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시대의 탈정계 정치과정을 위한 이론토대:
새로운실마리 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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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온 >I'i'회 등 얻경계 현싱의 심외로 기존의 경계지앙적 정치과정에 ιn앙상태기
호해윌으로얘 길등조정이 어려원X며 기버넌스가 저히되고 있디반 디 서 문지의식올 잦
이 >1구회 시대쩨 조용힐 수 있는 비링직한 당징계 정i 과장을 서얻는 데 일요한 딩위

적 이를토대. 탐색힌벼 기존 자유주의 핀정의 0 페집성 모월과 공동처뚜의 핀접의 이
익릉앙 오댈 g 물론 초국적 민주주의 딩론의 여러 주징 용 어느 것도 지구회 人때의 틸
경계 싱횡에 질 죠용하여 윌경계 정치과정잉 이흔토대기 되기에 한찌가 크디는 짐을 지

적힌띠 이어서 새로운 관짐으로 구딘 (R여"'" Go<엉'0 의 성실적 민주주의 모옐과 내적
육훼뼈""히ion 빼inl 개엄올 소개히며 정치앵워지 각지의 내적 성잉을 공직 결정의
진치않건으g 종시 ôf'E 구딩의 A 껴이 지구회 시대의 틸경계 정치과잉을 위힌 딩위적
O(흔토대로 유앙해 보인다는 짐을 주S앤엑

추재어 지구회 달경계 정치과정 구딘 성상직 민추주의 대적 숙의

1. 서론
오늘날 각국의 정치과정이 과도한 갈둥과 교착， 불안쟁윷 낳고 심한 율신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 차는 다소 있지만 한국뿐 아니라 선진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시유엉 국가를에시도 보연적으오 관칠되는 현싱이다 국가정계 내의 상황안 봐도 이러니，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욕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옹 받아 수행된 연구잉
(과제언효 N RF-2008-QOιJ01803 ) 초고는 한국세계지역학회 연예학술대회(경희대학교， 2010년

"원 30 일)애서 -지구화 시대 숙의민주주의적 갱치과정의 이흔적 토대-라는 제목으호 안표되었응
띨자는 유악한 논명올 해주신 흥원g 교수{한국외대L 익영의 싱샤자 세 운， 그리고 연구보조원인
경희대 갱지학과박사과정 깅영호 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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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계를 근본적으로 낮추고 있는 지구화 조류까지 고려해서 정치과정을 관찰해보면

그 갈둥과 교착， 올안정이 웹샌 싱할 것이다 국가정계를 가로지르는 각종 상호작용의 수
와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시대환경애서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를 잘 조정해 거버년스를 기하고 관련자들의 갈퉁과 대중의 불신올완화하는 일은 고도의
난제일수밖에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화 시대에 부합'1-는 바랍칙한 탈경제 정치과정융 그려보는 일이 가
놓힐까? 혹자는 그것은 너우 비현실적인 일로서 지적(~的 ) 유희에 그철 것이라고 비딴할
지 모른다 국가정계 내의 정지과정도 적합한 모습을 찾기 힘든데 국가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갱지과정의 모색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툴지 모른다 그러나 달리 생
각해보면， 국가 내 정치과정이 갈수록 심한 갈등과 교착에 빠지고 거벼넌스 위기로 이어지
는 이유는 지구화 둥 여러 시대초류로 각종 경제가 무너지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등 핵심 정치주체들이 국가정계의 절대적 애타성이라는 철지난 전제를

고수하여 정치과갱융 정직되게 운용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온다면 당경제의 정
치과정을 탐색 모색'1-는 일이 비현실적 공상안은 아니고 국가 간은 물론 국가 내 정치과

정의 갈풍과 교착을 완화하고 원활한 거벼넌스를 기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줄이는 지릉길
내지는 멸수요건일 수 있다 시대가 탈경제적 성격을 띠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영진 않겠
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과정윷 그려보는 작업이 벨요하다는 생각이다

기존 정치과정상 각종 경계플 낮추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만틀고 있는 시대조류는 여러
잘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은 계급， 직능운야， 종교， 지역 퉁 산업시

대의 대립구도툴 이루었던 여러 정계를 흐려게 하고 있다 사회 구초와 이해관계가 파연화
되고， 대중이 원자화되고， 사회 환경이 하루가 달리 급변하는 탈산엉시대를 맞아 대중의

행태와사회관계를 규정항 만큼의 명확하고 고정된 정계구분을 찾기 힘툴게 된 것이다 또

한，정보사회로의 진입도 지역， 직영，국가둥의 경져가 더 이상큰 의이를갖지 못하게 하
고있다 각개인이슨쉽게각종정보를얻고중간애체없이사이벼을용해직접교류할수
있게 된 상￥”서 특정 경계 내호안 정체성과충성싱율 유지시킬 것이라고 기대힐 수 없게
되었다 아올러， 탈물질주의 시대죠류도 전통적인 사회경계들의 적실성올 떨어뜨리고 있

다 복지， 환경， 인권， 교육， 문화퉁삶의 질에 관련된 당물질주의 이슈는 기존의 좌우 혹은
진보-보수 대럽에 비해 정져 가 영확하지 않은 운화가치관 차원의 대립구도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지구화로 인한 탈경계적 변화가 두드러진대입쩍액 2이lO; 오기명 2000; 잉성호

2003; Held el al. 1999; Archibugi et al. 199&) 지구화는 국가경계의 예쇄성올 낮추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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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투가능성， 모호성， 복잡성올 중가시켜 국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국가 경계
내로만 국한되기보다 정계를 넘어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있다 예틀 들어， 지구온난화， 대
기오염， 수질오염， 오존파괴 등의 환경 문제， 에이즈나 사스， 죠류독강， 신종 플루 같은 질

병

건강 관련 이슈， 핵에너지 "l-용과 핵예기물 관리， 핵무기와화학무기의 관리，세계금융

시장， 다국적기엉 규제， 해양엉， 지적 재산권， 천연자원 보존， 난민‘ 노동 이주 둥의 경우 수
않은 사람이 국가정계를 녕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뺑성하고 있다{Cohen 2(0 1).

이 글은 지구화 풍 탈경계적 시대조류의 심화로 인해 기 존의 경계지향적 정치과정에 긴
장이 초래왜 갈풍조쟁이 어려워지고 거벼넌스가 저하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식플 찾는
다 특히 지구화로 인해 각종 정책의 영향은 국가정계를 가로질러 확산되고 있지만 수많

은 나라에 걸쳐 그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의 7 1 총분히 이루어지지 않융 뿐 아니라 각종 관
련이익들의 표충과 상호 조정올 안촉스렵게 기해중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치과정의 긴장요소로 작용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해당이익의 원칙 (pn nci이 e of
aπ'ected

interests)" -

즉 어떤 공적 절정으로 이해관계에 영향올 받게 된 자는 투표냐 발

언 둥으로써 그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항 권리을 가진다는 원칙

의 절대성이 지구화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정치과정상 특히 큰 우려를 자아낸다-(Dobson

2007; Eckersley

2(07)
이러한문제의식에입킥뼈이글은지구화시대에조용할수있는바람직한탈정계정치
과쟁을 세우는 데에 멸요한 당위척 이롱토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여러 관점올 살띠며 어떤
것이 이론토대로 가장 유망할지 영가한다 당위적 인식을 담은 이론토대릉 제대로 정립해
야 정치과정의 기능적 적실생을 높이고 인주주의 거버년스를 제J!할 수 있는 실제적 토양
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가정이다 그러한 당위적 인식은 실현가능성올 담
고 있어야 하겠지만， 설혹 실현가능성이 아주 농지 않더라도 현실의 명가기준 그리고 미래
변화의 지향정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론토대의 정립은 지난@양)한

작업이지만 이 글은 일단 실마리툴 찾는 데 의의를 두는 만큼 심충객이기보다는 포괄적인
(그언 만용 며상적인)， 그리고 눈충격이기보 '1는 당색혀인 성격에 어툴게 원 것이다

본혼용 개관하면， 2절부터 4절에 걸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전용은 올흔 초국적 민주
주의 당론의 여러 기존 관정융상띠며 어느 것도 지구회와 탈경제 시대환경에 잘 조웅하여

힐경계 정지과정의 이론토대가 되기에는한계가 크다는 접올 주장한다 5 절에서는 새로운

실마리로 구딘 (Robert G∞din)의 성장잭 민주주의 모웰과 배적 숙의 개닝을 소개하며，
지구화 시대의 탈경계 정치과정옹 위한 당위적 이론토대로 유%ν해 보인다는 점융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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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 정에서는 앞으로 논의릎 구제화해나가기 위한 과제에 대혜 생각해본다

