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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한국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도기단계라 표현할 수 있
다. 전후(戰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최빈곤 국가들 중 하나에서 시작하여, 1950년
대에 비해 현재의 국민소득이 3만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1) 이로 인해 다른 빈곤국가

1) 김하늬, “한국은행 금융강좌 16 195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모습은?” 뉴스토마토, 2015.02.0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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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장은 약 60년 사이에
이룩한 결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성장세라 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는 국민들의 연금, 공공기관의 과다 재정 배분, 복지정책,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전반
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이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이루고 있는 주요
축인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계의 경우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재직기간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수령
액을 의미한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나에 대해 첨
예한 대립 중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계부채란 가계가 얻은 소득보다 소
비한 금액이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가계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과도한 것을 의미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소득에 비 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가계는 발생하는 이자를
갚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가계부채는 가계에 있
어 주요한 지표이다. 게다가 5월 15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는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을 “감내할 수는 있는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하다”고 밝혔
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계의 주요쟁점으로 가계부채를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가계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이는 소득의 이전기능과 복지
정책 및 국가경제의 중요한 근간이기에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법인
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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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유
치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국가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
의존된 형태를 보이고 있기에 국가경제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
가경제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존도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 등으로 받은 조세수입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기업
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이용하여 공공재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제도와 국가재정 그리고 공공기관의 효율화는
국가경제의 효율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과 조세제
도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점을 국가경제의 3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가계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분석되어진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각 축에 따라 제시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
로 3절에서는 해외의 우수정책 또는 연구에 대해 국가 및 성향별로 알아본다. 4절에
서는 한국경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문에 따라 밝히고 5절에서 결론으로 우리나
라의 입장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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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부문
1) 국가재정
국민경제의 주요 축 중 하나인 정부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것이 국가재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재정
우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5개), 기타특별회
계(13개), 기금(6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합한 통합정부의 예산은 2015년 기준 수입 382.4조 원, 지출 275.4조 원2)으로
나타났다. <표 2-1>은 중앙정부의 재정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2-2>는 중앙정
부의 재정규모를 총수입과 총지출을 통해 나타내었다. 성장률을 통해 나타내면 세외
수입의 증가세는 0.7%로 국세나 기금의 증가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지
출부문에서는 기금의 지출이 8.4%로 예산의 증가세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기금
지출은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그리고 계정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성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
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보험 예방 기금 등이
존재한다.

2) 회계 및 기금 간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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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앙정부의 체계

<표 2-2> 연도별 중앙재정의 규모 및 성장률

(2) 지방정부의 재정
우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크게 일반재정 및 교육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4년 기준 지방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211.6조 원이며, 이 중 일반재정이
158.7조 원 교육재정이 52.9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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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재정
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7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3) 지방재정의 통합재정은 자치
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 기타·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전체 순수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지방재정의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 통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정부의 2014년도 일반재정 통합재정수익4)
은 148.9조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3.5조 원(2.4%) 증가하였다. 주요항목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54.5조 원으로 전체 통합재정수입의 3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37.7조 원(25.3%), 지방교부세 31.6조 원(21.2%), 세
외수입 21.9조 원(14.7%), 융자회수 등 3.2조 원(2.2%)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의존재원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자체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표 2-3> 연도별 지방정부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3) 구 안전행정부(2014.3),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4)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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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 등으로 지방
세 증가가 미미(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지자체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세외수입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판단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써 재정활
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수입(세입+융자회수)은 148.9조 원, 통합재정지출(세출+융자지출)은 158.7
조 원으로 나타나, 통합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세계잉여
금은 전년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5)에서 이월재원(명시
이월+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
다.6) 2014년도 일반재정의 순세계잉여금은 10.3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0.5조 원 흑자이다.

<표 2-4> 연도별 지방정부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2)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

5)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
6)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보조금집행 잔액), 이월재원=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
속비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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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2014년 8월 기준
총 303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기준 총 자산의 현황은 778.7조 원으로 나타났으
며, 부채는 520.5조 원 부채비율은 201.6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채비율과 자
산의 구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본 보고
서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의 성장률과 자산의 성장
률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현황 등 재무정보를 분석한다.

<표 2-5> 공공기관 유형별 변동사항

(1) 공공부문의 재무분석
앞서 공공기관의 자산현황과 공공기관의 수 그리고 부채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부채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의 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2012년 총 부채비율이 최대를 기록한 이래로 2013년도
2014년도에 낮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1년 8.8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2년 적자폭을 줄이고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4년도에
11.4조 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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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공공기관의 재무분석

<그림 2-1> 공공기관의 재무비율 그래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공기업 부채의 감소는 공공기관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
나 위의 부채 비율의 경우 자본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계정별 연간 성장률
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분석하기 어렵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평균 성장률(CAGR)
을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계정인 자본, 부채, 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의 성장률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채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88%로 산출되면서 동기간 자본의 성장률인 1.6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장형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자본대비 부채가 크게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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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부채 축소를 위해 2013년 발표
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부채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채감축의 경우 기존의 계획에서는 자산매각 또는 투자
계획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부채가 성장하는 만큼 당기순이익
또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채축소의 과정에서 과도한 사업 축소가
없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표 2-7> 공공기관의 계정별 성장률

(2) 국가부채와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한 분석
통계청이 설명하는 국가부채의 개념에 따르면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의 부
채는 국가채무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국가채무를 분석할 때 공기업의 부
채를 분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
채무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국가채무는 공공기관의 부채와는 달리 지속적으
로 성장세에 있으며, 2014년 기준 527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며, 국가의 채무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의 경우 GDP(국내총생산)를 이용하여 비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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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을 통해 분석 가능한데, 2010년 기준 31%에서 2014년 35.1%로 산출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가 채무가 GDP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지
나,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2010년 62.5%에서 2014년
73.4%로 GDP에 비해 총 부채가 가파른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수준의 총 부채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2-8>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가채무의 비교

3) 정부부문의 문제점
정부부문의 문제점은 재정부문과 공공기업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재정부
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보다 높다는 점이며, 특히 기금의
지출증가세가 기금의 수입 증가세보다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업들의 부채
와 국가채무의 합이 GDP대비 73.4%를 기록할 만큼 상승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높
은 부채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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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4절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기업부문
1) 법인세
현재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은 2013년 기준 22.38조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법인
은 2013년 기준 33.8만개 당기순이익은 212.62조 원으로 산출되었다. 당기순이익의
금액은 2009년부터 연평균 7.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증가세에 있고, 당기순이익
이 발생하는 법인의 숫자는 연평균 5.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납부세액
또한 2009년부터 연평균 5.55%의 성장을 보이며 증가세에 있다. 반면 소득공제 법
인 수는 연평균 –0.34%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금액은 연평균 3.39%의 상승세를 기
록하고 있다. 이는 소득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소득공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2-9> 법인세 및 소득공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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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율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율은 2012년 이전 2개의 과세구간(2억 이하, 2억 초과)으
로 구분되었으나, 2012년 이후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개의 과세구
간으로 조정하였다. 법인세율의 변화는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의 신설로 인해
기존 법인세에 비해 낮춰졌다. 또한, 실효세율의 경우 연평균 –4.95%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구간 및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 구간의 연평균 감소율이 높고, 2014년 기준 1,000억 초과 5,000
억 이하 구간, 5,000억 초과 구간, 3억 이하 구간 순으로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의 실효세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10> 법인세율 현황

18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면 연도별 실효세율의 그래프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익수준별 실효세율의 감소율은 3억 이하 구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Start Up), 벤처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2> 법인세율 관련 그래프
이익수준별 실효세율 감소율

연도별 실효세율

2) 지배구조
김기원(2002)7)에 의하면 기업의 지배구조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으며, 혐의
로는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나, 기업과 주주의 관계 특히 기업에 의한 주주
로의 이익환원의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하였고 광의로는 “①기업에 있어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틀 ②기업의 성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틀 ③주주가 경영자를 monitor하고 control하는 방법이라는 세 요
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8)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에서는 5가지의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다.
5가지 부문이란, 주주권리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들의 마련여부, 영업보고서 및 기타
기업관련 사항의 공시여부,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경영 손익의 배분이다. 아래의 표는 기업지배구조의 등급부여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B+이상의 등급을 기록한 회사가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

7) 김기원, “기업 지배구조 이론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2002).
8) 김기원(2002)은 이를 深尾光洋·森田泰子(1997), R. Monks & N. Minow(1995), 高橋俊夫 編
(1995), 稻上毅·連合總合生活開發硏究所(2000), 土屋守章·岡本久吉(2003) 등을 참조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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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사회의 구성이나 공시, 주주권리의 보호
등에서 양호한 회사를 B+이상의 등급으로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중은 2011
년에 비해 2014년 22.2%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가 양호한
회사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표 2-11> 기업지배구조 등급부여 현황

3) 중소기업
(1) 중소기업 현황 분석
우리나라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9.9%(대기업 0.1%)로 우리나라 대다수
의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업 종사자 중 87.7%(2012년 기준)
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국가 및 서민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3%로 기록되었으
나 중소기업의 경우 5.6%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익률 3.0%, 중소기
업은 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33.5%로 나타났으며, 중
소기업은 168.3%로 산출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부채비율이 높은 대신 매출액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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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2)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종류로는 대출과 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호하였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상엽·이창민(2014)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의

