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 세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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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이 한국의 기초적 커뮤니케이

션 질서에 어떠한 왜곡과 질적 변모를 카져왔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일상적 생활세계의 중추적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커뮤

니케이션 세계’ 에서 발현되고 있는 구조화된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근대’ 는 자유롭고

열린 비판합리적 토론에 기초하여 실존적 개인의 탄생과 숙의 민주주의의
성립을 돕는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구축과정이었다늠 것을 이
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 세계’ 속에 정착，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1) 실존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즉 병리적 커뮤니케이션의 만연， 그리고 (2)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약화， 즉

‘커뮤니케이션 제 3 영역’ 의 범람， 다이얼렉틱 (dialectic) 과 로고스 (Iogos)
의 죽음을논의한다.

1. 문제의 제기
1945 년 광복 이후 한국 사회가 반세기 동안 겪어 온 변동과 발전은 문자 그대로

격동적인 것이었다. 한국 사회가 그 동안 경험한 격동적 변동의 역사는 한 마디로
자본주의 적 산업 화를 모형 으로 하는 “압축적 성 장 ..

(condensed growth) 의

과정 으로

정리될 수 있다(박승관 1993 , 1996). 한국 사회가 그 동안 이룩해 온 고도의 압축

*이 논문은 1996~ 1999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인문

에 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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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은 본질적으로는 양면적이며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고밀도의 압축적 성장 과정은 분명

‘성공’ 과 ‘건셜’ 의 기록이기도 하였지

만， 이와 동시에 ‘파괴’ 와 ‘사회경제적 모순 심화’ 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첫째， 민족적 차원에서 한국은 그 동안 국제적 냉전체제의 틀 안에 편입되어 민
족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족전쟁의 유산과 상처
로부터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였다. 한반도를 그 동안 지배해 온 냉전

분단체제는

결과적으로 분단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 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 에도 극단화된
상호불신， 적대적 대립， 분열적 갈등의 질서를 이식하고 구조화시켜 왔다. 둘째，
정치 부문에서 한국은 그 동안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이고 정

통성 있는 민주적 정치 지배체제의 수립과 공고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
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국가정책의 최고 목표로 설정되면서， 그
밖의 여러 다른 가치들， 특히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장식물 또는 사치에 불과한 것
으로 받아들여졌다(1m 1987; 0 ’Donnell 1973. 1988). 이로 인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에 복속되는 상황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정당화되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급속한 외형적 성
장의 이변에서 왜곡과 기형화가 심화되었다.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권위주의적 정
치체제의 후견 하에 추진되면서 경제적 축적의 배분은 재벌과 소수의 특권 계층에

게 집중되는 한편 민중 부문은 상대적으로 이로부터 소외되었다. 정치권력과의 유
착 풍토가 정착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임종철 등. 1994). 넷째， 사회
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더불어 급속한

‘탈전통화’ (detraditionalization.

H않las. Lash & Morris 1996) 가 진행되었다. 전통적 가치， 규범， 권위가 파괴되고 그

구속력이 약화되었으며， 사회 체계 내부에 외래적이며 이질적인 가치와 행위 양식

들이 근대성의 외피를 입고 새로이 이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탈전통화 과정이
사회문화체제의 질적 도약을 통한 참된 근대화를 낳았던 것도 아니었다. 전통의

해체가 근대성의 정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전통성과 근대성의 왜콕된 접합’ 을

유발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기형적이며 이중적인 사회로 재조직되고 있다는 비판

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이처럼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성격을 띠면서 전개되
어 왔다(박승관 · 장경섭. 2001 참조).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체계 내부에 일련
의 특수한 ‘사회적 조직원리，’ 즉 사회성원들 사이의 행위일반을 규제하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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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규범적 질서를 사회 내부에 제도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였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같은 특징적인 사회적 조직원리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로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물질주의’로서， 한국인들은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물질적 가치， 즉

‘돈’을 물질외적 가치， 특히 정신적， 도덕적 가치보다 중시하고 숭상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 ‘돈’ 이 최고라는 인식， 그리고 한 인간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돈 이외의 비물질적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사회 전체에 널

리 확산되어 있다. 둘째， ‘불신주의’ 이다.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사회 성원들

사이의 공존과 신뢰， 존중과 포용의 정신이 파괴되고， 사회 성원들이 서로를 협동
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적대시하는 상황이 일반화되었다. 셋째，

개체주의’ 이다. 근대화 과정이 유발시킨 사회 성원들 사이의 상호 경쟁의식의 심
화와 불신주의의 섬화는 ‘나’ 와 ‘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개인중
심주의 또는 가족주의를 심화시켰다

공동체 중심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공동체적 합리성’ 보다는 ‘개체적 합리

성’ 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사회풍조가 널리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된 이러한 사회적
조직 원리들은 오늘날 한국인들의 일상적 생활세계 속에 깊숙이 내면화되면서 그
들의 가치체계와 개인적. 집단적 행위양식을 지배하는 규범적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사회적 조직 원리들은 사회성원 자신들의 신념과 행동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인들의 신념과 행동을 기대하고 예측하는 표준으로
적용되면서 전체 사회성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공유되면서， 한국사회의
적 현실’

‘지배

(paramount reality )로 자리 잡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한 사회의 구성과 작동방식을 결정하는 기초적 사회과정이며
토대로서， 사회의 구성과 질서와 변동 과정의 근원에 내재하는 중추적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사회의 변화와 근대사회의 형성， 그리고 탈근대 사
회로의 이행 경로는 반드시 당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또는 질서와 관련하
여 탐구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겪어

온 근대화 과정에 관한 이론화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심층적 커
뮤니케이션 질서에 대한 전면적 탐색이 긴요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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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한국 사회

의 주요 사회적 조직 원리들이 우리 사회의 기초적 커뮤니케이션 질서， 특히 일상

적 생활세계의 중추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에서
발현되고

있는 구조화된 특정들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의 마련과

이론적 체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한
국 사회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근대화 과정이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어떠한 질적 변모와 왜곡을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로 .근대 라 하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은 결국 다름 아

닌 자유롭고 열린 비판 합리적 토론이라 하는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구축 과정과 긴밀하고도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한

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
계’ 의 왜곡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1.

