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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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m서 정치적 자유와 시회적 자유톨 깅죠δ 는 쇼위 진보적 지유주약뼈 대
힌 논의기 힐일빼지고 있다 온고이 서는 이 이녕의 ‘~극적 적실성에 대빼 논히지 잉는
다 디인그 01녕은’다수제민주주의보다는 암의지민주주의리받정치지도죠건*빼서
더 수생히게 구현월 수 있디반 주잉응 영진디 즉 힘의재민주주의기 성치적 자유외 사
회직 자유 보잉삐 더욱 유능한 민주주의 유형 0 리번 것이디 정치적 지유외 사회적 지
유는 공히 모링의 정~I'. 필요로 히는비 이는 다수제가 이닌 힘의제 ~9-주의에서 제
대로 직용되기 때문 01디 §히 힐의지민주주의의 사회직 자유 보징 효괴는 그 인쭈추
의유형이 경쟁과효§성을강조하는 지유A 장경재보다는연대외홍영성§중A 하는
조정시징경씨외의 힌회성이 놓은 ’댐애 더욱 강력찌질 수 있다는 人냉율 부각시ξ꾀

띠리서 ~~사회기 (진보직 자유주의의 구헌을 위해) 새1"-운 유엉의 운배진회맥 자온주
의 모옐용 수링해기고J: t ~띠면 무엇보다 일요힌 것은 잉의제인주주의로의 일ε~Ol라
는앙의톨 도흩gκi

주제어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지몬주의의 디밍성 힘익에 조정A 징경

에 항의재 민주주의 포*의 정치 사회적 앙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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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2010년 6월 11 잉 한링국제대회f원대학쿄 쟁치경영연구소의 제 1 회 대안당룡포렵 〈진호적

자유주의의한국적함으1) 얘서발g한글융수정 보완한것이다 당시토혼자였넌악상혼박사，싱

상정 전 의원， 그리고 전민용 박사는 율흔충강과정얘서 싱사를 암아준 익명의 세운심사위원를깨
깊이 강샤드린다 그분틀의 날카룡고 건설적인 코엔트가 이 글이 용 더 나아지는 데에 상냥한 도용
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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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최근 국내에서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 ibera lism)에 대한 논의가 황발해지고 있

다(정향신문 10 뻐 12 ， 10/07117; 한겨레신문 1 α06/ 1 2 ， 10/07/22)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

국적 적실생 등에 대한 연구가 줄을 잇고 있으며(이근식 2006, 2009; 고원 2010; 박통천

2010; 최장집 2010), 정제와 시인사회의 실전가들 사이에서도 그것의 대안이영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고 었다

”

진보적 자유주의는 안인명퉁 싸얘 의거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기온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c1 ass icallibera l ism)와 다를 바가

없는 자유주의 이녕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명가와 태도에 있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대이근식 2009)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에서의 자유방입

주의 정책을 기초로 하는 정제적 자유주의를 갱치적 써f주의와 동일한 비중으로 중시하
는 데 비해，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러한 경제적 자유주의플 비딴하여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
입멸요성을강조한나
진보적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멸되기 시작한 것은 19세 기 말갱부터였다 경
쩨적 자유주의의 전성시대라고 올리는 1 9세기 를 거치여 구미 선진국에서는 인부격차와
불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점을이 운영히 인식돼갔고， 이에 사회적
자유주의’(，∞ ial libcralism) 사상이 풍장하였다 이 기간 자본주의의 알선으로 국가 전제
적으로는 엄챙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인부격차는 크게 심화되어 노동자 동 시민의
대다수는 오히려 더욱 비창한 환정에 빠져툴게 된 것이 주애경이었다 시민 대다수의 자유

를 위협웅+는 것은 빈온， 실엽， 대자본가의 횡포， 공공재 부족 둥과 같은 시장의 실패인 세
상이 되었으며，따라서 이 문제를해절하고샤회적 시인의자유툴수호하기 위해서는정부
의 시장 개입이 영수라는 진보적인’ 자유주의 이녕이 1옴상한 것이었다

1) 대표적인 진보적 9시냄추의 정치가는 민주당의 천정애 의원이다 그는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주
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융 주장하고 있다 그 외얘도， 여기서 모두의 설명융 거롱하끼는 어엽지
안， 민주당과 국민장여당 안팎의 상당수 유력 갱치가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용 대안이녕으로 여
기고 있는 것으효 알혀져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깅기식 창여연대 정책위원장 겁대호 사회디

자인연구소장， 깅헌태 전 한국사회여흔연구소장 등이 진보적 ^'유주익의 꽁흔화얘 앞장서고
있다

진보적자유주의구앤융위한정치재도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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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세기 알과 20세기 초에 이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은 영이권융 중심으로 널리 며져나갔

고， 그 결과 자유주의는 공 사회적 자유주의릉 포항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인 것으로 인식

될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고전적 자유주의가 중언옴 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
히 (적어도 이흔 세계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대립 판계정 유지하였고， 급기야 1 980년

대에 들어서는 영국의 대쳐 수상과 이국의 례이건 대용령 둥과 강은 ‘신보수세력의 둥장
에 힘입어 ‘신자유주의 (oe이 iberalism)랴는 이용으로 현실 새쩨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융 회
복하었다 결국 현 시대에서의 자유주의 이엽은 사회적 자유용 강죠하는 진보적 써}주의

와 경제적 자유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양분돼있다고 용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녕으로서의 한국적 적함
성 여부를 직접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어 서 그 이영융 구현하고자 한다연 그것응 다
수째민주주의 ( m이oritarian demoεracy)보다는 합의제민주주의

(consensus democracy)라

는 정치제도 조건 하애서 더 수웰하재 진행되리라는 주장융 펼친다” 즉 합의재민주주의
가 갱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보장에 더욱 유능한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것이다 정치객
자유와 사회적 싸F는 공히 포팔의 정치

(politics of inclusion}흉 언요로 한다 사회정쩨

적 약자들을 포항한 모든 시인틀이 갱치적 결정과정에 풍둥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힐 수 있

을 때 정치적 자유가 지커지는 것이며， 그러한 정치 참여융 흉해 정부나 시민사회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인정되고 제도화원 때 자본주의 하에서의 송자독식 혹은 약육강식 현상이 용

