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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1

통치성을 통해본 한국 현대사: 1)
‘87년 체제’와 한국의 사회구성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1. 문제제기 : 통치라는 관점과‘87년 체제’
라는 문제설정의 난점
1987년에 전국적인 민주항쟁이 있었고 개헌이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제정 이후 아홉 번째
인 87년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정체제, 정치체제, 노동체제 등 사회체제를 대체로‘87년 체제’
라고
부른다. 이 글은‘87년 체제’
라는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시도이다.‘87년 체제’
라는 개념
은‘1987년’
과‘체제’
라는 개념의 합성어이다.‘1987년’
이 무언가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며 그때부
라는 개념이
터 오늘까지를 규율하는 어떤 체제가 성립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런데‘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87년 체제’담론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김종엽 엮음,
1.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개최한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2009년 6월 9일)“한국 민주주의와 87년
에서 발표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이므로 무단인용을 금합니다.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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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980년대 내내,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밑으로부터 동원되고 조직된 사회운동세력의 도전

dimensions)을 가졌다는 점을 수용한다. 또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과정 속에

으로 1987년에 중요한 정치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1987년에 어떤 사회변동이 일어

서 끊임없이 구성되어간다(construct)고 본다. 예컨대, 우리가‘조국’
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났다는 것과 그때 새로운 성격을 가지는‘체제’
가 성립했다는 말은 같지 않다. 사실 1987년만 해도 6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국익(national interest)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

월의 민주항쟁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7, 8, 9월의 노동운동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른 전환점으로 해

지가 정리되어야 한다(Wendt, Jepperson & Katzenstein, 1996). 국방(defending nation-state)

석할 수 있다(김종엽, 2005, 2007; 김종엽·박형준·정태인·한홍구, 2005; 김호기, 2007; 박명림,

이전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한 대가를 치르고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의(defining)가 이루어

2005, 2007; 백낙청, 2007; 손호철, 2007). 전자에 강조점을 두면 이후 시민운동의 전개와 제도권

져야 하는 것이다.‘경제 살리기’
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무엇을‘경제’
라고 부르고 정치나 사회와 구

정치사회에 보다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후자를 강조하면 새로운 노동체제의 수립에 더 큰 의미를 부

분되는 선은 어디인지 정의해야 한다.‘국가’
란 또는‘경제’
란 무엇인지, 그것은 정치나 사회투쟁과

여할 수 있다. 이처럼 1987년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다.

상관없는 것인지 따져야 한다.‘시장에 맡기자’
고 할 때도 그 시장의 성격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

2)

이 글에서는 통치(govern)라는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개괄하면서‘87년 체제’
를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설득해야 한다. 현 이명

자 한다. 한국 현대사를 통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지배와 저항, 자본주의 발전과 비판 같은

박 정부는 국가(국가개입/간섭)가 문제라고 한다. 비판진영은 시장이 문제라고 한다. 아니 시장이라

이항대립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또는‘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같은 일직선적

는 이름으로 가려진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본다. 이글은‘국가도 시장도 아닌’또는 국가와 시민사회

인 발전사관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역사로서의 현재(present as history)

의 협치(governance) 같은 손쉬운 처방을 추구하지도, 국가와 시장의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만 취

에 작용하는 안팎과 위아래의 힘들을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자세로 직시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

하자는‘제3의 길’
을 절충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비교역사사회학적인 시각에서 한국에서 국가와

가의 형성과 변형을 개별 시민주체의 형성 및 변형과 동시에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주의 통치성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 역사적 변형을 추적하면서 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숙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통치

의 성과와 한계를 짚
을 중심으로(liberal governmentality) 한국 현대사를 정리하면서‘87년 체제’

성(neoliberal governmentality)으로 과속질주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

어보기로 한다.

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authoritarian neoliberal governmentality)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3)

통치성 개념은 현실주의적 접근이긴 하지만, 현실에‘군사’
나‘경제’같은 가장 근본적인 또는 가
장 중요한 하나의 차원이 있다는 가정을 배격한다. 사회현실에는 단일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
적인 다양한 차원(multiple levels)이 공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문제는 복합적 측면(complex

지적하고자 한다.4)5) 국가의 과잉개입/과소개입도, 시장의 전횡/미비도 아니다. 바로 통치성
(governmentality)의 저발전이 문제이다.6)
7)
‘한국사회’
변동을 어떤 연구방법과 분석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 크게 분단과 전쟁(
‘48년 체

제’
),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
‘61년 체제’
), 자유주의적 민주화(
‘87년 체제’
),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97
2.“일상의 담화에서‘민주화’
는 대개 87년의 6월 항쟁을 통해 확보한 어떤 것”
을 가리킨다. 그것은“
‘군부독재 타도’
와‘직선제
‘주권재민’
의 원리를 살아있는 원칙으로 실재화했다.”
(유시주·이희영, 2007, 333-334쪽).



개헌’
으로 집약할 수 있는 것으로, 1948년 제정된 건국헌법에서부터 명시되었으나 한낱 종이 위의 글자덩어리에 불과했던

년 체제’
) 등의 시점을 전환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87년 체제’
를 주장하는 논자들은“지금 우리가
etatisation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통치화’
governmentalization이다. 우리는 18세기에 처음 발견된‘통치성’
의 시대에 살

3. 통치성(governmentality)은 프랑스 학자인 미셸 푸코가 만든 용어이다. 학문적 전문용어이긴 하지만, 학계에서 통치성산업

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통치화는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치성의 문제와 통치테크닉은 정치투쟁과 경쟁의 유일한

(governmentality industry)이 날로 번창한다고 할 정도로 이 개념을 이용한 연구성과가 눈부시게 쌓여가고 있다(Barry,

쟁점이자, 유일한 실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의 통치화가 동시에 국가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국가가 오늘

Osborne, and Rose, 1996; Beaulieu and Gabbard, 2006; Bratich, 2003; Dean & Hindess, 1998; Dubois, 1991;

날과 같이 된 것은 동시에 국가의 안팎을 규정하는 바로 이 통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Hindess, 1993, 1997; Larner & Walters, 2004; Nadesan, 2008; O’
Malley, 1992; O’
Malley, Weir & Shearing,

의 능력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등등을 끊임없이 정의하고 재정의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것이

1997; Osborne, 1993; Pasquino, 1993; Perry & Maurer, 2003; Rose, 1996, 1999, 2007; Walter, 2008; Wier, 1996;

바로 통치의 전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성의 전술 일반에 기초해서만 국가의 생존과 한계가 이해될 수 있다.”
(강조 필자:

Winiecki, 2006). 푸코 자신에 따르면“국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의 통일성, 개체성, 이와 같은

4. 자유주의 통치성, 신자유주의 통치성, 권위주의적 통치성 개념에 대해서는 Dean(1999, 2007) 참조.

된 실재, 그리고 하나의 신비화된 추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의 중요성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5. 통치성 개념을 푸코 사상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정리한 글로는 Lemke(2001, 2004),

제한되어 있다. 아마도 우리들의 모더니티에 있어 — 즉 우리의 현재에 있어 —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국가화

6

Foucault, 1991/졸역, 1995, 47-48쪽)

엄격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마도 결국 국가는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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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O’
Malley & Valverde.

(2006), .Jessop(2007), Elden(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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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고 있는 사회체제의 모체는 87년 민주항쟁이고, 그런 뜻에서 우리 사회체제를 87년 체제라 부

데‘체제’
를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에 따라 정당체제 처럼 제도화된 실천으로서의 system으로도, 경

를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객관적 체제가 아니라 주관적 규정이다.

제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조응은 물론 국가안팎의 접합이 중요한 regime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87년 체제’
를 주장하는 민주세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작용보다 보다 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체제라는 명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작용에 능하다. 이는 독재에 저항하면서 얻은 관성일 것이다(이승만 정권반대, 유신반대, 전두환정권

먼저,‘system’
이라는 의미에서‘48년 체제(정전체제,‘분단체제’
). 둘째,‘regime’
이라는 의미에

반대, 탄핵반대, 이라크파병반대, FTA반대 등). 둘째, 실리(實利)와 실행(實行)보다 명분(名分)과 가

서 61년 체제(근대화체제,‘개발독재체제’
)이다. 셋째, 역시 regime이라는 의미에서 97년 체제(신자

치(價値)를 중시한다.‘국익(國益)’
,‘국가안보(國家安保)’
,‘경제(經濟)’
(성장) 담론보다 인권(人權),

유주의 지구체제)이다. 이를 시간축을 따라 나열하면‘48년 체제’
의 규정 아래‘61년 체제’
에서‘97

평화(平和), 평등(平等)(분배)를 지향한다. 셋째, 통치(統治)보다 비판(批判)에 익숙하다. 그런데 문제

년 체제’
로 전환 했다고 볼 수 있다.

는 지난 10년간 민주세력이 정권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87년 체제’
라는 개념은 크게 보아 민주세력의 역사해석(歷史解釋)이자 사회분석(社會分析) 틀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frame)이라고 볼 수 있다.‘87년 체제’
는‘87년 헌정체제’
(박명림),‘87년 정당체제’
(최장집, 박상

세계사회

열전

냉전

냉전

탈냉전

(노중기)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87년 체제’개념을 쓰는 논자 중에는
훈, 조현연)8),‘87년 노동체제’

경제

전쟁경제

발전국가

발전국가해체

신자유주의

정치

권위주의

권위주의

탈권위주의

자유주의

시민사회

시민사회 미발달

무정형의 시민사회

동원된 시민사회

조직화된 시민사회

문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연대주의

개인주의

“87년 체제가 우리의 현재를 민주화의 국면 속에서 파악한다면, 분단체제론은 45년 이후의 시간 속
에서 우리의 현재를 고찰한다”
고 주장한다”
(김종엽, 2005).
‘87년 체제’
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

<표 1> 김호기(2007나, 110쪽에서 변형)

째, 관점 또는 분수령으로서의‘87년 체제’
이다.“87년 체제라는 용어가 쓰이는 일차적인 이유는 현
재의 우리의 직접적 뿌리가 87년에 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87년이 우리 사회에서 전환점인

국가나 자본주의라는 단일 차원에 집착하지 않고 1987년 이후의 한국사회 흐름을 개관하면 다음과

동시에 그 전환의 형태가 이후의 사회상황에 대해 구조형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

같다. 먼저,‘87년 체제’
는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전환점이 아니다.‘타협에 의한 이행’
이라는 민

엽, 2005)“87년 체제라는 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널리 쓰이게 된 밑바탕에

주화 성격규정이 보여주듯 구 지배세력과 민주세력의 힘이 팽팽한 균형을 이룬 복합국면의 지속이었

는 87년이 우리의 현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특권적 지점이라는 통찰이 자리잡고 있다”
(김종엽,

다. 이는 87년 6월 항쟁에도 불구하고 대선결과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만은 아니

2007) 이를‘인식론적 관제고지(管制高地)’
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체제로서의‘87년 체제’
이다. 그런

다. 둘째,‘87년 체제’
에서 정치사회가 복원되었지만 이는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이 아닌 구 정객(3김)
의 복귀와 구정치질서의 재현에 불과했다. 셋째, 87년 민주항쟁국면에서 시민사회의 폭발은 내부의
상이한 지향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는 하나가 아니었다. 권위주의정권이 일시 퇴각한 힘의 균형·교착

6. 통치성 개념이 중요한 것은 푸코가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해부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꼴레쥬 드 프랑스
에서의 강의를 통해 이 개념을 발전 시켰기 때문이다(Foucault, 2003, 2007, 2008). 국내 소개로는 졸역(1995), 서동진
(2005, 2009), 임동근(2008) 참조.

국면에 구정치인인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정치동원이 이루어졌고 이들이 정치의 장을 차지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자가 시민사회의 주요 세력으로 진입했고, 조직화를 통해 정치사회

7. 한국사회를‘한국사회’
라고 표기한 이유는‘한국사회=대한민국 국가범위’
라는 분석단위를 의문시하기 때문이다. 해방과 건국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운동정치가 제도정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후자는 완강한 제도적 물

부터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종속적 자본주의 산업화, 자유주의 민주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 주요

질성을 바탕으로 전자의 바람을 선별적으로 흡수했다. 역사는 독재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흔적을

사회변동이 모두 국제정치와 세계경제라는 지구적 조건아래서 진행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화는“전지구적 변환”
으로 정

새겨놓았던 것이다.

치·군사·경제·문화·이주·환경 같은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 영역을 포괄하는 고도로 분화되었으면서도 통합된 현상이다
(Held et al., 1999).
8. 박상훈은“정당간 경쟁의 체제라는 차원 혹은 정당조직의 안정성이라는 기준에서 87년 체제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고 본다(박
상훈, 200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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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한국 자본주의: 전쟁, 국가형성, 시장형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전

제 대한원조정책과는 별도로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학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의 저발전국 원조정책은‘로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탄생의 계기가 주어지고,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로 형성되었

토우노선’
으로 집약되었다(졸고, 2003 가). 이는‘뉴 프런티어(New Frontier)’
를 내세운 케네디 정

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한반도에는 통일된 민족국가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된

권에 이르러 미국의 저발전국 외교정책으로 채택된다. 저발전국에 대한‘개혁적 개입(改革的 介入)’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分斷體制)가 들어섰다(백낙청, 1998). 한국전쟁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인적,

을 정식화한 것으로서 경제원조를 지렛대 삼아 수원국(受援國)의 내정 개혁(內政 改革)을 단행한다는

물적 손실 이외에도 남북한에 각각 미군과 중국군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남북한 모두 국가의 규모와

것이 핵심이었다. 경제원조를 군사원조로부터 분리시키고 국가주도의 장기경제발전계획에 입각해서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군사력(軍事力)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

차관을 공여한다는 내용을 가진 로스토우 노선은 수원국의 흡수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국의 개

사비를 들여야 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요건중 하나인 주권을 크게 제약하는

입을 기술합리적으로 정당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할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것이었으며, 건전한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사회 내부의 요구도 강렬했다. 미국의 대한정책이 한국이 가진 대공산권 전초국가(前哨國家)

여러 차원의 대내외 조건변화가 아우러지면서 1960년대에 초 한국에서 근대화라는 발전담론이 국

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군사우선으로 경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한미대사관과 미

가 프로젝트로 자리잡게 된다. 발전담론이란 단순히 발전계획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일컫는 것만이

국무부의 한국담당부서를 중심으로 1950년대 중반 들어 점차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되

아니다. 담론공간에서 통일(統一) 또는 민주주의(民主主義)나 평등(平等)과 같은 여타 담론구성체

었다. 1956년의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먼저, 이승만의 득표가 크게

(discursive formation; 談論構成體)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을 지칭하는 말이

감소했다. 둘째로, 부통령에 집권당인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다. 따라서 발전담론은 일련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물질적 관계와 활동 및 권력관계 안

당선됨으로써‘승계위기(承繼危機)’
가 발생했다. 셋째,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함으로써 사회주

에서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발전담론은 발전기제(developmental machine)를 전제로 한다. 발전기

의적인 지향이 사회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주한미대사관은 이러한 민심의 추이에 커다란 우려

제는 범위상 전 지구를 포괄하며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와 탈식민지 국가의 관련 부서와 관료, 서구의

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의 전후

원조기관, 다변적 조직, 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발전연구 프로그램 및 기구를 포함한다.

부흥이 일단락 된 1956년 말에 이르면 한국의 국가프로젝트로 이승만 정권이 제시하고 있던‘북진통

한국에서 1960년대 초반 발전국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는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변화를 들 수 있

일(北進統一)’
이나 막연한‘반공(反共)’및‘반일(反日)’
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명백해

다. 한국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렀던 것도 미국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휴전

졌다. 새로운 국가목표(國家目標)를 제시하고 지배연합(支配聯合)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국가정체성

을 성사시킨 것도 미국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분단체제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유지해 간 물적 기반도

(國家正體性)을 변모시킬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 시기 주한미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많은 문

주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정책변화는 한국의 국가와 사회를 재구조화

서들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대외적인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발전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내안

하는데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 직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졌던

보(對內安保)에 대한 고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경제기구도 한국

것은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이전부터 미국은 한국을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단위로 상정하

스스로 경제를 운영해갈 수 있는 계획의 마련과 전문가 양성 및 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

기보다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합(地域統合) 구도 속에서 일본의 종속적 파트너로 위치시킨

다. 부흥부의 강화와 산업개발위원회(産業開發委員會)의 설치가 그것이다. 주한미대사관은 젊고 유능

바 있다. 더욱이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는 주로 안보적인 관심에 치우쳐 군사원조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관료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낮은 수준의 캠페인을

노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원조 수혜국 중 하나였다.‘군사 우선, 경제 중시’

벌여 나갔다. 이처럼 실무 수준에서 경제개발 계획수립과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

선인‘뉴룩(New Look)’외교정책을 추구한 아이젠하워 정권에게 한국의 경제발전은 중요 관심사가

만 정치상황의 흐름을 바꾸거나 국가프로젝트를 교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1957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감소시켜나가기

국가 프로젝트를 새로운 상황 전개에 맞춰 바꿔나가지 못한 이승만 정권의 정책전환 실패에 기인하는

조차했다. 원조의 감소는 한국의 경제관료들로 하여금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합리성을 높여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상황을 여전히 준전시(準戰時) 상태로 파악한 미국의 현실인식에도

나가도록 강제했으며 한국 내에서 발전담론과 발전기제가 탄생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실

큰 책임이 있었다. 한국 전쟁 발발 이후 한국 경제는 전적으로 군사적인 고려에 포섭된 바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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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제문화의 다층적 실현

한 구조는 1959년 한국 경제원조에 대한 관할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주한 미대사에게 귀속시
킬 때까지 미국 측의 원조관련 기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문화

한국발전국가는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이 변모한 다음에야 형성될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적

내면화

극적인 국가프로젝트 제시에 실패하고 억압적이고 반동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많은 무

정도

리를 거듭하는 동안 민심은 이반했고, 이를 더욱 강력한 통제력으로 돌파하려던 자유당 내 강경파의

셋째 (정당성)
둘째 (비용)
첫째 (무력)
홉스적 (적)

획책은 3·15 부정선거를 낳고 말았다. 1960년의 4월 혁명으로 시민사회가 폭발한 것은 휴전 이후

로크적 (경쟁자)

칸트적 (친구)

국가간 협력정도

한 번도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발진시키지 못했던 이승만 정권의 퇴행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4월 혁명의 결과 들어선 장면 정권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이승만 정권 아
래서 왜곡된 경제체제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장면 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개혁정책을 수

박정희 정권은 초기‘민족주의성향’
으로 말미암아 미국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함께 견제를 받았다.

용하여 급속한 경제질서 정상화를 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지기반의 상실을 초래했다. 미국 측의

대표적인 예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이로 말미암은 내포적 산업화(內包

요구에 따른 한미경제조약 체결과정에서‘주권 상실’
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的 産業化)의 좌절이다(기미야 다다시, 2008).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은 처음에 자립경제노선

정상화하고자하는 노력의 와중에서‘친일적’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장면 정권은 지도력

을 추구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쿠데타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

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7·29 총선 이후 곧바로 신민당(新民

義) 질서를 신봉하지 않았다. 미국은 쿠데타 세력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조속한 민정이양과 경제개

黨)이 분리해 나감으로써 사회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민주당 내 신구파(新舊派) 간의 정쟁에 휘말렸

혁을 내걸었다. 군사정권이 민정이양을 발표한 것이나 경제개발 계획에 역점을 둔 것은 미국 측의 압

다. 민주당 정권은 사회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제도개혁(制度改革)에 실패했다. 대내외 안보

력과 독려에 따른 측면이 크다. 박정희 정권은‘조국근대화’
를 국가프로젝트로 내걸고 급속한 공업화

를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군부와 경찰의 충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행정기구를 장악하는

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중앙조정기구로서 경

데도 소홀했다. 4월 혁명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

제기획원을 설립한 일이다.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 경제를 거시적으로 전망하고 계획을 수

로써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지도력 부재로 시민사회 공론의 양극화(兩極化)를 제대로

립하며 각 행정 부서를 관할하여 조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박정희

수습하지 못했으며, 반미구호와 통일담론이 대두하는 가운데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사회질서 유지 능

정권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시장을 미국 및 일본과의 초국가적 연계(超國家的 連繫)를 통해 해

력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을 사게 되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데 대한 미국 측과 한국 군부 일각의

결해 나가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 그것이다. 한일국교정상

우려는 1961년의 5·16 쿠데타로 현실화되었다.