커뮤니케이션과 근대: 실존， 숙의， 민주주의

‘근대’ 라 하는 하나의 역사적， 문병사적 프로젝트와 커뮤니케이션’ 이 가지는
본질적 연관성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하나
의 주체적，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개인’ 을 형성시키고， 다시금 이들 독립적 개인

들을 상호 고립이 아니라 상호 교류의 열린 장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가교를 개설함
으로써， ‘개인’을 ‘사회’로 재통합시키며，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

적인 ‘민주 공동체’ 의 건설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놓여 었다. 다시 말하면， 커
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실존과 숙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합리적 개

인과 민주적 사회를 부양하고 출산하는 원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근대의 성립 토대
를제공할수있다.

커뮤니케이션과인간실존

첫째로，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적 개인의 실존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절대불가결
의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Jaspe엄(1 970 ， 56) 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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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고서는 자아에로 나아갈 수 없고， 고독해지지 않고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에 의하면(1 970 ， 56) ,

‘실존 커뮤니케이션’ ( existential

cornmunication) 은 개인들이 서로 만나되， 만나는 그들이 만남에 매볼되지 않고 각

각 주체적으로 독립적 개인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실존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적 개인들의

‘독립’ (independence) 과 ‘비고

립’ ( unisolation) 의 동시적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다. 만일 ‘내’ 가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남’ 에게 완전히 복속되어 소멸해 버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나’ 는 공허해지고 만다. 반대로 타인으로부

터 철저히

‘나’ 를 고립시켜 버리면 커뮤니케이션은 소멸하고 ‘나’ 역시도 궁핍화

의 길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 상황 속에서는 결코 참된 실
존 커뮤니케이션은 설현될 수 없다.
결국 Jaspers (I 970 , 1997) 적 의미의 실존 커뮤니케이션이 구현될 수 있기 위해서
는 ‘고독’ 과 ‘연대’ 가 동시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고독’ (s이itude) 은

‘고립’ (isolation) 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독’ 은 타인들과의 근본적 단절을 의
미하는 ‘고립’ 과는 달리 언제나 가능한 실존의 실현을 목표로 다른 주체들과의 커
뮤니케이션을 기대하며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는 존재상태이다. 실존 커뮤니케이
션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타인들의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Jaspers의 논의는

오직 참된 설존적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할 때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 의 탄
생이 가능하며， 이들 개인들의 재결합을 통한 합리적

‘사회’와 공동체의 건설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철학적 성찰을 함축하고 있다.
Mill (I 859/1975) 이 주장한 근대적
로 무장함으로써

‘개인’ 또한 ‘인간 정신의 도덕적 용기’ (p.33)

‘의견의 전제 (專制)’ (the tyr뻐ny of opinion , p.63) 와

‘관습의 압

제’ (the despotism of custom , p.66) 에 대항하는 한편， 자신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형

성하고 이러한 독립적 의견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 근대적
개인의 성찰적 주체성은 타인의 의견을 반추하고 비교， 비판함으로써 자기 자신만

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의견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무장된 실
존적 자유인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Lerner (I 958 , 50-51 , 96-99) 는 ‘근대성’ (modernity )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을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 생활과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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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지 아니한 원격적인 공적 사안들에 관하여 자신들의 주체적 의견을 형성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데에서 찾았다. Inkeles (1 973/1999) , 그리고
Inkeles와 Smith (1 974 )도 ‘의견의 성장’ (the growth of opinion) , 즉 다양한 공적 사안

들에 관하여 주체적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을 근대적

인간이 가지는 핵심적 심리 특성 또는 자질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곧 체계적

킴으로써 실존적이며 주체적인

‘의견 형성

과정을 촉발하고 가속화시

‘개인’ 의 탄생을 매개하는 전제조건이자 그 과정

이며 또한 그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숙의， 민주주의

참된 커뮤니케이션은 독립적이며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들 사이의 양방향
적이며 열린 상호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으로써 종합적

‘숙의 (deliberation) 를 촉진시키고， 그럼

‘대우주’ 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숙

의’ (deliberation) 는 다름 아닌 공적 쟁점에 관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열린 토론 과정
이다(박승관 2α)(); Bohman 1996;

Dryzek 1990).