II. 자유주의 관정의 이익집성적 모탤과 그 한계
자유주의 전흥은 여러 갈래로 발전해왔지만， 공흥되게 명확한 국가경계률 전제로 삼아

왔다 따라서 자유주의는국가정계가 명확했던 과거 절대주권국가체제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싱 원리로 잘 작동했융지 모르지만 지구화로 국가정계가 모호해진 오늘날에는 높은 척
실성율 유지하기 힘툴게 되었다 자연히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정에 입각한 정지과정도 지
구화 시대환정에서 적실성 위기를 취올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가 영확한 국가정계를 가정하고 있응올 살며보자 계약흔적 자유주의 전용을

창시한 홈즈와 로크는 자기이익윷 합리책으로 추구하는 독자적 개인들이 함께 사회제약

융 맺어 사회와 정부플 안든 것이라는 생각을 전개한다 일단 사회가 형성된 후 그 사회
의 운영방식이 어떠해야 'f는지에 대해서 두 사상가의 생각은 크게 상반되지만， 자연상태
의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로 안틀어진 사회와 외부 사이에 영확한 정계를 상정한다는 에서
는 일치한다 홉즈와 로크의 고전적 계약흔은 현대에 와서 롤즈(J. Rawls에 의해 보다 추

상적 차원에서 일반화왼다 올즈의 저작이 나옹 20세기 중반은 더 이상 쟁대적 주권국가
시대라고 부르기 힘을지만， 흘즈는 시원상태 (origin찌 poSLtlOn깨 있는 개인들이 우지의 에

일 (vei l of ignorance) 을 쓰고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세우는 장(lJl)으로서 ‘다른 사회
플표부터 고립된 예쇄적 체제로서의 사회’를 가정한다{Raw ls 1971). 이러한 가정에 영확한

사회정계가 전제되어 있다 흘즈는 또한 이상형으로서의 ‘질서 잡힌 (we ll -ordeπ 이 사회’는
쟁의에 관한 공공 인식에 의혜 지배되는 사회이고， 모든 사랑이 통일한 쟁의 원칙을올 받
아들이는사회이고，개인들은다햄}목표릎쫓지안정의에 대한공용인식이 시민적 우애

(cÎvic

friendship)의 끈으로 작용하는 사회랴고 규정앙으로써 명확안 샤외정셰의 존재을

전제하고있다
이처렵 홈즈와 로크부터 룡즈까지의 계약흔적 지유주의 판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국가사회의 경져 가 분영하다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누가 선거 투표권율 갖고 자발
적 영시적 동의올 해주는 인인 (demos)~ 지， 구체적으로 누구의 의사가 민의로서 사회규
칙(쟁책) 결정 시 존충되고 반영되어야 항지， 그 사회규칙은 공간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
지에서 효력융 지니는지， 대 g자들이 갱책결과에 대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인 국인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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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흉 포항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지? 이러한 일련의 의문애 대얘 답용 한 수 있어야만
주권재인 원칙융 표방하는 져약흔적 민주주의가 작용될 수 있다 과거 껑대주권국가 시대
애도 외국의 영향으로 인해 주권재민 원리가 완역하게 적용펀 수는 었었지만， 정령， 영함，
예속 퉁이 있지 않은 한 사회결정의 주쩨는 국가경계 내의 행위자에 국한되었다 그러냐

오늘날 지구화의 심화는 국가경계용 낮휘 그 결정주셰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상기 의문을

얘 대한 양융 어영게 또k들고 있다 이애 따라 계약흔적 자유주의는 작동성 (workabi l ity)의
위기융 꺾융 수밖애 없고 당정계 정치과정의 이흔적 토대가 되기에 큰 한계용 노갱하깨 왼
것이다

공리흔척 자유주의 전용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민주쩍 앙식으로 찾응애 있어
서 그 다수가 살고 있는 명확한 국가정계용 상정한다 무엇이 그 국가사회휠 위한 선인지
에 대한 보연척이고 견대적인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흔적 7f정에 서서， 공공선을
갱하는 유영한 기준은 자유흉게 조직왼 사항듭의 선택이 집함된 것이라고 본대Bcetham

1993 , 57) 그러한 선택에 장여할 수 있는 사랍들과 그렇지 않은 사랍틀 간의 구운이 영확
하게 전제된다 공리 흔적 자유주의자가 불 때， 민주주의란 국가경째 내에 거주하는 개인
듭， 옥 국민의 선호을 자알척 선택(표현， 교양， 거래}올용해 정성 (a잃regate)혜 칙대 다수애

최대 앵북융 재공하는 시스댐이다 사회전체용 위한공공션은 국가정계 내에 존재하는 선
호융 사이의 회척의 균형갱이라는 것이다

개인얻 아니라 이익집단의 선호에 주쩍해 공리용 찾는 다알(Dah l ) 류의 다원주의에서도
명확한 국가정계가 상정되어 었고， 사회이익흩 간의 정계， 그리고 정책영역 간 정계도 영
확'1 전재되어 있다 국가정계 내에서 욕갱의 고갱원 이익올 추구하는 이익집단틀 간애 자
유로운 이익표충， 거래와 흥정이 진행되다보띤 각 정책영역 경계 내에서는 욕갱의 세력구
도가 균앵상대(여ui li brium)로 앵생 유지원 수 있지안 정책영역 경쩨읍 넘어 사회 전제적
으로 지애척 영향력올 행사하는 단일 세쩍은 풍장하기 어렵다는 다양의 -소수등의 지애

(minorities rulef 개녕애는 사회집단과 갱책영역 풍 다층의 경째융이 충요하게 설정되어
있마 또한 정당， 압력단체(시민단재와노조 포항)， 선거조직 등 여려 캉간애개얀재들이 대

의민주추의 체제에서 상호작용융 흥해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에 주옥 'f는 비당
의 관점에도 국가， 정따， 계층 둥 각종 경계가 영확<1 상정되어 있대Beet ha m

1993, 64)

개인애 초정용 맞추든 정단애 초껑올 맞추든 간얘 공리론척 자유추의의 핵심 원리인 상

충되는 이익간의 자유홉고 공정한 거래， 타협， 조정을 용한 균앵적 이익징성은 지구화 등
월경셰적 조류의 싱회에 의얘 그 쩍싣성과 효과성이 타격용 받고 있다 이 원리융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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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2개의 가정이 휠요하다 첫째，모든이익이 충분히 g출되고상대방에게 갱확

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여러 이익간의 흥정과 타협을 용한 중간정 도출을 위해

용정한 게입규칙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사회성원틀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

러나 탈정계가 심화외는 상힘에서 국가경제， 사회정계， 정책경계 둥을 가로지르는 너무도
다양한 이익을을 잘 표출하는 일이 어렵게 되고 이 이익툴 간의 조정올 당보항 만한 권위

적규칙이나규범도존재하지않게되어，이 2개의가정이근본적으로혼툴리게되었다
각종 경계가 명확한 경우라 해도， 사랑들의 고정된 선호틀올 균형적으로 정성해 사회
적 정정에 도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Mi l1 er 1993). 어떤 이익집성 방법이나 의사결정
방법도 자의적이고， 어떤 방엉올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랴질 수 었기 때문이다 예툴 툴

어， 수많은 동풍한 행위주제가 모인 의회 같은 의사절정기관의 경우， 주로 활용되는 꽁도
르세(Co찌oπ，，) 방식으로 최적의 합일접올 찾기 용가능한 경우가 많고， 또한 대안쩍 방식
인 보르다，Borda) 방식이 홍도르세 방식과 상이한 질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행위주체가

전략선택(혹은 전략투표}을 힐 경우에 진싱선택(혹은 진심투표}을 할 때와 상반된 절과를
낳올 수 있다 이러한 이익집성의 어려융은 지구화로 인해 보다 다양한 이익을이 사회경제
를 가로질러 휠씬 복장하게 얽히연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영확한 사회경계 내에서도 최적

의 이익집성을 이루기 힘든데‘ 하울여 지구화로 인해 이해관계가 호국적으로 얽히고 또 수
시로 급연하는 탈경계의 상황에서 는 자유주의적 이익징성이 더욱 힘틀 수밖에 없다
이처럽 존재히는 다양한 이익을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적으로 집성하겠다는 이
익집성적 모델은 여러 정계에 정쳐 모호하게 존재하고 수시로 급연하는 사회이익들에 잘
대용하지 옷항 쁜 아니라， 사회의 예측키 힘든 유옹성에 맞춰 그때그때 새로운 시민적 이
익융 창조적으로 형성시키기도 힘들다{March and Olsen 1986, 355) 지구회논 사회구조의

유통성올 가속시키여 사회이익의 따연성과 가변성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경계 내의 이익이나 선호릎 고정왼 것으로 간주한다연 급연t;R긍 사회환경에 맞는 적

실성 있는 딴단과 절갱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 내에 존재"는 사람들만
의 이익과 선호인을 고려할 정우， 법적 정계 밖에 있지만우리사회의 절정에 싱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역으로 우리사회의 절정에 싱대한 영향융 받는 사함들의 잉장과 이익은 간과하

게 되어 결국 적실성의 문제， 나아가 정홍성의 위기가 일생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과정상
양보와 타협이 힘들어지며 갈등과 대립， 교착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태일러 (C. Taylor)는 자유주의 예러다입은 소외의 문제툴 낳는다고 비판한다(Tay lor

