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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의 구상 :

공화국의 생환과 진보의 재구성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인/ , [ ]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땅 위에 건립된 이념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 . . .

한 사상이며 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 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 마찌니비롤리, ”- ( 1972)

가정의 기초는 공동성과 공동의 감정이다 좋은 가정에서는 누구도 특권을 인정받지 않으며 소외되지도“ .

않는다 더 커다란 인민의 그리고 시민의 집에 적용한다면 이는 현재 시민을 특권층과 소외층 지배자와... , ,

신민 수탈자와 피수탈자로 갈라 놓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의 철폐를 의미한다 페르 알빈 한손, , ”- (

1928)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

설로 설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 (1994)

.Ⅰ 머리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호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더불어 산다는 공통의 끈을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함께 가. , ,

꾸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너와 내가 거리를 갖는 자율적 주체이면서도 내가 너에. ‘ ’

게 너가 내게 시민적 인간적으로 힘이 되는 삶의 동료애를 같은 정치 공동체안에 터잡고, ,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적 인간적 동료애를 갖고 있는가, .

새삼스러울지 모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을 제 의 헌정. 1�

원리로 내걸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다수 구성원은 동등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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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배제되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있다 저 촛불 항쟁에서 수십만의 촛불 시민들은 조문.

안에 밀폐된 채 죽어 있던 말 민주 공화국이라는 그 말에 새 활력과 생명을 불어 넣기 위, ‘ ’

해 헌법 제 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1 “ .

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불러 내고 함께 살자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 , ‘ ‘ .

에 대한 소망을 노래했다.

우리는 촛불 항쟁이 단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특유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조건 방비없는 세계화의 충격 속에서 특권 사익 권력으로서‘ , ,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정치적 인민 주권 보편적 공적 서비스 생태와 평화, , , ,

여성 차이의 권리 양질의 노동으로 일할 권리 자유 시간 등 다면적인 삶의 질 증진의 동시, ,

과제를 즉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생태적, , , , 진보 재구성의 동시과제를 사익국가를 넘,

는 사회국가 시민국가의 요구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이 항쟁이 광장의 실질적 공공성 공, . ,

공영역에의 참여 그리하여 광장과 제도로 구성되는 이중 민주주의를 제기한 것은 물론이다, .

또한 정치적 시민 주권과 참여권 공적 연대성을 주장한 이 항쟁은 한국적, 동시 진보를 위

한 주체 형성 유연한 시민적 진보 연합의 과제와 조직적 과제도 제기했다고 여겨진다, .

대한민국 새로운 진보의 드림과 진보 선진화의 전략은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진보는 새‘ ’ .�

로운 희망의 원리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 새로운 주체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낡은 구진보, , .

가 추구한 일괴암적 동일성의 공동체도 아니고 끼리끼리 묶이는 전통적 공동체도 아니며, ,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채 약육강식 의 아귀 다툼을 벌이는 시장사회와 시장 인간을( )弱肉强食

넘어서 보수의 진지전을 넘어서 보편적 참여 그리고 사와 사 사와 공이 상생하는 활사 활, , ,

공 의 시민공동체 시민의 집과 시민민중다중적 주체에 대해서 말이다 이것이( ) , ‘ ’ - - .活私活公

우리가 시민정치라는 말을 새롭게 꺼내는 이유다.

이 글은 다목적용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정치센터 발족에 즈음하여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생.�

각하는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 시민공동체가 뭔지 필자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했다 또 이, , .

제 살 성년이 된 참여연대에 참여사회의 이념 모델 전략을 뒷받침하는 연구소의 역할에15 , ,

작은 기여나마 해보려는 생각을 가졌다 더 크게는 지난날의 민족 담론 민중 담론으로는 역. ,

부족이 확실해진 진보 담론의 공백을 만회하고 시민적 진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

다 그리고 이 시도는 곧 대한민국 국체인 민주공화주의를 계승하고 이를 오늘의 시점에서.

발전적으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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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은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전체 연구 작업의 한 부분임을 밝힌다 시민정치. ,�

시민민주주의 시민공동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

추상도가 높은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현실적 문맥과는 거리가 있고 소통이 잘, ‘ ’

될지 우려도 된다 그러나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보수 담론에 대해 민주 진보는 이. ‘ ’

런 저런 실용주의적 제 의 길론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도 이 글이, ‘ 3 ’

다소 고답적인 논의를 펴게 된 이유다 준비부족으로 불비한 부분이 매우 많다 양해를 바란.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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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정치 다원적 시민공동체 참여 인권 그리고 활공활사, : , ,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의미로 시민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먼저, .

시민정치론과 시민민주주의론의 입구 팻말에 보편적 시민성의 정치(politics of equal

라는 말을 써붙이고자 한다제 정의 다시 말해citizenship, membership as equal citizens ) ( 1 ).

시민정치란 해당 정치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정치적 주체인 동시에 개인적 삶

의 자율적이고 존엄한 주체로서 평등한 참여자의 몫 을 갖는 정치 즉 누(equal stakeholders) ,

구든 동등한 정치적 주권을 보유하는 공적 시민으로서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사적 시민’ ‘ , ‘

으로서 보편적이고 완전한 성원 지위를 갖는 정치 인간답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 , ,

본적 권리 목록과 함께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 정치다.

여기서 보편적이라 함은 신분 재산 성 인종 지식 나이지역 등 일체의 차별성을 탈피한, , , , , ,

평등성 또는 동등성을 의미한다 완전한 권리란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이라는 말이다 그러. .

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원 지위의 부여가 단순한 법적 지위 나 권한(legal status)

를 넘어 실제적이며 항구적인 접근 를 의미한다는 것이다(entitlement) (access) .

구성원 각자에 대해 책임을 수반하는 보편적인 동등한 권리의 부여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존,

엄성 나아가 인간적 잠재 능력의 신장과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효, .

과는 개인 차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그 사회의 공적인 자기 통치 같은 배를. ,

타고 가는 시민 공동체로서의 통합성 그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된다 그럼으로써 진보적 시, .

민정치는 개개인이 개별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너와 나 사 와 공 이 상호의존, , ( ) ( )私 公

하며 상생하는 활공개사 와 활사개공 의 시민공동체 또는 공공선( ) ( ) , ( ,活公開私 活私開公 公共善

과 개인선 이 선순환하는 시민적 민주공화국the common public good) (the individual good)

을 추구한다.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활공 활사를 추구하는 이 시민적 민주정치에서 참여의 가치‘ ’

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참여라는 말은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참여연대. .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사회 참여사회연구소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 ,

참여 정부 그런데 우리는 이 참여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잘 풀고 있는가 많은 경우.... ?

참여는 대의와 대비되는 의미로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와, ,

대비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 달리는 정치적 무관심 소극적 태도와. ,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시민 행동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또 중앙 무대가 아니.

라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분권과 한 세트로 풀뿌리 참여민주 및 자치라

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대의 간접 민주주의가 헛돌고 있고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하고 중. , , ,

앙집중이 극심한 상황에서 참여의 이 같은 의미부여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 같은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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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들이는 가운데 진보적 시민 정치에서 참여라는 말이 갖는 핵심적 위상에 대해 좀 더,

근원적인 무게를 실어 주고자 한다.

참여는 정치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다.�

즉 공정한 자신의 몫 다시 말해 정치적 권리와 개인적 권리 지분, (take parts in, shares,

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참여는 공공의 일civic stakes) . (public affairs, res

인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참여란 곧publica) . 정치의 사회화,

또는 공공화를 의미한다 시민정치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고 신장하고자 한다 그. .

러나 어떻게 어떤 조건 어떤 힘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케 하는가 보편적, , .

권리로 선언되는 인간의 권리는 규범으로서 도덕적 요청으로서 준거가 됨은 분명하나 여전,

히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권리는 벌거벗은 자연 상태에서 또는 어떤 선한 인간성에. ,

의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치적 지위 즉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통치하는 특정한 역,

사적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 즉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는 조직화된 정치공동체에 성원.

권 또는 참여권을 가짐으로써 그 속에서 서로 신세를 지며 서로 인정하고 권리 쟁취를 위, ,

해 정의와 연대를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창출되고 실효성을 가진 것으로 보장,

된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는 난민이나 이방인 또는 저 노마드의 처지를 거부하고 특정의. , ,

장소성과 역사적 시간성 전통을 갖는 정치공동체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애착을 갖, ,

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민정치는 바로 이런 의, ‘ ‘ , .

미에서 공공의 일로서 정치 개념을 부활하는 것이다 제 정의 그리고 또 이 때문에 어떤, .( ? ).

정치공동체에 대한 참여권은 권리중의 권리 즉 제권리를 가질 권리, ’ ‘(the right to have

또는 정초적 권리 가 된다 이에 대해 한나 아렌트는 저 유rights) (the foundational right ) .

명한 전체주의의 기원 에서 우리의 민주공화주의적 시민공동체론을 정초하는 테제에 해당< >

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이 인권을 근본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개개의 권리를 박탈당한 때가 아니라 그 무엇“ ,

보다 바로 세계 속에서 거처 를 박탈당한 때이다 이 지상의 거처 정(a place in the world) . (:

치동체에 의해서만 인간은 개개의 권리들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거처만이 인간의 의견이 의) ,

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행동이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단순한 실존에 내포된 모든 것과는 반대로 평등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

평등은 정의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 인간 조직의 결과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

다 우리는 서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의 힘에 기초하여 한 집단의 구성.

원으로서 평등하게 된다 우리의 정치 생활은 우리가 조직을 통해 평등을 산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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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등한 사람들과 함께 오로지 이들과 함께 공동의 세계. ,

안에서 행동하고 공동의 세계를 변화시키며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참여는 정치를 공공화하면서 공유 가치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참여는 삶, .�

의 경험 삶의 형태 또는 양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협력하고 헌신하고 연대하고 배, ‘ ’ . , , ,

려하고 인정하면서 개인선과 공공선의 선순환 즉 활사 활공을 가능케 하는 시민공동체를, ,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덜 주목되어 왔지만 너와 나의 참여 가 공동으로 권력을 발생시킨다는 사, ( )參與�

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권력은 지상의 정치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서로 주체적 시민의 인. ‘

간의 조건인 동시에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다 참여는 야누스적 얼굴을 가진 이 공동 발생‘ . ,

권력을 공유 공공화하고 지혜롭게 잘 공치 하는 것이다 시민공동체에서 권력이란 사, , ( ) .共治

익 집단의 자기이익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서로 주체가 공동 발생시키는 권력을 공유하면,

서 공공의 일에 봉사하는 공공의 권력이다.

시민공동체라는 집에서 발생 공유 공치하는 공동 권력은 복수로 즉 이중 권력으로 존재, , ,�

한다 즉 제도 정치에서 공적 제도적 권위를 가지며 법치를 수행하는 시민적 국가권력 그. ‘ ’ ,

리고 공공 영역 또는 정치적 시민사회에서의 소통 권력으로 구성된다 그리하여 국가( ) , ‘ ’ .公共

와 사회의 낡은 과두제적 이중 지배체제는 지배없는 시민적 국가권력과 소통권력으로 대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적 삶과 시민공동체가 국가 권력 그리하여 국가 권위를 결코 우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자발성에만 호소하는 결사체 로는 무임 승차문제를 해결. (association)

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가 권위와 법치를 제도화하는 시민공동체는 시민.

결사체와 구분된다 한편 공공영역은 시민공동체의 모태 기반이며 소통 권력의 터전이자 반. ,

성적인 숙의 판단 협력 상호 인정의 모태 공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시민공동체 시민의, , , . , ‘

집의 존재와 발전 자체를 가능케 하는 공통감각과 시민문화의 배양 터전이다 개인적 자유‘ .

가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공사 분할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이 이 분할의 경계를 가로.

지른다.

참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즉 참여란 너와 내가 고유한.�

개인성을 가지는 가운데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참여는 너와 내가 거리를.

유지하는 서로 주체로서 권력과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행방 또는 진로에 능동적으로‘ ’ , ,

함께 관여하고 헌신 하고 연대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는 권리이고(commitment) .

자유일 뿐 아니라 책임 또는 의무가 된다, .

참여는 또한 서로 주체로서 다중 시민의 공통감 에서 나오는 윤리적 덕목(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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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역량 이다 나는 차라리 인륜적 역량(civic virtue and capability ) . ' ' (capability of civic

시민 인륜에 대해 말하고 싶다 시민 윤리 또는 시민 인륜은 책임 또는 의무sittlichkeit), ‘ ’ . ‘ ’

이기도 하지만 서로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능력이고 행위의 습성이며 나아가 자발, ‘ ‘ ,

적 욕구일 수도 있다 참여는 정치적 동물인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공적 행복의. ‘ ’

가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공화주의 부활의 주류인 보호적수단적 공화주의에서 시민들의. ,

공공선에 대한 지평은 고전 공화주의 보다 좁을 수 있다.

참여는 활사활공을 가능케 하는 주체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제도적 협치(�

의 능력이기도 하다 참여의 능력은 주체와 제도의 이중의 의미에서 시민적 협치governance) .

의 능력이다 우리는 단지 시민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풀뿌리 자치 공동체( civic governance) . ,

들 또는 작은 공화국들의 형성과 그것에의 참여에 기반을 둔 큰 공화국의 구상을 가질 수, ‘ ’

있고 가져야만 한다 여기서 시민 참여는 지역자치 주민자치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중층화, . , ,

될 것이다.

이처럼 참여라는 말은 참여와 연대 개인적 권리로서 몫과 정치적 주권자로서 몫 권력과 운, ,

명의 공유 권리와 책임의 공유 덕목이자 능력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능력 중층화, , , ,

된 참여 자치 등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하나의 이상 새 희망 공동체로서 시민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 .

여 연대는 그 창립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새 희망의 시민공동체 또는 시민의 집의 논리를 참여 인권 그리고 활사활공의 삼각형, ‘ ’ ,

으로 풀어 본 셈이다 더 넓게 말해 시민공동체는 시민 민주주의 공화국의 다른 이름이다. .

새삼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민민주적 공동체론은 모두 하나가 되자는 대동, (

의 공동체론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동의 공동체론은 자율적 개인성 시민적) . ,大同

주체성이 박약한 동양 사회의 오랜 전통 이상론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독점 사회주.

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이기도 했다 시민민주적 공동체론은 이런 전통과 단절.

한다 국가독점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의 낡은 진보는 동질적인 일괴암적 인민을 상정하.

고 있다 공공영역의 존재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분리를 부정한다 사회구성을 하나의 신체. .

로 본다 그곳에서는 개인적 자유도 정치적 자유도 소멸된다 활공활사가 아니라 공도 죽고. .

사도 죽는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라는 이상은 아름다운 것처럼.“ , ”

보이나 위험한 전체주의다 시민공동체는 지속불가능한 닫힌 어둠의 공동체가 아니라 참여. , ,

와 인권의 두 기둥위에 사 도 살고 공 도 사는 발전하는 열린 공동체 밝음의 공동체( ) ( ) , ,私 公

다.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우선 우리의 시민민주 공동체론은 공동체주의에서 주장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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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방식을 단일의 중심가치로 통합하는 통합적 공동체가 아니라,

통합적다원주의위에 서는 다원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

원주의를 옹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동체섀 에 대해 권리 의 우. (the good) (the right)

선성을 주장하는 개인 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권리 평등 이라고 하지만 무엇- . ! ! , ‘

의 권리인가 무엇의 평등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나는 이 대목에서 담대하게’, ‘ ’ . - -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기본 통 집합 단일의 통가‘ ‘-

아니라 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구상의 특정한 공동체들은 그들이 특별- .

히 중시하는 문화와 전통에 착근된 그러나 이를 성찰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고유 통, , ’

집합을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각 시민공동체들은 보편적인 기본 통 집합과 고유 통 집합‘ . ’ ‘ ’

이 매우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 헤게모니적인 중첩적 합의의 가치 집합 또는 중첩적 공‘ , ’ ‘ , ’

공선을 추구할 것이다‘ . (Sen+ Nussbaum + Walzer ).

다른 식으로 말해 보면 우리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문화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그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동양과 서양이 대화할, .

수 있고 대화해야 하며 따라서 양자를 가로지르고 양자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 집합이 존,

재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한편으로 아주 짙게 묶인 통합적.

가치 공동체 다른 한편으로 원자적 개인자유주의 사회사이 에서 반성적 균형위에 선 다양, - ’ ‘

한, 다원적 시민공동체의 상을 얻게 된다.

이처럼 시민공동체가 통합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원적 공동체임은 그 공동체의 불완전성의‘ ’

지표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불완전성이 존재한다시민공동체의 활공활사 활사활. . ,

공의 이상에는 사와 사 사와 공 개인선과 공공선 사이에 거리 가 존재한다 거리 만이 아, , “ ” . “ ”

니라 갈등도 불평등도 존재한다 시민공동체는 물론 대동 의 공동체가 아님은 물론이지, . ( )大同

만 화이부동 의 공동체도 넘어선다 그것은 통 일색 합 일색이 아님은 물론( ) . ( ) , ( ) ,和而不同 統 合

결코 화 일색으로도 채색되지 않는다 정보의 불완전 의견의 차이 선호의 차이 가치의( ) . , , ,和

차이 능력의 차이 등에 따른 충돌과 불일치 불화 불통 이 문제가 된다 전체는, , ( ), ( ) . ‘不和 不統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원리는 물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 , ‘ ,

분배한다 는 원리도 단순 평등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시민공동체에서 사회적 재화의 정“ .

의로운 분배 원리는 복합 원리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삶의 영역과 사회적 재화에(Walzer).

따라서 아마도 교환 응분의 몫상벌 호혜 그리고 필요의 원리 안전과 복지로 다원화될, ( ), , (- )

것이다.

셋째 시민공동체에서 삶의 길에 대한 보편성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별, .

적 주체도 그것이 노동자계급이든 위대한 지도자든 정당이든 시민 단체든 그 객관적 위, , ‘ ’ , , ,

치 자체로서 보편성을 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편성은 항구적으로 개별성들간의 반성적.

판단 과정 그 상호주체적 소통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창출될 뿐이다 바로 그것이 시민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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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주주의다 또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시민공동체가 권력 구성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이 더욱이 이중 권력이 존재하는 시민세계에서 긴장과 갈등은 원천적으로 삭제불. ,

가능하다 권력의 창출과 공치 이 또한 삭제할 수 없는 시민정치 시민 공동체의 운명이다. , ,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 공동체에서 다원성 거리 차이 갈등이 모자람 불완전성의 표현이, , , ,

라기 보다 오히려 열린 풍요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다 혼돈은 질서와 같이 있다 이는. .

미제 가 운명적으로 역 의 원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 지점이 중요하( ) ( ) .未濟 易

다 알고 보면 주체와 공동체 존재와 세계는 미리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 , .

해서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또 더 많은 것에 대해 모른다 주체도 공동체도세계, , . -

도우주도 주야불사로 흐르는 삶의 열린 과정의 산물이며 그 잠재 능력은 주체들간의 역사, - ,

적 상호작용과 공유 경험 및 학습을 통해 계발되고 신장된다 인식 능‘ ‘(shared experiences) .

력과 판단 능력도 인간존재의 욕구도 공통 감각 또는 시민 인륜조차도 그러하다 시민과, , .

인간 시민공동체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적 능력은 저 불확실한 심연 앞에 열려 있다 우리는, .

혼돈과 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어.

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볼수 있겠는가 바로 그 혼돈과 미제가 상호 주체와 공동체의 부단한.

비판적 성찰 자기 계몽과 상호 계몽 이를 통한 해방 자유 능력신장 풍요의 상승 발전의, , , , ,

길을 연다.

주체와 공동체의 이 열린 길에서 공 사와 구분되는 공공 영역 또는 정치적 시민사회 그리, ,

고 중첩화된 지역자치 공동체들은 서로 주체가 공동 권력을 낳고 공유하고 가꾸고 감시하는

시민구성체의 모태 기반으로서 소통 권력의 터전으로서 반성적 숙의 판단과 반성적 협력, , , ‘ ’,

상호 인정의 모태 공간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사화와 탈정치화로 흐르는 위험을 저지하,

고 공공영역의 창출과 확장 시민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자체를 가능케 하는 공통감각 또는,

시민 인륜의 배양 터전으로서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

.Ⅲ 시민정치와 공화주의 지배 쟁투 헤게모니- , ,

나는 위에서 시민민주 정치가 밝게 열린 지속가능한 시민 공동체라는 집 새로운 시민 민, ,

주공화국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활사활공의 열린 시민공동체를 추구한다.

고 주장한다 해도 사람들은 어쩐지 이 공동체는 닫혀있고 생기 또는 활력이 없다고, ( )生氣

느낄 것이다 혹시 이상이라는 게 그냥 희망이라는게 그런게 아닐지 이상은 아무리 희망 찬. , ,

것이고 열려 있다고 해도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 밝은 것도 너무 아름다. ,

운 것도 문제인 것같다 시민 민주 정치는 이상적 관념 천상에서 내려와 지상에 발을 디디. ,

고 서야 한다 이제 정지가 아니라 운동에 대해 새로운 혼돈과 미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 , .

리의 삶이 동 이듯이 시민정치도 시민공동체도 동 이다‘ ’( ) , , ‘ ’( ) .動 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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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빠졌는가 진흙탕 그속에서 생동하는 부대낌 마주침 생생한 전투 전쟁 이야기 피. , , , , , ‘

터지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 지상의 혼돈 무질서의 세계는 고통과 기쁨이 어지럽’ . ,

게 혼합된 전쟁터가 아닌가 인간의 시민의 삶을 고통에 빠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함. ,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배와 사익추구 권력의 문제 그것이 구축하는 벽 또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지상의 시민정치 시민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가 지상의 정치에는 전선 또는, .

바리케이드가 그리하여 아방과 타방이 존재한다 아방타방은 때로 보일 때도 있지만 보이, .

지 않을 때도 아주 많다 타방 적이 아방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렇지만 좀 알기. , ‘ ‘ , .

쉽게 말해 보자 전선의 저쪽 편에는 자신들의 특권적 지배와 사익을 위해 경계 또는 벽으. ,

로 닫힌 산성 명박산성을 포함하여 을 구축하고 있는 보수 다수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하- - ,

면서 군주와 귀족의 집을 지키고 이를 부단히 보수 하고자 하는 보수 가 있다 한‘ ’ ( ) ( ) .補修 保守

편 전선의 이쪽 편에는 이들 사익 특권 지배권력에 대항하고 이를 시민적으로 민주적으로,

규율하려는 진보 그 닫힌 벽을 허물고 부수며 자신의 주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열린,

시민공동체 시민의 집 인민의 집을 짓고자 하는 진보 가 있다 이들간의 쟁투 그리, ‘ ’, ‘ ’ ( ) .進步

고 헤게모니 기획과 실천이 지상의 시민의 정치 무대의 주요 장면을 구성한다.

우리의 주체 위치와 시선은 배제된 자에 놓여 져야 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운동하는 현실태.

그 생동하는 역동적 동학이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우리는 시민정치란, .

보편적 시민성의 정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는 또 다시 바꾸어져야 한다 오히려 우. .

리는 시민정치란 보편성 시민성을 역사적으로 창조하는 쟁투로서의 실천이라고 재정의해야

한다 제 의 정의 아웃사이더 서발턴 이 막힌 경계를 부수고 장막을 찢. ( ? ). (outsider), (subaltern) ,

고 들어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며 공공선에 참여하는 역량을 갖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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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시민정치가 일어나고 구성된다 보편성 공동성은 역사 속에서 탄생된다 우리는. , .

보편성 또는 공동체 또는 공동선 또는 합리성 또는 합의 같은 것들을 미리 주어진 것으로,

정지된 동일성 그것이 아무리 열린 것이라 해도 으로가 아니라 부단한 쟁투와 논쟁의 역‘ ’- - ,

사적 과정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제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사회구성체와 주체성의 역사적 경, ‘

험 세계 안으로 던져 넣어야 한다 시민정치는 합의 이전에 먼저 쟁투 불화 불일치 갈등을’ . , , ,

무대에 올려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랑시에르의 말이 날카롭다. ( ) .

정치는 몫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몫을 창설함으로써 지배의 자연적 질서가 균열되는 바로“

그때 존재하는 것이다 랑시에르” ( 1995).

권리는 단지 선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 대 해방 소수의 자유 대 다수의 자유 사이. ,

의 역동적 쟁투의 동학을 통해서 역사속에서 창조되고 인정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민. ,

적 주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특권과기득권 세력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싸움을 통해

서 지배 체제를 균열시키고 그 벽그 균열된 지배체제의 벽과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 과정, - -

을 통해 구성된다 평등 자유 정의 연대 공동선은 이러한 쟁투의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 , , , , .

나는 이 문맥에서 우리의 쟁투적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 구상이 진보적 공화주의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마키아벨리가 대표하는 민중적 공화주의 사상은.

정치공동체로서 공화국의 삶에 쟁투 또는 갈등 또는 불화의 계기가 제거불가능한 것 달리,

환원 불가능한 것임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공화주의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쟁.

투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공화국에 생기를 불어 넣고 공화국을 번영케 하는 활력으로서,

공멸이 아니라 공생의 길 공공선과 개인선의 선순환의 길을 여는 정치적 항체로서 자리매김,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든 공화국에는 두 개의 대립된 파벌 곧 평민과 귀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로마“ , ,

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정된 모든 법률은 그들의 불화에서 초래된 것임을 깨닫지 못

하고 있다 마키아벨리. ”( )

국내외에서 공화주의의 현대적 부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만큼 공화주의라는 말을 둘.

러싼 언어 놀이 또는 포커 놀이도 어지럽다 공화주의는 보수의 보수와 진보의 진보를 위한‘ ‘ .

말잔치의 핵심 프레임이 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공화주의 대 공.

화주의가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화주의 부활의 의미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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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투의 계기를 어떻게 보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적 흐름은 민주와 참여의.

과잉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한다 대중의 진출을 포퓰리즘의 위험이라며 두려워하면서 이를. ’ ‘

제어하고 과잉 민주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엘리트 민주주의론의 보수를 위해 공화주의를 불

러 온다 또 어떤 보수적 흐름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닫힌 공동체주의의 부활을 위해 공화주.

의의 공공선론을 끌어 들인다 이같은 엘리트 공화주의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에서는 쟁투.

의 계기는 완전히 삭제되거나 달리 전치된다.

그렇지만 공화주의 부활의 또 다른 흐름 마키아벨리에 뿌리를 둔 신로마적 공화주의 흐름에,

서는 자유를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사적 지배 또는 주종적 예속관계로부터 자유 줄, ,

여서 비지배 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자본제 계급 체제에 대항하는 진보적’ ‘(non-domination) ,

열쇗말로서 매우 중요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지점이야말로 공화주의와 민주주.

의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단지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주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됨

으로써 시민민주주의론을 구성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에서 엘리트 공화주의와는 구분되는 진보적 요소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신로마 공화주의의 흐름은 비지배를 법치에만 걸어 놓고 그 틀 안에 제한하고 가두어

놓음으로써 공화국에서 쟁투가 차지하는 심대한 역할과 위상도 줄았다 우리는 마키아벨리로.

대표되는 민중적 공화주의의 정수를 이어 받아 상도 불공화국의 창세기와 전 생애가 알려주,

는 교훈은 미래의 다가올 공화국을 위하여 쟁투 또는 갈등을 우회할 수 없이 불의 문자로, , ’ ‘

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바로 그 추방불가능한 쟁투가 공멸이 아니라 공공선을,

달성하는 길 더 정확히 말해 활사활공 활공활사를 달성하는 건설적 발전적 역량으로 전환, , ,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화주의는 정치적 자유 동등한 권리로서 정의 우정 법치 공공선 시민적 덕성 등을 핵심, , , , ,

가치로 삼는다 더 핵심 쟁점으로 들어가 말하면 공화주의는 한편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공공선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삼는다 다른, .

한편 공화주의의 또 다른 기본가치는 지배로부터 해방된 정치적 자유와 동등한 권한이다 여.

기서 공공선의 추구는 구성원에 대한 법치 따라서 질서 존중 또는 복종을 요구한다 그러, .

나 법치에 대한 복종과 공공선의 추구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지배에서 벗어,

나 동등한 참여권을 갖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를 놓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만약.

비지배적 자유와 동등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참여가 아니라 배제와 억압이 만연하,

다면 어떻게 되는가 법치 법치 를 말하지만 공화국의 질서와 안녕의 유지 공무 집행이라. ! ! , ,

는 이름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그 법이 기득권 블록의 지배와 사익 집행을 위한 도구로 전락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어떤 방식 어떤 정도로 자유와 참여를 인정해야하는가 여기에. , .

서 공화주의의 두 원리간에 근본적 긴장과 갈등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공공선 이전에 지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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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쟁투 참여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통치냐의 문제는 누가 통치, , . ‘ ’ ‘

하는가의 문제와 공화의 문제는 민주의 문제와 이소노미아 의 문제는 데모크라티’ , , (isonomia)

아 의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democratia) .

주종적 지배와 배제는 예속된 자에게 고통과 굴종을 가져다 준다개인적 자율성과 존엄성. ,

인간의 품위 삶의 총체적 기회와 지평을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다 또 지배자를 오만하, .

고 방종하고 부패하게 한다 이런 마당에는 지배는 공통의 삶을 공유하는 의식 공통감을, , . ,

깨버린다 지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구성원들이 서로 주체로서 더불어 공공선을 추구하. ,

는 활력을 죽인다 이 공화국의 운명은 어둡다 두개의 공화국은 공화국이 아니다. . ' ‘ .

부자나 빈자 모두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공공성 혹은 공동체에 대한 관념을 공유하지 않“ ,

을 가능성이 높다. (Dagger)

그런데 배제된 자들은 동등한 권리 자유 정치적 주체성을 위해 끝없이 싸울 것인가 지배자, , .

들은 완강히 순수 사익정치의 산성만을 고집할 것인가 순수한 이상이 관념이듯이 순수한. ,

지배와 항쟁도 또 다른 관념이다 나는 쟁투 또는 갈등을 삽입함으로써 죽은 추상에 빠진 균.

형과 합의 중심의 시민정치론 전통적 공화주의나 숙의 민주주의론의 약한 고리를 짚은 정치,

철학의 새 흐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흐름이 주체에 대해 과도하게 합리주의적 구성주의,

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주체가 형성되는 방식과 경로 주체 형성을 구. ,

성케 하는 가능 조건의 문제 그 바탕으로서 교호작용 하면서 공유하는 경험, (transaction)

실천 학습 이를 통한(shared experience), (pragmata), , 반성적 능력 형성 (reflexive

의 문제 이런 지점들이 비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또empowerment) , .(Dewey).

운동과 실천을 제도화하는 방도에 대한 사고가 취약하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방, ,

타방을 가르는 것이다 정치에는 항상 그들과 우리가 있다 지배블록과 민중블록이 있다. ‘ ’ ‘ ’ . .

아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그들과 우리 지배블록과 민중블록을 구성하는 것이,

다 때로 아방과 타방은 서로 죽이자고 덤비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를 인정하며 공존하. ,

는 가운데 다양한 스팩트럼의 쟁투들을 벌인다 우리는 순수한 지배 대항 쟁투 갈등 또는. , , ,

순수한 합의가 아니라 좀 혼잡스럽고 지저분한 지배 대항 쟁투의 세계 그리하여 쟁투 갈, ‘ ’ , , , ,

등과 합의가 공존하는 따라서 또한 제도적으로 조절되는, ‘ ’ ‘갈등적 합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로부터. 헤게모니적 시민정치의 세계가 열린다.(Mou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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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은 바보가 아니다 보수도 뛰어나게 위로부터 진지전을 수행한다 오히려 문제는 아“ ” . ’ ‘ .

래로부터 진지전이 아닐까 보수보다 진보가 더 진지전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단지 절차적. . ’

민주 대 반민주만 외치는 게 아니라 또 단지 정책 대안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대‘ , ,

치선을 잘 그어 결코 미리 주어져 있지 않는 우리를 민중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투쟁이’ ‘ , ’ ‘ ,

중앙 무대는 물론 풀뿌리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역주민에 밀착된 생활 정치에서 삶의, , ’ ‘

양식 습성 문화로서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 공감하게 하는 실천이 바로 정치라는 것 이게,

바로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시민정치에서 시민 민중은 단지 법적 지위가 아니다 단지 권리와. , .

책임의 범주도 아니다 그것은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구성되고 형성되는 심지어 보수가 파. ,

고 들어와 허물어트릴 수도 있는 물론 진보도 보수에 그렇게 할수 있다 실천의 범주 헤- - ,

게모니의 범주다 즉 시민정치는 대항 헤게모니 기획이자 실천이다 제 의 정의. . ( ? ).

진보적 대항헤게모니 실천의 세계는 실로 다양하다 그 실천이 뛰어나게 수행될 수 있다면. ,

새 대항 헤게모니의 민주공화적 확장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지.

배 권력 그리하여 쟁투는 여전히 부단히 존재한다 그러나 배제된 민중에 정당한 참여의, . ‘ ’

몫을 쥐어줌으로써 쟁투 불화를 균형있게 조절하고 이들이 공공선을 위해 협력하여 활공활,

사의 시민공동체 활력 그 역량 이 높은 수준에 이른다면 그 선두에 중앙적 헤게모니, (virtu) ,

권위를 뛰어나게 발휘하는 새로운 국가 권력이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 도덕. ,

적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권력을 특권 사익국가와 대비하여, , 시민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는 새로운 진보적 국가상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다 시민 국가는 아래로는 거리의. .

갈등과 쟁투 공공 영역의 반성적 소통과 숙의 지역의 분권과 자치에 열려 있을 것이다 그, , .

래서 이 시민 민주공화국은 여러 의미에서 두 바퀴로 움직일 것이다.

다른 한편 이 국가는 나라 밖으로도 열려 있을 것이다 경계 벽은 나라안에만 있지 않다 바. , .

로 국경이라는 경계가 문제인데 시민 공동체의 국경은 닫혀 있지 않다 아렌트의 말대로 인, .

간은 세계속의 거처 를 가져야 한다 이 거처 정치공동체를 가질 권‘ ’ (a place in the world) . ,

리는 인간이 제권리를 가질 권리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거처로서‘ ’ . 조국 을 갖는다(patria) .

시민민주적 진보는 조국을 둘러싸고 보수와 다투고자 한다 시민적 민주정치는. 시민적 애국

주의를 옹호하며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세계시민주의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적 애.

국주의는 열려 있으며 유연하다 이 애국주의는 인종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애국주의는 물. ,

론 경쟁적 팽창적 시민 민족주의의 위험도 넘어서고자 한다 시민애국주의는 국경을 가로지, , .

는 연대를 옹호하며 지구적 공공의 일에 참여한다 시민 애국주의는 국경을 제거하지는 않지.

만 넘나드는 유동적 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며 오직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 소속에‘ ’ ,

매이지 않으며 세계시민주의와 같이 가고자 한다 시민 애국주의는 그에 따르는 긴장과 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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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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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민정치와 사회민주주의의 성찰적 진화 사민경제에서 활공활사: ,

시민적 사회경제

우리는 앞에서 참여 인권 그리고 활사활공의 삼각형으로 서는 시민적 민주정치의 현 실태가,

한편으로 이상으로서 시민공동체라는 극점과 다른 한편으로 무한한 쟁투라는 극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헤게모니 기획과 실천으로 나타나고, ,

그리하여 특정한 헤게모니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역사적 검증을 거친 현대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으로서 사회민주주의와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몇가지 의미에서 사민주의에 주목한다 첫째 우리의 시민민주주의가 크게 의존하는. ,

공화주의는 현대에는 그 이론에 걸맞게 성공한 실천적 경험을 보여 주고 있 지 못하다는 것

이다 둘째 공화주의는 주로 정치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담론이라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 .

빈부 격차와 불평등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공공선 추구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시장경제 소유문제 노동문제 복지 문제 등을 공. , , ,

화국의 구성 원리와 제도형태안에 집어 넣어 현대의 신공화주의로 재구성해 내는 문제에 대

한 고민은 적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인 현대 공화주의는 저발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 ,

사회민주주의는 현대성의 조건속에서 공화주의에는 저발전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해

법을 보여준 가장 선진적인 경험이다 우리는 사민주의가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참여 인권. ,

그리고 활사활공의 모델을 보여주었으며 이 부분에서 공화주의와 만난다고 생각한다 사민, .

주의는 자본의 권력과 그 지배적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틀 내.

에서 진보 대안의 어떤 실험보다 성공적으로 참여와 인권을 신장하고 공공선을 실현했다, .

현대의 시민민주 정치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역사적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을 수용하고 그 취

약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민주의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의 적극적인 부분을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정치적.

영역에 멈추지 않고 사회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 그리하여 정치적 삶에는 인 표의. 1 1

평등 사회경제적 삶에는 원 표의 불평등이라는 식으로 모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자유민주, 1 1

주의를 구제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항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 경쟁적.

이념으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계승자로서 그 논리.

를 전통 자유주의들이 사적 영역이라고 벽 또는 경계를 쳐놓고 민주적 원리들의 적용을 가

로 막은 사회경제 가정 등으로 확장한다 사회경제적 계급 지배와 불평등을 대항하여 시장, . ,

의 민주화와 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자유 평등연대를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전, ,

환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민주의는 모순에 찬 자유민주주의보다 원리적으로 우월한 이념.

이자 체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민주의로 전환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가 모순에 차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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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반절 절름발이 모양이 된 이유는 여러 변론이 있으나 핵심은 간단하다 그것은 정치 경.

제적 특권 기득권 세력의 사익추구 때문이다 공공의 권력과 기업을 사익화하여 공공선을 배.

반한 때문이며 다수 대중의 주체로서 공동체 참여를 배제시킨 때문이다, .

큰 틀에서 사민주의적 실천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시민정치론에 대해

살펴 보자 마샬은 근대 사회의 동학을 대항하는 두가지 원리 시민성의 보편적 평등의 원리. ,

대 자본주의 계급 불평등의 원리 사이의 갈등과 타협을 통한 화해로 파악하고 후자의 신장,

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서 민주적 복지 자본주의의 길을 추구했다 그는 시민권을 성원 지.

위로 정의하면서 시민권을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그리고 사회적 권리라는(civil rights), ,

세 가지 권리목록으로 범주화하고 그 역사적 진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서 시민적 권리란.

인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재산 획득의 자유 등의 권리, , ,

를 정치적 권리는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그리고 사회적 권리는 경제 성과, ,

를 분배 받고 복지 혜택을 향유할 사회경제적 권리를 말한다 마샬은 시민성의 세 요소가.

갖는 질적 차이도 강조한다 시민적 권리는 자본주의 계급 불평등과 경쟁적 시장경제 형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권리였음에 반해 정치적 권, ,

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력으로 가득차 있다고 본다 한편 사회권은 자본주의 안.

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시민성이. ‘공동체 성원으

로서 직접적인 감각 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적 통' (a direct sense of community membership)

합을 초래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본주의적 계급 불평등에 따른,

분열 속에서도 시민성을 제도로서 발전시키고 있는 사회가 이상적 시민성의 이미지를 창출,

하고 그것에 비추어 사회발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더 높은 평등화로 향하는 열망을 낳게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다.

영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마샬의 시민권론에 비해 좀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스웨덴 사민,

주의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시민정치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마샬의 논의 못지 않게 많은 부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마샬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 . , ,

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에스핑 안데르센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민권의 진화, , ,

에 대해 말한다.

스웨덴 사람들은 처음으로 투쟁의 순서를 바꾼 체계적 이론을 발전시켰다 정통적 도식은“ .

복지와 행복한 삶이 생산의 사회화를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실현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

는 반면 스웨덴 수정주의는 정치적 개혁 이어서 사회적 개혁이 점차적으로 경제적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적 시민권이 사회적 시민권에 선행해야 하며.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시 제 단계인 경제적 시민권 획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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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민주주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 불안정으.

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마샬과 에스핑 안데르슨의 시민정치론은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들은 사회주- . , ‘

의로 가는 민주적 길론을 편다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권이 대체불가능하다는 전통 마르크스‘ .

주의적 견해와 결별한다 둘째 시민권의 확보를 위해 쟁투의 계기가 갖는 중요성을 잘 제시. ,

하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의 민주화와 사회적 통제론은 곧 평등이 효율성의 기본 조건임을. ,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마샬과 에스핑안데르센 간에는 중요한 차이도 존재한다 마샬은 주로 시민권의 평- .

등 원리가 자본주의 계급 불평등 원리를 약화 순치시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반대로,

자본권력이 체제안정을 위해 시민권 원리를 받아들이는 헤게모니 측면을 경시한다 특히 사.

회권의 자본주의 안정화 효과를 낙관하고 양자간 타협이 불안정하며 그 모순적 균형은 얼마,

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반면 안데르센에서 사회권은 최종 목표라기 보다 사.

민주의 공동체의 최종 국면인 경제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화로 나아가는 수단이자 경로다, .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투자의 사적 독점이 팽팽한 긴장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 주목,

된다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는 경제의 민주적인 열린 사회화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 ,

장에 의존한다 또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시민정치론은 단순히 시민권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그것들간의 상호 의존성 시민권 확장의 역사적 조건과 경로 따라서 또 연대 형, ,

성의 역동적 동학에 대해 마샬의 단순 진화론을 넘는 인식을 보인다.

우리는 사민주의 시민정치론이 진보적 공화주의와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을 갖고 있다고생각

한다 첫째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보기에 사민주의는 공화주의의 약한 고리인 사회경제. ,

문제에서 참여 인권 그리고 활사활공 트라이엥글의 현대적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자본, .

의 헤게모니 아래속에서도 참여와 인권을 신장하고 공공선을 실현했다 잘 알다시피 사민주, . ,

의는 강한 노동 집단을 포함한 민중 블록 이에 기반한 강한 정당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 힘, .

에 입각한 쟁투가 참여와 인권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 사민주의에서 정치경제적 쟁투가 공멸.

이 아니라 공생을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급간의 타협은 그냥 나누어 먹으며 안주하는.

소극적 타협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적극적 타협 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positive comprise) .

사민적 세력들은 협력하여 공공선을 지향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둘째 그렇지만 사민주의 모델이 단지 경제사회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

단지 높은 세금 부담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

델은 아니다 사민경제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경제적인 토대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 “

고려하면 복지모델은 백발백중 실패한다 문제는 정신이다 최연혁 즉 사회를 공동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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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으로 보는 더불어 사는 연대 문화와 공동체적 윤리의 바탕이 존재한다’(common home) , .