Kant (1 781/1997 , 1784/1996) 는 계몽과 진보에 대한 인간 이성의 기여는 자유로
운 ‘공적 토론’ , 즉 하나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의

‘숙의’ 를 통해서

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개인성의 계발도 공적 토론에 의하여 실현
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믿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계몽 개념은 인간 이성을

보편적 기준에 끈거하여 인간성 자체의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숙의’ 의
과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ill (1 859/1975 , 21) 역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형성함으로써
인성’ 을 계발해 나가는 근대의 프로젝트는 연속적인

‘개

‘토론’ (discussion) 과정， 즉

‘숙의’ 에 의존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근대적 개인은 “자신의 실수를 토론과 경
험을 통하여 교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반드시 토

론이 있어야 한다(There must be discussion , p.2 1)고 주장함으로써 심층적

‘숙의’ 가

가지는 중요성을 철저하게 강조하였다. Mill은 근대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오류 가
능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방적 성찰성， 즉 ‘교정 가능성’ (corrigibility )은 끊임
없이 전개되는 ‘열린 토론’ 즉 ‘숙의’ 의 존립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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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열린 토론’ 에서도 “한 인간이 어떤 주제 전반

에 대하여 철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능한 모든 다양한 의견이
주장하는 바를 들음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다 (p. 21) 고 설명함으로써 양방향적 커
뮤니케이션으로서의 ‘숙의’ 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Inkeles (1973/1999) 및 Inkeles 와 Smith (1 974) 가 그리고 있는 ‘근대적 인간 모형’
(A Model of the Modem Man) 도 ‘개인성

차원과 더불어

‘시민성’ 차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근대적 인간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
도의

‘의견화’ ( opinionation) 로 특징지어지는 주체적 인간형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

시에 사회적 의견 체계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향성을 보임으로써 “주변
의 태도와 의견 분포의 다양성에 대하여 예민한 지각력" (p. 98) 을 보유하는 개방적

인간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근대적 인간형은 적극적으로 “의견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의 편차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p.98) 수 있는 정신적
개방성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 즉， 권위적 폐쇄를 거부하고 그의 사유 과정에 유연

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시민적 성격특성을 소유하는 존재로 기술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도 근대적 인간이 계발할 수 있고
또한 계발하여야만 할 개방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고전적 견해들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있다. 가령， Bohm때(1 996 ， 27) 또한 숙의를 “쟁론적 논술 행위 과
정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협력 활동에 가깝다 고 서술하고 있다. 공적 숙의에 부

여된 궁극적 사명은 다원적 사회 속에서 인간의 잠재적 갈등 해결 역량을 무한대

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살아있는 인간 공동체를 건설해내는 데 있다.
다양하고 대립적인 의견들 사이의 공동체적 상호 교류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즉

‘숙의’ 의 마당에 대 한 이 본적 관심 은 ‘공적 영 역’ (the public sphere) 에 관한 논의 로
정교화되었다.

Arendt(1958 , 52-58) 에 따르면 공적 영역 (the public realm) 은 상이한 관점들과 무
수한 입장들의 공존에 의하여 다원적 시민성이 실현됨으로써 인간 모두가 “더불어
하나 되기" (human togethemess) 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의 세계이다. 공적 영역은

그 내부에 복합적 의미체계의 공존을 실현시킴으로써 하나의 “전체의 회동을 위한
공옹의 마당" (the common m않ting ground of 떠1 ， p.57) 을 제공한다. 이 공동의 마당
안에서 각각의 의견 주체들은 서로 보고 (seeing) , 들으며 (hearing) , 또한 타인들에

의하여 보여지며 (being seen) , 들려진다 (being heard)

즉， 인간틀은 그 안에서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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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행 동하며 ’ (acting together) , ‘더 불어 말한다’ (speaking together) .

Habermas (1 962/1989 , 198 1/1984 , 1996/1998) 역시

‘공적 영역’ (the public sphere)

을 ‘비판 합리적 공적 토론’ (rational-critical public debate , 1962/1989 , p. 28) , 즉 ‘숙

의’ 의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그의 근대적 공공 영역은 “사적 인간들이 모여 공중
으로 하나 되기 .. (p. 27) 가 실현되는 영역으로서， 곧 사적 개인들을 공중으로 전환

시키는 숙의의 공간과 다르지 않다. 이 숙의의 공간 안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적 이익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 을 극복하고， 상호 조정과 이해를 추구하는 ‘커

뮤니케이션 합리성’ 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적 관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간들은 효과적인 양방향적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실현시킬 수 있을 때에만 근대

적 의미의 공동체적 숙의의 영역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관
심을 보편적 차원의 공동체적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이념과도 잘 부합된
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신념은 ‘사상의 자유 공개시장’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개념과 그 발생과정에서부터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사상의 자유 공개
시장은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표명되고 자유롭게 경합하며， 나아

가 궁극적으로는 진실되고 합리적인 공중의 집합적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데에서
정점을 이루는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Milton 1644/

1992) .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다양한 대립적 의견 소유 주체 사이의
열린 상호 교류를 통한 합리적 여론의 형성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확보의 필수
적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근대적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는 바로 서로 경합하

는 견해들 사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결정적
으로 의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공적 사안에 관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능동
적인

‘토론’ 즉 ‘숙의’ 에 의존하는 정치체제로 인식되었다 Dewey (1 927 , 1958) 는

커뮤니케이션을 ‘위대한 공동체’ (the Grεat Community )라는 사회적 이상을 구현하
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불가결한 도구로 선정하였다. 그는 위대한 공동체
는 서로 다른 집단간의

‘자유롭고도 전면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 (free and full

inter-communication) 이 활성화됨으로써만 구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의하면

사회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오직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다른 집단들과 유연하고도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변동

161

또한 그럼으로써만 그들은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공중’ 으로 변형되고 성장할 수
있다Dewey에게 커뮤니케이션은 이처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

요한 접착제’ 로서 위대한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초라고 인식
되었다.
특히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이 론가들은 열 린 양방향적 커 뮤니 케