제되어 약자와 소수자플 포함한 모든 시인틀이 빈곤과 격자 그리고 실업 둥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율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포괄의 정치는 다수찌가 아닌 합의채 민주주의애셔
제대로 작동된다{Crepaz a쩌

ßirchfield

2α예) 다수재민주주의는 기본척으로 배쩨의 정

치 (p이 itics of excl usion)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는 다융 ”장에서 양 민주주의 유혐의
5 대 특성 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 111 장에서는 합의셰민주주의의 포괄성이 창
충하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의 보장 효과율 성영한다 여기서는 특히 후자 즉 사회

적 자유 보장 효과는 합의쩨민주주의가 경쟁과 효율성융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 I iberal

market economy)보다는 연대와 형명성을 중시하는 초정시장정제 (c∞rdinated markct
economy'빠의 친화성이 놓은 까당에 더욱 강혀혜질 수 있다는 샤싣융 부간시킨다 lllV장

2) 여기서

다수쩨와 앙의째 인주주의의 구분은 11장애서 성영하는야와 갈이 에이따트(Lijpha rt

1 9\에의연구애따용다

3) 111장애서 상세히 소개하겠시인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의 구운응 소스키스 (SOS k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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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B옆1" 연구 제19입 지g효(2010)

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합의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과연 어떠한 합의를 갖는

지에 대해 상며온다 만약 다수 시민들의 사회적 자유가 싱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작금의 한국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한다연， 따라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구헌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분배친화적 자본주의 모델을 마련하는 젓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연， 우엿보다 휠요한 것은 합의재민주주의로의 알천이라는 것이 I V장의 핵심 주장이

다 V장은본고를요약하여마우리한다

11.

다수제민주주의와의 비교로 본 합의제민주주의의 5대 특생

레이따트의 분류 방식에 의하연， 대의제 인주주의는 그 제도 디자인의 내용에 따라크게

두 유앵으로 냐뉘어 발전혜왔다 위에서 언급한 다수째민주주의와 합의제엔주주의가 그

것이다 쩨도 디자이너 들의 의도애 따라양 민주주의의 성칙과 철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고 있음은물론이다 이는 자본주의가그렇듯 민주주의애도 다양성이 흔재하며， 따라서 어

떠한 민주주의틀 어떻게 발전시켜강 것인지는 운영이 아닌 선택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다수제민주주의와 합의쩨민주주의의 전형 혹은 이녕앵은 다응과 강은 5대 특성융 용
혜 영확히 식영힐 수 있다” 첫째는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륙성이 다 다수제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다수대표쩨 혹옹 다수정형 선거제도흘 흉혜 의회용 구성한다 예컨대， 그 전앵
인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의 정우 지역구 득표율 l 위에 오른 후보안이 그 지역의 다수융 대
}['.여 의회애 진충한다 2위 이하의 후보등온 자신을의 득요율이 아우리 | 위의 그것과 영
차이가 냐지 않는다항지라도 누구도 의회의 대표자격융 얻지 옷한다 따라서 2위 이하의

후보들애게 던져진 g는 모두 사.}[(死영)로 처리필 문이다 여기서는 각 정당의 득표옳과

의석 정유융 간에 ‘비혜성’φroportionality)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합의제민주주의에서는 비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용 채택한다 유권자듭
은 기본객으로 개영 후보가 아닌 정당에 대하여 투표한다 각 갱당의 득표융이 산충되연

1 999)의 운휴엉 에 따른 것이다

4)

혜이파트는 각 민주주의 유영의 10가지 특성융 제 시하여， 그 중 다섯온 ‘정앵부 정당 자씬

(executi v양parties dimension)이고 다혼 다섯은 연방재 단방찌 짜앤‘(federa’ unitary dimension)
이라고 하였다 옹고애서는 징앵우갱당 차앤에 속하는 륙성융 5대 륙성’으로 규정하고， 요직
그 다섯 연수안애 의해 항의에와다수제 민주주의잔유영화하기로한다

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융위한 정지제도 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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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비예하여 의석올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는 l 등 혹은 다수세력 대표에게 던진 표만
이 의미가 있고 그 외의 모든 소수세력 대표들에게 언진 표는 사표가 되는‘소수 우시 의 운

쩨가 발생하지 않는다 크든 작든 모든 정당이 각자 지지 방은 안콩의 대표권을 행사할수
있게왼다
두 번째 특성은 정당제계어 서 나타나는 바， 이것은 선거제도와 일정하게 연제돼있다 소
위 뒤베트제의 멍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웃，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는 양당제을 그리고 비례

대표제는 다당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장하다 소선거구 일위대 g제에서는 선거경
쟁이 거듭될수록 결국 지역구 1 등윷 많이 애출할 수 있는 거대 정당 툴만이 각각 좌우 혹

은 진보 보수 진영 풍의 대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안연， 비혜대표제에서는 등수 혹은 숭때

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획득한 지지윷오땀의 의석올 배정받으므로 다양한 사회 세력을 대
표하는 여러 정당들이 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수제민주주의와 합의제민주
주의의 전형적 정당체제가 각각 앙당제와 다당쩨라는 것은 엽제 이해할수 있는특성이다
세 번째 특성인 행정부의 구성 차이도 선거제도 및 정당제계와 연판돼 있다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로 양당제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다수제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행

정부 형태는 단일다수당정부이다 선거정쟁이 주로 거대 쟁당 툴 사이에서 벌어질 경우 어
느 한 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외는 것은 흉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라연 의혜히

그 다수당이 단옥으로 행정부를 구성한다 대풍령제가 반드시 다수제민주주의의 권혁구
조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정부 구성 측연에서 그것은 다수제적 성격을 띤다 특열한
상황이 아닌 한 대용령을 배충한 정당이 항상 단독으로 행정부블 꾸미기 때문이다 한연，
대륙 유럽 국가들의 정우에서 보뭇， 합의제민주주의의 행정부는 선형적으로 연립정부이
다 셋 이상의 유력 정당을이 비예대 g제로 의석을 나누는 환정에서 어느 한 정당이 총의
석의 과보옐 차지항 가능생은 그리 농지 않다 따라서 단일 정당에 의한 행정부 구성은 드
문 경우이고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연하는 여러 정당듣 간의 연립정부 형성이 홍상적이 되
는것이다

