한 항이나 입장을 배제하거나 평가 절하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런
=項的 형이상학은 실제를 외관의 우위， 남성을 여성의 우위， 이성을 자연의 우위
에 긍정적으로 위치 지우고， 나아가 열등하다고 가정되는 항을 부정적으로 위치
지우는 식으로 작용한다(스티븐 베스트/더글라스 캘너 1995 , 37 , 53). 후기산업사
회에서 인간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
성의 지배는 인간의 욕구와 가치를 억압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포스

트모더니즘은 이에 대한 도전이면서 억압된 삶의 욕구들을 복원하려는 운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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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정정호 외 1994 , 288).
‘포스트모던’ (탈근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바로 합리적 기획으로 표현되는

근대화가 더 이상 사회의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한
다. 예컨대 탈주술화 이후 합리적 기획은 항상 그 결과에서 위험부담이 나타나며

그것은 복잡한 사회 체계에서 더욱 더 증가한다. 산업화는 전쟁을 부르고， 환경공
해를 유발하고 인류의 물질적 생활 기반 전체를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화는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 (risk) 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계몽과 근대화의

불안정성은 바로 그 근대적 기획을 이끌었던 가치와 의미들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

다. 이것이 거대담론의 해체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던적 경향을 낳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러한 경향의 철학적， 문화적 표현들이다(심광현). 세계수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타자가 말하고 제한했던 서구 근대성 기획의 중심에 단순하게
보였던 곳에 이국적인， 새로운 낭만적 관심을 부활시키고，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문제시하였다(마이크 페더스톤 1999 , 220).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과의 단절， 임의성과 우연성， 파편화， 전위적 실험성 및
비역사성과 비정치성 등에 있어 모더니즘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더니즘의 논리적 계승이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아와 주체의 소멸， 임의성과 우연성， 제시의 현현(계시)을 믿지 않는

다는 점， 일원론이나 절대성을 배격하고 다원성과 상대성을 존중하는 비결정성이
나 비종결성 혹은 불확정성. 행위와 참여를 중시하는 점과 전통적인 계급적 질서
의 붕괴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구분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적， 인식론적 종합을 거부하고 총
체성을 오명으로 여기며 부분적， 파면적， 지엽적， 이질적인 것에 의미를 준다. 표
준화되는 소비 사회， 대중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과 개체성， 부분체를 인정한
다.
포스트모던적 사회는 바로 이런 상태， 상황， 형식이 지배하는 사회， 이질성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영웅이 사라지고， 구체적

인 ‘나와 너 ‘가 모두 존중되는 사회， 국가 기관의 통제력이 감소되고 개별적인 시
민 단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이다. 즉 과거
‘이성’ , ‘정신’ 이 중심이었던 것이

‘서구’중심적이고，

‘남성’과

‘비서구’ 와 ‘여성’ , 그리고 ‘감성’ , ‘마음’ 중

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이다. 결국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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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모던적 사회는 헤겔적인 정신의 변증법， 계몽주의적인 사유， 노동하는 주체의

해방， 자본주의적인 부의 축척과 같은 ‘거대 이야기’ (gr어ld recit) 혹은 ‘메타 이야
기’ (me때recit) 가 효력을 상실한 사회이다. 물론 이성과 감성， 문명과 자연， 발전과
미개， 서구와 바깥 타자의 엄격한 이분법적 구분을 고집한 근대화 기획에 대한 자
기반성에서 비롯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
다는 그 인식적 기초를 이루는 유럽 중심적 보편주의와 인간 중심의 일선적 역사

의식， 과학주의적 세계관의 억압성에 대한 의문 달기와 거부의 움직임이라고 하겠
다. 이에 대해 근대적 계몽에 내장되어 있는 불유쾌한 총체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이를 미완의 과제로 파악하며， 그 완성과 극복의 이중 과제를 강조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김호기 1997. 159).