<표 2-13> 중소기업 보증태도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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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대출 또는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보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용
과 관련된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게다가 보증정책의 경우에도 애
로 사항이 많다고 중소기업들은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4) 기업부문의 문제점
기업부문의 문제점으로는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합당한 법인
세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실효법인세의 경우 3억 이하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현재의 누진세제도의 법인
세율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회사의 비율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공시나 주주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하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
부는 보증정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
의 보증정책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가계부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써 국가 재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소득
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2011년 기준 세후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그림 2-3>과 같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OECD의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기준(PPP기준) 한국
근로자 1인당 세후 가처분소득이 4만 421달러로 34개국 중 6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세전 가처분소득이 4만 6,664달러로 14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세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구매력평가기준에서는
환율이 고려되어 체감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총임금대비 소득세율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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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요국의 지니계수와 총임금대비 소득세율(2011년 기준)





의 수준으로 일본의 7.6% 미국의 17.2% 북유럽국가들 중 덴마크 35.6%의 수준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가계부채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터뷰 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빠르지만 감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은 가계부채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2년과 2014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인 3.4%에서 3.9%를 기록한 것에 비해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의 증
<표 2-14>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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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TV와 DTI의 규제완화로 인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13년에 비해
2014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다소 낮은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3년 가계신용기준 135%를 기록하면서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치이며,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경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구분해서 금융부채를 평가했
을 경우 소득 1분위와 3분위는 금융부채의 수준이 상승하지만 나머지 소득분위는
금융부채의 수준이 가처분소득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환능력이 상
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소득 1분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서민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4> 가계부채 관련 그래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및 가계대출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3) 국민연금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
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4대 보험 중 하나로 많은 국민들이 노후의 소득불확실성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조성금액은 2009년 12월 기준
313조 원 수준에서 2014년 12월 기준 531조 원으로 매년 평균 11.21%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국민연금 조성금액의 구성 항목 중 연금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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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용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출
은 2009년 51조 원에서 2014년 110조 원으로 매년 평균 16.97%의 증가세를 나타냈
다. 연금급여지급의 경우 지출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단운영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5> 연도별 국민연금관리 현황(매입가 기준)

위와 같이 조성된 국민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한 국민들이 65세
이상이 될 경우 지급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2009년 277만 명에서 2014년 374만 명으로 약 35.3%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2009년
7조 원에서 2014년 13조 원으로 약 85.7%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국민연
금의 고갈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2008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2028
년까지 40%로 감소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들의 소득대체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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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최근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으며, 국민연금의 실 수령액을 기초로 판단
할 경우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4) 가계부문의 문제점
가계부문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낮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진 소득세, 지속
적으로 상승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세후지니계수의 변화가 미약하고, 소득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점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계부채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저금리기조 그리고 규제완화로 인해 대출증가세가 나
타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소득이 양호한
4~5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이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
은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인 국민연금의 고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소득대체율이
문제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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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사례 검토

1. 북유럽
안두순(2013)9)은 유럽의 경제민주화 사례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의 시장경
제 속에서 자유시장이 가지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마
련이 현재의 경제민주화 방식이라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례로
스웨덴의 1938년 살츠요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 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급진적인 국유화 대신 점진적인 통합과 공동책임 등이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한준(2013)은 스웨덴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
명하였는데, 인상적인 것은 공기업의 소유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국가투자의 개념
으로써 접근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2011년 공공기업의 관리를 정부소유권부서(Division for State ownership)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면서 의도를 확고히 나타냈으며, 공
기업의 운영이 정치적 목적에 좌우되지 않고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운영은 단지
관리주무기관의 이관뿐만 아닌 공기업실(Division for State-owned Enterprises)과
기업지배구조 및 분석실(Division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Analysis)을 운
영하여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였다.
국민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복지 국가들 중 하나인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세를 높게 설정하였으며, 사회보험료와 소
비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85년부터
급여세와 소비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개인소득세에 대한 상대적
으로 큰 부담감을 감소시켰다.

9) 안두순, “경제민주화: 유럽의 경험과 한국적 접근,” 2013.4, FES Informati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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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북유럽 3국의 조세제도

2. 일본
특수법인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대에 개혁의 주요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기 시작하여 효율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식회사 변경을 통해 민간이양을 지속적으
로 시도하였다. 대부분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 성격으로 탄생되는 특수회사들은 행정
적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경영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지방세의 비중을 줄여 국세가 6 지방세가 4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관광자원인 온천에 입탕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및
관광 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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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국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
기업의 설립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특별한 목적에 의해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는 지극히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미국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선진국들 중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
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업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실패 또는 공익목적상 설립된 공기업들을 청산하기 보다
는 민간에 이양하여 정부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
나고 있다.

<표 3-2> 미국의 기업조직 유형과 과세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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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세는 법인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며, 과세상의 장단점 또한 지니고 있
다. 이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과 과세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법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구조의 개선에 앞장섰다. 신규담보대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는 차입의 축소와 신용수요의 감소를 통한 소비가
감소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계의 재무구조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이는 주택압류와 파산신청의 감소로 이어져 2차 주택담보대출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표 3-3> 미국 가계부채의 구성항목별 증감현황

총액

IV. 한국 경제의 개선방안

1. 정부부문
1) 공공부문의 부채감축 방안
정부부문에서는 부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GDP대비 총 부채가 70%를
상회하면서 정부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공기업들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최근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목표제와 같은 자체적인 목표설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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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는 정성훈(2011)의 연구를 인용하여 정책적
인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재정운영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구분회계를 통해 수익
사업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 공공기업 부채감축 방안

2. 기업부문
1) 실효법인세의 조정방안
본 보고서의 2절에서는 실효법인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다. <그림 4-1>
을 참고할 경우 주요국 중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세율
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4-2>를 참고할 경우 34개국 중 20위
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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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OECD국가들의 법인세율

<그림 4-1> 2012년 기준 주요 국가별 법인세 현황(지방세포함)

그리고 실효법인세의 경우 <표 4-3>을 참고할 경우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16.8%
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실효법인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구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최고세율의 상
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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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국의 실효 법인세율

본 보고서에서 법인세의 개선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2013)의 연구결과를 인용하
여 100억 초과 구간과 1,000억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4> 법인세 개선방안(증세를 이용한 개선방안)

2) 지배구조 및 중소기업 개선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중 투자형태의 지원방안과 지배구조
의 개선을 위해 우선주형태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써 만약 정부가 해당기업에 투자형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상환전환우
선주(RCPS)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만
기에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으로써 만약 정부가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해 지원한다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
며, 기업의 경우 만약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게 되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다원(2013)10)의 연구를 인용하

10) 이다원, “미국 상장기업의 주주제안 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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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을 기존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재정이 필요하고, 경영진과 주주,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하여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5> 기업지배구조 및 중소기업 투자의 개선방안

3. 가계부문
1) 소득세의 개선방안
가계의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으로서 민감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
러한 소득세는 양극화 해소의 주력이며,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소득세와 직접세의
증세를 통한 복지의 증진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 시행중인 소득세 제도에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구성하는 제도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6> 소득세 개선방안(부자증세를 이용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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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소득세 세수의 조정 근거는 윤영진(2014)11)에 따르면 종합소득 5억 이상
자가 9,558명, 1억 이상 연봉자 28만 명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김성욱(2013)12)에
따르면 ITC지수13)를 통해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2000년대 85.1에 해당하
고 전체로는 79.6에 해당하여 소득세 저부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4-7>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현황

2) 가계부채의 다이어트
가계부채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시행하였던 안심전환대출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며, 현재 시행 중인 LTV와 DTI 규제의 재시행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존
의 정책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혼선을 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여 과거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접근하고자 함에 있다. 한국주택금
융공사(HF)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11) 윤영진,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방안,” 2014.
12) 김성욱,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3호, p.105 참고.
13) ITC는 국제세금비교지수를 의미하면서, 다음의 식을 통해 산출한다. ITC=(추정치/실제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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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를 2%중반대로 고정하여 이
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였지만, 실제 혜택을 본 사람들의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으로 밝혀졌다. 즉, 소득분위에 따른 적정한 프로그램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
단되며, 고소득자와 고액주택에 집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LTV와 DTI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의 시행목적에 따라 소득분위를 고
려한 적정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8> 가계부채 다이어트(기존 LTV DTI제도 및 안심전환 대출의 변경)

LTV와 DTI를 각각 60%와 50%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의 사
례와 같이 단기적인 경제상황의 완화를 위해 대출의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다이어트를 계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출에 대한 보
수적인 판단이 단기간의 경제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부채축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LTV와
DTI의 조정을 통한 경제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인 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이는 기준금리의 변화와 같이 소량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의 LTV DTI비율 축소를 6개월에 한 번씩 시도하게 된다면 경제상황을 반영
한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소득분위별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자는 의견은 현재 소득 6,000만 원 이상이 2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집단이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6,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29%나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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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만약 20조 원의 한도가 다시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여기서 10조 원을 소득분위 1~2분위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개선
을 위해 활용한다면 점진적으로 가계부채의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증대방안
국민연금은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의 폭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다. 이
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연금에 대한 수요는 커지지만,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소득대체율이 증가될 경우 국민들이 받게 되
는 연금수령액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명목소득대체율로서 국민
들이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의 상황에서는 해당 소득대체율이 산출되지 않는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연구원(2011)에서는 실질소득대체율이란 명목소득대체
율과 가입기간의 추산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힌다. 실제 평균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7
년인데 반해 명목소득대체율을 고려할 때는 40년의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이는 국민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이 실질소득대체율보
다 과대평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인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다. 만약 실질소득대체율을 활용할 경우, 보험연구원(2011)의 연구에 따라
통계청 2011년 3월 기준 월평균소득 203만 원,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27년임을 가
정하였을 때 수급액이 525,340~622,940의 수준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5.8~
30.7%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노령연금수급액/가입자 월평균소득)*100을 통해 산
출한 것으로 가입자들이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평균소득의 25~30%수준으
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이로 인한 해결 방안으
로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고갈과 관련된 문제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
및 연금 가입기간의 증가로 당초 비현실적인 설정기간 40년에 근접시키는 방안과
기존의 공공기관에 활용되던 비용을 감축하여 국민연금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관리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세대간의 소득균형을 고려한
부과방식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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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식으로써 그해의 지급될 국민연금을 그해의 근로세대에게서 걷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려하는 연금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세대
간의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식이다.