화는 미국측의 요청과 압력에 따라 이승만 정권 때부터 간헐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일본측과의 입장차

5·16 쿠데타의 주도 세력은 반공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파악

이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경제협력방식으로 청구권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한 것이다. 단순한 반공체제의 강화가 아니라‘경제발전을 통한 반공’
이라는 노선의 제시로 경제발전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었지만, 시민사회로부터 엄

그 자체를 반공의 무기이자 내용으로 삼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 등장으로 내부안보가 확고해졌을 뿐

청난 저항을 초래했다.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데 또 다른 지렛대가 되었

아니라 국가발전에 대한 열의도 높아졌다. 북진통일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던 이승만 정부 몰락

다.

이후 군사중심의 전면적 대결(對決)에서 정치경제적인 경쟁(競爭)으로 남북관계의 양상이 바뀌면서,

1960년대 이래의 급속한 산업화는 대개 박정희 정권과 발전국가의 공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렇지

북한은 당장 타도해야 할‘적’이미지에서 시간을 두고 다투어야 할‘경쟁자’이미지로 바뀌었다(<그

만 1960년대 중반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데는 1950년대를 통해 이미 갖추어진 인적, 제도적 준비가

림 1> 참조, Wendt, p. 254)

에 의한 외부 압력이 주효했고, 한일관계 정상화와 베트
있었으며, 쿠데타 이후 미국의‘개혁적 개입’
남 파병이라고 하는 역사적 계기(契機)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안보적 고려에 의한 미국측의 자국 시장
개방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발전국가의 역할이나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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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개인의 지도력에서 경제발전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빈약

가능케 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장면 정권의 통치성은 자유주의적이었지만, 자유주의를

한 이론적 상상력에 기대고 있다.

가능하게 하는 기율(紀律)을 전체 사회에 부과하는 방법과 그것을 실행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던

9)

경제성장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기획원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제개발 계획이 진전되어 있었으며

의 설립은 단절적이었다기 보다는 이승만 정권 이래의 점진적인 진화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급속

경제개발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 초기 질서를 잡고 빈곤을 퇴치하겠다

한 공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화는 경제 차원 뿐 아니라 군사, 정치차원 및 초국가적인 과정과 측면

는 막연한 구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이미 마련된 경제개발 계획 및 관료기구를‘발견’
할

들이 한 데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역동적 과정이다. 경제 자체가 사회의 다른 측면으로부터 구분되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Satterwhite, 1994). 박정희 정권이 했던 역할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야말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수용하면서 한국사회 내부의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는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고‘조국근대화’
라는 국

안과 밖을 나누고 적을 재규정하며 국가의 당면 목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야말로 통치성의 핵심이

가프로젝트 아래 광범한 사회세력을 동원해 낸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국가는 구조적 자율성

다. 어떤 의제를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야말로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構造的 自律性)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자율성(道具的 自律性)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었

1960년대 이래의 경제건설을 실증주의적인 방식으로 연구해온 많은 논의는 부지불식간에‘경제발

다. 박정희 정권의 초기 개혁 시도와 좌절은 좋은 예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강한 국가(strong

전’그 자체를 당연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수립과 방어 둘러싼“죽느냐 사느냐”
의

state)에 의해 위로부터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내외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구에 열

안보문제(安保問題), 국민을 먹여 살리는 지 여부를 둘러싼“먹고사는”경제문제(經濟問題) 그리고 나

려있는 침투가 용이한 약한 국가(weak state)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한국의 일

아가 국민을“잘 살게 해주는”복지문제(福祉問題)에 대한 관심이 시차를 두고 또는 우선순위에 있어

반적인 국가성격과 특히 발전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각 정권에게 제시되는 법이다.
이승만 정권은 휴전상태를 여전히 준전시상태(準戰時狀態)로 보고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

<그림 2> 한국과 통치성

았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는 지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 안팎의 모든 자원은 국방을 중심
으로 배분되어야 했다. 경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다. 국가의 일차목표는
공산주의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낼 뿐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 즉‘북진통일’
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사회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자유주의 통치성은 이승만에게 결
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면정권은‘경제제일주의’
를 내세우며 모든 문제를 경제중심으로 해결해나
가고자 하였다. 장면은 경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상황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9.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발전국가 자체를 독립변수로 도입했다. 즉, 국가가 산업화의 주도자였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발전국가론자들은 국가가 어떻게 경제에 개입하였는가 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국가가 추구한 산업정
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코자 하였다. 이에 반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류 경제학 진영에서는 국가개입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시장기능을 강조했다. 여기서는 국가정체성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3. 지구 자본주의와 한국의 국가 : 탈냉전 이후 지구 자본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지연
된 민주화, 가속된 지구화/개인화

경제발전을 통한 총체적 사회안보(總體的 社會安保)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발전국가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시장이 어

한국 민주주의를 탈냉전과 자본주의 전지구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떻게 창출되고, 또 국가가 세계 시장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국가를 불러들인

성패에는 정치문화나 사회구조와 같은 내생적 변수뿐만 아니라 탈냉전, 지구화라는 외생적 변수가 연

(Bringing State Back In)’발전국가론은 국가간 관계(Bri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Back In) 및 시민사회로부터의
도전(Bringing Civil Society Back In))이라는 입체적인 분석틀로 보완되어야 한다. 발전국가는 단순히 국가의 계획합리적
경제개입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민족주의적인 정서와 노동력을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조직하여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헤게모니적인 국가프로젝트의 발진이라는 발전담론과 동시에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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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성격과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수준의 냉전체제와 한반도 수준의 분단체제를 반영한다.
그런데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국 민주화에 이중적인 영향을 끼쳤다. 냉전시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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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유형의 권위가 있었다. 시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권위와 적으로부터 유래하는 권

정책과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김영삼

위가 그것이다(Beck, 2000). 냉전과 분단으로 인한 상투적인 적 즉‘공산당’
과‘빨갱이’
의 존재는 한

정권의 잘못된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1997년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를 IMF의 구제금융에 의

미간의 갈등과 한국 내부 사회세력간의 대립을 은폐하고 억지로 봉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냉전은 공

해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를 노무현 정권에

포에 입각한 세계질서였고,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내적 위기를 계속 외적 원인 즉‘북괴’탓으로 돌릴

서 이어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점증하는 사회정치적 긴장 속에서 정체(停

수 있게 했다. 이제 탈냉전과 남북화해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지되어오던 공포(恐怖)의 균형은 불평불

滯)되고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심화

만(不平不滿)의 균형으로 대체되었다. 강력한 외부의 적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의 국가는

(deepening)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갈등을 상위에서 규율할‘국가안보’
라는 전가의 보도를 상실했다.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10)가 오늘의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성격이라면 구조조정은 그것을 작동케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투쟁은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 남한내부에서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바뀌었

주된 기제로서 기존의 생산관계와 지배양식의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성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 국가안보의 우선성과 긴급성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깨진 빈터를 영구평화가 채우고 있는 것이 아

지구화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니라 오히려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영구투쟁(永久鬪爭)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사실 냉전기에 정치는

는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해 부(富)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지역·국가·지방 수준에서 극심한 빈부격차

기껏 보수정당간의 권력 다툼이나 사회정책으로 오그라들어 있었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야‘정치

를 초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수혜자는 기존의 중심부 국가들로서 대부분의 발전도상국

고도 볼 수 있다.
가 되돌아오고 있다’

가들은 일부 중진국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장하준, 2006).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비교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 돌입했다고 한다.

국가간 경계를 넘어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자본, 재화, 서비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

그러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분구조로는 한국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 민주화의 특징은

한 경쟁(競爭)의 민주주의이지 평등(平等)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

한마디로 지연(遲延)된 민주화이행과 제약(制約)된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

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는 발전도상국의 경우 그러한 민주주의조차도 분배의 불균등으로 인해 정치

화 방식이 민주주의의 형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한국 민주주의가 선거민주주의 단계

균열과 사회갈등이 늘어나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를 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권위주위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한편으로 참여와 분배라는 민주화의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 경쟁과 효율

서 민주주의 이행은 민주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도전 국면에서 제도권 야당 및 재야사회운동세력의

이라는 시장의 논리 사이에 내재한 긴장을 촉발한다. 특히 초국적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온건파와 권위주의체제의 개혁파 사이의 타협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한‘거래에 의한 이행’
은 정치엘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관료들이 위로부터‘지시받는 민주주의’
를 원한다면, 일반 시민

리트 수준에서 정치협약을 낳았지만, 전체사회 수준에서 사회협약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임현진,

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그들의 이해를 신장하기 위하여 아래로부터의‘참여 민주주의’
를 바란다.11) 발

2001, 2005).

전도상국가들의 정부가 위와 밑으로부터의 구조조정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

군사권위주의 정권에서 민간민주정권으로 이행한 후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

도 하지만 지구경제 안의 위상, 국가의 정책 능력과 강도, 국회 내에서의 여당의 위치, 자본과 노동의

권은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세 정권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에서

상대적 집중도의 차이,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발전도상국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 정권은 거의 똑같이 5년이란 짧은 집권기간 안에

가들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평등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주주의는 축적의 이데올로기로서 시장과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과욕에 비해 자유주의 통치성은 미흡했다. 기존의 정치균열과 사회갈등을 증폭

충돌한다. 축적의 논리로서 시장이 개인의 자원 배분과 소비를 위한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다수의 지

시킨 측면이 크게 보이기도 한다.

배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그러한 배분과 소비 면에서 만인이 평등할 권리를 중시한다. 그러나 신자유

한국 민주주의에 서로 표리를 이루고 있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과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기존 국가-사회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의 한국은 지구 자본주의체제에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은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결과이지만, 국가차원에서 보자면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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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으로는 Plehwe(2007) 참조. 한국 발전국가의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에 대해서는
Jang (2006) 참조.
11.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는‘초국적 경제주의의 정치’
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장진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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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구조조정은 참여와 평등 보다 경쟁과 효율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회성원들을 개인의 권리를 강

정(構造調整)이었다기 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한국을‘개방’
한 구조적응(構造適應)이었다. 그

조하는 시장상황으로 내모는 경향이 있다. 결국 발전도상국들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점증

리고 이러한 정책은 두 민간정권이 적극적으로 선택(選擇)했다기보다 세계체제로부터 부과된 가파른

하는 사회적 격차로 인한 갈등과 균열에 직면하게 되고, 극심한 경기불황의 시기에는 그것들이 빈약

선택지를 수용(受容)한 것이었다(박길성, 2003).

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정치안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폭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

미국은 한국의 정권교체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민주화된 한국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민주주의만이 경제위기아래에서도 체제의 생존을 지켜주는 버팀목임을 보

다. 미국이 한국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붙들어두기 위해서는 연성권력(Soft Power)만으로도 충분하

여주고 있다. 구미국가들과는 달리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시기에 나타

다(졸고, 2003 나). 한국이 정치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미국화되

나는 사회갈등과 정치균열은 경제위기(經濟危機)를 즉각 체제위기(體制危機)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

었는지를 직시해야한다(<그림 3>참조). 게다가 탈냉전 이후 미국은 명실상부한 지구제국(地球帝國)이

문이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수준을 넘어 심화되어야 하는 직접적인 까닭이기도 하다.

다. 과거의 제국과 다른 미제국의 특징은 이제 지구상에 미제국의 바깥이 없다는 점이다(졸고, 2005
가).

한미관계는 한국 사회변동을 조망하는 또 다른 축이다.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를 억제했는가

<그림 4>와 <그림 5>는 반북/친북과 친미/반미를 진보/보수와 교차시킨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deterring) 아니면 증진시켰는가(promoting)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전자를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

것은 한국에서 진보가‘친북’
이나‘반미’
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이다.‘반북’
이 북한을 적대시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승만의 민간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군사독재

하거나 붕괴시키자는 뜻은 아니다.‘친미’또한 미국을 무조건 숭상하고 추종하자는 말이 아니다.‘어

정권을 지지했다고 주장한다.‘80년 광주’
는 미국이 얼마나 한국 민주주의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저

떤 북한’
을 반대하느냐 또는‘어떤 미국’
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느냐가 문제다. 진정한‘진보’
이려면

해세력인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는커녕 그것을 억제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개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해야 한다. 또 미

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본다. 이는 한국이 민주화되면 될 수록 대미관계에서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국을 무조건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

취할까 두려워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후자는 미국이 한국에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제도를 이식

다. 이제 탈냉전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구 진보(친북진보, 반미진보) 대 구 보수(반북보수, 친미진보)의

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의 허약한 신생민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또 정치판

소모적인 이념적 대립구도를 넘어서야한다.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신진보(반북진보, 친미진보)가

의 앞면과 후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 한국 민주주의가 오늘날처럼 발전하는 데는 미

신보수(친북보수, 반미보수)와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성립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이 민주화될수록 과거 독재정권시기와 같은‘불편한’관계는 청산되
고 한미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 한국사회의 미국식 변형

미국이 한국에 이식시키고 정착시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미국은 다수 대중의
참여와 합의라는 의미에서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보다는 엘리트 수준의 정권교체라는 경쟁의 규칙
을 마련하기 위한 다두제(polyarchy)를 증진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Robinson, 1996). 다두제
는 어느 한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다두제는 대내적 권
력행사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지만,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한국이 놓여있는 세계체
제상의 위치와 한미간의 쌍무적인 관계에서는 한국의 국가가 국내 지배/피지배계급의 이해뿐 아니라
초국적자본과 미국의 국익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는 국내지배계급에 의해 포획되었
다기 보다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침투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역대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지도
자나 민간 민주주의 정권의 지도자를 막론하고 모두 미국이 부과한 헤게모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은 국내 불평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앞선 세 민간정권이 추진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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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북/친북과 진보/보수 교차

<그림 5> 친미/반미와 진보/보수 교차

여기서 강조할 점은 국가와 시민사회영역을 막론하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 충분한 대항세력
(countervailing power)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주체적 시민참여형 통치를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다. 어떤 통치체제를 추구해나가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영구히 심화될 수도 또 한없이 지체될
수도 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을
지구 자본주의체제에 적응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세 민간정권은 개혁이란 명분에만 집착했지 가시적
전망과 구체적 전략에 소홀했다. 그래서 탈냉전의 제도화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강요에 의해, 그리고 사회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오도했다. 개혁명분을 국가의 헤게모니

정당교체를 포함하는 민간정부의 연속적 등장이 민주주의의 심화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프로젝트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잘못 통치했다기 보다 통치성이 부족했다. 무리한 세계화 정책과 신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쇠는 전 지구적 탈냉전을 어떻게 한반도 수준에서 제도화시키며, 나아가

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개혁’
이라고 강변하였지만 그것은 성공해도 또 실패해도 경제적 불평

경제적 전지구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

등과 사회적 불의를 심화시킬 뿐이었다. 지구 자본주의 안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하고 또 번영하기

주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조건은 과거보다 좋지 않다. 냉전체제 아래서 보장받던 경제

위해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한국특색

적 반대급부는 사라졌다. 우리는 IMF위기를 겪으며 지연된 제도전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바 있다

(Korean Character)’
이 요구된다.12) 자본주의에도 영미식, 독일식, 스칸디니비아식, 일본식, 싱가포

(구갑우, 1999; 2000). 원래 구조조정이 지니는 권력과 부의 재분배 역학은 그 실익을 둘러싸고 사회

르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지구 자본주의의 수렴 경향성과는 별도로 각국 자본주의는 필연적으

내의 주요 계급들과 집단들 사이의 이해갈등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

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에 대해 보다 자아준거적인 시각과 준비가

국 민주주의는 그러한 이해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상의 합의기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이 지니는 득실과 명암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소화, 흡수

국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전 지구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

할 수 있는 통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타나는 정치균열과 사회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 제도, 규범, 절차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보다 늘어날 사회정치적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심화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Fung, 2003).
<그림 6> 통치체제유형

4. 현 단계 지구 자본주의와 이명박 정권의 통치성: 탈냉전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권
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금 한국의 국가는 더욱 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전대미문’
의 세계경
제 위기로 경제관리자로서의 한국의 국가능력은 훼손되었음에 반해 각각의 문제영역과 각 지역이 안
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바람과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적인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인 계급분화가 어느 때보다 진전된 것이 지금 상황이다. 자본가계급은 자기들대로, 노동
12. 20세기 세계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서 관리국가의 작동 메커니

<그림 6>은 통치제도가 하향식인가 또는 참여협력형인가를 횡축으로 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안의 지
배집단에 대해 대항세력이 얼마나 형성되어있는지를 종축으로 삼아 통치체제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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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급은 또 그들 나름대로 계급정치를 꿈꾼다. 대결(對決)의 정치다. 민주화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

을 넘어 본격적인 대결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미국과의 동맹강화 정책이나 대북강경 자세 또는 FTA

느 정도 진전된 상황에서 계급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가 하면 결

추진은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문제는 대미, 대북 정책을 통한 외부통치와 지

코 덜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집단들의 이질적인 정치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구 자본주의 참여정책이 내부 통치와 이어지는 지점이다.‘한미관계 강화’
가 혹시 미국식 신자유주의

진전되었지만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국가가 이들 상이한 요구들에 우선순위를 부

발전모델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북한 주적론’
이 북한을‘외부의 적’
으로 규정

여하고 나아가 사회공통의 관심사로 끌어올려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함과 동시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약자를‘내부의 적’
으로 규정하는 사회통제 강화책과 연결되

<그림 7>은 냉전의 종식과 남북대결구도의 완화로 국방상의 긴급상황이 현저히 약화되고 적이 불

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국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진보와 보수로 분화된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의제를
설정해나갈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림 8>은 탈냉전국면에서 지난 세 민간정권에서 시장을 중시하는

외부안보/

<그림 9> 이명박 정권의 통치성

내부안보

신자유주의적 개혁노선이 가져온 폐해를 국가를 중시하는 신 현실주의 개혁노선에 의해 어떻게 조정
해나가야 할 지를 나타낸다. 국가는 후퇴하기는 커녕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신 국가주도, 신

규제완화

현실주의노선에 입각해서 이명박 정권은‘시장의 전횡’
과‘시민사회의 분열’
로부터 다수 시민 시민

개인

의 이익을 보호, 육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장
<그림 7> 의제설정과 민주주의

<그림 8>국가/시장중시와 냉전/탈냉전지향

치안확보

자본(금융·산업)/
경쟁(사회·문화)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
사회연대

시민사회

이명박 정권은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치안확보와 법치를 강
조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건설에는 앞선 정권들보다 소극적
이다. 박정희 정권의‘개발독재(developmental dictatorship)’또는‘권위주의 통치’
는 포함
(inclusion)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헤게모니적 국가 프로
젝트로 기능했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배제(exclusion)에 입각한 사회통제
(social control)이다.13) 이명박 정권의 이미지는 숭례문화재, 촛불집회 그리고 용산참사에 이르는
‘불’
로 형상화된다. 숭례문화재가 문화재를‘무차별’개방한 데서 빚어진 사건이라면 용산참사는‘차
대립과 대결의 정치를 자립에 근거한 연결의 정치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지배층과

별적’대응에 의해 초래된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공통점

피지배층을 아우르는 통치 프로젝트를 발진 시켜야 한다.‘개혁피로증’또는‘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이 있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2008년 6월 19일)을 텍스트로 삼

속에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다. 그런데 선거연합과 개혁연합 그리고 통치연합은 같지 않다. 통치의

아 이명박 정권의 정치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기본은 신뢰에 기반한 안정이다. 국가안보, 사회안정, 개인안녕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개혁을 해
도, 남북화해를 해도 내부안정과 지지확보가 먼저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 일 년의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낮은 정권지

13.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구식 빅브라더와 신식 빅브라더의 관심차로 설명한다.“옛날의 빅브라더는 포함--사람들을 대열에
정렬시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통합--하는 데 열중했다. 오늘날의 새로운 빅브라더의 관심은 배제--그들이 있는

지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 일 년의 풍경은“복고적 국가, 퇴행적 시장, 저항적 시민사회,

으로 추방하거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자리에‘어울리지 않는’사람들을 골라내, 거기서 쫓아내면서‘그들에게 어울리는 곳’

체념적 개인”
으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미관계는 엇박자 조짐이 보이고, 남북관계는 교착국면

아예 처음부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Bauman, 2004; 졸역, 2008,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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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된 뒤“마음이 급했”
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
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고 생각했다.“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
“국제금융
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
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표 2> 주권, 안보 그리고 사회통치하기
통치스타일,

주권

통치프로젝트

안보

능성은 거의 없다”그리고“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
했다. 따라서“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나아가“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잠재적인 무질서, 위협,

죽일 권리.
초기 근대

최종결정권 독점.