이런 점에서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정치， 경제， 사회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총체로 본 것은 정당한 문제 의식이었다

단지 80년대는 조급성과 실천적

의식이 과도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사상돼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추상적인 원론

의 대결이었고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현실분석과 방법론적 모색이 없었다.
80년대에는 노동계급 단일 주체， 민중과 노동계급의 연대， 그리고 노동계급이 변
혁의 중심세력이 논의가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는 ‘복합주체’
가 등장해야 한다. 복합주체는 노동계급의 정체성(identity )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성， 환경문제 등과 결합하여 복수성을 띤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
의의 모순이 형태로 표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주체도 복합적으로 형성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세력은 노동계급일 수밖에 없다. 단지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동자본의 축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파괴， 성， 억
압， 인권침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되는 양상으로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자기가치화를 실현할 ‘주

체’ 의 다측면성(복합성)과 개방성이다. 과거와는 달리 노동계급의 구성 자체가 복
잡화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서비스， 지식노동 동으로 확대， 분화되고 있고 성적，
세대적， 인종적 구성의 복잡한 매개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생산하지 않는 특정

계급 분파나 성， 세대， 인종의 우위나 중심성을 논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

다. 이런 점에서 학생운동은 새로운 과제로서 근대적인 ‘단션적 해방’ 의 이념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광현) .

‘복합적 해방’의 새로운 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심

134

한국정치연구

제 12 집 저11 호 (2003)

한상진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변혁에너지를 추출한다. 그는 “보다 개방적인 역

사적 전망을 갖는다면， 즉 양면 위기로부터의 탈출로서 제 2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물변증법같은 거대이론， 총체성， 일사불란한 단일 전망，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통합주체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본권력 등 사회안의 특권구
조와 관료제의 침투에 대항하여 생활세계의 자율성， 차이의 놀이， 시민사회의 다
양성， 평등， 참여， 분산， 연대 등을 관철해 가는 변혁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
한다(한상진 1991 , 234). 중요한 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일정한 태도의 정
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자체의 만족스러운 규명에
어떻게 가까워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 시민운동의활성화
사회운동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행위이며 시장경제의 자기관철을 지지하여 생

명과 생활을 지키는 인간집단의 개입이다. 1990년대 한국사회 운동의 역사를 되돌
아 보아도 계급운동의 퇴조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인식할 수 었다.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 한때 고양기를 맞이하였으나， 장기적이 침체상황에 빠져 었고 학생운

동도 대중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일부 노동계층은 주관적인 중산층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학생세력도 다원화하였으며， 민족통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각각의 사회운동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분포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에 새로

이 등장한 시민운동은 그것의 실천 방향이 어떠하든간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중
산층， 화이트 칼라층 퉁이 중심이 되었으며， 실제로 1987년의 6월 항쟁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 것도 사무직 노동자 등 중산층 혹은 하급중산층이었다(이시재 1998 ,

108-109). 199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 양상은 ‘민중운동의 침체와 새롭게 등장
한 시민운동의 발전’ 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양상은 한편으로는 ‘민주개
혁이 일정한 진전과 외형적 경제성장’ 이라는 객관상황의 변화를 배경으로 다른 한

편으론 객관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조응하지 못한 구 사회운동의 이념과 전략의
경직성을 배경으로 대비되어 진행되었다. 이 시기 한국사회운동은 시민운동을 중
심으로 기존의 사회운동이 포괄하지 못했던 의제의 확장을 이루어 냈으며， 국민의
반응과 투표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과 국가에 부담을 주어 목표달성
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을 획득하였다. 환경， 복지， 여성， 경제민주화， 권력의 감
시 등 특정 계급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다급적 , 공익적 이슈들이 그것이며 ,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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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한 국가 및 사회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의 방
식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박원석 1998) .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에서도 시민 사회 조직과 함께 다양한 비정부 기구 (NGO) 의 활동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이끄는 집단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중산층’ 과는 다른 중간 계급의

성향을 보여주고 었다. 즉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노동， 여성， 환경，
지역， 소비， 문화 등의 운동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심정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中

民’ 의 성격을 갖춘 중간 계급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한상진).
한국의 신사회운동 역시 사회운동의 주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이슈와 주체，
그리고 목표와 방법의 면에서 종래의 민중운동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
동은 초계급적인 공공선 등을 문제를 이슈로 삼고， 주체의 측면에서도 계급적 주

체성과 구별되는 초계급적 주체성을 갖고 운동의 목표도 사회체제의 부분적인 변

화를 목표로 삼는 개량적 혹은 개혁적인 성격을 지니며 방법론적으로도 합법적인
투쟁방법을 취한다(유팔무 1996 , 378-383)

신사회운동은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 초계급적 집단화와 문화적 정체성， 직접
민주주의의 추구와 위계서열적 사회관계의 거부， 문화의 사회적 정체성을 위한 투
쟁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파편성과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자주성을 강조한다(김성국 1998 , 50).