네 번째 특성은 챙정부와 입엉부 간의 힘의 분배 양상이다 이것 역시 선거제도 및 정당
체계 그리고 행정부 구성 방식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다수제민주주의의 행정부는 권력 혹

은 영향혀 행사측연에서 똥상 입엄부에 대하여 우월한 워지에 있다 영국의 예률 보자 소
선거구 일위대표제로 공고화된 양당제 하에서 의회는 단일 다수당이 장악하기 아련이여

행정부는 그 다수당이 흥로 구성한다 여기서 그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 혹은 총리는 바로
의회 다수당의 최고 지도자이므로 사싱상 그는 잉법부까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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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백한 행갱부 우위쩨인 것이다 그러냐 비혜대표제와 다당제 그리고 연립내각융 특성

으로 하는 (대륙)유협식 합의제민주주의에서는 사정이 선혀 다르다 어느 한 정당도 톡링
적으호 안정적인 행정부한 구성하기 어려운 제도 초건 하에서 요직 연립형태로 스스로용

지탱해야하는 행정부는 항시적으로 의회 구성원인 각 정당을의 선호에 민감힐 수밖에 없
다 합의제민주주의의 행정부가 입엉부애 대하여 힘의 우위용 주장힐 수 없고 항상 힘의

균형을 도모해야하는 이유이다

마지악인 다섯 번째 욕성은 이익정단대표체제애서 드러난다 다수쩨민주주의에서 는 깨
멸 이익집단들이 각기 다원주의적으로 환동한다 서로가 톡립하여 홉어져있는 상태에서
이를은 분쟁적이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경쟁 구도용 형성한다 한연， 합의제인주주의에

서는 주요 이익집단를이 ‘사회적 항의주의‘(s야 ial corporatism) 혹은 그와 유사한 체계용

형성하여 그 체계 내얘서 상호 협력적으모 경쟁한다 예컨대， 전국의 노동자들과 사용자플
이 각각 자신들의 중앙집중객이며 옥정척인 대 g 째계용 갖추어 갱부의 중재 하에 서로 갱
기적으로 안냐 사회협약융새로 옛거나 개정혜가는 방식이다

이 다섯 번째 특성은 앞서 말한 이l 가지의 정치제도적 복성을，즉 선거제도1 정당째혜， 행
갱부 형태， 그리고 행정부와 입엉부 간의 권력관계 풍과 인과판계척인 제도적 연계성올 갖

고있는것은아니다 다안그친화성은분영히존재한 다 가령사회적합의주의는흉상함
의제민주주의와 감이 간다 (go tog히h띠고 하는데， 그것응 무엇보다 합의제민주주의의
갱치제도적 특정인 혐의주의 (consociationa lκ m)가 이 사회합의주의와 동일한 구조적 성

격융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혐의주의는 다당제와 연립정부(더 정확히는 단일다수당정부
가 아닌 정부) 형태가 갱상상태인 국가애서 정당 간의 연합갱치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주
주의플 지칭한다 ” 연합정치 성공의 쩍심 연수는 포팔성과 포용성이므로 협의주의는 상
이한 세력을 ζ써1 협상과 타협의 정치가 수월하게 작동힐 수 있는 구조블 띠고 있다 이 강

은 구조적 특성이 경제 거벼넌스 영역에서 재현된 것이 바로 사회합의주의라 할 수 있다
(Waa떠en 2002, 50).6) 측 양자 용히 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이혜를 갖는 여러

l) 다당찌훌 촉진 'j는 선거제도가 비혜대 g재잉융 김암}하연 협의주의용 이루는 핵싱 제도는 비예
대 g재， 다당제 연엉정부라고 양수 있는야， 그것은 결국합의세민주주의의 정쳐재도 요소와용
엄한 것엉융양수 있다 따라서 앙의제민주주의의 5대 .성옹 갱치제도 욕연에서의 협의주의와

사회정제제도 측연에서의 사회객 앙의주의가 경합'f여 나타나는 것으로요약힐 수 있다

6) 협의주의와 사회항의추의 간의 깨녕적 친화성애 대한 자세한 설명온 앵브루흐(μ m bruch
1979) 와 일리아{ lJja 1 987) 동융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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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틀을 하나의 시스댐으로 흉합시켜 그들 간의 협의 혹은 합의용 용해 정치 혹은 사회정

체척 결정융내려게 'f는구조을갖고있다
양자 간에는 구조깨념 측연얘서만 친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않은 경우 양 제도의 주

요 행위자등은 현싱에서 상호 일정한 연대 판계용 맺고 있다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노

동당이나 사민당의 안갱적 지지기반올 이루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
하자연 협의주의 갱치툴 수행혜가는 여러 정당틀이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잉 지 를 강화하
기 위해 륙정 이익집단의 션국 조직화용 도와 그들과 ‘후원자-고책 (patron ζ l ìent) 판계 라

는특수 관계를 맺기도 히f-"-, 사회합의주의애 참여하는 여러 이익집 단듬이 각각 자신틀의

사회정재척 이익 중대를 위해 특정 갱당의 창당 혹은 지지총 확대 및 영향력 증대관 흡기
도 함으로써 사회한의 주의와 혐의주의는 서로 맞물 려 발전혜가는 것이다

협의주의와 사회합의주의 간의 농은 상관관계는 실충적으로도 이미 여러 연구어 서 중
영원 바 있대 Lijphart

and Crepaz 1991; Crepaz a띠 미야art 1995; Lijp때 1999) 협의주

의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일수륙 거기서의 사회합의주의 발전 정도도 높다는 것이다 절국

엄일히 알해 강。1 가는‘ 것은 사회합의주의와 협의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협의주의가합의

쩨민주주의의 핵싱 옵 구성합애 따라 협의주의의 ‘내장요소 (inlegra l part)라 항 수 있는 사
회합의주의가 합의재민주주의와 같이 가게 되는 것아다

이상 다수쩨민주주의와 합의제민주주의의 5대 특성융 간략히 상여보았다 을혼 이 특
성융 。 | 녕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민주국가는 소수에 관과하다 거의 모든 민주국가들은
다수제와 합의제의 원형올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올
분이다 그러 냐 중간 지정으료부터 선앵적인 다수제나 전형적인 합의제의 어느 한쪽애 가
까이 갈수혹- 혜당 국가의 연주주의는 다수제쩍 혹은 합의재척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명가
힐 수 있다 그러한 기준으로 올 때 현재 지구상애는 합의제척 민주주의 국가가 훨샌 않다