영토국가

질서수립.

확립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
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이런 절호의

최고 권력이자 통치의
목적으로서의 주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
다.“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고전적

다는 것이다.“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
다.“자신보다도 자

자유주의

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
다.“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인데,“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
고,“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
다.“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
이지만,“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따라서“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
라고 했다.
그러면서“반드시 경제를 살리겠”
다.“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
다고 다짐했다(강조 필자).
‘잃어버린 10년’
을 되돌리기 위해 마음이 급했으며, 안보와 경제라는 차원에서‘국가적 현안’
을서

부터 국가를‘보위’
하는

선진 자유주의

다음의 <표 2>는 주권, 안보 그리고 사회통치가 선진 자유주의, 권위주의적 자유주의, 그리고 한국
의 신자유주의에서 어떻게 다른 지를 정리한 것이다.

헌정질서로 복귀하기

안보기제.

시민사회의 영토상의

자유와의 관계.

한계확립.

국제 대 국내 안보쟁점들.

신념.
주권적인 결정 폐지.

위한 일시적인

권위주의적
자유주의

전제조건.

신자유주의

컨테이너로서의
사회 통치하기.
국내안보와
국제안보
지구위험사회.

다자협력.

인권유린.

코스모폴리탄

인생설계 할 때

인종말살.

민주주의.

개인의 위험관리.

거버넌스.
정상적인 삶의 틀을

위계적 국제관계와

실행하기 위해 국가와

과잉안보.

정의하는 대량의

헤게모니 국가들.

국제기구 강화.

선제개입.

예외들과 실천들.

예외, 필연,

오싹한 비상사태.

비상사태라는 언어

주권행사와 주권위임.
한국의

국가비상사태극복.

지구적 위험들에 대한

지구화정책을

주권이 중첩됨

안보의 다차원성(국가

(국가주권의 행사와

안보과잉, 사회안전

위임).

과소, 개인안녕미흡).

항상적인‘예외’
(분단상태).

전제조건 미흡.
지구적, 국가적,
지방적 통치의 동시성.

Dean(2007), p. 192에서 수정, 변형.
국가의 대응양식
억압부과
소극적

제의 위기’
를 이유로 들어 사회갈등을 수용하고 해결하기보다 회피하고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
에서 우파집권기는 항상적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통치하기의

좋은 질서를 창출해내는

두르다 보니 식탁‘안전’
이나 부모의‘안심’
은 소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세계경
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 현대사
비쳤다. 이를‘좌파개혁 10년에 대한 우파 혁명의 좌절’

내전 극복.

테크닉(국가이성).

제한적임.

국가주권극복에 대한

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
기“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

외부와 내부의 적으로

자유주의의 조건이지만 시민사회내부의

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
다. 따라서“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
었

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도“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
는데,“그런 우리가 국제

불확실성 관리.

테크닉 (경찰).

수는 없었”
다. 더욱이“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
이며,“거기다 북한 핵

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

사회통치하기
프로젝트와의 관계

삶에 대한 위협.

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
했다.“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
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

주요 예외들

동의형성

국가억압기구 강화

통치기예 혁신

반동적

시민의

개혁적

참여

위기공간

양상
전복적
적극적

민주적

사회운동 활발

공론장 확대

<그림 10> 위기와 국가의 대응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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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말 : 통치성이라는 문제틀의 유용성

역적, 일국적 그리고 나아가 개인적 통치를 한데 묶어 대중적 상식으로 드러내 보인데 독특함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대중의 불만은 높아도 그것이 조직되거나 동원되기는 쉽지 않다(Cruikshank, 1993,

1960년대에는 국가안보를 좁은 의미의 군사안보에서 경제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보로 전환했

1996).

다. 1970년대 국가안보를 경제성장에 걸맞는 정치체제를 통해 안정시키고자 하기보다 유신체제라는

통치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이다. 말하

준전시동원체제인 강권체제로 재편했다(졸고, 2006). 그렇지만 군수산업화인 중화학공업화추진으로

자면 법률보다는 전술을 적용하고, 나아가 법률 자체를 전술로서 이용하는 문제, 곧 몇 가지 특정한

이후 발전기반을 놓았다. 1980년대 광주항쟁이후 자유화 추진 민정당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정권창

수단을 통해 일정한 목적들이 성취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통치기

출 프로젝트를 발진시켰으며 이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출범이 가능했다. 김영삼 정권은 하

예(統治技藝, art of government)가 중요하다. 어떻게 자기자신을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통치당할

나회 숙청 등 내부개혁을 단행했지만 준비가 부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진으로 IMF위기를 자초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 것인가,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 통치당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김대중 정권은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지만, 경

어떻게 최선의 통치자가 될 것인가 등이 주요 질문이다. 이때 통치의 정치적 형식(the political form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심화시켰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자유주의 통치성과

of government)이 문제가 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불안한 동거를 했다.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사회 민주주의적 사회정책을 결합시
키고자 시도했다.

이미 허구(버블)로 판명난 시장기제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패키지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아직 잠재력이 소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국 국가의 계보는 안보국가(이승만 정권, 1948-1960“북진통일”
---> 발전국가(박정희 정권,

도대체 그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교류와 대화, 자기통치와 타인에 대한 통치에

1961-1979“조국근대화”
)---> 발전국가 이후(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1980- 1992“선진조

맡겨볼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배제되는 인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신자유

국”
)---> 신자유주의 국가(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993- 2008,“세계화”
,“선진

주의는 자유주의적 시장(liberal market)과 비자유주의적 정치(illiberal politics)가 결합한 것이다.

화”
)로 이어진다.
2007년 한국 대선은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의“비즈니스 프렌들리”발

“정치를 싫어한다”
는 대통령의 언명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실행할 때 부딪치는 정치적 딜레마
를 잘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정치 바깥 또는 정치 위에 있지 않다.

언은 그동안 무의식 중에 촉촉이 스며든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대중의 의식 전면에 불러내는 기능을

국가안보, 사회치안, 시장규제, 시민사회의 자율 그리고 개인의 규율을 한 데 묶는 국가의 헤게모

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니 어쩌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구

니 프로젝트 발진을 기대한다. 이는 국가안보, 경제발전, 사회안녕, 개인존엄을 아우르는 정치합리성

조조정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런 언명은 발화자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은 행위의 결과를 낳

을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내부와 외부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구분

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는 정부가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

그리고 끊임없는 통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통치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곧 비판이다. 비판이나

한다(부자와 강자 편)는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이명박 정권의

저항이 통치에 우선할 수 없는 까닭이다.

지지율 감소라는 발화효과(perlocutionary)로 나타났다.
현 정권은‘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호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1997년
대선)와 남북관계 개선(2000,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남북관계
는 교착국면을 넘어 대립과 대결구도로 전환하고 있다. 나쁘다고 하기보다 위험하다. 시장만능주의,
시장 물신주의를 넘어 사회를 회복해야 한다. 시장을 사회에 뿌리박아야 한다. 개인이라는 쇠우리에
을 넘어 사회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포획된‘자기계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진은 주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가 다른 질서로 전화했거나 대체되었다는 징후도 뚜렷하지 않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는 지구적, 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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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2

‘한국체제’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여는 글
올해로 87년 6월 항쟁도 22주년을 맞는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20주년, 30주년과 같이 10주년
을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보면 22주년은 그 중요성에서 별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올 6월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와 같은 민주화운동 출신
의‘자유주의적 개혁’
정권2)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민심이반이 일어나‘산업화세력’
이라고 부르는 냉전적 보수세력이 다시 집권한 뒤 맞는 6월이라는 점에서 일상적 관행과는 별개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집권 첫 해인 지난해 6월의 경우 촛불집회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1.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개최한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2009년 6월 9일)“한국 민주주의와 87년
체제”
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추후 수정 후 출간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술적인 인용은 출간할 수정본에 기초해주기 바랍니다.
2. 김대중, 노무현정부를‘진보’
로 부르는 것은 잘못으로 현재의 한국정치를 진보대 보수의 2분법이 아니라 진보, 자유주의적 개
혁세력, 냉전적 보수라는 3분법으로 보아야 한다.(손호철, 2006:350-353, 365-3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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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촛불이 사르러진 광복절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공세가 가시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아래 참조) 올 6월의 의미는 각별하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사회체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한국사회체제란 엄격하게 말하자면 한국
의“다양한 모든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
‘한국
(
사회구성체’
)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론화를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87년 6월은 현재 우리에게 무엇인가”등 87년 6월에 대해 여러 문

위해 단순화시키면‘한국(정치)경제체제’
와‘정치체제’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체

제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 관련,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몇 년 전 논쟁이 되었던 87년 체제론이다.

제론이 세계체제가‘자본주의적 세계경제’
라는 (정치)경제체제(economic system)와‘국가간 체제

즉 아직 우리는 87년 체제 속에 살고 있으며 87년 체제론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담론인가 등 여

(interstate system)’
라는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로 구성되어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

러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리이다. 사실 사회구성체론의 경우도 한국의 사회성격(사회체제 성격)을 한국의‘토대’
(경제체제)의

이 글은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한국의 체제론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체적으로 그동안 다소‘주먹구구식’
으로 진행되어 온 체제논쟁을 체계화하기 위해 우선 이론적 쟁점

성격과 국가(정치체제)의 성격의 결합으로 이해한 바 있다. 87년 체제론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아래
참조).5)

들을‘사회체제(social system)’
와‘부분체제들(partial regimes)’
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살펴보고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했듯이‘한국체제’
는 하나가 아니다. 열린 총체성으로서의 한

한다.3) 이어 한국의 현재의 사회체제를 87년 체제론을 이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97년 체제 08년

국사회체제와는 별개로 한국‘헌정체제(constitutional regime) 6) ’
도 있고 한국‘노동체제(labor

체제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사회체제의 역사적 궤적과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regime)’
도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운동체제’
,‘정치균열체제’
내지‘정당체제’
,‘젠더체제’등 다양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분체제들을 예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하위체제들
‘내지‘부분체제들’
(partial regimes)도 존재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하나의 통일된 체
제가 아니라 별개의 특성을 가진 개별적 영역에서 제도화된‘부분체제들(partial regimes)로 구성되
어 있다는 주장(Schmitter, 1992: 427)을 빌려 온다면 한국 사회역시 다양한‘부분체제들’
로 구성되

2. 이론적 전제 :‘사회체제’
와‘부분 체제’
들

어 있는 셈이다. 아니 이 같은 문제의식을 빌려올 수 있는 선구적인 분야는 국제정치 분야이다. 일찍
이 체제변화(regime change)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한 이 분야는 예를 들어‘국제경제체제’

본격적으로 87년 체제론을 비롯한 한국체제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이론적 문제들이
있다.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한국체제’
가 하나가 아니며, 한국체제 논쟁이 단일한 차원이나 지평
(plane)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를 국제통화체제, 무역체제, 석유체제 등 여러 하위체제들로 나
누어 연구해 왔다(Keohane, 1984: 182-240)
셋째, 한국체제가 하나가 아닌 다양한 부분체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다양한 부분

첫째, 물론 한국 사회 전체를 추상화시킨‘총체적 체계’
‘열린
(
총체성’)로서의 한국‘사회체제

체제들의 문제는 단일한 지평(plane)에서의 추상-구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평을 달리하는 다른 지평

(social system)’
내지 한국‘사회구성체’
가 존재한다. 원래 사회체제란 자기완결성과 내적 노동 분업

간의 단순-복합의 문제이다. 그리고 일찍이 봅 제솝(Jessop, 1990: 10-11)이 국가론연구에서 지적한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엄격한 의미의 사회체제는‘세계체제’
뿐이다(Wallerstein,

바 있듯이 여러 지평의 문제들을 하나의 지평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분체제들의 문

1974: 347-349). 그러나 느슨한 의미로 사용할 때‘한국사회체제’
라는 개념화가 가능하다.

제는 환원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평간의‘접합의 방법’
(method of articulation)에 의해서

4)

만 제대로 인식될 수 있다.
3. social system의 system과 regime은 모두 체제로 번역되어 혼란스럽다. 따라서 system을 체계로 번역해 혼란을 피하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통화체제, 무역체제, 석유체제는 각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체제들로 그 시

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나 세계체제(world system),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 이미 굳어진 용어가 많아 이 역시 많은 문
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둘 다 그대로 체제로 사용하되 괄호 속에 영어로 표시해 구별을 해보았다. 다만 다양한 부분체제
들은 모두 regime이며 사회체제, 그 구성부분이 경제체제, 정치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 system이다.
이라는 개념은 포스트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할 수 있지만 포스트주의식의 해체
4. 물론‘총체성’
주의적 방식에도 문제가 많은 바, 폐쇄적이지 않은‘열린 총체성’
이라는 수준의‘사회체제’
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
이다.

36

│발표문 2│

5. 다만 일부의 경우 사회체제를 단순히 정치경제체제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6. 체제(regime)이란“특정분야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이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일련의 원칙, 규범,
을 말한다(Krasner, 1983: 2).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의 절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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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분이 일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체제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헌정체제, 노동체제, 젠더

질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87년이 질

체제 등이‘87년 체제’
라는 식으로 하나의 일치된 시기구분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적 전환점이었느냐는 아니라 오히려 87년 이후 이에 상응하는 질적 전환점이 없었느냐는 것이다. 87

전혀 없다.

년 이후 질적 전환이 없었을 때만 아직도 87년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적 전환
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19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체제의 전면화이다.
물론 박정희모델과 발전국가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의 일

3. 한국사회체제 :“87년 체제라고? 멍청하긴, 97년 체제야!”

이다. 즉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효시는 제 2차 오일쇼크에 의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박정희정권이
1979년 도입한 경제안정화정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윤소영, 1999: 103). 나아가 전두환, 노태우정

한국사회체제문제는 다루기 위한 좋은 출발점은 87년 체제론이다. 여기에서 확실히 하고 넘어갈

권은 이 같은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김영삼정권 역시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것은 87년 체제론에서 이야기하는 87년 체제의 명확한‘차원’
내지‘지평’
이다. 쉽게 말해 87년 체제

나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어 체제적 전환을 이룬 것은 바로 97년이다. 즉 97년을 기준으

론이 무슨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로 이전의 발전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로 경제체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정치의 권위

처음 87년 체제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창비, 시민행동 공동심포지움과 후속논의들을 보면 (헌법
개정이라는 기획의 문제의식과 참가자들의 논의가 잘 보여주듯이) 87년 체제가 87년 헌법과 관련된

자중의 한명인 커밍스가 97년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정책을 발전국가에 의한‘후발 발
이라고 부른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 이다(Cumings, 1998).
전(late development)모형의 종언’

‘헌정체제’
라는 제한된 차원에서 논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인 홍윤기(2005: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87년 체제의 후속논쟁에서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이다. 하나는 87년 체제론

13), 박명림(2005: 34)등이‘87년 체제’
를“87년 헌정체제”
라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즉 61년 체제와 97년 체제만이 체제의 성격을 갖고 87년 체제란 존재하지

학자들의 경우“87년 민주화체제”
(유철규, 2005: 79),“87년 체제는... 지체된 민주주의체제”
(윤상철,

않는다는 입장이다(정일준, 2007). 1987년에는 박정희의 국가주도형 경제체제로부터‘사회경제적 구

2005: 96)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듯이 이를 헌정체제라기 보다는 또 다른 부분 체제인‘민주화체제’

조전환’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전환을 이야기할 수 없고 97년에야 신자유주의체제의 도입

내지‘민주주의체제’
로 사용하고 있다. 또 후속논의에서도 박상훈의 경우(2009: 185) 87년 체제를

과 함께 그 체제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97년이 체제전환이라는 것이다. 김호기(2009, 125-126: 127)

‘정당체제’
라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를 총괄하는 열린 총체성으로서의‘한국사회체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87년 체제란 민주화시대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정

제’
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정당한 문제의식이다.
문제는 일부 학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총체적 사회체제로서의 87년 체제가 아직도

치사회적 과정인 민주화에 대등하는 경제체제가 모호”
하다며“87년 체제보다는 97년 체제가 이론적
고 주장하고 있다.
적실성이 높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나아가 87년 체제론이 세속화되면서 그 같

또 다른 입장은 조희연으로 97년 체제의 등장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87년 체제의 하위체제라고 주

은 입장이 널리 보급된 것이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라는 의미에서

장하고 있다. 따라서 97년 이후는 97년 체제이지만 동시에 87년 체제라는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87년 체제에서 08년 체제로”
라는 담론까지 등장했다(이영성. 김호기, 2007).

97년 체제는“97년 외환위기라는 사건과 97년 12월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50년만의 반독

이 같은 입장을 대표하는 경우가 김종엽이다. 그 역시“1987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우리 사회체제

재야당정권의 수립이라는 두 사건”
“50년만의”
(
는 틀린 주장이다. 4.19혁명에 의한 장면정권의 수립

를 87년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는 헌정적 통일성”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있었으므로‘36년만의 반독재야당정권의 수립’
이 맞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97년은 한국현대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종
이를 넘어서“정치와 경제라는 두 축을 겹쳐서 87년 체제의 성격을 규정”

라는 주장이다. 60년의 장면정권으로의 정권교체는 어디로 갔나?)에
에서 최초의 여야간의 정권교체”

엽, 2005: 21). 즉 87년 체제가 단순한 부분체제로서의 헌정체제가 아니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 이

의해 규정되는 체제이며“87년 체제의 하위체제적 성격”
을 띤다(조희연, 2009: 80).

루어진 총체적인 사회체제(social system)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한국사회체제가 아
직까지도 87년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김교수가 87년 체제론을 주장하기 위해 87년이 그 이전과 정치와 경제 두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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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다 문제가 있다. 전자는 사회체제를 (정치)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두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체제로 환원시키는 경제주의라면 후자는 정치체제를 특권화하는 정
치주의이다. 우선 전자는 김종엽이 87년 체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전과의 경제적 단절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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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것 아니며 87년은 정치경제적 면에서 61년의 연장이고 진정한 단절은 97년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

얼마나 변했는가는 97년 경제위기 직전 3.2%에 불과하던 외국인 주식보유가 이후 40%이상으로 급

이 큰 공이다. 그러나 (정치)경제체제가 사회체제의 규정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하지만 정치체제역

증한 것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onn, 2006: 204). 즉 소유라는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시 중요하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87년 이전과 87년 민주화이후를 같은 체제로 이해하는

인 경제중의 하나가 가장 개방적인 경제로 변모한 것이다.