그러나 이 같은 시민운동은 현실의 문제해결능력은 높였지만 사회변화의 근본
성을 많은 부분 탈각하고 있어 기층 민중의 삶의 질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마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가 가능하리라는 환상을 갖게 한다.

‘진보적 시민운

동’ 을 표방하는 부분이 있지만 운동의 주체 및 이념에 비추어 볼 때 , 이는 민중운
동에 대립인 성향을 취했던 초기 시민운동에 대한 반정립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
이며 이념성의 재구성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고(박원석 1998) , 한국의 시민운

동에 있어 지평과 주제의 확대는 긴요한 과제지만 지나치게 시사문제 (Advocacy)
지향적인 현재의 시민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다양한 풀뿌리 운동과 괴리될 위험성
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 -

어쩌면 ‘활동’ 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

의 이미지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이 향후 시민운동의 논의를 심화，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제진수 1999)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나 기업

의 관심과 물질적 지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과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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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고민해야 한

다.

‘시민운동의 르네상스’ 라는 표현과 맞물려 “머리만 있고 발이 없다”는 말은

국내 시민운동 단체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아직 국내 시민운동
이 소수의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사업전개’ 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장원 1999)
민사회운동이

시민사회 또는 시

‘국가’ 와 ‘시장’ 에 대등한 ‘사회권력’ 을 형성하고 21 세기를 ‘민의

시대’ 로 만들어 비인간적이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몇’ 을 넘기 위해서는 자율

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단
체의 도덕성과 자기희생에서 나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개혁을 돕는 길은 정부의 품

안으로 뛰어들거나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기득권세력에 대한 포위망

을 형성함으로써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다(손혁재 1996) .

2 포스트 모더니즘과 학생운동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학 문화는 혼합과 융합과 결합으로 나타나는 퓨전문

화와 두 얼굴의 문화 및 확실히 별난 문화를 특정으로 한다. 이제 학생들의 눈은
‘사회에서 자신에게로’ 돌려지고 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광장에서 동굴로’ 옮
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
는가가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며， 과연

‘역사는 끝났고 ,

‘나는 개인의 영달만을

꿈꾸어도 되는 시기인가’ 라는 물음을 자기 자신의 삶에 던져보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진다(박길성 외 1996 , 444-453).

오늘의 시대를 흔히 탈근대성 (post-modernity )의 시대라고 한다. 물론 이 표현은
현대를 서양이 주도해 온 문화적 흐름의 연속적 불연속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 표현마저도 ‘탈’해야 할 만큼 어느덧

진부한 기호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진부한 것은 ‘아직도 근대의 합리적 체계화를
내세우는 촌스러움’ 이 오히려 새삼스럽게 돋보일 만큼 재구성적 요청이 절실히 대

두되고 있기 때문이며 , 그것이 기호로 보이는 것은 누적되어 있어서

‘탈’ 해야 할

근대성의 두께가 실상 얄팍할 뿐 아니라 그러한 진상에 대한 인식조차 희미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문화적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갑작스레 밀려

든 많은 ‘좋은 이름들’-예를 들자면 ，민주주의， 자유， 인권， 개성 등 을 앞세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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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성이라는 다른 동네의 이야기를 우리의 해방 선언처럼 외쳐대며 값싼 통속적

개별성을 절대적 가치인양 추구하는 정신적 혼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렇게 본다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차라리

‘탈근대적 전근대성’ 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C 정재현)
1990년대 대학사회는 급속하게 건강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대학 문

화는 ‘정치운동’ 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고 따라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청년문화

보다는 ‘문화 운동’ 이라는 용어가 훨씬 자연스러웠고 모든 대학 문화를 운동적 관
점에서 바라보는 즉 전체 학생운동의 하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었

다. 그리고 1980년대의 학생운동이 풍물패나 노래패가 문화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들을 만들어 주었지만 현실 사회주의 붕괴로 학생운동 조직도 구심
점을 잃어가면서 그나마 풍물패나 노래패와 같은 대학 내의 의식적 문화운동도 쇠
퇴기에 접어든다(이동연 외