<표 4-9> 국민연금 개선방안(실질소득대체율 활용 및 고갈방지방안)

4) 세제개정을 통한 국민연금 고갈방지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여 이를 통한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고갈방지방안2의 방법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득
세와 법인세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새로운 세제를 개발 및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방지 및 복지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세제 2개와
부가가치세의 증세에 대해 제시하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 어느 수준의 재정이 확충
될 수 있는지 나타내고자 한다. 새로운 세제는 에너지세와 관광세로서 에너지세는
국세의 형태로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충남발
전연구원(2013)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세제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1) 에너지세와 관광세의 신설
본 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2013)에서 제시한 새로운 세제인 환경세 관광세의 도
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세는 독일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기존의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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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과 달리 발열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이는 독일의 기준에서
GDP의 1.15%가 세수로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2013년 기준 19조 1,977억 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세수에서 1조 1,2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다. 다음으로, 호텔숙박에 대한 세금부과와 골프장이용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관광
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관광세의 경우 기존에 연구되어진 박경환(1997)에 따르면,
10%의 관광세가 부가됨에 따라 관광객의 숫자는 8%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2013)에서 활용한 지수평활방법을 통해 예측한 결과
2013년에는 13억 8천 달러의 수입이 예측됨으로써 1.5조 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의 증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현제 10%로 OECD평균인 18%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러 복지제도의 도입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증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지금 추가세수 및 복지재정의 확충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충남
발전연구원(2013)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의 2%증세를 도입하고자한다. 부가가치세
를 2%증세할 경우 11조 7,753억 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부가가치세 세율 개편 방안

(3) 세수증대 수준의 산출
앞서 밝힌 2개의 신설세수와 부가가치세의 증세방안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추가적인 세수를 가져오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이를 단순 산술형태로 산출하
여 어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세수는 크게 국세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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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구분가능하며 먼저 국세로 분류되어 변경사항이 있는 세제는 에너지세와 소득
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율상승과 새로운 세제의
도입은 국세에 26조 4,815억 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다음으

<표 4-11> 조세제도의 적용을 통한 세수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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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세의 경우 관광세가 도입된다. 관광세의 경우 1.5조 원의 추가 세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총 합하면 27조 9,815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새롭게 거두어들인 세수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국민
연금의 고갈현상 및 우려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1. 국가경제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이루고 있는 3가지의 큰 틀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업의
통제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재정운영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절약된 공공기관 관리 비용을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고갈방지 방안으로 정년의 증가와 가입기간의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고갈을 방지한 다음 실질소득대체율을 40~50%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국민연금을 나타내므로 국민연금의 기준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계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LTV와 DTI를 각
10%씩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기적
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전세확대 및 소득분위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재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높은 반면 안심전환대출의
29%가 소득 6,000만 원이상 그룹이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상향조정하여 소득의 양극화 현상 개선과 실효법인세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적 합의 기구를 설립하여 차후 논의 후 점진적으로 세율
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수취한 세금은 국가의 복지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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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방안들은 국가경제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아래의 표로 간단히 나
타내었다.

<표 5-1> 국가경제 효율화 방안

<표 5-2> 한국의 조세 재정제도의 개선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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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분배보단 성장에 우선을 두고 지금까
지 국가경제 전략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
장과 분배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국가 경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즉, 좋은
성장, 좋은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
한 재정지출은 복지지출이라 판단된다. 아래의 표와 그림은 왜 복지지출이 중요한지
잘 나타나 있다.

<표 5-3>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그렇다면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
일단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에 따른 유형
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에 따른 유형으로 퍼니스와 틸톤은 사회복지에 따
른 국가의 유형을 적극국가(미국형), 사회보장국가(중간형), 사회복지국가(북유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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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의 특성상 국민의 요구와 국가구조의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간국가형 모델(네덜란드, 영국)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면을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적극국가의 경우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사회보장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안정을 중요시하며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의 실
현을 위해 국민 생활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는 스웨덴처럼 평등과 국민화합을 기본방향
으로 삼고 국민의 최저수준 이상의 복지를 보장하고 각종 공익사업과 권력의 분산
그리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현실에
맞는 목표는 사회보장국가라는 것이라 본 연구자는 판단된다.

<표 5-4> 복지의 유형과 한국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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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

14) 잔여주의란 자산·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별.
15) 보편주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에 따른 선별원칙.
16) ‘미쉬라’는 복지국가를 복지와 산업의 관계에서 바라보았음.
17)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국민소득, 사회보장부담률 = 사회보장부담(의료보험 등등)/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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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자유주의 통치성과 시민주체형성*
정일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I. 들어가는 말: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성, 지구성, 성찰성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다. 보수정치세력의 재집권이 이뤄
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냐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democracy)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도 한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었다. 대체로 상대적
이념처럼 쓰였다. ‘안보와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같은 경우이다. 전자는 시대정신이자 국가목표로 각광받고, 후자는 부차적

*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연구소가 개최하는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2015년 6월 9일) 사회분야 발표용 초고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친 원고이므로 인용을 금한다.
토론은 환영한다. ijchu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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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치부됐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항상 ‘안보상의 긴급사태’나,
‘경제개발’이라는 지상과제, ‘세계화’의 대세 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유보될 수 있
는 부차적인 가치나 목표로 취급했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과 뒤이어 수립된 ‘87
년 체제’에서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 모두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떠들었다. 그런데 각자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달랐다. 사실 민주주의는 앞에 붙는 수식어만큼이나 다양하다. 자유 –,
사회 –, 시민 –, 민중 –, 작은 –, 미시 –, 생활 –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따라서 단지 민주주의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공허하다. “어떤 민주주의인가(Which
democracy)?” 이것이 문제이다(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어떤 이들은 절차
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
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성취되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
고, 커다란 선거부정 없이 대표자를 뽑으면 그만이다. 이념상 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이들이 대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
들에게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선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가는
먼 길에서 단지 몇 발걸음을 뗀 데 불과하다. 더욱이 선거제도 자체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우 스펙트럼이 넓긴 하지만 진
보적 이념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한국 민주주의는 두 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넘어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가 이루어 졌다고 학계
에서 주장하기도 한다(임혁백, 2011, 2014).
보수정권 2기를 지나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사람
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stalled democracy)는 느낌이 팽배하다.1) 근본적으로는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to
democracy) 이후 기대했던 것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장집,
2012). 이러한 비판의 화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비껴가지 않는다(이병천·신진
욱, 2014). 그런데 애써 성취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역행하여 집회·결사와 언론

1) ‘교착된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Bellin(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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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같은 기본권조차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병천,
2014; 조대엽, 2015).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한국 민주화운동사라는 역사축에서 사고하는 데 익숙하
다.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성(historicity)이라고 하자. 돌이켜 보면 한국 민주주
의가 민주주의라는 보편성보다 한국이라는 특수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냉전체제
라는 전 지구적 지정학에 의해 규정된 분단체제라는 한반도적 현실 때문이었다. 그
런가 하면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에 뒤이은 ‘1997년 체제’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군
사적, 경제적인 지구적 압력을 한국 민주주의의 지구성(globality)이라 하자. 많은
이들이 지금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회행위를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성
(reflexivity)이라 부르자. 역사성 없는 지구성은 몰역사주의(ahistoricism)이자 정치
적 허무주의(“어쩔 수 없다”)이고, 지구성 없는 역사성은 행위자들이 마주한 권력의
장에 대한 무지이자 과잉정치주의(“판을 뒤집자”)를 부른다. 역사성과 지구성이 결합
되지 않은 성찰성은 현실의 문제를 끝없는 과거로 소급(“친일파, 친미파 청산이 제대
로 안되었기 때문”)하거나 남 탓(“미국 때문이야,” “자본주의 때문이야,” “신자유주의
때문이야”)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 역사성, 지구성과 함께 하는 성찰성만이 정치적
무관심과 과잉정치화라는 양극단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론적인 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념이나 제도보다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결국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의 통치”2)이니 만큼 민주주의
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서이다. 그
러지만 시민들이 이미 민주적 정치주체로 형성되었다고 전제할 근거는 없다. 이 글
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에 부과된 자유주의 통치
성(liberal governmentlity)이 현재 한국사회에 어떤 정치주체를 형성했는가이다.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을 거치면서 각기 상이한 주체형
식들이 부과되었다. 주체는 타고난 것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 체제의 권력관
계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따온 구절이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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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인식3)

민주주의는 타살될 수 있다. 1961년의 5·16 쿠데타나 1980년의 5·17쿠데타처
럼 군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염려하
는 목소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다시 들어설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는
다.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전복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전쟁
이나 공황 쿠데타 등에 의해 타살되기도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자살하기도 하는
법이다.
<그림 1>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5점과 7점에 응답이
각각 21.20%로 가장 많았다. 1점에서 4점에 ‘비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도합
22.6%였다. 이는 7점에서 10점에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39.2%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 척도를 점수로 환산한 평균값은 5.76으로 본 조사 척도의 중간 값 5.5보
다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다. 한국 국민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보통 수준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의견
25.00%

21.20%

20.00%

21.20%
17%

15.00%

12.30%
10.00%

8.40%

5.00%

2.10%
0.00%

3.80%

8.30%
4%

1.70%

<표 1>은 세대별, 정치성향별, 계층의식수준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3) 이 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정일준 외, 2014)에서 발췌한 것이다.