륙 '1 선진국툴의 경우 합의재민주주의는 확실한 대세흉 이루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한 거의 오든 유럽 선진국등은 합의제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

연， 위에서 본대로 민주주의의 유형융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는 선거제도인데，

경제선진국을의 모임인 OECD 3071 회원국 중 다수제민주주의의 전형적 선거제도인 다수
대표제올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퉁 대여섯에 윌과하고 나어지는 모두 합
의셰민주주의의 전형인 비 혜대 g 제 혹운 비혜성이 상당히 보장되는혼합형 선거제도왈 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선진국 민주주의의 표준이 함의제민주주의임용 확인혜주는 것
이라항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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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합의제민주주의의 포팔성과 정치 및 사회적 자유 보장성
1

정치적자유보징성

이 글의 서두에서 정치객 자유는 (그 개녕 그대로) 포팔의 정치가 방당된 곳에서 더 잘

지켜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본 유형애 따르자연， 원칙적으로 다수제 엔주주
의는배셰익정치，합의제민주주의는포팔의갱지용바탕으로하여올아간다고하였다 다

수제형 민주정부가 오직 다쉬l야 m이ority ofthe people)의 이익과 선호에 응답하는 정부

라연，합의계앵 민주정부는 소수파들이 포함원 최 대다수{as many 야ople as possible에 대
혜 책임을 지는 갱부이다{ Lijphan

1984 , 4)

두 민주주의의 성격융 다시 요약해보져 숭자옥식 모앵인 다수쩨민주주의에서는 선거

에서 숭리 한 정치세력이 정치권력옵 독자지한다 그툴은 자신틀만으로 정부용 구생하고
예자나 저항 혹은 거부 세력에 대한 배려애는 별 신정을 쓰지 않는다 컬국 정권교체기마

다 정치과정에서의 배제 세력은 양산되고， 따라서 이툴과 갱부 간 그리고 잉장이 다른 이
익집단을 간의 적대적 대링과 갈둥은상시적 문제효 존재한다 포괄의 갱치가 작홍되지 않
는 것이다 반연， 숭X다씩이 채도적으로 불가능하거냐 얘우 어려운， 그리하여 정치세력

상호간의 의존과 협력이 인수적인 항의재민주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이 분산되여 따라서 정
치과정은 양보와 타협애 의빼 진챙왼다 여기서는 약자냐 소수자 그리고 저항 혹은 거 부세
력에 대한포용이 일상의 쟁치문화로 자리 잡게 왼다
합의제민주주의의 본질이 포괄의 갱치애 있다고 항 때， 그것을작동케 하는 핵심 기째는

비혜대표제라 힐 수 있다 선거제도의 농은 비혜성 덕분에 약자와 소수자을 포항한 다양

한 사회세혁등융 대연 <f는 다수의 정책 및 。|녕 쟁당들이 의회에 진용힐 수 있으여， 이는
대부분의 정우 다당제 하의 연립정부 형태호 이 어지곤 한다 한연， 이 제도 패커지， 즉 비혜

대표제， 다당제， 연립정부 둥에 의혜 가동되는 혐의주의 정치가 사회합의주의 거버년스와
갱이 간다는 것은 상기한 대로이다 절국 합의셰인주주의는 이혜대표셰을 시작으로 하여
상호 맞울혀 있는 포괄성 혹은 포용성 높은 정치제도 및 그것들과 친화성옳 유지하는 사
회정제 재도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갱치적 자유는 다수제민주주의에

서 보다는 (다론 조건이 일갱하다연) 포괄의 정치가 제도화왜있는 이 합의제민주주의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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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잘보장된다는것은당연한이치라힐것이다 ”

2

사회적지유보장성

그것은 갱치적 자유만이 아니다 빈곤이냐 소외 또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항하는 사
회적 시민의 자유 역시 (다른 조건이 일갱하다연) 합의제민주주의가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

줄 수 있다 포팔의 정치가작동되는 곳애서는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호와이익이 흥둥하

고 효과적인 참여 보장에 의혜 정치과정어1 제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이나 정제
정책 퉁이 사회경제죄 강자들의 이익에 연향되어 수립되거나 집행휠 가능성이 낮다는 것

이다 이것이 합의제민주주의에 가까울수록 조세나 복지정책 퉁융 용한 정부의 재분배 수
행능력이 농제 나타나는 이유이다 (Crepaz 2(02). 다수제 민주국7뚫보다 합의제 민주국

가틀얘서의 빈부격차가 열하고， 복지수춘이 더 높으여， 약자나 소수자 배려가 더 청저하다
는 것( Ujphart 1999, ch. 16; 선학태 2005 , 402 -408), 그리 'f여 합의쩨민주주의가 다수쩨민

주주의보다 사회용합과 정치안정 옥연에서 뛰어냐다는 점은 실중 연구에 의해서도 중영
되고 있cj-(Anningeon 2(0 2) 이는 절국 합의제민주주의에서 분배친화적 자옹주의가 발전
한 가능성이 농응융 의미한다
사실 합의제민주주의는 그 자체 상당한 수준의 분배친화성융 내포하고 있다 로버트 다
알 ( IÆhl 1 998)이나 최장집 (2007) 퉁이 강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의 기준에 (다수셰민주
주의애 비해) 충실할 수 없는 민주주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최장징 교수의 지적대로1 오늪
날 ~택의 사회정쩌적 웅명퉁이 수않은 이들의 사여객 시민권용 쩨손힐 지경에까지 이르
게 원 것은， 그리하여 인주화 이후애도 소위 실짙잭 민주주의 는 싣현되지 않고 있다는 당
안이 커지고 있는 까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절차객 민주추의의 기춘에 크게 이흉하기 때
문이다 작금의 한국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즉 징함적 절정은 다수 혹은 최대다수

7) 에이파트가 정리한 이 앙의제인주주의라는 용어대신 협상인추주의(야 goti at ion democracy ),
협의민주주의 (oonsociational democracy), 비혜민주주의(proportional democracy), 분권인주