1998 , 43-45). ‘순수와 정의’ 를 지향하며 사회개혁을

갈구했던 대학문화는 1990년대에 이르러 다양성과 개성을 기초로 솔직함과 자유

분방함이 형성되었지만 전망의 부재， 대안의 부재로 인하여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총체적으로 개혁하는데 관섬이 없으
며， 소비적인 대중문화에 흡수되는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정적 측면에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운동의 진영이 가지고 있던 ‘민주화’ 라는 보편적 가치는 오늘
날의 대학 사회에서 상대화되었다. 학생운동의 정당화 기제였던 이런 보편적 가치

가 상대화됨으로써， 기존의 학생운동이 부과했던 정체성 또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부담스러운 어떤 것으로 다가왔다. 이와 동시에， 기존

의 학생 운동이 표방했던 분단된 조국의 통일 또는 계급해방이라는 이념적 지향들
또한 의문시되거나， 더 이상 대중에 대한 포섭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문

화적 공백 상태 속에서，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기존의 교육 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
는 자본주의적 규율 체계， 행동 양식， 자기 표현 양식， 지배 계급의 정체성 등을
내면화하거나， 이에

‘개별적’ 으로만 저항하고 있으며 대학의 주체적인 문화의 부

족으로 인해 대학문화가 대중문화에 의존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과 그로부터 파생되 는 “나는 나” “너는 너 “라는 따로따로 문화의

신세대 문화， 그리고 운동권의 퇴조 속에 대학문화는 많은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
한다. 1980년대 운동권 문화가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며 민주， 민중 이데올로기의
이념을 주춧돌로 삼아 대항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면， 90년대 신세대 대학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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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다양성’을 모태로 하는 자유 분방함과 솔직함에 었다 하겠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걸쳐 동구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몰락이 진행되면서 진보 담론의

급속한 쇠퇴를 가져왔다. 그리고 영상 세대의 등장과 신세대 문화， 대중 문화의 쾌
락주의가 나타난다(김창남

1998 , 111-118).

1990년대 이후 만연되고 있는 대학의 탈 정치화， 개인주의， 소비주의 문화는 대
학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대학생들이 보여 주는 문화적 특성은 불확

실하고 이중적으로 보인다. 기성문화에 대한 생각있는 저항보다는 거부감과 반발
심의 표현 정도에 그치고， 따라서 그들의 문화 행동 또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새로

운 저항 문화를 형성하지 않는 즉홍적인 놀이 문화이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허무주의와 냉소적 현실주의， 소비지상주의가 남았
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은 진보와 이상에 대한 체념을 부추겼

다. 대학에서도 진보적 유토피아와 새로운 가치와 윤리 , 민족의 장래와 통일과 같

은 거대한 담론은 사라지고 비합리적 소비주의와 고시열풍과 같은 계산적 합리주
의， 일상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탈출하려는 육체적 쾌락주의 둥이 모든 논의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성이나

주체， 총체성의 해체가 아니고 삐풀어진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부단히 그 대
안을 제시하려는 깨어있는 이성이 필요하고， 과거 진지하고 치열했던 청년문화의

저항성은 계승되어야 한다 4)
“아직도 불합리한 전통성이 매우 짙고， 근대화의 기획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사회에서 섣불리 공허한 언어와 의미없는 언어의 나열로 운동의 성실성과 진
정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탈근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서구에서

근대화는 곧 종교적 독선이나 편견에 대한 합리주의의 승리를 의미했고 맹목적 권

위와 전통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계몽적 해방의 담론과 실천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정재

현) .
1990년대의 학생운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정적 경향인

4) 최규황， “대학의 변화， ‘한총련의 내막과 파장’

‘독단론’ 이나

회의

현재 대학 문화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과거의 문화적 통념으로 현재의 대학 문화를 상대화시켜 버리는 일종의 억
압 가셜이라는 의견도 있다(이통연 외

1998 ,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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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만 같다. 독단론은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이성만을 절대

화 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이고 회의론은 어떤 원칙도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를 일

반화한다는 점에서 무정부적이다.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회의론은 결
국 또 다른 종류의 독단론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21 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
에서 포스트모던이란 개념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 포스트모던이 우

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벗어나기 위한 미래론적 대안이 아닌 이미 과거 80년대
의 메타서사이론에 대한 비판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김봉걸