공화주의적 공공성과는 다르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사민주의적 공공성의 윤리가 다시 말해, ,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더불어 공공선을 가꾸는, , ,

시민적 윤리가 존재한다 높은 세금 보편적 복지와 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

피지배 대중의 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합의와 연대 공공선을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의 바탕,

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화 삶의 양식을 사민. ,

세력만이 아니라 보수세력조차도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민주의식 공존과 건설적 경쟁.

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바로 이 때문에 피지배 대중만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본.

권력도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과 책임 투자를 수행하고 헌신하는 시

민자본의 기능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지하다 시피 우리는 이를 한국의 슈퍼재벌 삼성재벌과. ,

크게 대비되는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경우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세째 위와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사민주의식 공동체 연대 그리하여 활사활공 실현의 바탕에, , ,

는 정치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계급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합으로서 민중의 담론이 존‘ ’

재했다 그리고 사민주의에서 민중 담론이 시민 담론과 통합되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사민주의는 민중에서 시민으로의 깃발과 함께 민. ‘ ’ ‘

중위에서 시민으로의 깃발을 동시에 내걸고 있다고 하겠다 이 또한 진보적 민중적 공화주‘ . ,

의의 경우와 유사한데 민중적 공화주의에서도 민중 즉 데모스와 함께 시민 또는 공중, , , ’ ‘

이라는 주체가 같이 나타난다 잘 알려진 스웨덴의 페르 알빈 한손 수상의 취임연(public) . ,

설 인민의 가정 시민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연설문 을 보자, ’ , ‘ ( 1928) .

가정의 기초는 공동성과 공동의 감정이다 좋은 가정에서는 누구도 특권을 인정받지 않으“ .

며 소외되지도 않는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득을 보고자 하지 않으며 강...

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수탈하지 않는다 좋은 가정에서는 평등 배려협력 부조가 지배한... , , ,

다 더 커다란 인민의 집. (people's home, Folkhemstalet 그리고 시민의 집에 적용한다면 이),

는 현재 시민을 특권층과 소외층 지배자와 신민 수탈자와 피수탈자로 나누는 모든 사회적, , ,

경제적 장벽의 철폐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연설이 인민의 집과 시민의 집을 병기하고 있음을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

참여와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희망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

여연대 가 조직의 한국 명칭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로 함과 동시에 영문> ’ ‘

명칭을 참여민주주의를 위한’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민중의 연대 로 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하겠다 서구역사상 민중 담론은 주로 사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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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파시즘 이 둘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었던 집단적 정체성 형성 담론이었다 민중주의, . (

를 둘러싸고 보수반동과 진보가 다투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민족 해방운동 그리populism) - .

고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민중 담론이 중요했다 사민주의에서 민중 담론이 시민담론과 통.

합되어 같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이념 중에서도 현대 진보의 역사에서 사민주의만이

참여 개인적 권리 활사 활공을 같이 추구했기 때문은 아닐까 시민 정치는 어떤 추상적인, , .

시민 중립적인 심지어 중도적 가치지향의 시민에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의의 사, , ’ ‘ .

익 지배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되고 있는 민중다중이 그 체제와 싸우고 시민- ,

권 시민 주권 인권과 사회경제적 권리를 쟁취하며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를 구성하기 위한, ,

기획이자 실천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화주의와 사민주의 간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

먼저 자유를 보는 두 이념의 생각이 다르다 공화주의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 부터.

벗어나는 자유다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가치로서 고전. ,

공화주의는 그 자체 고유한 목적 가치로서 공적 삶에 참여한다 여기에 민주적 자기통치로서.

자유가 결합되어 민주공화주의가 된다 한편 사민주의적 자유는 민주적 공적 자기 통치로서, . ,

자유와 간섭받지 않는 개인적 자율성을 포함한다 우리는 사민주의에서 특히 고전 공화주의.

에서와 같은 공적 자유의 가치 탁월의 가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

둘째 사회경제 문제를 보는 생각이 다르다 공화주의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제한하는, .

것은 분명히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물질적 평등 자체가 목적은 되지 않는다 가난을 벗어나. .

서 공적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하여 공사의 삶에서 동등한 동료로서 자유를 자기를, , ,

실현하고 상호 인정하고 연대하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누구도 가난, .

때문에 공적 자유와 인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안되며 타인을 사버릴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된다루쏘 한편 사민주의는 평등을( ).

효율그래서 성장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시장경제를 민주적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 , ,

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역시 효율과 성장가치를 기본에 깔고 있는 이념이다 그, .

사회구성의 본질적 성격은 자본제적 시장사회 또는 상업 공화국이다 사민주의 소유론은, ‘ ’ .

공동체속의 소유론과 제권리의 다발로서 소유론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공화주의와도,

친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효율과 성장을 지향하는 자.

본제 시장사회라는 토대위에서의 이야기다 사민주의가 평등 분배 복지를 중시하면서도 효. , ,

율과 성장을 중심 가치로 추구한다는 것은 공화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고대에는 인간이 생산의 목표로 나타난다 현대 세계에는 생산이 인류의 목표로 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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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목표로 나타난다 마르크스”( ).

생산이 인류의 목표로 부가 생산의 목표로 되는 것은 사민주의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그렇지만 우리는 공화주의란 그 근본에서 정치적 주체성과 사적 존엄성을 핵심 가치로 두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조건 기반으로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장 지향은. , .

이것과 멀다 그래서 공화적 사회권론도 보편적 권리라는 면에서는 사민적 사회권과 공통점.

을 갖지만 성장지향을 기반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민주의는, .

자본제 시장사회의 토대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사상

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등과 효율 분배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한. , -

다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토대없이 정치적 주체성의 신장이 불가능함은 분명하.

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진전이 능동적인 정치적 주체성과 주체들간의 창조적인 상호 작용.

을 고양시키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근대화론의 연장선(transaction) .

상에 있는 사고방식이다 시장사회에서 도구적 이성과 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수단가치의 항.

구적 지배는 그것에 규율된 삶의 문화 삶의 형태 또는 행위의 습성을 지속케 하고 그기에,

만족하는 인간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한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자유도 민주도 공화도 다 무너진다 항산이. , , .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어떻게 품위있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 ‘ (both)

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 삶 노동의 삶 자체의 질이 성장의 질이 제고되어야. , ,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발전의 정치적 윤리적 문화적 차원에 총체적 의미에서 인간 잠. , , ,

재 역량의 신장에 착근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사민주의가 산업주의 가치 풍요와 부자되. , ‘

세요 등 물질주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생태여성평화 그리고 지역 자치 주민자치’ , , , , ,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찰적인 녹색 사민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그 바람직한 진화의 방향이

다 경제형태 생산양식과 노동양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의 새로운 민주화 성장양식의. , . ,

전환과 함께 생활양식 삶의 양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나는 이 대목에서 사민주의의 이 성찰적 진화가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공화주의의 지향과 의

외의 수렴점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학술적 논의로 보자면 기본선에서 성장. , ,

효율의 현대 시장사회 가치를 바탕에 깔고 정의론을 펴는 롤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에스,

핑안데르센에 대하여 그 기여를 받아들이면서도 무엇의 평등인가 의- , ‘ ’(equality of what?)

문제를 제기한 센 및 누스봄의 인간 능력 중심 접근 인간 능력 발달의 평등화론으로서 복,

지론 누스봄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사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적 사회경제론 구성을 위(cf. ) ,

한 여러 창의적 시도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성장의 질의 제고와 함께 친성장 번영. , ‘

의 진보를 넘는 삶의 질의 제고 인간과 시민의 새로운 능력신장과 삶의 풍요를 추구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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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에서 다채로운 자율적 활동과 풀뿌리 창의가 피어 나고 이는 활력, , -

있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 협력의 발전을 포함한다 통약불가능한 차이를 배려하고 삶의 양- ,

식 인간 존재양식의 다원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원한다면 사민경제의 성찰적 진, ,

화노선으로서 시민적 사회경제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방‘ ’(civic social economy) .

향으로는 재벌중심 스웨덴보다 활기찬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덴마크 제 이탈리아 등이 더, 3

선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미국에서 실리콘 벨리가. ,

재벌 지배의 질곡에 묶인 한국을 단연 앞선다.

시민적 사회경제로 가는 길에서는 소유를 물 이 아니라 관계로 인간간의 관계와 동시에( ) ,物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보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소유 어떤 시장 나아가. , ,

어떤 경제인지폴라니 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하겠다 소유권의 사용가‘ ’ ( ) .

치와 기능가치에 더 방점을 찍고 권리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배권으로 전환되지 않게 대, ,

자본의 권리가 소자본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게 실질적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는 시민경제적

소유제와 시빅미니멈 의 복지 그 일환으로서 시민적 기본소득 및 기본자본(civic minimum) ,

의 대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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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한국형 시민 정치와 진보 진지전의 길:

한국형 시민정치 시민 공동체를 창안해야 할 과제,�

이념 정책 전략 조직적 실천의 과제- , , ,

한국 민주 공화국 이념의 분석과 재구성 민족 민중 담론의 문제- , /

보수 이념과 정책 전략 분석과 비판의 과제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화론- , ( , ..)

이명박 정부 진지전의 공세 신자유주의 토건 개발주의 징벌치안 국가 친서민 중도- : + + - +

실용.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한국적 양상과 동시 과제‘ ‘�

냉전 반공보수 시장 보수 성장제일주의 반생태 토건주의가 결합된 오랜 특권 사익 정치- , , ,

의 지배.

압축 성장과 압축 모순의 동시 유산-

정상적인 질서잡힌 자유주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공사 구분마저 취약한 상태에서 자본 세- ,

계화의 충격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폭발하는 생존권의 요구 급진적인 삶의 질 증진에, ,

대한 욕구의 동시 진행.

한편으로 약육강식 다툼에 함몰 공공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 시민의 우위에 선 사민- , , ( ),私民

다른 한편으로 꽉찬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 공공성 욕구의 동시 존재라는 딜레마 상황 정’ ‘ , ,

부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대선시기 이상으로 회복된 높은 지지율 정치적 진보 대안의 실종,

보헤미안적 문화 좌파의 범람, ...

복합적 의미에서 다이나믹한 정치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부동하는 주체성- , (volatile) ,

정당 정치보다 훨씬 역동적인 운동 정치.

서구 사민주의 경험의 교훈 노동 지역에 뿌리를 둔 탄탄한 정체성 그 연대 문화의 바- ( , ,

탕 한국과의 간극, ... )

사개인적 자율성와 공공적 연대성이 모두 취약한 상태에서 활공 활사를 달성해야 하는- ( ) ( )

어려움

민주화 년에 대한 평가와 견해 차이를 정리하고 유연한 연합을 구성해야 하는 과제10�

보수의 해석 좌파 정권- ( ‘ ‘ ...)

성장통론- ‘ ’

조숙한 이식된 민주주의 기원론 후불제 민주주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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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빈곤론-

공화주의적 해석 공통감을 가지고 공적 연대를 진전시킬 정치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 , , ,

토대를 구축하지 못함 시민민중적 주체를 구성해 내지 못함 시민적 쟁투적 헤게모니 기, - , ,

획과 실천의 빈곤, 쟁투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시민정치 사고의 빈곤 생활정치의 빈곤, ...

어떤 연대 연합인가 민주 대연합 좌우파 동시병진론 민들레 연합 진보 좌파- , : ‘ ’ ? ‘ ’?, ‘ ’ ?, ‘

연합론’ ??

일본 생활정치가 주는 교훈�

최근 일본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온 생활 정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나는 이 생활 정치의- ‘ ’ .

부상을 보면서 이것은 서구와 다른 일본사회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조건 즉 사회민주적, ‘ ’,

복지국가가 저발전된 조건속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증진에 대한 욕구가 결합된 것이라

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시간대와 성질을 달리하는 욕구들 즉 서구복지국가를 뒤늦게 추격. ,

하는 복지 욕구 탈성장주의 또는 탈개발탈토건 생태주의 그리고 주민자치주의 등이 복합, - ,

적으로 어우러진 일본 특유의 시민정치 패러다임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한국의 진보도 일본, .

형 생활정치 패러다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 특유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조건에 착, ‘ ’

목하면서 한국형 시민정치 생활정치 패러다임을 창안하고 뿌리를 내려야 할 과제를 갖고 있,

다.

한국의 진보는 일본형 생활정치 패러다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 고유한 비동시성의- , ‘

동시성의 조건에 착목하면서 아래로부터 한국형 시민정치 시민 생활정치 대항 헤게모니’ , -

기획을 창안하고 뿌리내려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광장정치의 유기적 연대 방안- , ...

멀리 내다 보며 치밀하게 새 대항 헤게모니 기획 진보의 진지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 , ‘ ‘

난 년 마져 역사의 에피소드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그러나 다이나믹한 한국 정치의 희10 .

망과 한국 시민민중의 두가지 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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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보수의 진지전 진보의 혁신 시민정치의 비전, ,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시민정치연구센터장/ , ,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 ,Ⅰ

년 가을 한국사회 민주개혁 세력에게 또다시 물음표의 계절이 찾아왔다 년 월2009 , . 2007 12

대선 년 월 총선에서 연이어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당한 뒤 민주개혁 진영은 허탈함과, 2008 4 ,

무력감 속에 커다란 물음표에 던져졌다 뭐가 잘못 된 걸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 ?”, “ ?”,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답을 찾지 못하면 물음표에서 빠져나와“ ?”, “ ?”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곧바로 누구도 예견치 못했던 진기한 일이.

벌어졌다 촛불집회다 몇 달 동안 연인원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서울에서. . ,

축제 연대 저항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뤘다 이미 월부터 문제는 더 이상 광우병만이. 5• •

아니었다 시민들은 대운하 민영화 경쟁교육 친기업정책 방송법 개정 등 이명박 정부와. , , , , ,

한나라당의 핵심 정책 프로그램들을 모두 광화문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대로 곤두박질쳤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촛10% . .

불의 이름으로 수백만이 하나가 되었다 물음표는 어느새 느낌표로 바뀌어 있었다. .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고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열광과 불안의 소용돌, ,

이가 잦아들었다 어떤 이는 촛불집회가 아무 것도 건진 것이 없이 허무하게 끝났다고 생각.

했지만 촛불의 여파는 길었다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추락한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이후 년이. 1

넘도록 겨우 대에서 오르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시점에 와서는 이제까지 부20% .

동의 위를 고수해오던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까지 추락해서 민주당에 역전당하기에 이르렀1

다 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촛불의 가시적인 정치적 파장은. 2006 5 31 .•

여기서 멈췄다 그리고는 뭔가 심상찮은 반전이 일어났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

위태로워 보이던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국장 을 계기로 다시 일어섰다 국정지( ) .國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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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를 넘어섰고 친서민 중도실용의 제스처는 야권의 입지를 크게 좁히는 데 성공40% , ‘ ’•

하고 있다 이병천 은 한 칼럼에서 선문답 같은 질문을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속으로. (2009) . “

먼 길을 떠나는 길손에게 주인장이 등잔불을 건네주었다 길손이 그 등잔불을 건네받으려 하.

자 주인장이 등잔불을 훅 불어 꺼버렸다 이 뭐꼬 다시 물음표다. ?” .

민주개혁 진영이 지금에 와서 다시금 커다란 물음표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촛불집회의 공세

에서 시작되어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반격에까지 이르는 년간의 촛불정국 동안 애초에1 ‘ ’ ,

답을 모색했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비켜갔기 때문이다 민주개혁 진영은 촛불집회가 없.

었더라면 피해갈 수 없었을 두 가지 질문을 회피했고 또한 촛불집회가 있음으로 해서 제기,

된 두 가지 질문 역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다 먼저 촛불집회의 흥분 속에 피해간 두 질.

문은 이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양대 선거에서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국민적 지.

지를 받았으며 그 지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민주개혁 진영이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세, ?

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자기혁신이 있어야 하는가 다음으로 촛불집회? ,

가 제기한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이다 시민들은 명백히 정치적인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

서도 왜 스스로를 반 정치적 행위자로 이해하려 했으며 왜 조직된 개혁세력들을 신뢰하( ) ,反

지 않았는가 시민들이 혐오하는 정치 기대하는 정치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민주개혁 세? , ,

력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치열한 자기성찰과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이 질문들과 대면하는 대신 민주개혁 진영은 이명,

박이라는 괴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과 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물론 집권 첫 년‘ ’ . 1

동안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역사의 퇴행을 감행했는가를 상기한다면 그간의 투,

쟁의 의미는 결코 폄하될 수 없다 죽은 듯 웅크리고 있는 벌레를 더 쉽게 밟을 수 있듯이. ,

조직된 저항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까

지 내몰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개혁 세력들은 부시 집권 시절에 미국 민주당 내에.

서 제기됐던 자기비판 즉 피해를 막기에 필사적이다 보니 종종 어디로 나라를 이끌어야 할, “

지를 잊곤 했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인가 일 뿐이” , “ ”

라고 믿었던에마뉴엘 리드 오류를 반복하고 있었다 민주 반민주 독재 반독( , 2008: 13, 20) . / , /•

재 파쇼 반파쇼 등과 같은 선악대비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나머지 민주주의와 사회개혁, / ,

의 독자적 비전을 세우고 풀뿌리 시민사회의 능동화를 지원하는 후방진지의 작업을 등한시

했다 그런데 그 선악대비가 현실 속에서 흐려지고 보다 복잡한 비전과 정책 대결로 접어들. ,

자 많은 것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민주개혁 세력은 양대 선거와 촛불집회가 던진 큰 질.

문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글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민정치라는 핵심어를 통해. ‘ ’

풀어볼 것이다 하지만 주장 이전에 먼저 진단과 해석이 필요하다 시민정치의 이상과 실천. , .

이 놓여 있는 역사적 조건 곧 우리 시대란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독해하기 위해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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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수의 진지전

이명박 정권의 집권 초기에 이 정권은 오직 두 가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첫째. ,

재벌과 토건산업 집부자 땅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 둘째 민주주의와 자유의 근간을 허, , ,

물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것 여기서 후자는 전자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 .

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 등 보수 세력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권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보수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요새와 토루, ‘ ’

를 쌓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지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돈놀이가.

아니라 년 만에 되찾은 정치권력을 장기화하고 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변화해 온, 10 , 1987

한국사회의 권력지형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후방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청와대와 한나라.

당 보수단체들이 얼마나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보수 진영, ,

내부의 합의와 응집력은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지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진지전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적 도덕적 헤게. •

모니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지만 물질적 기반 없이 헤게모,

니가 생산되진 않는다 제도 조직 사람 돈이 없이 한 사회집단의 지도력이 확산되긴 힘들. , , ,

다 지금 한국의 보수는 뚜렷한 지도력과 문제해결의 대안 없이 그러한 헤게모니의 물질적. ,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갖는 진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미디어와 인터넷. △
통제 국가기구의 수뇌부 장악과 수직적 통제체제 정립 검경 국정원 등 국가강제기, , •△ △
구 강화 보수우익 사회단체 지원 사회 도처에 뉴라이트 사람 심기 진보 시민사회, , ,△ △ △
단체 공격 정치적 기본권 제약 법과 질서의 정치담론 확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 ‘ ’ .△ △
정치행위들은 국가 시민 보수 진보 간의 권력지형을 이동시키는 전략적 목표로서 가치를/ , /

갖고 있으며 시민들과 민주개혁 진영의 영향력과 자원 행동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

효과를 낳는다.

다음으로 구조적 수준에서 보수의 진지들이 구축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진보적 사회개혁,

을 위한 토대가 와해되고 있다 노동세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공공부문의 축소와 사. ,△ △
회안전망 약화 임금생활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 간의 경쟁 강화 개인의, , , ,△ △
무한책임 경쟁효율성 담론의 확산 등이다 이것은 각 개인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을 공공, .

적 집단적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중대한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다 개인들은, , .

자신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적 해법을 지지하기보

다는 오히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타인들과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자 한다 문제는 모, .

두가 그러한 개인적 해법을 택했을 경우 경쟁의 조건만 더욱 악화될 뿐 승자는 언제나 소수

의 것이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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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진지 구축 작업들은 진지전 효과를 통해 보수적 진지전의 정당성 기반을 확장시‘ ’

키는 선순환적 환류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 장악 인터넷 검열 집회 시위 금지 검. , , ,•

경의 공안통치 시민단체에 대한 고사작전 등은 그것을 추진한 주체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 ,

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자기검열 때문에 자유롭게. ,

표현 소통할 수 없으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낸다 한들 미디어에서 전달되지, ,•

않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력과 활동력이 크게 축소됐다 이처럼 시민사회 전반이 위, .

축되고 시민들이 개별화됨에 따라 정당성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은 매우 불평등한 장에서,

벌어지게 된다 저쪽은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요새를 확장시키고 있는 데 반해 이쪽은 불만. ,

이 개인화되어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확산시키기가 어렵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

당의 지지도 상승은 화합 친서민 중도실용의 레토릭과 정치적 제스처에 힘입은 바도 있‘ ’, ‘ ’, ‘ ’

지만 위와 같은 진지전 효과의 결과이기도 하다, .

현재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이 위와 같은 참호들을 구축하며 행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

는 수동혁명적인 혁명 복고의 변증법을 읽어낼 수 있다 즉 아래로부터의 발언과 참여를 철/ .

저히 배제하면서 시민들이 공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파괴하면서 권, ,

력집단이 모든 자원을 독점한 채 사회를 자신들의 설계도에 따라 변혁시켜가는 것이다 오래.

된 민간단체인 사회연대은행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미소 금융중앙재단이라는( )美少

것을만들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희망제작소의 서) (micro-credits) .

민생계지원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돈줄을 끊어놓으면서 친서민 실용정책을 편다고 한다, .

이러한 행태들은 시민들이 주체적인 힘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정치권력과 그 동맹자들이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시혜자 통제자가 되겠다는 얘, /

기다 그러한 수동혁명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진보적 제도와 문화 권리를 뒤로 돌린다는 점. ,

에서 복고지만 단지 현존하는 것을 보전하려 한다는 의미의 보수는 아니다 현 정권의 강‘ ’ , ‘ ’ .

경파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사회와 시민들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익혁. ‘

명이다 서민 중도 실용을 표방하는 세력들은 그것의 공격성과 급진성을 완화시키는 역할’ . • •

을 맡고 있다 현 정권은 검은돌 흰돌을 섞어 두는 회색지대 통치를 통해 수동혁명을 진행. ,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헤게모니적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소위 친서민‘ ’ . ‘

실용정책들은 오늘날 이 나라의 다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는 전시용 미봉책들이며 한국 재벌자본주의의 구조와 제도적 관행은 민중들,

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삶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된다 하지만. .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개혁 진영이 이명박 이후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 다수, ‘ ’ ,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느냐다 만약 여기에 대해 답이 없다면 보수 기득권 세. ,

력은 한국사회에서 그들이 누리는 자생적 위광과 방대한 권력자원을 바탕으로 또다시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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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어느 세력도 국민적 지도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교착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는 그람시가 말한 유기적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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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체제 논쟁과 역사적 블록의 변동.Ⅲ

이제 한국사회가 그와 같은 유기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

와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공격적 우익 세력이 헤게모니를 확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해보자 이것은 동시에 현 시점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어떤 조건 위에서 어떤 역사적 과. ,

제를 어떤 토양 위에서 수행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역사해석과 시기구분, .

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김호기는 여러 곳에서 브로델에 의존하여 한국현대사를.

콩종크튀르 의 역사로 재구성하려 시도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그의 접근을 그‘ (conjoncture) ’ ,

람시의 역사적 블록 개념과 결합시켜 심화시켜보려 한다 이때 역사적 블록‘ ’(blocco storico) .

개념은 헤게모니의 구조와 상부구조가 역사적으로 독특하게 결합된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최근 손호철 이 사회시스템 관점에서 한국사회 체제 규정을 더 엄밀히 발전시킬 필요(2009) ‘ ’

성을 제기한 것과 유사한 문제의식에 터하고 있다 아래의 서술은 개념적 엄밀성을 갖춘 이.

론적 명제가 아니라 필자의 관점을 큰 그림으로 스케치하고 그 안에서 시민정치론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초점을 부각시키는 제한된 목표를 갖는다.

이론적 고찰1.

그동안 한국사회 체제 논쟁에서 특이한 점은 특별한 역사적 무게를 갖는 사건이 일어난 연,

도로써 체제의 특징을 규정해왔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년 체제 년 체제 년 체제. ’48 , ’61 , ’87 ,

년 체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 구분에 대한 정당화는 아래에서 이뤄질 것이다 본’97 , .

격적인 체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이론적 고려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기서 체제의 명칭을 특정 연도로 정의한다는 것은 곧 사건 의 역사와 콩, (événement)

종크튀르의 변동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브로델은 장기지속하는 구조가 콩.

종크튀르와 사건사에 의해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구조주의자였다 역사가로서.

브로델의 관심은 총체사 를 구성하는 데 있었고 거기서 개‘ ’(histoire globale, histoire totale) ,

별 사건들의 의미는 바다 표면의 파도 지층 표면의 돌과 꽃과 동물 등의 은유로 표현됐‘ ’, ‘ ’

다 하지만 브로델 역시 사건이 때론 매우 깊은 변동을 증언하며 나아가 사건 자체의 기. “ ,” “

간보다 훨씬 긴 지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Braudel, 1984: 191-200).

런 관점에서 본다면 년 체제 등과 같은 연도 중심의 개념화는 해당 연도의 역사적 사건, ’87 ‘ ’

이 콩종크튀르의 역사에 미친 영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을 뜻한다 이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다음 절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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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역사적 블록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 블록을 구성하는 사회시스템의 제,

반 영역들 간의 관계가 느슨하고 불안정하며 종종 모순과 긴장을 내포한 것일 수밖에 없다,

는 점이다 만 의 표현을 빌자면 사회시스템은 경제 정치 군사 이데올로기. (Mann, 1993: 738) , , ,

영역 간의 어질러진 네트워크 형태를 띤다 이는 축적레짐 국가형태 시민‘ ’(messy) . (regime), ,

사회 지형 일상문화 등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역사적 시간 속에서 움직이며 나름의 제도, ,

적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지형내에서 정치 경제 문. • •

화의 관계체계가 일괴암적 패키띤다이루게 되는 경우는 없다 콩종크튀르 체제 변동이 역사. .

적 블록 전체의 패키띤 변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해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특정 시스템 영역의 구조변동에 초점을 맞춰야‘ ’

하며 그러한 제한적 구조변동은 개별 시스템 간의 상호침투를 통해 역사적 블록 전체에 상,

응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 콩종크튀르 체제 변동은 매우 중층적이다 어느 한 체제의 시기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

그 체제에 형성된 사회적 구조와 제도 문화가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체제 변, .

동을 통해 어떤 부분이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 해도 이전 체제의 다른 부분들을 훨씬 더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브로델 은 중기적 또는. (1973: 896-900) (intermediate-term

장기적 콩종크튀르를 구분한 바 있는데 이 구분이 한국현대사의medium-term), (long-term) ,

해석에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년 체제에 형성된 독재체제와 발전국가는 년 체제의 등. ’61 ’87

장과 더불어 많은 부분 소멸했지만 년 체제 시기에 급성장한 국가조직 관료집단 재벌권, ’61 , ,

력과 몰도덕적 시민사회는 년 체제 시기까지도 지속되면서 년 체제의 민주적 성취들을’97 ’87

위협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진보보수 간에 일종의 타협안처럼 제시된 역. , -

사해석 즉 대한민국사를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과, ‘ ( )’⇨ ⇨ ⇨
잉단순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년 건국체제는 년까지 경로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1948 2009 ,

마찬가지로 년 민주화체제는 그것을 역전시키고 싶어 하는 현 집권세력의 행동반경을1987

제약하는 역사적 조건이 되고 있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자. .

역사적 블록의 변동과 시민정치가 놓인 자리2.

년 체제는 과거면서 동시에 현재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해석은 역사해석인 동시에’48 ‘ ’ ‘ ’ . ,㈀
그것을 통한 현재의 재해석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년 체제는 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 ’48 1948

립과 더불어 구조화된 역사적 블록을 뜻한다 분단체제한반도 차원에서와 극우반공체제남. ( ) (

한에 국한시켜로서 년 체제의 특징은 남북한 간의 이념적 군사적 적대관계 남북) ’48 ,•⑴ ⑵
한 지배권력 간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남북한 민중들 내의 이데올로기적 믿음체계반미,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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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등이다 그런데 년 체제를 논할 때 소박한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그 시대상황을 조/ ) . ’48 ,

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역사해석의 주체가 놓여 있는 현재의 지평에 대.

해 년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년 체제는’48 . , ’48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 그래서 역사해석의 주체가 항상 그 안의 어떤,

특정한 당파적 위치에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과거다 년과 년 양대 선거에서는 뉴라. 2007 2008

이트의 시장포퓰리즘적 얼굴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촛불정국 속에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자,

년 체제의 묵은유산들이 급속히 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했다 앞의 제 장에서 언급한 검’48 . 2 ‘

은돌 흰돌의 검은돌은 년 체제가 남긴 사회세력 법과 제도 담론과 상징이 민주정부, ’ ‘ ’ ’48 , ,

시대를 겪으며 더욱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변신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년과 싸. 1948

우고 있다.

또한 년 체제를 이해할 때 이제까지 간과해 왔던 또 하나의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48

데 그것은 바로 남북한 모두에서 이중적 충성 의 집단정체성이 형성되었다, ‘ ’(dual loyalty)⑷
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 이것은 코리아 민족공동체에 대한 충성 과 대한민. ‘ ’ (ethnic identity) ‘

국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 이 혼재한 상태에서 양자가 모순적으로 공존하’ (political identity)

게 됐음을 뜻한다 이중 특히 후자의 정체성 즉 대한민국 정체성은 이제까지 한국 민주화. , ‘ ’

운동의 양대 흐름이었던 파와 파 모두에 의해 단지 거부되기만 했다 한쪽은 민족의NL PD .

이름으로 다른 한쪽은 계급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정체성은 매우 양가적, .

이었다 그것은 반북반공주의 국가권위주의 한미혈맹주의의 원천이었으면서 동시에 년. , , , ’48

체제와 년 체제를 전복시킨 시민항쟁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했던 것이다 년 월 서울’61 . 2008 6

광장에서도 촛불집회와 보수기독교집회가 모두 대형 태극기를 상징으로 삼았다 공유상징의.

의미 생산을 둘러싼 투쟁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시민정치운동은 년 체제의 건설. ’48

적 유산에 터하여 분단체제 극우반공체제의 유산을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시민과. ‘ ’•

국민을 단지 대립시키는 접근방식은 한국사회에서 역사적 토대가 매우 협소하다 년 촛‘ ’ . 2008

불집회에서 참여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상징은 국민이었다 시민이 아니었다 대한‘ ’ . ‘ ’ .

민국 정체성의 위험성을 단지 경고하고 견제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시민정치적 잠재력을 발,

굴하고 가꾸어 진보적 가치들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년 체제는 앞에 언급한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체제의 장기적 콩종크튀르를 지속하면’61㈁ ⑴
서 이를 군부독재 레짐을 중심으로 한 강한 국가기구 발전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주도, ,⑵ ⑶
형 산업화 전략 재벌 지배의 종속적 독점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성장과 결합시켰다 정치, .⑷
적 레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년 체제는 년 체제의 억압적 반공극우체제를 계승했지만, ’61 ’48

새로운 점은 국가기구의 팽창 국가 행위능력의 급성장 발전국가의 역할이다 경제적 레짐의, , .

측면에서 년 체제 의 핵심이 발전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억압적 배제적 축적전략과 그에’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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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하는 재벌 중심 자본주의의 구조화에 있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년 체제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61

싶다 하나는 년 체제 시기 동안 급성장한 성장주의적 관료집단과 정 관 재계 동맹이. ’61 • •

년 체제 년 체제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장기적 콩종크튀르로서 민주주’87 , ’97 .

의 정치체제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등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 요소들과 접합되었다 그, .

러므로 년 체제에서 민주화가 매우 불완전했던 것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오류에 기인한 측’87

면도 분명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년 체제에 의해 포위된 정권으로서의 한계를 의미했, ’61 ‘ ’

다 또한 년 체제를 이해할 때도 한국의 소위 신자유주의 또는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미국. ’97 ,

혹은 영국 모델의 이념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전략과 비

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정부를 포위했던 바로 그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심으.

로 재등장한 년 이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깔때기 논리처럼 반 신자유주의2008 , ( )反

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의 이념을 공적 국가의 이념과 연계시켜 신자유주의‘ ’ ‘ ’

정책의 문제들의 민중적 차원과 국민적 차원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 ‘ ’ .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년 체제의 또 하나의 측면은 반 민주적 정치체제 반 사회’61 ( ) , ( )反 反

적 경제체제가 한국 시민사회의 경로 형성에 미친 영향이다 김호기 가 이중적. (2007a: 39-52) ‘

시민사회 개념을 통해 말하고자 한 한국 시민사회의 이중성은 이미 년 체제 시기 동안’ ’61

생활세계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깊이 각인되었다 한편에선 강력한 민주화 운동과 그 지지층.

이 성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공적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적 안전망, (=

연줄망을 숭배하는 삶의 양식이 깊어져서 공적 국가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찍) .

이 밴필드 가 몰도덕적 가족주의 개념을 통해 포착하려 했(Banfield, 1958) ‘ ’(amoral familism)

고 최근 킨 이 반 시민적 사회 라고 명명했던 경향이 년, (Keane, 1998) ‘ ( ) ’(uncivil society) ’61反

체제 하의 년 동안 한국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지금까지 가지를 뻗치고 있는 것이다26 .

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그토록 급속하게 시민사회1997

내의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해체시킬 수 있었던 것은 년 체제의 전통 위에서 가능했다’61 .

년 체제 개념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창비 그룹의 주도 하에 널리 확산되었고 또한’87 ,㈂
그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년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의도 다양하거니와 우선 이. ’87 ,

개념의 타당성 자체가 논쟁거리다 정일준 은 년 체제는 없다는 강한 주장을 한 바. (2007) ‘87 ’

있으며 과거 년 체제개념을 사용했던 김호기 역시 최근 들어 년 체제에서 산업화 시, ’87 ’87 “

대에 대응하는 년 체제처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절과 전환이 명확하지 않다 는 이유로‘61 ’ ”

이 개념의 타당성을 의문시했다김호기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 , 2007a: 210-11). ,

적 블록이 하나의 패키지로 변동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들은 년 체제’87

개념을 거부할 이유로서 충분하지 않다 그 논리대로라면 년 체제 역시 년 시기. ’61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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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자기완결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등과 같은 명칭으로 역. ’61, ’87, ’97

사적 시기구분을 한다면 그 연도의 역사적 사건이 사회시스템의 총체 안에 어떤 즉 모든, ‘ ’( ‘ ’

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를 결정적으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역사적 블록의 내적 복잡성 콩종크튀르의 중층성을 주목하는 관점에서 보면 년 체제개념, ’87

을 통째로 거부하는 관점뿐 아니라 또한 년 체제가 정치 경제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87 • •

가져왔다고 보는 관점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손호철 이 주장한대로 년 체제가. (2009: 36) , ’87

정치 경제체제를 포괄하는 총체적 사회시스템으로서 자기완결성을 갖는 체제라고 보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년 체제에서 우리 역사에 새롭게 도입된 요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체. ’87 ⑴
제 민주화의 진전 민주적 헌정체제 수립 문화적 개방과 주권적 공화주의적 시민정, , •⑵ ⑶
체성의 성장이었다 김호기 조희연 유철규 김종엽 윤상철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 • • • •

이 년 체제의 핵심을 민주화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박명림 등은’87 ‘ ’ . (2005)

년 개정헌법에 기초한 년 헌정체제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경제영역1987 ‘87 ’ .

에서 년 체제가 개시된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그것은 년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더’97 . 2008

불어 심각하게 약화됐다.

그런데 그동안 년 체제 논의에서 가장 소홀히 다뤄졌으나 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가’87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권적 공화주의적 시민정체성의 성장이다 민주적인 정치환경 갈등적. . ,•

이지만 개방적인 정치적 기회구조 하에서 시민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의식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

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관청에서 윽박지르는 공무원 앞에 기죽지 않고 대통령을 당당히, ,

비난할 수 있는 시민 즉 대한민국의 멤버십을 갖게 됐다 이 변화는 민주주의 제도와 헌정, ‘ ’, .

체제가 유명무실해진 년 현재까지도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년 체제의 가장 장기적인2009 , ’87

콩종크튀르의 차원이다 뒤에서 상술할 시민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 ‘ ’

온다.

년 체제의 핵심이 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 신자유주의화의 경향이라’97 1997㈃
는 데에 대부분 동의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년 체제의 중요성은 바로 그 체제 하. , ’97

에서 년 지방선거 년 대선 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보수압승의 메들리 팡파르2006 , 2007 , 2008 ‘ ’

가 울려 퍼졌다는 데 있다 이 지점에서 이 글의 서두에서 제기한 물음표로 돌아가보자 이. .

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양대 선거에서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으며 민주개혁 진영은 뭘 잘못한 걸까 그것을 단지 선거 테크닉의, ?

차원으로 돌리려 하지 않는다면 뭔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을 찾아야 한다, .

우선 민주개혁 세력의 신뢰와 정당성 상실이 다년간에 걸쳐 심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

호기 는 민주화 시대의 절정이 년 낙선운동과 년 대선 사이의 시(2007a: 207, 212) “20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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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며 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은 개혁세력에 대한 심판이자 민주화 시대의” , 2006 “

종언을 함축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정치에서 민주화 세력의 도덕적 정치적 헤게모니의” , •

파동을 정확히 분석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년 선거들의 결과는 민주와. 2006~08 ‘ ’

진보에 대한 일반화된 불신이 확산되어간 보다 긴 역사적 과정의 단편들로 이해되어야 한‘ ’

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최장집 은 민주화된 정치환경 하에서도 민중운동 세력. ? (2009: 24-36)

이 정서적 급진주의와 반정치적 태도를 견지했고 그 결과 민주화최대동맹이 모두 급속히 해,

체된 것이 이명박한나라당의 승리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것이 보수의 압승을 얼- .

마나 설명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희연 은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했. (2009: 86-101)

다 그는 민주개혁세력의 헤게모니 위기의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진단했다 보다 확장된 개. .

혁의제 영역에서 넘지 못한 분단체제의 벽 국민적 설득을 위한 헤게모니적 실천의 빈곤 민, ,

주개혁세력이 권력을 향유하게 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상실한 점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의,

미숙함 등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주개혁 진영 측의 실천상의 한계보다 더 깊은 맥락이 존재한다 민주개.

혁 진영의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정책들의 시스템 효과 맥락이 존개혁 세력의 정치적 위기‘ ’

를 신자유주의 정책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일반적인 설명틀은 이런 맥락이 국민의정부와 참

여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인해 개혁 세력의 지지층이 이탈하게 되었고 그 실망,

과 환멸 때문에 이명박 후보와 보수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왜 더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세력의 지지.

자가 되었을까 자본주의와 긴장관계를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해소시킨 것이 왜 더 많은? ‘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많은 자본주의의 요구로 이어 사걸까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 ‘ ’ ? .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정책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맥락의 시스템 환경과 일상세계를 지 시킴으로써 생겨나게 된 정치적 피드백 효과다’ .

년부터 년까지 두 번의 년 동안 국가시민사회의 흥미로운 엇박자가 관찰된다1987 2007 10 , - .

년의 년 동안에는 권위주의 정권을 계승하는 통치세력이 시민사회의 조직된 민1987~1997 10

주화 세력과 부단히 갈등했다 민주화 세력의 도덕적 헤게모니는 이미 이 시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다소간 개선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 하에서 조직적으로는 팽창이 계속됐다 경, .

실련 참여연대 여연 환경연합 등 대형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독립적 노조연합체들이• • •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다 반대로 년의 년간은 민주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와 인. 1997~2007 10

권 정치적 자유가 제도적 수준에서 확대되었고 조직된 진보적 시민사회세력의 거버넌스 참,

여가 확대되었지만 정확히 이 시기 동안 경제영역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개혁의 사회정치적,

헤게모니를 잠식하고 시민사회의 민주적 공공적 힘을 소멸시키는 일련의 사회변동이 급속•

히 진행되고 있었다.

담론과 정책 제도의 측면 모두에서 민주화와 시장화 사회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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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평등과 시장의 평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계속됐다이병천 시장경쟁 중심의‘ ’ ( , 2007).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삶의 양식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었고 공적 규제장치와 안전망이 사,

라져갔다 모든 것은 개인들의 사유물이자 사적 책임의 문제로 되었다 그것은 민주개혁 진. .

영에게 매우 깊은 수준의 헤게모니 위기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싫어.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가치와 도덕과 제도적 원리에 익숙해지고 그것의 우월, ,

성을 믿게 되었고 그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을 퇴행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소멸해갔다 민주주의와. ‘ ’ .

사회적 연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아래로부터 구석구석에서 허물어져갔다, ,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복지국가적 사회정책을 결합시키려던 집권세력의 수줍은 신자유주‘

의는 진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이 사회에 만연시킨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 ’ .

정권이라는 가시적 권력 아래 버티고 있는 거대한 빙산의 실체다.



2009.10.16.42

지금 왜 시민정치인가. , ?Ⅳ

이제까지 위에서 서술한 주장의 핵심은 이것이다 보수는 한국사회의 권력구조와 세력관계를.

심대하게 변화시킬 진지전을 펼치고 있고 그것의 헤게모니적 기초는 무엇보다도 년 체제, ’97

시기 동안 한국사회에 강력하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그.

렇다면 지금 왜 시민정치인가 시민정치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정치적 잠재성을, ‘ ’ ? ,

갖고 있는가 시민정치라는 단어는 년 촛불집회 이후 지식인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세? 2008 ,

력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저널리스트와 시민들의 귀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 단어의 가장 표층적인 화용론적 의미는 대략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

는 정치 정도인 것 같다 시민정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 ,

일단 여기선 그런 표면적 의미에서 출발하기로 하자.

먼저 시민정치를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적 현실부터 얘기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보수 헤게모니의 원천 즉 반 사회적이고 반 공공적인 삶의 양식 자체다 시장과 경쟁, ( ) ( ) . ,反 反

효율과 업적 숭배의 사회원리가 단지 순수하게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과 일상,

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임금 교육 주택 건강 출산. • • • • • •

양육 노후 등 모든 개인들이 직면하는 삶의 필수적 요구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사라져갔,•

다 이러한 시스템 환경 내에서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의 현실로 떠밀려야만 했고 양극화로. ,

고통 받으면서도 양극구조의 상층을 향해 내달려야 했고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성공신화,

의 삶을 사모하게 되었다 바로 이 성공한 사람의 위광이야말로 이 시대 보수 헤게모니의. ‘ ’

원천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은 모든 사람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위광을 모.