발표 2

●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61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나
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이 5.93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6.32로 중
도와 진보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한국 민주주의를 더 높게 평가했고 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계층의식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층 상의 이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6.24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반
면, 하층의 하에 속한 사람들은 4.72로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집단범주별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

184

5.49

1.925

220

5.70

1.880

246

5.82

1.953

224

5.87

1.813

126

5.93

2.136

278

6.32

1.912

502

5.67

1.787

220

5.25

2.082

228

6.24

1.755

502

5.80

1.821

203

5.46

2.054

67

4.72

2.315

1.444

20.765***

13.425***

<그림 2>는 민주주의 측정을 위한 구성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행정부공무
원들의 부정부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설문에 대한 의견이 3.68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행정부 내에서 특정부처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한다”, 3.58, “국
가정보기관이 불법사찰이나 수사를 하고 있다” 3.51, “행정 관료들의 권한과 자율성
을 정치권력이 침해하고 있다” 3.45, “최고 권력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실질적
으로 지명하고 있다” 3.36 순서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조사 척도의 중간 값 3보다
큰 수치로서 다섯 가지 구성요인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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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민주주의 측정을 위한 구성요인들에 대한 의견 (1)
5
4.5
4
3.5

3.45

3.58

3

3.36

3.51

3.68

2.5
2
1.5
1
행정관료들의

행정부내에서

최고권력자가

국가정보기관이

행정부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권한과 자율성을

특정부처가

지역구 국회의원

불법사찰이나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권한을

의석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침해하고 있다

행사한다

지명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표 2>는 세대별, 정치성향별, 계층의식수준별 다섯 가지 구성요인들에 대한 평균
차이검증결과이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4050세대는 “행정관료들의 권한과 자율
성을 정치권력이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였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보수나 중도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행정 관료들의 권한과 자율성을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하
고, 행정부내에서 특정부처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최고 권력자가 지역구 국회
의원의석을 실질적으로 지명하고,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사찰이나 수사를 하고 있으
며, 행정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계층의식별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으로 하층의 하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계층
의식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관료들의 권한과 자율성을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부내에서 특정부처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최고 권력
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의석을 실질적으로 지명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일
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층
의 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계층의식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정보기
관이 불법사찰이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계층의식별 차이는 통계

발표 2

●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63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냈다.
<표 2> 집단별 차이분석

184

3.32

3.45

3.26

3.45

3.66

220

3.36

3.54

3.35

3.44

3.66

246

3.53

3.67

3.39

3.59

3.73

224

3.54

3.65

3.38

3.54

3.62

126

3.46

3.57

3.42

3.50

3.79

278

3.38

3.49

3.14

3.27

3.54

502

3.42

3.52

3.35

3.50

3.64

220

3.60

3.85

3.63

3.83

3.95

228

3.39

3.50

3.23

3.44

3.58

502

3.50

3.62

3.37

3.48

3.69

203

3.37

3.56

3.40

3.6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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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3.66

3.51

3.46

3.85







<그림 3>은 민주주의 측정을 위한 구성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국가정보기
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는 의견이 2.34로 여덟 가지 문항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2.38,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다” 2.41, “행정관료들이 권력남용을 방
지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53, “검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 2.56,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인사가 외부개입 없이 자체
내의 인사규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58, “경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
을 행사한다” 2.63, “법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2.71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 척도의 중간 값 3보다 적은 수치로서 여덟 가지 구성
요인들에 있어서도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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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민주주의 측정을 위한 구성요인들에 대한 의견 (2)
5
4.5
4
3.5
3
2.5
2
1.5
1

2.53

2.58

2.63

2.75

2.71

검찰이 정치적

검찰이 법에 따라 경찰이 법에 따라

군부가 정치적

법관들이 양심과

중치적 중립을

공정하게 권한을

지키고 있다

행사한다

2.34

2.41

행정관료들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국가정보기관이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인사가 외부개입없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정치권력의 자체내의 인사규칙을

지키고 있다

2.56

2.38

누구나 법앞에

공정하게 권한을 중립을 지키고 있다 법률에 따라 판결을 평등하다는 원칙이
행사한다

내린다고 생각한다

지켜지고 있다

견제가 체계적으로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

있다

알 수 있었다.
<표 3>는 세대별, 정치성향별, 계층의식수준별 아홉 가지 구성요인들에 대한 평균
차이검증결과이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가 외부 개입 없이 자체 내의 인사규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통계
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국가정보기관과
검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법관들이
양심과 법 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평가하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행정관료들이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 반면, 군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60세 이상이 더 높게 평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중도나 진보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여덟 가지 변인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미한 차이였다. 계층의식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으로 계층의식이 높
을수록 여덟 가지 변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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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별 차이분석

184

2.50

2.63

2.45

2.53

2.64

2.74

2.76

2.77

2.45

220

2.50

2.63

2.25

2.37

2.53

2.60

2.67

2.70

2.45

246

2.52

2.56

2.33

2.37

2.52

2.58

2.65

2.71

2.28

224

2.55

2.58

2.33

2.38

2.59

2.63

2.83

2.73

2.37

126

2.62

2.51

2.40

2.43

2.53

2.60

2.96

2.63

2.36

278

2.77

2.74

2.66

2.77

2.80

2.90

3.13

2.90

2.62

502

2.53

2.64

2.36

2.41

2.60

2.64

2.72

2.70

2.40

220

2.23

2.26

1.90

1.95

2.17

2.27

2.34

2.51

2.03

228

2.78

2.79

2.57

2.62

2.74

2.76

2.96

2.88

2.60

502

2.52

2.58

2.34

2.44

2.57

2.66

2.78

2.75

2.39

203

2.37

2.43

2.14

2.16

2.39

2.46

2.55

2.57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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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37

2.18

2.24

2.37

2.42

2.46

2.33

2.13







<그림 4> 사회기관 신뢰에 대한 의견
4
3.5
3
2.5
2
1.5
1

2.29

2.38 2.5 2.38 2.37

2.29 2.23 2.16 2.32 2.41
2.11
2.1 2.12
1.69

2.51
2.17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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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사회기관신뢰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전체 17개 기관 가운데 시민운동
단체와 학계는 본 조사 척도의 중간값 2.5와 동일한 수치로서 보통수준으로 신뢰하
는 반면에, 나머지 기관은 중간값 2.5보다 낮은 수치로서 불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는 1.65로 신뢰수준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국가정보기관, 중
앙정부 부처가 하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대별, 정치성향별, 계층의식수준에 따른 사회기관 신뢰수준을 상호 대비시켜 살
펴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노동조합과 시민운동단체를 더 신뢰하고, 50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군대,
청와대를 더 신뢰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중도나 진보성향을 지닌

<표 4> 집단범주별 사회기관신뢰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

세
이하
대
대
대
세
이상


278
50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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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 종교계, 언론사, 방송국, 의료계, 중앙정부, 지방정
부, 국회, 대법원, 군대, 청와대, 국가정보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진보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노동조합과 시민운동단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계층의식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으로 중층의 상 이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계층이 그 이하의 계층보다 17개 사회기관 모두를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인 반면
에 나머지 16개 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5>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갈등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어떠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국가안보우선’이라는 응답이 48.80%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똑같이 추구’에 대한 응답은 26.40%, ‘민주주의 우선’
16.90%, ‘모르겠음’ 2.90% 순서로 분포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갈등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에 대한 의견
48.8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26.40%
16.90%
7.90%

국가안보 우선

민주주의 우선

국가안보와

모르겠음

민주주의 똑같이
추구

세대별, 정치성향별, 계층의식수준에 따른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갈등상황에서 미
국의 선택에 대한 의견을 상호 대비시켜 살펴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별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미국은 갈등상황 시 국가안보우선을
선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세대별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똑같이 추구하였다는 의견에 대해서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에, 20대가 60대보다 오히려 많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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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정치성향별차이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우선이라는 선택 의견이 가장 많
았다. 다만 진보성향을 지닌 사람들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우선 선택과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똑같이 추구에 대한 의견이 각각 22.7%, 26.8%로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계층의식수준별 차이 또한 세대와 정치성향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우선이라는
선택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똑같이 추구, 민주주의 우선, 모르겠
음 순서로 분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 집단범주별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갈등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중 미국의 선택
국가안보