것은 지나치게 경제환원주의적 생각이다.
다른 한편 조희연의 경우 87년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김종엽과 달리 97년 체제의 존재역시
인정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그러나 97년을 반독재야당정권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라는

92년 미국 대선 당시 이라크전쟁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부시대통령에 대항해 민주당의 클린턴후보
는“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야, 멍청하긴!”
이란 구호를 들고 나와 승리한 바 있다. 이 구호를 변
형하자면“87년 체제라고, 멍청하긴, 문제는 97년 체제야!”
라고 말할 수 있다.

87년 체제의 하위체제로 본 것은 정치적 변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둠으로써 97년에 61년의 (정치)경제

그러면 현 시점에서 87년 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

체제의 변화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지 못한 정치주의이

지만 헌정체제, 정치균열체제 등 다양한 부분체제로서의 87년 체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나아가 사회

다. 즉 97년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절반밖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물론 반독재야당정권의 수립이라는

체제라는 점에서도 97년 체제의 정치체제부분이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민주화(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

정치적 측면이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97년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이 같은 정치적 측면보다 발전국

의’
)라는 87년 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97년 체제의 한 부분으로 부분적

가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에 있다. 따라서 97년 체제는 87년 체제의 하위체제가 아니라 61년

으로,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97년 체제를 통하는)을 통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체제, 87년 체제와 같은 수준의 체제이며 87년 체제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조교수가 97년 체제에서 자신이 정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측면도 주목했

이 같은 전제하에서 해방이후 한국사회체제의 역사적 변화와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8)

다고 반론을 제시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97년에서 외환위기라는 사건만 주목했지 이에 따
른 발전국가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라는 경제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보지 못함으로써 97년 체

<그림 1> 한국사회체제의 역사적 변화

제를 87년 체제의 해체가 아니라 하위체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87년 체제론에 참여했던 학자 중에서도 일부(유철규, 2005: 74-75)는 97년을“경제체제
(system)의 전환”
내지 ”
체제전환(system transition)”
이라고 말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97년 체제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김종엽 자신(2005:
20)도“경제체제의 수준에서 87년 체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전의 불확정적인 상태에서부터 신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

(극우반공체제)

(개발독재체제)

(민주화체제)

(신자유주의체제)

(선진화체제?)

발전국가화

민주화

신자유주의화

(정치체제전환)

(경제체제전환)

자유주의체제로의 이행경로위에 서게 되었다”
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이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두 축
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중 하나인“경제체제의 수준”
에서 97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사실상 87년 체제에서 97년 체제로 이행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도 아
직도 97년 체제가 아니라 87년 체제라고 이야기하니 기이한 일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비정규직의 주류화,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 등 97년 이후 나타난 우리 사회
의 근본적 변화를 두 눈을 뜨고 뻔히 바라보면서 한국의 사회체제가 아직도 87년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눈먼‘색맹 사회과학’
에 다름 아니다.7) 97년 체제의 도입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체제가

8. 개인적으로 90년대 후반 최장집과 한일 공동연구를 하면서 일본의 55년체제와 비유해“한국판 55년체제인 61년체제”
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87년을 61년체제의 정치체제를 해체한‘제 1의 전환’
, 97년을 61년체제의 정치경제체제를 해체한‘제 2
,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손호철, 1999: 245-247쪽). 이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해방 후 나타난‘48년체제’
의 전환’

7. 사실 경제와 정치체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민주화라는 87년체제의 특성과 관련해 사회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아직 87년체제라
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97년 이후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과소평가한 잘못된 주장이다.

40

│발표문 2│

이를 대체한‘61년체제’
, 이중 정치체제를 해체한‘87년체제’
, 정치경제체제를 해체한‘97년체제’
라는 체제변화의 시계열을
제시함으로써 아래 주장의 기본틀을 제시한 바 있다(손호철, 2006: 11-13). 그리고 아래 표와 주장은 이를 체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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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집단조정체제(group-based coordination regime)로 변화했다

<표 1> 한국사회체제의 시기별 특징

(Hall & Soskice, 2001: 34; 손호철, 2006: 224). 자본주의의 성격도 시간이 흐르며 종속적 국가독
정치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

권위주의

권위주의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종속적 파시즘?)
정치 ‘시장경제’
(?)

발전국가

점자본주의(이하 국독자)로 발전해갔고 축적체제도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테일러주의에서 포드
주의로 발전해 포드주의적 종속적 국독자가 자리 잡게 됐다.12)
정치체제라는 면에서 61년 체제는 억압성과 권위주위라는 면에서 48년 체제와 단절성보다는 연속

(약화된)발전국가

경제

신자유주의
‘좌파신자유주의’
(
) (우파신자유주의)

성이 강하다. 그러나 48년 체제의 단순한 전통적 권위주의로부터 군부가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그 억압성이 민중배제적인 종속적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관료적 권위주의’내지‘종속적 파

종속적자본주의

종속적 국독자

종속적 국독자

종속적 국독자

시즘’
체제로‘진일보’
하였다(손호철, 2006: 151-158). 72년 유신선포와 함께 파시즘내지 관료적 권

테일러주의

테일러->포드주의

포드주의

포스트포드주의

위주의가 강화됐지만 이 같은 유신체제(72년 체제)는 61년 체제의 하위체제로 61년 체제 내에서의 변
형이었다.

가. 48년 체제

48년 건국과 함께 출범한 48년 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극우반공체제였다. 그 정치경제

다. 87년 체제

적 특성은 귀속재산 처리, 원조물자 불하 등에서 나타난‘관료자본주의’
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87년 체제는 종속적 파시즘내지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불렀던 억

으로‘자유 시장경제체제’
였다. 다시 말해, 최근의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론에 따르면(Hall

압적 정치체제의 해체를 특징으로 한다. 즉 민주화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완전한
‘ 정치적 민

& Soskice, 2001)‘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였다. 즉 경제개발계획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했

주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라 여전히 특정한 사상과 정당을 금지하는‘제한적 정치적 민

던 박정희정권식의 발전국가적 요소를 갖지 않았고 은행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들을 귀속재산처리

주주의’
(O’
Donnell & Schmitter, 1986: 13), 그리고 전근대적인 사당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위임

라는 이름아래 사영화(privatization)9)시켰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통해 과거의 식민지 반봉건적 성격

민주주의)와 지역주의라는 3김정치가 새로운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을 벗어나 종속적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추었고 축적양식에서는 장시간노동에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
는 유혈의 주변부 테일러주의였다(손호철, 2006: 217-222).

반면 경제체제의 경우 61년 체제의 핵심인 발전국가를 해체하기보다는 계승하고 있다(이 때문에,
앞에서 보았듯이, 일부에서는 87년 체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정

한편 정치체제 면에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전통적인’권위주의체제였다. 다만 그 같은 억압

권이 1979년 도입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시발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정책을 노태우정권이 계승하고 김영

성은 민중배제적인 종속적 산업화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후 시기와 달리 분단의 대치상황과

삼정권 역시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이를 가속화시켰지만 61년 체제(발전국가)와 질적 단절을 이루지는

자본주의적 토대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길을 강제하기 위한‘정치군사적’

못했다. 따라서 기껏 이야기해야‘약화된 발전국가’
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성격도 일부 포스트

인 측면이 강했다(손호철, 2003: 254-255).
나. 61년 체제

10. 발전국가모델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원안이 실패하고 수정안이 도입된 63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63년 체제가 맞지만 관행에 따라 61년 체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61년 5.16 쿠데타는 전후 한국정치경제와 정치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한국판 55년 체

11. 개인적으로 발전국가론을 수용해 발전국가라는 개념을 일찍이 사용했지만(손호철, 1995: 30-32) 이를 이시기 한국정치경제

제’
라고 할 수 있는 61년 체제10)를 우리 사회에 도입했다. 61년 체제의 핵심은 (정치)경제체제로서‘발

체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같은 자본주의성격이 핵심이라고

라고 부르는 국가주도형 경제체제이다(White, 1988; 이병천, 1998).11) 생산체제도 이승만시
전국가’

생각했다. 하지만 97년 신자유주의정책의 전면화 이후 97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개념으로 발전국가를 재평
가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2006: 136-139.
12.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경제위기이후 문제의식이 다른 국독자론과 조절이론을 결합해 이 같은 이론화를 하게

9. 민영화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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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유에 대해서는 손호철, 1999: 160과 246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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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주의가 90년도 들어 도입되기는 하지만 (주변부) 포드주의적 국독자라는 성격을 유지해 나갔다.

로 보는 등 체제의 전환을‘집권세력의 교체’
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물론 세력교체는 중요하다. 그러
나 이 같은 이해방식은 잘못이다(이는 국가의 성격을 집권세력의 인적 성격에서 유추하는‘도구주의

라. 97년 체제

적 국가론’
이다). 이 같은 논법이라면 87년에 군사독재세력이 계속 집권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는

97년 경제위기의 결과로 도입된 97년 체제는 (정치)경제체제라는 면에서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

없다! 체제전환의 기준은 세력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체제내지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이다. 따라

해온 발전국가를 완전히 해체하고 영미식의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한, 전혀 새로운 체제이다. 주요 국

서 문제는 2008년에 정치체제나 (정치)경제체제에서 1987년이나 1997년과 같은 수준의 변화가 일어

영기업의 사유화, 국내 주요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매각, 노동의 유연화, 탈규제 등 한국경제는 근본

났느냐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즉 정치체제와 달리 경제체제라는 면에서는 61년 체제를 계승한 87체제와 질

물론 정치체제수준에서 이명박정부 들어‘재권위주의화’
가 일어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최대업

적 단절이 생겨났다. 한국의 자본주의의 성격도 그간의 포드주의적 국독자로부터 노동의 유연성을 특

적인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가 뒷걸음쳐 제왕적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사노련사건),

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드주의적 국독자로 전환하였다(김세균, 1988; 손호철, 1999: 246-247). 그 결

언론의 자유(YTN노조위원장 구속, PD수첩 PD 체포 등), 표현의 자유(미네르바 구속), 집회의 자유

과 비정규직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

(촛불시위 구속 등)가 후퇴하고 있다(손호철, 2009a). 그러나‘예외국가’
로의 복귀 내지‘(민간) 파시

반면 정치체제의 경우 87년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

즘’
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손호철, 2009b).

위기에 힘입어 36년 만에 여야 간의 정권교체에 의해 반독재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노동조합의 정치참

(정치)경제체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세계적인 탈신자유주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나아

여 허용(김대중정부), 사당정치 극복(노무현정부)등의 일정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있었다(손호철,

가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달리, 감세, 금산분리 완화, 총출제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7: 373-380).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계속 제약되어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97년 이후 그동안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의 심화를 의미할 뿐, 97년 체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
다. 다시 말해, 김대중, 노무현정부의‘좌파신자유주의’
와 구별되는‘우파신자유주의’
로의 변화를 의

마. 08년 체제?

미한다(사실 노무현 시절 노무현대통령<노무현, 2006>은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자신을‘좌파 신자

주목할 것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08년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유주의’
라고 변명한 바 있다. 당시는 그같은 말이“말이 되지 않는 형용모순”
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명

자마자‘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라는 의미에서“87년 체제에서 08년 체제로”
라는 담론까지 등장했다

박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 따라서 08년 체제는 97

(이영성, 김호기, 2007).13) 이 같은 담론이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적 담론이었다면 보다 심각한 학문적

년 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체제가 아니라 기껏해야 97년 체제의 하위체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담론도 나오고 있다.
조희연은 이명박정부 출범으로 2008년 체제가 들어섰다며 이는“60년대 개발독재적 보수의 개발

바. 한국사회체제와 정치균열구조

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신자유주의적 성장프레임’
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전면화한 보

한국사회체제 분석을 마치고 부분체제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같은 사회체제분석을 현재 한국

수세력이 재집권한 체제”
(조희연, 2009: 82)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수준이 87년 체제와 같은 수준인

의 정치균열구조, 나아가 이와 관련된 사회운동적 과제들과 관련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지 아니면 조교수가 그 하위체제라고 주장하는 97년 체제와 같은 수준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어

4.29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정치균열구조는 매우 복합적이다.

느 수준이건 문제가 많다. 다시 말해, 분석적 개념이 아니라 이명박정부를 지칭하는 서술적 용어로,

그중 한나라당내의 친이 대 친박(경주), 민주당내의 정세균 대 정동영(전주), 진보진영내의 민주노

나아가 97년 체제의 하위체제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08년 체제를 이야기할 근거는 아직은 없다.

동당 대 진보신당(울산북구)과 같은 내부갈등을 일단 논외로 할 경우 그 균열구조내지 전선은 다음과

조교수는 97년 체제를“반독재야당세력이 집권한 체제”
, 08년 체제를“보수세력이 재집권한 체제”

13. 김영삼정부의 세계화담론과 OECD가입 등도 기본적으로 선진화담론이었다는 점에서 87년부터 07년까지를 민주화를 중심으
로 한 87체제, 08년 이후를 선진화를 중심으로 한 08년 체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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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이는 위에 논의한 체제들과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냉전적 보수세력)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진보세력)

한나라당, 친박연대 등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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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진보세력

영해 상당히 진보적이었다(손호철, 1991:.166-168) 52년 체제는 한국전쟁 중 부산파동을 통해 이승

반MB전선 1 (정치적 권위주의화 반대)

만대통령이 강제한 것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를 도입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54년 체제는 한

(민주대 반민주):(87년 체제의 유제로서의) 97년 체제의

국전쟁이 끝나자 제헌헌법에 내재해 있던 국가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해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대폭

정치적 민주주의의 불철저성+08년 체제

수정했고 초대통령에 대해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반MB전선 2 (금산법 완화, 감세 등‘우파신자유주의’반대)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

08년 체제

반MB전선 3 (냉전적 대북정책 반대)

4.19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60년 체제는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각책임제를 도입했
다. 또 4.19의 성과로 기본권이 강화되고 경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가 도입됐다. 5.16쿠데타 이후 도입된 62년 체제는 다시 대통령중심제를 복원시켰으며 사법부

분단체제로서의 2000년 체제 대 08년 체제(아래 참조)

의 위헌심사권을 도입했다. 박정희의 3선출마를 위해 만들어진 69년 체제는 대통령 3선을 허용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했다. 유신체제인 72년 체제는 체육관선거의 뿌리인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했고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의 임명권과 법관 임명권을 부여했으며 기본권, 노동 3권을 대

2) 보수세력+개혁세력 대 진보세력
반신자유주의 전선

97년 체제

폭 제약한 가장 반민주적인 체제였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학살후 도입한 80년 체제는 유신체제
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바꾼 것이었다.
6월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행정부와

4. 한국의 부분체제들 : 몇 가지 예시

사법부 견제권을 강화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제도 도입,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 금지, 경제의 민주화 규정,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의 복

이 장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열린 총체성으로서의‘한국사회체제’
를 전제로 하여 다양한 부분체
제(partial regimes)들의 역사적 변화를 예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부분체제로서

지향상 규정 보완 등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헌정체제가 이 87년 체제로 그 한계가
87년 체제 논쟁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부분체제인 헌정체제로서의 87년 체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의 87년 체제의 현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나. 노동체제
가. 헌정체제

부분체제들 중 가장 분석하기 쉬운 것이 바로 헌정체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헌법개정이라는 명확
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헌정체제는 1948년 제헌헌법제정과 함께 출범한 48년 체제 이후 52년 체제, 54년 체제, 60년

헌정체제 다음으로 논의하기 쉬운 것이 노동체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기 때
문이다. 임영일(2003: 24)은 노동체제를“특정한 자본축적 체제에 조응하여 형성되는 노동통제, 노
동시장, 그리고 노동운동의 특정한 유형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포괄적인 계급관계”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로 변화해 왔다.

체제, 62년 체제, 69년 체제, 72년 체제(유신체제), 80년 체제를 거쳐 현재의 87년 체제에 이르고 있
다. 각 헌정체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인수, 2006: 105-122).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배제적 후견주의)

(국가코포라티즘)

(과도체제)

(신자유주의,유사사회코포라티즘)

48년 체제- 52년 체제- 54년 체제- 60년 체제- 62년 체제- 69년 체제- 72년 체제- 80년 체제- 87년 체제-

48년 체제는 이승만을 위한 대한노총의 주기적인 관제시위가 상징하듯이 전근대적인 후견주의적
48년 체제는 제헌헌법체제로서 간선제 대통령제, 천연자원과 운수, 통신, 보험, 전기 등 기간산업

동원을 가미한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면(손호철, 2006: 221-222) 박정희정권이 도입한 61년 체제는

의 국유화, 경자유전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특징으로 한다. 즉 해방정국의 좌파지배적 분위기를 반

과거의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체계화한 국가코포라티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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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특징으로 한다(최장집, 1988). 이 체제는 유신을 통해 그 억압성이 강화되고 80년 광주이후 국보

후퇴가 어느 선을 넘을 경우 08년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가 산별체제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고 3자 개입을 제도하는 등 그 억압성이 강화되어 갔지만 기본틀
은 61년 체제 안에서의 변형이라고 보아야한다. 즉 유신의 72년 체제와 신군부의 80년 체제는 61년
체제의 하위체제였다.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
87년 체제

(97체제)

03년 체제

(08년 체제?)
(재권위주의화?)

반면에 87년 체제는 억압적 국가코포라티즘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지만 노동자들의 정치, 사회,

(제한적 정치적민주주의,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권리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불안정한 과도기체제였다(임영일, 1997; 노중기, 1997: 정영태,

위임민주주의, 사당정치)

탈위임민주주의, 탈사당정치)

2005; 52). 이같은 87년 체제는 97년 경제위기와 함께 해체되고 97년 체제가 성립된다. 이같은 97년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핵심내용인 신자유주의적 반노동성에 주목해‘종속적 신자유주의체제’
로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한‘총체적 민주주의’
체제를 살펴보

보는 견해(노중기, 2007: 141)와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합의체적 형식을 주목해‘유사 사회코포라티

자면 다소 차이가 생긴다. 즉 97년 경제위기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초유의 수준으로 심화되는 등 사회

즘체제’
(정병기, 2008: 219-222)로 보는 견해가 경쟁하고 있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극심해졌다는 점에서(손호철, 2006: 381) 87년 체제, 03년 체제와 같은 수준에서
97년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민주주의 체제

정치적 민주주의체제는 정치체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체제의 두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정치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러나 87년 체제에 의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복원 후 정치

<총체적 민주주의 체제>
87년 체제

적 민주주의는 일정한 변화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97년 체제

03년 체제

08년 체제?

(사회경제 민주주의 후퇴)

정치적 민주주의체제로서의 87년 체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완전한’정치적 민주주의 내지 자유
민주주의체제가 아니라 여전히 특정한 사상과 정당을 금지하는‘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O’

라. 분단체제

Donnell & Schmitter, 1986: 13), 그리고 전근대적인 사당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주의라는 3

분단문제와 관련된 분단체제는 보기에 따라 사회체제의 상위체제일 수도, 또 다른 부분체제일 수

김정치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2003년에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노무현정부 들어 제

도 있다. 즉 분단체제론의 효시인 백낙청교수(1992)처럼 이를 남북한을 어우르는 체제로 이해할 경우

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당정치와 위임민주주의의 혁파가

한국사회체제 위에 존재하는 상위체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의 하나(분단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87년부터 02년까지를 민주화 1기라고 한다면 03년부터는 03년 체제를 특

관련된)로 이해할 경우 이는 또 다른 부분체제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입장을 취하던 아직 분단이(내

징으로 하는 민주화 2기라고 할 수 있다(손호철, 2006: 373-378).