1997)

3,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복과 변혁이론의 복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한 변형 .. (백낙청

1985 , 339) 이고， 하나의 역사

적 현상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도덕적이거나 도덕화하는 판단에 의해 개념화
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범주적 오류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Jameson

1984 , 53

93) .
우리가 'post'’ 의 의미를 탈이라기 보다는 모더니즘의 이후(후기) , 그러니까 기

존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면，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독자성이나 새
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한상진 · 김성기

1991 , 284) 근대의 완성 혹은 재구

성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하
버마스인데， 그는 이성의 규준에 맞추어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모더니티의

이념은 결코 붕괴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윤평 중

1992 , 284).

1980년대 한국사회는 ‘기술의 근대성’ 을 앞세워

‘해방의 근대성’ 을 철저히 억압

해 온 파시즘 체제에 맞선 대중 운동의 거대한 분출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반화된 해방의 담론은 윌러스틴의 말대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일괴암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들뢰즈가 볼적 경직성으로 분류한 바 있는
격자들에 얽매임으로써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 채 대중적

‘규율주

의’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그에 반해 1990년대는 일단 파시즘적인 억압구조가
느슨해진 틈사이로 분출한 대중적인 욕망(분자적 유연성의 형태로 확산된 욕망)
이 소비자본주의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바로 분자적 유연성에 고유한 방종의 위험

속으로 매몰되는 반대현상을 드러내왔다. 이런 진자운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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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제 3의 길， 즉 들뢰즈가 말했던 바와 같은 ‘탈주’의 길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경고했듯이 탈주선은 ‘자살적 탈주선’ 으로 흐를 고유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통상 들뢰즈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오독’ 은
‘자살적 탈주선’ 으로 흐를 위험을 간과함과 아울러 이것을 ‘생성적 탈주선’ 과 구
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들뢰즈의

‘생성적 탈주선’ 은 ‘외연적인 접속’ 만이

아니라 ‘내포적 접속’ , 즉 강도 (intensity )를 생성하는 접속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

기 때문에 해방적인 주체화양식에 따르는 고유의 자기조절적

‘윤리’ 의 생산을 수

반하고 있다(섬광현 1998 , 2 1).
1990년대 한국사회는 “모더니즘과 그 확산으로서 포스트 모던적 실험들에 지쳐
있으며 어떤 새로운 통합을 바라고 있고.. (다니엘 벨 1992 , 284) , “현실에의 매볼과
현실로부터의 단절에 저항 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화적 경향 사이에서 균형

을 잡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그를 넘어서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담론을 전

개해야 한다(이정우 1997 , 171; 전규찬 1998 , 37).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에게 펼요한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비판적 모더니즘이다. 우리는 ‘탈’
을 단순히 벗어난다의 의미로 보지 말고， 순수한 우리말로 할 때의 가면을 뜻하는
‘탈’ 과 사고를 낸다라는 의미의
서

‘탈’ 은 나쁜 근대성을

탈

‘탈’ 이라는 두 개념을 모두 끌여들여， 그 효과로
내어 근대성으로 회복시키고， 근대성의 나쁜 면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탈’ 을 씌우겠다는 의도적인 접두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정정호 1997) .

‘근대’ 란 말만큼 진폭이 큰 단어도 드물다. 학자에 따라서 영 · 정조에서부터 20
세기말인 오늘에 이르는 2백 년이 넘는 기간을 넘나드는가 하면 진단에 대한 견해

차이는 백화제방격이다.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의 현상이 공존하는 오늘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앞의 현상들을 정리해 낼 것인가?
그러면 현 시기 변혁운동의 위상과 과제는 무엇이며 지향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현 단계 한국사회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 하의 권위주의적 기존 정당정치

질서가 포스트 ‘민주 대 반민주 구도’ 하에서의 새로운 경쟁구도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진보주의가 제도 정치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
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80:20의 사회’

에서 20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만 존재하는 구도로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보수주의가 급진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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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보수화했다는 사실이다.그 결과 진보세력의 비판 담론의 대중성과 보

편성 및 현실성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진보이
론이 펼요하지만 문제는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새로운 유행을 따라
가는 바람에 다양한 이론(마르크스주의 포스트주의 등)들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