이션으로서의 숙의가 합리적이며 고도화된 여론의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
의의

기초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Fishkin 1991 , 1995: Guttman &

Thompson 1996: Page 1996). 즉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공중의 평등하고 자유롭고 열린 참여가 실현되면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질적으로 보다 성숙될 수 있다고 본다 공중은 숙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쟁

점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합리적 추론 능력을 고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은 보다 정
교화되고 심층화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Gastil &

Dillard 1999: Kim , Wyatt , &Katz 1999: Wyatt , Katz ,&Kirn 2α)(): Yanke10vich 199 1)
결국 커뮤니케이션 개념의 본질적 의미는 바로 숙의와 민주주의의 이상과 직결된
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은 숙의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전제 조건이

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과정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
다고새길 수있다.

111.

한국사회의 실존 커뮤니케이션

지금부터 지난 반세기 동안 추진되어 온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가지고 있

는 핵섬적 특성들이 결국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질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
했는가， 특히 한국인들의 일상적 생활 영역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박승관， 1993 , 1994 , 1996) 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라 함은 일상적 생활세계 (the daily

life-world) 안에서 사회 성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구성

건설， 유지， 발전， 변형

되어 나가는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

계 안에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적 삶을 영위한다. 그것은 개인들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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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 해 (mutu와 understan띠ng) 에 기 초하여 성 립 됨 으로써 개 인들의

의식과 행동에 사회성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고립된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 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직화해 내는 의사
소통의 마당이다.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자원은 외양적， 지표적 관
점에서 놀라운 수준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는 신문과 방
송을 위시한 다양한 매스 미디어들이 급속도로 보급，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컴퓨

터를 비롯한 각종의 첨단 뉴미디어와 통신 수단들이 세계 일류국가 수준으로 보급
되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진정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풍요를 구가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정보사회에로의 진입을 경헝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외양적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풍요가 과연 한국인
들의

‘실존 커뮤니케이션’ 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 즉， 커뮤니케이션 테크날러지의 풍요 속에서 과연 한국인들의 실존 커뮤
니케이션은 어떠한 질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과연 그 동안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건강한 ‘개인’ 들과 소통적

‘사회’ 를 출산하였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지어 접근될 수 있다.

탄생하지않은 ‘개인’과병든 ‘사호|’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명제로 정리될 수 있

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사회에는 참된 의미에서
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개인’ 도 ‘사회’ 도 존재하

‘개인’ 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사회’ 는 이미

병들었다는것이다
한국인을 관찰하여 보면 사회적 관계의 사슬이나 전통적 인습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인격주체의 성립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
게 된다. 한국인은 혈연주의， 연고주의로 대표되는 각종의 집단적 사회관계망과
전통적 가치， 집단적 압력에 갇힌

눈치의 수인(띠 Á) 으로 한평생을 살아간다.

그는 생리적으로는 성숙했더라도 사회적 자유도 (degree

면 정신적 유아에 가깝다

of freedom) 의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틀은 아직

관점에서 보

‘집단’ 과 ‘사회’ 의

구속에 갇힌 ‘개인’ 아닌 ‘개체’ 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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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자아정체성은 일반적으로 타인 지향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남들의 눈치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사회적 통념과 집단적 요구에 예속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
미에서 한국인들의 자아정체성은 사회 의존적이며 집단 종속적이다. 그리하여 한

국인은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친척，
어른， 이웃，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과 집단의 간섭과 지도에 철저히 의존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여야만 할 일과 하여서 안 될 일
들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엄격한 기준들을 학습하고 여기에 종속되어 살

아가도록 철저히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집단적 압력에의 순응을 거

부하며 튀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대받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
분 여러 가지 형태의 가혹한 사회적 제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동안의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아직

개인 이 탄생하지 않은 이유

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독립되고 이들의 억압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사적 영
역’ (the private sphere) 의 형성과 발전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개인 생활의 숙성을 꾀할 수 있는 자율적이면서 외적 간섭으로부터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혼과 섬세한 감성， 그리고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자기만의 생활방식을 보
호받을 수 있는 은밀성의 영역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한국

에서 프라이버시 (privacy) 는 일반적으로 존중되지 않는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 도 병들어 왔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 과정을 경

유하면서 참된 의미의 공동체적 사회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집단’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주체적
만，

‘무리’ 나

‘개인’들은 ‘사회’를 구성할 수 있지

‘개체’ 들은 ‘사회’ 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구성원들 각각

의 사적 영역과 개성이 철저하게 존중， 보호되면서도 동시에 개체초월적인 공동체
의 이익과 관심을 매개로 하여 그들이 재조직됨으로써 상호분리와 상호관계가 동
시적으로 실현되는 ‘사회’ 가 건설되기 이전 단계에 놓여 있다고 파악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대형을 이루며 공존하여 살아가면서도 공동체적 관
심을 방기하고 오직 개체적 이익과 관심에 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인간 집단에 자발적 공공성이 부
여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체적 사회의 탄생이다. Arendt(1958 , 52-53) 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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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공공성이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치 하나의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둘러앉는 것처럼 조직되는데， 이 때 테이블이라는 하나의 공유된
세계는 구성원들을 서로 관계시키면서 동시에 서로 분리시킨다. 그럼으로써 하나
의 공공영역으로서의 사회는 인간들을 공동체 세계로 한 곳에 불러 모으면서도 인

간들을 서로 맞부딪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즉 Arendt의 설병은 사회성원들 사이

에 상호관계와 상호분리가 동시적으로 실현될 때 그 사회는 공적 영역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사회성원들이 상호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철저한 무관

계 속에서 조직될 때 그 사회는 공공성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그 근대화 과정에서 주체적 ‘개인’ 과 공동체적 ‘사회’ 의 출
산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모든 종류의 전래의 전통적인
권위， 도덕， 가치들이 붕괴해 왔으며， 그 결과 과거 이들이 행사해 온 규범적 통합

력이 극도로 약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내면화되고 제도화된
‘불신주의’는 “전부 도둑놈” 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식으로 사회
성원들 사이의 신뢰 체계를 급속히 붕괴시켰던 것이다.