지 분단체제가) 극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도 48년 체제14)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97년 반독재야당정권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87년 체제를 대체하는 97년 체

그러나 추상성을 낮추어서 볼 경우 분단체제는‘적대적 분단’
을 특징으로 하는 48년 체제와 2000

제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97년 이전과 이후가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년 남북정상회담이후‘평화공존적 분단’
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2000년 체제 백낙청교수(2009: 62-

사당정치, 위임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적 민주주의체제로

63) 역시 2000년 체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2000년을 분단체제의‘동요기’
내지‘해체기’
의 분기

라는 주
서의 97년 체제는 87년 체제의 하위체제였다. 이점에서“97년 체제는 87년 체제의 하위체제”

점으로 보고 있다. 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들어 이 같은 평화공존적 분단체제

장은 사회체제(social system)수준에서는 틀린 이야기지만 민주주의체제(democracy regime)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이다.
나아가 이명박정부 들어 사상,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위임민주주의도 되살아나고 있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08년 체제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이같은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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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적대적 분단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08년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정당체제의 경우 비슷하면서도 약간 그림을 달리한다. 우선 45년 체제는 좌우이념정당이 난립한

이다.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08체제주장중 분단체제로서의 08년 체제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설

이념정당 난립체제였다. 전후질서를 대표하는 53년 체제는 보수정당들이 경쟁하는 보수정당독점체

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다른 체제들에 비해 08년이 분단체제라는 면에서 과거와 단절성이 가장 크다

제였다면 87년 체제는 보수정당들이 지역에 기반해 경쟁하는 보수지역정당독점체제였다. 그리고 마

는 이야기이다.

지막으로 04년 체제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원내진입함으로써 보수독점이 깨어지고 보수우
위로 변화한 보수지역정당우위체제이다.

높은 추상성
48년 체제(53년 체제)

현재

낮은 추성성
48년 체제(53년 체제)

2000년 체제

‘적대적
(
분단’
)

‘평화공존적
(
분단’
)

(08년 체제?)

<정당체제>
45년 체제

53년 체제

87년 체제

04년 체제

(이념정당 난립체제)

(보수정당독점체제)

(보수지역정당독점체제)

(보수지역정당우위체제)

‘적대적
(
분단’
으로 후퇴?)

바. 사회운동체제

사회운동체제라는 면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좌우익 운동이 분출되고 충돌했던 45

마. 정치균열체제와 정당체제

다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정치균열체제와 정당체제 문제이다. 정치균열체제라는 점에서

년 체제이다. 이후 나타난 것이 53년 체제로써 해방 8년사의 종식과 함께 진보운동이 사라지고 자유

이 같은 체제변화는 손호철, 1999: 265-269. 좌우익이 친일파 척결, 농지개혁 등으로 갈등을 한 45

주의적인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지배했던 것이 이 체제의 특징이다. 이후 80년 광주와 함께 진보적 민

년 체제가 한국전쟁과 함께 해체된 뒤 53년 체제가 한국정치를 지배해 왔다. 53년 체제는 전후 한국

중운동이 부활하면서 80년 체제가 등장한다. 그러나 80년 체제는 자유주의적 운동과 진보운동이 반

정치를 지배해온 기본틀로서 분단체제와 완결되면서 진보세력이 소멸하고 억압적 정치체제가 일상화

독재민주화라는 압도적 과제 앞에서 단결한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단결은 깨어지고 분열이 시작된다. 이같은 분열

되면서‘민주대 반민주’
의 대립이 모든 것을 압도한 체제이다.
그러나 1980년 광주학살과 함께 진보세력이 부활하고‘진보 대 보수’
가‘민주대 반민주’
의 부차적

을 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보는 경우 새 체제는 87년 체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경실련

균열구도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80년 체제다. 그리고 87년 민주화와 함께 87년 체제가 등장하는

과 같은 시민단체가 등장해 전통적인 민중운동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새 체제는 90

데 이는‘지역균열구도’
의 압도적 우위 하에 약화되었지만 소멸하지 않은 민주 대 반민주와 부상하고

년 체제가 될 것이다. 97년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냉전적 보수세력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진보 대 보수가 부차적 균열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체제로서 아직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직화를 해 시민운동에 나섬으로써 진보적 민중단체, 자유주의적 시민단체, 냉전

도 이 같은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적 시민단체가 경쟁하는 체제가 들어선다. 그것이 2000년 체제이다.

정치균열체제의 하위체제인 지역균열체제는 1)4개 지역당이 경쟁하는 지역할거체제(87년 체제),

마지막으로 2002년 체제이다. 이는 위의 다양한 이념의 조직화된 운동단체들과 달리 일반대중들

2) 3당통합에 의한 지역패권체제(90년 체제), 3) 지역패권체제의 해체와 재할거화체제(95년 체제)로

이 인네넷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운동을 하는 새로운 체제이다. 한 연구자(조대엽, 2009:10-13)

나누어진다(손호철, 1999: 295-300).

가‘유연자발집단’
내지‘제 4의 결사체’
라고 부른 새로운 세력이 중심이 된 이 체제는 2002년 효순,
미선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그 원조로서 이후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
위를 거쳐 2008년 역사적인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로 발전한 바 있다(박영균, 2008).

<정치균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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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체제

53년 체제

80년 체제

87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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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 반민주)

(민주 대 반민주)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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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민주주의의 성취
1987년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도전 아래 매우 빠른 탈권위주의적
이행과 공고화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년 동안의 한국 민주주의의 구체적 성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탈군사화-문민화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번도 크게
위협받지 않고 20년 동안 동일 헌법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을 반복해왔다.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
치며 탈군사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 위협요소, 특히 군부로부터의 위
협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31년에 걸친 군부권위주의의 장구성을 고려할 때 문민통치의 복원, 곧
군부의 정치영역으로부터의 완전퇴출은 한국 시민사회와 김영삼 정부가 이루어 낸 역사적 업적이었
다. 따라서 문민우위 원칙의 회복은 92년 선거의 또 다른 의미였다. 비유컨대 6월항쟁에 이은 87년

1. 이하의 발표문은 발표자의 그동안의 몇몇 관련 발표 내용들을 종합, 수정, 추가, 보완한, 미완성 초고이므로 무단인용를 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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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92년 대선은 연속된 탈군사화의 계기로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일련의 회귀불능점

신생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도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의 면에서 한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point-of-no-return)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하듯 제도와 내용 두 수준 모두에서 결코 만족스런 성취는

둘째는 참여와 시민권의 확대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한 명백한 성취는 자유화, 그리고 제약 없는

아니었으며, 보수정부로의 이행과 함께 거의 많은 영역에서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참여의 보장이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이념적·정책적 확대와 분화였다. 87년 이후 시민적 참
여의 기본적 제약은 사라졌고 정치적 경쟁과 선거는 민주적이고 공정하였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정치

2. 한국민주주의의 제도적 불완전성 및 불안정성

적 참여의 공간은 운동의 영역이건 제도의 영역이건 특정한 제약요소를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김대
중-노무현 정부 들어 개인 자유와 시민권은 근본적 제약 없이 신장되고 확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1) 87년 헌정체제의 비(非)정당민주주의, 무(無) 정당통치의 반복등장의 문제

자유의 등급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과 함께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FH)
참여의 증대와 함께 시민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촘촘하게 연결되었다. 네트워크 민주주의라 불릴 정도

현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그리고 정당

로 시민사회의 광범한 조직화는 한국 민주화의 한 특징으로서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밀도(density)와

민주주의는 이른바“민주주의의 생명선이자 기축제도”
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아래 한국 정당정치의

연대는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희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인 근대 대

셋째는 민주적 게임의 룰의 확립이었다. 민주화 이후 권력구성 및 정부등장을 둘러싼 합법성과 정
당성 논쟁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동시에 민주선거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권력투쟁과 집권수단

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는 아직 이러한‘예외적 사례’
를 거의 찾기 어렵다. 이러한 예외적 현상이
특별히 87년 민주화 이후 일관되게 반복된다는 데에 헌법차원의 특이성과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되었다. 이를 우회하여 집권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민주적 게임의 룰”
이 확립된 것은 한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는 87년 이후 한국에서는 정당정치의 소멸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국 민주화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였던 것이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를 고려하고, 또한 87년 이전 집권

점이다. 즉 한국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당 민주주의, 탈정당 민주주의, 비정당 민주

과정의 문제로 인해 체제정당성을 도전받지 않은 정부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민주적 게임의 룰과 민

주의 통치를 반복해 왔다는 점. 때로는 반(1)정당 민주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정당의 역할은 위축되었

주정부의 정당성이 급속하게 확립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 성취였다. 아무리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였

고, 정당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연구에서 무정당 통치의 원인과 대안 모색에 대

을지라도 게임 룰과 결과에의 승복은 빠른 속도로 한국 민주주의의 중심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한 포괄적 문제제기는 아직까지 없으며. 중대한 연구의 결락지대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권력분립이었다. 헌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존재는 권위주의 시대 헌정주의의

아래의 표는, 헌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 역사상 처음 직면하는 문제를 나타

복원을 민주화와 등치시킨 근본요인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권력분립의 진전 속도는

낸 것이다. 노태우 정부 이래 대통령의 탈(脫)정당으로 인해 네 정부 아래에서 네 번 모두‘반드시’무

매우 느렸다. 즉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제도와 관행인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는 민

정당 통치(non-party rule)를 지속해왔다. 현직 대통령의 탈정당 현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는

주화 이후에도 오래도록 종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노태우에서 김대중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제도가

거의 법칙성에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총 약 31개월, 927일을 정당에 기반하지 않

부여한 권한과 역할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3권분립의

은 통치를 수행. 거의 3년에 가까운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칙성, 규칙성은 누구의, 또

원칙과 현실은 확고해지고 있다. 대통령과 의회, 의회와 헌법재판소, 헌재와 대통령의 긴장과 갈등은

는 무엇의 책임이랄 수 있는가? 집권당을 지켜내지 못한 네 대통령의 책임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탈

일상화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의회로부터는 탄핵소추를 당한바 있고, 헌재로부터는 자신의 핵심정책

당을 요구한 지배정당(ruling party)들의 책임인가?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한 두 대통령에 한정되었

을 수차 거부당하였는가 하면, 자신이 의회를 직접 지배하던 채널인 지배정당에 대한 의원공천권한,

다면 우리는 이를 그 시점의 대통령이나 지배당의 책임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 정부 모두 반

주요당직임명권한, 정당운영비의 제공과 같은 핵심통제기제를 거의 완전하게 상실하였다.

복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현상들이 특정 리더십이나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

결국 근대 헌정주의의 양대 원리를 시민적 권리 및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이해할 때,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결여요인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87년 이후 현재까지 건국 이래 가
장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반복해왔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나 동유럽, 동남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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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어떤 요인, 정부형태나 선거주기, 또는 대통령과 의회관계 등의 제도 요인이
기본 요인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과연 한나라당의 이명박당화에 성공하였는가? 어찌하여 초기부터 한나라당은

한국민주주의- 온 길, 선 곳, 갈 길 _ 박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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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와대-여당 사이의 적지않은 갈등을 노정하며 무능정부, 무능대통령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인 것 같지만,

가? 과거 지속되던 임기초 열광- 임기말 실망, 임기초 기대- 임기말 비판, 임기초 지지- 임기말 이탈

① 이는 정부, 내각, 각료는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 법률에 대해 책임진다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배

의 공식마저 무너져 임기초부터 빠른 실망-비판-이탈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 이명박당화에 성공

된다. 특히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은 물론 내각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하더라도 나중에 탈 이명박당화 과정에서 그는 다시 탈당압력에 직면할 것이며, 정부의 능력은 훨씬

않는 무정당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말해 이는 대의민

더 심각하게 저락할 것이다.

주주의에서, 정당에 의해 가능한 대의(representation)의 단계를 생략하고 우회하는 국민민주주의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진지하게 대답하려 노력하지 않아온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렇다면 다음 정
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법칙과도 같은 반복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고리로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무정당통치/지배당 소멸 시기

노태우

1992.9.18 - 93.2.25
(총 160일. 약 5개월)

김영삼

1997.11.7 - 98.2.25
(총 110일. 약 4개월)

김대중

2002.5.6 - 2003.2.25
(총 295일. 약 10개월)

노무현

2007.2.28 - 2008.2.25
(총 362일. 약 12개월)

이명박

?

②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정당의 강력한 요구로 대통령과 각료가 탈당을 한다는 점이다. 반대당
은 반대당대로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위해, 지배당은 지배당대로 다가올 대선에서 대통령의 성공과 실
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동시에 탈당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당에 기반

<표 1> 87년 헌정체제와 무정당통치의 조우
대통령

(plebiscitarian democracy) 통치, 위임민주주의 통치를 말한다.

비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민주선거를 통해 심판받는다는 대통령책임제의 근간
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의 관행에 기반하고 있는 이와
같은 관행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욱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이론적으로도 이는 대통령제의 경우 대
통령은 국민에 대해, 각료는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 대해 책임진다는 대통령제의 취지에 대한 부인이

건국 이래 최초의 정권교체

라고 할 수 있다. 의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책임제로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은 가능하나 정치중립은 불가능한 것이 정당정치
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이지만 이는 사실상 무원칙과 정략의 극치라고 볼 도 있다.

?

(3) 셋째는 지배당=여당(ruling party)의 실종이다. 지배당의 소멸은, 정당책임성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무책임성, 무책임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민주주의

이 예외적인 현상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 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통령책임제와 의회책임제를 막론하고 정당책임제라고 할 수 있

(1) 첫째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계속되는 반복적-법칙적 탈당과 이로 인한 무정당, 반정당, 비정

다. 그러나 반복되는 중립내각 구성은,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정당무책임제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

당 통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이는 어느 한 정부에 그치지 않

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닌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고리로 한 지배(ruling)와 반대

고, 앞서 보았듯 모든 민주정부에 걸쳐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심각한 정당무책임제와 대통령 무책

(opposition)의 정렬(arrangements), 길항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지배정당의 실

임제로 귀결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지배와 반대당의 위치를 교환해가며 지배당의

종과 함께 이러한 최소 원칙의 소멸, 오직 권력투쟁만이 남는 희한한 통치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정당적 뿌리를 갖는 노태우-김영삼 정

것이다.

부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무정당통치를 반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진보, 또는 보수의 문

(4) 넷째는 대통령-지배당,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갈등이 항상 재연된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대통

제가 아닌 모든 지배당에 적용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

령과 배출정당, 대통령(계 권력)과 후보의 이격과 절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항상 당내 분파갈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탈당이 네 대통령 모두의 무능의 결과요 책임이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등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여야갈등의 수준에 도달. 노태우-김영삼 갈등(노태우 정부 하), 김영삼-이

존재한다.

회창 갈등(김영삼 정부 하), DJ/동교동-노무현/친노세력 갈등(DJ 하), 노무현- 열린당 주류(정동영/

(2) 둘째는 이른바 중립내각 구성이다. 즉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내각을 포함해 총리와 주요 각료와

김근태) 갈등(노무현 정부하), 이명박?이명박 계-박근혜?박근혜계 갈등은 매우 심각하여 민주정부의

정무직들이 함께 탈당함으로써 정당에 기반하지 않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객관적

통치능력의 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나마 가장 약했던 것이 DJ정부하의 갈등이었으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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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도 집권 후기로 올수록 동교동계(이인제 포함)와 노무현 갈등은 격렬해져 아예 이인제의 탈당으
로 연결되었다.

당.2007년 8월 5일),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이러한 지배당의 분열은 단순한 당내 문제를 넘어 헌법-정당체제 충돌을 포함한 권력구조,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끝났는가?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선거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1997년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상실한 한나라당은 2007

3당합당 직후의 상황을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다. 노태우-김영삼 갈등을 재연하는 듯한 최근 이명박-

년 12월 대선에서 다시 집권을 하였다. 과연 한나라당은 민주화 이후의 이러한 법칙과도 같은 해체의

박근혜 갈등은, 현 정부 들어 정치 갈등의 핵심축이 여야갈등, 한나라-민주당 간 갈등이 전혀 아니라

도정을 다시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예 이-박 갈등이 중심 갈등인 것처럼 드러나게 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
패는 마치 어떻게 이박 갈등을 잘 수습하느냐, 어떻게 박근혜의 도전을 잘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처럼 보인다. 집권과 동시에 시작되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제도 공간에서의 타협불능의 갈등

2) 87년 헌정체제의‘이중구조’
:‘5년 단임 대통령제’
(권력구조)와‘지역정당체제’
(정당체제)의 충돌과
괴리

때문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지배당,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갈등은 후자의 도움을
얻지 못함으로써 전자, 즉 민주정부의 업적창출, 능력발휘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물

(1) 민주주의 및 정치제제 차원에서 87년 헌정체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정상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에 전달되기도 어렵다.

① 87년 헌법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88년 정당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

왜 이러한 현상 역시 모든 민주정부 하에서 항상 반복되는가? 대통령과 지배당이, 현재의 업적과

체제를 말하며, 후자는 지역정당체제, 지역균열에 바탕한 정당체제를 말한다. 말을 바꾸면 87년 헌정

미래의 정권창출로 서로 정치적 목표와 이익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지배당이 대통령의 현재의 업

체제는 87년 대선과 88년 총선이라는 두 번의 정초 선거(founding election)에 바탕하여 등장한 것

적을 미래 정권창출의 자산으로 삼을 생각을 할 때 책임성과 반응성이 높아지나 현행 제도상 대통령

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체제는 87년에 완성되지만, 그 헌법질서하의 정치를 이끌어갈 정당체제는 88

의 업적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떨어진 인기를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

년 4.26 총선에서 완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88년 정당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87년 헌

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탈당요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체제는 87년 헌법체제와 88년 정당체제의 이중구조인 것이다.

(5) 여야 동시 대통령 탈당의 요구 ; 지배당은

책임성 회피를 위해, 반대당은 선거중립을 위해, 서로 다른 목적에서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자기분열
의 반복. 때문에 집권 이후 자기 정당도 동일한 문제에 계속 직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이 점은 한국정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해 보인다. 양자의 결합양식으
로서 87년 헌정체제에서 전자는 형식을, 후자는 내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6) 대통령 배출정당의 소멸과 집권상실; 민주정의당(노태우)-민주자유당(김영삼)-새정치국민회의

민주주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깊이 검토해오지 않은,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라

(김대중)-새천년민주당(노무현). 흥미롭게도 대통령 배출정당은 반드시 소멸하거나 권력을 상실하는

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 88년 총선에서 유효 정당의 숫자는 무려 4.3개에 달했다. 87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 집권 이후 대통령들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현상이 반복되

헌법체제에서 치른 정초선거로서의 첫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정당체제를 고착시키고 다당제로 귀결된

고 있는 것이다.

것이다. 87년 대선에서 유력후보들이 대등하게 득표하여,“지역독점을 통한 전국 균형상태”
를 이룬

(7)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에서는 단 한 번의 정권교체에도 집권당-지배당은 무려 7번(사

지역투표 성향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 없었다. 즉 1987년 대선후보 득표율과 정당배열, 88

실상 8번)이나 변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정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모든 민주정부에서 집권

년 총선정당특표율과 정당배열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87년 평민당과 자민련의 등장이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시점, 즉 집권시점의 정당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여 통치하는 현상

정당배열과 정당체제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극복시도가 3당합당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과 동시에 집권당이 반드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정당

이라는 비선거적 방법을 통해서였다는 점은 향후 계속 반복될 현상의 초기 등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외의 다른 어떤 제도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노태우 정부(민주정의당.1988년 2월

말을 바꾸면 87년 평민당 등장과 90년 3당합당은,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향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

집권-->민주자유당1990.1.22), 김영삼 정부(민주자유당1993년 2월 집권-->신한국당1995.12-->한

타나는 87년 헌정체제하의 한국의 정당배열과 선거균열 구조를 주조한 현상이라는 점이다.