라 그저 새 이론으로 수평이동돼 버렸다. 기성이론을 수용하고 학습하거나 모방하
는 측면이 더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논쟁이 주였으며， 또
그런 논쟁들은 실천을 통해 길러지거나 검증되지 못함으로써 상당부분 교조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좌파에 대한 관섬들은 오늘날 새로운 사회세력의
형성으로 귀결되지 못했고， 그 결과 오늘날 좌파에 대한 관섬을 상대적으로 약화

시킨 것이다. 즉， 한국의 좌파는 아직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정체성을 획득하

지 못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과정의 일정한 진
척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좌파 입장을 수용한 이유가 많

은 사람들의 경우 ‘반자본’ 이 아니라 ‘반독재’ 였다는 점 때문에 민주화의 일정한
진척과 더불어 이들은 곧장 좌파적인 입장을 버렸다. 좌파이론가들이 새로운 상황

에 적합한 논리와 운동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시민운동적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전취(戰取)해 내지 못했으며， 90년대에
들어서서 노동자 · 민중운동이 대중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역량의 급속한 축

소와 이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에 적극 결합하고 운동의 이론적

무기를 제공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첫째， 수입이론

사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았다는 것， 둘째， 구조적인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대중의 일상적인 문제(예， 민

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 · 전략과 실천이 미약했다는 점이다 실천운동
과 관련된 문제점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대중과 지도부간 의식 차이가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지도부가 조직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중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 하기 보다는 추수하는 움직 임 을 보여 왔다는 점 이 다(송문홍 · 이 광필 1999) ,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고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유
토피아의 꿈을 실현하고， 우리의 거주지를 인간본성이 실현될 수 있는 에코토피아

(Ec otopia) (이진우 1998 , 136) 로 만들기 위해서 변혁세력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
인가?

일국 사회주의 모텔에 입각한 근대 이후 지향은 진정한 의미의 근대의 철폐가
아니라 근대의 연장 또는 또 다른 방식의 근대 따라 잡기에 지나지 않았고， 맹목적

142

한국정치연구

제 12 집 제 1 호 (2003)

근대추종과 낭만적 근대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려온 우리 사회에서 예정 설

정된 역사의 최종 목표로서의 근대 이후가 아니라 근대적 근대 이후의 상을 어떻

게 모색하는가를 우리에게 던져진 일대 공안이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근대성의
쟁취와 근대의 철폐라는 이중의， 그러나 하나의 과제의 수행이라는 역사적 요구앞
에 직변해 있다(최원식

1994;

김명인

1999 , 186-188).

울리히 벡은 한국사회를 기든스와 마찬가지로 위험과 불신의 측면에서 볼 때，
복합 위험사회라고 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를 반성하고 밑으로부터

사회를 형성하는 하부정치를 활성화하며， 한 시대 전체， 즉 산업사회 시대의 창조
적 자기 파괴성을 의미하는 성찰적 근대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근대화’ 는 완성되지 못한 서구의 프로젝트로， 완성되지 못
한 현재 진행형의 근대화가 급속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근대성을 왜곡， 결핍， 변
질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후발 국가의 경우 오히려 전통에 의해 근대

화를 조명할 때 본질을 보다 냉철하게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든스와 벡은 제

도의 영역， 래시는 문화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지식과 비지식을 성찰적으로 사
용， 현대의 예측불능성을 통제할 것을 제안한다(앤소니 기든스 외

1998) .

조희연은 억압의 다면성과 다차원성의 인정을 통한 복합적 해방 프로젝트의 추

진， 권력의 자기 절대화와 자기 은폐화에 대한 민중적 통제와 감시， 국가권력， 정
치권력을 넘어선 사회권력의 강화 및 범 지구적 연대의 문제를 진보적 이념의 새
로운 확장을 구성하는

원칙과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특히 서구의 역사와 운동이

과잉보편화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역사와 운동은 과잉특수화되었기에 우리 운동을
어떻게 세계사적인 것으로 독해하고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성찰할 것인가가 중요
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조희연 l맺9 ， 122-137).