민주주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우선

우선

똑같이 추구

38.0%

19.6%

29.9%

12.5%

100.0%

50.0%

18.2%

26.4%

5.5%

100.0%

54.5%

16.3%

21.5%

7.7%

100.0%

54.0%

12.5%

27.2%

6.3%

100.0%

42.1%

19.8%

29.4%

8.7%

100.0%

48.8%

16.9%

26.4%

7.9%

100.0%

59.4%

14.7%

23.4%

2.5%

100.0%

44.4%

15.5%

27.9%

12.2%

100.0%

45.5%

22.7%

26.8%

5.0%

100.0%

48.8%

16.9%

26.4%

7.9%

100.0%

51.8%

14.5%

26.8%

7.0%

100.0%

48.8%

16.1%

27.7%

7.4%

100.0%

46.8%

20.7%

23.6%

8.9%

100.0%

44.8%

19.4%

23.9%

11.9%

100.0%

48.8%

16.9%

26.4%

7.9%

100.0%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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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성

푸코 자신에 따르면 “국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의
통일성, 개체성, 이와 같은 엄격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솔직하게 말하
자면 그러한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마도 결국 국가는 합성된 실재, 그리고
하나의 신비화된 추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의 중요성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
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 아마도 우리들의 모더니티에 있어, 즉 우리의
현재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국가화étatisation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통치화’governmentalization이다. 우리는 18세기에 처음 발견된 ‘통치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4) 이러한 국가의 통치화는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치성의
문제와 통치테크닉은 정치투쟁과 경쟁의 유일한 쟁점이자, 유일한 실제 공간이기 때
문이다. 이것은 국가의 통치화가 동시에 국가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국가가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은 동시에 국가의 안팎을 규정하는 바로 이 통치성이 있기 때문
에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능력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등등을 끊임없이 정의하고 재정의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통치의 전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성의 전술 일반에 기초해서만 국
가의 생존과 한계가 이해될 수 있다.”(강조필자)5)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권
과 시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유민주주
의 체제 아래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권과 시민권 축소되며, 인종갈등이나 민
족갈등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체제들의 토대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면, 그
제도 바깥에서 정치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진태원, 2012).
한국 현대사를 통치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지배와 저항’, ‘자본주의 발전과 비
판’, ‘종속과 해방’ 같은 이항대립을 벗어날 수 있다. 또는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

4) 통치성(governmentality)은 프랑스 학자인 미셸 푸코가 만든 용어이다. 학문적 전문용어이긴 하지
만, 학계에서 이 개념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 성과가 학문분과를 넘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다.
5) Foucault, 1991/졸역, 1995,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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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같은 일직선적인 발전사관도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역사로서의 현재(present as
history)에 작용하는 안팎과 위아래의 힘들을 권력관계 안에서 추적하는 것을 뜻한
다. 또한 국가의 형성과 변형을 개별 시민주체의 형성 및 변형과 동시에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권력을 관계의 원초적 항들로부터 출발해서 연구
할 게 아니라, 관계야말로 자신이 향하고 있는 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인 한에서, 관계
자체로부터 출 발해서 연구해야 한다. 이상적 주체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예속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권력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예속관계들이 주체들을 만들 수 있는지 탐구해야 한다. 마
찬가지로, 모든 권력 형태들이 그 결과로서 또는 그 전개로서 파생되어 나 올 유일한
형태나 중심점을 찾기보다는 우선 이 형태들이 지닌 다양성, 차이, 종별성, 가역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것들을 서로 교차하고 서로에게 준거하고 서로 수렴하거
나 반대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소멸시키는 경향을 지닌 세력관계들로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해 권력 의 발현으로서 특권을 부여하기보다는 권력이 작
동시키는 상이한 강제의 기술들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푸코 연구자 렘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종언이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
를 재구조화하는 정치의 변혁이다.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 주권
및 계획 능력의 감소나 환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통치기술로부터 비공식적 통치기술
로의 전위이자 통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이다. 이것은 국가와 시민사
회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시해준다. … 다
시 말하면 국가와 사회, 정치와 경제 사이의 차이는 더 이상 토대나 경계선으로 기능
하지 않으며, 종별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의 요소이자 효과로 기능한다.”
(Lemke 2010)
신자유주의적 지배양식과 예속화 양식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이제 그것을 변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화 양식을 사고하는 데에도 푸코의 작업은 시사적이다. “내가
보기에는 자유들 사이의 전략적 게임으로서의 권력관계 — 이러한 전략적 게임은 어
떤 사람들이 타인들의 거동을 규정하려고 시도하게 만들며, 여기에 대해 타인들은
자신들의 거동이 규정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애초의 타인들의 거동을
역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하게 만듭니다 — 와,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고 부르는 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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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게임과 지배상태 사이에서 우리는 통치기술을 갖
게 됩니다. 통치기술이라는 이 용어는 아주 넓은 의미, 곧 제도를 통치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통치하는 방식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러한 관계론적 권력론은 민주주의를 법적인 정체(政體)로 규정하는 제도적인 관점에
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갈등적인 과정으로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6> 한국정치와 통치성

위의 <그림 6>은 한국 현대정치사를 바라보는 전형적 틀인 ‘민주주의냐 독재냐’하
는 이분법에 ‘자유주의냐 정치불안’이냐 하는 새로운 차원을 더한 것이다. 한국 현대
사의 외부라 할 수 없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정치를 바라볼 때 중요시한 측면
이기도 하다(정일준 외, 2014).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사회에 질서를 부과
하는 방식이 강압에서 기율로 바뀔수록 ‘독재나 정치불안’에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들어설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경로
를 좌우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대응이 ‘동조냐 저항이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자유주
의 통치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림 7>은 사회위기에 대해 국가가 억압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소통을 추구하
는가를 한축으로 하고 시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다른 한축으로 삼았
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통치양식을 보여준다. ‘민주적이냐 반민주적(반동적)냐’ 하는
축과 더불어 ‘개혁적이냐 전복적이냐’하는 축이 드러난다. 국가의 대응이 ‘민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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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회위기와 국가의 대응양식
국가의 대응양식
억압부과
소극적

동의형성

국가억압기구 강화

통치기예 혁신

시민의
참여

위기 국면

양상

적극적

사회운동 활발

공론장 확대

지는 않더라도 ‘개혁적’일 수 있으며, 국가억압기구가 전면에 나서는 ‘반동적’ 대응도
문제지만 국가의 통제력이 이완되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전복적’ 상황도 위험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통치체제유형

<그림 8>은 통치제도가 하향식인가 또는 참여협력형인가를 횡축으로 하고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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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안의 지배집단에 대해 대항세력이 얼마나 형성되어있는지를 종축으로 삼아
통치체제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국가와 시민사회영역을 막론하
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 충분한 대항세력(countervailing power)이 형성되지 않고서
는 주체적 시민참여형 통치를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통치체제를 추구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영구히 심화될 수도 또 한없이 지체될 수도 있다.

IV. 지구 자본주의와 한국의 국가:
탈냉전 이후 지구 자본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를 탈냉전과 자본주의 전지구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에는 정치문화나 사회구조와 같은 내생적 변수뿐만 아니라 탈
냉전, 지구화라는 외생적 변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내적인 제약요인 뿐 아니라 외적인 제약요인도 있다. 이러한 외
적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는 냉전이었다면 현재는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에 제시된 <표 6>은 냉전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을 보여준다.
<표 6> 냉전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유시장, 자유무역,

이데올로기

자유세계, 문호개방, 반공

주요 국가기관

국방부, CIA

재무부, 상무부

경제 중심

군산복합체,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은행,
실리콘밸리,
텔레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력

자유세계 가입

구조조정

압력수단

국가안보와 경제적 인센티브

금융기율과 경제적 인센티브

압력 주체

미국정부, 국방부

IMF, World Bank,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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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선벨트