방하지 않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처럼 자기, .

파괴적인 무한경쟁의 비극에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상상을 풀뿌리에서부터 만‘ ’

들고 나누고 다져가야 한다 왜 시민정치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 보수의 헤게모니는 사람들, , . ?

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정치가 사회시스템 환경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들려면 그러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 자신에 의해 시민사, ,

회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민정치는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 정당정치의 한,

계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즉 유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동력이다 최장집 박( , ) . •

상훈 등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당정치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며 그것이 운동정치에 의,

해 대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최장집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깊( , 2008; , 2007).• •

이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정당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정치발전. ‘ ’

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 해법일지 의문이다 최장집 은 제도가 중요하다 고 강조한. (2002: 216) “ ”

다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개혁을 추동하는 주체와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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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더 중요하다 정당정치가 시민사회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는 정당조직의 혁신과 정책개발 여타 법적 제도적 해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정당이나 정당운동으로부터 나오기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정치, ‘

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졌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개혁에의 요’ .

구가 넓고 오랜 힘을 가지려면 변화의 동력은 특정 정당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문화적 운동으로부터 나와야한다 민주정당 진보정당 대안정당 그 어느 정당이건. , , ,•

간에 시민정치운동은 정당의 지지부대가 되어선 안 된다 정당정치로부터의 독립성에 기초, .

하여 정당정치의 개혁을 추구하는 독립적 시민사회의 정치운동 그런 시민정치운동만이 특, , .

정 정당세력의 운명에 좌우되지 않고 한국정치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셋째 시민정치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역사적 과제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 ,

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사적 사회적 토대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정치를. 2008•

년 촛불집회에만 연결시키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시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근시안적이고. ,

표피적인 해석임엔 틀림없다 한국에서 시민정치의 사회적 토대는 몇 가지의 길고 짧은 시간.

대들이 중첩된 구조물이다 앞서 제 장에서 서술한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년 체제에서. 3 , ’48㈀
형성되어 이후 오랫동안 시민사회의 정치적 동원과 정당성 요구에 문화적 기초를 이뤘던 대

한민국 정체성 년 체제에서 형성된 민주화 세력과 민주화운동의 시대체험 또 그 체험, ’61 ,㈁
속에 사회화된 민주적 시민사회 구성원들 년 체제에서 만개한 민주적 공화적 자기정, ’87 •㈂
체성과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체험 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지속될 장기적 콩종크튀르의 역사다 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스스로가 이. 2008

런 역사적 전통 안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에 완전한.

새로움이 있으랴 오늘의 시민정치운동은 자신이 터하고 있는 전통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

그것을 재해석하여 현재의 시간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성공할수록 시민정치운. ,

동은 그만큼 더 넓은 사회적 토양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촛불집회는 전통의 계승을 넘어섰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특정한 전통 위에.

서 시민정치의 역사를 새로 쓴 사건이다 촛불집회는 그 어떤 가시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 .

잦아들었으며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공안정국의 비극적 전야제 같은 의미를 갖게 됐다, .

하지만 촛불집회는 브로델의 표현 그대로 사건 자체의 지속기간보다 훨씬 긴 역사적 의미, , “

를 갖는 사건이었다 촛불집회는 무엇을 새롭게 창조했는가” . ?

촛불집회는 공적 국가의 이념과 시민 자치의 이념을 동시에 표현했다 시민들의 저항‘ ’ ‘ ’ .㈀
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지 않았다는 신민 의 투정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 ,臣民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권자의 꾸중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국가가 빈자리로 남겨.

둔 공적 세계를 시민적 자치 의 이상을 메웠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직접통(self-governing) .

치는 불가능한 이상이지만 민주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시민자치의 이상을 제도적으로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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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역사적 발명품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 ,

다 는 그 외침은 거대한 정치적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참여시민들이 공유했던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라는 모토“ !”㈁
는 모든 국민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공존하는 정치공동체를, ,

꿈꾸고 있다 그것은 추상적 시민의 추상적인 평등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 구성. ,

원들의 평등한 존엄 대승적 사랑 사회적 연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자는 요청이었다 촛불집, , .

회는 광우병 이슈가 중심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월부터 시민들은 교육 언론 환, 5 • •

경 경제 민영화 등 핵심 의제 영역에서 공화국과 공공성의 가치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그.• •

러므로 시민정치운동이 촛불의 에너지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연대를 위한 시,

민들의 창안과 나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촛불집회에서 창조된 가장 큰 역사는 정당에 위임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대행하지 않은,㈂
시민들 자신의 정치적 참여와 행동의 경험이었다 많은 참여시민들이 자신의 비정치성을. ‘ ’

강조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정치의식의 미성숙이나 반 정치적 태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 )反

텍스트의 맥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 시민들이 거부한 정치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

국민 서민 민중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 ‘ ’, ‘ ’ , ,

세력들에 의해 반복해서 배반당하고 좌절을 겪었던 그런 정치다 시민들은 정치 일반을 거, . ‘ ’

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몇 달에 걸친 촛불집회 기간 동안 수많, ‘ ’ .

은 시민들이 연대와 공동체를 체험했고 우리 사회와 정치의 문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이 퍼져,

갔다 시민정치운동은 이러한 촛불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비바람에 촛불이 꺼지지 않게 서. ,

로의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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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 구상.Ⅴ

이제 이 장에서는 시민정치의 실질적 내용을 다룬다 좁은 의미의 시민정치는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로 인정받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함께 창출하기 위해 참여하는 행위를 뜻한

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협의의 시민정치를 넘어 시민적 가치와 문화 그에 상응하. , ,

는 정당정치와 국가조직 사회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

시민의 정치 시민적 정치1. ,

시민정치는 시민 의 정치이자 시민적 인 정치다 시민은 단지 도시의 거주자라‘ ’(citizen) ‘ ’(civic) .

는 행정적 의미가 아니라 정치공동체 의 공적 사안을 심의하고 토론하, (political community)

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권자를 뜻한다 시민적이라 함은 그와 같은 주권자로서의 권.

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적 삶 에 참여하며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등(public life) ,

한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의 이웃임을 인정하는 대승적 사랑의 덕목 을 뜻한다(civic virtue) .

시민정치는 시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자의식과 상호인정 상호배려 속에서 공적 삶에 참여하,

는 정치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을 내포하지만 권력의 가. ,

장 숭고한 형태는 공적 삶을 영위하는 인민들이 함께 숙의하고 연대함으로써 더불어 행복, ‘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집단적 창조 행위다 시민정치의 이상은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

상황과 욕구에 터하여 시민들 자신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연대하며 이를 통해, ,

지역과 직장 국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정치다 시민정치는 시민들의 연합된 힘으로 정치공, .

동체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권력 적극적 자유 다‘ ’(Arendt, 1970), ‘ ’(Honohan, 2002) .

이러한 시민정치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미래를 더욱 역동적이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시민정치의 근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주권은 단지 헌법에 문자. ‘ ’

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이념을 좇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선언,

한다고 획득되는 것도 아니다 세기 대중민주주의 운동이 근대 정치체제를 구현하는. 18~19

힘이 되었듯이 시민정치의 상상은 하나의 사회운동이자 정치운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시민정치의 힘은 정치공동체에. ,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다 그 까닭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때 그.

공동체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으며 참여가 억압될 때 구성원들은 공적 의제들로,

부터 점점 더 퇴각하여 그 공동체는 쇠퇴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Hirschman, 1970, 1978).

의미에서 시민정치는 시민들의 사적 이익을 높여주는 방편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전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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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과 진보의 원천이다.

또한 시민정치는 정치계급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압력이 될 수 있다 정당정치가 시민사‘ ’ .

회로부터 분리되어 민심과 여론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게 될 때 정치인들의 권력과 위광과,

부 가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나라의 정치는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와 같다( ) , .富

폰 바이메 는 이런 현상을 정치계급 이라고 개념화한 바 있는데(von Beyme) ‘ ’(political class) ,

지금 한국정치는 실로 정치계급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들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제도를 갖고 있다 선거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정치불신이. .

깊어지면 정치과정의 투입 차원에서 당선된 정치세력의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input)

며 또한 산출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처럼 취약한 정권은 강압적 수단에 의존해서 정, (output)

책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국가시민사회 간의 파국적 충돌이 반복된다- .

그래서 특히 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직접민2008 ,

주주의 제도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주민소환 국민투표제 등의 제도가 그것이. , (referendum)

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그것. .

의 더 깊은 한계는 시민사회에서 분출되는 고농도의 정치적 에너지를 경직된 절차적 틀과

룰에 가둘 수 있으며 유권자들을 인 표 원칙으로 균질화시켜 정작 문제 당사자들이 처한, 1 1

상황의 절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많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의 시민정치.

는 한국 시민사회의 놀라운 역동성과 활동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쳐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사회의 활동성은 긍정적 부정적 잠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 .

것은 부패한 정치계급에 대한 강력한 정당성 압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뚜렷한 결실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휘발성 직접행동에 그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잠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정치를 직접행동으로 환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공간에서의 여론정치 온오프. ‘ ’, -

라인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한 결사체 정치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 정치‘ ’, ‘ ’

에 넓게 펼쳐진 사회적 흐름이 돼야 한다.

시민적 가치와 문화2.

시민적 가치의 핵심어는 이런 것들이다 공동체 인정과 배려 대승적 사랑 사회적 연대 공. , , , ,

공성과 공동선 공동체적 삶에의 참여 공동의 숙의 집단적 창조성 그리고 적극적 자, , ( ), ,熟議

유 만약 이런 가치들이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은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 ,

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그런 느낌이야말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육화된 증언이다, .

시민정치운동은 그런 가치들이 더 이상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낯선 것으로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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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 가치들이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상식이 되게끔 만들어야, ‘ ’

한다 레이커프 는 가치를 둘러싼 투쟁이 바로 정치의 중심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자. (2004)

한 대표적 학자다 그의 프레임 이론이 미국 정치에서 정치언어의 기술로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주장엔 더 깊은 통찰이 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양대 세력이고 거기서 진보가 승리하려면 헤게모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

풍부히 하고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측면에서 민주개혁 진영은 소위 먹고사니즘과 분명히 결별해야 한다 진보를 진보이게‘ ’ .

끔 만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라는 자본가다운 약속이 아니라 함께 잘살기 위한‘ ’ , ‘

공존의 윤리다 물론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진보세력 역시 언제나 그러한 윤리적 가치를 추’ .

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실천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자신이 하는 일의 윤리적 의미에. ,

대한 자의식 사회현실의 윤리적 차원을 읽어내는 능력은 지극히 빈곤하다 진보적 가치의, .

창출과 확산을 도덕주의로 폄하하는 심각한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설득을‘ ’ .

못 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 .

는 사람하고만 말이 통하고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난과 공격밖에 하지 못,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는 것이다. , .

이것은 오늘날 민주개혁 진영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단지 이익정치의 차원에서 우. “

리를 지지할 때 당신은 더 먹고살만해진다 는 논리로는 결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강한 자.”

원을 가진 지배권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람시가 통찰한 바처럼 기업가들과 사회엘리트 정치. , ,

적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경제력과 지위 명망을 바탕으로 자생적 위광과 신뢰, ‘ ’(Gramsci,

를 획득한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있을 법하지 않은 근본적 사회개혁으로 가1975: 1519) .

는 험난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에게 뭔가를 줄 것이 있는 자들에게 기대하기 쉽다, .

복지국가 제도들이 잘 갖춰진 나라들은 단지 노동자정당이 정치와 정책을 잘 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나는 맑스주의자라고 말하는. ‘ ’

사람은 드물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문화의 역사적 전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

다 그들의 가치와 삶의 양식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에 그런 역사적 전통이 척박. .

하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운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벽을,

넘지 않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시민정치는 또한 시민적 가치를 체현하는 시민문화를 창조하고 확산시키는 문화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 문화는 단지 취향 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믿음 욕망 육체 속에. (preference) , , ,

의식하지 못할 만큼 깊이 배어있는 행위의 습성 을 뜻한다 시민적 가치들은 그(Dewey, 1988) .

러한 문화적 심층에 스며들어야 한다 벨라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 시민들과의 광범위한 면접.

조사에 기초한 저작인 마음속의 습성 에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념 속(Bellah, 198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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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려진 시민정치 의 모습을 읽어냈다 그것은 이익정치와 분명히 구분되는(civic politics) .

정치의 상상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공적 이익에 대한 성찰 타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상호. , ,

적인 신뢰와 연대를 통해 이뤄지는 그런 정치다 오늘날 한국에서 보수적 지식인들 중에도.

그와 같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적 문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박세일, .

은 이익조정에 입각한 다원주의 원리가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동선에(2006: 354-9) ,

대한 숙의에 기초한 성찰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자유 개념은 개인적 자유의. ‘ ’

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박세일 그의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개인적 자유와( , 2006: 128-134), ‘ ’

공동선 추구라는 두 기둥은 서로 만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진보적 시민정치는 시민들 사‘ ’ . ‘

이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키는 적극적 자유의 관념을 핵심으로 한다’ .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현 속에서 실현,

되는 자유다.

3 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자유와 연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국가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공동체로서의 나라와 정체 조, ‘ ’ •

직 제도로서의 국가를 함께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은 모두 시민정치의 이상인 사회적‘ ’ .•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먼저 나라는 주권적 시민들의 정치공동체이자 또한 정. ‘ ’ ,

치적 정체성의 특정한 공간적 경계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운동의 근본전제다 하지만 근대 대중민주주의에 내재한 자코뱅적 근본주. ‘

의 즉 인민 자신이 정치공동체의 주인이며 인민의 힘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Eisenstadt),

어갈 수 있다는 행동주의는 세계현대사 속에서 극단적인 양가성을 보여줬다 그것은 한편으.

로 국가주의와 배타적 애국주의 나아가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파, .

시즘은 민족자본의 축적에 봉사하는 지배체제면서 동시에 인민적이고 체제전복적인 혁명운,

동이자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팩스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적( , 2004).

인 연대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문화적 기초가 되기도 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지도자였던 위그포스 와 한, 1930~40 (Ernst Wigforss)

손 은 스웨덴 사회와 복지국가 제도를 인민의 집 이라고 이(Per Albin Hansson) ‘ ’(Folkhemmet)

름붙였고 이 관념은 년부터 년까지 지속된 사민당 집권기 동안 거대한 복지국가적, 1932 1976

제도복합체로 구현되었다 시민정치의 진보적 지향과 나라공동체 간의 관계는 특수 보편. ‘ ’ ‘ / ’

의 헤게모니적 변증법 관계다 일찍이 그람시는 한 사회집단의 사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 •

문화적 헤게모니 에 대해 말했으며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사회세력은 국민 전체의 지도” , “

적이고 헤게모니적인 계급 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사회” (Gramsci, 1975: 703,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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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대한 국민 전체의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진보적 사회’, ‘ ’ ,

세력이 민중적 이면서 동시에 국민적인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popular) (national)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대한 귀속감과 정체성 속에서 단지 국가주의와 전체주. ‘ ’

의의 위험밖에 보지 못하는 자는 그런 헤게모니적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영원한 외부.

인이다.

국가 즉 정치공동체의 특정한 정치적 조직복합체이자 제도적 틀로서의 국가는 시민정치의‘ ’,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우회로다 시민정치는 시민들의 자치 를 추구하. (self-governing)

지만 극소한 규모의 정치공동체가 아니라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거리는 필연적일 뿐 아니,

라 필수적인 것이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정치공동체 고도로 분화된 복잡사회에서. ,

모든 시민구성원들에게 완전한 의미의 자치를 요구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정치주의적 착각이

기 때문이다 또한 반 국가주의적 태도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갈구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 )反

훌륭한 협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구체적 형. ‘ ’

상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시민정치는 국가에 대항하는 운동이 아.

니라 국가를 시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그래서 그것은 작은 정부와 엄한 정, ‘ ’ . ‘ ’ ‘

부 모두에 반대하여 국가의 공적 기능을 시민사회의 필요와 요구 위에 위치시키기 위한 기’ ,

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거기에서 국가의 공적 기능은 국민 기본권과 안전 보장뿐 아니라 사.

회경제적 정의의 실현 포함한다 이처럼 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정치는 국가가 공적 의제에 관.

한 결정권을 독점하거나 또는 국가에 그러한 결정권을 시민들이 위임하는 체제와 근본적으,

로 구분된다 시민정치는 강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국가를 요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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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Ⅵ

년 이명박 정권과 거대 보수여당의 등장은 단지 국민들이 국민성공 재개발 뉴타운의2008 • •

욕망에 눈이 어두워 속았기 때문이 아니다 탐욕스런 욕망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은 실은 소.

박한 희망이다 일자리와 퇴직대책과 교육비 집장만 노후대책 이런 기본적인 불안으로부터. , , ,

벗어날 희망 말이다 욕망과 희망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경. ‘ ’ ‘ ’ .

제성장이 리스크와 불안의 증대를 동반하는 고 리스크 사회 에서는 내가‘ ( ) ’(Mandel, 1996)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

그래서 필요 와 욕구 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슈와(needs) (wants) .

츠 가 동유럽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개념화했던 것처럼 공적 영역이 축(Schwartz, 2006) ,

소되고 사유화가 진전된 모든 사회에서는 욕망의 정치 가 확산되고 모든‘ ’(politics of greed) ,

사회구성원들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시민정치운동은 이 비극적 현실에 돌파구를 창조해내야 한다(Frank and Cook, 1995). .

시민정치가 다만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특정 정당에 대한 열광적 지지만을 뜻하는 것으‘ ’

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휘발성만을 강화할 것이며 심지어 선거철에 바람을, ,

일으키기 위한 조잡한 방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민정치는 시민들 자신의 주도 하에 노. ,

동과 가족과 개인의 일상 속에서 타인들과의 구체적 유대를 통해 공동체의 제도와 가치를, ,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학습과 숙의 연합된 행동을 통해 공적 세. ,

계를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우리들 자신의 삶의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 그것이 시민정치의, ,

이념이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시민의 집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 ‘ ’

어야 한다 시민정치를 지향하는 지적 정치적 운동들은 그 집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 집을. ,•

짓기 위한 행동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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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발전1)

정상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 연구교수/

.Ⅰ 문제의식 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 ‘ ’

담론 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한 세기 전에 담론 또는 담론의 수단인 언어의 중요성(discourse)

과 사회적 기능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학술계의 성찰로부터 시작되었다 년대까지만. 1960-70

해도 대부분의 언어 연구가들은 언어를 의미교환 또는 정보소통의 도구로만 이해하였으며

담론은 이러한 언어적 도구를 통한 의미교환의 과정 정도로 파악되었다 그(van Dijk 1985).

렇지만 푸코 가 담론을 역사성을 가진 언어관습으로 규정하고 담론 주체에(Foucault 1972) ‘ ’ ,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 이후 해석학적 또는 현상학적 분석이 관심을 끌게 되

었다 최근 사회과학계에서는 담론이 일반 시민의 정치 인식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역사적 연구가 담론 분석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정치적 담론으로서 생활정치는 이중적이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것의.

유래와 의미가 뚜렷이 이해되지 않는 낯선 개념이다 한편 시민운동 활동가나 연구자 일부. ,

정치인에게는 어느덧 익숙해져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들 각각이 생각하.

는 생활정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최소한의 합의 없이 커다란 편차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연구는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논.

의되고 있는 생활정치를 연구와 실천 양면에서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며,

보다 체계적 담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일차적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담론 생산의 주체인 학계와 시민단체. ,

그리고 정치권의 세 영역이 현재의 생활정치를 어떤 의미와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해명

1) 시민사회와 한양대학교 제 섹터연구소 년 월호에 게재 예정인 미완성 원고임으로 필자의 사NGO ( 3 ) 2009 11『 』
전 협의 없는 인용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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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 담론 형성의 세 주체가 이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둘째는 세 영역의 담론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의 이론적 계기와 역사적 사건을.

추적함으로써 담론의 발전과정과 기원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의 정. “

치적 인식과 규범적 신념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담론 이 되기”(Hall & Taylor 1998)

위해서 생활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

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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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담론 형성의 세 가지 궤적.Ⅱ

학계에 미친 하버마스의 압도적 영향1.

학계에서 생활정치를 처음으로 거론한 이는 하버마스였다 하버마스는 국가를 체계경제적. (

시장과 행정권력와 생활세계를 나누고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현대사회의 중심) ,

적 문제로 다루었다 화폐나 권력과 다른 원리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공론장으로서생.

활세계가 존재하며 현대사회에서 체계의 압도적 힘에 의하여 생활세계가 점차 식민화되었,

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소통이 절실하다는 그의 진,

단과 대안은 한국에서 생활정치를 이해하는 지침으로작용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시재의 논문이다 이시재의 연구는 단순히 생활세계 개념의 소개와.

강조가 아니라 하버마스의 이론을 생활정치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공공성을 확장하는 시민의 정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 ’ .

구의 공공성은 공권력과 관련된 공식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 이해되어 왔다 하버.

마스의 탁월함은 국가만이 공공성을 독점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항하여 시민적 공공성 개

념을 제안한 데 있다 공개적인 장에서 비판적 논쟁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공론.

장의 정치와 이를 통한 공공 영역의 민주적 확장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운

동의 중심 영역이며 생활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생활정치를 정치의 추상성을 극복, .

하고 구체적 생활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그 주체를 주체성 연대성 사회, , ,

성 역사의식을 갖춘 새로운 시민으로 규정하였다이시재, ( 1995, 24-26).

송정기 또한 시민적 공공성을 생활정치의 본질로 정리하였다송정기 그는 공공성‘ ’ ( 1995, 74).

의 담당자로서 국가와 행정이 아닌 주민의 등장이 공공성의 구조 전환이며 이러한 시민적,

공공성은 생활권 속에서 공공성에 관한 논의 즉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행위의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스스로 자기 제한하는 것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시재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생활정치의 주체로서 보편적 시민이 아니라 참여와 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천 의 해석 역시 하버마스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그는 자끄 비데 의 논(1995) . (Jacques Bidet)

의를 빌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생산관계에서 이윤증식을 향한 노동정치제 모순와 사회구성( 1 )

원이 자신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끊임없이 박탈하는 생활정치제( 2

모순로 구분하고 최근 사회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두드러진 경향은 생활정치 영역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년대의 신사회운동과 년대의 생태운동. , 60 70

은 자본주의 소비양식과 그 생활의 기호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자신 및 자연의 고강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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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하고 욕망을 조작하여 온 즉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

유사한 맥락에서 오재환 은 생활정치를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정치나 노동정치와 구분되(1996)

는 것으로 생활세계에서 시민생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평화 생, ㆍ
태 여성 지역자치 등 신사회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ㆍ ㆍ
주목할 만한 것은 생활정치를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김기성 의 연구이다(1999) .

그는 생활정치 즉 시민자치를 사회에서 공적인 것에 합의를 창출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

민이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중시하며 사회구성원들의 토론과 연대가 공적인 문제에 통제권

을 갖게 되는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국가중심의 정치나 특정 집단 혹은 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이익정치와 달리 반정치의 정치 포럼의 정치 이고, , (a politics of forums) ,

시민이 공적인 것에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민주주의를 지향

하는 정치라는 것이다.

년대 중반 하버마스에게서 착상을 얻은 한국의 생활정치 연구는 시간을 경과하면서 점1990

차 영역과 부문별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병두 는 생활정치를 생태적 차원. (1998)

에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공간의 정치로 설명하였다 한편 장미경 은 생. , (2002)

활정치를 중앙집권 정치와 대립하는 것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주장과 요구를 담아내고 개인적

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치형태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생활정치와.

페미니즘은 참여민주주의와 자원성의 원리 대안적 가치와 여성주의 가치 공공성 문제에 대, ,

한 관심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제도 비제도 정치라는 이분 틀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對 對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결국 페미니즘을 생활정치의 핵심으로 보았다 신동흔 은 노사, . (2005)

모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글쓰기를 아마추어들의 일상의 문

학이자 참여문학의 한 형태로서 생활정치의 실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든스 이론에 대한 정치권의 편의적 수용2.

기든스의 생활정치의 주요 내용2-1.

년대 초에 한국에 도입된 기든스의 주장은 학계를 거쳐 정치권에 더 큰 파급력을 미쳤1990

다 기든스는 기존 좌파의 이론들이 경제적 억압과 결핍의 극복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급진적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가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6 . ①
개인적 집단적 삶의 조건을 재편하기 위한 연대성의 복구 삶의 정치 발생적 정치, , ,② ③

대화 민주주의 지구적 빈곤과 복지국가에 대한 재검토(generative politics), (dialogue) , ,④ ⑤
폭력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등이 포함되어있다기든스 특히 여기에서 관( 1997-1).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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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끄는 것이 삶의 정치 즉 생활정치이다, .

기든스는 정치를 해방의 정치와 생활정치로 구분하였다 근대사회에서의 해방의 정치는 개인.

과 집단을 그들의 삶의 기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

을 있는 일반적 전망을 지칭한다기든스 해방의 대상은 종교와 전통의 교조적( 1997-2, 334).

명령이거나 기존 관습과 편견 또는 계급 등의 부당한 지배가 해당된다 해방의 정치의 본질, .

은 지배와 종속의 계급 착취와 불평등 억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 타자의 정치 분할의 정, , ,

치 위계적 권력정치이다 반면 이와 대립된 것으로서 생활정치의 본질은 선택에 관한 정치, .

이자 각 개인들이 자아정체성의 성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결정에 관한 정치이다( ) .

보다 구체적으로 생활정치는 두 개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이 다루고 있는.

의제이다 첫째 생활정치는 탈 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던의 정치와 달리 일상생활의 도덕적. , ( )脫

규범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의제는 생명의 권리 낙태 유전자 등 생물학적 재생산 문제를 중. , ,

심 의제로 다룬다 셋째 지구화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협력을 강구. ,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생활정치는 협의적 의미로는 국가의 통치영역 안에서.

의 의사결정과정에 제한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대립하는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논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다룬다 해방의 정치와 생활의 정치의 주.

요한 차이를 다룬 것이 아래의 표 이다< -1> .

표 해방정치와 생활정치의 차이< 1>

기든스(1997), p.334.

다소 추상적인 기든스의 생활정치 논의는 그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발생적

정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발생적 정치를 바람직한 결과가 이루. ①
어질 수 있는 조건을 촉진시키는 것 정부나 관련기관의 능동적 신뢰가 창출되고 유지될, ②

해방정치 생활정치

1
전통과 관습의 고정성에서 사회생활이

해방됨

정치적 결정이 선택의 자유와 창조적

권력 변형 능력으로서의 권력 에서 나옴( )

2
착취 불평등 억압의 축소 또는 제거, , .

권력 자원의 차별적 분배와 관련됨.

지구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자아실현

을 촉진하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생활형

식을 창조함

3
정의 평등 참여의 윤리가 제시하는 명, ,

령에 복종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쟁?

점과 관련된 윤리를 탈( )脫전통적 질서

속에서 실존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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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의 형성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율성 부여와, ③
개발 물질적 부를 포함하여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자원들의 산출 자율성의 인정과 하, ,④ ⑤
위로부터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정치적 권력 분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기든스( 1997-2, 110).

이를 요약하자면 생활정치는 성찰적 시민들의 참여와 분권 권능강화의 정치라 할 수 있다, , .

현대사회에 대한 기든스의 진단과 대안을 정리한 것이 표 이다< 2> .

표 단순 근대화의 해악과 대안< 2>
근대화의 제도적 차원 해악 대안

자본주의 경제적 양극화 탈( )脫결핍경제
감시 민주적 권리의 거부 대화민주주의
산업주의 생태학적 위험 인간화된 자연
폭력수단 대규모 전쟁의 위협 협상된 권력

정치권의 논의 생활정치와 이념의 분리2-2. :

정치권에서 생활정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여년 만에 부활된 년 지방자치 선30 1991

거인데 일부 시민단체 후보들은 생활정치라는 구호를 내세었다 년 총선에서 야당은, ‘ ’ . (19)92

물론 민자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표어로 활용하였고 당 합당 이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3

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발로 뛰고 확인하는 현장정치 주민위한 생활정치 수권정당 민주‘ , ,

당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체계적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실질적 개념이나‘ .

내용 없이 지역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수단으로 이용하였다이기호 보다 보편( 2003).

화된 계기는 국정운영의 지표로써 세계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내세었던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었다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생활정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

떤 지향으로 인식되었다.

정치권에서 생활정치라는 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

었다 특히 기든스의 저서들이 잇달아 번역되면서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의 지표이자 정. ‘ ’

치개혁의 좌표로 제 의 길이 자주 언급되었다 특히 이러한 연관성은 제 의 길과 생산적 복3 . ‘ 3

지로 정식화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년 경축사에서 공식 제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 1998 8.15 ,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을 보장함“

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통해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이한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는.

참여민주주의 자율적 시장경제와 함께 세기 통합적 선진화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정부의, 21

국정이념 이다한겨레신문 이처럼 기든스의 제 의 길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근” ( . 1998.8.16). 3

로연계복지 개념의 생산적 복지로 진화하였고삶의질향상기획단 나아가 사회정( 1999, 30-32),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 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

59

책을 넘어선 국정운영의 철학적 원리로 확장되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그러나( . 2000).

이 시기까지 한국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수용한 것은 기든스의 추상적인 생활정치 개념보

다는 복지정책의 구체 적용이 가능한 제 의 길이었다 실질적으로 생활정치가 정치권에서 보3 .

다 본격화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 말기 대선을 전후한 시기였다.

되돌아보면 정치권의 논의에서 생활정치를 가장 빈번하게 이용한 세력은 진보나 보수가 아

니라 집권 중도세력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무튼 정치권은 탈 이념의 정치를 생활정치의.

본질로 이해하였다 이구 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극단적 양분에 의한 이념정치를 지양하. (2007) ,

고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정부의 공공정책환경 부동산 조세 노동 복지 민영화 등 결( , , , , , )

정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실

질적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는 민주당의 강령이 환경 인권. ㆍ
여성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탈산업사회에 부응하며 지역 계층 세대의 갈등구조를,ㆍ ㆍ ㆍ
완화하는 탈계급정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실용주의 이념. ,

을 지향하는 중도개혁정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것처럼 보인다 다음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직후 명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분이다12 .

탈 이념 생활정치 선언 이제 국민 속으로 가자:

이제 대선 패배의 무기력함을 털고 새로운 진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 ---

중략 우리는 새로운 진보란 낡은 이념에 대한 교조적 추종을 거부하고 국민의 작은---.

생활 속에서 진보를 구현해내는 생활밀착형 정치여야 함을 주장한다 거대 담론과 선.

전성 정치구호로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일말의 지지나 신뢰도 얻을 수
없음을 지난 대선 패배에서 배웠다 새로운 진보 생활밀착형 정치는 주거 환경 교육. , , , ,

세금 교통 등 국민의 삶 곁에서 구체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진보시키는 데에 주력,

하여 가깝고 작은 것으로부터 수권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길이다.

(http://blog.naver.com/yeshoney/10028218149 2008/03/01 18:00).

최근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이론적 정치적 수준에서 정립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2009ㆍ
년 월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 등 좌우 이념을 뛰어넘은 탈 이념과 당 현대화를 통해 새로5 ( )脫

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 현대화의 대 목표. 3

중 하나로 참여 네트워크라는것은 대안과 더불어 생활밀착을 선언하였다는 것이다 이해찬, .

전 총리 역시 한 강연에서 진보세력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돌보는 생활정치로 깊이 천“

착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 역시 생활정치를 기초의료 사회보장 주거 보육 등 서민과 중” . , , ,

산층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로 설명하였다연합뉴스( 20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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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정치와 한국의 시민운동3.

일본의 생활정치의 토착화 과정3-1.

연구자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생활정치가 서구에서 유래된 개념이라는 인

식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생활정치의 종주국은 일본이다 년 중의원 선거에. . 1990

서 공명당의 선거구호는 생활자 주체의 정치 였고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은 년에 생활“ ” , 1992

대국을 국가목표로 내세웠다 오늘날 제 야당인 민주당의 슬로건이 정치는 생활이다. 1 ‘ ’(政治

생활 유신 생활이 제일 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 ’( ), ‘ ’( )生活 生活維新 生活 第一とは である が、
이 일본 현대정치에서 생활정치라는 용어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또한 그 기원 역시 하버마.

스나 기든스를 한참 앞지르고 있다 일본에서의 생활정치의 발전의 궤적은 세 가지의 경로를.

따라 설명하는 것이 간명하다.

첫째는 학술적 이론적 수준에서의 생활정치의 발전이다 이미 종전 이전에 가고야마 게이, .

는 생활을 사회과학 용어로 정착시키는데 주춧돌을 놓았다 그는 년에 국민생( ) . 1943龍山京 『
활의 구조 를 통하여 전시 노동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로 생』
활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생활의 구조. 『 』

에서 노동 휴양 오락 교양의 네 가지를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제시하였고 생(1947) , , , ,

활을 노동력의 유지와 확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어 나카하.

치 마사미는 노동력 재생산을 다루는 생활학을 발전시켰는데 년에 을 간, 1956 生活構造論『 』
행하여 생활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년에는 가 창설되었. 1972 日本生活學會

고 지금까지도 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이시재외 요약하자면, ( 2005, 200).生活學『 』
일본에서 생활의 의미는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적 순환구조에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여 인

간의 생명을 유지 발전시켜가는 전체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쿠마 노부유키 는, . ( )大熊信行

생활구조를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행위의 유형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생활정치의 발전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의 시민운동이었다 일본.

의 시민운동은 두 줄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좌파계열과 야당계열이 주도하였던 중앙수.

준에서의 제도정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혁신자치제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제도.

사회운동으로서 반핵반전운동과 생활운동이다이기호( 2003).

먼저 중앙수준의 제도정치로는 년대와 년대 일본을 휩쓸었던 혁신자치제의 영향이 컸, 1960 70

다 혁신자치제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

민주주의의 정착과 혁신 정당의 통치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운동방향의 일대 전환을 선

언한 일본 사회당과 공산당의 인식 전환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막 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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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던 환경 주민 반핵평화운동 등은 혁신자치제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오재일( 1998).ㆍ ㆍ
일본의 시민운동은 폐쇄적 정당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장벽 앞에서 독자적 출마보다는 혁

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택하였다 선거 운동의 지원은 물론 당선 이후 정책 집행 과.

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협력자로 활동하였다 혁신계 단체장과 시민운동의 협력.

속에서 지연 혈연의 단순한 세력다툼에 지나지 않았던 지방정치와 행정이 풀뿌리 혁신주의ㆍ
와 풀뿌리 보수주의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고 비로소 지방자치에 정치의 존재 의( )政治 新生

를 실감하게 해 주었다김옥구( 1996, 229).

그렇지만 일본의 생활정치에 정치적 실체와 사회적 합의를 부여하게 만든 결정적 동력은 생

활클럽에서 시작되어 가나가와 네트워크로 발전한 지역주민운동이었다 일본의 생활클럽은.

한때 사회당 당원이었던 이와네 쿠니오에 의해 년에 설립되었다 목표는 소비생활의 장1965 .

으로부터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문제제기하여 자신의 생활방식 일하는 방식을 동료 특히 주, ,

부 등과 함께 바꾸어나가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었다박희숙 주목할 점은 처음부터 단( 2005).

순히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조 조직이나 환경개선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거대

한 정치나 경제체제에 종속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의 주체로서 삶의 방식을 개조하

는 대안적 사회운동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이시재외 생활클럽운동은 년대( 2005, 217). 1970

를 경과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롤 발전하게 된다 이와, .

네 쿠니오는 년 사회당 탈당과 동시에 대리인 운동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생활클럽 생협1977 ,

의 이념과 주장을 지역과 의회에 확대하여 지역정치와 국가체제의 변혁을 지향하기 위함이

었다.

이중 눈여겨 볼만한 것이 도쿄 남쪽에 있는 인구 만 명의 현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본 생850

활정치의 대명사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이하 네토이다 네토는 년 요( ) . 1984

코타 카츠미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산업중심주의적인 사회 그 자,

체에 있다고 보고 시민 스스로가 생활의 질을 문제제기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정

치스타일을 지향하는 도전을 계속함과 동시에 그러한 시민을 늘려가는 것이 네트의 목표라

고 설명하고 있다요코타 카츠미 네토의 특성은 단순한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직( 2005, 61).

업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

임을 가지고 자치를 실현해가는 정당운동을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대리인 운동으로 유명한.

네트는 년째 존속 년에 결성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당사에서 네 번째로 긴 수명을25 (84 ) ,

자랑하고 있다.

비교의 관점에서 본 생활정치 담론.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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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생활정치 담론의 대두 배경과 원리1. :

한국이든 외국이든 생활정치는 이론이나 운동으로서 확고히 정착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발전과 변형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의 공통된 배경과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먼저 그것이 대두된 배경에는 두 가지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 , .

생활정치가 탄생한 첫 번째 배경은 거시적으로는 양적 성장 중심의 근대화 또는 고삐 풀린‘

경제발전 과정 기든스 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유럽’( 1997-1, 350) .

의 신 사회운동은 생활정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은 서구에서 네오 코포라( ) .新

티즘 전략에 따라 노사정 삼자협약 체제 내에 흡수된 노동운동에 저항하(Neo-Corporatism)

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제한과 조직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여성,

인권 빈민 도시 문화 생태 환경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서, , , , , (

두원 신사회운동을 촉발한 혁명은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로 무장2001, 373). 68

한 세대와 운동을 가져왔다 유럽에서 혁명 이전의 모든 사회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물질적. 68

풍요와 계급해방과 같은 분배적 정의에 있었고 정당과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이라는 거시,

이데올로기적 기획을 지향하였다 신사회운동과 더불어 여성 소비 환경 인권과 같은 탈물. ㆍ ㆍ ㆍ
질적 가치가 부각되었고 자율화 분권화 다원성을 강조하는 차이의 정치와 삶의 현장과 밀ㆍ ㆍ
착된 생활정치가 중시되었다오재환 최근 생활정치를 표방한 일본 민주당의 승리( 1996, 107).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의 승리 요인으로는 자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실망과 변화의 욕구가 일차적 원인이지만 그 기저에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관료 주도의

발전국가 모델과 토건국가의 한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자각이 깔려 있다김영필(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생활정치라는 담론이 보편화된 데에는 시민사회에 대2009). .

한 억압과 배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던 국가와 시장 주도의 고도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양적 물질주의적 성장 중심의 발전에 대한 피로감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 ㆍ
가하였기 때문이다정해구( 2009).

둘째 정치적 배경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다 현대 세계는 화폐와.

관료제의 복합체에 의해 점차 지배되면서 시민들의 자율적 생활세계는 점차 소외되어 식민

화 또는 사화 되었다하버마스 버바 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privatization) ( 1981, 73). (Verba) ,

심은 시민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와 참여의 평등인데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우렁차고 간혹 분명하게 울려 퍼지지만 일상 속에서는 대부분 잠잠하며 더욱 통탄할

일은 거의 동등하지 않다 다원주의의 경우 압도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전문직 등.

특수 이익집단이 민주적 조합주의에서는 조직 자본과 노동의 목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의 번성조차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 기회의 증진보다는 일부 교육받은 중산층과.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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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명망가들이 최대 수혜 계층으로 부상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대(Hudock 1999, 4).

의민주주의 속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선거를 제외한 일상 속에서는 주인공이 아닌 관객으로

전락하였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관객 민주주의이자 극장 국가라 할 수 있다이. (

시재 1995, 115).

이러한 배경을 갖고 탄생한 생활정치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철학적 원리 또는 이

론적 지향을 갖고 있다. 첫째는 노동이나 국민 유권자가 아닌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성찰, ‘

적 시민을 설정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일차적 주체는 물질과 풍요를 중시하는 근대적 생활’ .

방식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더 많은 일상의 선택을 주창하는 시민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정치.

는 생태위기와 권력집중이라는 중심 고리에 대한 시민적 삶의 운동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 ’

다김지하 또한 생활정치는 관객이나 응원 부대가 아닌 시민자치의 원칙과 생활우( 2005, 10).

선주의에 근거하여 시민생활 중심으로 정치와 행정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시재( 1995b,

일본의 대리인 운동을 고안하였던 와타나베에 의하면 대리인운동의 본질 중 하나는 시116).

민에게 정치를 되돌리는 정치의 시민화 즉 시민의 정치화이다 생활정치의 가( 1995b).渡 登辺
장 구체적 형태인 지역 네트워크 운동은 의원과 후원회라는 종래의 정당정치의 형식이 아‘ ’

니라 대리인과 지역네트라는 문제해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프로 정치가에게 자신들의‘ ’ .

정치적 요구를 신탁 위임하여 그 정치가를 응원하는 정치에 대한 자기반성이 계기가 되었,

다 그것은 정치가에게 지역이나 집단의 운명을 맡겨 분배정치나 이권정치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대신에 지역 네트워크 운동은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성.

실한 활동을 통하여 발견되는 정치적 과제를 대리인이라는 파이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형

식을 취했던 것이다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역할분담이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

다 그러한 문제해결방식에서는 정치가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정치적 요구가. ,

선행하였다박희숙 결국 생활정치의 원리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 선택을 증진시키는( 2009). ,

시민주도의 정치 시민연합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생활정치는 기존 정치에서 배제되었거나 간과되었던 정책 영역과 의제를 새롭게 부각,

시킴으로써 정치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기든스는 생활정치의 본질을 선택에 관한 정치. ,

삶의 결정에 관한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기든스 이때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능하( 1997a, 339).

게 할 중요한 계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윤리적 도덕적 성찰이다 생활정치는.

지구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생활형식의 창조를 강

조한다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기반에 대한 성찰은 새로운 의제들을 정치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다 체계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자아의 성찰적 기획은 먼저 경제성장 과정을 너.

무 우선하지 않음과 동시에 개인의 생활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생활정치는 기.

존의 족쇄 풀린 경제축적이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위협하거나 파괴하여 왔음을 자각하고‘ ’

대신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보상의 극대화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삶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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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탈 결핍경제를 선택한다기든스( 1997b, 119).

생활정치의 의제 또는 생활정책은 해당 사회의 조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

만 생활정치가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의제는 생태와 평화이다 지구 생태와 핵.

전쟁의 위협에 맞서 개인적 행위를 훨씬 뛰어넘은 차원에서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며 모든

개인도 이러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기든스 자연과 전통의 보전을( 1997a, 350).