학생운동을 포함한 진보세력은 진보라는 관념에 대한 철저한 자기부정과 전복
없이는 새로운 진보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21 세기 역시 노동해

방과 인간해방의 사회건설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진보운동의 깃발은
사회공동체적 연대의 원리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취해야 한다. 한편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은 계급환원이나 계급해체가 아닌 계급중심적 관점을 견지하는 가
운데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다층적 포위전략과 복합적 해방의 프로젝트를 구사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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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학쟁운동의 새로운 지맹과 근대적 과제의 완수

-

통일 인권 그리고 지구적 연대

냉전체제의 종식은 문명사적 의의에서 볼 때， 인류가 탈근대 (post-modem) 라는

제 3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연속선 위에
서

‘마감’ (후쿠야마류의

‘역사의 종언’ ) , ‘정리’ (예컨대， 국민국가의 약화) , ‘마

찰’ (예컨대， 부국과 빈국사이의 갈등) , 그리고

‘시작’ (예컨대， 후기 자본주의의

등장)이라는 매우 복잡한 의의를 갖는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된 ‘사회적인 것
의 종말 (the end of the soci떠) , ‘형식성의 종말 (the end of normativity) ’ , ‘지식인의 죽

음 (the end of the intellectuals)' , ‘아방가드르의 죽음 (the end ofthe avant-garde) ’ , 그리
고 보편적인

‘세기말 (fin-de-millennium) ’ 적 정서에 관련된 문헌들은 모든 구식틀

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점차 발전하는 것을 뜻한

다. 차이의 광범위한 영역 내에 좀더 유연한 보편구조를 동반하는 새로운 틀은 인

지되거나 인내하는 것이다. 새로운 틀은 이전처럼 우리가 정서적으로 압도적인 포
용이나 자아， 위협적인 만남으로 인식했던 것을 배제하거나 억압에 대해 엄격하게
저항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다(마이크 페더스톤 1999 , 216-217) ,
그러면 21 세기의 한국사회의 위상과 과제는 무엇인가?

21 세기의 세계화는 세계체제내 강자들의 잔치이자 도박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적 근대화 이후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그 연장전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는 돌진적
산업화의 부작용과 냉전체제의 폐해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대신 우리 무한경쟁을
정당화하고 그 도태를 합리화하는 정글의 법칙에는 냉전을 제어할 브레이크마저

녹슬어 있다. 그럼에도 지구상에서 세계화라는 담론을 가장 애용하는 나라는 한국

5) 조현연， “설업대란과 ‘위기’의 한국사회 : 시장지상주의적 신자유주의와 진보운동
htφ·νsoback .kornet

21 .netJ-vic2 1/data/chohy .htlm , p. 5.

비트리오 회슬레는 서구 사회에서의

진보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맥락에서 생산성을 통한 사회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진
보주의자. 포스모더니즘의 맥락에서 객관적 가치를 포기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추구

하는 청년 진보주의자와 계몽주의의 전통에서 보편주의적 이념을 추구하며， 이러한 이
념은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녹색론자인 고전적 진보주
의자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Hosle

1991 , 38-42: 이진우 1998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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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 인종， 환경， 반전 등의 작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한국의 민족문제와 계

급문제는 아직 큰 이야기로 남아 있다. 한국의 21 세기 준비는 무엇보다 통일문제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식민과 냉전으로 얼룩진 20세기식 세계화가 남북한의 동시
위기를 초래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21 세기식 탈근대적 세계화에 동

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근대화 프로젝트에 민족적 역량을 결집
하는 일이다(전상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인간에 대한 모든

착취 · 억압 · 차별(계급적 · 성적 · 인종적)이 철폐된 세상이고， 이것은 ‘인간해방’
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인간해방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모든 인간
이 상품(임금노예)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간으로 사는 사회(인간해방， 인

권의 정치) . 나아가 자연과 함께 하는 사회(생태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통일된 단일민족국가이며 사회 경제체제는 자본주
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다

이

체제는 모든 차별，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노희찬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위장은

빈곤으로부터 해방， 민족적 억압과 간섭으로부터 해방， 계급적， 성적， 각종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 폭력으로부터 해방， 분단과 냉전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해로부터 해방， 모든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비인
간적 관습으로부터 해방의 6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진보이며 이를 추구하는

세 력 이 바로 좌파라고 주장한다 6)
문명이 전환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
면 사회체제가 변화하고， 인간의 정신이 변화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활

6)

송문홍 외.

1999

“세기말 한국 좌파의 현주소 .. r신동아~

그들은 서구에서

(1 999/1 1).