나라당97.11월 ), 김대중 정부(새정치국민회의1998년 2월 집권-->새천년민주당 2000년 1월 20일),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지역정당체제, 양자의 결합이 현재 드러

노무현 정부(새천년민주당 2003년 2월 집권 -->열린우리당 2003년 11월 11일-->(대통합민주신

난 문제의 많은 부분을 초래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현대 정당이론의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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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인‘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양당체제’
가 서로 만난다는 이른바“듀베르제의 법칙”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정당체제로 인해 특정 지역의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에는 현저한 괴리가 발생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즉 왜 단순다수대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하였는데도 양당제가 아닌 다

하고, 이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 제도가 사실상 다당제를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제가 지속되고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는 분명 정당이론의 예외적 사례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대
통령 선거는 대결구도에 관계없이 승자 독식으로서 탈락후보들의 지지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는 점에
서 전국적 차원의 정당체제구성. 그러나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는 전혀 다르다. 민주화 이후 유효
정당 수는 2가 아니라 거의 4에 육박하고 있다(3.7). (이상묵.2006) 2008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숫자는 더욱 늘어났다. 아예 다당제로 가고 있음은 물론 친박연대처럼 정당인지 아닌지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개인 지지결사가 적지않은 의석을 확보하는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표 3> 영호남 지역 득표율과 의석율 격차에 따른 정당대표 왜곡의 추이:14-17대 국회 지역 1-2당을 중심으로
총선
14대
15대

이는 한국사회균열, 정당배열, 권력구조가 서로 불일치하는 데서 나타나는, 대통령제의 근간에 대
한 중대한 도전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88년 이후 항상 반복되어온 분점정부 등장
의 요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지역균열에 기반한 정당체제 자체, 이른바 지역정당체제로
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킬, 헌정체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

16대
17대

정당

영남
득표율

의석율

민주자유당

48%

74.6%

민주당

11%

신한국당
민주당

호남

정당

득표율

의석율

민주당

62%

94.8%

0%

민주자유당

24.4%

5.1%

42.4%

67.1%

새정치국민회의

71.5%

97.3%

12%

3.9%

민주당

17.6%

2.7%

한나라당

55.9%

98.4%

새천년민주당

66.7%

86.2%

새천년민주당

13%

0%

무소속

27.1%

13.7%

한나라당

52.4%

89.5%

열린우리당

55.0%

80.6%

열린우리당

32%

5.9%

민주당

30.8%

16.1%18대

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분점정부 등장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현행 헌정체제와 정당체제
에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선과 총선의 동시 선거, 즉 임기 일치만으로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결국 단임 대통령제와 지역정당제의 모순된 결합을, 부분적인 선거제도나 정당체제의 변경이 아니

위한 단점정부나 여대야소를 구성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단순히 선거주기

라 양쪽 모두에서 해소하려는 헌법개혁적 제도개혁적 노력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능력있고 안

나 임기 불일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려 4년 내내 극도의 여소야대 분점정부를 지속할 수

정적인 정당체제를 갖추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연정이나 합당을 통한 선거왜곡이나 비선거적 방

(4) 하나의 실례로서 최근의 열린 우리당의 지리멸렬과 해체를 살펴보자. 이는 현행 헌정체제에서

식을 통한 극복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행 권력구조, 정당체제, 선거주기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대선이라는 승자독식, 전부냐 전무냐(all or nothing) 권력투쟁을 전개할 때 87년 헌법체제와 88년 정

정상적인 안정적 단점정부의 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당체제로 이루어진 헌정체제 자체를 - 열린 우리당과 같은 전국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 극복하는 것
이 과연 가능한가를 심각하게 묻게 한다. 즉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열린 우리당만이 87년

<표 2> 87년 헌정체제와 총선 유효정당수 추이
총선

88년총선

92년총선

96년총선

00총선

04년총선

08년총선

평균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국정당화를 이루었던 득표 및 지지기반을 보여준 바 있었다. 동시에

유효정당수

4.3개

3.6개

4.2개

3.4개

3.0개

3.9개

3.8개

87년 헌정체제에서 영호남에서 동일 정당이나 후보의 득표 비율이 가장 근접한 정치조직이었다.

(3) 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87헌정체제하 정치균열구조의 표출과 반영의 핵심내용은 사실상 권
력구조가 아니라 정당체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바로 이 점에서 대통령제 민주

<표 4>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역별 득표비율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강원/제주

전국

44.3%

44.5%

55.0%

32.0%

41.6%

42.0%

주의의 핵심균열 축으로 등장하고 기능해온, 오늘날 민주주의 논쟁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
령-의회 갈등의 많은 핵심 요인들이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III 참조) 게다가 이러한

이를 88년 이후 정당들의 지역별 득표비율과 비교하면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전국정당화를 이루

민주화 이후 정당구성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현저한 대표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대

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통계 생략.) 하나의 사례만 보면, 2000년 총선의 경우 한나라

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음. 즉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음. 아래의 도표를 보

당은 영남 57.1% 대 호남 4.4%, 새천년민주당은 호남 66.8% 대 영남 13.3%를, 2004년 총선의 경우

면 이는 결코 민주화 이후 한 두 번의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계속하여 반복

각각 52.4% 대 0.4%, 30.8% 대 0.8%를 기록하였다. 엄청난 지역적 격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

62

│발표문 3│

한국민주주의- 온 길, 선 곳, 갈 길 _ 박명림

63

주화 이후 최초의 전국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대선을 앞둔 지역균열구조의 재등장국면에서 단 한

(3) 장관임명과 임무수행 중의 해임 추진의 제도적 문제들 ; 정치적 이념적 정책적 공방이 해임과

번의 국회의원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소멸하였다. 그러나 통계를 예거할 필요도 없이 2007 대선과

반대의 사유?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정책적 공방이 제도적 헌법적 책임추궁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2008 총선에서 지역정당체제는 다시 등장, 반복되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시 등장

이러한 헌정주의, 헌법주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수결과 인민의지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부인. 각료

한 지역정당화의 강화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맞는 권력구조의 고안

나 헌법기관장은 무엇을 이유로 누구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인가, 그것을 해체할 선거-정당체제의 모색인가?

(4) 대통령제와 정당지배 및 능력의 문제;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노무현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져있던 공천권만저 당원들에게 돌려준

한 문제가 존재.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의 대통령들의 비제도적·관습적, 위헌적 정당·의회 지배는

바 있다. 많은 정당개혁론의 주장과는 달리, 열린우리당은 정당 자체로는 사실상 근본적 개혁이 필요

지속. 이는 가장 덜 민주화된 영역으로서 한국민주주의의 중대하자. 특히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결정

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즉 정당을 둘러싼 보다 큰 구조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점을

적인 장애를 끼쳐옴. 국가수반이라는 지위를 넘어 정당정치 영역에 한정하더라도 대통령(정부 수반)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헌정체제, 선거주기,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통령 단임제와 지

인 동시에 여당 총재(의회지도자)의 이중지위를 보지(전체로는 3중 지위). 이 점에서 노태우-김영삼-

역정당체제 사이의 모순과 충돌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대중은 동일.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통할하는 제왕적 지위에 해당. 민주화 이후 이들 세 대통령의
정당·의회지배의 원천은 민주화 이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① 의원공천권, ② 정당운영자금

3) 한국민주주의의‘정치적’
‘제도적’차원의 혼재와 혼선 : 대통령-의회 갈등을 중심으로

지원(정경유착, 부패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갹출과 배분 능력), ③ 정당 및 의회 고위직 임면권(주요 당
직 및 국회상임위원장 등).

(1)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근본. 최근 헌법이론과 정치이론의 중심주제의 하나로

<표 5>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의회-정당 지배 자원 비교: 대통령-의회관계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중 주권, 이중대표의 문제는 이로부터 발원한다. 그러나 헌법과 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도가 보장하는 영역에서 한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발생. 즉 정치적, 정책적, 헌법적-법률적 차

의원 공천권

0

0

0

x

?

원의 충돌이 뒤얽혀 자주 소위 문제해결이 어려운 대치와 교착상태(gridlock)를 야기. 한국은 특히 이

정당운영자금/정치자금 제공

0

0

0

x

x

당직 및 국회직 임면

0

0

0

x

?

정책발안 및 발의

0

0

0

0

0

중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회 사이의 교착과 정당-사회의제 사이의 교착(최근의 쇠고기
파동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보수의 과대대표와 진보의 과소대표로 인한 후자의 당연한 직접 참여
현상임. 의회에서의 진보의 과소대표는 앞으로 핵심의제에서의 이중 교착상태와 그로 인한 거리에서

이 셋은 모두“심각한 정치중립, 선거중립 위반”
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탄핵소추 요인에 해당. 그

의 직접충돌로 인한 항상적인 불안을 야기할 것임.), 이 이중 교착, 특히 전자는 안정성과 책임성을 출

러나 거의 절대권력에 가깝던 이 셋을 보유하고 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 3인은 탄핵을 당하지 않

발부터 부정 - 정당한 민주적 게임의 패배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한을 기초로 부인하려 도전하는

고, 이를 모두 놓아버린 노무현이 외려 (말을 문제로) 탄핵소추를 당해. 이는 한국민주주의의 역설이

것이다. 민주정부 하에서 대통령-의회 사이의 정체(immobilism)와 교착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자 소극.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닐 때 제도적 극복과 돌파의 접점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이 셋을 모두 놓아버린 노무현을 포함한 이후 민주적 리더십의 정당 및 의회통솔의 원천

(2)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다음의 세 차원에서 진행된다; ① 대선패배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아니라

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일 수 있는가? 이 수준에서 대통령은 다섯 자원을 소유; ① 강압과 협박

정치적 공방의 차원에서) 민주정부 구성 자체를 저지하려 노력; 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② 돈과 자리 ③ 카리스마 ④ 헌법적 제도적 보장 ⑤ 설득과 타협. 그렇다면 ①, ②가 없을 때 ③ 또는

대한 임명 거부 ② 장관 해임안의 빈번한 제출 ; 임무 수행 중의 불법이나 개인적 중대하자가 아니라

④, ⑤가 필요. 따라서 ③의 시대가 갔고 ⑤가 늘 가변적인 변수라면 ④는 일단 상수로 만들어 주려는

정책노선, 이념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출. 대통령 책임제, 정당정치의 부인과 의회책임제적 공세

제도적 노력이 필요 - 근대 민주주의자, 법치주의자, 공화주의자들의 고민의 출발점하다. 이는 논리

를 의미 ③ 대통령 측근의 임명 거부와 축출 시도 - 정당한 법률적 정치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책임

적으로도 그러하다는 점이 분명.

정치의 부인(중립 내각 구성 요구와 동일) ===> 결국 헌법적 안정성의 파괴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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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로 현재권력 이명박 대통령의 미래권력 통제 또는 둘의 협조는 가능할까? 문제는 그 정도로

전술했듯 김영삼-김대중 정부하 대통령은 곧 여당 총재이자 정당리더십이었다는 점이다. 즉 대통

권력투쟁의 근본요인(차기정권 창출)을 둘러싼 갈등은 제거,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 앞의 세 요소를

령과 정당리더십이 동일하다. 그러나 노무현 들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를 분리하려 시도를 했다. 이

놓아버린 상태에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연속하여 대통령-지배당의 갈등, 대통령 배출분파와 의

른바 당정분리는 정당 및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

회지배분파(또는 미래권력)의 갈등, 지배당의 도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은, 둘의 관계를 헌법

났다. 정당의 자중지란과 내부쟁투의 격화 및 사실상의 도괴를 초래했다.

또는 권력구조 차원에서 제도화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 오히려 최근 이-박 갈등에
서 보듯 훨씬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며 조급할 것이다.

(6) 현재 이명박 정부는 야당은 물론 아예 의회와 여당을 거의 무시, 대의과정 및 의회정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가공안기구 중심의 국정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정당을 우회한 결과는 검찰-감사

(5) 정당리더십의 각료화 문제: 노무현 정부들어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앞의 세 대통령의 관습적

원-국세청-경찰 중심의 광범한 수사-감사-세무조사-사퇴압력을 포함한 강권통치로 귀결되고 있고

위헌적 정당지배가 종식됨과 동시에‘모든’정당 리더십이 전부 정부각료로 입각하였다는 점. 대통령

거기에서 여당의 반발을 포함해 시민사회와의 충돌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 용산참사,

제 하에서‘모든’정당지도부의 각료차출 및 임명(의회에서 정부로의 이동)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정

KBS 감사, 세무조사, 검찰수사, 노무현 서거 등은 일련의 통치방식과 연결된 현상들로서 정부 스스

당리더십의 붕괴. 정당 정책 및 리더십과 정부리더십 및 정책과의 동일시를 통해 사실상 의회책임제

로 여당·의회를 포함한 대의과정을 무시하면서 (강권기구의) 억압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직접 대면

(내각책임제)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제도는 대통령제”
이나“책임은 의회제”
라는 이중성과 불일치를

하는 위험한 충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주주의 역사에 비추어 이러한 강권

초래. 차기 리더십을 현재의 정부 정책과 틀에 묶어놓는 효과도 초래한다.

통치방식은 시민사회의 직접저항과 의회의 연대를 초래해,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상

아래의 도표는 한 명의 예외도 없는‘모든’열린 우리당 리더십의 각료충원, 각료화 정도를 보여준

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역설적으로 열린 우리당은“의회책임제하의 여당 역할”
에서 대통령 탈당과 함께 갑자기 야당도
여당도 아닌,“비여당이되 야당도 아닌 정당”
의 위치로 급변하게 된다. 정당 리더십의 각료(수준)화와

4)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와 사법통치사회(juristocracy/courtocracy)

정당 도괴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정책(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당정
치를 기반으로 정치(적) 능력 때문에 국가지도자 반열로 성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87년 이전에 헌법과 제도는 정치, 또는 인치의 장식물에 불과하였다. 한국에서 헌정민주주의

되기 이전에 한국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정책능력이 아니라 정치능력이다. 시민사회에 기반한 밑으로

(constitutional democracy)의 복원이 민주화와 동일시되었던 것은 그러한 조건의 반영이었다. 그

부터의 역동성과 도전, 직접민주주의 성향이 강렬한 한국정치에서 이 점은 중요. 각료화와 함께 대통

러나 민주화와 함께 병행된 법원ㆍ사법부의 과도한 역할증대 및 정치사회적 이슈의 사법적 처리의 급

령 대 야당 대결 구도에서 야당리더십은 대통령급으로 성장하지만 여당 후보는 단지 대통령 아래의

증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정치와 사회의 핵심사안, 이를테

각료(급) 수준 이상을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제하 정책실행의 정치적 효과와 소득은 대부분

면 국가보안법, 이라크파병, 양심적 병역거부,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건설, 호주제, 새만금-천성산

(각료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점 역시 의회제와의 큰 차이

등 환경문제, 직업선택의 자유(안마사 사례), 성별(性別)선택(성전환 인정문제) 등 정치와 일상의 많은

점. 정당발전을 위해서는 아래의 정당리더십 중 적어도 정동영, 김근태, (이해찬, 천정배, 유시민) 등

주요 사안들이 의회나 정당, 즉 정치 영역과 공간에서의 토론, 심의, 타협, 정책결정 방식이 아닌 점점

정당형성과 리더십의 주역들은 입각을 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더 법률, 법원, 소송에 의해 최종 결정이 좌우되면서 고전적 의미의 민주주의의 범위가 크게 축소?위
축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FTA 및 전시 작전통제권문제 등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과

(표 6> 노무현 정부하 열린우리당 리더십 정부 입각 이동 사례
정당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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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료직

정당 리더십

정부 각료직

시민적 대표성ㆍ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이후 모든 것을 헌재와 법원에 물어보는 사회가 되면서 법원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주요 정치사회 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해찬

국무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제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주도하는 정책결정자(policy-maker)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세균산

업자원부 장관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발표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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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한 편을 선택하는 분명한 정치적 기구로 변전되었다. 요컨대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화
(constitutioalization)이자 사법통치사회(juristocracy/courtocracy)의 등장인 것이다.

단임을 교환, 5공권력구조 승계하였고 이것은 상층의 권력교환과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 더욱 중요한 문제는 당해 집행부/행정부의 업적 및 책임과는 전혀 관련없는 시기에 엊물려 시

그러나 위의 문제들 중 민주주의 방식으로 풀 수 없어 사법부의 법률적·사실적·정책적 전문성을

행되는 의회 선거는, 헌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도 5년 단임 선거주기와 4년 선거주기

빌어 해결되어야만 했던 것이 과연 몇개나 되는지 묻게 된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영역이 아닌 민주

가 고전적인 ① 입법과 행정의 권력분립 ② 견제와 균형 ③ 이원적(dualistic) 주권 구성 및 대표형성,

주의와 정책, 정치 영역의 문제들마저‘최종적으로는’사법 절차와 심사, 결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다.

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점차 매우 심각한 사법주의, 헌정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4) 협상과 거래의 결과는 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의 포기였다. 그러나 장기집권 비판으로 인한 (5

이다. 민주화와 사법화의 병행이랄 수 있다. 결국 민주사회를 넘는 사법(통치)사회가 되면서 아예 법

년) 단임은 결코 당시 민주세력과 시민사회의 시대정신이나 합의가 아니었다. 이를 당시의 시대적 합

의 지배(rule of law)를 넘어 소수‘법률가의 지배(rule of lawyer)’
가 되려하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

의인 것처럼 주장하는 최근의 여러 견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87년은 물론 80년조차 대부분의 민

지배를 의미하는 사법통치와 법률가의 지배는 민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어원에 원천적으로 위배된

주 정당과 단체의 권력구조 대안은 4년 중임으로 되어있었다(80년 5월 15일의 여야 합의조차 4년 중

다.

임제였음). 그것을, 시민사회와의 단절 속에 뒤집은 것이 군부독재세력이 주도하고 양김이 동의한 87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점점 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강한 제약과 압박을 받는 상태로

년 헌법의“5년 단임 권력구조”
였다. 이러한 근거에서도 이는 사실 철폐되어야 한다.