‘어른’ 과 ‘선생’ 등이 행

사하던 권위가 붕괴되었으며， ‘국가’ 나 ‘사회’ 의 통합적 지도력이 상실되었다. 한
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만연하게 된 ‘물질주의 에 따라 극단적으로 심화된 상호 경

쟁의식 또한 사회적 신뢰와 그것에 기초한 도덕적 지도력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물칠주의와 출세주의가 지배적이며 획일적 가치로 부상하면서 사회 성원들 사이
에서
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의식이 널리 확산되어 나가는 반면 공동체 지향

‘우리 의식’ ( we-consciousness) 이 약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조직 방식 속에서 개별 사회 구성원이 거대한 인간 군집

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압력은 과거의 전통사회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To여ueville 1840/2α삐). 이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유능력과 행동유형을 개발함으로써

‘개인’ 으로

재탄생하기보다는， 거대한 사회의 강력한 집단적 압력에 굴복하고 그 눈치를 살피

는

‘개체’ 로 전환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개체’ 들로 구성된 인간 집단은 바람직한 의미의 공동체적
못하고 단순한 인간 개체의 불리적 군집으로서의
왔다고볼수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 로 탈바꿈하지

‘집단’ 또는 ‘무리’ 로 전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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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리적 커뮤니케이션의 만연
이러한 조건과 상황， 곧 개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사회는 이미 병든 현실，

개인과 사회는 탄생하지 않고 개체와 무리만 남은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하
는 사회 성원들의 설존적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질곡을 겪고 있는가? 한국의 ‘사
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왜곡， 퇴화， 기형화되고

있는가?
‘개인’ 과 ‘사회’ 의 발전 수준이 취약한 채

국의

‘개체’ 와 ‘무리’ 로 구성되어 있는 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에는 각종의 분열적이고 병리적인 커뮤니케이션

행태들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변 거리나 시장
통이나 지하철에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말을 끊
임없이 홀로 외치거나 되뇌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열된 자아，

좌절된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유발한 한국 사회의 병리적 커뮤니케이션 증후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말과 뜻이 타인블에게 원만하게 전달되고 이해， 수용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즉 공동체적 고려 능력을 상실
하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이웃의

‘무리 들로부터 자신의 욕구와 의

지와 개성을 체계적으로 묵살 당하기 쉬운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실패’

(communication f:밍lure) 가

‘커뮤니케이션 단절’ 또는

낳은 좌절과 실의가 이와 같은 비정

상적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병’ 이라는 대표적 한국병도 사실은 한국인들의
과 좌절이 낳은 일종의
회’ 가 소멸하고

‘커뮤니케이션 의지’의 굴절

‘커뮤니케이션 병’ 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개인’ 과

‘사

‘개체’ 와 ‘집단’ 만 남은 사회에서 인간들은 자기 자선의 의지와

소망이 존중， 보호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에게 묵살당하는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

출되기 쉽다. 그때 인간들은 이웃과 주변이 하나의 거대한 폭력 집단으로 자기 자
신에게 다가옴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의지’ 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

유롭고도 평화롭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억압이 낳
은 대표적 커뮤니케이션 질환이 앞에서 예로 든 상황이나 화병으로 표출되고 있
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오직 극단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만의 일로 치부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타인들과의 관계 맺기， 즉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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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실패나 부적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고스트레스 사회’ 라고 부르고，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느끼는 주

관적 행복 지수가 낮은 것도 사실은 한국인들이 처한 ‘실존 커뮤니케이션의 위기’
의 반영으로볼수있다.
한국인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욕셜’ 이 고도로 발전해 온 현실도 하나의 병

리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욕설의 범람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

회 전반에 확산된 불신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욕셜’ 은
커뮤니케이션 실패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감정적으로 극단화된 표현 양식

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좌절된 커뮤니케이션 의지의 왜곡된 표출의 한 가지 형태
인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굳이 욕설이 아니더라도 평소의 언어 행동에서 외국

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
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 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온 데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믿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유세나 연설도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어조로 행해지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러한 현상도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
이션 세계’ 의 기형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언어 행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병리적 현상은 ‘부

정 의문문’ 의 만연이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 한국
인들은 ‘단순 의문문’ 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자 할 때에도. -A라는 상품이 있나요 7" 라고 묻기보다

는 “A라는 상품 없지요? 라고 묻는 사례가 수없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관
행도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강력한 불신주의가 가져온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방
식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거둡되는 커뮤니

케이션 실패의 경험이 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속에서
의 타인과의 소통 방식을 이처럼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공유된 고도의 불신주의는 이처럼

‘불신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의 발달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본적 중요성을 띠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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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 진정으로 참된 연대와 소통의 실현을 매개하는 .영혼의 멤버십 ‘ (membership

in the spirit , Jaspers ,1 997 , 9 1)을 매개하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인간 본연의 실존적
커뮤니케이션 의지를 적실하게 실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공
간을 통하여 과연 소외되고 흩어진 고독한 개체들을 ‘진실’ 과 ‘하나 됨 ‘으로 재조

직해내는 참된 ‘실존 커뮤니케이션’ 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불어야 한다.