1994). 즉， 자유주의는 합리적， 독립적이고 명퉁한 완벽한 개인을 가정하는데， 현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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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이 충촉되지 옷하연(에 노동으로부터 소외， 정책 의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용제 울
능， 상용의 울신화) 자신감의 위기， 도덕적 위기， 정치적 위기가 초래왼다는 것이다 자유
주의 이론과 현싱 사이의 괴리로 인왜 아노미 현상이 열어지며， 사랑응은 기종 사회규범올

더 이상 밍지 않게 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적 규벙올 찾지도 못하는 가용데 사회에
대한애쟁과 헌신융 잃게 원다 자유주의애 예한 이러한 데일러의 비판은 지구화의 심화로

인해 더 욱 설득력융 얻고 있다 성혹 국가경째 내에서 최적의 이익집성을 할 수 있다 얘도

(이것도 비현실척이지만)， 지구화 시대양경 속애서 국가정계 밖의 각종 복잡한 이해관계
가 개입하게 되연 그러한 칙책의 국내적 이익집성올 정책으로 성천에 옮기 기 가 왈가능해
진다 이애 따라사회결정과판련해 사랍들은 효능갑 (effiιacy)용 잃고 소외애 빠지게 되어
총세객 거벼년스 위기가발생하기 영아
영확한 사회정계션의 존재라는 기온 션제가 칭식왼 오늘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제제

에서 여러 위기 중후군이 노갱되고 갱치과정의 순기놓이 저하되고 있음은 을라운 일이 아
니다 일반 시민의 갱치참여 의식이 약화되며 갱치는 -그들안의 잉.로 올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충에서도 정당， 의회에 대한불신이 혹히 심각하다 정치체제의 공적 권위가 불신
받고 팡엄한 지지용 이끌어내지 뭇하는 가운데 갱치권의 이익집성과 이익죠정 기능에 타

격이 가혜지고 있다 정치인툴은 정부의 제도용이나 갱당민주주의 툴속에서 공동으로 문
제용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갱치용 개인화하며 깨인적 이익 추구에 애달려 갱치의 공적 제
도화툴 스스로 악고 있다 선거구도가 안정핑 리 없고 정치의 용확실성이 커 지고 있다 거
버년스의 총에척 위기랴는 표현이 세인의 공강융 얻는 지정애 이으었다 율홀 。1 러한상항
은 수않은 요인율이 작용한 철과로서 지구화의 여파로안 용 수는 었다 그러냐 지구화는
민주주의의 실천무대인 ‘관련 공통쩨 (rel evant communi이의 정계와 엉위용 모호하께 안
동으로써 주권재인과 사회이익의 균형적 집생과 충간적 조정이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

리가 잘작동되기 어볍게 해 오늘날 자유주의쩍 정치과정의 위기애 일조하고 있다

III. 공동체주의 관정의 이익통합객 모탤과 그 한계
자유주의의 대안척 패러다임으로 20세기 후반 이래 공감대용 넙혀가고 있는 현대공동

에주의 역시 인주주의의 실천 무대이자 실천 단위로서 특정 사회의 경계흘 영확히 가정하
고 있다 그 정에서 공동쩨주의도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지구화 동 탈경째 시대초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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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회경계의 모호항과 경계초월객 이익을의 복잡한 교자에 따르는 문제들로부터 자

유룡지 않다 풍통제주의는 특정의 구제적 사회맥락과 고유한 역사전흉이 인간챙통융 규

쩡하고 사회관제를 추동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정계는 울론 지역경짜 정책분야정계，
집단경계가 약화되고 사회， 경제， 문화， 법 차원의 수많은 이익과 정제성이 세계적으로 얽

히고 있는 지구화 죠류 속에서 이와 장 조용하며 정치과정을 이끌 수 있는 이론토대가 되
기는힘들다
혀젤이 자유주의의독링쩍，합리적，보연적 개인상을비판하며 사회적 관겨에서 자아를

찾는 구체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 기초휠 닦은 이래， 개인보다는 사회공풍체에서 인주주

의의 원동력을 찾는 지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 사회공통쩨의 실제에 대해서 수많
은 다양한관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어 제 공동의 정제성과충성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정계릉 지닌 소규모 공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대세이다 예률 을어， 또끄병

(A. Tocquev ille)은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요인융 실용척 생각올 지년 사랍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각종소규모사회결사체에서 찾는다 니스엣(R . N is 삐t)은 가족과 진족이 제공하
는 혜택과 상호부조에서 해당을 찾는대 N i sbet 1993) 그는 개인과 사회 싸1 를 매개하는

가록과 같은 소규모 집단의 기능적， 싱리적 중요성올 주목하며 현대에 와서 가족보다는

개인에 기반올 둔 운화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연서 사회의 해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니스옛이 보기에 바랍칙한 공용채는 산업체， 정부， 노조 같은 추상
적이고 " 1 개인적 (impersona l) 조직이 아니라 구체척 경험과 애타적 정서툴 꽁유하는 가족

과친족올용해서만가능하다
아렌트 (H. Arendt)는 소규모 지역자치체인 워 드(ward)에서 일반인이 자유률게 공적 문
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스댐올 이생양엉)으포 보았다(A rendt 1984) 실제로 인류역
사상 프랑스혁영 등 각총 혁명을 이끈 것은 직영정치인으로 구성왼 정당이 아니고 시민

들의 자발적 모임인 소규모 경사제들이여， 상호 독렵적으로 활통하던 이 소규모 절사제
들이 구쩨적 행풍으로 연대할 때 역사발전이 이루어져왔응융 강조한다 올든퀴스트(A

Oldenquist)는 각자 자기가 속한 소규모 집단에 대해 갖는 충성심， 싱지어 집 단이기주의가
사회즐 묶어왔다고 주장한다 사회에 대한 도덕적 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너무 크고

보연적인 사회가아니라 독특한 고유성올 지녀 다른 집단으로부터 장구분되는 다분히 배
타적 집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속에 경계가 제한적이고 영확한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선호플 엿볼 수 있다 그가 보기에 현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한 사랍이 너
무 많은 집단에 속하거나 너무 크고 보면적인 공동이익올 추구하는 가운데 고유한 집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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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쩌주의자는 보용 이처혐 소규오 공동쩨에 주욕하지만 소규모성융 명시적으로 강

조하지 않는 정우에도 영확한 경계용 전제 호 한 공동제의 특수성과 액확성에 주안정올둔
다 예용 들어， 테일러 (C. Taylor}는 고유한 역사과정올 거쳐 형성되는 전용의 중요성융 주
옥하여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문화속애서 일상생양융 영위하는 가옹이1 그 액

락에 맞게 혼재가 정의왼다고 말한다(Tay lor 1994) 액킨타이어 (A. Mac lntyre)도 개인의

앵통과 의지는 역사적 환경과 때락에 의혜 갱해지고 연화왼다는 논지흘 제시하여， 인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이혜를 이끄는 살아있는 전풍 속에서 공동째에 참여하여 그 공동째로

부터 구체적 도덕성올 찾。에 한다고 주장한대Maclntyre 1984) 또한 월련(S. Wolin)도

전용융 충시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올{ð!)역사성올 비판하며 인간의 존재는 임의로 안들어
사고파는 용건이 아니라 보연잭일 수 없는 고유한 역사 액락의 일상생황에서 유기체처럽
앵성필 수 있융 뿐이라고 한다{Wol i n

1993). 그는 소규모 단위의 분권화 에쩨얘서안 다양

성과 장여얘 기반올 둔 역사적 공동체 의식융 살려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소규모 꽁동쩨
올강조한다
이처럽 고유한 역사액략의 소규모(혹 소규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안) 공동체생활애서

역사방전과 민주주의 정지과정의 원풍력융 찾융 경우 정째호웹객 성격의 지구화가 싱화
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환정과잘죠용VI 수 있융까? 국가 내어 서 민주쩍 풍의에 입각한 이

익집생용 추구하는 자유주의 때러다입이 딸경계썩 지구화로 인해 어려옹융 겪게 왼 것과
아잔가지로， 륙정 국가나 지역의 역사책 액략융 뛰어넘기 힘든 공동제주의도 인주주의 정
치과정융 위한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짙 때 딸경계적 지구화애 조용하기 어영지 않융까? 명

확한， 때흔 애타척이기까지 한 정째융 지닌 공동제흘 정치과정의 핵심 주쩨이자 갱치동학
의 원용핵으로용 정우 탕정계척 시대양정과는잘 맞아 보이지 않는다
공동셰주의 판점에 입각한 민주주의 갱치과갱은 어떼한 성격과 형태용 지냐는지 언저
살여보자 마치{J. Maπh)와 올샌(J .Olsen)은 자유주의의 이익집성척 민주주의 모웰율 비