위한 생태학적 접근 즉 기든스가 말하는 자연의 인간화기든스 는 생활정치의 모, ( 1997a, 121)

두는 아니지만 필수적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전문가 영.

역으로 방치되었던 생물학적 재생산 즉 생명의 권리 낙태 유전자 등의 문제는 생활정치의, , ,

새로운 의제가 된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김지하 는 생활정치를 더 철저하고 본격. (1996)

적인 생명운동이자 자치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태와 평화는 철학원리를 넘어 생활정치의 구체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어 왔다 먼저 생활정. ,

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녹색당을 환경운동에 한정된 정치적 결사체로만 이해하는 것은 편

협한 인식이다 유럽의 녹색당은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에 근거한 것이지만 동시에 분권과 자.

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핵심 축으로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 안에는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반핵반전단체 지역주민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급진적 대ㆍ ㆍ
안 그룹이 결합되어 있다 일본 가나가와 지역의 생협 운동과 대리인 운(Bomberg 1998, 83).

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년의 합성세제 추방 및 친환경 비누 사용 운동이었다 일본의 지1982 .

역 네트워크 운동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아 구석에

밀려나있던 생활 과제인 쓰레기 안전 고령자 복지 어린이 환경 등의 과제였다 시민들과, , , , .

단체들은 주민들의 토론과 조사를 통해 지방의원과 의회에 이러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도

록 요구하였고 점차 의회의 중심 과제로 만들어 갔다박희숙( 2009).

셋째 생활정치는 소통과 연대 분권과 자치의 가치를 중요하게 제창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

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생활정치는 기존의 공공성 주장과는 상이한 입장에 서 있다 과거의. .

이론들은 공공성을 공식적인 것 으로 국가 또는 정부의 범역 내에서 이뤄지는 권(officialness)

력과 권위의 공식적 행사와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하여 왔다백승현 그러나 생활( 2002, 222).

정치에서 공공성은 시민의 합리적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행위의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고 각

각의 행위를 자기 제한하는 것 즉 시민적 공공성으로 이해된다 김홍우는 소유가 소통을 지, .

배하는 현실 정치와 소통이 소유를 지배하는 참된 정치를 구분하고 있는데 생활(real) (true) ,

정치는 소통이 공적 영역을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참된 정치이다김홍우( 1998, 117).

분권과 자치는 생활정치가 실천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이자 활동의 주요 무대이다 왜.

냐하면 분권과 자치의 실현 공간인 지역은 일상의 교류와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이자 생활상

의 이익과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정치는 분권과 자치의 원.

리를 지역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생활정치의 일차적 조직 형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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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의 수평적 네트워크이다 지역의 자치조직은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주.

민의 연대감과 주체의식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생활세계를 복원한다송정기 일, ( 1995, 77).

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지역조직은 단순한 저항이나 대리인 운동의 한

계를 극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의 자치능력 의 강화를 가져온다(empowerment) .

한국적 특성 담론 형성 과정의 소통의 단절2. :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생활정치는 아직 완벽한 체계를 갖춘 이론이거나 운동이 아니다 위.

에서 설명한 배경과 지향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흔하게 주장되는 것처럼 생활.

정치는 단순한 미시 정치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등치되는 것도 아니다. .

왜냐하면 기든스와 하버마스의 생활정치는 세계화에 따른 성찰적 시민들의 협력과 연대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의 정치는. ,

생활정치를 어렴풋하게 예시하는 것일 뿐 여전히 해방정치와 더 가까이 있는 셈이다 왜냐하.

면 그것들은 위계적 권력정치나 계급 지역 민족 중심의 분할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ㆍ ㆍ
모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기든스(

1997a, 340).

한국에서 하나의 담론으로서 생활정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소

통의 단절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생활정치의 일차적 원리로 소통이라는 가치에 합의하였다.

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역설적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바는 생활정치는 시민운동 활동가의 전.

유물도 기성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도 세계적 석학의 고매한 이론이 아니라 시민사회정치, , -

사회학계의 이론과 실천의 협력의 결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이다- .

먼저 최근 집권한 일본의 민주당과 생활정치의 관계를 살펴보자 현재의 민주당은 년. 1996 9

월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제 야당인 신진당의 틈바구니에서 제 극을 목표로 창당간 나1 3 (

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공동대표 하였으며 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년) , 10 10ㆍ
후 당을 해산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때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의.

창립자이자 고문인 요코타 가츠미가 민주당 창당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년 중의원 선거1996

를 앞두고 민주당과 가나가와 네트워크 간 정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계약의 주된.

내용은 여성 의원을 늘리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 ①
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정치를 전환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의 시민섹터. NPO, NGO,②
형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다 생활복지형 사회로의 전환을. ③
촉진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가나가와 년( NET, 1996.10.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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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선거에서 네트가 추천하여 출마한 시민운동 후보는 명이었지만 당선자는 명에 불13 2

과하였다 참혹한 결과에 실망하여 이후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전국정당의 실험을 접고 다시.

시민의 정부 노선 즉 지역 정당을 통하여 지역정부를 수립하는 원래의 목표에 전념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민주당의 연대는 일본의 생활정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정치가 일반 시민과 유권자에게 익숙한 정치담론.

으로 자리 잡았고 민주당을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년 민주당 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민. 1998 .

주당의 기본 이념과 정책 은 자신들이 대표해야 할 세력을 지금까지의 기득권익 구조로“『 』
부터 배제되어왔던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 ,

으면서도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표 할 것을 약속, ‘ ’, ‘ ’, ‘ ’ ”

하였다 또한 다섯 가지로 구성된 기본정책 분야 중 국민생활분야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사.

회보장 고용 및 노동 남녀공동참가 교육 과학기술 및 예술문화 인권 환경 재해대책, , , , , , , ,

등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년 참의원 선거와 년의NPO . 2007 2009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생활이 제일 이라는 민주당의 메인 슬로건이 탄생한 것이었다 이“ ” .

러한 흐름을 요약한 것이 표 이다< 3> .

표 민주당의 생활정치 관련 슬로건의 변화< 3>
선거 당 대표( ) 슬로건 선거결과

년 중의원 총선거2003

간 나오토( , )菅直人

강한 일본( )日本い をつくる強 。
안심할 수 있는 사회( )安心 社できる のために会 137 177→

년 중의원 총선거2005

오카다 카츠야( , 岡田

)克也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일본쇄신,

( )民 新 政治 日本刷新のための しい国 、
일본쇄신 정권교체, ( )日本刷新 政 交代へ、 権

177 113→

년 참의원 통상선2007

거 오자와 이치로( , 小

)一沢 郎

국민의 생활이 제일( )民 生活 第一の が国
불안한 가득한 일본(日本 不安には がいっぱい

)です。
생활 을 뒤흔드는 연금 보육 농업" " , ,

( )生活 年金 子育 農業を がす て揺 、 、

32 60→

년 중의원 총선거2009

하토야마 유키오( ,

)鳩山由紀夫

국민의 생활이 제일( ).民 生活 第一の が国
정권교체( )政 交代権 11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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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영필: (2009)

정치담론의 형성에서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의 싱크탱크로 구성된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영국 노동당이다 주지하다시피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이 주도하였던 신노동당 프로그램 혹은 블레어 프로젝트는 보수당 집권 년을 종식시켰다15 .

노동당의 집권 방안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생활정치 이론을 체계화한 기든스를 비롯한 진보

지식인 그룹이 주도하였는데 여기에는 노동당의 전면 개혁과 집권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영,

국 의 담론과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일하는 복지 최저임금제도(New Britain) , (welfare-to-work),

와 사회헌장 채택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윤용희( 2002, 134-140).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생활정치라는 담론생산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의 분리 학계와 정치? ,

권의 단절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였던 대화 포럼이다.

년대에 들어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개혁 지향적 사회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1990

해 각 방면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삶의 정치를 화두로 년간 콜로키움을 진행하여 왔다 이‘ ’ 8 .

과정을 걸쳐 주민자치 삶의 정치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삶의, (1995), , (1998),『 』 『 』 『
정치 소통의 정치 라는 생활정치 부작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공동 작업의 결실로 생, (2003) 3 .』
활정치의 원리로 생명과 자치 소통을 내걸었고 민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풀뿌리 민주주,

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운동 담론으로서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

고 이론적 완결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 먼저 이론적 수준에서 이 작업에. ,

참여하였던 각각의 연구자들은 제각기 다른 생활정치의 개념과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생활정

치의 보편적 원리와 특성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아울러 정치담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

공동의 접근방법과 구체 정책 개발을 생략함으로써 생활정치 연구가 아닌 순수한 한국의 시

민사회사 연구가 되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시민사회나 정치권과의 단절적 소통 방식 때문에.

이론을 실천하고 매개할 정치적 조직과 사회운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정치담론의.

수준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네오콘이 한국의 선진화에는 뉴라이트가 오바마에게는 무브, ,

온이 일본 민주당의 선전에는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있었다 아직까지 한국의 생활정치는 정, .

치권과 학계 시민운동의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관계 속에서 체계적 이론이나 독자적 운동으,

로서 독자적 위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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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담론의 과제와 전망.Ⅳ

한국에서는 년 월 지방선거를 맞아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만2010 6 .

현재까지는 이론적 수준에서나 실천 수준에서 생활정치의 정립과 경험의 축적은 대단히 일

천한 상황이다 앞서 대략 살펴본 것처럼 생활정치는 나름대로의 외연과 내포를 갖고 있다. , .

유럽의 경우 생활정치는 산업화 시대의 기존 권력정치와 노동정치에 맞서 시민들을 주체로

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분권정치를 지향하여 왔다 이웃 일본에서 생활정치는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정치와 대립되는 환경과 복지를 지향하는 주부와 지역주민생활자 중심의 참여운동( )

의 맥락에서 발전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생활정치는 그것의 이름이 갖고 있는 참신성에 매.

혹되어 여기저기서 호명되고 있지만 아직 일시적 유행 이상의 내용적 실체를 갖고 있지 못

하다 시민운동가들은 분권과 참여의 일본 모델을 따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민주 반민. , 對

주의 정치균열을 뛰어 넘을 탈이념의 중도정치이자 환경 복지 여성 등 특정한 정책의제의, ,

전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하버마스와 기든스의 영향력으로 성찰적 시민들이 심의.

적 대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통의 정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단. ,

계에서 가장 급한 과제는 한국형 생활정치를 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

제가 요구된다.

절실한 것 중 하나는 담론 형성과 실천을 위한 정치권시민사회학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

협력체계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특히 진보 진영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 지난 민주 정부. .

년 동안 진보정당지식인시민단체들은 연대와 소통을 통해 미래 담론을 제시하고 대안 정10 - -

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내부 비판에 치중하였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분열과 고,

립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할 방안도 마. .

련하지 못하고 있고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장, .

의 선거법 이슈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보적 시민단체와 학계는 완전한 독일식 정당명.

부 비례대표제를 이상적 제도로 선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와 행정학계는 정당공천제의. .

전면 폐지를 내걸고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지만 정당과 정치학계는 책임정당정치를 이유로 존

속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의 유망한 담론으로서 생활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정치. ,

발전을 위해서도 정치사회 시민사회 지식인사회의 생활정치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와 체, ,

계적 이론화는 첫 번째 과제이다.

둘째 생활정치의 원리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상징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일본의 경우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생활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로.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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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거의 중요 이슈가 된 것은 년 중의원 총. 2003

선거가 그 효시였다 당시 민주당의 대표였던 간 나오토는 매니페스토의 내용으로 선거를 치.

렀다기보다는 매니페스토 그 자체를 가지고 선거전에 임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은 자유당과, .

의 통합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석의 의석을 늘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40 .

당의 매니페스토 슬로건은 여전히 생활정치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구호이고 또한 야당의,

슬로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국가 중심적 사고가 강하였다 그러나 년 참의원 통상선. 2007

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슬로건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년 월 민주당의. 2006 4

당 대표로 취임한 오자와 이치로는 전략과 꼼수에 능한 노회한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메인 슬로건으로 사용한 것은 국민의 생활이2007 “

제일 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에게 비” . 2007

례대표 득표수 전체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등 모든 결과에서 자민당을 압도하는 결과를 얻, ,

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자민당은 성장을 실감하게 라는 년대 산업화시대의 슬로건으. " “ 50-60

로 승부를 하다 보니 그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진 것이다.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년 총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이. 2009 “

제일 이라는 메인 슬로건에 더해 정권교체 를 전면에 내세웠고 자민당은 일본을 지킨다” “ ” , “ .”,

책임력 이라는 너무나도 애매한 표현으로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였다김영필“ ” ( 2009).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 또는 철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가 보수,

당의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사민주의를 몰라도 복지정책의 확대나 노사정위원회가 사.

민당의 노선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상이나 선거과정에서 생활정치.

를 대표할 상징 정책과 공약이 부재한 상황이다 생활정치를 철학적 원리나 정치이념으로 승.

인하고 있는 정당시민단체지식인 사이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 -

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들 세 주체가 모여 생활정치 지표를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하. ‘ ’

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생활정치와 정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이다 생활정치가 정치 담론인 이상 독자적 정, .

당이든 기존 정당과의 연계이든 로컬이든 전국 정당이든 어떤 형태로든 정당이나 선거의 문,

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생활정치를 둘러싼 정당과 시민단체 사이의 긴장과 갈.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년 지방선거 패배 직후 생활정치를 내걸고 전국정당화를 시도. 1995

하였던 시민운동 세력 이하 네트들은 이후 중앙수준에(National Local Network of Japan, J )

서의 정치실험을 접고 다시 지역으로 복귀하였다 당시의 실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과 지역 네트워크 운동 사이에 실질적 정책차이가 존재하였고 또한 민주당의 하부 지역 조,

직으로의 편입은 시민운동 고유의 개성을 말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이 수.

십 년 동안 다져온 생활정치가 정당정치로 포섭되었다는 것이다박희숙 정치 담론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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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과의 관계 설정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그렇고 환경운동이 그러하였다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

양한 조직들의 경쟁과 실험이 바람직하다 정당은 중앙당 수준에서는 생활정치의 이념과 원.

리를 체계화하고 지구당 수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실천을 하는 역할 분담이 필

요하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민운동은 생활정치를 풀뿌리 수준에서 착근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그것의 조직적 형태는 일본식의 지역 네트워크일수도 있고 풀뿌리와 네티즌을. ,

결합하는 미국식의 넷루츠 일수도 있다 생활정치를 둘러싼 정당과 시민운동 학계(Netroots) . ,

의 유기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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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생활정치가 한국정치의 구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한 길잡이가 될지 또 그만,

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생활정치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치의 흐름은 생활정치가 지향하여 온

분권 자율 참여 생태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낳은 사회를 고민, , , , .

하고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관심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생활정치를 향한 이론적 정립을 고민

하고 이를 채울 수 있는 현실 적합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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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2)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문제의식 정치질서 시야의 중요성. :Ⅰ

오늘날 한국의 진보 진영 자유주의와 좌파 진영을 폭넓게 포함의 참담한 현주소는 정치세' '( )

력들이 자신들이 위치한 정치질서에 대한 장단기 시야를 잃어버릴 때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

는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발표자는 년 창작과 비평 봄호. 2007 < > ‘ ’

에서 향후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 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장기적 정치질서 재편에 전" "

면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시 필자는 어떻게 하면 선거. "

에서 일단 승리할 것인가를 정치공학적으로 묻기보다는 더 시야를 높여 어떻게 하면 대중적'

보수주의 시대를 막고 신진보주의 시대를 향후 년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한' 10

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번 선거는 어떠한 의미와 위치를 가지는가를 물어야 한다 고 지적. "

하였다.

당시 글에서 필자가 선거에서 참패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시도하며 이후 보수

주의 전성기를 여는 데 크게 기여한 미국의 걸출한 보수인 베리 골드워터를 지적하며 바로

현재 한국의 진보가 골드워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글의

이상주의적 기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당장 단기적인 정치 이해 관계를 가.

지는 정치세력들에게 어떻게 이상적으로 미래 지향적 시야를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냐고 의

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나 문국현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필자가 장기적 정치질서의 시야를 언급한 것은 그들로 하여

금 규범적 목표를 위해 희생하라는 도덕 교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바로 자신들의 그 단기적 정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불임정당의 신세

2) 이 글은 단순히 토론용 메모이므로 이후 인용 시 저자와의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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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는 관점에서의 시야와 실천이 진행되어야함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

들의 경우에는 단기적 정치 이해관계 상 필자의 이야기가 공허하겠지만 많은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들은 눈앞의 현실만 보다가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과 미래로 허둥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한국의 정치세력들도 느리지만 이제는 약간씩 시야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해찬 전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공화당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강조하며 이다음 선거를 현 실천에

서 고려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을 토로하고 있다폴리 피플 그리고 손학( , 158, 2009).

규 전 대표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손쉬운 단기적 승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민.

주노동당은 이념적 관성을 넘어서서 연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진보신당

은 민들레 연대 제안 등 연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전개하고 있다' ' .

하지만 이미 비틀린 정치질서와 그 경로의존성에 의한 파장은 오래갈 것이다 년 당시. 2007

필자는 왜 보수주의 정치질서가 개화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김윤재 박사의 가지 예리한3

지적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첫째가 새로운 보수주의 정체성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진영이.

보수주의 내부 세력싸움에서 승리했고 둘째로 대선 패배 이후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보수,

주의 연합체가 전방위적으로 치열한 실천을 전개했으며 마지막으로 당시 미국의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집권 후 사회적 가치 등에서 중간층과 유리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분명히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 정치가 역동적이라도 현재 고통의 터

널은 수년이 지나도 극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견지에서 보면 처절한 전직 대통령들의 서거에 힘입어 손쉽게 부활을

꿈꾸는 이들의 어리석임이 생생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첫 두 가지는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고 마지막에서만 이명박 정부가 그 예상된 실정으로 기여 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다시 중간층을 확보하기위한 소위 중도실용 행보로 마지막 전제. ' '

조건에서 조차 진보들의 기대를 조금은 저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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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명박 정권의 성격

지금까지 학계나 정치진영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시도되었다 예.

를 들어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신보수주의 실용주의 우파 등이' ', ' ', ' ', ' '

그것이다 이 글은 단순히 토론용의 간단 메모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학문적 논의를 전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학문적 정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괴한 현실에 대한 너무 고상.

한 정의에 매몰될 수 있는 위험성은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와의 비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의 한국의 정치질서의.

지형은 상당부분 미국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시 전 정부는 어떠한 개념.

규정이 가능할까 이는 지나친 시장 만능주의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부라 규정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지만 그 구체적 작동방식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정부란 규정은 부시 정부에?

대한 너무 우아한 정의가 아닐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지금은 수많은 회고록과 증언이 확보되.

었듯이 부시 행정부는 극단적이고 천민적 보수주의는 어떠한 것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

다.

물론 지금은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주지사 시절 상대적으로 초당적

이고 실용적이며 선거에서도 따듯한 보수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집권' ' .

이후 위대한 보수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조차 소위 좌빨로 보는 자신의 사회적 기반' '

의 극단적이고 천민적 보수 노선을 정조준 하였다 이에 따라 협박과 규칙 파괴에 의한 극단.

적인 당파성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능력이 아니라 연고에 의한 인사 사, , ,

회적 연금 민영화 등의 극단적 시도 증권거래소 등의 규제 제도와 기능의 철저한 무력화 등,

에서의 시장만능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토건주의 선호 극단적 종교의 정치와 과학 영, ,

역으로의 침투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천문학적 적자 중도적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기, ,

위한 노인보험에서의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 거친 이념적 국제관계 접근 등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대법원 판결 등에서 불리한 조치들에 직면하면서

부분적으로 그 극단적 천민성을 완화하였다 사회적 연금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였고 특히 대.

외관계에서 보다 현실주의적 기조로 선회하였다 흔히 한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노선이.

부시 행정부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하는 지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들의 뒤늦은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들의 극단적 정치질서가 극적으로 붕

괴해나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다 년 부시 정부의 극단적이고 천민적이며 무능한 성격. 2006

을 소우주로 드러낸 카트리나 재난은 이들 정치질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변곡

점을 넘어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제로 수많은 통계들은 이 사건 이후 부시 정부.

의 지지율은 결코 회복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안병진 오바마의 극적 승리는 위에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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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두 가지 조건의 주체적 마련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조건인 이러한 전임 정부의 극단적

자기 파괴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미래를 볼 때 부시 정부의 신선한 등장과 몰락의 과정

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명박 시장은 초당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의 이미지로 아웃사이더이.

면서도 보수의 주류 박근혜 대표는 물론이고 개혁 진영보다 더 진보적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도 부시 대통령처럼 집권 이후 자신의 사회적 기반에 충실하며 극단적이고 천민

적 보수주의는 무엇인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아마 위에서 시장과 법치 국제질서를 파. ,

괴하는 부시 정부의 다양한 천박한 양태들을 그대로 이곳에 복사하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호 교수가 관념적 규정 대신에 이명박 정부는 본질과 형식 이익과. ,

담론의 이중성을 보이며 철저히 자신의 극단적 사회적 기반에 충실하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

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선대인 경제평론가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조지 부시. MB

못지않은 과격한 우파 기득권 혁명 세력 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한 것은 생생한 현실인식' '

이라 평할 수 있다오마이 뉴스( , 2009).

한국은 년마다의 의회의 중간 선거라는 강력한 견제의 제도가 없지만 대신에 폭발적 사2

회운동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마치 부시 후반기처럼 중도적 기조를 보다 강화하도록 강제

하였다 즉 미국의 보수적인 건국의 시조들이 제도권에 설정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아이러.

니하게도 한국에선 보수가 혐오하는 사회 운동이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돕

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부시 대통령은 원래 극단적 보수주의 이념가가 아니며 그 주변이 라이.

스 안보 보좌관처럼 네오콘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위기에 몰리면 부분적으로는

중도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부시 정부의 극단적 성격에 대.

한 결정론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집권 기외 기를 구분하지 못하며 정세적 판단에서의 오류1 2

를 범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극단적 보수주의 이념가가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집.

권당에는 기존 천민보수주의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스타일의 보수주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두언 김성식 홍종욱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보다 더 리버럴한 기질들을 가, ,

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세월을 잃어버린 년이라는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이념적 안. 10

경틀에 근거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마이크로 크레딧. ,

에의 관심 교통금 분감금에서의 누진적 성격 강화 고민 등은 그 실효성을 떠나서 기존 천민,

보수주의 진영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의식들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의당 건전한 보수주.

의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보수에 대한 한국의 착시현상을 고려한다면극단적(

천민보수를 곧 보수로 인식하는 이들의 문제의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진보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색조가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를 일차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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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리석은 시야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난 노무현 정부의 미숙함에 대한 교훈은 이들의 국정운영 방식의 세련됨을 강화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미지 메이킹 행보가 자신들의 정치자본을 축적하고 이는.

곧 다시 자신들의 극단적 아젠다를 추구하는 대중적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현대 정치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협소한 정치주의적 행보 보다는 외교지도.

자로서의 행보가 정치자본을 축적하는 것에서 얼마나 유리한가도 터득하고 있다 더 큰 대. "

한민국 이라는 훌륭한 슬로건 하에 정상회의 유치 등은 시의적절한 행보라 평가할 수" G 20

있다 아울러 탈정치론적 기질에서 벗어나 집권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박근혜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현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표면적인 경제위기 탈.

출의 징후들은 집권 세력으로 하여금 재보선 선전과 나아가서는 정권 안정적 재창출에의 기

대감마저도 가지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달리 강경 보수 언론.

의 일방적 후원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뒤늦은 부분적 행보가 자신들의 퇴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처럼 현재의

중도실용 기조의 부분적 채택이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지속과 정권재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이다 토건주의 서울 과두주의 적자 노선 시장 만능주의 견제와 균형을 극단적. , , , ,

으로 파괴하는 미디어 법 극단적 반노동주의 강한 자만을 위한 비틀린 법치주의 윤리에 대, , ,

한 무관심 등을 건강한 보수주의로 착각하는 지배적 인식이 강고하게 존재하는 한 이후 위

기는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의 소위 묻지마 성장의. ' '

시대정신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미 국내외적 시대정신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과 조응하

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은 부시의 카트리나 모멘트처럼 그 본격적. ' '

퇴락 징후의 순간이 언제 도래하는 가이다 임기 중이나 아니면 후임 보수 정부에서 도래하.

는 가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후임 보수 대통령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박근혜 대표는 부시 시대의 멕케인 상원

의원의 어려운 선택 지점과 유사한 곳에 서 있다 멕케인은 개혁 보수주의를 내걸었다가 당.

내 높은 벽을 절감하고 부시와의 차별화 보다는 일체화를 선택하였다 결국 그 선택으로 그.

는 년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간택될 수 있었고 대신에 본선에서 패배하였다2008 .

멕케인과 달리 그간 자신의 극단적인 사회적 기반에 근거한 행보를 하다가 지난 대선 예

비경선에서 아웃사이더에게 패배한 박근혜 대표는 멕케인과 반대의 선택을 지향해왔다 즉.

아웃사이더의 길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길 말이다 박근혜 대표는 심지어.

한국의 진보들 일각에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

규제된 자본주의 와 국민통합 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경제발전의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 " " " . '

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한다 는 스탠포드 연설에서"

의 지적은 박근혜 대표의 정치적 공략점이 어디에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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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멕케인의 선택이 중도의 포기라는 큰 부작용을 감수한 것이라면 박근혜2009/09/17).

대표의 선택은 자신의 핵심 기반의 균열이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라는 부작용과의 어려

운 전투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진보 정치의 대담한 도전이 없다면 이러한 곤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균형을 관리해나갈 수 있겠지만 진보 정치세력의 강한 도전과 중도적 시민들이

질적으로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를 원한다면 상황은 사뭇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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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의 길.Ⅲ

발표자로서는 이전에 년 봄에 제시한 다양한 추상적 원칙에서 아직도 하나도 달라진2007

것이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가지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만. 3 .

나열한다면 첫째 진보 정치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변화된 시대정신의 혼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이다 위에서 나열한 이명박 정부의 극단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미래적 시대정.

신은 미국에서 오바마를 탄생시킨 것과도 유사할 것이다 이는 곧 오바마가 좌파이거나 혹은.

우파이어서 커다란 대안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미국을 민주한국으로 복원하기위

한 것이 다수와 공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좌파적이거나 우파적 대안 일제시가 아니라 민주.

한국의 정신을 위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극단성에 분노는 초당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

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단지 정교한 작은 생활 정치 아이템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근원적

으로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가 과거 이를 공화주의란 이름으로.

제기하였을 때 노무현과 클린턴의 탄핵정치학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 , 2004>; <

기의 뿌리 많은 이들이 이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오늘날 미국>, 2008) .

오바마와 일본 하토야마의 대성공은 그 핵심이 단순한 정책 아이템의 탁월함이 아니라 미국

과 일본을 아래로부터 민주공화국으로 변모시키려는 공화적 철학에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었

다 지금 한국의 진보적 정치세력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이 내면화되고.

이를 대중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문제의식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배반하였다고 해서 인준청문회에

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수행하지 않는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정운찬 총' ' .

리 후보에 대한 따듯한 분노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가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의' ' .

혼과 민주공화국의 기준선을 가지고 때로는 전투적으로 때로는 초당적으로 접근하며 정의와

견제와 균형 합리적 시장 질서 등을 공세적으로 제기해나가는 것이다, .

두 번째로 위의 견지에서 보면 기존 정당들에 대한 이념적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최근.

탁월한 교육비평가인 이범은 필자와 유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신간 이범의 교육특강(< >,

에서 좌파와 우파의 소통과 공감대를 가진 노선이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2009) .

그가 제기하는 교사 승진 및 평가제도 전면 혁신 주입식 교육 패러다임 극복 사립대 재정, ,

공영화는 좌파이념인가 우파이념인가 이는 당을 떠나서 합리적 상식과 민주공화국의 지향?

성을 가진 이들이라면 큰 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한 모든 공화주의자는 다 연.

방주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서울 과두제의 극복은 좌나 우의 지향점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질적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모두 포괄해서 새로운

선거연합을 만들어야 할 아젠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부동산 노동 환경 등에서도 이어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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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당들을 틀을 뛰어넘어 대담한 노선에 대한 고민하는 이.

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을 다양하게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필자가 년부터 제기해온 과제가 미국의 무브온 같은 온 오프 대중적2007 (MoveOn) /

시민 정치조직의 건설이다 사실 현재 가장 핵심 과제는 정당의 혁신이 아니다 정당들은 내. .

적으로 혁신할 동력이나 시야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이 정당들의 협소함.

을 외부에서부터 변화시켜나갈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러한 대중적 토대를 만드는 것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념적 지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받기

는커녕 자신의 협소한 정당 틀에 국한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은 이후에도 소위 불임정당의' '

지도자로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무브온을 벤치마킹하고자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

다 그리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최근 정당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이. "

제 필요한 것은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이다 고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한 성찰이다오마" (

이뉴스 하지만 아직 세기적 방식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만들어 나가기위한2009/09/16). 21

고민은 정치세력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넷째로 이러한 대중적 시민정치조직 토대의 건설과 동시에 정당간 정치연합에 대한 토대

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상호 교수는 최근 다단계 정당통합론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복지. ' ' . "

와 생활정치 생태와 시민참여의 깃발 아래 다단계 정당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고 정당하게, "

제기하고 있다프레시안 그는 구체적으로는 합의 가능한 최소강령을 중심으로( 2009/10/01).

지방선거 이전까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연합 민주당친노신당정동영의 개혁연합이라는 단계, - - 1

정당통합을 제기한다 이어 대선까지는 개혁정당과 진보정당의 단계 선거연합을 제기하고. 2

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후 정치지형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합리적 보수나 서울 과두제에.

반대하는 지역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더 넓은 승리연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위의 지혜로운 연합 및 새로운 대담한 비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축적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한 고민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오래전 미국의, . '

전략 사이트를 벤치마킹한 것이 한국에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폴리컬' (

럼 이러한 단위의 장기적 활동이 부재한 정치활동은 등대 없는 향해와 다를 바 없다2009). .

여섯 번째로 현재 지식인 진영은 민주화 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10 .

이는 이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이것이 아직은.

지식인들의 추상적 평가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연구소들의.

협력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일상적 실천에 대한 복기와 크고,

작은 대안들이 만들어 질 때 비로소 이는 이후 실천적 무기로 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년 단행본 노무현과 클린턴의 탄핵정치학 에서부터 지금까지 지2004 (< >)

겹도록 강조해 온 것은 이러한 모든 혁신을 이루기위해서는 창조적 혁신의 고민을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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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공간과 전국적으로 작은 성과의 연구와 공유가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

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관성적이며 기존 연고에 얽매인 방식으로 새로운

전망이 모색되는 것 같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마음과 몸의 관성에 있다 이에서 과거와의. .

대담한 결별이 없다면 시대의 흐름이 가져다주는 변덕스러운 요행에도 불구하고 매우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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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보수의 진지전에 대항하는 시민정치 는‘ ’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보수의 진지전 진보의 혁신 시민정치의 비전 에 대한 토론문, ,「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년 촛불이 어느새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금방 무너질 것 같았던 이명박정부가 중도실용2008 ,

의 얼굴로 안정화되어 가는 하지만 민주진보진영의 행보란 고작 선거연합에 매몰되어 보, ‘ ’

이는 년 월 지금은 진정 시민운동 진보운동의 위기로 진단될 수 있음2009 10 , , .

이명박정부가 중도실용 행보를 시작하자 민주진보의 대응방식의 한계는 더욱 드러나고 있음.

이명박정부에 중도실용의 물적 토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폭로하는 것으로 결코 이명‘ ’

박정부를 이기지 못할 것.

이러한 때에 신진욱교수의 발표문은 보수 진지전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 보수 헤게모니, ‘ ’

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시대의 정치 문제를 시민정치라는 핵심어로 풀어보려는 의욕적, ‘ ’ ‘ ’

인 글임 제한된 지면에 쓰인 집약적인 글이지만 여러 중요한 논점을 함축하고 있음. .

중도실용 정치가 벌썬 진지전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

최근 이명박정부의 지지도 상승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발표문은 지난 년 행해진 이명박? 1

정부의 권위주의적 재편과정을 보수 진지 구축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음 미디어 인터넷 통제. / ,

국가기구 장악 보수단체 지원 및 진보시민단체 공격 정치적 기본권 제약 및 법질서담론 확, ,

산 등을 거론 이러한 보수의 진지구축은 향후 정당성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과정에서 보수.

가 유리한 지형을 장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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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이명박정부의 안정화가 과연 지난 년 진지구축의 효과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1

일까 진지구축 작업들이 권위주의적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동의에 근거한 헤게모니작? ‘ ’

업이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음 또한 시기적으로도 이 진.

지가 아직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년체제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 87 .

그렇다면 지난 년 보수진지 구축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명박정부가 안정화되1

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이명박정부보다는 비판세력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비판세력의 무? .

능이 재확인되었기 때문 년 촛불동력 노무현 김대중 조문동력으로 보수체제에 대항하. 2008 , /

는 새로운 가능성이 분출햇으나 이것 역시 이명박 성토 이벤트로 종료되어 버림‘ ’ .

이에 비판세력에 대한 기대의 역설 효과 발생 비판세력의 부흥 시도가 일회성 분출로 끝나‘ ’ .

면서 이명박당선 시점의 지지세가 원상회복되고 있음 최근 이명박 정부의 안정화는 지난. 1

년 보수진지 구축 효과보다는 대항세력 부흥 불발이 주요 원인‘ ’ .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장기적 콩종크튀르는 가능하다* .

한편 발표문은 콩종크튀르 개념을 이용하여 이명박정권의 안정화를 설명하는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년 지방선거 년 대선 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보수세력의 승리. 2006 , 2007 , 2008

배경에는 년 등장한 민주정부의 무능 이에 결합했던 시민운동의 민주적 공공적 힘의 쇠락97 ,

이 영향을 미침 이에 사람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더 많은 자본주의경. (

쟁에 끌려가버리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콩종크튀르가 형성되었다는 것) .

이러한 진단은 단기적 정세를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야에서 이박정부의 안정화,

중도실용 효과 등을 전망할 수 있게 해 줌 민주진보 진영이 반대와 저지를 넘어 능동적인.

비전과 지도력을 축적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장기적 콩종크튀르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문의 진단에 동의.

시대체제 분석에서 주체를 제기하다* ( ) ‘ ’ .

발표문은 시민정치를 보수의 진지전에 대항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제시 특히 이 동력의 발원.

지로 년체제를 강조 발표문은 년 체제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존의 민주 반민주에 머무87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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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고 주권적공화주의적 시민정체성을 주목하고 있음 즉 상대방 특성권위주의 정권� . ( ),

시대모순시장만능주의 등이 객관적 요소가 아닌 시민 정체성이라는 주체적 요소를 제기한( )

것.

최근 진행되는 년 년체제 논쟁을 보면 이것이 시대규정 및 미래 과제를 도출하는 데87 /97 ,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주체에 대한 분석 없이는 역동적 논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으, ‘ ’

로 보임 과거 사회구성체논쟁은 주체가 선험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음민중 계급 그러한 면. ( , ).

에서 관념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당시 진보진영의 담론체계에선 나름 정합성을 지니고

있었음.

하지만 지금은 년 신자유주의체제 모순을 아무리 강조한 들 그것을 극복하려는 주체 그97 , ,

들이 지녀야할 대안비전이 없음 결국 주체는 조직과 가치에서 해체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 .

에서 년 과제와 년 과제의 구별정립을 강조한 들 논의는 공허해 질 수 밖에 이러한 면87 97 ‘ ’ .

에서 시민정치의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그것의 핵심으로 시민주체를 강조하는 발표문의 접‘ ’

근은 신선하고 중요한 지적.

시민정치의 비전 당위적 가치는 선보였지만* ? ....

그런데 도대체 시민정치는 무엇인가 아쉽게도 이 글은 여전히 당위적 도달점정상만 제시‘ ’ ? ( )

될 뿐 경로등산로에 대한 논의는 없음 단지 시민들의 학습과 숙의 연합된 행동을 통해( ) . “ ,

공적 세계를 재창조하는 도덕적 헤게모니를 가진 민중적이면서 국민적인 지도력을 인”, “ ”, “

정받을 수 있는 시민적 가치를 체현하는 시민문화를 창조하고 확산시키는 문화적 운동”, “ ”,

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운동이 아니라“ ‘ ’ ”, “

국가를 시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운동 등의 당위적 가치만 재확인하고 있음‘ ’ ” .

요약하면 발표문은 서문에서 두 개 질문을 던짐 이명박정부의 지지 의미는 무엇인가 이, . “ ?”

에 대해선 보수의 진지전 신자유주의 콩종크튀르로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 .

하지만 민주진보진영이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세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어떤 근“

본적인 자기혁신이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핵심어로 시민?” ‘

정치를 제시할 뿐 구체적 내용은 없음 이후 어떻게 그러한 시민정치를 형성할 것인가를’ . ‘ ’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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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에서 현실주의로 당위에서 실물로* , .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진보진영이 지녀야할 능동적인 비전과 지도력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

시대 시민들이 보이는 욕망 경쟁 참여 등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 노후 공평한 교, ,

육 주거 의료 보장 등 애초 생활의 소박한 희망에서 기원한다는 발표문의 지적에 공감, , .

현재 사회구성원들은 생활에서 이러한 희망 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을 더 느끼고 있음.

이러한 때 과연 어떻게 할까 희망을 향해 달려갈까 아니면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더욱 경? ?

쟁에 참여할까 이 두 개의 길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이끄는 이정표는 무엇인가? ?

보수는 절대 모두에게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길을 제시 바.

로 무한경쟁에 참여하는 것 사회구성원들은 이것이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알지만 다른 길이. ,

없을 때 이 길을 선택할 수 밖에.

민주진보는 비판 반대 저지를 말할 뿐 해법을 담은 길희망 혹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 , ( ) .

대안없는 비판은 정치적 힘으로 성장할 수 없음 진보운동은 안티세력으로 자리잡았고 시민.

운동은 년체제에서 정권 내부로 편입되면서 정권과 공동운명을 밟음 민주진보운동은 집단97 .

적 개인적 수준 양 측면에서 희망을 전해주지 못함, .

그렇다면 새로운 실천이란 무엇이어야 할까 현재는 유포피아주의보다는 현실주의가 당위보? ,

다는 실물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시대 지난 백년간 진보운동의 외상사회주의 실패으. 1 ( )

로 미래 유토피아 가치가 지니는 대중영향력 급감 또한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정체 대중조. ,

직민주노총의 고립화 시민단체의 약화 등으로 민주진보세력 주체에 대한 신뢰도 약함 유( ) , .

토피아주의에 기반한 당위가 더 이상 시대적 가치가 될 수 없고 민주진보운동의 도덕적 우,

위 자원이 더 이상 강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때에 민주진보는 현실주의에 기초한 구체적 실천사업들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는 물‘

건을 만들어 내야 국민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 .

적 가치 보다는 그가 청계천과 대중교통체계르 만들어낸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은 아닐까 즉?

보수의 가치가 청계천 대중교통체계라는 실물을 통해 현실화되고 확장되었던 것 반면 민, ‘ ’ .

주진보진영엔 실물이 없음 그래서 말은 좋으나 능력은 없는 세력에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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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음.

이제 민주진보운동은 현실주의에 뿌리를 둔 실물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대중과 체험해야‘ ’ .

도대체 노무현정부에서 시민운동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진보정당은 년 원내진출 이후? 2004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민중투쟁의 상징이라는 민주노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주체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정규직주의를 뛰어넘는 실천전략을 공공. , ,

부문 노동운동은 스스로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혁신운동을 진보정당은 체계를 일소하, NL/PD

고 비전경쟁을 벌이는 정파체계를 시민운동은 비판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야예 건강보험 보, ( :

장성 이러한 구체적 주체 혁신과 실물 모델을 거점으로 삼아 대안세력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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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발전 에 대한 토론문」

이선미 서울여대 교양학부 교수/

이 글은 생활정치를 담론으로 다루면서 이 담론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오‘ ’ , .

늘의 논의주제에 비추어볼 때 이 글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생활정치 담론의 형성과정이 논의,

자간에 편차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이는 정치담론으로서 자리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아닐까 한다.

논자는 한국의 경우 생활정치 담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최소한의 합의 없이 논- , “ ”,

의자 간에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도달된 방법.

론적 절차에 대한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분석이 정치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합의가 없. ,

이 진행되었다는 결론 자체가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또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필연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

생활정치가 정치담론 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가 보인다- “ ” .

우선 논의의 초점이 정치담론인지 아니면 정치담론 중에서도 사회구성원의 정, , “•

치적 인식과 규범적 신념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담론을 구분하면서 이를 위한 과제”

를 제시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후자라면 지금의 생활정치가 사회구성원. ,

의 정치적 인식과 규범적 신념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치담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면 결국 기존의 정당정치를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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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요소들 중 하나로 담론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생활담론을 사회. , “

구성원들의 정치적 인식과 규범적 신념 을 바꾸는 대안적 담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인데” ,

왜냐하면 생활담론 자체는 정당정치로 수렴되는 기존의 정치 담론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담론을 받아들인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 ,

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생활정치 담론이 사용자 간에 합의없이 진행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논의자 간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각자의 기존의 그림? ,

위에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

로 위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바로 생활정치를 체험함으로써 실생활에, ,

서 인지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생활정치는 이념이나 추상적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되며 생활의 주인이 되는 개별- ,

개인의 사고방식 자기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후자는 결국 기존의 권력관계, .

에 배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발견할 때 이를 해석하고. ,

대안적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생활정치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외부로부.

터 혹은 이미 세팅된 이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따라서 생활정치가 해결해야 될, ( “

과제 라는 접근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생활주체 내부의 의사소통과 그 결과 변화되는”) ),

정체성의 결과로서 등장하며 따라서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혼란스럽고 변화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생활정치가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에. , -

서 보듯 정치담론으로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 사회를 포괄한 혹은 그러한 분리 자체를 거- , , ,

부하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 발전시켜가는 전체 과정 으로 정의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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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진보 정치의 나아갈「

길 에 대한 토론문」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미국 보수주의 정치질서의 개화 요인김윤재 안병진( --> )○
새로운 보수주의 정체성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진영의 승리-

대선 패배 이후의 광범위한 보수주의 연합체의 전방위적 실천-

집권 후 미국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중간층과의 유리-

한국의 신진보시대 역시 위의 세가지 전제조건의 확보를 통해 가능보수 진보: ‘ ’ ( --> ).

현재까지 위의 둘은 되지 않고 있고 세 번째 역시 의 중도실용 정책으로 어려워짐: , MB ‘ ’ .