안전한 제 3세계

안보

강한 미군

강한미국

봉쇄정치

군사적 개입, 비밀공작

동맹국

NATO, 이스라엘등 종교운동

인도주의적 개입,
국민형성(nation-building)
NATO, 이스라엘, ‘문명충돌’,
적 이슬람

출처: Nederveen Pieterse(2004). p.10

한반도는 아직 냉전 이후라고 볼 수 없다. 냉전(冷戰)기에 남북한은 한국전쟁이라
는 열전(熱戰)을 겪었고, 휴전체제는 평화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냉전 이후의 신자유
주의 도전이라기보다 두 가지 상이한 성격의 지구화가 한반도에 중첩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성격과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수준의 냉전체제와 한반도 수준의 분단
체제를 반영한다. 그런데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국 민주화에 이중
적인 영향을 끼쳤다. 냉전시대 모든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유형의 권위가 있었다.
시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권위와 적으로부터 유래하는 권위가 그것이다(Beck, 2000).
냉전과 분단으로 인한 상투적인 적 즉 ‘공산당’과 ‘빨갱이’의 존재는 한미간의 갈등과
한국 내부 사회세력간의 대립을 은폐하고 억지로 봉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냉전은
공포에 입각한 세계질서였고,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내적 위기를 계속 외적 원인 즉
‘북괴’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했다. 이제 탈냉전과 남북화해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지되
어오던 공포(恐怖)의 균형은 불평불만(不平不滿)의 균형으로 대체되었다. 강력한 외
부의 적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의 국가는 사회갈등을 상위에서 규율할
‘국가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를 상실했다.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 남한과 북한
간의 투쟁은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 남한내부에서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바뀌었다. 국가안보의 우선성과 긴급성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깨진 빈터를 영구평화
가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영구투쟁(永久鬪爭)이 메
우고 있는 셈이다. 사실 냉전기에 정치는 기껏 보수정당간의 권력 다툼이나 사회정
책으로 오그라들어 있었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야 ‘정치가 되돌아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비교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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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분구조로는 한국 현실을 파악
하기 어렵다. 한국 민주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지연(遲延)된 민주화이행과 제약(制約)
된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화 방식이 민주주의의 형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한국 민주주의가 선거민주주의 단계를 넘지 못하
고 있는 주된 이유는 권위주위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한
국에서 민주주의 이행은 민주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도전 국면에서 제도권 야당
및 재야사회운동세력의 온건파와 권위주의체제의 개혁파 사이의 타협에 의해 가능했
다. 이러한 ‘거래에 의한 이행’은 정치엘리트 수준에서 정치협약을 낳았지만, 전체사
회 수준에서 사회협약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임현진, 2001, 2005).
군사권위주의 정권에서 민간민주정권으로 이행한 후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세 정권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를 청산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에서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 정권은 거의 똑같이 5년이란 짧은 집권기간 안에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과욕에
비해 자유주의 통치성은 미흡했다. 기존의 정치균열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크게 보이기도 한다.
한국 민주주의에 서로 표리를 이루고 있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과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기존 국가-사회관계
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오늘의 한국은 지구 자본주의체제에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은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결과이지만, 국가차원에서 보자면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과 김대중 정
권의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권의 잘못된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1997년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를 IMF의
구제금융에 의해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
다. 그리고 이를 노무현 정권에서 이어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
의는 점증하는 사회정치적 긴장 속에서 정체(停滯)되고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
었다고 하지만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심화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오늘의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성격이라면 구조조정은 그것
을 작동케 하는 주된 기제로서 기존의 생산관계와 지배양식의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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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화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과 부
정의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해 부
(富)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지역·국가·지방 수준에서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수혜자는 기존의 중심부 국가들로서 대부분의 발전도
상국가들은 일부 중진국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장하준, 2006). 신
자유주의적 지구화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자본, 재화, 서비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경쟁(競爭)의 민주주의이지 평등(平等)
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
는 발전도상국의 경우 그러한 민주주의조차도 분배의 불균등으로 인해 정치균열과
사회갈등이 늘어나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한편으로 참여와 분배라는 민주화의 논리와, 다른 한편
으로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의 논리 사이에 내재한 긴장을 촉발한다. 특히 초국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관료들이 위로
부터 ‘지시받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일반 시민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그들의 이해
를 신장하기 위하여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를 바란다( Jang, 2006). 발전도상
국가들의 정부가 위와 밑으로부터의 구조조정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구경제 안의 위상, 국가의 정책 능력과 강도, 국회 내에서의
여당의 위치,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집중도의 차이,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발전도상국가들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평등
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주주의는 축적의 이데올로기로서 시장과 충돌한다. 축적의 논
리로서 시장이 개인의 자원 배분과 소비를 위한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다수의 지배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그러한 배분과 소비 면에서 만인이 평등할 권리를 중시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참여와 평등 보다 경쟁과 효율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회성원들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시장상황으로 내모는 경향이 있다. 결국 발전
도상국들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점증하는 사회적 격차로 인한 갈등과 균
열에 직면하게 되고, 극심한 경기불황의 시기에는 그것들이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정치안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폭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국
가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민주주의만이 경제위기아래에서도 체제의 생존을 지켜주는
버팀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미국가들과는 달리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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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구조조정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갈등과 정치균열은 경제위기(經濟危機)를
즉각 체제위기(體制危機)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수준을 넘어 심화되어야 하는 직접적인 까닭이기도 하다.
한미관계는 한국 사회변동을 조망하는 또 다른 축이다(정일준 외, 2014).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를 억제했는가(deterring) 아니면 증진시켰는가(promoting)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다. 전자를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승
만의 민간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군사독재정권을 지지
했다고 주장한다. ‘80년 광주’는 미국이 얼마나 한국 민주주의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저해세력인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는
커녕 그것을 억제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본다. 이는 한국이 민주화되면 될 수록
대미관계에서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취할까 두려워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후
자는 미국이 한국에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제도를 이식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의 허약
한 신생민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또 정치판의 앞면과 후면
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 한국 민주주의가 오늘날처럼 발전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이 민주화될수록 과거 독재정권시기와 같은 ‘불편
한’ 관계는 청산되고 한미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한국에 이식시키고 정착시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성격은 다두제(polyarchy)
였다. 미국은 다수 대중의 참여와 합의라는 의미에서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보다
는 엘리트 수준의 정권교체라는 경쟁의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다두제를 증진시키고
자 했다(Robinson, 1996). 다두제는 어느 한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다두제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권력행사에는 별 문제
가 없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취약하다. 한국이 놓여있는 세계체제상의 위치와 한미간
의 쌍무적인 관계에서는 한국의 국가가 국내 지배/피지배계급의 이해뿐 아니라 초국
적자본과 미국의 국익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는 국내지배계급에 의
해 포획되었다기 보다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침투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역대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나 민간 민주주의 정권의 지도자를 막론하고 모두
미국이 부과한 헤게모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앞선 세 민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은 국내 불평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構造調整)이었다
기 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한국을 ‘개방’한 구조적응(構造適應)이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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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두 민간정권이 적극적으로 선택(選擇)했다기보다 세계체제로부터 부
과된 가파른 선택지를 수용(受容)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정권교체 자체에는 별
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민주화된 한국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다. 미국이 한국
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붙들어두기 위해서는 연성권력(Soft Power)만으로도 충분하
다. 한국은 정치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미국화되었다. 게
다가 탈냉전 이후 미국은 명실상부한 지구제국(地球帝國)이다. 과거의 제국과 다른
미제국의 특징은 이제 지구상에 미제국의 바깥이 없다는 점이다.

<그림 9> 한국사회의 미국식 변형

정당교체를 포함하는 민간정부의 연속적 등장이 민주주의의 심화에 필요조건이지
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쇠는 전 지구적 탈냉전을 어떻게 한반도
수준에서 제도화시키며, 나아가 경제적 전지구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도전에 잘 대처
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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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조건은 과거보다 좋지 않다. 냉전체제 아래서 보장받던 경제적 반대급부는 사
라졌다. 우리는 IMF위기를 겪으며 지연된 제도전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바 있다
(구갑우, 1999; 2000). 원래 구조조정이 지니는 권력과 부의 재분배 역학은 그 실익
을 둘러싸고 사회내의 주요 계급들과 집단들 사이의 이해갈등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 민주주의는 그러한 이해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상의 합의기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전 지구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정치균
열과 사회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 제도, 규범, 절차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보다 늘어날 사회정치적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의 심화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Fung, 2003).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
정을 통해 한국을 지구 자본주의체제에 적응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세 민간정권은
개혁이란 명분에만 집착했지 가시적 전망과 구체적 전략에 소홀했다. 그래서 탈냉전
의 제도화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강요에 의해, 그리고 사회내부
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오도했다. 개혁명분을 국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잘못 통치했다기 보다 자유주의 통치성이 부족했다. 무리한 세
계화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개혁’이라고 강변하였지만 그것은 성공
해도 또 실패해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의를 심화시킬 뿐이었다. 지구 자본주의
안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하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한국특색(Korean Character)’이 요
구된다.6) 자본주의에도 영미식, 독일식, 스칸디니비아식, 일본식, 싱가포르식 등 여
러 가지 방식이 있다. 지구 자본주의의 수렴 경향성과는 별도로 각국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에 대해 보다 자

6) 20세기 세계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서
관리국가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한 최근 연구는 신자유주의를 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지배로 규정하
는 일반적인 설명과는 달리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와 마찬가지로 관리국가의 특수한 관리 패러다
임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와 반대로 금융의 지배를 제도화하고 재생
산함으로써 고유한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을 내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박상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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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준거적인 시각과 준비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이 지니는 득
실과 명암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통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림 10> 1998년 이후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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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 개념은 현실주의적 접근이긴 하지만, 현실에 ‘군사’나 ‘경제’ 같은 가장 근본
적인 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차원이 있다는 가정을 배격한다. 사회현실에는 단일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인 다양한 차원(multiple levels)이 공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문제는 복합적 측면(complex dimensions)을 가졌다는 점을 수용한
다. 또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어
간다고 본다. 예컨대, 우리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국익(national interest)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가 정리되어야 한다. 국방(defending nation-state)이전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
만한 대가를 치르고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의(defining )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무엇을 ‘경제’라고 부르고 정치나 사회와 구분되
는 선은 어디인지 정의해야 한다. ‘국가’란 또는 ‘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정치나
사회투쟁과 상관없는 것인지 따져야 한다. ‘시장에 맡기자’고 할 때도 그 시장의 성격
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설득해야 한다. 현 이명박 정부는 국가(국가개입/간섭)가 문제
라고 한다. 비판진영은 시장이 문제라고 한다. 아니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자
본주의가 문제라고 본다. 이글은 ‘국가도 시장도 아닌’ 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
(governance) 같은 손쉬운 처방을 추구하지도, 국가와 시장의 나쁜 점은 버리고 좋
은 점만 취하자는 ‘제3의 길’을 절충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비교역사사회학적인
시각에서 한국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 역사적 변형을 추적하면서 자유주
의 통치성이 미숙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통치성(neoliberal governmentality)으로 과
속질주함으로써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두 보수정권에서 한국의 국가는 권위
주의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authoritarian neoliberal governmentality)이라는 특
성을 보인다.7)국가의 과잉개입/과소개입도, 시장의 전횡/미비도 아니다. 바로 통치
성(governmentality)의 저발전이 문제이다.8)

7) 자유주의 통치성, 신자유주의 통치성, 권위주의적 통치성 개념에 대해서는 Dean(1999, 2007) 참조.
8) 통치성 개념이 중요한 것은 푸코가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해부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
까지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를 통해 이 개념을 발전 시켰기 때문이다(Foucault, 2003, 2007,
2008). 국내 소개로는 졸역(1995), 서동진(2005, 2009), 임동근(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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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7>은 주권, 안보 그리고 사회통치가 선진 자유주의, 권위주의적 자유
주의, 그리고 한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어떻게 다른 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주권, 안보 그리고 사회통치하기
통치스타일,
통치프로젝트

주권

안보

주요 예외들

사회통치하기
프로젝트와의 관계

삶에 대한 위협.
잠재적인 무질서, 위

죽일 권리.
초기 근대

최종결정권 독점.