판하며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선융 향한 이성객 슷의흘 흥해 상호 이뼈용 도모하E， 상호
신뢰용 썽고， 징단 의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익의 화학적 용합(integration ， 단순한 툴리
적 집성

aggregationol 아니라)이 가능하다고 추장한다(March and Olsen 1986) 즉， 사랍은

자기이익융 뛰어념는 공적 이익융 추구.~는동기용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앵용하여 다양
한 이익응 용항시일 수 있는 장재쩍융 가지고 았다는 기본 가갱에 서서 마치와 융샌은 이
익용합적 민주추의읍 째창한다 이러한 이익용합적 민주주의의 핵심온 사랑들의 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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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어 있지 않고 연할 수 있으며 사랑들은 공동제 이익 (공동선}올 위해 선호를 바몰 수

있는 의지을 갖고 있다는 기본가정에 있다 선스틴(C. S unstein)은 인간의 선호는 외부쩍으
로 주어지는{exogenous)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에 의해 연화하는， 즉 내얀적 (endo양nous)
인 것이므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단순한 기존 선호의 징성 기제로 봐선 안 되고 현재 존

재하는 선호들올 공통선올 향혜 흉합 전환시키고 또 새로운 선호률 창출01-는 기제로 봐
야 한다는 주장을 쩨시한다l{Sunslein

1993). 띨러 (0. Miller)도 배심원 제도 퉁 실제의 예률

볼 때 사랑틀의 선호는 공동션을향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이익흉합적 패러다임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받。f을인대Miller 1993, 83)
공동체주의적 이악용합 개엽은 지구화 시대에 수많은 이익들이 다국적， 다차원적， 다충

적으로 교차하는 환경에서 자유주의적 이익집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당위적 목표

가 될 수 있다 앙 절어 서 논했듯이 경계 내로 고정되어 있는 이익들을 두루 만족스럽게 집
성해 최척의 결과를 내며 민주적 거어년스를 기 Of.는 일이 지구화 시대에는 매우 힘들어졌

다 반연， 사랑들의 선호가 공용선올 향해 연할 수 있다는 이익홍합 개녕은 상대적으로 경
계지향적 이 기보다는 경계를 뛰어념을 수 있는 여지률 보이므로 당경계 시대를 맞아 그 적
실성이 더 높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유망항에도 을구하고 실제 정치과정융 논

함에 있어서는 이익홍합 개녕을 구체적 사회액락 내로안 국한시진다는 데에 기존 공동제
주의 시각의 근본적 한제가 있다 진정으로 탈정계적 성격을 띠는 정치과정의 이론토대가
되기는어려워보인다
우선 꽁통제주의적 갱치과정의 한 형태인 참여민주주의툴 생각해보자 바버(8.

8arber)

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야mocracy)’ 모엘옳 저 시하며 시민이 일상생황에서 꽁적 참여을

용해 공잭 목표툴 향해 생각올 전환하여 자기실현올 히는 지낸포양)한 정치과정이 진정
한 민주주의라고 온다(Barber 1994). 공적 옥표는 몇몇 전문가에 의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시민의공적창여，공동숙의，공동행홍융용해서안형성되는것이다 시민은사적
인간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적 사오써1 적극 참여하고 숙의에 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공동
의 당위적 의지를 형성하고 그것올 행풍으로 알현함으로써 공동의 세계툴 만들어야 한다

는 시각이다 。l쳐령 시민창여와 우리’라는 공동제의 강조가 자유추의의 예혜를 비판하는
사랍들에게 큰공강올 자아낸다 그러나 지구화 시대을 맞아 국가정계를 복잡 하게 가로지
르는 쟁점융 다루고 공적 결정올 내립에 있어서 그러한 시인참여을 어떤 방식으로 도모항
지， 과연 충분한 시민창어가 가능할지， 그리고 과연 그러한 시민참여가 국가경계를 뛰어넘

는 공통에 의식과공적 덕성올 형성시칠 수 있올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납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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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므려지 (J . Mansbridge)도 우애， 상효 종충， 연대연 접촉융 근간으로 삼는 용합적
인주주의 (unitary

democracy)’

오웰융 째시하며 시민 모두가 고대 아태예처혐 소규모 단

위에서의 명풍한 공적 참여를 용얘 공동이익을 향혜 합일정융 찾아나갈 것융 제안한다

(Mansbridge 1994) 그는 흉합적 민주주의 모델이 절E 비현실책이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
생필은자유주의에 입각한‘적대적 민주주의(adversary democracy)‘보다여러 연에서 오히
려 통합적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는 정용 각종 얘융 용해 주장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유주

의척 거래， 타협， 다수결은 혼치 않으며， 시민등이 연대연 갱촉올 져주 지속적으호 하다보
연 서로에 대한 감정이입융 히}게 되어 동질성융 느끼고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어 절국 공

갑대 속애서 의사쩔정올 할 수 있재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앤스브리지의 시각도

바벼와 마잔가지로 정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구화의 탈경계 현상과 판련원 한계를 뛰어
녕지 뭇한다 앤스료리지는 바벼에 비혜 시민 간의 연내연 정촉융 더 강초하기 때문에 경

계지향적이라는한계는 더 욱두드러진다
어지 ( 1 . B"dge)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온 공격은유지하지안갱당이 핵심객 중간얘개 역할

올 하는 가운대 일반국민의 투요로 중요한 입엉이나 정치적 절갱융 하는 다소 절충적인 직
정민주주의용 제시한다{B"dge

1993). 정당이

각종 내

외부 토론을 용해 시민교육의 역할

융 수행한다연 시민은 참여의 기회융 더 많이 받게 되어 무관싱， 냉소주의， 얘너리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융 것이라는 생각이다 시민 장여만 강조하고 기존 정치권의 역할은 언
급하지 않는 극단적 참여민주주의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국가경제
의 애타성용 전제로 그 경계 내의 쟁치과정융논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계용 가로질러
이해관계가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지구화 시대의 한계를극복할수 있융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공동쩨주의적 민주주의의 또 다른 앵태인 절사체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의 한쩨율 보인

다 혀스트 (P. H irst)는 자발척이고 자융척인 철사제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휩성화를 흉
혜 대의민주주의 갱치과갱올 보완하는 방안융 제시한다(H irst 1993). 그의 모옐에서 국가
의 역함은 절사제 간의 조정에 한갱되고， 경사체들에 공적 지원융 제공함으로써 자치적 시

인사회용 앙성화시키는 데에 국가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즉， 국가가 개인애게 직접 서비

스륭 쩨용하기보다는 각종 정사체올 지원， 갑옥하고， 공동셰의 민주적 규범융 찾아 철사
쩨률이 자치적으로 이을 실천힐 수 있도폭 옵는 것이다 핵심 판건은 사회 현오냉 가능한

한 않이 분권화해 지방 차원에서 소규모 정사새들이 협웅죠합， 종엉원 지주회사， 협회， 상
호부금 풍융 활발하게 이끌고 시인의 객극잭 창여툴 유도하는 자치쩍

자융척 기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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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앙 수 있도륙 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혀스트의 정사제민주주의 모앵온 개인의 자유와 결

사째의 공객 의우올 경합하는 방식으로서 관심융 끈다 하지만 너무 지방객 소규모 차원

애 초갱융 맞춘 것이어서 역 시 국가경계툴 가로질 러 사회이익들이 다충척으로 얽 히고 급
연'1-는 지구화시대 환경 어 서 갱치파갱의 이 흔적 토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정치과갱상 갱치 인틀 간의 숙의용 흥해 이익용합올 추구하고 국인의 체제 신뢰감을 높
여 거버년스흘 제고하고자 "1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탈경계 갱치과갱의 이흔객 기 반이
되기에 어옐짜? 이 모옐은 갱치권 내애셔의 개빙적이고 강제되지 않은 숙의용 흉혜 합의

원 판단에 도닿하는 것옹 당위객 욕g로 한다 한 애로， 일러의 숙의민주주의 모앨에서 충
요한 가정은 사랑될정치인융 포항한)이 속의용 용해 좁은 륙수이익과 깨인이익으로부

터 벗어나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공동이익융 위혜 선호를 전환힐 수 있다는 것이 다-(M il1er

1993)

왈론 일 러 의 모델이 최종 절정단계에 서의 투표을 거 부하는 것운 아니다 하지안 이

경우 푸표는 충분한 숙의가 있은 후 각자가 딴단융 내 리는 것융 의미하으로 자의성융 띠
게 휠 가능성이 줄어 들고 최종 정갱이 용풍선융 지향하게 월 가능생은 늘어난대M iIler

1993 , 76) 숙의용 하는 가운애 사랍들이 웬래 가지고 있던 선호 충 영백히 장웃원 정보애
잉각얘 있는 것， 사회의 도덕률에 전적으로 잊지 않는 것h 홉은 자기이익안 반영혜 당위적
영분애 영액히 배치되는 것 풍은 포기원 수밖애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숙의민주주의 모텔은
또한 정치과갱상의 숙의를 흉혜 공동째 전에 구성원얘게 집단 소속강과 갱에생율 싱어줘
공동 규엉과 상호 신뢰툴 쌓께 하고 공홍선융 향한 이익 홍합융 하도혹 주문한 다는 예서
당위객용갑융자아낸다
그러나 타운미팅 같은 소규모 단위얘서의 숙의도 각종 죠작， 조종， 억압， 소외， 율영퉁