‘

“

주의'(power. haring dem야""" ‘g옐인주주의 (indu

c dcmocracy) 동 다른 우엇융 써도 좋

다 여기셔 중요한 것은 여러 갱당용 간의 협상과 타협융 용질로 하는 포필의 갱치가 작웅외는
대의제 민주주의 유영이 따료 종재한다는 갱이다 합의재민주주의와 유사한 상기 민주주의 깨
녕융에 대해서는 후어와 파앤(Huber and Powell 1994) 아료인전(Armi n geon 2002). 레이파트

(Lijphart 2002a, 2002b) 흥융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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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에 따른다는 것이 판연되지 않고 있응올 여성 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원칙대로라연
어영게 다수인 사회경제적 약자틀의 이익이 소수에 왈과한 강자들의 。1 익에 번언이 압도

당하겠는가 민주주의의 기온 원칙 수행에 옐요한 절차에 운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

오는것이다
정차적 민주주의가 째대로 작동된다연즉 효과적인 갱치 창여가 이루어지고， 후표의

명퉁이 설현되여， 계용왼 이뼈가 가능하고， 투K'~틀이 의재용 최종적으로 홍제한수 있으

여

장여의 포팔성이 보장왼다연， 민주주의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질 것이고 따랴서 사회

정쩨적 물명둥 상황은 개션원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는 절차척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

장의 요제대최장집 2007 , 100- 101) 모든 시민의 동퉁하고 효과적인 정치 창여흘 가능케
하는 절차가 갖춰질 때 민주주의가 셰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합의제민주주의가 동풍하
고 효과적인 정치 창여용 더 잘 보장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 유형임은 위에서 본 대로이다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싱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자유의 중진은 합의재민주주의 하애

서더크재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3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와의 친회싱

실제로， 갱치적 자유와사회적 지유 수호에 유능한 합의제민주주의의 이 포광성응 자유
시장경제에 비해 보다 분배친화적 자본주의 유형이랴고 하는 조갱시장정제와의 친화성으
로도 이어진다 이하온정애서는 그 친화성 발생의 배경과 구조 등에 대혜 살여온다

1) 자본주의의다앙성
자유시장정제와 초정시장경제의 유형화 작업은 ‘자온주의의 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 논자들의 일부에 의혜 수행되었다 ” 그등에 따르연 갈수로 거세지는 세제화
의 경제용합 압력과 그에 따른 각국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제제로의) 수렴 압력에
도 올구하고 자본주의는 여션히 다양한 형태로 존채하는 바‘ 그 핵싱 이유는 ‘생산해짐’

8) 져온주의의

다양생에 대한 논의는 코에즈 (C잉 tes

2000).

크라우치와 스트리크 (C rouch

and

Manow 2001), 안예르슨(Andersen 1999), -i
과 소스키스(Hall and Sos kice 200 1), 키츠생트 외 (K itschelt el al. 1 91:꺼) 쇼스키스(Soskice 1아>9)
Slrecck

1997~ 애은하우스와 엔도우(Ebbinhaus a찌

둥융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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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regimes)이 각국영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
생 산 에집이란 기업의 생산과갱에 직간접 적으로 연계원 ‘상호 보캉의 관계 에 놓인 제도

듬의 초합-을 말한다(Thel en 20(4) 그 제도들에는 금융제계， 기엉지배구조， 기업간판계，
노사판계， 상용생산체계， 숙연행성 잊 고용쳐1 계 퉁이 포항왼다 각국의 생산레짐은 이 구
성쩨도을이 역사적으로 어앵게 발전해왔으여 어떠한 국가-사회죄 에커니증애 의해 작용

되는지애 따라 셔로 다르다 따라서 생산혜짐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성칙은 나라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H all and Soskice 2001) 그런예 이 생산레징은 쉽게 연하지 않는 속성
융 지닌다 그것읍 구성하는 각 쩨도들과 그등간의 초앙은 각국의 독특한 역사 및 정치

사회 문화적 액꽉성 속에서 혐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1이 따라서 세계화의 압력에 직연힐
때 각국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생산레집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정책적 대옹윤 힐 뿐이

지 생산레집 그자체블 연화시키려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딴 것이다

생산에짐홀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따르연 세계화가 굽속도로 진행되
던 1980년대와 1 990년대 상항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크게 두 유형으로 냐윈다 상기한
자유시장경제와 조갱시장경제가 바로 그것인예， 영국， 미국， 호주， 뉴질핸드 풍은 션자
에 속하며， 복유럽국가를과 옥일 둥은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플이대Soskκ e 1999)

안재홍 (2008)의 지적대로， 칼 용라니의 이론적 을에서 보연， 초정시장경제는 시장과 국
가-사회관계가 ‘ 맞물려 (embcdded) 있는 상태이며， 자유시장경제는 이 관계가 ‘흘려서

(disembedded) 시장이 자융척으로 기능'f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조정시장경제얘서는 노사판째나 숙련형성 및 고용제째 동 제안 생산혜짐 요소의 작용애
대하여 국가나 사회의 조갱 혹은 개엽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연， 자앙 시 장정제에서는
모든 생산관련 제도의 작동이 기본적으로 기엉에 의혜 시장의 원리대로 이루어진다
조쟁시장정제는 다시 국가주도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셰 조정시장경제로 구분할 수 있
다 전후 1 98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과 민주화 이전의 한국경제가 전자의 전형으로 용힌

9)

생산에정혼에 따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대한온 항의 내용옹 칙태욱(2009)애서 부응객으
g 인용하였응

10) 이는 비표객 가연씩인 예컨대 갱쳐적 액락의 주요부분에 의도칙이여 인위적인 연회...~ 가앙으로
써 생산혜징 혹은자온수의의 유영융 아꾸어갈수는있마는 앙이기도하다

11) 사실 자유시장정얘에서는 시장이 국가 사외판계료부터 ;<f융성융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
혀 사회흉 시장화')여 -사회판셰가 경제애재애 잊용려- 용아가도륙 하는 지배적 잉용 갖는다
이얘 대얘서는 용라니 ( polanyi

200 1. ch 5) 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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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온과 한국이 알전지향 국가였던 점에 착안하여 이 유형올 발전주의행 죠정시장경
셰’라고도 부른다 협상행 혹은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의 모범사혜는 독일과 북유령 국가들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시장의 조정이 주로 ‘노사정 3자협약의 정치정제 라
붙리는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복지주의가 발달한 까닭에 이 유형