영토국가

질서수립.

확립

협, 불확실성 관리.
외부와 내부의 적으로

최고 권력이자 통치의
목적으로서의 주권.

부터 국가를 ‘보위’하

사회 통치하기의

내전 극복.

전제조건.

는 테크닉(국가이성).
좋은 질서를 창출해
내는 테크닉 (경찰).

자유주의의
고전적
자유주의

조건이

지만 제한적임.
시민사회의

영토상

의 한계확립.

선진
자유주의

권위주의적
자유주의

기제.

헌정질서로

자유와의 관계.

기 위한 일시적인 국 회 통치하기.

국제 대 국내 안보쟁 가비상사태극복.

대

한 신념.
주권적인 결정 폐지.
실행

하기 위해 국가와 국
제기구 강화.

지구적 위험들에 대
한 다자협력.

신자유주의

사

국내안보와 국제안보

중첩된 주권
(전시작전권 위임)

지구위험사회.
인권유린.

코스모폴리탄

인생설계 할 때 개인 인종말살.

주의.

의 위험관리.

거버넌스.

과잉안보.
선제개입.

주권행사와 주권위임.
한국의

복귀하 컨테이너로서의

점들.

국가주권극복에

지구화정책을

시민사회내부의 안보

안보의 다차원성 (국가
안보 과잉, 사회안전
과소, 개인안녕 미흡).

정상적인 삶의 틀을 위계적

민주

국제관계와

정의하는 대량의 예 헤게모니 국가들.
외들과 실천들.

예외, 필연, 비상사태

오싹한 비상사태.

라는 언어

항상적인 ‘예외상태’
(분단상태).

전제조건 미흡.
지구적, 국가적, 지방
적 통치의 동시성.

출처: 정일준(2010)에서 일부 수정

<그림 11>은 한국 계급구조를 지구 계급구조에 비추어 조망한 이념형이다. 시기별
로는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1948-1960년대 말)의 <피라미드형>에서 중기(1970년대
-1997년)의 <종형>을 거쳐 최근(1997년-2015년)의 <로켓형>까지이다. 대한민국 건
국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계급구조는 ‘빈곤의 평등’을 경험한다. 인구의
80%가 지구 계급구조에서 하층이고 20%가 중층인데, 중층의 하층과 중층의 상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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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구계급구조와 한국계급구조

단절(de-linking)되어 있다. 이는 역사효과와 구조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친일파,
친미파 그리고 일부 국가계급(군인, 관료)과 독점자본 분파가 중층의 상층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
는 유례없는 ‘압축근대화’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다. 인구의 절반이 지구 계급
구조에서 중층으로 사회이동을 경험한다. 여전히 하층이 40%에 이르지만 10%는 상
층으로도 상승이동 한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 볼 것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의 가능성이다. <피라미드형>에서 하층의 상층과 하층의 하층은 두 개의 면에서 서
로 만난다. 이는 혈연(가족, 친족)이나 지연(동향출신) 또는 학연 등을 통해 서로 사
회계급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층의 하층과 하층의 상층도
하나의 면에서 서로 만난다. 이는 하층계급 끼리 그리고 하층계급과 중층계급이 서
로 생활세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형>에서는 중층과 하층이 두 개의 면
에서 만난다. 이는 하층계급이 중층으로의 상승이동을 꿈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상층과 중층도 한 면에서 만난다. 이는 중층계급이 상층계급의 생활세계를 엿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켓형>에서는 다르다. 상층의 상층은 상층의 하층과 단절되
어 있다. 전자는 진정한 지구 지배계급(global ruling class)이다. 한국 자본주의나
한국 정치를 벗어나 독자적인 이익과 정체성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국가화된
계급(de-nationalized class)이다. 탈규제(deregulation)를 선호한다. 국가개입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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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면에 하층은 중층과 단절된다. 여기서 하층의 하층과 상층의 상층 사이에는
유례없는 계급격차가 벌어진다(양극화 심화). 중층도 중층의 하층에서 중층의 상층
으로 상향이동 가능성이 열려있는 중층이 있는가 하면, 하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는 중층의 하층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하층이 중층과 단절되면서 ‘밑바
닥계급’(under-class)으로 전락한 것이다. ‘밑바닥 계급’은 나머지 인구 집단과 달리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사실상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Bauman, 2011). 사회는 개개인이 계급 소속을 통해서 그 안으로 편입되는 총체,
그리고 ‘사회체계’ 전체 안에서 그것을 위해 수행하도록 소속 계급에 배정된 기능을
개개인이 그 안에서 수행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라는 의미에서 계급사
회다. ‘밑바닥계급’이라는 개념은 수행하는 기능이나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리키지 않는다. ‘밑바닥계급’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유일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
있는 계급분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밑바닥계급’은 사회 ‘안’에 있을지도 모
르지만 분명히 사회의 ‘일부분’은 아니며, 사회의 존속과 안녕에 필요한 그 무엇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밑바닥계급’은 ‘우리안의 타자’인 셈이다. 상층의 상층은 지구 지배
계급이라는 ‘그들’에 포함(include)되는 ‘타자’이지만 ‘밑바닥계급’은 ‘우리’가 배제해
서(exclude) ‘타자’로 내몬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계급은 상층
의 상층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탈국가화 되어서 세금걷기가 쉽지 않다. 반면, 하
층계급은 한국사회의 다른 계급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표시가 나지 않는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는 것 같다. 밑바닥계급에 복지재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사회성원
으로 인정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이 과정은 관료화와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자유권은 자동적으로 사회권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 그런데 사회권 없는 자유권은 위험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다. 부익부빈익빈 현
상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성원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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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 정치학

I.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론’에 대한 비판

언제부터인가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론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제는 고전이 된 퍼트남의 Bowling Alone (2000)이 출간된 이래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테제(American democracy is at risk)는 이제 통념이 되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외부 위협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부의 흐름들, 구체적으로는
시민성의 활성과 주권자로서 시민능력의 잠식, 다수 미국인들의 정치와 공적 영역으
로부터의 회피, 시민 생활의 약화,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의 감소 등등이다
(Macedo 2005; Wolfe 2006). 퍼트남은 미국에서 사회자본이 감소한 일차적 원인을
시민적 품성을 갖춘 위대한 세대가 무관심한 X 세대로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대치
된 결과라고 주장하여 세대 논쟁에 불을 지폈다. 미국에서 수입된 민주주의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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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전개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민주주
의의 위기 테제(Korean democracy is at risk)가 대부분 부정확한 진단이거나 과장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 위기론의 실체에 대해 따져보자.

1. 정치참여의 위기: 투표율 하락
위기론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근거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참여의 급격한
하락이다. <그림 1>만 보면 민주주의 위기론이 맞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율
하락의 정도를 외국과 비교할 때 그 하락 폭이 2~3배가 되며, 특히 지난 10년간 급속
히 하락하여 왔다. 현재의 한국투표율의 수준이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다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투표율 하락은 멕시코(42%)에 이어 2위(32%)를 기록하였다
(OECD의 평균 감소율은 11%).
그러나 이는 시기 효과를 간과한 과장된 주장이다. <그림 1>은 역대 최저로 기록
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63.0%)와 18대 총선(46.1%)의 투표율로 인한 착시효과이
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투표율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30년간 일어난 보편
적 현상, 특히 민주화로의 이행에서 공고화과정을 거친 사회에서의 일반적 현상이라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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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의 투표율 추이
국가명

최근 선거 투표율(2011)

투표율(2011년 선거-1980년 선거)

Australia
Luxembourg
Belgium
Chile
Denmark
Turkey
Iceland
Sweden
Austria
Italy
Netherlands
New Zealand
Germany
Norway
Spain
Greece
OECD
Japan
Ireland
Finland
Israel
Czech Republic
Hungary
Slovenia
Estonia
United Kingdom
France
Portugal
Canada
Mexico
Slovak Republic
Poland
Switzerland
United States
Korea
Brazil
South Africa
Indonesia
Russian Federation
India

출처: OECD(2011)