이명박 정권의 성격○
본질과 형식 이익과 담론의 이중성을 보이며 철저히 자신의 극단적 사회적 기반에 충실정- , (

상호 조지 부시 못지 않은 과격한 우파 기득권 혁명 세력 선대인), ‘ ’( )

미국식 중간선거가 아닌 강력한 사회운동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적 기조 강화를 도움- .

이미지 메이킹의 강조외교지도자로서의 행보 보수언론의 일방적 후원- ( )+

카트리나 모멘트의 도래 가능성-‘ ’ .

박근혜 대표의 선택 진보정치세력의 강력한 도전 중도적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 ,

열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진보정치의 길○

누가 변화된 시대정신의 혼을 가장 잘 이해하는가 민주공화국의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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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당의 틀을 뛰어 넘는 노선에 대한 고민 문제의식의 공유 장 확장- ,

무브온 같은 온 오프 시민정치조직의 건설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 김창호- / : “ ”( )

정당간 정치연합 토대 구축 다단계 정당통합론 정상호- : “ ”( )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축적 고민의 공간 마련- , : The Democratic Strategist

정책연구소들 간의 협력을 통한 과거 복기와 대안 제시-

창조적 혁신의 고민 작은 성과들의 공유- ,

-------------------------------------------------------------

오바마와 하토야마가 실현한 미국과 일본의 민주공화국 철학이란 그것은 한국의 민주공화- , ?

국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 사후 이해찬 전 총리 등을 중심으로 시민주권모임이 시작되었고 무브온을- ‘ ’ ,

하나의 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언급이 자주 발견된다 과거 한국의 노사모와 미국의 무브온. ‘ ’ ‘ ’

은 무엇이 같고 다른 것이며 최근 국내의 무브온 논의는 과거 노사모나 문함대 등에 비해, ,

어떤 진전과 한계를 갖는 것이라 보는가?

미국식의 대중적 시민정치조직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 구도에서 더 큰 정치적 위력을 발- ‘ ’ ‘ ’

휘하는 것이 아닌가 다당제 국가인 한국에서 여러 개의 대중적 시민정치조직의 건설과 그? , ‘ ’

들 각각이 지지 선호 정당을 갖는 방식을 그려볼 수 있는가 대중적 시민정치조직 모델에/ ?

있어 한국과 미국이 훨씬 유사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국 민주당 계열의 와 유사한 공화당 계열의 전략 사이트도 존- ‘The Democratic Strategist’ ‘ ’

재하는가 앞서 언급한 공화당의 집권과 보수주의 시대의 도래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 ,

행한 곳은 어디였던가 민주당 집권기 미국에서 보수 세력이 구축한 전략적 거점은 어디인?

가 안병진 교수가 특별히 를 주목하거나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The Democratic Strategist ,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해 본다 실제로 이 사이트는 민주당 계열의 지식인브루킹스 연구원. , ( ,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 등 몇 명이 시작한 것이 아닌가 왜 한국에선 아직 시작되지 않는/ ) ? ‘ ’

다고 보는가?

정책연구소 들의 협력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까지도 몇 차- (Think Tank) ?

례 공동토론회 수준의 공조는 있어 왔으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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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돌파의 지점으로 상상해 본 것이 있는가 본 토론. , ?

자는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싱크탱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 ( ) ,

진보 싱크탱크들의 네트워킹이 우선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년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2008

커먼윌 연구소 라는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작은 싱크탱크가 진보 진영(Commonweal Institute)

싱크탱크들을 엮어 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보연구소네트워크,

이 결성되어 논의와 실천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Progressive Institute Network, PIN) .

진보 정치의 내용과 형식을 재구성하는 창조적 혁신들을 모아내는 더 큰 틀의 모델도 미- ‘ ’ ,

국에서 찾을 수 있다 의 경. Campaign for America's Future(Institute for America's Future

우 무브온에서 철강노조 진보싱크탱크와 재단 풀뿌리 사회운동을 묶고 있다 한국의 민생, , , .

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 시민네트워크 등과 어떤 면에서는 유사 안병진 교수가 구상하는 창, . ‘

조적 혁신이 모이고 작은 성과가 공유되는 틀은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연대틀과 어떤 차이’ , ,

를 갖는 것인가? ☼

헤리티지 재단 미국진보센터 커먼윌연구소

가치지향 명시적 보수(“ ”) 명시적 진보(“ ”) 명시적 진보(“ ”)

정치개입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형태 종합형 종합형 종합형

규모 대형 풍부한 자원(“ ”)
대형 풍부한 자원(“ ”) 소형 싱크넷(“ ”)

정당과의 관계 매우 긴밀 공화당(“ ”)
매우 긴밀 민주당(“ ”) 긴밀 민주당(“ ”)

다른 조직싱크탱크( ,

사회운동들과의 관계)
적극 협력 소극적 적극 협력

역할
정책 제안 인물 제공 정치적+ +

동원수직적 지원 수평적 조정( + )

정책 제안 인물+

제공 정치적+

동원단독적( )

정책 제안+

정치적 동원

수평적 조정( →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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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양극화 전환기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정치에 대한 제언

김보영 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

들어가며 시민정치의 위기. -Ⅰ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제해야 할 것은 이 글은 제목처럼 어떤 연구의 결과를 보여지

기 보다는 어떤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언을 위한 글이다 물론 이는 본인이 이.

제 막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입장에서 어떠한 결과물과 주장을 내세우기에 부족한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시민정치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것이 미처 정치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각종 개혁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되거나 견인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여 년 동안 소위 민주정부 집권기간은 한편으론 이러한. 10

시민사회의 개혁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그만큼 그 한계를 노출시키는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줄 곳 시민사회는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평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는 절대 없는 일이지만 정권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재

지속적인 실책과 신뢰의 상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보수정권의 독주가 미약한 야당세력

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시민 사회의 대안조차도 별다르게 존재하고 있

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참여정치연구센터 설립으로.

도 표방하고 있지만 이제는 개별 개혁 정책이나 이슈를 넘어 무언가 큰 그림을 되도록 구체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있지만 정작 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는 가능한 합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담론에 대한 신뢰.

는 상실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나 담론이 없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권력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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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가진 세력이 약한 정당성이라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서 시민정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뚜렷한 기반 없이 던져보는 것 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

적인 새로운 담론의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현주 우리사회를 관통하

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우선 시민정치가 무엇이고 어.

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먼저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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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정치에서 시민정치로.Ⅱ

우선 시민정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한 운동정치 조희현' '( ,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지난한 독재의 역사 속에서 급격한 경제개발과2001) . ,

사회변동에 따른 대중의 욕구는 갈수록 협소해 지는 제도권내 정치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였

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운동정치가 발달하게 되었다 민주화의 과정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 ' ' .

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권 정치가 점차 협소해 짐에 따라 기존 제도권 정치세력

조차 운동정치에 결합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동정치가 제도권 정치를 압도함으로서 결과적

으로 제도권 정치의 억압적인 구조가 보다 수용적인 민주적 정치제도로 전환되게 되었던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결과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회적 욕구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민주적 제도들이

도입되고 일련의 개혁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조희연 은 오히려 정치지체가 고착화(2001) ' '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여전히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

서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기존 계급적 개념이 중심이 된 이른바.

민중운동과는 차별성을 이루는 시민운동이 출현하였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이에 대해 이미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고 그의 확대와 노동계급 정당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순기능적 정치제도를 정착시킨 후에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서구의 신사회 운동과 이해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시민운동의 영역은 계급정치까지 흡수한 정치와 정부의 국가영역 그와 어느 정도,

분리된 시장의 영역으로 발달한 경제영역과 다른 제 의 영역으로서 발달하였기 보다는 아3

직까지 일반적 사회적 욕구가 제도 정치권을 흡수되지 못하고 그런 정치권과 정부와 여전히

어느 정도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영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미진한 두 영역의 보완

적 영역으로서 시민운동이 존재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국내 정치에.

있어서 사회정책이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선거를 포함한 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 정당간

중심 쟁점이 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근 여 년간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면 상당부분의10

정책 논의와 개혁들이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 촉발되거나 견인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이(

영환, 2001).

이러한 점에서 시민정치는 기존의 운동정치의 맥락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시민정치가 시민정치연구센터 설립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시민의 정치가 될 수도 있고' ' , '

시민적 정치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적 요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고 반영되는'

촉구하고 견인하는 시민적 정치로 더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로.

이해될 수 있는 시민의 정치는 이전 집권 정치세력이 주창하고 있는 시민주권 개념에 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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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정치운동과도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같이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정치의 접' '

근은 오히려 몇가지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그 참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지칭하는 정부까, ' ' . ' '

지 가져 보았지만 그 참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설명 받아본 적이 없

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성취했던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

주의로서 참여를 주장한다는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의 민주주의든 참여 민주주의

든 어떤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은 아니다 둘째 정치주체의 책임이 방기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인 말로 모든 것이 시민. , .

참여로 해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인 같은 전문 정치영역이 필요 없을 수 있

다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화하고 대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흔히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육 소득 자원 사회적 지위 등이 불평등한, , ,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해도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정치 제도적

으로 노골화하는 결과를 빗을 수 있는 것이다최장집 외 참여를 새로운 정치적 비전( , 2007).

인 것 처럼 제시하는 주장은 뒤집어 말하는 현재 제반의 사회문제가 참여의 부족에 기인하

고 있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존 정치주체의 대안과 비전의 부재를 오히

려 대중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나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별다른 대안 없는 참여에 대한 집착은 공허한 구호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시민적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지체된 제도적 정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위치하게 된 시민정치에서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시민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이해

하는 것이 분명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시민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공의. ' '

이익을 추구하는 개혁적이고 능동적인 집합적 의미의 대중을 의미한다고 할 때박상필( ,

그것이 단순히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나 연구2001) .

자로서 표면적인 현상적 욕구를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본질적 사회적 요인과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이전 민주화 직후 모든 분야의 사회발전이 절실.

한 시절에는 국외 선진국에서 발달된 새로운 개념과 이론적 이해가 적당히 유효했던 그 때

그 시절과는 달리 웬만한 사회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이미 경제 수준을 위권을 누리며 환, , 10 ,

경 에너지 경제 고령화 등 전 세계적인 도전이 지배적인 지금 단순한 해외 이론의 차용으, , ,

로는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담론의 생산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현재 대란 담론이 부재한.

시민정치의 위기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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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Ⅲ

얼마 전 영국의 두 보건학자에 의해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The Spirit

라는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Wilkinson & Pickett, 2009)

대중 서적 출판과 함께 이 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Equality

설립까지 이어진 이 연구 결과는 그 동안 가정의 수준Trust(http://www.equalitytrust.org)

으로 존재했던 주장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

는 본래 보건 불평등에 대한 것으로 출발했지만 불평등이 서로 다른 계층의 건강문제를 결

정짓는 수준을 떠나서 그 전체 사회의 전반적인 보건과 사회문제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이 들은 우선 사회의 신뢰도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문장에 대한. (

긍정적 응답률 약물과 알코올중독을 포함한 정신건강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비만 아동교), , , , ,

육 성취도 십대 임신 살인 수감률 사회이동성 등 거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 , ,

모두 동원하여 보건사회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소득이 높은 개 국가 중 일정 인구. 50

규모 이상인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 지표의 결정요인이 바로 다름 아닌 사회 불평

등도 분위 소득분배율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사회 불평등과 보건사회지표와의 관계는(5 ) .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분명한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 .

그림 세계 주요 선진국간 보건사회지표와 불평등도와의 관계[ 1] (Wilkinson

& Pickett, 2009,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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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통적 의미에서 성장과 배분 논쟁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증거를 제' ' ' '

시해 주고 있기도 하다 다소 놀랍게도 경제 수준의 지표가 되는 인당 국민소득과 보건사회. 1

지표와는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혀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 2] .

는 아래의 그림 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3] .

이를 보면 인당 국민소득이 약 만 달러 안팎의 수준까지는 보건의 기본적 지표인 기대수1

명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하지만 만 달러 수준을 넘기 시작하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기대수.

명의 증가효과는 급격히 줄어든다 다시 말해 건강과 사회 문제에 대한 성장의 영향력은 일. ' '

정 소득수준 이하에서는 매우 현격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

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사회적 논쟁에 대해 이토록 명확한 증거가 이제 등장하게 될 수 있는 배경

으로 은 근래 들어 매우 광범위하게 가능해진 국가 간 비교 가능Wilkinson & Pickett (2009)

데이터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들은 아직 시기별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원인관계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계열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사회 불평등의 확대가 건강.

과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여. 200

개의 스트레스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어떤 스트레스 요.

그림 세계 주요 선진국간 보건사회지표와 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 2] 1

(Wilkinson & Pickett, 200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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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도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 평가적 위협 이 보다' (social-evaluative threat)'

크고 명확한 코르티졸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cortisol, )

다 코르티졸은 장기간 방출시 비만 고혈압 만성피로 만성두통 면역력 약화 등을 불러온. , , , ,

다 결국 사회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 평가적 위협에 더욱 노.

출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인당 국민소득과 기대수명간의 관계[ 3] 1 (Wilkinson & Pickett, 2009, p. 7)

그림 교육수준별 각 질병유병률의 미국과 영국간의 비교[ 4] (Wilkinson & Pickett, 2009,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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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성은 단지 저소득층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그.

효과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는 각 교육 수준별 질병유병률의 미국과 영국간의. [ 4]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보이듯이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보다 전.

사회계층에서 당뇨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 다양한 주요 질병 유병률이 대부분 더 높게 나, , ,

오고 있다 그림 는 가장 평등한 국가군에 속하는 스웨덴과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국. [ 5]

가군인 영국간의 영아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 계급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스웨덴 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지점은 불평등도가 높은 영국의.

경우 사회계급에 따른 영아 사망률간의 관계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명 스웨덴은 매우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사회불평등이 결국 저소득 계층에게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즉 같은 부자라도 평등한 사회에 사는 부자가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부자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은 부자마저.

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스웨덴과 영국간 아버지 사회계급에 따른 영아 사망률 비교[ 5] (Wilkinson & Pickett,

2009,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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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전환기의 한국사회.Ⅳ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은 물론 어느 나라에나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불.

평등도가 심각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비롯 각종 정신질환과 보건상의 문제,

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평등한 국가수준으로 불평등도를 감축시키면 정신질환은 가 감소2/3

하고 수감자는 자그마치 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75% .

함의는 오히려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양극화가 급격하게 늘.

어나고 있다 분위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할 때 년에 수준이었던데 반하여. 5 1996 4.17 2008

년에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교하자면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 년 만에 불6.2 . [ 6] 10

평등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서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이 단순히 상대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약물중독을.

비롯한 정신질환 영아 사망 살인 수감자 십대임신 비만 등이 늘어나고 사회 신뢰도 사회, , , , , ,

적 이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그다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들을 처음으로 본격적으

로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실 우리사회는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 등으로 사회계급.

이 형성되어봤자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그 계급의 역사가 수백 년을 거슬러

그림 세계 주요국의 불평등도와 우리나라 불평등도 추이 비교[ 6]

자료 윤태호: UNDP (2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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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유수한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해 이에 수반되는 사회문제는 오히려 덜 겪어왔다 우.

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계급에 따라 뚜렷한 패턴을 나타내는 그 흔한 마약문제도

아직 연예인 따위의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심각한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비행을 우려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간이 전해지는 뉴스에서 보듯이 점점

새로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 들어 처음 겪는 급격한 양,

극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그전의 사회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불평도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다룬 시계열적인 연구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문

제에 대한 재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문제이다. .

가 설명하듯이 사회 불평등이 구체적인 사회보건상의 문제로 나Wilkinson & Pickett (2009)

타나는 데는 불평등한 환경이 스트레스 등 사람들에게 사회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러한 사회심리적인 영향을 자식에

대한 교육으로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현재 계급과 상관.

없이 자식의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인생역전이어 왔

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 " .

이러한 변화가 불평등의 증가와 무관할 수 없는 이유는 보건사회지표에서도 보이듯이 이미

그림 주요 개국의 사회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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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불평등도와 사회이동성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이다.

런던정경대학에서 등이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개국에서 진행한 출생시 아버Blanden , , , 8 ,

지의 소득과 세 때의 소득을 비교한 대규모 표본의 시계열 연구 결과와 소득 불평등도를30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과 같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불평등이 심할수록 출생 시[ 7] .

아버지 소득과 세 때의 소득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제 결과적 불30 .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야하지만 결과적 불평등이 줄어들면 기회의 평등 역시 급격' '

하게 협소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시켜 보면 자식에 대.

한 교육열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을진대 사교육비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불평등의

확대에 따라 사회이동성의 통로가 좁아지고 그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결

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년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시계열 데2008

이터는 계속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불과2003 4

년 만에 사교육비가 무려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연합뉴스 특히54% ( , 2008).

소득 계층별로 교육비 증가추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림 에서 보이듯이 소득. [ 8]

이 낮은 계층에서는 교육비 증가 추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높을 계층에서는 그 증가추

이가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사회계층의 욕구를 자식에.

게 투여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로 사회계층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가

운데 불평등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비용을 따라잡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하는 계층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전반적인 가계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

그림 소득 분위별 실질 교육비 지출 추이 분위[ 8] (5 )

자료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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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른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현상유지 되거나 줄어드는 반면 가운데 유독 고소득층 교

육비 지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창민 지출 감소 때 교육비 감소가 제일( , 2009).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특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계층 간 교육비 지출격차가 더욱 벌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낮은 소득계층에서 경쟁을 결국 포기하는 현상이 나.

타날 수 있고 그것은 그동안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해소되던 불평등의 사회심리적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사회에 투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쩌면 불평등.

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억제되었던 그 영향이 일시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은 자살률이다 그림 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년대 중반까지. [ 9] 90

매우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양극화가 증가하기 시작한 년대90

후반부터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것이 양극화의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하.

지만윤태호 기실 그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보건사회지표 중 유일하( , 2009) .

게 사회불평등도의 증가에 따라 개선되는 것이 바로 자살률이기 때문이다(Wilkinson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은 사회가 더 평등할수록 자신Pickett, 2009). Wilkinson & Pickett(2009)

의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살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

명한다 그런데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 수록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되어 살인의 증가 등 폭.

력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 폭등 현상은 기존 평.

등도가 높았던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아직까지 불평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가 자

기에게 향하여 그것이 다른 급격한 폭력적 형태보다는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

하다 즉 사회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앞서 말한 대로 그러한 사회심리적 영향이 전.

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살률의 증가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보다 타인을 향한

보다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의 연구에 있어Wilkinson & Pickett (2009)

또 하나의 더욱 결정적인 함의는 일본에서

나온다 놀랍게도 가장 평등한 대표적인 국.

가로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과 함께

일본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그림 에서. [ 6]

보이듯이 오히려 분위 소득분배율에서 일5

본은 스웨덴보다도 평등한 국가로 나타난

다 그 결과 전 보건사회지표에서 일본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물론 국제(그림 주요국 자살률 추이[ 9] OECD (OECD,

윤태호 에서 재인용,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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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 데이터들이 모두 년대 초의 것이라2000

최근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림 에서 보이듯이 분배의 수준에 있어서는[ 10]

스웨덴과 일본은 거의 정반대에 있다 즉 현금이.

전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는 스웨덴은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일본은 가장OECD

하위군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별다른 분.

배 없이도 이미 그 이전 소득의 평등을 이루었,

기 때문에 같은 분배수준을 가진 미국과는 보건

사회문제에 있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제도적인 복지 정도와 관.

계없이 절대적인 불평등 정도가 그 사회를 결정

짓는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양극화와 사회복지

에 대한 함의는 더욱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동안.

우리는 꾸준히 국가에서 비교도 할 없는OECD

최하위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

지만 그렇지 않아도 유지되는 사회 평등이 있었

기에 그에 의한 후과를 경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학계 조차도 복지확대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정작 그 시

급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전 여 년 동안 복지가 꾸준히 확대되긴. 10

했지만 그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양극화와 그에 동반해서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에 크게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박한 평가를 꺼리거나 아니면 그 시급성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일 수 있다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통한. .

분배나 계층화에 대한 완충장치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소득 양극화는 결국

그 불평등의 효과에 대한 별다른 장애 없는 전면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저.

급한 수준의 복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없었고 그로,

인해 복지를 경시하거나 중시해도 당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현금이전에 의한 소득 불평[ 10]

등 감소 효과 윤태호 에서(OECD, ,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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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의 과제.Ⅴ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환기에 있어 시민정치영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담론도 명확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

현재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기 보다는 해외 선진국의 담론을 수입하여 적

용해본 것이거나 추상적 수준에서 전지는 수준을 크게 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데로 짧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리고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 지구적 위협뿐 아니라 당장 유례없, , ,

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뚜렷한 답이나 모델을 갖고 있지

않는 지금 제아무리 선진국에서의 담론이라도 과거의 전반적인 저발전 상태처럼 의미를 갖,

기는 힘들 것이다 다른 추상적 수준의 담론들 역시 대중이 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이고 심층적인 진단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에 대부분 공허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기실 서구의 새로운 담론 출현 과정에는 그만큼 자기 사회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고민의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의미를.

갖는 지점은 다른 사회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산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시민적 요구를 정지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정치에 있어서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바로 그 시민적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인.

표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 그 요구의 발생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반이 있고서야 그로 인한 결과를 전망할 수 있고 사회적 대안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근원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양극화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이는 물론이거니와 그로인한 사회적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양적 질,

적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다면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양극화가 어떻게 왜. ,

진행되고 있는지 직장내 격차 직업군내 격차 직업군간 격차 고용 형태간 격차 지역간 격, , , , ,

차 연령대별 지역별 사회계층별 소득분화 경향 등등의 분석을 통해 어느 곳에서 구체적으, , ,

로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전체 양극화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

하고 있을때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양극화 추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역시 의미 있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의 경향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에 있어서는 최근 점차 다양하게 활용가능해.

지고 있는 각종 사회경제 통계 데이터들과 패널 데이터들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과 함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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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포커스 그룹 임상 실험 블로그 및 카페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들이 생산한 텍스, , ,

트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해서 교육 생활양식 문화 소비양태 계층간 인식 사회적 태도와 인, , , , ,

식 스트레스 행동양상 등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사회학적 정책학적 심리학적 보건학적 연, , , , , ,

구 등을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에 대한 영향 양상 결과 등에 대한 연구로, ,

현재의 변화 원인관계 향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이해와 전망이 가능해 질 것, ,

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와 담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국가간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

의 연구는 이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Wilkinson & Pickett (2009)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적이라기보다는 출발점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 구체적. .

인 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의연구간의 상관관계와 그 양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점차

더 다양하게 가능해지는 그리고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국가구간 비교 가능 데이터들을 활,

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와 더불어 가령 복지레짐별 비교.

같은 보다 그 사회의 문화 역사 제도 등을 반영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며 양극화가 급격, ,

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던 남

미 동구권 등의 국가구사례에 대한 역사적 연구 또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이,

다 이 때문에 할 수 없는 무리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이루지. .

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 지금과 같은 공허한 논의 일부의 주목에 그치는 아이디어 수준의,

담론의 반복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제도적인 학술 연구 지원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시민운동적 전략으로서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꿈은 꾸는자의 것이다 하지만 몽상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 .

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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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5

인터넷 시민운동의 동학:

행위자와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를 중심으로3)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 연구교수/

들어가며.Ⅰ

정치과정에서 인터넷을 위시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s; Information and

이 도입된 것은 불과 년 전의 일이다 년 인터넷이 상용Communication Technologies) 15 . 1994

화 된 이후 정치와 행정영역에서의 인터넷 활용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기존

의 오프라인 기제를 대체하고 있다 를 활용한 정보사회로의 진입현상은 단순한 정치과. ICTs

정만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영역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 • •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는 단순히 인간의 이용 차원을 넘어서. ICTs

사회적으로 상호 진화하면서 인간의 실존과 사회구조를 재구조화 하는 발전하는 사회적인

도구 로 평가되고 있다서키(social tools) ( 2008).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정치현상의 진화가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과정을 새롭게 재구조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 시민사회와 결합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시민의 변화과정. ICTs

은 기존 주류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하위참여문화 를 형성하며(sub-culture of participation)

새로운 시민문화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를 통해 정보가 수렴되거나 분화되어 지식으로. ICTs

전환되고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권력 간의 경합도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 지고 있는것이다

김상배 그리고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디지털 융합 사회로의 진입은 전통적 산업( 2008).

사회 패러다임과 다른 형태의 정치구조를 형성한다(Chadwick 2006; Castells 2001).

특히 정보사회에서 시민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모델에 관한 인식 변화는 웹 환경이라는2.0

기술적 자양분 속에서 새로운 시민참여 욕구와 새 정치기제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현상은 바로 시민운동 측면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인터넷 시민운.

3) 이 논문은 아직 미완성인 관계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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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역동성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발전과 시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전환을 목도하고ICTs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인터넷 시민운동의 사례인 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나 티. 2008

베트 독립시위 한국의 촛불시위 그리고 년 이란 민주화 운동은 전통적 시민운동과는 다, 2009

른 웹 이란 무기를 들고 저항한 시민운동이었다2.0 .

이러한 현상은 대의제 정치 관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일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개체 없이 시민 스스로 결사하고 정치적 행동을 감행하며 대안적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추구해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와 온라인 미디어는 시민들을.

광범하게 연결소통시킴으로써 이들 스스로 정치적 가치와 이해를 축구하도록 유인하고 있�

다 더욱이 유비쿼터스 웹 미디어 융합 등의 비약적으로 혁신된 정보화. (ubiquitous) IT, 2.0,

환경은 시민들의 정치적 집단행동 전략과 효능감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학계에서 인터넷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인터넷 시민. ,

운동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정치참여의 대상 객체에 머물렀던 신민•

적 시민을 주도적 행위자이자 정치정보의 공급자 그리고 집단행동의 주체로 등장하게( ) ,臣民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한다윤성이 장우영 이원태 외 유무선과 온오프라인이( 2006; 2008). -•

통합되는 정보혁명은 수동적으로 한정된 선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이 아닌 스스로 조직

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현명한 군중들 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self-governing) (smart mobs)

정연정 의 정치적 활용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증가하고( 2004; Rheingold 2002). ICTs

한국의 정치과정은 대단히 다변화되고 있다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다양한 사회이슈들의.

생성과 함께 공동체의 조직과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터넷 시민운동의 빈도 또한 점증하고 있다윤성이 장우영( 2007).•

한편 인터넷 시민운동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전개하는 학자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정, .

점으로 하는 디지털 융합은 면대면 접촉을 줄이고 마우스 클릭 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click)

는 즉자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으로 클릭민주주의 감성적인 참여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한다, .

학자들은 정보사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새로운 네트 내의 이슈로 등장하고 이는 참여적 인터

넷 특성이 빅 브라더 의 위협보다 이웃에 의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나아(big brother)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보 원형감옥 이나 제도화 되지 않은 네. (information panopticon)

트워크사회에서 감시사회를 우려하고 있다배영( 2008; Castells 2001; Gandy 1989, 65).

정보사회 또는 네트워크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은 결국 기술 진화가 인간과 사회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찰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몇 가지 문.

제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분법적인 논의에 머물러 동태적인 인터넷 시민운동의. ,

역학에 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인터넷 시민운동의 효과분석에만 머물러 인터넷. ,

시민운동의 등장원인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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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정치행위자와 시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성찰과

재형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둘러싼 기존의 조직과 행동양식이 통합되거나 재구조화되는

현상에 천착해 인터넷 시민운동의 동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가 접근하지 않았던 인터넷 시민운동의. ,

등장원인과 동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정보네트워크 사회에서 재구성되는 시민성. ,

및 정치적 기회구조 의 변화와 연계한 분석을 시(citizenship)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도한다 이를 행위자인 시민의 변화를 한축으로 하고 다른 축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로. ,

연계해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담론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

하는 비판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인터넷 시민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비판 그리고 새로운 접근을 제언하는 방식의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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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 시민운동논의에 대한 비판적 해석

초기 인터넷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의제설정과 여론형성 그리고 조,

직화와 동원의 효과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시민운동의 기존 연구는 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적인 운

동방식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시민운동의 실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멕시코 치아파스1990 .

지방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의 저항운동(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EZLN)

을 시작으로 중국의 파륜궁 시위 년의 시애틀 저항운동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 1999

인 이슈를 확산시켜 운동의 정당성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표현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초기 인.

터넷 시민운동은 주로 정보 확산과 관심 환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송경재( 2009).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인터넷 시민운동을 주제로 하는 해외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자 인.

터넷 시민운동에 대한 필드리서치의 효시는 라인골드 이다 그는 유무선 통(Rheingold 2002) .

신기술과 온라인오프라인의 통합 공간으로서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를 네트워크로 보고 인-

터넷 시민운동 확산과 시민참여 확대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참여군중 으로. “ (smart mobs)”

표현했다 이와 유사한 시기의 연구인 데이비스 등의 연구도 미국 내에 공. (Davis et al 2002)

통의 정체감과 신념 행동에 기초한 집단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자,

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네트 상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Margolis,

Resnick and Levy 2003).

초기 인터넷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발전한 최근 연구는 웹 환경의 등장과 함께 새로2.0

운 이론적 해석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샌더 는 밋업닷컴 의 정치. (Sander, 2005) (meetup.com)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와 시민운동을 분석한다 그는 연결망을 매개로하는 블로거.

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것이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

로 증명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연계성의 시공간 융합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주.

목한 웹 에서 등장한 소셜 네트워킹 에서의 정치참여를 분석하는 시도2.0 (social networking)

도 발견된다.

국내의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 디지털 환경의 도입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양식.

을 구분하는 초기 연구백욱인 에서 시민참여의 기제로서 거버넌스를 모색한다든지김( 2001) e- (

용철 윤성이 윤성이 인터넷 시민운동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시2005; 2006)•

작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논의김의영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동향은 주( 2004) .

로 시민참여에 주목하고 인터넷 시민운동의 유형 및 효능감 분석 그리고 대학생 정, , NGO,

치집단 등이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운동 분석을 시도한다류석진 정연정 윤성이( 2004; 2004; •

장우영 김경미 강원택2007;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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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화와 새로운 시민참여 현상에 주목한 학자들은 최근 웹 환경과 관련한 새ICTs 2.0

로운 시민운동의 형태에 주목한다 강원택 은 한국정치에 있어 매개집단의 약화와 시민. (2008)

의 직접적인 참여현상에 주목하고 웹 의 정치로 표현한다 이원태 는 정치과2.0 . (2007, 225-226)

정에서 웹 방식의 융합이 투표나 선택에 가속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2.0 ICTs . OECD(2006,

와 벤클러 등도 로 인한 시민의 권능강화가 웹 환경과 네트워크4-5) (Benkler 2006) ICTs 2.0

연계성으로 인해 더욱 참여적인 웹 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participative web) .

은 참여적 웹이 미디어 생산구조의 민주화를 가속화하고 소통과 정보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에 있다고 본다송경재( 2009).

물론 가 시민운동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치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른ICTs .

바 정보화의 역기능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중우정치 정책결정과정의 왜곡 전, , ,

통적 대의기구 약화 디지털 파시즘 또는 포퓰리즘 등도 동시에, (fascism) (digital populism)

제기되고 있다송경재 그럼에도 디지털 기술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2009, 77; Dahlberg 2007).

참여의 게이트웨이가 확대되고 무엇보다 시민이 스스로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저항의식이

제고된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각각의 학문적 진전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효과라는 한. ,

측면 분석에 머물러 인터넷 시민운동의 유기적인 속성과 와 사회적 변화 그리고 행위ICTs ,

자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정치과정에서의 구조 행. ,

위 역할에 한정되어 행위자와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질서, .

가 부정되고 새로운 환경의 등장은 기존의 시민을 보다 현명하고 식견 있는 시민으로ICTs

발전시켰지만 이러한 정치행위의 변화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와 오해가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Norris 2002).

둘째 보다 핵심적인 것이지만 기술진보와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시민 즉 행위자의 변,

화는 착목하지 못하고 있다 채드윅 이 설파했듯이 이미 디지털화로 인한 사. (Chadwick 2006)

회변화 상의 문제는 그것을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선택에 이어 어떻

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변인에 의한 요인과 상호작용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구성된다는 사회구성론

에 입각해서 본다면 행위자인 시민에 대한 분석은 지나치게 참여(social constructive theory)

형 시민 내지는 시민참여의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여 도식화한 감이 있다.

요컨대 전통적인 시각에서 인터넷 시민운동의 장 단점을 논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 ,•

민참여의 의미와 한계 등 규범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

하고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특성 파악과 단순 이용이라는 점에 매몰되어 인터넷,

시민운동의 거시적 작동원리 분석과 유형화 작업 나아가 선순환 모델 제시로 이어지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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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은 부족하다 필연적인 결과로 디지털 융합 환경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상에서 시민이.

어떻게 의제를 설정하고 또 집단화되고 동원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역시 미흡하다, .

이처럼 기존 연구가 인터넷 시민운동의 장단점과 추이 사례분석에 머무르는 점을 극복하고, ,

다차원적인 분석시각을 개발하여 디지털 환경에 따른 시민의 변화와 집단행동의 기제 및 성

격을 단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분석의 시작은 시민에 대한 분석에.

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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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적 시민 참여적 시민 비판적 시민. , ,Ⅲ

시민은 세기의 중요한 정치주체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었다 무엇보다 현대의 시민은21 .

공화정에서 정치의 근본이자 주인으로 자각하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민문화 형성과 새로운

정치적 실험의 주체가 된 것이다.

초기 시민이란 용어가 도시나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한정하던 개념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민이 현대에 커다란 사회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의식과 지향성을 가진 존재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민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동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문제

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현대적 의미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신진욱( 2008, 13-16).

그렇지만 시민이 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까지는 무수한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다 고대.

도시국가의 시민에서 근대적 부르주아적 시민 현대적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와 내용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난한 과정의 결과물로서 소수의 특권층에 대.

항하는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시민의 역할은 세기 프랑스의 토크빌 이 강조하듯이 적극적이고 자발적19 (Tocqueville 2004) ,

인 역동성을 가진 존재로서 협력적인 결사체를 형성하여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

주주의의 원동력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로크 의 자유주의. , (Locke)

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시민이 재산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계약을 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에서 삶과 국가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발전했다 이를 신진욱.

은 시민성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자유로운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으로(2008) ,

구분한다 이후 계몽주의자인 루소 와 몽테스키외 역시 전제군주의. (Rousseau) (Montesquieu)

타락을 경계하기 위한 권력적인 장치로서의 권 분립과 시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3

전개한다(Montesquieu 2007).

그러나 시민에 대한 인식은 모두 긍정적인 해석은 아니었다 특히 시민의 정치적인 권리가. ,

보장된 이후인 일부 학자들은 시민적 결사체의 장점에 주목하고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이

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본다 근대적인 차원에서 연대하는.

시민은 필연적으로 함정에 빠질 우려도 존재한다 정치권력이 다수를 장악함으로 소수자를.

위협하고 지배할 경우 오히려 시민의 기본권은 유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대국가가 가지,

고 있는 관료제로 인해 경직된 지배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는 선.

거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대중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시민에 대한

접근이 전개된다 사실 이들의 견해는 대중의 정치참여가 높았지만 파시즘 으로 치달. (fascism)

은 바이마르 공화국 의 몰락경험과 다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Die Republik von Weimar)

는 전후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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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근대적인 생각만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Platon)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서 중우정치 라고 이미 통찰한 바 있다 중우정치는(Ochlocracy) .

올바른 민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 또는 몇몇 집단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지적한 것이다, .

제한적인 시민들의 참여 내지는 엘리트대중에 대한 시민인식은 년대 이후 광범위한 시- 1940

대적인 조류가 되었다 슘페터 는 시민들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 (J. Schumpeter 1943)

를 주게 되면 그 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인 선거참여를 보장하고 대표로 하여금

위임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

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으로만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슘페터의 견해는 달.

이나 엑스타인 등의 대의 민주주의이론으로 계승된다(R. Dahl 1956) (Eckstein 1966) .

하지만 시민에 대한 인식은 년대 이후 시민의 역할에 주목한 참여민주주의자들이 등장1960

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움직일 수 있는 시.

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부각되.

었으며 대표적인 연구가 알몬드와 버바 등이 주장한 다원주의적 시(Almond & Verba 1965)

각의 시민지 애서 시민이 시각은 근대성에 바탕을 둔존재하지 않으발전을 상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논의에서 시민지 는 죜치과정에서 게이트키퍼 멥드와 인 정치매개집단으로(gat eper)

평가에 머무르던 것정하고나않으구조와 행위를 결정이 없죤요한 요존재하지 평가한다 그들.

은 민주주의 훈련좥재하지 한 법 조직에의 시민 참여와 지법 정치제도가 중요하다고 했고) ,

이는 참여적 시민정하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증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이후 지 적 자본 접근법 로 계승되면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주안점을(social capital approach)

두는 네오 토크빌리안으로 계승된다(Putnam 2000).

다원주의적인 접근은 참여민주주의자들에 계승된다 페이트먼 과 맥퍼슨. (Pateman)

등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페이(Macpherson) .

트먼은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페이트먼은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참여를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적 사회를 통해 국가정

부 밖의 모든 영역을 망라할 만큼 확장됨을 역설했다(Pateman 1970, 167-175).

다른 참여민주주의자인 바버 도 전통적인 대중사회의 시민과는 다른 개념(Barber 1998; 2000)

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공공선 을 실현하는 시민으로서 공적 시민(public good) (public

에 주목한다 그는 강한 민주주의 를 주장하며 시민의 변화가 이citizen) . ‘ (strong democracy)’

루어지는 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공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공선의 달성과 자아실현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감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를 이용한. ICTs

거버넌스의 강화도 주장한다 미네소타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 현명한. (E-Democrac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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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프로젝트 등 공적으로 선거와 정치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의 효(Project Voter-Smart)

과는 시민의 참여와 투표율 제고에 양의 상관성 이 있음을 주장한다(positive correlation) .

이와 같은 시민에 대한 사고 변화는 근대 시민에 대한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전환을 요구하

고 있다 달톤 에 따르면 세기 이후 사회적인 변화가 세계화 정보화로 상징되지만. (Dalton) , 20 •

내재된 사회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중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과거.

수동적 객체적인 시민을 보다 적극적 능동적인 시민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 •

한 요인을 가지로 논의하는데 세대로 대변되는 세대의 변화 생존에서 웰빙6 , X ,① ②
으로의 변화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의 증가 블루칼라에서 지식노동자로의(well-being) , ,③ ④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총합으로서의 사회적인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 ,⑤ ⑥
고 등이 근본 요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근대적인 의미로서 자유민이자 계몽된.

시민수준에서 자각하는 참여하는 시민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한다(Dalton 2009, 4-7).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계적이다 시민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론적 전1

환이 년대 이후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시민참여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바탕1990 .

으로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시민운동의 다양화에 주목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투표나 시위참.•

여를 벗어나 의사표현과 반대행위를 하는 것 나아가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시민적인

의사표시의 하나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잉글하트 는 고학력의 탈 권위세대의 등장에 주목한다(Inglehart 1997, 231-236) .

그는 과거 대중사회 시민이 저학력의 노동자 계급이었던 반면 년대 세대를 거친 새로운90 X

세대는 경제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탈물질 탈권위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로 규정한다.• •

이에 시민들은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에 주목하고 다수는 점점 기성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주

장한다 특히 기존 정당이나 정치 매개집단은 시민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

문에 결국 시민들의 관심은 관습적인 참여행태는 줄어들고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운동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논의를 좀 더 살펴보면 시사점이 많다 그는 후기 물질주의 사회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

이 하락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추세 변화는 인구교체가 가장 큰 영향이 있으며 그 결.

과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변화도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실제적인 데이터 역시 모든 선진산업.

국가에서 교육수준과 대중의 정치기술 수준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는 촉진된다 결국.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국가가 시키는 데로 순종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해 요구의 목소리

를 높이고 있는 변화상이 발견된다 국민은 더 이상 훈련된 선거운동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기성 엘리트층에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 시민의 변화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더 적극

적인 국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오렌 도 시민의 변화상을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엘리트가 지도하는 형태(Orre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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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표나 정당가입은 줄어드는 반면 개인적으로 기성권위에 도전하는 참여가 증가하고 이

런 시민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윤선영 이강형 에서 재인용 그는 이러( 2008, 27 ).•

한 저항적 참여 비관습적인 참여는 시민의 권능강화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unconventional)

대표성의 약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노리스 는 시민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시민의 행위를(P. Norris 2002) .

정부인사 선임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한된 참여로 한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를 협소

한 개념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노리스는 세기적 상황과 변모하는 정치참여. 21

운동의 모습과 경향을 고찰하여 국민국가 의 쇠퇴와 정보화로 새로운 참여의 방(nation-state)

식이 등장했고 그것을 저항적 시민 으로 해석했다 그녀는 저항하는 시민이 년대 이후“ ” . 1950

인권이나 반핵과 같은 시민불복종운동 등 조직화된 저항의 정치가 싹을 틔었고 년대 반전60

시위 운동에서 잠재적 저항 에서 본격적으로 년대 이후 피플 파워와, 68 (protest potential) 90

반세계화 시위 등에서 표출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저항 행동주의 는 네그리와 하트“ (protest activism)” (Negri and Hardt

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동으로 증명한다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은 탈2008) .

권위와 탈집중의 탈근대 시민이란 의미로서 다중 의 개념을 소개하고 소통과 행동(Multitude)

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중은 하나의 통일성이나 단.

일한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수많은 내적 차이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

중이나 인민의 개념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의 노동자와도 다른 의.

미성을 가진다 네그리와 하트는 근본적으로 전 지구적인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들에. ㆍ
대항하는 엄청난 투쟁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되고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를 다

중이 지닌 다수성과 차이성을 무기로 삼는 민주주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

의를 요약한다면 다중은 모든 차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공통성을 발견하,

고 이는 공동으로 구성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이고 저항의 시민운동 토대가 될 것을 주장한

다.

이상에서 참여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시민에 대한 개념은 저항하는 시민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저항적인 시민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집단행동이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고. , ,

반대 목소리를 내고 권위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 후술하여 분석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의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불신구조와 대의제의 위기 탈권위와 탈집중의 자.

각성 확장 등이 새로운 의식을 가진 시민의 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과 고학력의 시민의 등장은 전통적인 형태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권위체에 대한 복종과 의무만을 강조.

하는 시민성이 아니라 새로운 발향으로의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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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리스 가 갈파한 바와 같이 평화적 저항. (2002) “

의 정치 일상화 또는 정상화 과정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시민(normalized) ” .