은 혼히 ‘유럽형 복지자본주의‘ 혹은 ‘사회합의주의 모헬‘이라고 올린다 한연 ， 합의제 죠정

시장정체의 정부는 견고한 노통권과 복지 규정 풍융 확립함으로써 노조가 강력한 시장행
위자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자본 측과의 협상과 교성의 장에도 당당한 파트너로서 참여

할수있게하는몽운영한노동중시 경호i을띤다 이러한사민주의적 정부경향에주목하
는 이들은 이 유형을 사인주의 모텔’이라고도 부른다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의 핵심 기제는사회합의주의이다 이는주요 이익집단들을 사회정
제 갱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장여케 함으로써 (갱당 혹은 갱치앨리트들만의 타협에 의한

것이었으연 상당히 컸을) 사회잭 불안과 저항흘 최소화하는 가운데 시장 죠정 기능을 수
행할수있는애우훌륭한사회경제거버넌스이다

셔 제화의 진행이 이 합의제 조정 WJ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사회합의주의에 일정한 연
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1 990년대 이후 그때까지의 고천적 샤회합의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협약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에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둥 유럽 도처어 서 이
루어졌다 j경쟁력을 위한 사회합의주의 (competitive corporatism, 이하 ‘경쟁혁 사회합의
주의 )라 붕리는 새로운 사회합의주의가부상한 것이대 R hodes 2001) 고전적 사회합의주
의에 따른 과거 사회협약의 주 의져 가 분애였다연 경쟁혁 합의주의는 생산성 향상융 분배
못지않은 중요 의제로 다룬다 측 여기서는 세계화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중대와 사회복지 지충의 합리화 퉁융 홍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목

표로 하는 한연， 적극적 노통시장정책 풍을흉한 고용증대， 불공정 해고의 제한， 그리고 적
정한 분배 동을 통시에 도모한다 분영한 것은 경쟁력 사회합의주의의 한 목표가 국가경
쟁력 제고이지만， 그 달성 방식은 사회협약에 의한 사회적 보호와 샤장기능의 휠생화라는

점에서 그것은 여전히 합의제 조정시장정제의 (사회합의주의적) 초정기제라는 접이다

2)

합의제민주주의의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촉진 효과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구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자기 나릉의 사회합의주의툴 운영
하고 있는 유협의 합의쩨 죠정시장정제 국가릎은 거의 예외 없이 비혜대표제， 다당제， 그
리고 연립내각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Swank 2002). 사실 합의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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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핵심 요소를인 이 포팔성 농은 정치제도들은 두 가지 정로플용하여 분배진화적 자

본주의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다 하나는 앞서 말한 정치적 자유의 보장 기능을 흥해서

이다 즉 이 정치제도를 자제가 정치과정에서 노풍 동 사회경제적 약자집단들의 효과적 이
익집약을 가능케 함으로써 분애의 정의가 왜곡핑을 방지하는 것이다 합의제적 정치제도
의 시장조정 효과가 정당재계를 중심으로 직정적으로 나타냐는 정우라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잉에， 합의제 초정시장경제는 주로 이 경로에 의폰하
여 발전하게 된다 이 정지제도들은 상기한대 로 사회합의 주의적인 이익집단대표제계와 진

화생을 유지함으로써 합의제민주주의의 분배친화적 시장조정 능력을 애가시킨다 '" 즉 협
의주의 정치제도의 시장조정 효과가 사회합의주의의 발전올 홍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인 것이다 합의제민주주의가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와 제도적 친화성올 유지하게 되
는 핵심 연절 고려가 바로 이 지점이다 암서 셜영한대로， 사회합의주의는 합의제 조정시

장정계의 근간을 이루는 정제 거벼년스이다 따라서 합의제민주주의의 정치제도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합의주의와의 친화성은 합의제민주주의 그 자제와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간
의 친화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합의제민주주의와 합의제 죠정시장경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사회합의주의가양 제제를 진화생의 관계로 연결해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양 체제 간에는 친화성올 념는 일정한 인과성이 존재한 수도 있다 성영 인과
성까지는아닐지라도， 포팔성을 특정으로 하는 합의제민주주의가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의

방션을 촉진활 수 있다는 것은 분영해 보인다 합의제민주주의는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의
발전에 보다유리한 제도 죠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사회합의주의의 작퉁 조건
올 중심에 놓고 조금 자세히 살며보자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사회합의주의를 제도화하여 그것을 토대로 하는 합의제 조정시

장정제를 발전샤 켜가겠다끄 한다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엿보다 창여 집단틀 간의 풍풍
한 파트너싱 보장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올 경우 사회적 협의나 합의의 장은 지속되지
못한다 예컨대， 안약 사회적 힘의 과정이나 이후 그 합의내용에 관하여 벌어지는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노동의 의견이 무시되지 일쑤라연 노동은 더 이상 그러한 거버년스 운영에

참여하지 않올 것이고， 따라서 사회합의주의는 작동을 엉추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노동이나 중소상공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을옹 특

12) 사회앙의주의가 일당항수혹 소득 융명중 갱도가중고 사회경제적 앵명성이 높아진다는 사싱융
중영한 설중 연구얘는 크헤아즈(Crepaz 2002ι 01 니히(Minnch 2003) 웅이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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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지원함으로써 그를이 자본이나 대기엽 릉의 강자 집단과동둥한 따트너싱을 유지할 수
있도록해주는역항올수행혜야한다

그런뎌1 갱부의 이러한 역할은 바로 합의셰민주주의에서 기대하기 용이한 것이다 예컨

대， 그 정부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에 힘을 실어주어 노사관계가 동등한 파트너십올
전제로 하여 건성적이고 형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혹 해야 한다 그렇다연 거기에는 유력

한 친(@)노동 쟁당이 있어 그 갱당이 노동의 연에 서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상시적으로 상
당한영향올끼켈수있어야한다 충소상공인이나농민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틀그륭
역시 (그틀이 안약 사회협약체제의 파트너로서 참여할 영요가 있는 것이라면) 각각 자신
들의 정치적 대리인융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말하자연， 합의제 조갱시장경제의 기초인 사

회합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요 사회경제 집단틀의 선호와 이익융 정치적
으로 대리할 수 있는 이녕 혹은 정책 정당틀이 포진해있는 소위 구조화된’ 다정당제계가
멸요하다는 것이다( Ha mann and Kel1 y 2007).11) 이것이 합의제민주주의의 전형잭 정당제
계입은 앙서 지적한 대로이다 결국 합의제 조정시장경제는 합의제민주주의를 멸요로 한