IV.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약확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얻어진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확충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발전은 진정한 숙의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하여 요청되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진정한 숙의와 민주주의
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은 그것의 ‘공적 영역’ 으로의 구조적 전

환이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
정에서 발생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의 기형화는 한국 사회의

‘숙의’ 와 ‘민주주의’ 기반의 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가?

‘커뮤니케이션저 13영역’의범람

앞에서 설명한 ‘실존 커뮤니케이션’과 ‘숙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를 관찰하면 자기지배능력 (self-govemance) 과 개인성을 상실한 지치고 억압되고

박탈된 주체들 사이의 도피적이며 낭비적인 중독 커뮤니케이션 신드롬이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깊은 뿌리를 상실한 표피적 상호매개가 만연하면서

‘과잉’ 또

는 ‘잉여’ 네트워킹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질주의를 앞세운 끝없는 경쟁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치고， 인간의 바다 속에서
언제나 외로운 한국인들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 박탈당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identity) , 자기 존중감 (self-esteem) , 사회적 인정을 회복하기 위한 욕구에 내몰리
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의지’ (Kommunikationswil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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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피 to communicate. J aspers 1997. 95) 를 옹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실존 커뮤니케이

션’을 수행할 능력， 즉 ‘고독’과 ‘연대’의 이중적 능력을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영역도 부족하고 ‘사회’ 또한 따뜻하지 아니하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곤과 스트레스에 쫓긴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인’과 ‘사회’의 영역 밖에서

‘제 3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창출하고 여기에 몰입

하는 것이다.
직장이라는 하나의

‘사회’ 적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한국인들은 퇴근 이후에도

가족과 같은 ‘개인’ 의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실존
적 커뮤니케이션 의지는 옹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장에서는 상

사들의 감시와 동료들과의 경쟁에 시달린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커뮤니

케이션하기 어렵고 외로웅이 극복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평균적 가정에서 행
해지는 부부간 대화는 단 세 마디

“밥 묵었나? 애는? 자재이”에 불과하다는 자조

적 비유가 있을 정도이다. 가족 구성원간 세대간 소통 체계 역시 단절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은 ‘소통’의 영역이 아니라 ‘취침’

의 공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가 성원들을 ‘개인’ 으로 머무르도록 허용하지도 않고，

‘사회’ 속으로

따뜻이 포용하지도 않게 되자， 한국인들은 지치고 다친 영혼을 위로받기 위한 실
존적 욕구에 순응하여

‘제 3커뮤니케이션 공간’ 을 개설， 발전시키게 되었다. 최근

범람하고 있는 노래방， 술집. PC방， 전화방，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사회적 공간들

과 각종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와 같은 사적 모임틀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정보

사회의 총아로 대두하고 있는 PC통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커뮤
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성립할 수 있다. 실존적 커뮤니케이션
의지의 충족이 원만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독한 군중들이 바로
정보 테크날러지의 지원 아래 PC통신의 채팅방과 성인방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

다.
‘제 3커뮤니케이션 공간’은 따라서

‘사회’와

‘가정’이라는 양대 커뮤니케이션

사막의 경계 지대에 개설된 인공 오아시스와 같다.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다치고
지친 영혼을 달래려는 일종의

‘보상적 커뮤니케이션 양식’ 이 제 3공간에서 펼쳐지

고 있다 제 3공간 안에서 한국인들은 목 놓아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다치고
지치고 외로운 영흔들을 서로 위무하고 위무받기 위하여 봄부림친다. 따라서 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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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은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너지의 분출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활성
화되고 살아 있는 공간이다. 가령，

‘노래방’ 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일상의 삶

으로부터 내몰린 한국인들은 ‘노래방’ 이라는 폐쇄 공간의 보호막 속에서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지친 영혼을 달래며 소진된 에너지의 재충전을 기도한다. 한국의 노

래방 문화는 따라서 그 본질에서 일종의 ‘진혼곡’ 문화이며 고통스러운 현설의 망
각을 지향하는 몽혼의 의식인 것이다. 노래방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다친 영

혼들을 위무하고 상처받은 개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칸막이 구조로 이
루어져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러한 칸막이 구조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소수의 인
간들과 외부의 세계를 철저하고도 조직적으로 분리시킨다. 칸막이 공간은 공간 안

에 들어온 소수의 상처 입은 영혼들 사이의 동질성과 상호 유대는 극대화하면서
외부 세계의 간섭과 압력은 철저히 배제한다. 이러한 고립과 해방의 공간 안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소외받고 할렴을 당한 불쌍한 영흔들이 망각과 도피의 제전을 펼
치고 있는 것이다

제 3 공간은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며， 유사 공간이다. 그것은 먼저 하나의
유사 사적공간이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개인성

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면서도 여

전히 하나의 사적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역

은 하나의 유사 공동체적 영역이기도 하다. 이 영역은 사회 성원들이 각각 가족이
라는 개인성의 영역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조직해 내는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지
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 영역이 하나의

‘공적 영역’으로서의 공공성을 실현하

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도 다분
히 이중적이다 제 3 영역은 한편으로는 사회 성원들의 박탈되고 미충족된 커뮤니케