퉁 부작용융 수반하는데 (Mansbridge

1974), 하울여 국가수준이나 더 나아가 지구수준애

서 각종 정계흩 초웰하는 숙의민주주의용 어떻재 운영 혜 긍정쩍 효과흩 낼지 의문이 따른
다 일러 스스로 인갱하길， 소규모 단i
얘a 애서 숙의가 7
가}벼능하다는 겸험객 중거훌 정계 밖의

잉은 사희에 그대 로 척 용하기애는 무리가 따른c
다대j{M;1
싸
l
들 간의 연 대 연 숙의 틀 핵심요소로 삼는 한， 지구와 시대 의 탈경계객 갱치과정 에 당위적

방향융제시 '1는 이혼토대 가 되기 에 는 그 한계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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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초국적 민주주의 모탤과 그 한계
지구화라는 탈정계적 시대조류를 맞아 자유주의도， 공홍제주의도 순기능적 정치과정
올 위한 적절한 이혼토대을 제꽁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안적 시각올 찾는 노혁의 일환으
로 소위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담혼은 다양한 흥미로운 주장을 낳고 있다 한 예로， 헬드

(0 . Held)는 기존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영토적 정계를 전쩨로 발전되
어온 탓에 시대적 유효성에 한계가왔다고 지적하며 코스모플리탄 민주주의 (cos mop이뻐 n

democracy}를 제창한다j Held 1995. 2(0 7) 그의 주장을 요약하연， 첫째， 국가자원의 기존

정치제는 유지하되 지역자원과 세계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민주적 정치제(특히 의회)툴

구성혜 범세계 연방주의 구조을 만들고， 툴째， 항구적 상위 원칙을 천명한 현엉올 초국가
적 차원으로 정링， 실천하고， 셋째， 이률 위해 사랍들은 E스모폴리단 시인으로서의 의식

올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성격올 근원적으로 벗은 것은 아닌바， 기존의 자
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를 세계자원으로 확장시키며 국가경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당위적

이흔이다
그러나 웰드의 E스모흘리탄 민주주의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엄세계 연방주의
구죠툴 또띈고， 항구적인 상위 헌법원칙올 지구 자원에서 모색하고， 사랍들이 범세계 시민

으로서의 의식을 형성하기에는 세계의 다양성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회의가
크게 든대K ymli c ka 1999) 특히， 과연 다양한 영역의 수많은 사랍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초

국가적 헌법을 안드는 일。1 가능한지， 그리고 과연 민주성이라는 당위적 판정에서 바랑직
한지 논란을 야기한다{Saward 2007 , 6) 다얄 (R . Oahl)은 초국적 자원의 연방의회는 각 지
방에 사는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존재할수밖에 없어 그들의 다양
하고 복잡한생각과 엽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민주적 다양성보다 획일적
정직성올 띠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대 O， hl

1999).

드라이 젝 (J. Dryzek}은 헬드의 코스모올리탄 인수수의에서 말하는 초국적 정지체는 기

폰의 국가지구와 유사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구화 시대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융용성
을 갖충 수 없다고 비판한다jD ryzek 2αlO) 그도 지구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과정은
당정계의초국적성척을지향해야한다는예동의하지만，보다텅꽁식적 권쩍걱 정부적

인 차원을 주목한다 즉‘ 그는 초국적 시민사회 혹은 지구시민사회 (global αv il soci야y)에
서의 일상 대화와 토의어 서 추진동혁융 잦옴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거버언트가 아니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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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대 Dryzek

2007) 홈슨( D 깨 ompson)도 국가경제를 가

로질러 어떻게 공정한 선거 를 치를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웰드 모델의 문제점올 지척한다
그가 보기에， 국가경계를 가로지르는 숙의가 국가정계를 가로지르는 선거나 그 밖의 이익
징성 기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런 만큼 더 적절하다{Thompson

1999) 이련 의미에서 톰

슨은 자유주의 관점을 초국적으로 확대하려는 헬드와 달리 드라이젝처렁 공동제주의 판
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추구하되 그 범위률 초국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해답을 찾으려 한
다 에커슬리 ( R. Eckersley)도 생태환정 문제에 천착하며 국가정계를 넘어 영향 받는 사람

들의 생각이 생태환경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한 기쩨로 숙의민주주의가 가장유망한 희
망올 던진다고 온다{Ec kers ley 2007)
숙의민주주의에서 지구화시대의 적절한 모델올 찾는 드라이젝， 톰슨， 에커슬리 웅의 노

력은 일각에서는 큰 공영을 자아내지만 다른 일각에서 올 때는 헬드의 E스모폴리단 민
주주의 웃지않게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통슨은 국가정계를 가로지르는 숙의

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를 흥해서 그혈 수 있는지 분영하지
않다 초국적 숙의를 위한 기제로 여러 사회를로부터 파견왼 대표자들 간의 포렵율 제시
하지만， 그 포럽이 너무도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오녕 융용성과 포용성
( Î nc써si veness)올 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제도나 기제를 용해 기항지 의문올 남긴
다 지구시민사회의 각종 세계 사회 포험 (W，α ld Soc ial Foru m)올 관찰해보연 장여자 간의
진정한 숙의를 방해하는 이녕적 갈퉁， 조직상의 이해관계， 정치적 풍기 둥의 문제가 심각
한 수준이대 Glasius

and 끼 mms2α>6) 뿐안 아니라， 이러한 국가경제툴 뛰어넙는 숙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배정올 볼 때 대표성의 한계가두드러진다
국가경제툴 초월하기 위한 초국적 민주주의 당론의 또 다른 갈래로， 개인이 국가정계나

집단경계 내로안 제한시킨 자신의 갱제성을 지구정제성 (gl obal identity)으로 확대하고 지
구시민으로서의 의식융 자연스례 습득하는 가능성에 천착하는 움직입이 었다 많은 사람

이 지구갱제생과 지구시민의식올 느끼게 된다연， 비록 구체적 사안에 대한 보연적 공감올
이루지 웃한다 해도 나와 배정과 문화가 다른 타인 을 애척하는 갱도가 중끄 지구차원에

서 민주적 거벼넌스가 가능힐 것이란 생각이대Scholte 1996; Smith 1996) 특히 국가정제
를 념나들며 활동하는 수많은 비정부기구{NGO:

Non-Govemmental Organization)들이 핵

심적 역힐울 한다연 열린 다원주의에 잉각한 지구정제성과 지구시민의식이 점차 함양휠
수 있고 그힘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거버년스와 민주주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이 널리 힘을 엉고 있다{Sa lamon

and Anheir 1997; Rosenau 200끼 그러냐 이런 시각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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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낙관적， 비현실적이라는 비 판을 받는다 지구갱제생의 형성이 안족스런 민주적 거벼넌
스률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 다 지구쟁제성은 자칫 다원주의가 아닌 특정의 지배적

운회(예 서구 문화)에 입각한 획일척 패권주의나 애타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또한 여 러 사람이 공동의 지구정체성올 느낀다 혜도 당위적 성격의 시 민적 덕성을 같이 갖
추지 않는 한， 한연으로 자기이익만 생각"}-는 이기주의， 다릉 한연으로 내가 절 대 로 옳다

는 자기중심적 관정으로부터 자유효울 수 없 다 공동의 갱제성을 느끼는 사랍들 간에도
구체적 현안과 관련된 입장 차이로 인해 심한 갈퉁과 교착이 불거질 수 있응은 비단 정당

정제 성， 지방갱체성， 국가정제성뿐 아니라 지구정체성에도 해당띨 것이다

이상에서 논했듯이 국가정계를 뛰어녕을 수 있는 민주주의 갱치과정용 지향하는 지구
화 시대 민주주의 당론은 아직 큰 성공융 거두고 있지 못하다 특히 정치과정상주요 행위
주제들의 구제적 역할과 관련해서 기존의 거대당론은 별 기여를 하지 옷한다 그러므로 탈

정계적 시대죠류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는 무언가의 새로운 대안적 해러다임이 요구왼다
이때 염두에 두어야 힐 대영제는， 정치과정에서 온갖 다양한 이 익과 입장을 원안하게 조정

해산출기능을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각종경제의 내부는울론외부의 다양하고복
잡한 이익을올 고려항 수 있을 만콩 창의적이어야 하고， 경계를 가로질러 급연하는 복잡

한 상황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적용， 대저항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대 ß"m이 1 2006， 3 2). 유
연성， 융홍성， 신축성 ， 적융성， 창의성 풍의 성격을 갖추지 옷한다연 정치과정이 지구와 시
대환경 속에서 이익초쟁과 정책 산출의 기능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적실성의 위기릉
겪올 수밖에 없게 된다 예툴 들어， 집 단주의 논리에 입각해 용일성과 기융올 강조"}-는 기
존의 정형화된 정당조직은 탈정계 시대에 요구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적실성
을 잃고 있다 다음 섣에서는 각종 정계플 가로질러 신축성 있게 이악조갱과 정책 산충이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을 인도항수 있는 당위적 이론판정은 없올지 그 실마리률 찾아온다