다는젓이다

IV. 한국적 합의
박정희 정권 이후 얀주화 이전의 한국경제는 국가주도 죠정시장경제였다 국가 판료기

구에 의한 전략적 계획과 조정이 시장경제에 상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제였던 것이다
그러했던 한국경제는 민주화 이후 점차 자유시장정져 i 제로 바뀌어갔다 세계화흘 유난
히 강조했던 김영삼 정부어 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김대

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도 조싱스럽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현 이영박 정부에 들
어서는 앙선 정부틀에서와 같은 조싱성도 별로 없이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이 취해지
고 있다 신써F주의 세계화의 주도국이었던 미국마저 연해가는 상황에서 역주행’율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현 정부는 그런 것에 아랑콧하지 않는 듯하다 과거 국가주도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던 호택의 자본주의 유형은 이제 국가주도 신자유주의’로 연해가

13) 이녕이나 갱책중싱 정당들이 포진외어 있고 이틀 정당틀이 상당한 정재성과 영속성옹 유지하고
있융 경우 그 나라의 정당구도는 장 구죠와되어 있다고 알힐수 있다H갱준요 199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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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형국이다 할뼈)신자유주의척인 세계의 일반척 흐룡과는 션혀 다른 양상인 것이
다
이러한 한국에서는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충 및 비정규직의 중대 퉁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얘혜가 이이 사회용합의 위기용 우려혜야 힐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있

다 이 극도의 경제적 자유주의 연향 상황 하에서 재얼 둥 대자본의 전 앙위적 영향력은 용
제 불가능할 정도로 "1 대혜지고 있으며， 일반시민을 륙히 사회정제적 약자들의 사회객 자

유는 거의 우방 " 1 상태로 위혐애 노웅왜 았다 이 상황이 지속되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곤

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진보진영과 야당들에서는 불혼 보수진영과 여당 내부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1제 신자，Or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애친화적 자본주의 모엔

을 마련한 때가 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생각건대， 사회공용재와 연대의 가지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그랴하여 분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본주의야알로 모든 시민틀의 사회적 자유용 충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정신
에 부합하는)자본주의입 것이다 그런예 이러한 자본주의의 실현은 시장이 사회적 영향력
하애 놓여 있을 때 비로소 7냥한 일이다 즉 시장이 사회 구성원을 간의 협의나 합의에 의

혜 조율되고 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운애와 생산성 간 혹은 행명성과 효융
성 간의 균형점， 그리고 복지의 양과 질의 적갱선 퉁은 해당 샤회의 구성원을 스스로가 직

정 협의하여 정정.~는 것。 l 사장 바량직하다 다만 모든 구성원둥의 장여는 현실적으로 융
가능하므로 한국적 상항에서 작동 가능한 사회적 협의나 합의 방식올 찾아내는 것이 종요
하다 율론 가장 보연객인 땅식은 유협의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국가들처렁 사회합의주의
용재도화하는것일게다
운애친화성올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합의주의용 받션시킴으로써 한국의 지옹주의
캅 합의제 조정시장경제로 근정시켜갈 경우릉 상쟁해보자 그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응
상기한대로 그 사회합의주의의 작동올 가능케 할 구조화원 다정당제계이다 함의제 조갱

시장경제로의 발전융 위해서는 일정한 정당정치 죠건융 갖추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고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민당의 장기집권과 강은 정도의 강력한 정
당조건이 멸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현 쟁치정제 지형에서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의 방전융 기대하기란 어차띠 어려운

일이다 그것의 작용 요건은 사민당 둥 진노동 갱당의 집권 외얘도 사용자단셰와 노동죠
함이 중앙집중적이여 톡정객인 대요쩨계를 갖춰야 한나는 동의 우척 까다로운 것들이기
얘문이대Cameron

1984; Lange and Garrct 1985; Schmittcr 1989). 한국에서

기대 7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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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합의주의 형태는 상기한 경쟁력 사회합의주의 갱도일 것이다 공급중싱 (suppl y-s ìde)
사회합의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사회합의주의는 에의 그 고전적 조건융 제대호 갖
추지 옷한 네얼란드， 아일핸드 스메인， 포르투장， 이탈리아 풍의 나라틀에서 퉁장했다는
점에서 고우적인 현상으로 명가됐다(Rh 여 e

2001; Traxler 2001) 이제 고션척 사회합의주

의의 그 엉칙한 정치 및 사회경제적 제도 요건은 반드시 원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

됐기 때문이대양재진 2003; 이선 2006; 잉상훈 2006; Compston 2002}
더구나 고정적 사회합의주의와 달리 이 애로운 사회항의주의는 분배안이 아니라 생산
성 향상，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복지쩨도의 합리화， 적극척 노동시장갱책 퉁융 흉한 고

용중대 방안 퉁 다양한 영역융 아우르는 의재선택의 유연화， 기엽연합과 노죠연합뿐 아니
라 실직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농민 단체 퉁 다양한 사회생단등을 포짤하는 참여주제의
다연화， 그리고 거시적(충앙) 수준에서만이 아닌 충위잭(산엉， 광역지역) 혹은 이시적(기

엽， 기초지역) 수준으로까져 내려가는 조정과 협약 수준의 셰일화 둥을 이룡 것이기애 세

계화 시대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 경쩨에게는 더 없이 적
함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싱앙 것은 의제와 창여주제， 그리고 협약수준 및 운영 형태

등의 모든 연애서 유연하고 다차원객인， 따라서 한국 냐홈의 고유 오옐융 장안하기가 용
이한 이 새홉고 얘력적인 유형의 사회합의주의도 그것융 가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초건은 앤요로 한다는 정이대최태욱 2(08)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구조화왼 다갱당쩨계인
것이다
갱책과 이녕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당제가 비혜대R제와 제도적 인과관계용 맺고 있다
는 것은 앞서 논의한 대로이다 또한 그러한 정당쩨제는 흉상 연립내각셰 형태의 권력구죠
와 연철원다는 사실도 그러하다 철국 새륭제 장안되는 사회합의주의일지라도 그것이 ‘포