이션 의지를 실현시키는 구원의 공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한 개인성
과사회성의 부양을통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균형적 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포획하고 잠식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파괴적 영역이

기도 하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사회 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임시방편적
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대안적 영역으로서의 제 3 영역의 출현과 범람을 유발
하였다는 해석이 성립할 수 있다
제 3 영역의 조직 방식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양식들도 한국인

들의 이러한 독특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 3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조직 방식은 고도의 반숙의적 선택성 (se1ectivity )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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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으로 삼고 있다. 이 영역의 참여 멤버들은 사적 친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우

선택적으로 엄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 영역들의 조직 방식은

본질적으로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폐쇄적 룰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둘째， 이 영
역 안에서 수행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내용들은 대개의 경우 대화 지향적이라

기보다는 유희 지향적이며， 생산적이라기보다는 소비적이며， 성찰적이라기보다는
쾌락적이며，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이며， 각성적이라기보다는 망각지향적인 것이

다. 그 안에서 교환되는 담론의 주제들은， 본질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non-conσoversia1)

• 무비판지향적인 것 (non-critica1) . 공적이지 않는 것 (non-public)

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 영역 안에서 숙의， 즉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취하며， 망각하고자 한다.

각종의 모임과 공간들과 채팅방， 성인방으로 구성되는 제 3커뮤니케이션 영역이
고독한 영흔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매개 창구로서 일정한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 3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은 여전히 부분
적이며 불충분한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 영역 안에서 획득되는 자기 정체성과 자

기 존중감， 사회적 인정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에 머무른다. 그 영역은 개인으로도
보호되지 않고 사회 공동체로부터도 포용되지 못한 한국의 성인들， 개인성의 미발
달에 의하여

‘고독’ (solitude) 을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은 한국의 성인들이

자신들의 외로운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개설한 임시방편적인 휴식과 도피의 골방
이다. 그들은 ‘직장’ 이라는 ‘사회’ 로부터 나와 다시금 ‘모임’ 이라는 ‘유사 사회’
속으로 다시 편입된다. 한국인들은 고독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변 각
자 개인성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 제 3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영역은 공공성을 띠는 공동체적 영역， 즉 숙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사적

영역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비록 제 3 영역의 복지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 영역이
하나의 사적 영역， 그리고 개인성과 사회성의 온전한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심
충적이며 실존적인 인간 커뮤니케이션 의지와 에너지를 포획， 잠식하는 소비적 영
역의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의 참된 공동체적 공공 영역 또는 숙의의 영역으로 재

조직되고 개인성과 사회성의 영역들의 참된 발전을 매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
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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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기

‘다이얼렉틱’ (Dialectic)과 ‘로고스’ (Logos)의 죽옴

‘공적 영역’ 의 성립을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이성적-비판적 토론’ 의 활성화라

는 관점에서 분석할 때에도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심각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특징

은 커뮤니케이션의 총량은 매우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성적， 합리
적， 비판적 토론의 문화는 매우 저급한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활성화된 ‘숙의’ 와 ‘민주주의’ 의 장
으로 격상시키는 과제의 실현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의 철학적 준거로서 Plato ( 1989 )의 대화 (dialogue) 개념과

Aristotle (I 99 1)의 수사학 (rhetoric) 개념 에서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Plato의
저작(특히 Gorgias와 Phaedrus 참조)에 나타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
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다이얼렉틱’ (이떠ectic)
이며， 다른 하나는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레토릭 (rhetoric) 이다 Plato는 전자는 이

성적 논리적인 추론에 의존하여 사물들의 존재와 관계 방식을 궁극적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철학적 토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반면， 후자는 오히려 사
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적 특성들을 감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테크
닉 또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Kahn 1996). 바로 이러한 이유로 Plato는 레토
릭을 불신하고 그 번성을 경계한 바 있다 Aristotle은 이와는 달리 하나의 설득술로

서의 레토릭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의 이론화를 추구하였다. 그는
설득을 위한 수단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것들은 첫째，

‘로고스’ Oogos) . 즉

말해지는 주장 자체의 내용적 진실성에 호소하는 방법， 둘째， ‘에토스’ (ethos) . 즉
화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하여 호소하는 방법， 셋째，

파토스’ (pathos) . 즉 청자

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Plato와 Aristotle의 이 러 한 기 초적 개념 적 범 주들을 기 준으로 오늘날 한국의 사회

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조망하면， 그 영역에서
하고?

‘레토릭’ 과 ‘에토스’

‘다이얼렉틱’과 ‘로고스’는 쇠잔

‘파토스’ 만이 과잉 발전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며， 철학적 커뮤니케이션들은 미
발달하거나 모습을 감추고， 단순한 소비적 말재주가 범람하고 있다 숙의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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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영역으로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격상되고 재조직되기 위해
서 는 그 영 역 이 이 성 적 (rational) . 비 판적 (critical) . 공적 (public) . 주제 중심 적

(thematic) . 성 찰적 (reflexive) . 생 산적 (pr，αluctive) . 토론 지 향적 (discussion-oriented )
커뮤니케이션으로 충만하고 이에 의하여 지도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실 속의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이러한 기준과는 달리
감정 적 (emotion a1) . 무비 판적 (non-σi디C떠)， 사적 (private) . 일 화 중심 적 (episodic) . 마
취 적 (narco디c) . 소비 적 (consumptive) . 오락 지 향적 (entertainment-oriented ) 커 뮤케 이