나아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것은 헌법화/제도화가 민주화와 항상 단절, 유리되었던 한국 민주주의

(5) 아래의 표를 보면, 권력구조 개혁에 관한한, 당시 민주세력을 대변한 민주당은, 국민이 이미 쟁

의 역사적 궤적으로부터 발원한다. 이는 87년체제 등장과정을 포함, 민주화 과정에서 헌법과 제도의

취해준, 여야가 이미 합의하고 있는 직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얻어

문제를 방기한 시민사회의 자기책임인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운동영역에서의 투쟁으로 스스로

준 직선제를 제외하면 의회 협상에서 얻은 것은 전혀 없었다. 임기, 중임여부, 부통령제 모두 사실상

의 역할을 한정, 민주화 이후의 제도화와 헌법화의 문제를 항상 엘리트들 간의 협약과 거래로 남겨 놓

민정당안이 거의 완벽하게 관철되었다. 즉 직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5공권력구조와 동일하였던 것이

았는 바 그러한 역사적 궤적의 부정적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검찰을

다. 동시에 현행 헌법은 사실상“민정당헌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권력구조는, 선출방식 및

포함한 사법에 대한 시민적 의회적 통제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헌법문제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헌법개

임기가 2년 짧다는 점을 제외하면 5공헌법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음은 물론 끝까지 그것을 주도하

혁 없이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고 밀어부친 인물 역시 전두환이었다. (전두환은 실제로도 헌법의 국가원로자문회의 조항을 통해 다
음정부에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려 시도하였다. 제90조 ①~③항. 공개된 비밀문건을 보면 아예

5) 상층‘거래’
와‘협약’
으로서의 87년 체제의 권력구조; 헌법과 정치의 연결영역을 중심으로 - 민주적
재심의의 당위성

그는 직선제 투쟁 직전에는 자신이 직접‘상왕으로서’섭정을 하려는 비밀구상을 극비리에 추진하기
도 하였다.)
<표 7> 87년 개헌 논의의 권력구조 쟁점 비교; 민정당 헌법으로서의 현행헌법

(1) 현대 한국 최악의 통치체제로서 전두환 구체제의 의지와 구도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역

항목

5공헌법

민정당 개헌안

민주당 개헌안

최종 합의

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근본규범이자 제도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와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권력

선거방식

간선

직선

직선

직선

구조 개편은 그 자체가‘제2의 민주화운동’
이자‘과거극복 운동’
이라 할 수 있다. (개헌 당시 대통령

임기

7년

6년

4년

5년

중임여부

단임

단임

중임

단임

부통령제

없음

없음

신설

없음

에 대한 출마 제한 조항조차 80년 헌법에서 전두환이 삽입한 것이다.)
(2) 87년에 민주세력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군부독재 세력은권력구조에 관한한“직선제”하나
이라는 대의 명분과“양김 분열 및 이를 통
를 내주고 다른 주요 요구를 전부 관철시켰다.“단임 실현”

(6) 6월항쟁의 요체는 민주헌법-민주정부 수립이었다. 그러나 6월항쟁의 승리와 함께 헌법과 제도

한 집권추구”
라는 실리를 결합한 전두환의 절묘한 의도와 구상이 관철된 것이다. 7년 단임이라는 5공

를 논의하는 여야 8인정치 회담부터는 기존 정당이 헌법개정과 민주정부 구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헌법을 볼 때 6년 단임과 4년 중임 교환시, 양자는 결코 교환재가 아니었음에도 양김은 직선제와 5년

논의를 완전히 독점했다. 이른바 민주화와 헌법화, 운동과 제도화의 극적인 괴리와 단절이 생겼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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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헌법화 과정은 이론적 현실적으로 6월항쟁의 계승과 단절의 이중의 의미를 지닌 셈이다. 따라서

가)가 유럽모델·제도(사회국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민주화와 헌법화의 괴리에 대한 단절과 극복의 시도로서의 시민참여헌법개혁
의 필요와 비전이 존재한다.

→ 이상의 문제를 볼 때 현재의 한국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많은 문제들이 이른바 87년 체제의 구
조적 헌법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특정 리더십이나 정치적 교
착을 넘는다는 점이다.

□ 보론: 기업주기와 정치주기, 시장주기와 정부주기의 문제
- 헌법영역의 문제는 없는가?
4.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결과와 현실 : 민주화의 민주주의 기반침식과 파괴
- 단임과 탈정당이 만나는 현실에서 지난 20년의 실험이 주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분명하다. 최근
의 민주주의 이론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주기(business cycle)와 정치주기(political cycle), 시장주기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나타난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결과와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군부의

와 선거주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음. 왜 민주화가 빠른 시장화, 양극화와 함께 가는가? 단

완전퇴출, 주기적 선거와 정부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음은 가장 큰 특징

기적 임기제한을 갖는 민주정부가, 특히 이토록 나약한 정당정치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 영속성과 무

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이해는 전혀 보편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한 이익추구성향을 갖는 시장에 대해 공동체, 공공선의 관점에서 민주적 통제를 가하기란 거의 불가

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한국민주정부와 세력, 즉 한국민주주의의 능력에 대해 가

능. 임기, 선거, 심판, 책임의 제약이 없는 시장을 임기, 선거, 심판, 책임의 본질을 안고 있는 선출된

혹하리만치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비교지평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혀 무능하지 않

민주권력이 넘어선다?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

았다. 첫째는 한국 권위주의 정부와의 비교지평이고, 둘째는 글로벌 비교지평이다. 문제는 민주정책

- 시장화의 의미; 시장권력의 급속한 영향력의 증대와 정치권력의 사실상의 대체 진행, 정책 결정
시 시장 고려 요인의 급증, 경쟁-승패 담론의 전면화와 일상화를 통한 공화적 덕성의 붕괴. 예) 부동
산 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방법에의 사회적 정당성 부여와 전 구성원, 시민의 속물화, 탈(脫)공화화.

의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각각의 정권의 경제성장률과 종료 시점의 외환보유고, 수출규모를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외부의
원조도 없는 상태에서,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가 앞선 권위주의 정부 보다 더 유능하였음에 놀라게

- 민주화 이후 기업주기, 시장주기와 욕망을 규율하지 못하는 민주주기, 정부주기의 문제를 누가

된다. 먼저 박정희 시대인 1961-70년의 10년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은 8.45%, 71년-79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정부의 기업주기 추격 불능 및 시장화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민주국가

8.27%였다. 전두환 시기인 1981-87년은 8.7%였다. (10.26 직후 -1.5%를 기록한 80년 제외), 노태

가 당연히 담당해야할 공적 영역과 정책이 사적 시장 부문으로 급속하게 전이한다는 점. 교육, 의료,

우 시기인 88-92년의 시기 동안은 8.36%, 김영삼 93-97년 시기 동안은 7.1%, 김대중의 99-2002

사회복지, 보험 영역의 시장화는 궁극적인 평행사회(parallel society)등장 및 통합의 붕괴를 의미할

년 시기 동안은 7.2%(IMF 위기로 인해 -6.9%를 보인 98년 제외)로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고성장이

지도 모름. 사교육의 만연과 공교육 대체현상은 공적 영역인 교육이 민주정부의 영역, 공공 부문에서

었다.

이미 시장의 영역, 사적 부문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부문에서조차 개인이 정부, 공공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의 외환보유고를 비교해보자. 각각

성, 공화적 공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 사익, 사적 부문과 대면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5,708,139(1979), 9,192, 886(1987), 17,153,925(1992), 20,405,458(1997), 121,421,508(2002),

보여주고 있는 것.

262,224,070 달러(2007)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기록적 속도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

- 헌법개혁과 헌정개혁을 통해 민주정부와 정당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현금의 체제로는 정치의

역 총액 역시 그러하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김대중-노무현 시기에 무역과 외환 보유고는 앞 정부들

시장에의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 정당이 사회와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부 사이에서

과는 달리 급상승곡선을 그린다. 이것이 무능하다고 비판받은 민주정부의 경제 성적이었다. 그렇다면

핵심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불가능. 정당이 구성하는 정부는 임기를 갖지만 정당 자체는 임기를

수출 증가율은 어떨까? 역시 권위주의 정부나 보수 정부에 결코 못지않다. 둘 모두 속도와 규모 면에

갖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 때문에 일부 이론가들은 인간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미국모델·제도(시장국

서 어쩌면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물가 상승률 역시 전두환,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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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각각 2.8, 7.4, 5.0, 3.5, 3.0이었다. 가장 무능하다고 비판받은 노무

다른 것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GDP 대비 공공사회비출 비율은 한국이 91,95,99, 2003년에

현 정부의 5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4.3%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5년 동안 12,826달러에서

각각 2.8%, 3.5%, 6.3%, 5.7%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각각 19, 19.9, 19.7, 20.7%이

20,081달러로 성장하였고, 수출액은 1,938억불에서 3,567억불로 상승하였다. DJ-노무현 시기의 경

다. EU 15개 국 평균은 각각 22.8, 23.9, 23, 23.9%이다.(OECD 2008) 이미 1980년의 OECD 평균

제성장 속도는 같은 수준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 중 최상위급에 놓이는 것이었다.

이 15.0%였음을 고려하면 80년의 2/1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보편화, 선진화 영역

사실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노정을 통한 무능을 보며 한국 보수세력이 과연 미국

이 어디여야하는지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평등주의다”
“좌파정부다”
“과도한 복지예산이

과 군부 없이도 국가경영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묻게 된다. 이승만 이래 박정희·전두환과 노태우까지

다”
라고 비판하는 한국보수의 글로벌 준거가 무엇인지 묻게 된다. 연간 평균 노동 시간 역시 민주화

철저하게 미국 또는 군부에 기반하고 있었던 정부였음을 고려해볼 때 그 이후 최초의 민간 보수정부

이후에도 세계와는 비교가 안 되게 기록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을 달리고 있다.(1991년 2672 대 1850

였던 김영삼 정부가 외환위기로 국가를 몰아넣고, 또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시간, 2006년 2357 대 1777시간. OECD Fact Book 2008)

지나자마자 이명박 정부에 들어 곧바로 경제위기에 직면하는 모습은, 두 보수정부가 과연 내적 기반
을 갖는 국가경영능력을 갖고 있는지 묻게 된다.

자살률은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7.9%에서 2005년 24.7%까지 급상승하였다. 2006년 기준
평균을 보면 역시 OECD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OECD 11.2%, 한국 21.5% OECD health data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와 내용이, OECD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

2008) 육아 및 교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역시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연속하여 세계최저라는

는 보편적 지평과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사적 경험에서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민주정부 아래

점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이제 강조조차 되지 않는다. 최고 자살율 및 최저 출산율이 말하는

에서의 경제성장, 수출, 외환보유고와 같은 양적 측면의 발전에 비해 질적 측면은 어떠하였는지를 검

바는 한국사회의 삶의 피폐성과 절망성, 안정성의 파괴가 표출된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

토해보자. 완전한 역진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최장집) 이 점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 연구의

다.

중심과제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로이탈, 또는 보편위반의 요인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소득분배-빈부격차 상황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통계청) 지니계수는 노태우, 김영삼, 김

의 보수적 학자와 언론들은, 늘 선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도 이토록 명백한 반선진화, 반

대중, 노무현 정부 마지막 년도를 기준으로 0.248, 0.262, 0.284, 0.312로 상승 악화하고 있다. 상위

글로벌 비교통계는 준거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을 나눈 소득 5분위 배열 역시 같은 기준에서 3.63, 3.94, 4.5, 5.08로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성과 보편적 특징/결함에 대한 이해는, 강렬한 민족의식으로 인해 한국 민주

계속 상승 악화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들어 2009년 현재 사상 최악의 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더

주의와 시민 의식에서 가장 결여된 세계 시민성, 글로벌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의 하나

욱이 중산층의 붕괴와 하향빈곤화를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가 될 것이다. 세계 시민성과 비교기준의 결여야말로 한국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지향의 핵심 특징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3, 8.9, 10.3, 13%로 역시 상승 악화하고 있다.

다.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를 GNI 대비 ODA 비중을 통해 비교해보면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민주화 20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한 것이다. 양적 성장과 평등 및 빈곤의 질적 지표의 악화

평균은 0.3%이나 한국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0.05%이다.(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은 각각

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9년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2.3%를 차

1.02, 0.89, 0.81, 0.25이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글로벌화하고, 무엇을 세계화하고 있는 것인지 묻

지하는 가운데 남성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0 대 39.1로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

게 된다. 게다가 이 나라는 국제원조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가 아니던가?

다.(한겨레. 2009년 6월 4일)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이하 노동자는 222만명으로서 놀랍게

가장 먼저는 한국민주주의의 사회성, 평등성, 복지성의 현저한 일탈이다. 1인당 GDP 2만불의 동
일 비교 시점 수준에서 공적 사회지출을 비교해보면, 스웨덴 34.5%(1994), 영국 19.9%(1996), 미국

도 전체 노동자의 무려 13.8%에 달하며, 이중 비정규직은 208만명으로 93.6%를 차지한다.(경향신
문.2009년 6월 4일)

13%(1988)를 포함해 OECD 평균 19.9%였다. 그러나 한국(2004)은 스웨덴의 1/5, OECD 평균의 1/3

교육의 경우 근대화 자체를 부정하며 역근대화-세습양태로 나아가고 있다. 부모의 학력·소득과

에도 못 미치는 6.3%였다. 이것이 좌파정부라 공격받던 한국 민주주의의 평등성, 공공성, 복지성의

자녀의 학력·소득의 높은 상관성에 대한 통계와 연구들은 우리 사회가 신분과 세습의 해체라는 근대

글로벌 스탠다드였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최악의 공공성, 사회성조차 급진적으로 탈공공화,

화의 첫 출발점을 역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운 도전요소가 자라나고 있음을

시장화,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일반 사교육비의 엄청난 격차(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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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가구보다 8.8배를 더 지출)는 최초 시민, 국민으로서의 형성 교육 자체를 차별받고 있음을 의

종교 규모와 분포는 이제, 지역문제 못지않게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국민주주의의 중심 기저

미한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발표자가 말하는 역근대화, 세습화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객관적 지표와 비교준거가 말해주는 바를 따르지 않을 때에 길은

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은, 중졸 이하는 15.7% 대 84.3, 고졸은 38.9% 대 61.1%, 전문대졸

찾아지지 않는다. 모든 민주국가들이 경제성장 이후 하나같이 사회정책과 평등, 복지를 위해 자본주

은 60.7% 대 39.3%, 대졸 이상은 71.8% 대 28.2%이다. 교육에 따른 정확히 비례적인 상승과 하강을

의 속의 사회정부(social government in capitalism)을 견지해왔음을 고려할 때 -- 최근 EU는 아

목도한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 통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50%를 넘어서

예 헌법에“고도로 경쟁적인 사회적 시장경제”
를 삽입해놓고 있다. -- 이미 모든 통계를 통해 민주

고 있어 삶의 불안정성은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 여성은 아예 임금노

주의에 반하는 결과로 드러난 현재의 시장·경쟁·기업 일변도 정책을 고수할 때 한국 민주주의의 거

동자의 64.5%가 비정규직이다.(정규직은 35.5%. 남성은 정규 대 비정규가 각각 56.7% 대 43.3%)

시적 귀결은 가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자체를 침식하고 해체함은 물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진전·안정과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역진, 역근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후자가 궁극적으로는 전자마저 집어삼킬 위험은 전혀 없는 것일까?

론, 좌우로부터의 도전을 통해 훨씬 더 두려운 결말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
반을 파괴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교차 비교연구(Tatu Vanhanan)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권력자원(power resources)의 분산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과연 중산층의 빠른 붕괴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지탱할 사회 내 동력을 확보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민주

할 수 있을 것인가? 소수 상층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하향빈곤화와 사회정책 폐기가 초래할

주의 이론과 역사를 다시 써야할 것이다.

생존위기로 인해 민중·노동담론과 시민담론이 연대할 경우, 게다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민족담론

한국민주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역진현상, 즉 정치와 사회경제의 심각한 부조응-탈구(dislocation)

까지 가담하여 최대 저항연합을 형성하여 도전할 경우 한국의 보수정부는 과연 권위주의 통치방식으

현상은 한국민주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정부·정치와 시민사

로의 회귀 없이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야당과 운동의 결합으로 이명박

회만이 민주화되어 민주정부를 갖는 일종의 기형적 돌출적 민주화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정부만이

정부보다도 강력한 권위주의가 모두 붕괴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 귀결은 예측하기 어렵다. 의회를 무

시민사회의 지지로 등장하고 지탱한, 마치 섬처럼 포위된 민주화였던 것이다. 게다가 민주화가 시장

시한 국가기구 중심의 현재의 강권통치는 그점에서 이명박 정부 자신을 위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화로 치달으면서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민주주의를 밑받침하는 경제와 사회, 특히 기업, 언론, 교육,

없는 것이다.

종교의 핵심 4 부분은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증대되는 자율성에 바탕해 더욱 양극화·과두화(사실상
半獨占化)·보수화하였다. 우리는 자율화에 따른 거대한 힘의 역전과 포위, 이점을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화로 인한 자율화, 즉 민주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부여받을수록 더욱 과두화하며 민주주의

5.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 위기와 대안 모색

를 공격하는 역설의 병행이었던 것이다. 즉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사회적 역민주화가 함께 진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미 보수적 과두적인 경제사회 영역에다가 정부마저 투표를 통해 다시 보수정부로
바뀌자 모든 영역에서 일거에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수적인 대전제는,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대충돌과 파국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발제자가 자주 강조해온 대로 첫째 시장화가 아니라

현재의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점이라고 본다. 즉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려 사회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사회화와 인간화의 길과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대의기구 무시

권력자원은 분산이 아니라 더욱 더 집중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교육, 언론, 종교, 노동, 세

와 국가강권기구의 억압의 강화, 과격한 탈공공화과 사사화·과두화, 서민경제위기가 중첩될 경우 밑

대, 성별 사회권력은 양극화를 넘어 소수 상층으로 더욱 집중, 과두화되고 있다. 고전적 이론들로부터

으로부터의 참여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둘째, 한국정치에서의 참여폭

시작하여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험한 사회적 통계적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

발과 제도화의 문제; 늘 부정적 관계. 이제는 어떻게 선순환 관계를 만들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제

정부는 이들 사이에 거의 섬처럼 포위된 상태로 존재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의 수용과 강화없이 대의민주주의가 강화, 안정되기는 어렵다. 셋째, 공화국 정체성이 대단히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담론과 연구는 사회세력관계, 사회내의 권력자원의 분배에 대
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다. 재벌체제, 노동시장구조와 조직, 언론체제, 교육제도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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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화, 사회통합과 공공성의 강화

필수적이다. 대안은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의 결합을 복지국가나 사회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의 저
항, 광장의 폭발은 이러한 불안정성, 예측불가능성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1) 대안의 첫 번째로 한국의 경우 시장경제를 견제할 민주국가의 공공성은 외려 강화되어야한다.
즉 민주주의를 통한 공공성과 사회비용의 강화인 것이다. 발제자는 이를 민주화 이후의 시장화와 사

본질과 관계된 것이다. 만약 탈공공화와 강권통치를 계속 밀어부칠 경우 시민사회/서민과 시장권위
주의 정부의 대결은 전면전을 각오해야할지도 모른다.

회화의 두 길 중에서 후자를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인간화를 보장하는 길인 것이다. 즉
민주화-->시장화-->양극화-->사회해체-->민주주의 위협의 길이 아니라 민주화-->사회화-->인

2) 반(半)직접민주주의=반(半)대의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도약

간화-->사회통합-->민주주의 질적 도약 경로의 선택인 것이다. 유럽을 포함하여 OECD국가들의
평균 사회지출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면 1/2에서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만약에 하층민들이 탈공

(1) 촛불시위를 포함한 직접 저항과 참여의 증대가 갖는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이르렀고, 적절한

공화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최소복지체계와 안전망이 없는 한국은 즉각 갈 곳이 없어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시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너무 분명하다. ① 먼저 의

생존의 벼랑에 몰리게 된다.

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해 환경, 복지, 새만금, 천성산, 평택기지, 탄핵, 방폐장, 행정수도

(2) 실제 통계를 볼 때 금년에 공개된 OECD 통계(2009 Facts Book)는‘분배정부’
‘좌파정부’

이전, 쇠고기 협상...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적다. 아니 핵심의제와 관

‘큰 정부’
‘세금폭탄정부’
로 불린 노무현 정부 시기(2006~07년)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끈다. 우리

련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점차 일반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②가장 고전적이

정부와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몇 글로벌 통계를 살펴보자. 사회적 공공지출은 30개 사례

고 정통적인 대의역할, 대표역할과 관련해 법원,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증대에 더해 인터넷이 새로운

국가 중에 꼴찌이며, 정부 지출에 의한 불평등 개선도 역시 25개 사례 국가 중 꼴찌다. 국내총생산

의사표현 메카니즘으로 등장해 현재 대의의 제도와 과정은 과거의 4분(四分) 현상에서 이제는 5분(五

(GDP) 대비 사회적 공공지출은 OECD 평균(06년) 20.5%인 데 비해 한국은 6.3%(06년), 6.9%(07년)

分) 현상으로 변전되어있다. 현대 정치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당의 대의역할은 사실상 1/5로 축

이다.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총조세수입은 OECD 평균 35.9%(06년), 한국은 26.8%(06

소된 것이다. 그나마도 결정적인 의제의 등장시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문제들의

년), 28.7%(07년)이다. GDP 대비 소득 자산세는 OECD 13.0%(06년), 한국 7.9%(06년), 9.1%(07

해결과정에서 정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이제 정당과 시민의 공존

년),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은 OECD 37.7%, 한국 18.2%(06년), 19.6%(07년)이다.