이 자유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투표에 참여하거 법을 준수하는 등의 의무에 기반하는 계몽적

인 시민 에서 참여하는 시민 으로 나아가 저항하는 시민(duty-based citizen) (engaged citizen)

으로 전환하고 있다(protesting citizen) .

표 시민의 변화< 1 >

계몽적 시민 참여적 시민 저항적 시민

세대

시대

민주주의가

치

삶의 수준

교육

직업

성의 역할

사회 다원

성

베이비 붐 세대•

대중사회•

대의 민주주의•

생계 유지•

저학력•

블루 칼라•

근대적 차별•

인종 물질적 불평,•

등

세대X•

정보사회•

참여 민주주의•

물질적 풍요•

대졸 이상의 고학•

력

화이트 칼라•

성적 경계 붕괴•

소수자 보호•

다중 탈물질가치 세,•

대

디지털 융합사회•

•저항적 참여 민주주

의

웰빙 중시•

디지털화된 고학•

력

지식 노동자•

여성 역할 확대•

소수자 권리 신장•

출처 신진욱 을 취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 Dalton(2009, 4); (2008); Negri and Hardt(2008); Norris(2002) .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자유민이자 계몽적인 시민은 베이비 붐 세대가 핵심이고 대중,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저학력의 블루칼라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아직 근대적인.

성차별과 사회 다원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즉 의무에 기반한 권리를 영위하기 위한 시민을,

지칭한다 시대적인 배경은 대중사회이기 때문에 대중에 근거한 대의 민주주의를 가치로 한.

다 따라서 시민은 선거에 참여하고 대표를 뽑아 위임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의.

권리를 영위한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은 이와 다르다 먼저 세대적으로도 물질적인 풍요의 시기에 태어난. X

세대를 기반으로 하며 정보사회의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기반이며 직업도 화이트칼라가 주

류를 이룬다 그리고 성적 경계가 붕괴도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된다. .

무엇보다 참여하는 시민은 절차적 민주주의시대에 태어나 보다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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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으로 진화하고 그 배경에는 경제적 교육적 영향이 크다(Inglehart 1997; Diamond 1999).•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항하는 시민은 탈권위의 포스트 모던적인 환경에서 등장한 세대이다.

그리고 이들은 디지털 마인드가 정립되어 있고 디지털화 된 고학력을 바탕으로 지식 노동자

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식의 확대는 기존 민주주의적인 절차성보다는 현실에서의.

변화를 중시하고 다원화 된 가치를 인정한다 특히 대의제에 대한 강한 불신 구조 속에서 정.

부 불신과 탈권위를 지향한다.

그럼 분석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계몽적 시민에서 참여적 시민 저항적 시민으로의 전화 원,

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계량화 된 조사가 필요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미국을 위시한 모든 국가에서 세대의 변화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변화는, . 1980

년대를 전후해 나타난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과거 전쟁세. (baby boomer)

대와 다르게 변화되는데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세대와 히피문화 록 음악 등 자유주의,

세대가 사회적 다수를 차지한다 유럽의 세대적 특징도 주목해야 한다 세대라고 지칭할. . 68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전통적인 선거참여는 하지 않지만 년대 이후 스스로의1980

진로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소규모 결사체 운동의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년대 이후 태어난 민주화 세대의 등장은 전통적인 계몽시민1960

과는 다른 세대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다음 세대에도 주목해야 한다 저항적 시민은 바로 이러한 이전세대의 경험과.

교육을 가족으로 느끼고 새로운 시각과 자유로운 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년대 이후 탈물질적 가치를 가진 세대의 등장은 또 다른. 1970

시민 성격변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를 미국과 한국에서는 세대로 통칭하지만 이러한 새. X

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증거는 달톤과.

윤성이 장우영 이현우 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다(2008), (2009) .•

둘째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계몽적 시민은 저학력의 블루칼라였다면 참여적 시민, . ,

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등장하는 저항적 시민은 디지털화된 고학

력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의 정치적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

다 실제 교육수준과 경제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재확인하지 않.

아도 교육수준은 분명 시민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리고 민주화(Diamond 1999).

이후의 다원화된 교육은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안겨주었고 참

여적 시민 저항적 시민이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적 기반,

을 제공했다.

셋째 직업과 경제수준의 변화도 중요한 변인이다 직업은 경제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 .

측면에서 민주화 이행국가에서 계몽시민은 산업사회에서 단지 대량생산시스템의 블루칼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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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렀지만 이후 경제적 풍요와 교육의 확대는 화이트칼라의 확대를 가져왔고 저항시민의,

시대에 돌입하면 웰빙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지식 노동자로 발전한다 과거의 획일적인 가치.

와 직업이 아닌 새로운 경제수준을 요구하고 직업구조의 변화도 과거 전통적인 집단행동의,

패턴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계몽적 시민의 주요 시민운동은 시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적 시민은 보다 진일보한 이슈를 다루었고 저항적 시민은 교육효과를 통,

해 학습되어 다원화된 이슈를 통해 삶의 질의 추구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

된 의미의 시민권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항하는 시민의 이면에는 년. 1980

대 이후 탈산업사회에서 높은 교육수준 세대의 변화 지식노동자 등에서 새롭게 대두되었고, ,

년대 중반에서 보다 주류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1990 (mainstream) (Norri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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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Ⅳ

이처럼 우리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그 증거들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

러한 행위자의 변화와 함께 어떤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시민운동이

급격히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래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은 아이징어.

에 의해 도입되어 체계화된 이론이다 여기서 기회 는 동원집단의(Eisinger, 1973) . (oppertunity)

외부에 존재하는 변수들에 달려있으며 기회 와 위기 를 동시에 내포하는 집단(chances) (risks)

행위의 선택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Koopmans, 2004: 65-67).

두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정보화와 민주화라는 변화이고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

조 속에서 저항적 시민은 등장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유형을 만들고 있다.

첫째 정보화는 중요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이다 정보사회는 시민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 .

을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 웹 과 을 구분하는 디지털 매개적 구조와 디지털 융. 1.0 2.0

합적 구조는 또 다른 차이점이 나타난다 웹 이 단순한 활용의 시민운동 형태라면 은. 1.0 2.0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형태의 시민운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웹 이 시민참. 1.0

여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면 웹 은 조직화와 동원의 도구가 되고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2.0

하는 단계로 진화한다 따라서 웹 은 참여의 아키텍처가 아닌 운동의 아키텍처로 진화했. 2.0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실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은 중요한 도구,

가 된지 오래다 시 공간 제약과 경계 없는 새로운 사회집단과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커뮤. ,•

니케이션 방식이 개방 참여 공유의 웹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2.0 .• •

융합은 사회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정보와 콘텐츠의 수렴과 확산으로 재구성된 구조

는 정보습득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다원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시민들의 정보 습득력.

을 향상시켜 디지털화된 식견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웹 의 개방적인 서비. 2.0

스가 등장하면서 시민참여 채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마이스페이스.

나 페이스 북 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http://www.myspace.com) (http://www.facebook.com)

사이트가 등장하고 트위터 같은 단문형 블로그가(social network) (http://www.twitter.com)

등장하고 영상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인 인 미디어 시대를 열고 있다 이제 정보 네트워크1 .

사회에서는 기존 전문가 집단과 아마추어 집단의 경계가 없어지고 시민의 새로운 방식의 참

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서키( 2008).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한국과 이란 버마 중국 등의 사례에서 새로운 시민 정보네트워크의, ,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확인했다송경재 즉 시민들이 웹 을 활용하여 기존 정보권력( 2009). 2.0

을 가진 지배집단과 경합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년 한국의 촛불시위에서 광우병 안. 2008

전론을 설파한 보수신문과 경계론을 설파한 유무선 인터넷과의 정보전쟁의 승패는 정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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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위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이버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킹 블로그 미니홈피를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가 등장하고 수렴되고 통합 확산되는 과, , ,

정의 반복에서 인터넷 기반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년 이란 대통. 2009

령선거 부정 시위과정은 이러한 정보네트워크에서 연계와 인터넷 시민운동의 확산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란 바시지 민병대의 총격을 받은 네다라는 이름의 한 살 소녀가 마지막 숨을. ‘ ' 16

거두는 장면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와 트위터에 공개되자 순식(http://www.youtube.com)

간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됐다 이후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란 당국의 폭력적인 시.

위진압에 항의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직접행동으로까지 발전했다뉴시스 년 월 일( 2009 6 22 ).

둘째로 살펴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민주화의 진전이다 특히 한국은 년대 이후 산. 1990

업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성과물이 나타난다 그것은 제도적 절차적. •

인 민주주의의 공간이 확보 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민권이 확보된 공간에서 집.

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존중되는 공간이 열린 것이다 마, .•

치 정치적 구조가 새롭게 형성됨으로 인한 정치구조의 재변동과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는 사회구조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시민.

의 인식 변화는 민주화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 이후 년간 한국정치 환경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계로서 구축되었고 더 거슬러60

올라간다면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권위 독재 관료주의적인 산물이 계속되었다고, ,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식민지배와 권위주의 정권시기 장기적으로 경로의존적 경향이 있.

으며 결국 한국의 권위적 절차적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알려준다(North•

때문에 시민운동의 주요한 흐름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권 투1990).

쟁 중심적 경향을 보인다.

이후 년대는 억눌려왔던 시민의 다원화된 요구가 표출되면서 권위주의와 국가권력에 대1990

한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고 이는 정치 사회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복지 여, , ,

성 평화 인권 등 사회 전 영역에 망라되어 전국에 걸쳐 수만 개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는, , ,

계기가 되었다정태석 년을 계기로 시작된 시민운동의 등장은 국가권력의 견( 2000, 13). 1987

제 자본주의의 순화 사회적 약자 지원 국제원조 대안사회 모색 지구문제의 공동대응 등, , , , ,

거의 전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년대와 년대를 관통하는 시민사회운동은 권위주의 정부의 퇴진 대통령 직선제1980 90 ,

실현 문민정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단계적 민주화의 시발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절, , .

차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탄압국면은 사라지고 점차 제도권내로,

진입하고 합법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장우영 년대 이후 절차적 민주화( 2006, 53-54). 1990

또는 최소정의적 민주주의 는 비록 제한적인 차원에서(minimalist conception of democracy)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거 국가가 주도하는 동원형 정치통치 시스템이 근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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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는 새로운 저항적 인터넷 행.

동주의의 자양분이 된다.

민주화 이후 세대의 등장은 후술하겠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선거에 익숙하고 자율적인 지배능력이 기존 세대와는 다르다 이런 세대적 특성은.

가정에서도 발견된다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정폭력은 전존하지만 많이 사라지고 있으.

며 가정 내에서의 성적 평등 권위주의의 해체 등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민주,

주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영위하고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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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민운동의 동학과 정치적 함의.Ⅴ

이 장에서는 상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민운동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

고자 한다 앞서 연구 결과는 인터넷 시민운동 분석에서 행위자와 구조에 대한 디지털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의 변화라는 구체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시.

민운동의 구조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떻게 공진화 하는가를 규명했다.

은 탈권위와 탈집중의 느슨한 연계로 행위자인 시민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동시ICTs

에 추동하며 사회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된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상호 추동하는 네트워크 연계성 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운동은(network connectivity)

바라바시의 주장대로 단순한 네트워크 확산성만을 상정하지 않고 그들 간의 연결과 수렴, “

그로고 자기 진화하는 형태의 인터넷 시민운동 이라 지칭할 만하다” .

시민성 의 다층화에 따른 인터넷 시민운동은 그 변화상만큼이나 다양한 변인에(citizenship)

의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내용이 보다 다원화되고 현행 대의제의 위기 국면이.

가속화 될 수 있듯이 다양한 변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와 행위자의 연계성 속에서 인터넷 시민운동의 동학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음 그림 과 같은 시민운동의 동학을 제, < 1 >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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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해석하면 네트워크 사회에서 행위자인 시민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 1 > , .

인 산업사회에 기반한 계몽적 시민에서 참여적 시민으로 그리고 저항적 시민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은 저항적 시민의 단순히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습득과 확산 민ICTs ,

주적 훈련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시민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은 현대 시민운동.

의 형태를 가지 층위로 세분화시킨다3 .

첫째 층위는 계몽적 시민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시민운동이다 이런 형태의.

시민운동은 주로 소수의 시민운동 지도부가 다수의 대중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따.

라서 시민운동의 조직화와 동원은 주요한 방식이 된다 주로 오프라인 기반의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운동에 초점을 둔다 이슈 역시 권위주의적인 상황 내지는 민주주의의 확.

대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권리와 민주정부 수립 등에 초점을 둔다.

둘째 층위에서는 디지털 매개의 새로운 참여적 시민이 등장한다 참여적 시민은 전통적인 시.

민운동 이슈보다 확장된 사회의제에 관심을 가진다 민주화라는 거대담론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담론으로서 여성 노동 빈민 환경 통일 평화 등 다원화된 이슈를 다룬다 그리고, , , , , .

참여적 시민의 가장 유력한 무기는 기존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오프라인 조직화 동원화가•

아닌 을 적용하여 유력한 사회무기화 한다ICTs .

마지막 층위는 저항적 시민과 디지털 융합 시민운동이다 저항적 시민은 평화적 저항의 정치.

일상화를 추구하고 참여시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

인 조직화를 통한 저항 행동주의 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적 판단 있는 식“ (protest activism)” .

견 있는 시민 이 사회참여적인 공익적 시민 으로(informed citizen) (citizen for public interest)

진화하고 이제는 저항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항의 형태는.

단순한 거리의 투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주권운동 투표 거부 항의행위 입법, , ,

청원 사이버 시위 사이버 커뮤니티 조직화 불매운동 자원봉사 및 후원 등 다양한 스펙트, , , ,

럼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조직화 된 무기는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운동방식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 단계에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주로 온라인에서 동조세력을 규합한

다 그리고 동조세력이 가시화 될 경우 집단행동을 전개하고 집단행동의 성과를 다시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선과 무선을 연계하는 다양한 문자 서비스 블. ,

로그 토론장 게시판 사이버 커뮤니티를 오가면서 웹 방식의 시민운동 양식을 창조적으, , 2.0

로 사용한다 따라서 저항적 시민은 거리의 투쟁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

인에서 같이 활동하는 신인류적인 시민운동의 모든 형태를 지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의 개 층위가 결코 동 떨어진 구조가 아니라 진화하는 구조라3

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시작되지만 고도의 웹 정보사회의 등장은 강력한 시민운동의. 2.0

무기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의 성격은 점차 다원화 되고 여기에 결정적인 의 웹 등,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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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기존 시민운동의 영역과 범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웹 기반의 다양한 소셜 네. 2.0

트워크의 구축은 그야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그리고 정보 콘텐츠가 다른 영역으로

으며과 수렴하는 인터넷 시민운동으로 발전한다 구조를 성격은과거 산업사회나 웹. 2.0 1.0

방식의 집중형 네트워크와 같이 일상적인 연대와 통신망을 갖춘 구도가 아닌 탈집중형과 분0

산형 웹 조직으로서 시민이 연대와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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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대신하여.Ⅵ

이상 분석에서 우리는 인터넷 시민운동을 행위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정보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동학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인터.

넷 시민운동은 설명변인들시민 정보화 민주화 간의 삼항독립적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 , , )

합한 새로운 시민운동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시민운동의 전범을 만든.

것은 시민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진화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 시민운동이 디지털 기반의 시민운동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그것은 각각의 층위가 중

첩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대 시민운동이 반드시 인터넷 기반으로 일어나.

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슈에 따라 그리고 대응에 따라 인터넷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기존 오프라인 기반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요컨대 저항적 시민이 디지털화 될 경우 시민참여와 인터넷 시민운동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으며 시민운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의무적인 계몽적, .

시민이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성을 지칭한다면 참여하는 시민과 저항하는 시

민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인 집단화 된다 이러한 시민성의 변화 즉 행위자의 인식변화는. ,

기존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보다 친시민적인 정부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민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내용이 형식을 규정.

하는 변증법에 따라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형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인터넷 시민운동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년에만도 이란과 티베트 미얀마 등의(Kalathil and Boas 2003). 2008 ,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인터넷 시민운동의 위력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즉 권위에 대해 저항하.

고 시민의 참여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자발적인 참여와 특정 이슈에 민감한 교육된 시민이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산업사회 시민과 달리 대표자를 선출하는 수동.

적 제한적 시민이 아니라 대표를 감시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시민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 , .•

시민들이 참여저항의 아키텍처로서 사회적 운동도구인 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확산력ICTs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구조로서 민주화 변인 역시 중요.

하게 작용한다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는 시민의 이슈가 확산되면 수동적이고.

단순 참여하는 시민이 아닌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무브온 과 같은 저항적 디지털 기반 시민단체는 부시정부 하에서 이(MoveOn.org Staff 2004)

라크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한 바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인터넷 시민운동의 동학을 분. ,

석한다는 것은 향후 새로운 운동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단순히 행위자인 시민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변인으로 단순화했다 인터넷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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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밖에 경제적 요인 이슈의 성격 정부의 대응 등 여러 변인, ,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여 단순화했다 이점은. .

향후 보다 정교한 동학모델을 제시할 과제를 안겨주었다 둘째 실증적인 분석의 필요성도. ,

크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민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

할 수 있다면 시민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변인을 보다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 추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 인터넷 시민운동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효과분석과 원인

분석을 넘어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층위적 해석과 저항적 시민의 등장 등 다각적

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성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터넷 시민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보다 정교한 모델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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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6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정당정치를 넘어―

오현철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누구도 나를 대표할 수 없다.Ⅰ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권력들이 해방 이후 권위적 관행에 젖어 있다가 민.

주화 이후 채 민주적으로 작동되기도 전에 비민주적 대표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년의 촛불을 보라 일 동안 매일 저녁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지만 그들2008 ! 65

이 반대했던 미국 쇠고기는 수입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의지는 좌절되었다 모든 정치적. .

의사결정 권한을 대통령과 의회 등 선출된 대표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의 어원을 따질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상황. Democracy

은 부조리하다.

그럼 민주정부 년 동안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었나 아쉽게도 이러한 현상은 노무10 ?

현 정권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거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노무현의.

선거구호들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 반미면 어떠‘ ’ ‘ ’ ‘―
냐 중 노무현은 집권 기간 내내 아무 것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말과 반대로 행동’―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식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

집권자는 국민의 뜻와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대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그를 선출한 국민들은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

한국 민주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부조리의 근원이다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 ‘ , ,

을 위한 정치로 정의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되’ , DJ,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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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는 주권을 국가기구와 대리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시민을 정치적

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대표체계는 형식적으로만 국민주권 원리를 충족시킨다. .

이 제도에서는 정치 과정 내부에서 사회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사회 균열을 치유하기보다 고착화하거나 오히려 심화시킨다 나아가 정부와 정당이 관료, .

화되어 소수 엘리트들이 위계적 의사결정 구조의 상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

한 대리인들의 활동 영역도 위축된다 이제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대표가 아니라 시.

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치과정을 창출해야할 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아래와 같은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어떤 대표 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representative) .ㆍ
불가피한 경우에 대표의 선출은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정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ㆍ

한국정치의 무능 부패 독선은 정당의 대표의 권력 독점구조에 기인한다, , .ㆍ
소위 대표들의 모임인 정당과 의회 정부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답이 아니다, .ㆍ

정당한 정치적 결정은 시민들의 토의적 참여 기구에서 구해야 한다.ㆍ
정치적 역할을 바꾸어 정부와 정당 의회는 시민들의 결정을 보조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충,ㆍ
실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토의기구의 결정이 정치결사체의 합리화를 추동해야 한다.ㆍ

학술적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은 낯선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토의기구로 기존 대의기구들을.

대체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별도의 국가기구인 제 부를 구성하자는 이. 4

론적 제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법학자 웅거도 제 부 구성을 주장하였고(Leib 2004). 4

달은 소규모 전자공화국 을 제안했다 번하임은 극(Unger 1996). “ (minipopulus)” (Dahl 1989).

단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종식시키고 그 대신 소수의 무작위 샘플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치

적 이슈를 토론케하는 토의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하였다 대의정부를 폐지하(Burnheim 1985).

고 모든 입법과정에서 시민배심원이 최종적 발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도 제 부인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김상준 과 헌법재판(Threlkeld 1998). 4 ( 2007)

소를 폐지하고 시민의회로 대체하자는 주장오현철 이 있다( 2006b) .

위와 같이 국가기구를 대체하는 시민들의 토의기구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조언하는 일시적,

토의기구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은 전세계에 걸쳐 수없이 많으며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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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례들을 보론에서 소개하였다.

글의 순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비민주적 성격을 밝히고 장 토의민주주의적 대안을 제(2 ),

시하며 장 한국에서의 실현 방법을 제안하고 장 요약하고 끝맺는다 장(3 ), (4 ), (5 ).

그리고 이 글은 새롭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필자가 기존에 발표한 아래 글들의 일부를 수정

한 것임을 밝힌다 정치적 대표체계의 민주적 재구성 방안 모색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 ”―
시민사회와 봄 여름 민주주의의 새로운 공간 한국 공론장의 대안적 발전( NGO , 2006 / ). “ ─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여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토의민주주의적” ( 2007, ) “ ?─
대안 시민사회와 봄 여름” ( NGO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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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비민주적 성격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의 불평등성1.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정치행위의 정당성보다는 엘리트 중심의 효율성과 권력간의 견제를 일

차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대리인들에 의한 정치를 선호한다 그 결과 정, .

치는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엘리트와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은 불평등하게 고착된다.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이 불평등을 낳는 이유의 근원에는 선거제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

몽테스키외 루소 헤링턴은 선거가 본질적으로 귀족적인 반면 추첨이 탁월한 민주적 선발, ,

절차라는 동일한 명제를 공유하였다 그들은 귀족주의적 결과는 선거가 사용되는 환경과 조.

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선거 그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처럼 선거를, .

불평등적이고 귀족주의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이다 마넹. ( 2004, 172-182)

첫째 후보에 대한 투표자들의 불평등한 대우, .

둘째 선택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후보의 탁월성, .

셋째 주의를 끄는데 있어서 두드러짐이 가져다주는 이점들, .

넷째 정보 선전비용, .

위와 같은 조건들 때문에 선거는 대중들이 쉽게 입후보할 수 없는 장벽을 세우게 되고 그러,

한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귀족적 신분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선거‘ ’ .

제도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화되는 귀족주의적 정치질서를 낳게 된다.

그러나 근대 공화정에서 선거를 도입했던 문제의식 즉 탁월한 사람을 선출한다는 목적은 달

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 방법의 속성상 어느 것도 엘리트 선출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 .’

마넹 선거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이 선출( 2004, 184-5)

될 뿐이다.

이처럼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귀족들과 투표하는 평민들 사이에‘ ’ ‘ ’

넘을 수 없는 불평등의 장벽이 둘러져 있다 정당의 정체성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유권자의.

감소 상세한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 정계에서 활동, ,

하는 언론 전문가 여론 전문가 기자들이 공론장을 지배함으로써 선거 과정과 그에 참여하, ,

여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회의 전형적인 반영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부와 사. “

회 대표와 대표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넓어지고 마넹 그만큼 지배자와 피지배, ”( 2004, 239)

자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의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선거가 반복적으로 치러지고 다음 선거에서 지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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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황을 치유해주지는 못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가진 통치자를 면직시킬 수 있. “

다는 것이 곧 유권자가 공공 정책의 향방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넹, .” (

그 결과 대의제의 영원한 숙제인 대리인이 국민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시2004, 221)

하는 당사자대리인의 딜레마가 반복된다‘ - ’ .

대의민주주의 이론의 비민주성2.

대의민주주의 주창자들은 이론적으로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하였다 그것은 첫째 규모가 큰. ,

국민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대중들은 정치. ,

적 능력이 낮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참여 비용 때문에 비참여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 , .

치는 선출된 전문가가 전담하는 정치적 노동분업이 타당하다 셋째 대중의 분별력 없는 판. ,

단이 다수독재를 제도화하고 소수를 억압할 것이다.

위의 가정들을 검토해보자 첫째 국민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가 세기에는. , ? 18

규모가 큰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역사적으로 아테네 민주주의와 루소의 공화국은 모두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마,

르크스처럼 대의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도 국민국가 단위의 직접민주주의를 구상하

지는 못했다.

국민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통 통신, ㆍ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근대에 지리적으로 거대한 국민국가에서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를 실

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

고 있다 보비오.( 1992, 86)

그러나 전자적 의사소통수단이 발달한 현대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에 지리적 공간적 이유로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ㆍ
규모가 큰 정부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 피시킨“ ”.(

국민국가가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음모 편견 충동에 의해 공익에 반하는2003, 54) , ,

결정을 내리도록 국민을 몰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 조건이 마련된다면 국민.

국가는 작은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비합리성을 극복하는 정치과정을 생산할 수

있다.

둘째 대의정치 주창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중의 정치능력을 불신했다 그들은 대중에게는 열, .

정과 무지의 베일을 씌우고 엘리트들에게는 전문성과 신중함을 부여하여 엘리트의 통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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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한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합리적이라고 주장.

한다.

매디슨은 대의제를 광대한 국가에서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민주,

정보다 우수한 정치체제로 생각했다 대의제에서는 의회의 토론 을 통해 일반인들. (discussion)

의 열정에 의한 감성적 판단보다 우월한 합리적 판단이 도출될 수 있음을 내세운다.

시에예스는 이와 달리 상업사회에서 시민들이 공공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없으므로 노동 분업 원칙을 정치 영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도 대의 정, .

부를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간주했다 마넹, . ( 2004, 15)

밀 은 입법자들의 능력이 일반 국민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보(J.S.Mill)

다는 대의제를 선호했다 그는 지식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투표자는 의사를 선택할 때와 비. “

슷한 태도로 입법자를 선택할 것이다 피시킨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악명 높은”( 2003, 88) .

복수투표 를 제안한다(plural voting) .

그러나 현대와 같이 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대리인들이 국민들보다 더 심도 깊은 전문

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대리인들이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더 전문적 지식을 가.

질 수 있겠지만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리인들만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오히려 민간 전문가들의 전.

문성을 사장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현대의 선거 과정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의회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

치와 선거과정이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입후보자들은 차적으로 정당 간부와 지도1

자에 의해 선별된다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편견에 의해 차적으로 낙오되며 당선 된 후 의. 2 ,

회에 등원해도 이미 고정된 당헌과 당론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게 된다.

나아가 의회에서의 토론이 대중들의 즉흥적인 판단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의회에서 합리‘ ’

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러나 현대의 의회는 의원들간의 토론보다는‘ ’ .

정당 지도부간의 타협과 거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의회의 본회의는 더 이상 토의적 토론.

의 광장이 아니며 엄격한 투표규율이 각 진영을 지배한다 결국 의회 내의 투표 방향은 사, .

실상 모든 안건에 있어서 정당별로 동일하게 된다.

셋째 대의제 주창자들은 절대군주가 자행하던 폭정에 대한 공포를 다수의 전제정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고 제도를 디자인했다 다수결주의 비판 여론에 대한 비판 대중정치에. , ,

대한 모든 비판에는 대중의 정치참여에 대한 깊은 불신이 숨겨져 있다 이들은 권력을 엘리.

트들에게 분립시키고 그 권력을 제한하고 절제시킬 때에만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반면에 가장 권위 있는 권력 즉 국민주권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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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을 내포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갈리 역사 속의 폭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중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대중을 선동하고 그 힘으로 대의기구를 접수함으로써,

완성되고 정당화되었다 세기 대부분의 쿠테타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형. 20

식적인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었다 다수의 폭정이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이며. ‘ ’

이데올로기적 슬로건이었다 오히려 다수당의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현 대의제도가 다수.

독재를 고착화하고 사회적 소수에게 현재적 잠재적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ㆍ

대의민주주의 정치결과의 반사회성3.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이익집단의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이 상충되어 정

치 과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한다 의료정책 복지개혁 차별철폐조치 소수자 우대조치 환경보. , , , ,

호 대리모 안락사 등 도덕적 충돌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기적 인간관, , . (Macedo 1999, 5)

에 입각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 의제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간과하였고 그,

결과 정치 과정에는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나 연대의 동기가 자리잡지 못한다 이기적으.

로 욕망하는 인간들을 전제하는 자유주의 정치관으로는 극한 경쟁과 사회분열을 막을 수 없

으며 사회통합을 유도할 방안을 찾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대의제가 선거과정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균열을 따라 국민들을 분리하여 동원하

고 잠재적인 균열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서는 대규모 조직체의 지배에 의해 개별적인 시민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대신에 통합된 과‘ ,

두정치 집단들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이 집단간의 상호작용은 자유로운 대표의 원칙 자체를,

침식하는 조합주의적 협상의 양태를 띠게 된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지상의 목표로 추진하는 대의정치에서는 사회적 균열을 치유되어야할 정,

치적 과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선거에서 활용해야할 재료로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선거 이전. ‘

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균열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선택의 항.

목은 이미 존재하는 균열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들은 이 가운데 어떤 하나의,

분열을 실행시킬 수 있다 마넹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사회에 잠재하는 분할.’ ( 2004, 270)

선을 제시하고 청중은 제시된 분할선에 반응하여 투표한다 이러한 사회분열 결과는 다시, .

사회갈등을 구조화하며 그러한 사회적 갈등은 개인간의 신뢰를 통해 회복될 수 없다 정치, .

인들이 조작한 한국의 지역균열과 지역투표 성향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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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한계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제는 본래 결함이 많고 불완전하고 정당성을 결여하기 쉬운

체제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한.

국에는 더욱 비관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한국 정당의 구조적 결함①
편향성 이데올로기 이익 계급 지역, , ,―
비전문성 선출된 자들의 자질 부족 제도적 왜곡공천, ( )―
부도덕성 부패 몰염치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
무책임성 결과에 책임지지 않음 잦은 정책 변경,―
권력순응성 당론 집단순응사고 집단극단화, (groupthink), (group polarization)―

대표체계의 한계②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복합적 중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ㆍ
첫째 극단적 가치갈등 환경문제새만금과 부안 방폐장 등에서 표출되는 환경가치와 개발이, . ( )

익 사이의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둘째 극단적 이념갈등 과거 독재 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시민사회에 침전되어 형성된, .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와 이에 저항하는 진보적 시각이 부딪히는 첨예한 이념적 대립으로ㆍ
햇볕정책 국가보안법 개폐 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 .

셋째 지속적 지역갈등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재구조화되는 패권, .

적 집단정체성과 이에 반작용하는 대항적 집단정체성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넷째 고질적 노사갈등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지 못하는 노동관련 법규, . ㆍ
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 사법부의 비민주적 태도에 의해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정,ㆍ
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되는 비생산적인 노사갈등이 엄존한다, .

다섯째 잠재적 노노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갈등은 아, . / , /

직 전면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장차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계급투쟁과 전면적인 사회,

분열을 야기할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

여섯째 잠재적 빈부갈등 빈부갈등이 전면적으로 분출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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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분노에서 볼 수 있듯이 장차 심각한 빈부갈등이 예견된다.

일곱째 잠재적 권역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대, . ㆍ
해진 수도권과 빈사상태인 지방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복합적 갈등구조가 고착.

화된다면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서 총체적인 사회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위와 같은 복합적 갈등들을 패키지화된 정책을 제시하는 한 두개의 정당이 해결해주지 못한

다 한국의 정당은 지역대표성을 강하게 나타낼 뿐 여타의 사회적 균열구조를 반영하지 못. ,

하기 때문이다 복합적 갈등과 균열을 반영하는 최선의 대표체계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하.

는 비례대표제이며 현실적으로는 층화무작위추출에 의해 임의로 대표를 선발하는 방법이 최,

선이다 보론에서 소개한 공론조사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토의 구성원들을 선발한다. .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 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

145

토의 민주주의의 대안.Ⅲ

시민참여와 시민결정1.

정당 노조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기존의 정치결사체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 , ,

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체계에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모순들을 자유.

롭게 소통시키고 정책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로는 정.

치결사체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합리성으로 무장하도록 유도한다, .

이를 위해 세가지 이론적 목표를 설정한다 새로운 경로는 첫째 정치적 결사체들을 발전적. ,

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결사체들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결사체들의 정책개발 능력을 견인하고 도덕성을 고양시키며 시민들에 대한, ,

책무성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시민들이 정치적 요구를 제도화된 공론장의 토론 의제로 상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

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복합적 갈등구조를 반영하는 대부분의 의제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

대리인들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로 인해 제도화된 정치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다, .

따라서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제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제도화된 경로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자발적 이성적 참여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자율적 참, .ㆍ
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귀족정치와 다르지 않게 된다 정치를 혐오하고 탈정치화되어 있는 시.

민들이 적극적 이성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대의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양립가능해야 하고 비합리주의 선입견, , ㆍ
등의 자유주의자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대의제 투표 관료와 전문가의 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ㆍ ㆍ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와 다른 토의민주주의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토의민주주의는 시민참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의 시민참여 제도들포커스 그룹 시나리오워크숍 규제협상 협. ( , , ,

력적 문제해결 시민자문위원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과 함께 공동체대화 참여예산제 공론, , , ) , ,

조사도 새로운 방식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보론을 참고( ).

이 제도들의 영향력은 법적 제도적인 강제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이,ㆍ
참여하여 도출한 결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축적되었다 이러한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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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고 한국의 저발전된 정치결사체들이 내부로부터 합리화를 추동하도록,

시민사회가 외부로부터 견인하기 위해 제도적 강제력을 담보한 적극적 시민참여 제도를 탐,

색해볼 수 있다 그것은 시민과 정치결사체가 각각 이슈제안과 정책결정을 분업적으로 담당.

하는 정치적 노동분업 체계의 구조를 뒤집는 것이다.

정치적 노동분업에서 토의적 정치분업으로2.

기존 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 시민사회를 분리하고 국가에는 의사/

결정권한을 시민사회에는 의견형성권한하버마스 만을 부여하는 정치적 노동분업 체계, ( 2000)

를 당연시 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진보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이론가들도 이에 대.

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민사회로부터 분화 전문화된 정치사회가 정치를. ‘ ’ㆍ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의미를 파괴한다.

이와 달리 토의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는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자 지위를 부

여한다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행정부 의회 정당 노조 시민단체 시민와 집행(Weeks 2000). ( , , , , , )

하는 주체행정부는 동일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토의적 시민이 된다( ) .

위와 같이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의사소통권력이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는 의사결정을

위한 아젠다 선정과 자료제공 및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보조적 역할과

토론 결과인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체제를 토의적 정치분업 체제로 명명할 수 있다 즉 결정.

은 시민이 준비와 집행은 국가가 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력관, .

계가 의사결정을 위한 의제 설정국가 의사결정시민사회 집행국가 감시와 견‘ ( ) ( ) ( )→ → →
제시민사회 의제의 재설정국가 으로 순환하게 된다오현철( ) ( )’ ( 2007a, 81).→
토의적 정치분업 모델의 장점은 정책에 대한 심판과 결정의 권한을 시민들이 행사함으①　
로써 정치결사체들이 조직화되고 제한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공익과 양립가능한 법,

률과 정책을 입안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거철에 단 한번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제안,②　
하는 주요한 법률과 정책을 사안별로 직접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정당간 정책경쟁을 유도

한다.

이익집단의 협소한 집단이익이 사회전체의 공익과 조화될 수 있게 수정하도록 압박하고,③　
시민단체가 정부 정당 이익집단 등 다른 정치결사체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의ㆍ ㆍ
견을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평가하는 이슈에 제한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계급 경제 패러다임 성 인권 복지, ,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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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정치결사체들이 전문적 의견을 제출토록 촉구하고 이 문제,

들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이성적 토론이 촉진되도록 공론장을 열어준다.

그럼으로써 정치결사체는 물론 시민들도 주체 제도 사회구조를 통합적으로 사유케하며, , ,⑤　
국가와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공론장을 활성화한다 이 방법이 형식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동. ㆍ
시에 발전시키는 유효한 경로이다.

토의적 정치분업 모델은 이미 많은 국가가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이 결정하는 공동체대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

하고 그들에게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 주요 정‘ ’,

책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대표성 있는 시민들의 토의적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조사 등이 있‘ ’

다 각각의 모델들은 기존의 선호를 전환시키는 실용적 문제해결 공간 계층을 융합시키는. ,

참여유도 공간 전문성과 일상성이 보완되는 대표성 있는 의견형성 공간을 창출하였다이에, (

대해서는 보론을 참고할 것).

전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참여 제도에 대한 경험 조사에 의하면 토의적 정치분업은 정

당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성과 생활세계의 일상성을 유, , ,

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적 결정보다 인식론 차원에서 더 정당하고 경험적 차,

원에서 더 타당한 정치적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이 방법이 활성화되면 정당간 지역감정과 협애한 이념구도 경쟁에서 정책결정을 통,

한 선거승리와 정당성 획득을 촉진하여 정당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 시민들에게 참여에 따.

르는 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결사체에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여 정치결사체의 충원구조를 건전하게 하며 시민의 자발성을 유도하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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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실현 방법은. ?Ⅳ

먼저 활력있는 시민사회를 가꾸고 그 토양 위에서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 쟁점과 민주적 압력을 만들어내는 정치감각과 상상력을 갖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

하버마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이 의사결정권한 없는 약한 공( 2000, 560). ‘

중들의 토론장 역할에 국한된다면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 .

공론장은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된 시민들인 강한 공중 의 이성적인 토론을 통‘ ’(Fraser 1991)

해 정책을 결정하는 공간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민주주의 질적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적극적 시민참여 방법들을 활성화하는 한편 나아가 그.

결과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할 때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위기론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의 토의를 활성.

화하여 시민사회의 보수적 흐름이병천 홍윤기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무기력한( ) ,ㆍ
결사체들최장집을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자발적 정책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통계( ) .

적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면 관료 정치인 기업 정, , ,

당들이 장악한 의사결정 통로유철규를 개방시킬 수 있다( ) .

또 직접 참여 결정으로 국민들의 정치 효용감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이, (

광일를 높인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충돌 문제손호철를 권한위임 방식의 한계) . ( ) ,

를 명확히 하고 위임방식 재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독점이 결합. ㆍ ㆍ
된 기존 사회구조조희연를 대신하여 독점구조에서 배제되었던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 ,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토의적 정치분업은 시민들을 강한 공중으로.

만드는 주요한 방법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해 채택할만한 대안이다, .

현시점에서 이를 위한 방법은 지방에서부터 시민들이 생활정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민주적인 지방정부 혹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곳에서부터 토의민. ,

주주의적 시민참여 기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보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토의민주주의 실천.

사례들이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감독 문제나 주민복지 제고 등의 문제에서 시민들이,ㆍ
해당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시민들의 권능을 강화하.

고 지역 압력집단의 로비 압력을 회피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합리화할 수 있,ㆍ
다.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할 때의 장점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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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이해하기 쉽고ㆍ ㆍ
실천하기 쉽고ㆍ
성과를 내기 쉽다는 것이다.ㆍ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년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당과 연대하는 것을 고려할2010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참여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

지방선거에 참여할 때의 위험요소는

실패하면 시민운동 쇠퇴의 위험성이 있고ㆍ
성공해도 지역 정치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시민운동의 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ㆍ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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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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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토의 민주주의의 실험들:

윅스 는 토의민주주의의 목표를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의적 과정에 정보(Weeks 2000) “

를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토의민주주의 이념이 제도화되기 위한 요건을” ,

제시한다 그것은 대중적 참여의 폭이 광범위하고 참여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 , ,

참여 방식이 토의적일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eks 2000,

오현철360-363; 2006b, 166-67).

첫째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공청회 자문회의 위원회 테스크 포스 등 기존의, . , , ,

시민참여 과정에는 해당 정책에 이해관계를 갖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토의민.

주주의는 이와 달리 다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특히 일반 대중을 대신할 수 있는 집단

성 인종 지역 계급 연령 등으로서 대표성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둘째 정보에( , , , , ) . ,

근거한 공적 판단 이 필요하다 토의민주주의는 빈약한 정보에 의존하고(public judgement) . ,

피상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여론이 아니라 정보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공적 판단, ,

을 요구한다 셋째 충분한 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토의를 조직하는 과정은 창조적 지성. , .

과 규범적 평가가 수반되는 구성적 활동들이어야 한다 토의는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

고 문제의 특성과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합리적 토론을 촉진하고 성찰적 판단을, , ,

이끌어내야 한다.

위의 요건들이 토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 조건이라면 바아버가 제시하는 참여민주주의,

를 위한 요건들은 토의민주주의가 목적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 윅스의 요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토의민주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아버의. ,

요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토의민주주의가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아버가 제시하는 참.

여민주주의의 제도화 요건들은 아래와 같다바아버( 1992, 382-383).

첫째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대의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양립할 수, . ,

있어야 한다 셋째 비합리주의 선입견 획일성 협량 등과 같은 자유주의자의 염려를 직접. , , , ,

다루어야하며 특히 기존 방식과의 차이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넷째 근대성의, . ,

장애물들 즉 규모 기술 복합성 지역주의의 역설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 , . ,

대의제 단순한 투표 관료와 전문가의 지배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인들의 통, ,

치 대신에 시민들의 통치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살펴볼 새로운 공간들은 출발선에서 윅스의 요건들을 만족시키며 결과에 있어 바,

아버의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합당한 토의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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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문제해결 공간 선호가 전환되는 공간1. :

공동체 대화 는 윅스 가 개념화한 토의민주주의 방법으로(community dialogue) (Weeks 2000)

써 공동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토론 후에 기존의 선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대안을 선택,

하는 선호전환 을 한다 이것은 토의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인‘ (preference transformations)’ .

토론을 통한 합리적 선호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공동체 대화는 공적 문제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민,

들에게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복합적이고 엄격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럼, .

으로써 의제 설정 전략개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복합적인 의견 교환, ,

을 가능하게 한다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토론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게.

하고 전략개발 단계에서는 유망한 대안을 검증하도록 하며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선호하는, ,

경로 를 선택하도록 한다 각 단계마다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뉴스레터와 요약문이(course) .

공동체의 모든 가구에게 제공된다.

요약문은 공동체의 토론 내용을 소개하며 시의회에 제출되는 정부보고서에 필적하는 정보를

담는다 이 요약문에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지가 포함된다 워. .

크샵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무작위로 소수의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되며 워크샵은 정치,

적 반목을 구성적 토론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킨다 워(Weeks 2000, 363).

크샵에 참여하거나 요약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동체의 일부분

특히 스스로 자원하는 집단의 관점만 대변한다 따라서 복합적 표본조사로 보완한다 복합적. .