V, 실마리: 구딘(Goodin)의 성찰적 민주주의 모댈과 ‘내적 숙의‘ 개념
지구화 시대의 당경제적 갱치과정을 위한 당위적 이론토대로 구딘(Robe이 G∞d i n)의 판

정은 중요한 실마리릎 제공한대G，빼 Î n

2003). 구딘은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당위 차원의

추갱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융 전개한바， 그의 시각은 정치과정의 모든 측연， 모든 행위주제
에 적용원 수 있는 광범한 시사접을 던지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관정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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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적 민주주의 (reflective

democracy) 라고 부르며， 민주주의 샤회의 시민은 성찰{ref1ect)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적 대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바랍에 대

해 생찰하고 자기 자신의 목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띨요하다연 자기의 생각과 목
표를 어영게 바꾸연 좋을지 성창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틀의 생각과 이

익에 대해 내 램속에서 성창하는 내재화 과정올 거쳐야 한다 구딘은 이 성찰의 과정을
민주적 내적 숙의 (del i beration w ith in)라고 개녕화했다 내적 숙의률 하려연 다른 여러 사

랍등의입장에감정이입융혜서마응속상상의차원에서그들과나자신사이의민주적대

화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 O뜸속의 성찰 과정은 챔?주의에서 얽H긍 거래 및 협상
올 위한 토론이나 공동제주의의 연대면 숙의와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챙풍보다

는 내적 인식이자 사고(앤영) 중심적인 개녕이므로 남들의 여러 입장올 혜아릴 수 있는 상
상력이핑수적이다

내적 숙의 개녕은 공동선을 향혜 각자의 인식올 용합시켜가는 과정으로서의 숙의라는

공동제주의적 개념어 서 따온 것이다 이 정에서 각자의 절대적 권리를 지키고 고정된 선호
툴올 균형적으로 집성하는 것을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요제로 보는 자유주의 관정과 구분

된다 그러나동시에， 각자가 냥들의 입장을 감정이입하듯 혜아리여 자기 아음속에서 그들
과의숙의즐거쳐공통선올향한성장적 판단을내링에 있어서 각자의 이성적 독립성을가
정한다는 정에서 자유주의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 않다 사랍들의 인식은 자기가 속
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액학에 구초적으료 연입되고 규정왼다는 공통제주의 시각은 구

딘의 독립적으로 성찰송+는 개인，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내적 숙의에 토대를 둔 성질적 민
주주의와분영히 차이가 난다(꽁통선의 모색이라는 공흥정에도 울구하고) 이처렁 구딘의

시각은공용쩨주의와자유주의의중간에절묘하게위치하고있다고힐수있다
구딘의 당위적 ‘내적 숙의 개녕에 기반올 둔 정치과갱의 최대 장정은 경계초월척이라는
것이다 내적 숙의는 나 혼자 인식의 세제에서 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익않 받지

않는다 숙의를 위해 모든 관련자들이 툴리적으로 같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들이 숙의자
의 마음속에안 존재하연 펀다 자유주의석 이익십성이나 공풍쩨주의적 장여 혹은 연대연
숙의의 경우， 사랍들의 풍기가 적절할지라도 사회적 소외자나 비주류 징단， 혹은 국외자

(局外홈}는 배제되기 영고 설혹 포항된다 해도 주연적 역할에 그치기 업다 최대 다수에 최
대 행복율 주는 이익집성올 하고자 하는 지유주의적 풍기가 아무리 장해도 고정된 선호들
의 집성올 시도하는한 일러가 전술했듯이 최적의 경과를 내지 못하며 소수의 올리함과 불
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공통션을 향해 인식올 전환하고 내 。1 익을 다른 사랍등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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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흉힘t울리적 집성이 아니랴)하겠다는 공동제주의적 풍기가 아우리 강해도 기
존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결샤제민주주의에서 알하는 기제로는 충분한 수의 시민

이 쩍곡 참여하기 힘듬고 각자의 능력 차에 따른 불명퉁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연에 내적

숙의는 내가 냥틀의 입장을 고려해 공동선을 향한 성창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통기가 있는
한 소외 이익이나 소수 의견을 전연적으로 포용항 수 있다 구딘에 의하면， 소외자나 소수

자뿐 아니라 후대 사람플의 이익이나 심지어는 생태환경척 이익까지도 내적 숙의호씨 고
려해출수있다

공간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내적 숙의의 장점은 특히 지구화와 관련해서 큰 애력
올 지닌다 지구화가 심화되며 창정권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상주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고 통시에 참정권을 지닌 국인이 외국에 상주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 거주 외

국인은 국내어 서 경갱되는 수많은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받지만 발언권올 행사항 수 없
다 국외 거주 내국인도 해당국의 정책에 영향 받지만그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해외
부재자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의 국민은 고국의 정치체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식

적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우 20 1 2년부터 재외국민도 대용령선거와 비혀1
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투요항 수 있지만 여러 여건의 어려웅으로 인해 그 중 아주 일부만

실제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정치인이든 일반시민이든 내척 숙의를 한다연 그러
한사각지대에 있는사랑들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서 각자의 딴단에 반영할수 있다

사회정계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지는 수많은 쟁책을 결정하고 명가함에 있어서 사회경계
툴 닙나들여 생왕하거나 국정 안팎에 상주하는 수많은 사람을의 이익이 내적 숙의흘 용해
성창될 수 있다연， 국가경계를 초월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이익들이 민주주의 정치과
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지구화 시대에 내적 숙의 개녕이 죠웅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근거이다 즉， 사랍틀의 인식이 각자 위치한 고유한 사회맥락에 의해 규갱된다

는 공통제주의 가쟁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사랑들의 선호가 개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는 고전직 자유추의의 가성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딘의 내적 숙의가 지뉘화 시대에

조웅할 수 있는 것이다 내적 숙의는 개인의 신중하고 성창척이지만통시에 독립척인 판단

올 의이하지안， 공동쩨주의적 숙의는 공동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올 반영한다 후자는

흉어 져있는 개인을을 공적 토의를 용해 묶어 보다동질적이고 일관왼 전체를 안드는 것올
목표로 한다 반면 전자는목 이익의 동질적 용합이나 동일한 정쩨성의 형성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숙의는 ’선호 존중적 (각 개인의 선호등 존중하는)"이시만， 냥
의 입장을 반영해 내 생각응 전환하며 공동션을 지향한다는 정에서 전적으로 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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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도않다

구딘은 성찰적 내적 숙의릎 촉진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다 그는 무엿보다
문화정책올 흥해 남의 입장을 헤아렬 수 있는 상상력을 키올 것올 제안한다 영화， 책， 텔

레비전 프로그랩， 그 밖의 애스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냥들에 대한 갑정이입을 힐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소설 r엉클용의 캐빈」이 미국의 액인으로 하여금 혹인에 대
한 감정이입올 하고 입장을 혜아렬 수 있는 기회률 주었듯이， 국가정계를 비롯한 각종 경

계 밖의 여러 사랑과 사회， 집단에 대한 직간접의 운화재힘을 흥해 지구화 시대에 조용하
는 내적 숙의을 힐 수 있올 것이다 구딘은 또한 냥에 대한 상상력올 키우기 위해 이질적인，

사랍틀과 직접 어올렬 수 있게 해주는 다문화정책과 주거 교육 교용 정책올 강조한다

국가정계를 가로지르는 직접적 어올컵은 경계 내부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정부 및 인간 차원에서의 노력을 흥해 충분히 중가시킬 수 있다 특히 갱치권에

서의 갱책절정과 관련해서 구딘은 외부 자문 절차의 확대을 강조한다 가능한 한 많은 관
련자틀의 자운옹 받을수록 다양한 입장을에 대한 내적 숙의가 가능할 것이다 지구화 시

대환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외부 자문은 국가경계 밖의 다양한 이익올 대표하는 사팡이나
단체을 포항할수혹 좋을 것이다 구딘이 강초하지는 않았지만 사이어 공ζ낼 용한 정보

확산과 소용 중가는 각종 경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키우고 감정이입을 촉진시켜 달경계
썩 내적 숙의률 가놓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원 수 있다

내적 숙의는 각자의 마음속어 서 성찰적으로 딴단하는 과쟁으로서 최종 공적 결정을 내
리는 기쩨는 울론 아니다 구딘은 내적 숙의릎 대의민주주의 과정의 바른 작용올 위한 전

제요건으로 생각하며， 관련자들 사이에 자연스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연 절국 최종 결