괄의 정치겸재‘'(pol i tical economy of inclusion)라는 사회합의주의의 기본 원리에 의혜 작
통되는 것인 이상 합의제민주주의의 포괄성 높은 정치제도들올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실
제로 네옐란드， 아일랜드， 스메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퉁 새로운 유형의 유연한 사회합의

주의가 웅장한상기 냐라들도 모두가 이 갱도의 갱치제도 죠건은 갖춘합의재민주주의 국
가들잉융 잊지 엘。}야 한다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체제로서 한국형 함의제 조정시장경제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연 한국응 그보다 앞서 혹은 적어도 그 엘과 병행하여 ~국행 합의제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혜 최선의 노력을 기 울여야한다 신자유주의의 대안보앨 작성 그 자체도 충요하지만 그
뭇지않게 중요한 것이 합의쩨민주주의의 형성에 필요한 정치채도를올 갖추는 일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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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시작은 비혜성융 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여야 한다 전숭했

웃， 선거제도야 알로 정당체셰， 행정부 형태， 그리고 권력구조 풍융 결정하는 민주주의 핵
심제도이기때문이다

V 나가는말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오든 시민이 명둥하게 자유잘 누릴 수 있는 공동재

건설이라고 힐 때， 거기서 혹히 강조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이다 그떻다
띤 모든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사회적 자유쉴 명둥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발전이 곧 진보척 자유주의 이녕의 구현 과정이라 힐 것이다 본고애서는 합의쩨
초갱시장경재와 합의제민주주의로의 발전이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냐아갈 방향

이랴고 주장했다 두 채제는 공히 포팔의 정치경쩨애 의혜 작용되는바， 바로 그 공용의 욕
성이약자와소수자를포항한모든시민들에게갱치적자유와사회적자유를보장하는것
이기 때문이라는 게 핵싱 논거였다

사회합의주의라는 커다란 교집합이 존재할 정도로 두 재제 간의 친화성은 매우높다 안
약 합의제 조정시장정제가 언저 발전해간다연 합의제민주주의의 진전이 그 뒤를 따용 수

도 있을 것이다 분애친화적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유가 (즉 사회 경
제적 왈명퉁의 완화가) 정치적 자유의 신장으로 (즉 동동하고 효과적인 정지 참여 기회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여， 그것은 종국에 포괄민주주의의 양전용 촉진항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역의 관계가 더 현실적염융 강조하고 싱다 즉 갱치적 자유 보장에

i'r능한 포괄민주주의의 퉁장이 사회적 자유의 창출 환경융 깨선함으료써 운애친화적 자
본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져가는 순서 가 더 타당하리라는 것이다 더구나 합의제민주주의
는 사회합의주의의 방전융 "K개로 하여 분배진화쩍 자본주의 유행에 해당'f.는 합의셰 조
쟁시장경제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발할 수 있다 사회합의주의용 기반으로 하는 합의제 조

정시장경제는 그 기반융 튼설하재 지탱해출 수 있는 구조화된 다정당체계흘 필요로 'f는
아， 그것은 합의쩨민주주의의 갱치제도 얘키지애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 합의재 조정시장정채가 언저 성옥항 가농성은 현실책으로는 애우

낮다할 젓이다 ) 절국 항의쩨민주주의의 발전이 합의쩨 조갱시장경제흘 유인해낼 수 있다
는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경우， 경제가 정치블 이관기 보다는 정치가 경제올 규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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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보척 자유주의 구현얘 밍요하다고 주장한 이 두 재도， 측 합의

제 초정시장경제와 합의제민주주의라는 제도 유형 깨녕에 대혜 간단히 언급하고자한다
툴띨요한 오해용 피하고자함이다 이 개녕들은 오직 순서척도(ord i nal scale)에 의혜 구분
되는 것을임융 분영히 하고 싱 냐 다시 말하자연， λ내시장경 제와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다수제민주주의와 합의제민주주의는 영목척도.(nom ina l sca le)에 의해 킬로 무률 에듯 명
확히 구분필 수 있는 성질의 개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좌파나 우파 혹은 진보나 보
수의 구분 정우얘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정도의 차이용 나타내는 개녕이다 이녕 지형애

서 좌파나 진보에 가까올수혹 명풍의 확대플 더 강조하듯이， 자본주의의 다양성용 나타내

는 연속제선상어 서는 조정시장경제에 가까운 지정일수혹 분배진화성이 농은 자본주의이
여， 민주주의 유형의 연속셰선상에서는 합의쩨애 가끼용수혹 포괄성 혹은 포용성이 높은
민주주의일 훈이다 결국 온고의 논의 주쩨는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융 각각 어떻게

조갱시장경제와함의제민주주의로‘전환할것인가가아니라， 어영게 그쪽으로 더 가깡깨
‘정근 혹은 발전시켜갈 것인가라고 항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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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1RACT

Consensus Democracy for Progressive Liberalism
in Korea
T엎wookChoi

I 써Iym lkWer하y 이 GradJale SILdes

There is a heated dispute in the Korean society these days about the 'progressive
liberalism ,‘ which emphasizes political and social liberty inslead of economic libeny.
깨 is

article does oot evaluate t야 suitability of the p 뺑ressive liberalism as an a1temative

ideology for the Korean society. But il argues that the

ide이 ogy

could be more easily

’-ea lized under the institutionaJ ∞ndition lhat the ‘ consensus democracι’ as opp:tSed 10 the
‘ majoritarian democracι’ provides. Th e reason is simple. 80th the p이 iti cal and Ihe social

liberty need the 잉갱l1 ed 찌 itics of inclusion' 10 work properly. 10 mosl cases, the po1itιs
of inclusion arises from thc consensus democracy, 001 from the m에。 ritarian democrac y.
Out of the lalleT docs usually arise the so-ca l1 ed 'politics of excluι>0 0 ’ Especially, the
consensus democracy is superior io guaranteeing the social liberly due to ils stroog
amnity with the

‘α)(lrdinaled

market economy.’ which is a more 'dislribution-friendly‘

type of capitalism than the 'liberal mark히 econom y.‘ The im미 icalion in this ar1 icle is Ihιl
development of a consensus democracy has 10 be preceded before the Korean sociely could
fully enjoy the distribution-friendly capitalism and the progressive liberalism
Keywords: progressive liberalism, social liberalism, varieties of caαtalism ， coordÎnated
market economy. liberal market
social corporatism

economι

consensus democracy, politκs of i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