표본조사는 질문지의 결과와 워크샵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공동체 대화.

는 특정한 이슈를 사전에 행정부가 제시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뒤에서 살펴볼 보다는EPG

시민참여의 활동영역이 좁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하고 정밀.

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개 도시는 공동체 대화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이 직면한 논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3

였다 오레곤주의 유진시와 캘리포니아주의 사크라맨토시는 공통적으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

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치, .

적 의지는 부족했다 정치인들은 세수증대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았고 이익집단들은 자신들. ,

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도시의 시의회가 사용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았다 두 단계의 공동체 워크샵 모든 가구에 발송된 정보가 풍부한 균형예산 질문지가. , (

포함된 요약문 균형예산 질문지와 보충 질문지를 사용한 샘플 서베이를 활용하였다 워크) , .

샵 참석율은 기대이상이었다 이전에 시가 개최한 공청회에는 명 이상이 참석한 적이 없. 200

었으나 워크샵에는 명 이상이 참석하여 시간 넘게 토론하였다, 860 3 .

유진시에서 실시한 공동체 대화의 결과 도시발전 경로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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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쾌적한 환경과 대안적 교통 수단을 강조하는 고밀도 도심 개발 정책을 광범위하게

지지하였다 모든 자료들질문지 공동체 워크샵 샘플 서베이이 동일한 결과를 지지하였으. ( , , )

며 그 과정에서 보편성이나 다의성 을 희생하지 않았다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시, (ambiguity) .

의 공동체 대화에서는 세금인상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토의단계에서 세금인상거부‘ ’

라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세금 인상안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세금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가. ,

치 있는 공동체 서비스를 잃지 않기를 바랐다.

공동체 대화는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첫째 정치적 교착상태를 극복가능하게. ,

하였다 둘째 시민의 의사소통문화를 발전시켰다 셋째 공동체 대화를 주관한 조직에 지속. , . ,

적인 효과를 낳았다 유진 시의회는 전통적인 시민참여 방식보다 공동체 대화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넷째 매스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매스컴은 공동체 대화를 홍보하고 공동. , . ,

체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책 영향력에서도 의미있는 결과, .

를 낳았다 유진시와 사크라맨토시 의회는 공동체 대화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선호를 그대.

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사크라멘토시는 이후에 공동체 대화를 정규 예산입안 과,

정에 통합하였다 위 사례에서 시민들은 중요한 공동체 이슈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에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난해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지적 에너지를 투,

여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적의식적 참여 유도 공간 계층이 융합되는 공간2. :

펑과 라이트는 토의민주주의의 이념을 적용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시민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로 명명하였다 는 당면한 문제들에EPG (Fung & Wright 2003). EPG

대해 주민들이 직접 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대의기구가 직,

면한 문제들을 토의적으로 해결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킨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카고의.

주민 거버넌스 위원회 미국의 멸종위기 생물을 위한 서식지 보호 계획 브라질 뽀르뚜 알‘ ’, ‘ ’,

레그리의 참여예산제 인도 웨스트 벵갈가 케라라의 판차야트 개혁 등이 있다 는 세‘ ’, ‘ ’ . EPG

가지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첫째 실천 가능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밑으로부터. , . ,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의 다양성을 공유케 하며 이 과정,

에서 전문가들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셋째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

(Fung & Wright 2003, 16-7).

사례 중 하나인 뽀르뚜 알레그리시의 참여예산제의 기본원칙은 위의 원칙들과 함께 참EPG ,

여자들 스스로 결정한 내부규칙에 따라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재원의 우선순위 결,

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배분하며뽀르뚜 알레그리의 경우에는 시예산의 정도 예산이 투(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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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사업의 평가과정에도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하승수 그러나 참여예산제의( 2003).

가장 큰 특징은 우선순위 뒤집기에 있다 참여예산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보다 가난한 사‘ ’ .

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았

고 이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은폐된 사회적 장치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최.

하위의 동네 단위 총회부터 최상위의 참여예산평의회로 구성되는 참여피라미드는 철저하게

아래로부터 조직되었다하승우( 2006, 114).

그레는 참여예산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버마스가 법치의 근간이 되는 이상들을. “

일반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묘사하는 덕의 과정이 뽀르뚜 알레그리의 현실에서 구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레 그레는 이처럼 조화로운 동시에 시민의 덕성이 발현된 이유를 참여”( 2005, 189).

예산제가 피지배자의 관점을 중시함으로써 분배 정의의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한 사실에서

찾고 있다 하버마스의 이상은 이처럼 시민이 국가와 권력을 공유할 때 실현될 수 있다. .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낳았다 부패와 예산낭비.

가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며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공정하, ,

게 반영되고 참여예산제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단점이 수정 보완되면서 매년 좀더 바람, ㆍ
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가고 참여예산의 과정을 통해 시행된 사업들이 주거환경 개선 환, ,

경오염 감소 문화 예술의 발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신장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ㆍ
하승수 참여예산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소외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2003).

하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단일 안건에 합의하는 계층융합 효과를 낳았다, .

펑과 라이트는 와 다른 사회적 선택 방식을 비교하여 토의적 방식의 장점을 다음과 같EPG

이 설명한다 첫째 전통적인 대리인과 전문가들의 명령과 통제와 비교할 때 는 대리인. , , EPG

과 전문가들이 한다 둘째 선호집합투표와 비교할 때 투표는 합당성 공정성 타인의 수용가. , , , ,

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게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닱음과촉발하

고 당면점을 다음과한다지도 못했다 셋째 전략적 협상과 비교할 때 전략적 협상에서 사용. . , ,

하는 수단은 위협 영향력 허위진술가능성었다 이러한 방식들과 비교할 때 토의합당갱장 민, , .

주적인 동시에 당면점을 과한다에당갱장 효과적이었다오현철( 2006a, 113).

모델은 정책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효율적이라는 점EPG

을 증명했다 가 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에 맞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 EPG . ,

람들을 모으고 힘을 부여한다 둘째 토의 과정이 유용한 정보와 대안들을 제시하므로 기존. ,

방식보다 우월하다 셋째 피드백 과정을 단축시킨다 넷째 다양한 구성 집단. , . , (component

을 배출한다 또한 는 공정하고 평등한 결과를 산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groups) . EPG ,

적으로 참여시켜 평등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켰으며 돈 권력 인원수 신분 대신 토의 규칙에, , , ,

따라 결정하는 집단들의 출현을 유도하고 새로운 참여집단들을 재생산하고 사회적 소외 계, ,

층에 유리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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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대화와 구별되는 장점을 지닌다 가 이러한 사회재구성적 효과를 나타낸 이유는. EPG

확실한 참여동기 즉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표성 있는 의견형성 공간3. (representative) :

전문성과 일상성이 보완되는 공간

공동체 대화와 는 각각 고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실EPG .

천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공간에서 토의민주주의를 실.

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통계학적으로.

대표성 있는 시민들의 생활세계적 일상성을 결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 집단 극단화의 단.

점을 예방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과 토의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피시킨은 공론조사 가 정치적 평등과 토의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deliberative polling)

고 주장한다 공론조사는 약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슈를 토론한 후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500

의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이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투표자들이 결여하고 있는 정책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갖춘 사람들이 토론 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

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론조사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전체 국민주민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진. ( )

지하게 토론한 후에 내릴 결론으로 간주된다.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사를 확인.

하기 위해 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견 분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1 ,

는 토론 참여자 표본을 추출한다 해당 이슈와 관련된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균형 있게.

적시한 자료집을 제공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참석 대상자들을 소.

집하여 무작위로 소그룹 토론을 실시하고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와 정치가로 구성된 패널과,

의 토론도 실시한다 그 후 공론 을 확인하는 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public judgement) 2

(Fishkin 2003, 10).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대만 덴마크 불가리아 헝가리 중국에서 전, , , , , , , , ,

국적 지역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공론조사를 여회 실시하였다 썬스타인은 공론20 .•

조사 결과를 보고 자신이 주장한 집단 극단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썬스타.

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공론조사는 첫째 하나의 집단으로서 투표하지 않. ,

으며 개인의 의견들이 비밀리에 취합된다 둘째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다양성과. ,

대표성을 띤 소세계 를 구성한다 셋째 전문가 패널은 소집단 토론에서 나오는(microcosm) . ,

질문에 답변해줄 수 있다 넷째 조정자 가 특정한 사람이 토론을 지배하지 못하. ,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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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양. ,

극단의 시각을 균형 있고 상세하게 제시하는 문건을 제공받는다 이처럼 외부의 관점들과 전.

문가 패널이 토의자들에게 논증 풀을 제공해줌으로써 단순한 집단 토론과 다른 방향으로 개,

인들을 인도한다(Sunstein 2003, 97-98).

이로써 공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전체 시. ,

민들이 이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결론을 사

전에 파악한다 둘째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토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한. ,

된 정보 풀에 의존하는 생활세계나 미디어의 토론보다 인식론적으로 우월하다 셋째 토론. ,

참여자들이 결정권을 보유하므로 전문가들의 영향력은 오직 논증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 넷.

째 토론 참여자들을 지역 성 연령 계층 등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학, , , ,

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이 점에서 모든 시민은 참여기회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하다 다섯째. . ,

소그룹 토론은 다중 토론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여섯째 소그룹 토론에서는 조정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소. , ,

수의 사람이 토론을 주도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다수의 의견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한다 이 방.

법은 의견의 집단 극단화를 예방한다 일곱째 전체 토론은 소그룹 토론에서 가졌던 의문점. ,

들을 전문가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토론케 한다 소그룹 마다 토론 수준과 정보의 활용 면에.

서 나타나는 차이의 간극을 없애준다 여덟째 전체 토론 후에 표결로 결론을 내린다 그 결. , .

과는 단순한 선호집합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집단적 선택이다 아홉째 이러한 특성 때문에. ,

공론조사는 대중이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적은 문제 혹은 대중들이 타협에 실

패할 것으로 보이는 갈등 사안에 특별히 적합하다.

공론조사 사례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선발된 시민들에게. ,

주말 토론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둘째 토의의 결과 많은. ,

사람들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이 토론 후에 의견을 바꾸었다 셋째 토의는 정책에 대한( 2/3) . ,

의견 변화뿐만 아니라 투표의사 자체를 상당히 제고시켰다 넷째 토의를 통해 발생한 의사. ,

변경은 주로 지식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의견 변화는 교육 정도와. ,

사회적 신분 혹은 소득 같은 표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여섯째 토의. ,

는 보다 일관성을 갖는 의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갑보다 을을 을보다는 병을 병보다. , ,

는 갑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비일관적인 의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Fishkin 2003, 21-3).

위와 같은 사실들은 토의민주주의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반박하는 강력한 경험 자료들

이다 시민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슘페터류.

의 엘리트주의를 근원적으로 무력화하고 선호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익다원주의와 합,

리적 선택이론의 가정을 전반적인 의견변화 현상이 반박하고 기득권 계층이 토론 결과를 좌,

우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나 차이의 정치론의 비판을 잠재우며 토의에 의해 일관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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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선택이론에 대한 경험적 반증을 제공해준다.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마친 후에 자신들의 선호를 교정할 수 있으며 그러,

한 의견만이 진정한 선호와 공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를 이익 갈.

등과 대립의 장으로 보던 관점에서 공공선의 창출을 위한 토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려는 동기

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공론조사는 표본추출에 있어 인구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표본.

집단은 이상적인 비례대표제가 구현할 수 있는 대표기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급 성 소수자 신분 지역 계층 등 사회적 균열 집단들의 의견과 이해가 직. , , , , ,

접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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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양극화 전환기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정치에「

대한 제언 에 대한 토론문」

김영미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후 연구원/

김보영박사의 양극화 전환기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정치에 대한 제언 은 소득분배의 악화가“ , ”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원인이 되며 한국 또한 불평등의 증가에 수반되는 문제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전환기에 서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진단에는 전적으.

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정치에 대한 제언 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 ” .

김보영박사는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정치 접근의 위험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필.

자는 시민참여의 폭발 없이 전환기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양극화를 낳고 있는 구조적인 힘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해결을 해왔던 익숙한 방식의 운동

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익숙한 운동정치의 관행이.

란 분업이다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 산업적 시민권의 문제는 노동운동이 인권 복지 환경. , , , , ,

등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는 시민운동이 맡고 운동 영역의 경계가 명확한 가운데 오직 부분

적으로만 연대를 추구해왔던 분업의 관행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무력하다 현재의 양극화를 추동하는 구조적인 힘은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적 참여 없.

이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인 힘 중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은 탈산업화이며 이러한 산업구조변동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이다 제조업 공장들이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들을.

만들어냈던 산업시대에는 고용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가 없었다 고용은 공장 안에.

서 만들어지고 소비는 공장 밖에서 이루어지니 노동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시민의 경계는 명,

확했으며 각자가 추구해야 할 정의의 목표도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경제적 재분배의 요구는.

공장 안에서 노조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 확장의 요구, /

는 공장 밖에서 시민단체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시대는 저.

물어가고 있으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게만 맡기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도 저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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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후기산업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하는 방식은 일자리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금융 등 생산자서비스부문의 일부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들과 유통개인서비, IT ,

스부문의 다수의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뿐이며 그 양도 미흡하다4 )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

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수요의 동력 즉 사회적 서비스라는 새로,

운 영역에 대한 수요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교육 의료 복지 공동체활동. , , ,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일자리들이 새로이 창출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자각을?

필요로 한다 내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과 그에 기반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과거에는 없.

었던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과거에는 유급노동을 통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

에 대한 요구 과거에는 가족의 영역에서 해소되었거나 그러한 가족이 없을 경우 받지 못하,

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러한 요구에 맞는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위로부터의 정책을 통해 자극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사회적 욕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시민정치의 중요성이. .

있다 산업시대의 가족모델 시민권모델에 갇혀 있는 욕구들을 일깨우고 새로운 시민적 권리. ,

의 영역을 창출해 가는 만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우리 시대에는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시.

민권에 대한 자각 없이는 보장되지 않는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 참여가 핵심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것이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의 노동 문제는 그 본질 상 노조운동만을 통해서 극.

복하기 힘들다 비정규직과 같은 조직 외부자들의 문제를 조직에 기반을 둔 운동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또한 여성 청소년 노인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 활동이. , , ,

점차 늘어 나고 있으며 보편적 재분배 요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들의 인정의 요구 정,

체성 요구는 노조 운동의 틀을 넘어설 수 밖에 없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분업 관행을 벗.

어나야만 하는 이유들은 무궁무진하다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이미 이 새로운 연대의 과.

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과 함께 시민참여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할 때이다. . ☼

4) 우리보다 먼저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구미의 경험들을 보면 제조업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중간층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대신 저임금이나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를 겪거나미국 제도적 조직적 규제를( ), ,

통해 저임금일자리의 증가를 막아낸 경우는 노동시장에 진입 자체를 못하는 청년 여성 저학력층이 증가하면, ,

서 실업률이 증가하는대륙유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는 저임금직 양산으로 양극화를 키우더라( ) .

도 실업률을 잡느냐 일자리 보호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키우더라도 양극화를 잡느냐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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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인터넷 시민운동의 동학 에 대한 토론문「 」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송경재의 발표문은 사파티스타 운동 등과 같은 기존의 인터넷 시민운동에 관한 논의 계몽적,

시민과 참여적 시민 등과 같은 시민에 관한 최근의 논의 민주화와 정보화 등과 같은 최근의,

정치구조의 변화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발표문의 핵심 관심사는 노리스의,

저항적 시민 관념이고 그 개념을 통해 송경재는 오늘날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특성을 규명‘ ’ ,

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작업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인터넷 시민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 현상에 적용시켜 그 의,

의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이 발표문은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

으며 단지 향후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발표문에 대한 독해는 그.

개념의 이론적 의의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재는 노리스의 저항적 시민 관념을 계몽적 시민 및 참여적 시민과 구분하여 설명하‘ ’ ‘ ’ ‘ ’

고 있는데 그의 설명법은 우선 세대론과 시민론을 과도하게 뒤섞고 있거나 혹은 세대론, ‘ ’ ‘ ’ ‘ ’

을 시민론으로 등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학은 세대 관념을 대체로 일정한 시대적‘ ’ .

경험의 공유라는 문제 틀 속에서 정의하는 반면 시민 개념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부르,

주아 정치경제 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규정한다 그런데 세대론과 시민론을 뒤섞어버리면. ,

세대론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세대 간 단절성 현상을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관념인 시‘ ’ ‘ ’

민에 관한 논의에서도 과도하게 강조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 실제로 이 발표문은 그 단절성.

을 계몽적 참여적 저항적 시민으로의 전화 쪽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발표문 표“ , , ”(9 ) . <

에서 시민의 변화를 가늠하는 변수들로 제시된 세대 삶의 수준 교육 직업 성의 역할1> , , , , ,

사회 다원성 문제들은 모두 시민적 특성보다는 세대적 현상과 훨씬 더 긴밀하게 연관된 변

수들이다 그리고 시대대중 정보 융합사회나 민주주의 가치대의 참여 저항적 참여 민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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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범주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근대 시민 관념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나 자본주의 체제를 초월하는 변수들이 아니다 따라서 표 은 시민의 변화에 관한 설명. < 1>

이라기보다는 세대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즉 계몽적 시민 참여. , ,

적 시민 저항적 시민이 아니라 계몽 세대 참여 세대 저항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 ,

적절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의 시민 개념 속에 계몽 세대의 요소 참여 세대의 요소 저항. , ,

세대의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표 시민의 변화< 1 > 5)

계몽적 시민 참여적 시민 저항적 시민

세대

시대

민주주의가

치

삶의 수준

교육

직업

성의 역할

사회 다원

성

베이비 붐 세대•

대중사회•

대의 민주주의•

생계 유지•

저학력•

블루 칼라•

근대적 차별•

인종 물질적 불평,•

등

세대X•

정보사회•

참여 민주주의•

물질적 풍요•

대졸 이상의 고학•

력

화이트 칼라•

성적 경계 붕괴•

소수자 보호•

다중 탈물질가치 세,•

대

디지털 융합사회•

•저항적 참여 민주주

의

웰빙 중시•

디지털화된 고학•

력

지식 노동자•

여성 역할 확대•

소수자 권리 신장•

출처 신진욱 을 취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 Dalton(2009, 4); (2008); Negri and Hardt(2008); Norris(2002) .

다음으로 송경재의 발표문은 인터넷 시민운동에 관한 기술결정론적이고 지나치게 낙관주의,

적 전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표 에서 다중 탈물질가치 웰. , < 1> ‘ , ,

빙 중시 고학력 지식 노동 등과 같은 것들을 이른바 저항적 시민의 구성 요소라고 말하, , ’ ‘ ’

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을 왜 저항적인 요소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

하고 있지 않다 탈물질 웰빙 고학력 지식노동 등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지난 년. ‘ , , , ’ 10-20

의 사회변화를 신자유주의로의 개조로 바라보는 라이시 와 같은 연구자들은 지난(Reich) ,

년의 과정을 저항적 시민이 등장한 과정이 아니라 시민적 덕목이 투자자와 소비자의10-20

이익 실현 욕망에 용해되어버린 과정 즉 시민이 쇠퇴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

5) 편집자 주 - 송경재 발제문에서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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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이 강조하고 있는 저항적 시민의 대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기력증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 혹은 작년의 촛불 시위에서 시민들은 다음 아고라를 포함한 다기한 인터넷 사이트와?

아프리카 와 같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새로운 시민운동의 형태들을 발전시켰음TV

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민주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실질,

적 방안은 결국 다음 총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후보를 찍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점차 확

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 발표문은 계몽적 시민과는 다른 저항적 시민 관념으로 어‘ ’ ‘ ’

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인터넷 시민운동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새롭,

게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행동을 어떻게 하면 현재의 정치지배 질서 혹은 정치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작년에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이 세계.

적으로도 전례 없는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촛불 시위에 참여하였지만 시민의 요구,

에 귀를 닫은 정권으로부터 얻어낸 양보는 미미하고 오히려 유모차 부대와 광고주 불매운동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정권에 의해 범법자로 몰려 속수무책으로 처벌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인터넷 시대 시민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시.

민운동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

요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

론적 이념적 차원에서 인터넷 시대 시민운동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에 대하여 말한다면 작년의 촛불 시위에서와 같은 하버마스류의 소통민주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 좀 더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으로 표출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집단지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오, ‘ ’

늘날의 인터넷 시민운동에 운동 엘리트들이 단지 대중추수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방법론을 통해 그것을 적극 지도해야 하는 임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

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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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정당정치를 넘어 에-「 」

대한 토론문

오승용 전남대학교 연구소 연구교수/ 5.18

민주주의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 중의 하나지만 지시대상 에 대, (referent)○
한 일관된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음.

원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하는 입장과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변형- (希求

태를 긍정하는 입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간극은 현존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미래상의 차이를 만들어내- ( )

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위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상정하고 현실의 민주주의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로부- ,

터 얼마나 일탈해 있는가를 논하고 민주주의의 이념형에 접근해가야 한다는 언명은 논리적,

으로 설득적인 접근방식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접근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함.

소위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

었으며 시민의 자격을 갖춘 자들만의 민주주의였을 뿐 여성과 노예 등이 배제된 진정한 민, ,

주주의가 아니었음.

그런 의미에서 추첨의 민주성이나 선거의 귀족주의적 엘리트주의적 특성을 언급하는 것- ,

은 이론적으로서 인상적이긴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대안적인 문제제기는 아

니라는 생각이 듦.

역사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어원적 정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민주주의- ,

체제가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임 현실의 민주주의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사고해야 함.

토론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 접근에 반대함 민주주의는 인류가 실현해야할 지- .

고지순한 가치이나 이상이 결코 아니며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한계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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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불합리한 측면들이 다수 존재하는 많은 흠결을 가진 정치체제로 바라보고 있음 다만, .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했던 여러 정치제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하거나 덜 악

한 제도일 뿐임 대안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

함.

사회경제질서와 민주주의○
근대 정치사상가들에게 민주주의는 곧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음 우리가 사고- .

하는 민주주의도 곧 근대적 문제설정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가 사회혁명의 과정과 연계되어 발전해왔기 때문이며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자본주의혁명의,

산물로서 수백 년의 시기 동안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온 정치질서임.

대의민주주의적 질서를 넘어선다는 것은 곧 이러한 자본주의적 정치질서를 넘어선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는데 토론자가 과문해서인지는 몰라도 전자민주주의나 토의민주, ,

주의 논의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토론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음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지.

정치적 대표의 선출이나 의사결정과정에의 직접 참여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질서를 바꾸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토의민주주의의 현실적 어려움○
민중이 진실로 토의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토의민주주의 역시 또 하나의 엘리트주- ?

의적 정치기획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토의 참여자들의 동등한 기회보장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토의에의 호소는 토의결과가 합리적이고 선견지명이 있으며 꾸준해야 하고 분파적이지- , , ,

않으며 공통의 대의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선험적으로 판단, ,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지나치게 당위론적 주장은 아닌지 토의원리가 갖는 긍정적 함의에도 부구하고 정치경- ? �

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소수의 배제와 정치적 차별구조라는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함.

결국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를 배제한 채 토의민주주의를 논의할 수는 없는데- ,

토의를 위한 물질적인 분배조건이 불평등한 현실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에서 평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토의는 불가능하고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은 곧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바,

꾸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음.

진정 대의제는 희망이 없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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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의 비민주적 성격이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문제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해법보다는 결과를 통제하는-

해법이 더 현실적이고 대안적 접근방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즉 대의민주주의가 문제라고 해서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주장-

이지만 대안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 ,

대의민주주의를 민주화시키자는 주장이 더 대안 도출적인 언명이라고 생각함‘ ’ .

발표문에서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한 한국 정당의 구조적 결함과 대표체계의-

한계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문제는 이러한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모색에 있음

결국 대안은 현재의 헌정질서 내에서 대안을 찾을 것인가 아니며 헌정질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가의 선택에 있는데 발표자는 대안을 현재의 헌정질서를 넘어서,

는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토의민주주의를 제시했지만 토론자는 현재의 헌정질서 내에서 합리,

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결국 진단은 비슷하지만 처방을 내리는 철학 내지 이론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함- .

년에 발간된 아렌트 레입하트의 기준 으로 보더라도 한국- 1999 (Patterns of Democracies) ,

은 개 민주주의 국가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국가인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약 여개에36 , 100

가까운 나라들이 자유선거 정기적인 정권교체의 부재 권력자의 권한남용으로 고통 받고 있, ,

음 따라서 대의제를 넘어서기 이전에 대의제의 정상화가 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보. ,

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고 토론자도 그 중의 한 명임, .

또한 토의민주주의는 새로운 헌정질서라는 사고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토론자는- ,

새로운 헌정질서의 구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임 왜냐하면 민중적인 헌법 개정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 ’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헌법은 타도대상이었던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고 년 헌(4�19 , 1987

법 역시 다수당인 민정당이 헌법개정을 주도 철저하게 현재의 세력구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음 현재 상황에서 헌법개정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헌법을 더욱 왜곡시키는 방향으.

로 변화시킬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결론○
토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토의의 기회가 주어지는- .

것은 아니며 모두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님 또한 현재의, .

토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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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지배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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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1

시민정치에 대한 짧은 단상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시민정치가 온전히 구현된다면 우리 삶의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마땅히 평범한 우리네0. .

인격도 달라질 것이다 가까운 이웃에 배를 곯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치자 아주 오래 전 서. .

로 배를 곯고 있던 시절 사람들은 동네 큰 부자나 관에서 가난한 이를 구휼해주기만을 막, ,

연히 기다리고 있었다 끼니 걱정에서 조금 놓여난 다음에 사람들은 밥솥을 열어 그 아이를.

함께 밥상에 앉혔다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동사무소에 빈곤. .

아동이 있다고 신고를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한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

있다면 복지 삶의 질 문제를 시혜를 넘어 권리로 인식한다는 것 시민정치가 온전히 구현된, .

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 사회는. ?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제도 정치 의회 정치의 지체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1. ,

을 가진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그 지체나 미숙함을 일정부분 대행하거나 보완하며 한국 시민

사회의 불구성 을 위로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인( ) .不具性

해 민주주의의 퇴행과 역진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압축적으로 사회,

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민주화 특히 각종의 제도적 성과는 정. ,

작 시민들의 삶을 위무하는데 이르지 못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 사회. ,

적 개혁의 성과는 희미해지고 비정규직 문제로 상징되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근원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삶의 질에 관해서는 개혁의 세례가 조금도 미치지 못한 채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는 것 사회의 객관적인 지표나 시민 의식의 모든 것을 사회운동이 책임질 수 없지만 적어. ,

도 최근 이명박 정부의 안정화된 지지도 유지 혹은 상승은 그동안 사회운동이 거둔 결실의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며 사회운동이 삶의 질에 관한 근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영, - ,

역의 문제를 단지 부자되세요 신드롬으로 표상되는 먹고사니즘에 편승하는 것으로 오독되’ ‘ ’ ‘

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에 대해서는 아직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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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래서 계속 대중은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한 채 계속 부유하며 일시적으로 허망. ,

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보수진영에 기항하고 있다 이는 민주 진보 진영에게 매우 깊은 수준. ’

의 헤게모니 위기신진욱 이다( ) ‘ .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를 기형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2. ,

은 바로 시민의 정치에 대한 거부감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더욱 깊어가고 있으‘ ’ .

며 그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의 기운에 대해서조차 쉽게 합리적 선택을 하고 말아 대의 민, ‘ ’

주주의제도의 손상은 물론이거니와 참신한 정치 기획과 실험은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이다.

이대로 갈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시민정치의 절실함이다? ‘ ’ .

시민정치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는 시민성을 갖춘 시민 시민성3. .

은 매우 아름다운 가치와 덕목들로 치장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시민정치의 절실함에도 불구.

하고 시민정치는 현실적 지향이라기보다는 낭만적 도정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 시민성을 갖춘 시민 즉 시민정치의 주체에 대해서는 진보정치라고 이름 짓든 생활정, . ,

치라고 이름 짓든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세밀한 정치 기획이 없다는 느낌 실제로 한국 사회.

는 경주 방폐장건설문제부터 최근 제주도지사소환운동 등에서 시민정치의 각종 제도와 시민

정치가 함의하는 혹은 지향하는 내용상의 분리를 이미 경험한 터 이미 한국 사회의 많은 영.

역에서 민주주의나 인권 사회적 연대 평화 공공성 등의 가치가 무너져 내려 시민들은 신, , , ’

자유주의의 가치와 도덕과 제도적 원리에 익숙해지고 그것의 우월성을 믿게 되었고 그에, ,

반대하는 모든 주장을 퇴행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느끼게 신진욱 된 상황‘( )

에서 시민정치는 어쩜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목표와 지향으로만 출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시민정치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정치의 주체 기획에서 톺아보아야 할 두 가지 그동안 시민정치로 정식화되지 않았지4. .

만 유사한 구상으로 제출되었던 생활정치 등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제시된 것은 지역이다‘ ’ .

정상호의 주장처럼 지역은 분권과 자치의 실현 공간이며 일상의 교류와 갈등이 발생하는 현‘

장이자 생활상의 이익과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해서 지역은 새로운’ .

정치 공동체 구상에서 있어 가장 가능성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사회운동 집

단에서 풀뿌리 운동에 매진해왔고 일정하게 역량을 축적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처럼 수도 집중과 대도시 과밀 현상이 심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삶의 거소 가 삶, ( )居所

의 기반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즉 지방을 주요하게 고‘ ’ .

려한 지역을 넘어 직장 사회단체 온라인 동호회 등 다양한 차 차 결사체등이 시민정치, , 2 , 3

의 싹을 틔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2009.10.16.172

또한 그동안 시민정치 기획에서 주요하게 고민하였던 시민적 가치와 의식의 범주를 뛰어 넘

어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열세였던 마이너러티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신진욱이 핵심어로 제출한 공동체 인정과 배려 대승적 사랑 사회적 연대 적극적‘ , , , .……

자유 등등 시민적 가치로만 시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우 주부’ , , ,

청소년 노인 등등 한국 사회에서 양적으로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

발언이나 아젠더의 중요성 등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언제나 주변부가 되고 마는 그런 집단과,

의 적극적인 조우가 필요하다 신사회운동에서 주체로 거론되었던 이들은 사회 권력에서만.

변방의 위치를 점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지위에서조차 주변부가 아니었던가 다른 한편, .

이는 다양한 결사체가 극단적인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왜곡되‘

고 있으며 또한 사회계급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어 저소득층은 참여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

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 김의영 되어 있다는 경험을 한국 사회가 시민정치를 통’( )

해 교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정치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기획에 이니셔티브를 가지5. ‘ ‘

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지만 야근수당을. ,

챙겨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보전해야 한다 시간 영업을 통해서만 겨우 먹고 살 수. 24

있는 자영업자에게 시민문화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지 않을까 또한 년 주 일제가’ ‘ . 2004 5

처음 시도되었지만 주말 문화는 무너진 사회 공동체를 복구하고 진보적인 시민문화를 디자

인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레저 붐과 먹을거리 잔치에 불과한 지역축제로 끝난 결과를 상기,

할 때 시민정치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사이클에 천착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한마디, .

로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 안병진이 요구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 ‘( ) .

하는 현 정치수준의 천박함을 넘어 대중적 보수주의 시대를 막고 신진보주의 시대 안병진’ ‘( )

를 준비하고 민주적 헤게모니의 진지를 확대신진욱하는 첩경일 것이다( ) .

시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은 거버넌스의 안착 거버넌스를 무엇으로 정의하6. .

든지 현재 이명박 정부하의 거버넌스가 친 정부 반 정부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것, ( ) , ( )親 反

은 주지의 사실 이런 조건하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의 권한 강화 는 요원(fact). (empowerment)

한 실정 독립적인 시민운동을 위해서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시민 정치적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운동은 부쩍 이른바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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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선으로 단일화되고 강화된 느낌이다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 독재 서민 대‘ MB ’ . , ,反

부자 등등 하지만 서영표 조희연이 지적한 바대로 시민은 삶의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이. , , ‘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상호작용하며 매우 복합적이다 한 사람의 정체성부터 저항방, ’ .

식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성이 특징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시장보수도.

이원화된 구분법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정체성은 다양해지고 복합성을 띄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다차원적인 색조 안병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 ’( ) .

정세를 일차원적으로 전선 정치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시민정치의 경로에서 보면 매우 협, ,

소하다 시민정치를 기성정치의 구상으로 포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정치는 문화. ‘ ’ . ,

즉 삶에 기반을 둔 정치이다 그렇다고 시민정치가 안병진의 지적처럼 정교한 작은 생활 정. ‘

치 아이템을 만드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기획에서 되풀이되었던 메’ .

가 플랜만을 염두에 둔 정치 일정 중심의 기획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참신한 실험과 작은 성과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8. .

시민의 신뢰와 확신을 얻어야 한다 한국에서 시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 이미 전 세계적으로 뽀르또 알레그레 뉴욕주의 프로젝. , BNB

트 등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졌다 시민정치 실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민이니셔티브 시민. .

이니셔티브란 시민의 다수 참여 의제 설정의 주도성 집행의 책임성이 관건적 요소이다 특, , .

히 기존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었던 정책 영역과 의제를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정치‘

의 의미를 확장 정상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시민정치는 다양한 성격의 시민결사체 정치공동체들이 미답의 길을 꾸준히 개척하며 그 실,

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은 각 운동 집단간의 밀도깊은 연대를 실현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개혁운동조직과 사회서비스운동조직의 유기적 연대를 위해 의식적 노력을 해.

야 한다 이는 정치연합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한국 시민사. , .

회는 유독 운동 조직과의 분절성이 심하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지역 조직 주창형 운. ,

동조직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운동조직 사회운동조직과 정치운동조직 이러다보니 생활정치와, .

제도정치 거시정치와 미시정치의 거리감도 극대화되고 있다 적극적인 연대운동을 통하여, .

시민정치의 다양한 기획이 통합 효과를 얻어야 한다.

하토야마는 나의 정치철학이란 글을 쿠덴호프 칼레르기의 말을 인용하며 맺는다 의9. ' ‘ . EU

아버지라고 칭송되는 칼레르기는 모든 위대한 역사적 사건은 유토피아로 시작되어 현실로’

서 끝났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유토피아에 머무르는지 현실이 될 수 있는지는 그것을 믿.

는 사람들의 수와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시민정치의 길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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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2

냉철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진보의 실천6)

고원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학술 연구교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갖가지1. 40~50%

추측과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자신 있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일희일비하는 태도 낙관과 비관을 두서없이 오가는 태도는 금물이라는 것. ,

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년간을 되돌아보면 정권의 추이에 따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1~2 MB

비관했다가도 정반대로 기고만장해지는 태도들이 반복되어 왔다 또 현 상황을 구조적으로, .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되 그것이 너무 지나쳐 단기적 정세현상들까지를 추상적 개념과 분,

석틀에 끼워 맞추려다보니 검증이 잘 안 되고 앞뒤도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았다, .

최근의 정치현상과 관련하여 정세론의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다 최근 의 지지. MB

율 상승을 해석하는 데에는 대체로 지지층결집으로 보는 관점과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 ‘ ’, ‘ ’

대표되는 유연성 능력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뉘는 것 같다 먼저 지지층 결집전략은 바닥이‘ ’ .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났다 친서민 중도실용으로의 선회는 그에 대한 방어적 대응전략이라고. •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선회 효과의 실체는 어떠한가 유연성 능력 그렇게 보기에는. ? ?

거품이 너무 많다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사회. ‘ ’ . ‘

적 취약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경험이 부’ •

재하여 의식적으로 취약한 무당파 층이다 지지율 상승이 월 재보선과 같은 선거에서. MB 10

얼마나 득표로 연결될지는 찬찬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좀 더 큰 틀의 맥락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해 온 대중의 사회 심리적 파동의 흐름을 볼 필

요가 있다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중의 역동성은 밀물과 썰물처럼 움직.

여 왔다 지금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도 썰물의 흐름이 강한 것 같다 그 흐름 위에. .

6) 단상 정리 수준의 토론을 위한 글이니 필자의 공식적 주장으로 간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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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친서민 중도실용이 얹혀 지면서 지지율 상승의 효과가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MB .•

그것은 밀물로 바뀌는 국면이 오게 되면 이라는 물음을 갖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

시사한다 정권의 포장정치의 약발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MB ‘ ’ ,

본질과 형식 이익과 담론의 이중성 이 한국사회 전반의 수준에 비추어 오랫동안 통할 수“ , ”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단기적인 정세의 흔들림에 좌충우돌하지 않고 낙관도 비관도 모두 경계.

하면서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길게는 저들의 시대의 역주행이 지금 한.

국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직시하고 따뜻한 시선과 열,

정어린 책무감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필자의 말이 사태를 너무 단순하고 낙관적으로 본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필자 또한2. .

최근 상황을 보면서 진보진영의 신뢰상실이라는 변수가 갖는 정세적 파급력의 크기에 재삼‘ ’

재사 놀라게 된다 대안이 부재할 때 대중들은 평소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기.

도하고 또 그것이 좌절될 때 그 같은 문제해결 방식을 더욱 급진화 시키려 한다는 말이 분

명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사실 한국의 진보가 근본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다만 진보의 근본적 혁신을 말하면서 당면 실천의 문제를 회피하는 식의 태도. ,

철학적 자의식에 매몰되어 결과적으로는 실천에서 자기함구가 되어버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러려면 시야는 크고 근본적으로 갖되 손과 발의 행.

동은 중범위적이거나 당면한 문제에 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갖는 정치적 역량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본다 현.

단계에서 진보가 보수에 뒤지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목표와 방향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고 조직 및 지지기반이 무너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 .

해 보수는 낡은 질서이긴 하지만 시스템이 살아있어 그 시스템의 힘으로 움직여가고 있을

뿐 특별히 더 우월한 비전과 정치 전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진보가 당면 실천.

을 통해 하나하나 파열구를 내고 입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대중의 역동성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당장 월 재보선도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날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지. 10 ,

방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무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예상 밖의 성과를 얻

을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사실 지금 필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겁도 없이 하는지 잘 모.

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좀 강하게 말해야 하는 충정을 이해하기 바란다, .

필자는 진보가 긴 호흡에서 자기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몇 가지 도

그마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보진영의 행태들을 관찰하.

고 있노라면 자신의 도그마에 유폐되어 자기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길도 발로 질러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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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한국 진보가 직면한 문제를 이념의. ‘ ’

문제로 치환해서 보는 시각이다 한국 진보의 문제가 과연 이념의 문제일까 물론 그런 문제. ?

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개혁진영 내부에서 특히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

념적 불명료함과 실천적 불철저성은 필히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념적 좌표를 바꾼다고.

한국 진보의 문제가 해결될까 수줍은 신자유주의를 반신자유주의로 이동시켜 이념 색깔? ‘ ’ ‘ ’

을 선명하게 하면 뭔가 달라질까 그런 주장들은 세계적 경험사례들에 비추어서도 보편타당?

성이 있는가?

나는 일차적으로는 정치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진욱 교수가 빌표문에서 잘 지적.

하고 있는데 약간만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에도 불구하고 불, . “ ,

행히도 자신이 하는 일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자의식 문제적 사회현실의 윤리적 차원을 읽,

어내는 능력은 지극히 빈곤하다 진보적 가치의 창출과 확산을 도덕주의로 폄하하는 인간. ‘ ’ ,

의 보편적인 실존적 질문들을 쁘띠적 감상주의로 치부하는 심각한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고‘ ’

있다 그래서 설득을 못 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나와. . .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열렬한 동지애를 느끼면서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

에게는 비난과 공격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같은 정치문화는 결국 정치의 결핍으로.” ‘ ’

이어졌고 진보진영의 분열의 한축이 되어 왔다 내부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토론을 조직하고.

타협과 조화를 모색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는 필자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또 그것을 정치적 실천으로까지 기획해 본 적도,

있었지만 바로 다름 아닌 가치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진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제는, ‘ ’ .

빵이나 계급보다 가치 이다 한국 사회의 대중은 가치가 출현할 때 진보에 열렬히‘ ’ ‘ ’ ‘ ’(value) . ‘ ’

화답하였고 가치가 소멸할 때 침묵하였다 백만 대중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 ‘ ’ .

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문제 많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별 것?

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해면서 폭발적으로 반응했. ‘ ’

다 가치의 정치는 이익의 정치와도 구별되고 이데올로기의 정치와도 구별된다. ‘ ’ ‘ ’ ‘ ’ .

오늘의 주된 주제가 시민정치인 것 같다 현재 시민들은 제도정치 정당정치라는 기존 정3. ‘ ’ . ,

치조직화의 틀과 단절되어 있다 이런 속에서 정당정치라는 틀만을 계속 고수할 때 민주주의.

의 위기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다 시민 속에서 그들의 삶. .

의 문제를 통해 소통하고 그들을 정치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

에서 시민정치운동은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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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정치운동이 특별히 무척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는 시민정.

치운동의 풍성한 전통이 존재한다 년대 재야운동과 년대의 시민사회운동이. 1970-80 1990-2000

그것이다 이것은 제도정치 정당정치 영역과 때로는 연대 협력도 하고 때로는 거리도 두면. , •

서 한국에서 진보의 실천을 풍성하게 만들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그 자리에.

서부터 시작하고 실천하면 된다 다만 업그레이드가 문제일 것이다. .

신진욱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정치는 시민적 가치를 체현하는 시민문화를 창조하고 확‘ ’

산시키는 문화적 운동이다 민주주의는 무릇 시민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친선 연대. , ,

자립의 정치적 주체로 설 때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해결이라는 방식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으. ‘ ’

며 이와 함께 탈정치화 현상이 사회에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 반대의 흐, .

름도 존재한다 그래서 진보진영 내부에는 촛불집회를 전후로 공공성 공화주의 공동체. ‘ ’, ‘ ’, ‘ ’

의 문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런 담론들은 의미가 큰 것이지만 추상적인 목표만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

다 자칫 그런 담론들이 실천적 결과에 있어서는 공공성 대 사익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 ‘ ’

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는 우려는 든다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밀.

물과 썰물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생산적으로 선순환하면서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문화전략과 문화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공화주의. ,

공공성의 문제의식은 방법적 전략의 문제로까지 논의가 나아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문화전략은 다원주의적 가치문화와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참된 개인주의의 수용을 통해 공,

공성을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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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3

시민사회운동의 성격과 과제

서영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시간적 제약으로 발표문 모두를 읽지 못하고 토론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토론문은 제.