과 병렬이 필요한 시점. 수렴기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지구적 현상임. 정당의 문제를 정당에

(3) 이런 수치 차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관한 정부 역할에 그대로 나타난다. 정부의 (재)분배정책

서 찾는 것은 하버마스가 말한대로 정말로 수행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전문성과 관련해 관료에 현

과 역할의 비교평가를 위해‘세전소득’
과‘세후소득’
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소득 불평등 개선 지표,

저히 뒤지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에게도 정당의 전문성은 뒤지고 있다. ④ 보편성, 공공

즉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OECD 국가들이 평균 0.078임에 비해 한국은 고작 0.011이다. 소득 (재)분

성, 객관성,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정당은 이제 시민단체나 인터넷광장에 비해서도 훨씬 더 떨어지고

배 역할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의 7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앞의 사회공공지출, 조세

있다. 파당성에 기초한 특수이익 대변기관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점이야말로 정당의 최대위기라고 할

수입과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통합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정부에 의한 분배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

수 있다.

찬가지다. 따라서 실질적 소득이전 효과 역시 지극히 유사하다. 세금, 공공부조, 공적지출을 통한 정

(2) 기본적으로 정당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안고 있는 전문성과 해결가능성에서 관료, 전

부에 의한 개별 가계로의 소득이전, 즉 소득 재분배액이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문가, 시민단체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정당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의 정당이론들조차 인정하고 있듯

OECD 평균은 21.4%인 데 반해 한국은 3.6%다. 겨우 6분의 1 수준이다.

이, 중요한 입법행위조차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시민생활이나 국가행위

(4) 이점이 한국이 급격한 시장만능주의를 밀어부쳐서는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실직과

와 관련하여 문제가 중요할수록 정당의 전문성과 대처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기동성과 속도성은 말할

저임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안전망이 부재할 때 이들은 어디로 가야하

필요도 없다. 급박한 환경문제나 보건과 건강, 에너지문제, 난민, 재난구조문제 등에 있어 정당의 문

는가? 사회해체에 따른 민주주의 붕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복지체계와 빈곤방지를 위한 최소 사회

제해결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촛불 이후 18대 의회의 복원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대처능력 결여는,

안전망의 구축, 교육의 기회부여 및 형평기능 회복을 통한 갈등완화기여, 소득불평등 구조의 완화는

정당역량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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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고전적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는 많은 한계에 직면.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

의견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권과 위임, 인민/국민과 대표의 분리는 차단되어야한다.

한 열망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 1945년, 특히 1987년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전개를

분리와 단절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위배된다. 한국 정당과 의회의 문제는 허약성이 문

볼 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제가 아니라 국민/인민이 아니라 자기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의 4.19, 유신체제하의 반유신투쟁, 전두환에 대한 저항과 6월항쟁 모두 대의왜곡(대통령 간

(5) 대의대표기구의 이중 약화과정과 상황: 전술했듯 이명박 정부의 핵심특징의 하나는 선거, 정당,

접선출 및 의회구성)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도전의 성격을 의미. 즉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회복과 구축

의회, 시민단체, 인터넷 대신 경제 관료, 검찰, 경찰, 국세청, 사법부, 국가정보원, 행정조직의 역할이

조차 기실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주의 영역의 확장에 기인한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이자 핵심채널인 선출직, 대의제, 공론장의 역

(3) 정당강화=대의제강화론의 더 큰 문제점은 정치의 영역을 고전적인 정당과 의회의 영역으로 회

할이 현저히 축소되고 비선출직, 임명직, 관료직, 사적 연줄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즉 현재 이명박 정

귀, 축소시킨다는 점. 마치 정당정치만이 정치인 것으로 의제.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과거와는 비교할

부는 대의기구가 아니라 관료기구 중심의 시장권위주의 정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와 절차

수 없이 넓어졌다. 특히 중앙, 지방정부와 시민의 접촉과 대면 지점, 이해의 충돌 지점은 과거에 비해

영역에서조차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점은 분명하다.

훨씬 많아졌다. 이미 중요한 생활정치의 영역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즉 정부의 진압, 단속, 구속, 처벌, 체포, 해고, 밀어부치기, 광장폐쇄, 고소고발 추진으로 인한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정치생산자로 기능하겠다는, 주권위

국가기구의 부활과 강화 속에 대의기구·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위축상태로 들어가고 있어 현재 대의

임에 머물지 않고 주권직접행사를 시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역할소홀

민주주의는 이중약화의 압력에 직면해있다. 한편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의 압력으로, 다

또는 대의기능 실종에 따른 일종의 주권회수/주권소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 강화론

른 한편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의 정치주도로 인한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그런데 흥미로운 것

은 양자의 반복적 충돌을 통해 정치불안을 지속할 것이 분명해 바람직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정당약

은 정당주의자·의회주의자들은 전자를 문제삼는데 비해 참여주의·직접민주주의자들은 후자를 주

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체제의 안정성이라고 할 때 문제는 정당

로 문제삼고 견제하려 하고 있다는 점. 이를 보면 참여·시민의 지원 없이 대의기관의 발전은 어렵다

강화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를 통

는 점을 증거. 더욱 큰 문제는, 여당의 역할에서 보듯 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

한 반직접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직접민주주의 의제의 증강, 인터넷발달, 정당역할 약

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를 포함한 대의기구의 역할축소 입법을

화....요소의 동시 등장으로 인한 복합적 변환 때문이다. 정당과 대의민주주의만을 강화시키면, 의도

진행. 의회는 입법행위를 통해 친민주, 친시민이 아니라 친시장, 친기업정책을 주도할 경우 의회 자체

와는 달리, 거꾸로 계속 불안한 민주체제가 되고 말 것이다.

의 포위 또는 고립이나 부유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의회가 시민/국민/인민과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

(4) 따라서 정당민주주의=정당정치의 정상화 방안은 달라져야; ① 정당에 대한 시민통제의 강화 ②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주의, 정당주의의 한계가 존재한다.

정당-시민사회연대의 증대 ③ 선거주기의 조정 ④ 비례대표의 대폭증대와 중간선거의 실시. 현대 민

(6) 그러나 우리는 정당과 참여의 양자택일, 양극단을 넘는 대안을 모색해야.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주주의에서 문제는 정당의 허약이 아니라 선거 종료, 의회로의 진입과 동시에 시민사회와 단절(J.J.

민주주의는 이항대립의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 대의제는 부정되어서도 역할이 축소되어서도 안된

루소). 즉 독립적인 정치사회, 정치계급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 따라서 우리가 논의해야할 요체는 의

다. 동시에 과장되어서도 안된다.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참여를 비판해야하는 것은 결코

회와 정당에 대한 시민통제의 제고이다.

아니다. 마찬가지로 촛불과장과 촛불폄하를 극복하고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할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국회투표, 특히 정책 투표의 공개, 기명투표화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것이다.

원들의 투표가 비밀투표일 때 그들의 대표성은 떨어지는 반면 폐쇄성, 자율성은 커지고 책임성은 떨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기축은 참여와 제도, 운동과 정당은 상호 발전해야하는 것. 결코 배척적, 이

어진다. 이를 보장해서는 의회와 정당의 발전은 어려우며, 의회에 대한 시민통제도 어렵고, 동시에 입

항택일적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무리하게 수렴하려해서도 안된다. 각각 상

법내용과 과정에 대한 시민통제 역시 어렵다. 의회와 정당의 자율성과 시민단절성이 과도하게 높은

호 보완적으로 발전해가면 된다. 그것은 곧 반(半)직접민주주의이자 반(半)대의민주주의인 것이다. 대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주권이론, 헌법이론, 대표이론에 비추어 현재 한국 의회의‘자유위임원칙’
은

의민주주의에 바탕해 민주주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반직접민주주의

‘기속위임원칙’
으로 변경되어야한다. 자유위임원칙에 의한 의사와 투표는 대표의 의견이지 국민의

(semi-direct democracy)=반대의민주주의(semi-representative democracy)의 도입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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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 인민주

고 주장하고 설명해왔다. 선거의 존재로 인해 주권실현의 구체적 제도양식은 정당으로 나타나. 즉 정

권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것이다. 환경, 건강, 에너지, 핵, 방폐장, 식량, 이주와 이

당에 기반, 출마한 국민 중에 선거를 통해 대표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여 실질적인 주권을 구현한다

민(자)문제.... 정당과 대의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해. 전부 국민 또는 주민의 직접 결정과 직접 책임

고 인식 또는 합의해와. 일반적인 국민대표들은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의회, 지방정부의 지방의회와

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되어간다는 점. 즉 국민발안 및 국민표결(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청

지방정부수장을 지칭한다.

원의 활성화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 보장. 시민청원의 실질화, 활성화 역시 이에 해당.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대표, 정당, 선거를 통한 주권구현의 내용은 현저하고도 결정적으로 제약되
어왔다. 국민주권은 명백히 인민주권에 의해 보완되어야하는 것. 국민주권(론)=불가분의 국민을 대표

3)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융합과 통합접근

하는 의회주의-대표주의에 입각. 대표위임의 논리이자 대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의 논리. 인민주
권(론)= 각각의 개별 인민은 불가분·불가양의 주권을 보유하며 직접행사가 가능. 직접민주주의-참

(1) 이상을 위해 그동안 잊혀지고 배제되었던,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인민주권 원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즉 국가구성의 원칙과 원리의 측면에

여민주주의의 논리. 건국헌법 최초 초안 역시 국민주권이 아니라 인민주권을 추구.(국가의 주권은 인
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역시 동일하다.

서 주권원리의 재구성이다. 고전적 주권형성의 두 원칙 중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균형을 모색해야할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민주주의의 발전단계는 국민주권을 넘어 인

시점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전자였다.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가 결코 추상적 이론

민주권을 진지하게 사려해야할 시점이다.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익, 의무와 권리와 동시

적 개념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체 운영과 생활과정에서 형성

에, 또는 그에 앞서, 인민-시민-인간으로서 보장받고 누려야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의회주권

되고 발전되어온 이론이요 개념이자 제도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원리의 최초

론=정당민주주의론=대의민주주의론은 전적으로 국민주권론에 기반한 것이다. 문제는 인민주권을 인

출발점은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 즉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에서 출발한다는 점. 다양한 대표의 원리

정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대의와 주권, 대표와 국민/시민/인민,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

와 체계조차 궁극적으로는 이 원리를 위반할 수 없다는 점. 대의민주주의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구현

주의는 계속하여 충돌할 것이다. 즉 역설적으로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서도 인민주

한다고 해서 이 궁극적 원리의 위반에 대한 용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현

권은 강화되어야. 현금에서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과 인민주권(직접민주주의)의 고전적 분리대립을

실가운데 직접민주주의의 원리가 함께 구현되어야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넘어 우리는 둘의 융합주권, 통합주권을 모색해야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반대의제, 반직접제의

(2) 현재의 한국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너무 분명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반영 정도는 너무

철학적 이론적 근거라 할 있다.

낮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정치불안은 계속 될 것. 대의민주주의의 원래 의도 및 취지
와는 정반대로 정당은 더욱 허약해질 것이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괴리는 지속되며, 환경, 건강, 에너

4)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지, 이민.... 문제를 포함한 핵심 정치사회경제의제들은 계속 정당 밖에 존재하며 결코 의회로 수렴되
지 않을 것이다. 정당주의자들은 정당의 대표기능강화를 말하나 기실 오늘날의 정당에서 가장 결여된

최근 빈발한 촛불에서 드러났듯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주권행사를 통한 제도정치참여

것은 대표기능이 아니라 갈등조정-대화기능이다. 정당의 문제를 정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

의 최소 출발인 선거권은 기존 19세에서 하향하여 18세부터 부여해야 한다. 반드시 낮추어야한다. 세

펠과 하버마스가 말하는 수행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에 해당한다.

계 주요 국가들은 약 80%가 18세부터 선거권 부여. 게다가 우리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도로

(3) 촛불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헌법1조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

교통법, 병역법과 고용직 공무원 규정등 대부분의 국내법에서 성인 연령을 18세로 규정. 무엇보다도

화국이다(제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2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 병역, 노동조건을 포함해 이들 세대의 생활과 직접 관련한 선거 및 정책의제

항). 명백히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독재정부들의 국민주권의 역설적 부

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정치화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18세에 고등학생은 10% 정

인은 국가존립근거의 자기부정=국체부정이랄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채택해온 국민주권 확보방안과

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들을 제도적 참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주권을 행

제도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이다. 특히 선거를 통한 권력 구성 방식을 통해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했다

사할 수 있도록 해야. 과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권고 역시 1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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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부·국민부 설치를 통한 4권분립과 권력분립의 재구성

정부들이 개헌을 약속하거나 제안할 만큼 87년 헌정체제는 불안정하였다. 지금도 18대의회는 개헌문
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매 정부마다 개헌을

대의민주주의=대의기구의 역할강화와 참여의 동시강화를 위한 4권 분립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오

추진하거나 반대하는 상시개헌제안과 실패 상태가 반복될 것이다.

래전부터 발표자는 반복적으로 감독 감찰 조정기능을 갖는 감사원, 공정위, 선관위, 검찰, 방통위 등

이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더 이상 지속되어서도, 지속될 수도 없다. 이명

을 독립시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독립적인 제4부로서 감독부(監督府), 또는 국민부(國民府)를 만

박 정부 들어 이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발표자는 행정부와 의회, 대통령(국민직선)과 국무총리

들어 4권분립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사태에서 보듯 이들을 대통령이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

(의회간선)가 권력 및 역할을 분점하는 동시에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본질적으로 정부를 감시, 감독, 감찰해야할 감사원과 검찰과 방

4년 중임의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를 제안한다. 일단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통위가 왜 이토록 즉각적이고 민감하며 전면적으로 선거에 따른 정치적 영향 및 권력통제를 받아야하

현재의 5년 단임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동시에 안정성과 책임성을 정교

는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들 정부 및 행정 감독기관들이 거꾸로 정부교체에 이토록 민감

하게 결합하기 위한 권력분할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다. 임시정부 이래의 국무

하게 반응해야한다면 이것은 정부교체의 의미를 민주주의를 넘어 과도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과도한

총리 제도의 운영 경험에 반대통령제를 결합할 경우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적은 갈등적 정치문화

정부연동-권력연동을 의미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감사원, 공정위,

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검찰의 정부교체 이후의 최근 행위를 보며 오늘에 들어 다시 분명하게 4권분립과 독립을 강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의회 책임제 도입이 어려운 제도적 현실적 역사적 조건은 상존한다. 따라

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은행,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이들 기관의 독립이 왜 중요한지

서 현재로서는 대통령 권력분할과 제도적 안정성/책임성을 결합하는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

를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여부는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느냐, 후퇴

라는 점이다. 단순히 4년 중임과 임기 일치만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시키느냐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 특히 최근들어 관료적 민주정부로 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아님. 물론 반대통령제/준대통령제의 구체적 내용은 더욱 정밀하게 논의해야할 것이다.

들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중요하다.

(3) 권력구조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당강화와 책임성의 획기적 제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비례대표 의원의 대폭 증가(지역 대표의 절반 수준으로), 둘째 위로부터의 공

6)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주기 조정

천제도의 전면 폐지와 아래로부터의 공천의 제도화 및 공천과정에서 대표성과 책임성, 공정성 제고방
안과 장치의 확고한 마련, 셋째 대통령 임기 중반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통한 지방선거와 비례대표 의

정당주의와 선거주의(electoralism) 및 선거거부주의=혁명주의의 한계는 모두 분명. 선거주의로

원 선거의 동시 실시를 통한 중간평가 선거 실시가 그것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연속성, 대표성, 책임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갑자기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선거를

성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회 임기 일치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역

권력과 정부 주기 중간에 배치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 헌법개혁 사안에 해당한다.

(1) 현재의 한국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많은 문제들은 이른바 87년 체제의 구조적 헌법적 요인으로

주권성, 대표성과 책임성의 증대와 실현이 핵심. 대통령-의회 임기 일치와 지역정당체제가 만남으

부터 발생. 발표자는 잠정적으로 권력구조(반대통령제/준대통령제), 선거주기(의회-대통령 임기 일

로 인해 만약 처음부터 주어질 결과인 단점정부 또는 분점정부, 권력배분을 임기 내내 4년간 지속한

치 및 중간평가), 선거 제도와 정당체제(비례대표 증대, 중선거구도입 및 권역별비례대표제 실시)의

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 선거를 통해 동시 선거에서 구성된 정부구성을 변화시킬 계기

동시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권력구조와 임기문제는 정당체제와 직결된 것. 따라서 그동안 많이 운

가 존재해야 능력과 업적 평가, 책임성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즉 중간평가를 통해 잘하면 지지,

위되었던 대안인 4년 중임과 임기 일치라는 개헌을 추구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체제와 역할을 유념할

못하면 견제 기능을 행사해야. 중간평가 없는 일방 독주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위험성- 임기 동안

때 최소한 다음 몇 가지가 추가되어야 현실에서는 작동 가능할 것이다.

지방 선거를 제외하면 국가운영을 평가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먼저 헌정구조의 근본적 개혁이다. 중간평가 약속(노태우), 3당합당과 권력구조 개헌 합의(김영

현재의 선거제도를 변경, 비례대표의 대폭 증가(지역의 2:1 수준으로 증가. 예컨대 200 명 대 100

삼), DJP 연합과 개헌 약속(김대중), 개헌제안(노무현), 집권시 개헌 약속(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명. 400명 대 200명)와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통해 정당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1인2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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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대표의 왜곡, 표의 등가성의 침해도 현저히 개선하는 동
시에 일정하게 정당체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 만약 독일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17대 총선 결과만해도 현저한 표의 등가성 개선효과 및 정당별 균형효과가 발생한다(한나라당 121→
114석, 열린당 152→127석, 민노당 10→40석, 민주당 9→22석, 자민련 4→8석으로 변화). 보다 바람
직한 것은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결합 1인2표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필요하면 의원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 현재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약 2
배 수준으로 높다(83,000명 대 160,000명).
비례대표 역시 아래로부터의 경선을 통해 선정해야한다. 권역별로 출마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 선
정해야. 즉 후보에게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공천을 서류심사로 하는 것, 여론조
사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결정적으로 위배된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반민주, 반주권적인 위헌.
여론조사가 갖는 공개성, 직접성, 등가성 위배는 실로 심각하다. 서류공천-서류심사-서류대표가 어
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부패-괴기스런 후보’
가 돌출할 수도 있다. 18대 국회의 전국구는 국
민대표성을 희화화한 괴물일 수도 있다. 위로부터의 공천위원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바람
직하지 않다.
(4) 이렇듯 2년 주기의 선거(제1주기 조합: 4년마다 대통령 선거 및 지역대표 의회선거 동시 실시.
제2주기 조합: 4년마다 비례대표의회선거 및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반복할 경우 대의와 참여, 직접
참여와 간접참여의 충돌을 방지하고, 연속성과 책임성을 결합할 수 있을 것. 안정성과 효율성 역시 최
소한의 보장은 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권력구조(반대통령제 및 권력분할), 선거주기(의회-대통령 임기 일치 및 중간평가),
선거 제도와 정당체제(비례대표 증대, 중선거구도입 및 권역별비례대표제 실시), 세 가지를 동시에 개
혁하여 책임성, 연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84

│발표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