갱은 투표에 의촌할 수밖에 없음올 인정한다 각자 아응속의 내적 숙의는 최종 공적 경갱

에 휠요한 당사^r들 간의 외척 대화나 공적 참여도 아니고 그것을 대제힐 수 없다 그렇지
만 내적 숙의는 공적 참여， 외적 대화， 그리고 집합적 투표의 전제조건으로서， 잘 이루어질
수록 공적 창여나 외적 대화나 투표절차가 다소 떨 완전해도 큰 문제가 얄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내적 숙의 개녕은 다른 사랍들의 입장을 해아려 필요 시 내 생각융 바꾸기도 하

연서 진정한 공갑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급히 결혼올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창적 자세률 우리에게 심어준다
구딘의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가꾸어가는 모은 행위자에게 해당된다 쟁치가는
울흔 관료， 이익단체 활퉁가， 언론인， 그리고 일반시민을 향한 당위쩍 제언이다 정치가에

게 특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정치과쩡상 모든 행위자의 공통사안이다 내적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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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용한 성창이 선행되어 않은 사랍등의 행동용 이끈다연， 활정째 조류가 심화되는 지구
화 시대용 맞아 정계지향적인 자유주의와 공용세주의의 한계올 극혹혜 경얘초옐객 사회

이익틀윤 원안하게 조정하여 민주주의 거버년스흘 원활하게 기할 수 있용 것이다 정치과

정이씨유주의 패러다임에 안주합 경우 자유추의적 이익집성이 실제상 잘되 지 않아 극심
한 위기중후군융 혜소항 수 없고， 공동체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도 공동체주의적 이익홍

합이 경계지향적 성격올 띠기 때문에 탈경계 시대에 흔 적실성올 찾기 힘툴다 지구화의 심
화로 국가경계용 초월하는 수않은 이익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갱치인， 갱당， 의회

는 오늘날 적실성의 상실올 겪고 있다 지구화 시대툴 맞아 위기애 빠져 있는 쟁치과쟁의

적실성용 되쌀렬 수 있는 실마리로 구딩의 내적 숙의 개녕이 유용혜 보인다 각종 사회경
계원 초원혜 다양한 이익툴융 마옹속으로 고려하연서 공동이익용 향한 성장윤 시도한다
는 데서 내적 숙의 개념의 매력이 두드러진다 내적 숙의가 정치과정상 행위주제들의 당위

적 목g이자 민주주의의 핵싱 전제요건으로 중시되고 성찰적 민주주의가 우리의 인식올

인도한 당위적 이론토대로 자라 장융수 었다연， 갱지과정은 지구화 시대환정 속얘서 각종
정계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선을 모색하는 공직 정로로서 그 존재가치융 재알견항 수 있올

것이다

VI.

철론

지구화 시대한 잊아 자유주의는 시대의 한계에 옹착했다 계약흔적 자유주의의 뼈심 원

리인 인인주권과 개인권리의 절대성융 충실히 실천하기애는 국가경째가 현실상 너무 불

분명얘졌다 공리론적 자유주의용 구현하기 위한 궁형적 이익집성의 메커니즘 역시 초국
쩍 이째판셰가 복잡하게 영히는 가운데 원~히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가충심의 집단
주의적 사회주의는 국가정계올 낮추고 회미하게 한 국가때려다임의 반영제， 즉， 지구화로
인해 더욱 더 소냉하기 힘을제 되었다 지유추의외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공용쩨
주의가 공영융자아내고 있지만， 소속 공동써1 의 고유한사회척， 역사잭 맥락이 인간행동을

규정하고 추동한 다는 생각은 너무 경계지향쩍이고 소규모 단위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화라는 당정계적 시대환경애 잘 맞는 것 같지 않다 현대공동재주의에 입각한 장여인

주주의， 철사계민주주의， 연대연 속의인주주의 둥의 이롱은 그런 의미에서 지구화 시대의
웰경계척 갱치과정에 당위적 토대용 째공하기애 부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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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흔들애 대한 이러한 "1판의 연장선에서 이 글은 구딘의 ‘내객 숙의 개념이 하나

의 실마리가 휠 수 있다는 갱올주장했다 구딘은 숙의라는 공동쩨주의쩍 개녕애 하안했지
만， 각자가 냥틀의 입장올 감정이입 >b듯 혜아리며 자기의 마응속애서 그툴과의 숙의를 거

쳐 성싼객 판단율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이성적 독자성융 상정한 자유，주의

기초흩 버리지 않고 있다 이처렁 구딘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충간에 위치함으로써
각종 집단경계， 사회정계는 물흔 국가경계융 호월해 어떠한 정치과정에서도 민주주의 거

에년스용 추구항 수 있는 이흔적 토대용 제공하고 있다 마음속 상상의 새계에서 냥을과
내객 숙의용 하며 각종 경계용 뛰어녕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간상(1*)융 상정한다는 접

에서 구딘의 시각은 지구화 시대 당정쩨적 갱치과갱의 당위적 이동토대로 유앙혜 보인다

구딘이 풍꾸는 인간은 독립적， 합리적 개인인 자유주의객 인간도 아니고 사회액락에 연잉
되어 자아정 찾는 공동제주의객 인간도 아니고， 내적 숙의를 용해 냥률융 배려하되 스스

로의 신충한 판단을 하는 성창적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상올 당위적 모옐로 상율 때 ， 각종
량정계적시대조류로인한 아켈，강둥，부조화，불안정퉁올극복힐수있는이론토대가마

련휠수있융것이다
내객 숙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갱치과갱율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째애 대한 고인이

생요하다 ” 무엇보다， 너무 이상객， 공상척이라는 충분히 일리 있는 "1판에 직연하게 된다
그러나 사힘을이 자기이익안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실제상 당위척 가지와 기준얘 따라 행

동 >b는 경우가 혼하다는 정험 중거융 많이 찾융 수 있대G ，생 in

2003 , 23이 또한 구딘이

제안한 문화정책 퉁 몇몇 방안읍 장 싱천한다연 내적 숙의를 촉진시썰 수 있융 것이다 갱
도의 차는 있겠지만 공자의 군자나 융라온의 철인과 같은 이상적 인융톨 아니라 현실의
일반시민도 공동선올 추구하는 충분한 의지와능력올 갖고 있다는 점은 공동쩨주의객 이

익용합 모웰융 내세우는 학자들얘 의해 설득력 있는 근거가 째시되어왔다 성혹 만족항

만큼의 수준에서 내척 숙의 개녕융 실천하기가 용가능하다 해요 당위적 목표로서 정치과
정의 인식적 길잡이가 왼다연 그 의이 용 찾융수 있올 것이다
또 다혼 난저1로， 내걱 속의를 시도>，논 앵위주재의 개인적 연션애 의혜 견곡 연파적 걸

혼으로 귀작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휩요하다 마음속의 성창은 연대연 숙의 퉁 다른 기
쩨에 비 해 각자의 개 인적 연견융 걸러내는 장치가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딘의

내잭 숙의 개념은 상상힐 수 있는 옹갖 다양한 입장애 대해 가능한 한 많이 감정이입올 해

1) 여기서 언급외는 난세을의 상당부분옴 갯 왜이지의 사샤"기에 나옹논영자률이 지격한것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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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올 추구하는 것을 웃하므로， 그 개녕상으로는 개인의 연견에 합몰윌 위험생이 크지
않다 관건은 현실상 행위주제가 기촌에 갖고 있던 주관적 연견에 이몰려지 않도혹 여러

다양한 입장올 헤아힐 수 있는 상상쩍올 카우는 데에 있다 전슐했듯이 구딘은 그러한 상

상력융 카우기 위한 문화정책틀에 대해 논하고 있는바， 더 않은 방안에 대한 연구가 띨요
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사람틀이 내적 숙의를 흥해 갱지과정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성찰적 민
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보다 자세하고 구제적인 실천경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후속과제로 툴리고， 여기서는 내적 숙의 개녕이 탈정계적 정치과정의 당위적 이론
토대로 유망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아윷러，

복잡 모호하고 급연하는 탈경계적 시대를 맞아 내적 숙의라는 다분히 갤충척인 개녕이 자

유주의나 공통제주의 저럽 한쪽으로 선영하고 일관왼 논리에 입각한 관정보다 더 적합하
고 유용한 당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올 인간심리와 사회관계의 다양한 측연에 대한

연구를용해 체계척으로 보강하는 것도 향후 과째로 다루어합 것이다

루고일 20 1 0년 11 월 30일
심사일 2010년 12월 13일
게재획정일 2011 년

3일

논

쟁
않뼈

J:

쐐뼈

고

tγ U이

7ι 이야

샌

펴써 얘

ι1

”

생쩨

으

ι

이

%

써반
%생

스

유

액

뺑

t
쐐쐐 써
써 1걱

tr

r

년U

m

”

앤째

리

빼혐빼
써야
뼈
”얘

허생 호

왜뼈

m

쐐쐐 빠
w

참고문현

1월

Archibugi, Daniele, David Held, and Martin KOh 1t:r, t: ùs. 1998. Re-imagining Polilical
Communily: SIII끼es in

Cosm얘olîtan

Democracy. Stanr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rendt , Hannah. 1984. KThe Revolutionary Tradition and Its Lost Treasure.- In Michael J

“

Sa ndcl, ed. Libera/, 'm and 115 Critics, 239-26 3.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Ba rber, Bc njamin. 1994. -Strong De mocracy.- In Markate

Da lι ed.