가 정독한 신진욱 선생님의 발표문 보수의 진지전 진보의 혁신 시민정치의 비전 에 대한“ , , ”

제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이지만 신진욱 선생님의 글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의 형식을 취하지

는 않았습니다 신진욱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주제들에 대한 제 나름의 입장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진욱 선생님과 저의 공통점과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체제 논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보.

다는 시민사회운동의 성격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의 발생 배경 관료적 국가와 독점적 시장1. -‘ ’ ‘ ’

국가와 시장은 우리의 일상 그 자체이다 우리에게 국가의 제도적 망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

는 것처럼 보인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물품도 조달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의식적으로 국가제도로부터 거리를 두는 삶은 가능하며 자급자족.

적인 노동형태로 생계를 꾸려 나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 ‘ ’

는 매일 매일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열려진 선택이 아니

다.

국가와 시장이 일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동양식을 만들어내는 구

조적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과 국가는 중립적인 제도로 나타나며 삶 그 자체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은 때때로 평범한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을 그들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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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것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때문에 촉발된 촛불시위는 국가.

가 시민의 요구에 대해 둔감하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에 민감하다는 사실

을 깨닫게 해주었다 국가는 공공의 이해를 가장한 관료적 체제이고 시장은 개인의 선택과. ‘ ’

자유를 가장한 독점적 제도라는 점이 드러난다 국가가 관료적인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에‘ ’ . ‘ ’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관료집단 그 자체의 이익과 거대 자본의 로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독점적인 이유는 시민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윤을 쫓아 지. ‘ ’

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과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일상은 그것의 피해자인 시민을 시장에서‘ ’

의 개별화된 소비자로 그리고 형식적 정치 공동체의 고립된 유권자로 구성함으로써 스스로,

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체제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받지.

만 바로 그 체제에 대해 동의하고 순응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평범한 시.

민들의 힘에 의해서 관료적 국가를 민주화하고 독점적 시장을 사회적 통제아래 둘 수 있‘ ’ , ‘ ’

는 가능성 즉 국가를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적이게 하고 시장을 시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 ,

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을 보았을 때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의 장구한 역.

사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실현되는 드라마에 다름 아니었다 역사를 가득 매우고 있는.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란과 봉기는 불가능해 보였던 요구 즉 신분제철폐 선거권 민, , ,

주주의 등을 요구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들은 이미 상식이 되지 않았는가 역사를 되돌. ?

아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셀 수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요구들로 채워져 있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국가와 시장의 힘을 대결하기에 버거워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운동의 전략 국가의 민주화 와 시장의 사회화2. -‘ ’ ‘ ’

관료적 국가와 독점적 시장에 맞선 시민사회운동의 임무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 ’ ‘ ’ ‘ ’ ‘

회화이다 우선 이 두 가지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 .

다.

첫째 국가는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

부터 성장한 급진적 세력이 지방적 차원에서 국가제도에 개입했던 많은 사례들은 사회운동

이 국가기구의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 그것을 민주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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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둘째 와 세계은행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시장, IMF ,

의 전면화는 지구상의 대다수의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국가를 무력화시킨 후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회복한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신우파는( )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의 제도적 인격적 자연적 조건들을 상품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경, , .

제사학자 폴라니 의 말을 빌자면 시장은 사회적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효과적(Karl Polanyi) ( )

으로 분리 한 것이다 그가 예측한 바대로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국가적 국“ ”(disembedded) . . ,

제적 제도들은 초국적 기업삼성 현유주등의 재벌 기업은 이미 한국 기업이 아니라 초( , LG,

국적인주의로 무성격을 갖는다을 규제하는 그들의 권력을 점차 상실했고 지역 공동체와 사) ,

회네트워크는 시장의 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 감소 실업 불안정한, , /

일자리 공적인주안전망의 감소의 결과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입었다 실업과 고용 불안, .•

정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이것은 질병발생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

축적의 논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이 경제성장의 자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지속함으로써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같은 환경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

이런 재앙에 직면하여 사회는 시장을 다시 사회적 통제 아래 두려는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의 전면화가 가져온 이런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시장을 다시 사회로 들여오.

기 위해 사회운동 세계은행 초국적 자본들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적 세계WTO, IMF, ,―
화에 저항하는 세계적 네트워크에서부터 다양한 공동체 행동 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모든.―
운동들은 생활의 모든 측면을 사유화하고 모든 활동과 가치를 상품으로 변형하려는 신자유‘

주의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에 기초한다’ .

셋째로 자본의 총체적인 상품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형태의 비시장적 관계들이 여전,

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본시장은 이런 비시장적 관계들을 식민화하려고 하지만. ( ) ,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식민화에 성공하지만 결코 모든 비시장적 관계들을 완전하게 자본주의,

화상품화 할 수는 없다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자본의 현금계산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 .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호 호혜적인 원리들이 살아 있다 또한 더욱 의식적인 시비장적.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생협운동과 공동체 운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

시장적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들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시작이 자본의 힘에 맞서 조합.

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노동조합조차도 비시장적 관계로 이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공동체들을 통해 드러나는 저항은 조직화되거나 정식화되지 않은 채 존재하지만,

이 영역들에서의 행동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다르. ‘

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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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운동의 성격3.

세계적으로 년대 이래 출현한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은 공통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첫째1960 . ,

그 모든 운동들은 일상생활의 경험과 여기서 유래하는 실천적 지식을 정치화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들의 방법은 풀뿌리 참여를 토대로 이를 통해 국가를 민주화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 ,

국가에 침투하여 그것을 반응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변형하려고 시도한 풀뿌리 운동은 또

한 국가를 압박하여 시장을 사회적인 통제 아래 두려 시도했다 셋째 이 모든 운동들은 일. ,

상생활과 시장을 정치화하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풀뿌리에 기초한 사회운동에서조차 관료적인 위계질서가 출현할 수 있으며 제도정치 안으로

의 진입은 사회운동이 가졌던 확장된 민주적 원리를 침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은 개인의 자율성에 활력을 부여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관료화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과 역량이라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는 달라야 했다 한편으로.

자율성과 역량은 공동체 생활에서 훈련 교육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개인자율성과, , . ( )

공공참여생활을 연결하는 일종의 결절점이 될 수 있다 공동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개인( ) . ‘ ’ ‘

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도덕주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만큼이나’

위험하다 우리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현실사회주의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알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와 민주주의평등의 원리에 따라 일상. ( )

생활을 공식적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권리와 민주주의자유의 원리에 기초하여, ( )

개인의 자율성에 활력을 부여하는 이중의 운동이 필요하다.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정치4.

좀 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질문은 제도 정치와 제도 바깥. ‘

의 정치 또는 정당과 사회운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외적 정치만을 추구함’, .

으로써 혁명을 추구했던 좌파의 전략은 이미 불가능해진지 오래다 이런 조건에서 남아 있는.

가능한길은 기존의 낡은 정치로 동화되는 않으면서도 제도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길이다 낡.

은 질서 안에서 낡은 질서를 바꾸어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는 제도 바깥의 정치 즉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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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제도 바깥의 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통점이 없지는 않다 제도바깥의 사. .

회운동의 정치는 일상생활의 쟁점들과 관련된 자발적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사.

회운동 정치는 비록 낡은 질서를 변혁하는데 필요한 잠재력을 지니지만 종종 특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낡은 제도 안의 정치 행위자들을 압박하는 압력집단의 성격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런 의미에서 사회운동 정치가 가진 잠재력을 제도정치의 변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전략이 요구된다 여기서 장기적인 전략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상대적으로 고립된.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중의 경험에 견고‘ ’ ‘

하게 뿌리내린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략적 개입은 제도 바깥’ . ‘ ’

의 운동정치가 급진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그 활동 분야를 제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개입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경험 즉. ‘ ’ ,

실천적 지식의 축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 또는.

장기적 전략은 위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구성될 수 있다 아래로부터 유형의‘ ’ ‘ ’ . ‘ ’

핵심 지점이 다양한 운동들의 연대라면 위로부터 유형의 핵심 지점은 정당과 사회운동의, ‘ ’

연결이다.

정당과 사회운동5.

다양한 사회운동 즉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평화운동 등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 , ,

보자 다양한 사회운동은 자본주의와 관료적 정치제도의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현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운동 각각이 대개 구체적인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큰.

그림 말하자면 상호이해와 미래의 전략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의 실마리가 되는 큰 그림을,

놓칠 위험이 있다 각각의 사회운동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산출한 사회조건을.

변형할 수 없다 이는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다양한 하위구조들이 복잡한 구조적 전체의 부분.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들은 단일 쟁점에 관여하므로 스스로 연대를 확립하는 데 곤란.

을 겪는다.

연대의 곤란은 현실적으로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많은 연대.

의 조직적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형태가 정당이기 때문이다 여, .

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단 기존사회를 바꾸려는 대항적 헤게모니전략이 제도.

정치와 제도 바깥 정치의 연결을 추구한다면 제도정치에서 정당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제도정치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기 이전이라도 정당은 제도정치 안의 정보. , ,

지식 자원을 사회운동에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년대 초반 영국의 런던에서 런던,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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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가 급진적인 풀뿌리 정치를 확장할 수 있었던 조건은 런던노동당을 통해 신좌파 분파

가 국가제도 안의 정보와 자원을 급진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풀.

뿌리 사회운동의 제도정치로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자원과 정보의 획득은 필수적이다 런.

던의 급진적 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와 자원의 급진적 분배를 통해 서로 고립된 풀뿌리 운동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갈등을 줄이고 부문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식과.

정보의 분배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새로운 토론과 대화는 풀뿌리 운동에 참여하는 개별 시,

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과정을.

의식고양과정 라고 부른다‘ ’(consciousness-raising process) .

사회운동이 총체적 정치 전략과 적합한 자원 및 정보의 부재로 고통을 겪는다면 진보적 정,

당은 대중적 토대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관료화 경향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관료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진보적 정당은 사회운동과의 창조적 긴장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 정당은‘ ’ .

선거와 의회정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야 하며 사회운동 간의 연대의 거점 즉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 이 같은 유형의 정당은 전통적인 사회민주당 노동당 또. , ,

는 공산당 모델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 몇몇 사회이론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정당을 사. ‘

회운동형 정당으로 개념화한다’ .

사회운동형 정당 모델에 따르면 정당과 사회운동 사이에는 제도 정치 및 제도 바깥의 정치

와 관련된 어떤 분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유형의 정당은 단순한 의회정당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풀뿌리 사회운동은 스스로를 제도 바깥의.

공간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 사회운동의 조직된 형태로서 급진 정당을 통해 제도 정치와 제.

도외적 정치의 연결이 발전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런던의 급진적 시의회의.

경험은 진보적 정당과 풀뿌리 사회운동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긴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긴장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종류의.

긴장은 폐쇄적이지 않은 대항 헤게모니 기획에 필수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지식의 정치학6.

영국의 역사가 톰슨이 그의 역사학적 저작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억압과 착취가 존재E. P.

하는 한 언제나 맹아적 저항과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실천적 지식은 존재한다 그 반대편에.

맹아적 저항과 실천적 지식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과학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강조

했던 이론주의와 과학주의도 항상 존재했다 톰슨은 비판담론이 추상적인 역사발전의 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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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구체적 삶과 동떨어진 정세분석과 정치 전략이 아닌 실천적 지식이 구성되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지적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구체적 삶.

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배적인 담론에서 과학은 추상적인 법칙을 도출하고 그것.

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지만 저항적 담론에서의 과학은 구체적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집단

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인식지평을 넓혀가고 상호이해하며 공통의 투쟁대상을 찾아가는데 필

요한 지식 정보 그리고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경쟁을 위한 것, , .

이 아니라 협동과 돌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개인을 때로는 시민으로 때로. , ,

는 소비자로 때로는 투자자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

과 역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실천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결합은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은 문화와 생활방식 즉 사회. ,

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이유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불만과.

저항 또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무리 지배.

적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완벽하게 자본주의화 또는 상품화할 수는

없다 지금은 이것마저도 붕괴하고 있지만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자본의 논리로 완전하.

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동체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원리는 상호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동이기 때문이다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 곳곳에 수세에 몰려 있는. .

기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적 공동체들도 존재한다 생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

같은 대안적 운동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제기되고 그것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반생태적인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적 생활 실천의 공간을 지키고 만들고 확장시켜야 한다 그 속에서 대, , .

안적 인간관계 타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적 윤리와 더불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관,

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은 모순과 갈등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고립된.

개인으로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급 또는 사회세력여성 성적 소수자 인( , ,

종적 소수자 장애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한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회계급 또는 사, ) .

회세력은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 도전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들의 현실 인,

식이 파편적이라는 것에 있다 일상에서 얻어진 실천적 지식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총체적 분석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직면한 당장의 문제가 더 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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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모순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분석이라고 부를 수.

도 있을 것이다.

과학적 분석이 완벽하게 사회구조를 설명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아

니다 억압 착취 빈곤 차별 불평등 같은 사회적 모순이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서. , , , ,

드러나고 있는 양상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비판적 시각들이 접근방법이나,

초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회구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과학

적 분석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이것을 넘어가는 과학적 지식은 교조 독단 권위로 귀결. ‘ ’ , ,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은 과학이 증거 일관성. , ,

적합성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토론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어야 한

다.

새로운 정치의 영역7.

이제 정치는 이미 구획된 좁은 의미의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제도적

질서가 규정한 비공식적 또는 비정치적 영역을 정치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경제의 영‘ ’ ‘ ’ .

역과 사회의 영역을 정치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정치적 영역의 정치화는 좁은 의.

미의 정치 즉 제도정치의 확장과 변화를 의미한다 비공식적 영역의 정치화란 정치와 사회. ,

그리고 경제의 모든 영역을 민주적 참여와 토론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제

도정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의 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다 이것이 국가의 민주화 다 국가 민주화의 제 의 목표는 자원 지식 정보의 급진적. “ ” . 1 , ,

재분배에 의한 대중을 임파워링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시장만큼 효과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시장은 이윤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 .

가사노동 육아 돌봄노동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 ,

받고 있지 못하다 자연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이상변화기후변화를 보라는 가. ( )

격과 이윤을 통해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

헤게모니 전략은 사회사회운동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능한 정보와 자원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사회운동. ( )

이어야 하지만 그 자원과 정보를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민주화된 국가일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민주화는 시민의 능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국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시장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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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민주적 통제에 종속시키는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의 두 과제는 사회사회운동 또는 시민의 능력 또는 의 신장 없( ) (capabilities capacities)

이는 불가능하다 진보적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가.

기구와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로부터의 캠페인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시적 실천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pre-figurative)

다 국가가 시민사회에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자체가 사회의 통제를 받는 방향.

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고된 사회의 역능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대안적 사회변혁전략의 제도화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 ‘ ’

제도화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층 진일보한 운동의 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의미

한다 대중의 능력을 제고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전략이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의 목.

표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운동의 정치대중의 확장된 민주적 참여와 이를 통한 국가와 시장. (

의 민주적 통제는 다시 더 많은 사회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 즉 운동의 제도화를 강제할 수 있다 이것을 제도화와 운동의 변증법이라고 부를 수. ‘ ’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결합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은 일상생. ,

활의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과학적 분석과 결합할 수 있는가라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로 우

리를 되돌아가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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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쇠퇴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 시민정치운동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1.

이번 경제위기는 단순한 자본주의 경기순환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

는 시스템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이 반경 안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역시 정권존립 기반이 흔

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아이슬랜드 정권이 붕괴되고 그리스 정부가 위기에 몰렸던 것.

을 보면 이는 과장이 아니다 년 월 자민당의 처절한 패배 사례도 마찬가지다 년. 2009 8 . 2008

월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파급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아시아에서는 대외 충격에 유달리10

약한 한국경제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명박 정부로서는 정권유지 자체를 위해서

라도 필사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했다.

특히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무너져가는 신자유주의 경제현실 앞에서 신자유‘

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당성마저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누려왔던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고 비정규직 문제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일정한 변화가 보이는 것이 그 사례

이다.

결국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두드러진 것은 친 서민 행보라기 보다는 공권력‘ ’ ‘

을 동원한 폭력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성기를 구가’ .

하던 시기의 신자유주의 정권이 아니라 적어도 정점을 지나 쇠퇴국면에 접어든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권이 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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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정도와 무관하게 앞으로 양극화 피해계층을 부분적으로라도 흡수할 수 있는 물질

적 기반은 이전에 비해 훨씬 협소해질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과 명분도 약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대외적인 경제 정치 환경도 훨. ,

씬 덜 우호적으로 될 것이다.

이 모든 환경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개혁정부라는 모습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 ‘ ’

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이전의 독재정부와 유사.

한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저임금과 저곡가 때문이 아니라 약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

가 양극화를 체제내로 수렴할 수 없는 한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자유.

주의는 이미 고점을 지나 쇠퇴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여줄 공권력은 단.

지 보수정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쇠퇴기 신자유주의 정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역 정권 교체 에 대한 학습 종료2. ( ) ’逆

년 대선과 연이은 총선을 통과하면서 창출된 보수로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중앙권력 교2007

체가 아니었다 이번 정권교체는 비록 정책 노선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본질적인 궤를 이전. ‘ ’

정부와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정치노선과 정책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

다 더욱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권이 근거하고 있는 지지기반 사회세력 인적 물적. , ,

자산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교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중앙권력 교체는 필연적으로 교체된 정권이 근거하고 있는 각계의 사회적 세력들이

각 지점에서 교체되는 것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 관료의 일정.

부분 학계 경제계 심지어는 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힘의 교체과정이 발생했던 것이, , , NGO

다 이는 특히 에서 두드러졌다. NGO .

즉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포괄적인 사회세력 교체과정이 지난 년 반 이상 진행되었다, 1

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 과정이 민주적 절차나 여론수렴 과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상당정.

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추진된 측면이 강했다 마치 년대까지 존재했던 독재정권이 민. 1980

주적인 시민사회단체를 물리력으로 억압했던 것을 연상시켰으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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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경찰 검찰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활동 반경을NGO , ,

막았던 것은 시민사회운동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세력 전반의 교체과정을 밟는 것은 전혀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에

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더구나 년 촛불항쟁과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초기. 2008

부터 정권기반이 흔들려 위기의식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다만 각 민중운동이나 민주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 정권 교‘ ( )逆

체에 대해 당황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년대까지 독재정부가 다시 기억되었던 것이다’ 80 .

이제 막 역 정권교체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그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초적인 사회세력 교체과정은 지자체 선거가 실시되는 년 상반기까지2010

대략 완료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그를 지탱하는 보수 세력은 새로운 권력거점에 서서 그. ,

리고 이에 비판적인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자신을 표현하고 의지를 실행할 그 나마의

제도적 틀과 거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서로 마주대하게 될 것

이다 이제 시민사회운동이 다시 활력을 갖고 재기하기 위해서는 역 정권 교체에 대한. ‘ ( ) ’逆

학습을 끝내고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각계에서 사회세력 기반 만들기3.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년 반 동안을 경험하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떤 사회발전도 실상1

불가역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제도로서 고착되어야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하‘ ’ . ,

게는 세력으로서 고착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해지고 이를 반영하는 민주.

적 세력이 경제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의 전 분야에 걸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때에만 민, , ,

주주의 제도는 사실상 불가역적인 전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 .

그러나 년 전통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이어진 참여정부 출범으로 년을 경과했지만1997 10 ,

사회세력 전반에 걸쳐 민주적 개혁과 사회세력의 교체는 불가역적일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년 반 동안의 상황이 입증해주었다 시민사회운동이 이런 점을 너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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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고 미약하나마 그 동안 이루었던 민주주의 성과가 제도적 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난 여 년 동안 일정 수준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한 것, 10

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 시민사회운동이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장기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시민과 호

흡하기 위한 기본 과제도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직장에서. ,

지역에서 그리고 지식사회와 언론분야 등에서 정권교체에 의해서 쉽게 와해되지 않는 강한,

사회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비록 일시적으로 미디어 악법과 같은 제도적 역진이 있다 하더라.

도 존립근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존립하기 위한 힘의 원천이 국민인 것은 상식이다 보수와 대자본이 막.

강한 자금력과 인적 자원조차도 돈으로 해결한다면 시민사회운동은 역으로 국민의 힘으로,

지혜와 조직 심지어 자금까지 해결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이 의지할 것은 권력의 울타리나, .

자금의 울타리 심지어는 제도의 울타리도 아니다 당분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직장과, .

지역 지식사회 등에서 시민과 결합도가 높은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

양극화 시대의 정치학4.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양극화에서 비롯되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 사,

회적 지위의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와 그 재생산 구조는 한국사회의 모든 문,

제를 파생시키는 뿌리가 되고 있다 양극화는 원천적으로 볼 때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사. ,

회변화를 위한 거대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

키고 국민들의 개인화 경쟁화를 부추기는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외환위기 이후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의 현실로 떠밀려야만 했고 가진 자를 미워하면서도“ ,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성공신화의 삶을 사모,

하고 동일시 하게 되었다는 비관적 평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가 오히” .

려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를 촉진시키면서 사회적 연대가 멀어지고 시민정치운동 역시 약화되

고 있다고 해서 양극화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극화 문제의 내부로 들어가야 하.

고 이른바 양극화의 정치학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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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먹고사는 문제를 회피하면서 정치를 논‘ ’ ,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먹고사는 경제적 과제를 수렴해서 정치적으로 풀고 동시에 먹고사. ,

는 문제를 넘어서 함께 먹고살기 위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또 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해결이 안되어 더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게 하고 다수의 중산층이 노동 소득이 아닌 주가나 부동산 같은 자산소득의 투기적 이익,

을 기대하게 되고 다수의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자신의 동료는 물론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사치가 되게 하고 다수의 여성들이 남성 가장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

해 임시직을 찾아 가정 밖으로 나서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회적 가치 모색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양극화 시대에 무너져가는 중산층에 대해 시민사회운동이 마땅한 정치 사회적 의제가

없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두터운 중산층 만들기를 주장하며. ‘ ’

노동소득을 늘리는 대신에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면서 노동운동을 약

화시키고 투기열풍을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을 늘리는데 비해서 시민사회운동은 개

인의 경제적 욕망추구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른바 시민사회운동이.

추구해야 할 중산층 넓히기는 무엇이 되어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상승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기 조기회복에 대한 지지를 표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실감도 되지 않는 경기회복 보다는 정확히는 경기회복 속도,

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주가 폭등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정당행태와 연계해서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의 상품판매 전략과 정당들의 단기적,

지지기반 확장 전략이 맞물리고 여기에 소득보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얽혀서,

비정상적인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상승 추세도 경제 성장률 상승 추세보다는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에 편승한 것일 수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이 전혀 없는 하위. 30

퍼센트의 일부에게는 친 서민 정책으로 지지율을 올리고 중산층 이상에게는 자산 가격을 올,

려 지지율을 올리는 정책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운동에서 자산 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치학이‘ ’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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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투표로의 쏠림 현상 피하기5.

김대중 도서관이 공개한 김 대통령의 년 월 일자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2009 3 18 .

인류의 역사는 맑스의 이론같이 경제형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헤게모니를 쥔

역사 같다.

봉건시대는 농민은 무식하고 소수의 왕과 귀족 그리고 관료만이 지식을 가지고 국가 운영1. ,

을 담당했다.

자본주의 시대는 지식과 돈을 겸해서 가진 부르주아지가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다수의 노2.

동자 농민은 피지배층이었다.

산업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도 교육을 받고 또한 교육받은 지식인이 노동자와 합류3.

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세기에 들어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4. 21 .

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주고 있다2008 .

국민들의 시민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권력형태가 바뀌어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 .

금 시대에 국민정치 시민정치 시민참여정치가 어떤 역사적인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

주는 탁견이라고 할 만 하다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 ‘

작한 역사적 상황이 시민사회운동 시민정치의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야 하며’ , ,

이전의 시민운동이나 서구의 여타 시민운동과 구분되는 세기 한국의 시민운동 시민정치를21 ,

고민해야 할 시사를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김 대통령의 판단은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하며 대‘ ’ ,

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깰 수 있는 시민의 성장을 암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년 촛불. 2008

항쟁 등을 지켜보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발현이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막상 시민사회운,

동이나 학계에서 이를 어떻게 상설적인 틀로 정착시키고 제도로서 확고히 할 것인지는 소홀

했다 언어적으로만 직접 민주주의라며 높이 평가했지 실제 실행이나 제도화로 연결되는 지.

점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만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일종의 국민의 합리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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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정치권력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은 선출권을 넘어선 소환권과 발

안권 그리고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선출권의 한계를 넘는 곳에서 직접민주, .

주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허용된 소환권 조차도 대단히 제.

한되게 활용되고 있다 국민 투표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에서 몇 번 거론만 되었을 뿐. FTA

공식적인 의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상시에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고 정치권력과 한 발 떨어진 여론 형성,

등을 중시하다가도 막상 선출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불가피하게 시민사회운동도 선거에 몰(?)

입어진 상황이 재연되었다 형성면 매니페스토운동이나 낙천 낙선운동으로 상황을 우회하는.

시민정치운동이 반복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선출운동을 넘어서 소환운동 발안운동 국민투표. , ,

운동도 적극적으로 시민정치운동의 반경 안에 넣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이슈화된 직접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 정당이나 학계 엘리트(?) ,

집단이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도 않았고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적었다면 일차적으

로 이 요구를 충실히 받아서 가능한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현재 시민

정치운동의 기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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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5

영국 노동당의 년 야당 생활이 남의 일일까18 ?

신진욱 교수 발제문을 중심으로-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진보의 고질병

거칠게 결론만 말하면 신진욱 교수 글은 진보에 만연한 낡은 사고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진보 개혁 민주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 , ,

람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날은 요원할 것이다.

신진욱 교수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진보정치사회지도자들이 냉철하게 재검토해야 할 낡은( . )

사고방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시장 경쟁 성장 잘 먹고 잘사는 것 등을 보수의 중심 가치로 치부하는 것이다 단적, , , , .

으로 신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진보 진영은 소위 먹고사니즘과 분명히 결별해야 한다 진보를 진보이게끔 만드는 것“ ‘ ’ .

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라는 자본가다운 약속이 아니라 함께 잘살기 위한 공존의 윤리‘ ’ , ‘ ’

다”

우리의 비전과 정책을 지지할 때 당신은 더 먹고 살만해진다 는 논리로는 결코 자본주의“ .”

사회에서 막강한 자원을 가진 지배권력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속의 정치 사회 문화 권력을 움켜쥐어야 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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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개혁 민주파가 더 자유롭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 , ,

것을 다수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진보가 다른 능력도 탁월하지만 국민. ,

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대중적 평가를 받아야 진보적 가치가 강물처

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신교수는 이 점에 관한 한 매우 패배주의적이다 또. .

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를 자본가 다운 약속으로 폄하한다‘ ’ .

둘째 지난 대선 총선에서의 진보 개혁 민주파의 좌절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 , , .

또한 노무현 김대중 정부 년 민주화 여 년의 성과 한계 오류 역시 마찬가지다 신교/ 10 , 20 , , .

수는 이렇게 말한다.

년의 년간은 담론과 정책 제도의 측면 모두에서 민주화와 시장화 사회정치“(1997~2007 10 ) , ‘ ’, ‘

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 정치적 평등과 시장의 평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 ’ .

그 결과 시장경쟁 중심의 경제 구조와 제도 문화와 담론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었고 일상, ,

과 사회 전반의 사유화 상품화 시장화가 심화되었다 중략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싫어. ( )• •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가치와 도덕과 제도적 원리에 익숙해지고 그것의 우월, ,

성을 믿게 되었고 그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을 퇴행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소멸해갔다 신자유주의. ‘ ’ .

경제정책과 복지국가적 사회정책을 결합시키려던 집권세력의 수줍은 신자유주의는 진짜‘ ’ ‘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이 사회에 만연시킨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라는’ .

가시적 권력 아래 큼지막하게 버티고 있는 빙산의 실체다.

국민들이 신자유주의 가치 도덕 제도적 원리에 익숙해지고 그것의 우월성을 믿고 신자유, , , ,

주의에 반대되는 주장을 퇴행적 비현실적 비합리적으로 느끼게 되어 지난 대선 총선 결과, , ,

가 나왔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국개론이다 국민 노망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 ’ .

이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다양한 처지의 국민들의 요구 불만 고통 현실 감? , , ,

각 지혜 등을 찬찬히 살펴보면 국민들이 이 아닌 이상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충, ,神

분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신교수는 지난 여 년간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면적으로 보고 있다, 10 . . .

왼쪽 눈만 뜨고 세상을 보았다고나 할까 자유주의 시장주의 물신주의적 가치가 확대 강화? , ,

된 측면만 보는 편광안경으로 세상을 보았다고나 할까 그나마 기본적인 실사구시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단적인 예다. .



2009.10.16.196

년 체제 하에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기초들을 허물어“’97 ‘ ’

뜨리는 사회변동이 진행되어왔다 시장과 경쟁 효율과 업적 숭배의 사회원리가 단지 순수하. ,

게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과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고용 임, . •

금 교육 주택 건강 출산 양육 노후 등 모든 개인들이 직면하는 삶의 필수적 요구들에,• • • • • •

대한 공적 지원이 사라져갔다.

구조적 수준에서 보수의 진지들이 구축되거나 또는 민주진보 세력의 진지가 와해되고 있“ ,

다 노동세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공공부문의 축소와 사회안전망 약화 임금생활. , ,△ △ △
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 간의 경쟁 강화 개인의 무한책임 경쟁효율성 담론, , , ,△
의 확산 등은 각 개인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을 공공적 집단적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 ,

려는 시도에 중대한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진단의 진위는 지난 여 년 동안 늘어난 복지 재정과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실하기10 (

짝이 없지만 착실하게 발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밝혀줄 것이다 신교수가 실제와 다른 진) .

단을 하게 된 것은 추측하건대 대처레이건식 신자유주의 모델편광안경로 한국 사회를 보. ( )

았기 때문이 아닐까?

넷째 논적대립물의 실체가 모호하고 실천적 결론이 공허하다, ( ) .

신교수는 모든 시민구성원들에게 완전한 의미의 자치를 요구하는 정치적 경향과 반 국“ ” ( )反

가주의적 태도를 논적으로 삼은 듯하다 신교수는 전자를 허무맹랑한 정치주의적 착각으로. ,

후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훌륭한 협력자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실체 인지는 의문이다 허수아비 때리기 가 아닌지 의심스럽.

다 어쨌든 신교수가 역설한 것은 시민정치인데 이것이 기존의 진보 개혁파의 고정관념이. .

나 오랜 행태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것을 희망하는지 알 수 없다.

시민정치는 국가에 대항하는 운동이 아니라 국가를 시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운동으“( ) , ‘ ’

로 작은 정부와 엄한 정부 모두에 반대하여 국가의 공적 기능을 시민사회의 필요와 요구, ‘ ’ ‘ ’ ,

위에 위치시키기 위한 기획 이다 시민정치는 시민적 가치를 체현하는 시민문화를 창조하고” . “

확산시키는 문화적 운동 이다 공동체 인정과 배려 대승적 사랑 사회적 연대 공공성과 공” . “ , , , ,

동선 공동체적 삶에의 참여 공동의 숙의 집단적 창조성 그리고 적극적 자유 이런, , ( ), , .......熟議

가치들을 더욱 풍부히 하고 더 열렬이 확산시켜야 한다 시민정치는 시민들 자신의 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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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노동과 가족과 개인의 일상 속에서 타인들과의 구체적 유대를 통해 공동체의 제도와, , ,

가치를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학습과 숙의 연합된 행동을 통해. ,

공적 세계를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우리들 자신의 삶의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 그것이 시민, ,

정치의 이념이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시민의 집으로 만드는 주인. ‘ ’

공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지당한 소리긴 하지만 실천적인 결론은 모호해 보인다 국개론이나 국민노망론의. ‘ ’ ‘ ’

실천적 결론은 장구한 세월에 걸친 국민 개조 계몽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신교수의 대안도‘ / ’ .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이중구조 사회에 대한 이해의 문제

신교수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진보 지도자들의 착각과 오류의 뿌리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일면적 분절적 피상적 이해가 깔려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바른 통찰 문제라는 얘기다, , . ‘ ’ .

한국 사회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역과 귀납 가설과 검증을 거쳐 정립된 간명한“ ,

사회 모델인식 틀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거대한 코끼리이고 우리는 하나같이 그 한 부( ) .

위를 만지는 장님이나 다름없기에 코끼리의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간명한 모델이, ……

필수 불가결하다 이 모델은 핵심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잘 드러내고 동시에 다양한 정치 경. ,

제 사회 문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모델이 없으면 아무리 체험이 풍부하.

고 가진 통계 정보가 많아도 그 전체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핵심적인 모순, .

과 부조리를 파악할 수가 없고 가치 정책의 우선순위와 기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총, , .

론적 개혁 담론과 각론적 개혁 담론을 묶어주는 철학도 정립할 수 없다 노무현 이후새시. (“ -

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를 바라 볼 때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실하여 스스로 이익집단이 되거나 이익집‘ , ,

단에 휘둘리는 약한 공공 정치 행정 사법 언론 등 과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 추구에 유’( , , , ) ‘

능한 영악한 개인 및 이익집단의 대립 구조모델로 보면 수많은 사회 현상모순부조리(?) ’ ( ) ( . )

이 비교적 잘 설명된다.

정의 실현이 본령인 공공이 부실한 환경에서는 유능한 개인 및 집단은 자신이 서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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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시장원리소비자 선택권 심판권나 경쟁이 밀어닥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들은 예외 없( / ) .

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과잉 대표성을 행사하고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대특권특혜, , , , ( , )

를 누린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고창하는 존재들 공공부문 토건족 은행 독과점 기업 등이. , , , ,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규칙을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린다 재정과 가. .

계를 소리 소문 없이 약탈한다 당연히 이들의 처우는고용 임금 수익성 등 한국 평균 소. ( , , )

득 수준에 비추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한번 들어온 사람은 떠나는 사.

람이 없기에 이곳의 평균 연령은 급격히 상승하고 구조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며 신참자들의, , ,

입사진입 경쟁률은 살인적이다( ) .

다른 한편 공공이 부실한 환경에서는 유능한 개인 및 집단은 타인에 대해서는 지대특권 특( ,

혜 일소를 요구한다 자유로운 선택권 심판권과 각종 규제최저 기준 포함 완화를 요구한) . . ( )

다 따라서 비층비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청년세대 하청 협력업체 등 대. 3 ( , , ), ,

다수 비기득권 층은 공적 규제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등나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 )

못하고 엄청난 경쟁과 심각한 기회 부족에 신음한다 청년 실업 비층 각종 고시 공시 열. , 3 , ,

풍과 그 낭인 문제 공기업 입사 경쟁률과 중소기업 인재기근 시간강사 사교육유학 광풍, , , .

등의 사회적 진앙은 바로 이것이다 신교수가 주로 보고 통탄한 세상은 바로 여기다. , .

한국은 보수기득권 층이 왜곡시킨 게임규칙사회정의 공정과 공평을 진보가 바로 잡은 것. ( = )

이 아니라 진보 이익집단 위주로 왜곡시켰다 이 폐악은 대기업 공기업 노동 현장에서 잘. ,

나타난다 오른쪽보수으로 심하게 왜곡된 나라를 왼쪽진보으로 심하게 왜곡시킨 것이다. ( ) ( ) .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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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 모순부조리 구조의 특징< 1>

그림 로 집약된 모순부조리 구조는 그림 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1> < 2> .

그림 과잉 시장경쟁과 과소 시장경쟁의 상호 의존< 2> ( ) ( )

재벌, 사학, 종교, 토건,부동산 불로소득, 
관료마피아, 지연, 학연, 학위, 독점자격증

->구 기득권
정규직, 조직노동, 공공부문, 대기업, 원청기업

->신 기득권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민간부문, 중소기업, 

하청기업, 미조직노동, 무연고자
청년세대, 미래세대

세계화의 압력(무한경쟁, 해외소비와 외국인노동자 증가)

지식정보화와 과학기술혁명의 압력, 중국 경제 발전의 압력(인력.사업구조조정,유연화 압력)

집
중

무 과 하고 가 한 , 신자유 의
비와 사민 의 지 의

무 과소한 (과 지대와 사 비 공공 )
비와 자유 의( . .세) 지 의

동전의

비(보 )와 공공 비
( 보)로 ‘ 과 경쟁’

민 전 대 과
쟁과 쟁 유산

신자유 의 사조와 민 문화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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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시장과 과소 시장은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동된 현상이다.

다시 말해 신교수가 주로 본 과잉 시장 즉 규제도 허술하고 안전망도 취약하여 시장 실패, ,

도 잦고 전쟁 같은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존재들이 단결 투쟁력이,

약해서 혹은 바리케이드와 짱돌을 들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 추세인 세계화, ‘ ’ . ,

지식정보화 중국 경제 발전의 압력이 차적으로 글로벌 시장경쟁의 파도를 강력하고 거칠, 1 ( )

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힘센아서 젯으로 긴 것이벌 지식정공부문은 시장의 파도를 약자.

비긴 것자들에게 너무 많이 전가해 버렸다 게다가 무능하고 글로벌 에 휘둘리는 정부는/ .

외환위기 신용카드거칠란 부동산거칠란 사교육거칠란 대학진학률 폭증 등에서 보듯이 시, , , ,

장 관리를 잘못하고 소비자 하청 협력업체 비층영세 자영업자 포함 지방 중소도시 등을, , , 3 ( ),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므로 서 이 압력이 훨씬 심한 시장 폭력으로 다가 오게 만들었다‘ ’ .

요컨대 지금 한국 사회는 봉건성연고주의 가족주의 국가의 무책임성 낮은 사회적 연대성( , ), , ,

뿌리깊은 반칙특권 의식 지대추구 경향 몰염치성 등으로 집약되는 전근대적후진적 요소. , , ( )

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 근대적 가치계급주의 고용안정 큰 공공부문 등가 왼쪽으로 당기, ( , , )

고 탈근대적 가치세계주의 신자유주의 등가 오른쪽으로 당기는 형국이다 비층과 청년, ( , ) . 3

세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일종의 거열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선명한 대비 때문에 분노와 갈등이 더 격렬한 것이다.

문제는 년 년 년의 그늘1987 , 1997 , 2002

체제론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년 년 체제의 그늘과 년 년1948 , 1961 1987 , 1997 ,

년의 그늘이 중첩되어 있다 다수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새로이 등장했고 피부로 느낄2002 . ,

수도 있고 진보는 그 빛에 취하여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만 보수 언론과 보수 기득권 세력, ,

은 침소봉대조차 하는 년 년 년의 그늘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1987 , 1997 , 2002 .

도대체 이 그늘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민주화 분권화 자율화의 과실을 진보 보수 이익? , , , ,

집단과 공공부문이 과점하므로서 가치생산사슬사회적 동기부여체계이 심각하게 왜곡되었( )

다 즉 각종 검찰 관료 조중동 사학 등 마피아가 득세하고 사법기관과 재벌대기업의 힘. ( , , , ) ,

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동시에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과 공무원은 기여는 별로 없으면서. . ,

혜택은 많이 누리는 조선 시대 양반과 같은 존재로 되었다 둘째 노동 내 격차 등 각종 불. ,

합리한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회적 활력상하 유동성이 떨어졌다 셋째 독재의 도구( ) . ,

라는 원죄에다가 독재 방지에 치중한 년 헌법 체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과 범진보의1987 , ( )

부적절한 탈권위주의 등으로 인해 정부의 기강 질서 권위 책임성이 지나치게 훼손되었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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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추진력 도 약화 되었다 이런 현상이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의 무능의(Driving power) . , ,

소산이자 이익집단 편향성 보수성의 소산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 =

다.

따라서 지난 대선 총선 결과는 보수 안정희구 심리의 발로가 아니라 년에 노무현을 대, = , 2002

통령으로 뽑은 그 심리의 연장으로서 진보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 심리의 발로라고 보아야, =

한다 단적으로 이명박과 이회창은 공히 공공부문 개혁을 고창했고 진보는 조세국민부담. - ( )

률 국민 대비 공무원 비율변화와 얘기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한 대체로 방어적이었다,

조직노동에 대해서 더 까칠한개혁적 태도를 취하였고 이주의와 경쟁주의에 대해서 더-, ( ) ,

전향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행 제도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했고 경제적 활. , , ,

력을 더 잘 불러일으킬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다.

다수 국민들은 왼쪽 주머니에는 민주정부 년의 합리적 핵심을 채워 넣고 오른쪽 주머니에10 ,

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합리적 핵심을 채워 넣고 싶어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왼쪽 주머.

니에 채워 넣은 소중한 가치들을 빼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명박과 한나.

라당에게 압승을 선사한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평가와 통찰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주화 여 년 민주정부, 20 ,

년 특히 참여정부 성과 한계 오류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참패에10 ,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민주 진보 개혁파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 , .

하나 진보든 보수든 역사의 주도권을 쥐려면 국민의 양쪽 주머니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생.

산력을 선도하면서도 정치적 대변 세력이 뚜렷하지 않은 벤처중소기업가와 지식근로자화이(

트칼라 전문직 등의 두터운 지지와 가장 진취적인 청년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진보, )

가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신자유주의 프레임의 문제

신교수는 적지 않은 진보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

려고 한다 그런데 이 프레임으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행보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대선. . ,

총선 결과신자유주의 반대를 시대정신으로 여긴 민노당의 동반 몰락 등도 잘 설명되지 않( )

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 한계 오류도 잘 설명되지 않는다 차라리 도적 정치 프레, , , , . ‘ ’

임으로 보아야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여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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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라는 딱지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너무 예쁘게 봐 준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진보든 보수든 외국 학자가 만들고 외국 땅역사 현실에서 성장발전한 프레, ( , ) .

임으로 현실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에 뿌리 박은 프레임으로 현실을 재단해야 미,

래가 있다는 사실이다.

왜 한국 현실을 말해주는 통계가 왜 없을까?

한국의 적지 않은 인문사회 학자들의 글처럼 신교수의 글도 외국 유명 학자들의 논문을 인,

용한 구절은 매우 많지만 독특하고 복잡다단한 한국 현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거의 없다, .

현실 정치 기업 정영 등 실물에서 올라온 통찰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더욱이 인용한, .

외국 학자들의 통찰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격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 대학 사회의 평가보상 체계의 비합리성과 떼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의 무능으로 인해 이론과 실물 간에 전문 분야들간,

의 소통통섭이 매우 빈약한 사회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 . .

진보가 이념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가장 먼저 소통에서부터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오랜 교조에 사로잡혀 제 때 혁신을 하지 못하므로 서 년 야당 생활을 한 영국. 18

노동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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