‘제 3 의 길’ 이란 좌파가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면서 국가권력을 이용

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원리를 확대하고 탈규
제를 시행하려는 하나의 수정된 좌파 전략으로 나온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문제 자

체가 그런 데에 있지 않았고， 그런 것이 실현될 정치적 기반도 없다고 평가한다 따라

서 ‘제 3의 길’ 은 하나의 정치적 유행일 뿐이다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참조는 해야겠
지만， 직접적인 함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제 3의 길은 그 발상지인 독일 영국에서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사회복지 후퇴 등 신자유주의적 본질 때문에 유럽 노동자
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송문홍

· 이강펼， 앞 글

민중

한국사회 와 학생운동’ 전통， 근대 그리고 딸근대

양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대국가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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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시장체제〉가 변학되고， <개인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가 변혁

되는 것이다. 문명이 전환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회체제， 새로운 생활
양식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의 과제는 새로운 문명(정신-체제-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역사의 볍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또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창조 체적으로는 비서구문명의 부활과 재창조 -

구

일 것이다. 그 과정은 먼저 새로운 정

신이 나타나고， 새로운 사회체제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생활양식이 보편
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선 문명전환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정신의 문제이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여 서
구근대정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 근대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설명을 구하되

그것을 비교사적 지평에서 음미함으로써 과연 우리의 경우에 나타난 특질이 무엇
인가를 찾아내는 데 있다.
우리가 근대 재구성을 시도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대안적 사회체제 내지 문명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의 모순과 동학을 직시하면서 전근대. 반근대， 후

근대의 자산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한다. 우리의 사이비 근대성의 본질이 의식과
제도상의 식민화에 었다면 타율적인

‘모방의 근대화’를 자생적인

‘창조의 근대

화’ 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끈대의 담론은 유사근대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는 블랙박스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맘과 몸’ 에 있음을 가르쳐 준다

‘역사

의 종언’ 이 선언되고 있는 작금， 우리는 거꾸로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
에 직면해 었다는 인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

며，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데 묶어 살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
여 있다(임현진 b)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고 격렬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고속변동을 겪어
왔다. 우리 사회과학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험사회’ 를 ‘건전사회’ 로 바꿔주

는 지적 전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과발전， 저발전， 미발전을 통합하
여 볼 수 있는 지식구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근대의 지배적 세계관인 보편

주의를 넘어서 현대세계의 억압적 요소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과학 고쳐쓰기’
가 요구된다

지금 범람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포스트론도 패러다임의 위기를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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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 주고 있다. 원래 사회과학은 서구에서 코스모폴리탄적 소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과학 고쳐쓰기를 위해 우리는 서구주의의 산물로서 동양주
의를 인식해야 하지만 또한 민족주의의 연장으로서 국지주의도 극복해야 한다. 우

리가 경계하는 것은 외래이론에 대한 무분별한 맹목이지 비판적인 여과를 거부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수주의적 사회과학이나 보편주의적 사회과학 그 모두 우
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 한국 사회과학의 올바른 미래상은 가장 토착적
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소재를 우리가 가공하는 데서 찾아
야 한다(임현진 a).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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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and Student Movement:
’fradition , Modernism and Post-modernism
[h미. maan 51ang

Chinju National University 아 Education

The pw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historica1 origins and development procedure of
Korean student movement in the context of revolutionary(refonnationa1) theory. Even though
Korean student movement , passing throu맹 the 1990’ s civi1 movement era , has shifted from
traditiona1 and modernistic to demodernistic appearance which took the position of diverse
subjects and issues of post-modernism since the 1960 ’ s , Korean society still has some dark
sides of tradition and negative features of modernism. In this aspect , critica1 modernism is
efficacious , the post-modem movement is no more than the intelhχtua1 vanity in Korea which
does not fulfill modernism in the true sense. It is true that Korean society requires such multilayered and multi- c1 ass perspectives as gender , generation , region , stratification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σaditiona1 c1ass perspectiv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udent
movement which takes the cultural liberalism , economic neo-liberalism and political
conservatism is the fundarnenta1 factors which drive Korean society , how to organize those
into major forces of national unification and socio-economic democrtization is another
problem left be비nd to be solved. In this regard Korean unification , human rights and globa1
solidarity should appear as new horizons and prospects of Korean student m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