Commllnitarianism: A New

PubJic Elhics, 213-224.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230

~~징치연구 찌m 집 재1 호(2011)

Bee tham, David. 1993. MLiberal
Hel d，혀

[)e m(κracy

and the Limits and De mocratization. - 10 Oavid

Prw pects for Democrocy, 55- 73. Stanro rd, CA: Sωtford University Press

Be rli n, lsaiah. 1984. -Two ConceplS of Libeny." In Michael J. Sa ndel , 어 Libe，αlism and 11s

Critics, 15-36.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Budge, lao. 1993. "Oirect De mocracy: Se tting Appropriate Terms of De bate." 10 Oavid Hel d, ed
Prospects for

Bumell , Peter, ed.

Deηαrα:y. \3 60155.
2 이)6.

Stanford, CA: Stanford Uni ‘lersily Press

Globalising Democracy: Parly Politics in Emerging De mocracies

Lo ndon: Routl어"

Cohen‘ Ed ward S. 2001. The PoIitics ofGlobalization in the Uniled $tales. Washington, D.C.
GeorgeloWT1 University Press
Dahl , Robert. 1999. "Ca n Intemational

Organi 갱 tions

Be De mocratic? A Skepti c's 끼 ew." 10 I

Shapiro and C. Hacker-Cordon, eds. Democracy 's Edges , 19-36. Cambridge:

Camb끼 d"

University Press
Dalton, Russel J and Martin P. Wattenberg, eds. 2000. Parties )‘'itholl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mnced Industrial DenκICrocies. Oxford: Oxford Un i veπity Press

Dobson , Andrew. 2007.

~ R e prese ntati ve

Dcmocracy and the

Environment.~

ln Michael

Sawardm , ed. De mocracy: Crilical COllcepls in Politica/ Science 4, 59.73. London
Rα기 IOOge

Dry.t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lld Beyψr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c kersley, Robyn. 2007. ~De libemtive

Dem(]ι"ιι

Ecological Rcprcsentation and Risk: Towards

a De mocracy of the Aπe디뻐~ ln Michael Saward. ed.
P이iticaf Sciellce

G 녀sius.

4, 22-40.

Lρndon:

Marlies and Jill Timms.

2이)6.

Democrαrcy:

Crilical Concepfs ill

Routledge
-The Role of Social Forums in Global Ci vil Soc iely

Radical Beaco n or Slrategic InfrasttuctureT Global Ci vil Sodely ]00516 , 190- 238. Lo ndol1
SAGE
Go<녕 in ，

Roben E. 2003. RefiecfÍl oe De mocracy. Oxford, UK: Oxford Universily Press.

Held, David. 1995. De macracy alld Ihe Global OrJer. Cambridge:

P이 ity

Press

_ _ .2007 ‘ The Changing Contours of Political Community: Rethinking Democracy in
I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Michael Saward, ed.
Polilica/ Science 4, 74-89. Lo ndon:

Denκ"H:racy:

Critical Concepts in

Ro미 ledge.

Hirst, Pω 1. 1993. -Associationa1 De mocracy.- In Oavid He1 d. 00. Prospectsfor Democracy,
11 2.13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π，.
Kymlicka. Will. 1999. -Cilizenship in an Era ofGlobalization: Commentary on Held.- In 1

지구화시대의 당정째 정치과갱융위 한이흔토대

Shapiro and C. Hacker-Cordon, 때s.

Democr(l(γ S

231

fdges , 112.12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lntyre, Alasdair. 1984. "Th e 씨 rtues， the Unity of a Human Li fe , and the Concept of a
Tradition." 10 Michael 1. Sa ndel , ed

μ'beralisnI αtω

Crilics , 125-148.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Mansbridge, Jane. 1974. "Town Meeting Dernocracy." In Peter
Democracy. New York:

Har∞ urt

C이1i e r，

ed. Dilemmas 0/

Brace Jovanovich

___' 1994. • Unitary De mocracy." [n Markate Daly, 00.

Communiwriω~ism:

A New PU

““

Elhics. 203-2 12. Be lmon t, CA: Wads“ α， h Pub1ishing Co
Maπh，

James G and Johan P. Olsen. 1986. "Popular So vereignty and the Sea rch for Approprîate

l 찌itutions."

Journal 01 Public Polîc)' 6. No. 4, 341-370

Millcr, Oa 씨 d. 1993. "De liberative Dcmocracy and the Li mits of De mocratiz8tion." ln Oavid
Hcld, OO.

Prospe.이'sfiα

MulZ, Diana C.
Camb꺼 dge，

2아)6.

Democracy, 74-92.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Hearing the Other S.κ1e: Deliberat i\'e l'ewß

Par/κipatotγ

Democrocy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sbet, R야lCn. 1994

τlle

Prob[em ofCommunÎty.~ In Markate Daly, 00. Communilorianism: A

“

New Public Elhics, 139-15 3. Be lmon l, CA: Wadswonh PU ishing Co
OakeshOll , Machacl. 1984.

"P이 itica l Ed ucation.~

In Michacl 1. Sa ndel , 00. Liberolism and IIs

Critics. 219-238.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Oldcnquist, Andrew. 1994. "Group
}시Iblic
Rawlι

Egoism. ~

In Markate

Dalι

00.

COIIIII/“lIi/orlωIi!lll/:

A New

Ethics , 255-267. Be lmont, CA: Wadswonh Publishing Co

John. 197 1. A Theory 01 Justice. Cambridge, MA: The Bclknap Press of Harvard

Uni\'ersity Press
Salamon ,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1997. ïhe Civil Soc iety Sector: Soc iety 34. No. 4,
6(k;5

Sc hattschneider, E. E. 1942. Party Go\"erml1f!l1 t. New York: Rinehan

Scho[tc, Jan Aar t. 1996. "Globalisation and Collcctive Identities." In Jill Krausc and Ncil
Rcnwick, eds. Identilies;1I IlI lemmional Rel.찌 i01l5. umdon: Macmillan Press
Smith, Roy. 1996. ~Citizenship: Identification and the Glob히 " In Jill K.ra use and Neil Renwick ,
eds. Jdent;ties Înlnteη101;01lal Relatio/lS . Lond 어n: Macmillan press
Sunstein. Cass. 1994. "Prefercnces and Politics." In Markalc Daly ed. Commullilarianism: A

“

,‘

NewPu 'ic Elhics , 291-306. BelmonιCA : Wadswonh pu에ishing Co
Taylor. Charlcs. 1994. 'Thc

Mαdem

Idcntity." In Markate Daly, 00. ComnmnÎlarianÎ5m: A Ne'd'

232

효댁정치언구 '120집 제1효(2011 )

Public Elhics, 55-70. Be lmonl, CA: Wadsworth Pu blishing Co

Thompson , Dennis. 1999 “ Democratic Theory and Global

Sociely.~

Journa/ 01 Polilical

Philosophy 7. No. 2, 111-125

M
Wolin, Sheldon. 1994. MContract and Birthright. In

M앙ale Oa ly, ed.

’

Comm milarianism: A

New Pu blic Elhics , 181-189. Belmonl, CA: Wadsworth Pu b1i shing co

지구화시대의 탈경제 갱지과정옹 위한 이혼토대

nr

e
mn

때

”“

이

C

꺼

1

m

빼빼뼈

”m a
m
‘,

m

φ

wr O

Ja

뼈

「삐
때

S

h

‘내‘

sm

n

「

”m mm“ k
때

Fi
앙

·리 α

mι

%

안
·따

짜

ABSTRACT

233

nN'''''

앓ong-Ho Li m I Kyoog Hee U

The recent transitory social trends, of which the most
tend 10 make fuzzy and even

iπ'e levant

conspκuous

is globalization ,

the existing national and legal boundaries. But the

current political processes universally presuppose dear-c ut national and

1야gal boundari야，

and, in this sense, are oot compatible with these boundary-weakening trenðs.

Consequentlι

aggravating social conflicls and deepening govemance crisis 8rc chara이 eriz ing today‘s

‘

political processes. Faced wi h growing tension belween the new boundary-loosening
phenomena and the

exis川 ng

boundary-fixed

p이 itical proεesses，

this artide searches for

a nonnative theorelical foundation for a boundary-free political process

cor매atible

with

the rapidly globalizing environments. Neither the liberal interest-aggregatîve mod e\s nor
the communîtarian înterest-integrative models nor the recent supranatîonal democracy
discourses seem promîsing. lnstead. this artîcle a멍ues， the ref1ective democracy model and
nolion of 'delîberalion withîn‘ theorized by Robert G∞din offer a new promising clue
Keywords: Globalization. Boundary-free political process, Robert
democrac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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