션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물론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차원이나 종류의 커뮤니케이션만이 항상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이성적’ 인 것도 필
요하지만 ‘감정적’인것도중요하며， ‘토론’도필요하지만 ‘오락’도버릴수없다
고 보는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설명해야만 할 중요한 문제

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두 차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조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적 관찰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한편으로는 후자 차원이 과도할 정도로 비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 차원은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고 미발달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기반 형성과 관련하여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반복하여 지적하지만 한국 사회에 결코 커뮤니케이션 영역 자체가 미발달한 것

은 아니다.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회의 와

위원회 가 많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많은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공식적인 ‘회의’ 에서도

비판 합리적 토론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된 ‘회
의’ 는 참여 주체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찬반토론을 통하여 집합적 의견을 창출
하는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이미 관료적으로 완료된 의사결정 내용을 사후적으
로 추인받기 위한 ‘전략적 의례 ‘ (sσategic ritu외)의 모임일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전

형적 회의 모습은 다이얼렉틱과 로고스에 의하여 주도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영
역이 아니라 온갖 레토릭과 에토스와 파토스에 의하여 지배되는 관료적 통제의 영
역에 가깝다. 그 영역은 논리와 이성과 비판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아니라 가능
한 한 잠재적 갈등 소지가 많은 쟁점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사전에 암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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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의된 영역인 경우가 많다. ‘회의’는 많아도 ‘토론’은 부족하며， ‘비판’은 없
이 ‘추인’ 만 많은 것이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회의에서 오고가는 참여자들 사이의 메시지의 교환은 그 본질상
양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 communication) 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일종의

‘커뮤니케’ ( communique) 에 가깝다. 그 안에서 참여

자에게 말할 권리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들어야만 할 의무만 부과되는 양상
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제들은 ‘회의’ 와 같
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상정되기 이전에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의하여 미리 그것들에 관한 의사 결정이 종료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회의와 같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서의 갖가지 모임에서도 참여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잠재적으로 의견 대립 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관해서는 서로 말을 꺼내려 하지 않
는다. 왜냐 하면 그들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참여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토론을 중심으로 삼는 합리적， 비판적 소통의 추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망
각과 휴식을 위한 오락의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종의 만남과 모임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선택하는 커뮤니케이션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엔돌핀 나오
는 소리’ 즉 기분 좋은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 남을 잘 웃길 줄 아는 사람의 인기와 상품성
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적 쟁점을 자주 제기하는 사람， 논리적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면
서 각종의 모임에서 인기를 누리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한국 사회에는 수 없이 많은 장르의 ‘유머’ 와 ‘Y담 ‘이 발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

다. 이러한 사정도 한국 사회의 여러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합리적， 이성

적 토론의 문화가뿌리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 망각지향적， 오락지향적， 소비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대성은 곧 개인성의 고도화， 즉 주체적

‘의견’의 형

성능력과 표현능력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반대
로 많은 경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능력’ (ability not to express opinions) 이

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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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크다고 인식되는 상황이 일반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튀는’ 사람
또는 ‘모난’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환대받지
못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외양적， 지표적 관점에서는

놀라운 성공을 가져 왔으면서도 사회의 실체적 근대화를 결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후군들로 파악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는 이성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비판 합리적 토론 문화의 정착이라는 근대성의 핵심
요인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V.

결

론

근대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근대는 인간과 사회를 커뮤

니케이션적으로 재조직하는 문명사적 프로젝트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사

회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조직 방식을 관련지어 분석하는
일은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기본 과제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는 여전히 하나의 미완성의 프로젝트로 남아 있다. 커뮤니케

이션 자원의 확충과는 별개로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아직까지 비판
합리적 토론이라 하는 숙의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튼튼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21 세기의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적 과제는 비판 합리적 토론 문화와 그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을 시급하게 확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충만하고 있는 불신주의， 이기주의， 물질주
의와 같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에너지， 즉， 보

다 나은 사회를 향한 꿈으로 전환시키고 재조직해 낼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요청
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건강한 소통을 위한 섬리적 토대가 무너지면서 발생
한 분노와 절망과 불신의 에너지를 다시금 상호신뢰와 희망의 에너지로 재처리하

는 일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개인’ 과 ‘사회’ 의 부양을 위하여 한국 사회의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자원，
공간， 수단들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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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영역’ 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극복하고 이곳에서 소진되고 있는 에
너지를 건강한 ‘개인성’ 과 ‘시민성’ 의 부양을 위한 창조적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

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적 주체성과 열린 안목

참여 정신과 비판 합리적 토론 능력을

가진 시민들을 양성하고 부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은 조

국의 분단체제 극복과 민족통일의 과제， 그리고 자유와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다면적인 사회 개혁 프로젝트
와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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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rtions of the Social Communication-Worl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F톨rh. 5ung Ii뻐톨n

않ωI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theoretical question as to the distortions of the social
communication-world , as a pivotal

없is

of the soci a1 life-world , brought about by the process

of “ condensed modemization"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last ha1f of the 20th century.
Ana1ysis will be focused on some key struc tura1 characteristics of the socia1 communication-

world which seem to have been intemalized in Korean society during the process of
modemization. To this end , it will be discussed that “ the modem society" was , more than
anything else , a newly established communicative order supported by free and critica1 -rationa1
debates that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the existential individual and a deliberative
democracy. It will be argued that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has led to the
distortions of the soci a1 communication-world in various forms of pathologies in existenti a1
communication and the debase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