<표 1>이 사실에 좀 더 부합한 상황을 말해준다. 최근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선거
모두 오히려 투표율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
락이 있었지만 이는 후기산업화에 접어든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며, 한국의 경우 바닥을 쳤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1)

92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표 1> 민주화 이후 주요 선거 투표율(%)
구분

대선

구분

총투표율

‘87 13대

구분

구분

총투표율

89.2

‘88 13대

‘92 14대

81,9

‘97 15대

80.7

‘02 16대

70.8

‘07 17대

63.0

‘12 18대

75.8

총선

구분

구분

총투표율

75.8

‘95 제1회

68.4

‘92 14대

71.9

‘96 15대

63.9

‘98 제2회

52.7

‘00 16대

57.2

‘02 제3회

48.9

‘04 17대

60.6

‘06 제4회

51.6

‘08 18대

46.1

‘10 제5회

54.5

‘12 19대

54.2

‘14 제6회

56.8

지방선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 신세대의 보수화
투표율의 하락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사의 기획 특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20대
를 비롯한 신세대의 보수화와 탈정치화 비판이다.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이들 신세
대의 정치 무관심과 지나친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고, 다른 하나는 앞선 민주화세대와 달리 보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먼저, 정치적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빠져 민주주의의 활력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이러한 비판의 1차적 근거는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이다. 다음의 그림은
총선까지 포함하여 8개 주요 선거의 연령대 투표율을 5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 연령대 가운데 20대의 투표율이 예외 없이 가장 낮았다. 정리하자면,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의 급속한 저하를 가져온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 필자는 17대 대선(2008)과 18대 총선(2010)에서의 연이은 보수정당의 승리는 (386)세대효과의 소멸
(서현진 2008; 황아란 2009; 박명호 2009; 윤상철 2009)이 아니라 이들을 투표소로 견인하지 못한
정책과 후보의 실패라는 오세재·이현우(2014)의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 물론 시야를 탈물질주의나
자기-표현가치가 아니라 386과 진보에 한정하는 고정관념에는 반대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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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출처: 김재한(2011, 17)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표 2>를 보면 다소 사정이 달라진다. 물론 예외 없이 소저로고(少低老
高), 즉 젊은 계층의 투표율이 낮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은 불변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20대와 30대는 총투표율의 현격한 증가를
가져온 1등 공신이었다.

<표 2> 대통령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19세

대선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총투표율

‘97 15대 -

68.2

82.7

87.5

89.9

81.9

80.7

‘02 16대 -

56.5

67.4

76.3

83.7

78.7

70.8

‘07 17대 54.2

46.6

55.1

66.3

76.6

76.3

63.0

‘12 18대 74.0

68.5

70.0

75.6

82.0

80.9

75.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투표율 분석자료(오세재·이현우 2014, 217에서 재인용)

또 하나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야권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불거진 ‘20대의
보수화 테제’이다. 일반적인 견해는 경제위기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원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사회의식의 보수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다.2) 보수화 논쟁의 미시적 수준은 특정 세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 당선을
가져온 17대 대선 이후 386세대와 20대의 보수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세대의 보수화 주장은 그다지 확고한 근거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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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표 3> 연령대별 투표 선택

출처: 고원(2013), p.155에서 재인용

신세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경향에 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1990년대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세대에 집중되었
다. 1990년대 초반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사회주의와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뿌리
를 내리기 시작한 소비자본주의가 체화되면서 한국사회 역시 급진적인 변화상을 경
험하였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이들 세대의 과소비와 지나친 개인주의, 그리고 일탈
에 대한 비판과 도덕적 훈계를 토해냈다(한국일보 1990). 이들은 쾌락에 집착하는
오렌지족이었고 압구정동은 “욕망의 하수도”로 비하되었다(이기형 2010, 145). 이러
한 부정적 시선은 단지 1990년대 신세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김난도는 이들을
“개인으로 자라난 첫 세대이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스스로에게 도취된 셀프-홀릭”이라고 규정하였다(이서영 2010, 122).
그러나 필자는 최근 20대 대학생의 가치와 참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들이
보수화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질 못했다(부록 참조).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2) 이에 대해 한준(2008)은 보수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사회나 문화가 아니라 주로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쟁점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강명세는 “해방
이후 역사라는 긴 관점에서 보면 10년의 진보는 일시적 시기로서 보수주의 시기 속에 갇힌 진보의
짧은 시기”일 뿐이며 17대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사회의 보수화가 아니라 ‘강고한 보수주의
의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강명세 200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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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것은 한국사회에서도 꾸준하면서도 분명한 탈물질주의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는 점이다.

<표 4> 우리나라 20대의 가치 분포

1990
어수영

1996
2001
1990

박재홍
2005

물질주의자

혼합형

탈물질주의자

20대

15.6

74.4

10.0

20대 전반

4.3

82.6

13.1

20대

13.2

79.9

6.9

20대 전반

4.2

82.1

13.7

20대

13.1

78.3

8.6

18∼20세

25.7

21∼35세

13.8

18∼20세

8.8

21∼35세

5.8

전체

5.1

87.7

7.1

대전

6.8

89.2

4.0

호남

3.4

86.2

10.3

민병기

15.4

62.9

21.7

정상호(2015)3)

11.3

74.1

14.6

김욱·김영태

이번 조사의 특징은 물질주의자가 3배나 많은 전체 표본(KSDC 2010)과 달리 대학
생의 경우 탈물질주의자가 물질주의자보다 많다는 점이다(+3.3%). 전체적인 패턴은
어수영의 연구 중 20대 전반 그룹과 유사하다. 둘째, 대전과 호남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김욱·김영태(2006)의 연구보다는 혼합형이 적었고 물질과 탈물질주의자 모두
약간 높게 나타났다.4) 결국, 이번 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 중 탈물질주의자
가 급격히 감소하였거나 증가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의 정체 또는 약간 증가하였
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 대학생의 가치와 참여 연구: G세대를 위한 변론(가제)로 근간 예정.
4) 민병기의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 중간 값이 작고,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 이는 잉글하트나 어수영과는 달리 요인 값이 높은 4개 항목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다(201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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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의 위기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에 바탕을 둔 신뢰, 규범 또는 네트워크로
정의되는데, 이 중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Putnam 1993). 사람
이든 정부든 신뢰의 감소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하지만 신뢰의 감소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다지 유난떨 일이 아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퍼트남의 주장처럼 신뢰자본의 약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일탈이 아니
라 보다 젊고 보다 많이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의 야심찬 도전이라는 도발적 주장에
동의한다(Dalton 2008, chapter3). 그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
라 선거경쟁과 시민동원에 안주하였던 정부와 엘리트의 신뢰와 권위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지수(30.2%)는 노르웨이(74.2%), 스웨덴
(68.0%) 등 북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OECD 평균(38.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다 2005년 이후 잠깐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
동열, 2013).

<그림 3> 주요 국가의 신뢰 지수

<그림 4> 한국과 OECD 신뢰지수의 비교(%)

출처: 김동열(2013), pp.13-16

하지만,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의 하락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세
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주요 공적 기구들의 신뢰가 1990년대
후반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과 의회에 대한 불신 비율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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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에 이르고 있다. 유일하게 NGO에 대한 신뢰만이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이
러한 경향마저 변화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45개국의 NGO에 대한 신
뢰도는 2002년에는 59%(대한민국은 77%)에 달하였지만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6차 조사에서 NGO의 신뢰도는 53%(대한민국은 61.4%)로 하락하였다(World
Value Survey, 2014).

<그림 5> 세계가치조사의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 추이
신뢰

신뢰하지 않음

출처: 한상익(2014)

잉글하트 역시 미국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가입 감소가 사회적 자본의 쇠퇴이자
민주주의 위기의 증후라고 보는 퍼트남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감소
한 것은 외적으로 강제되고 동원된 결합시키는 사회적 자본이다. 그 대신 스스로
조직되고 엘리트에 도전적인 집단행동과 같은 서로를 연결시키는 느슨한 유대는 오
히려 증가했다. 그들은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민주주의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
가 없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436).

4. 정치 양극화
위기론의 또 다른 근거는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갈등의 심화 현상이다. 최근 한국
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찬반논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 미디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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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 논란, 천안함 사건의 원인 해명, NLL 논란, 국정원
개혁, 연금 개혁 등 많은 정책 이슈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정당 수준에서뿐
만 아니라 유권자 수준에서 심심찮게 관찰되었다.
<그림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6대
당시 두 정당의 이념 격차는 불과 1.7에 그쳤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그 값은 거의
두 배인 3.2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가파른 진보화의 경향을
띠었고 새누리당 역시 보수화의 경로를 걸었다. 특히 외교·안보영역에서 두 정당의
이념 격차는 19대에 이르러 무려 3.9로 벌어졌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사회는 물론
이고 시민사회 역시 극심한 이념적 대립을 겪고 있다. 모든 의제를 놓고 공론장에서
는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이, 온라인에서는 오늘의 유머와 일간 베스트가, 시민
단체에서는 참여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매번 대립하고 있다. 민주화 이전의
시기가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었다면 최근에는 진보적 시
민사회와 보수적 시민사회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6> 주관적 이념 지수에 따른 정치 양극화 현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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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린우리)당

19대
정당양극화

출처: 중앙일보(2012.7.23)

하지만 정치 양극화의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의 중앙일보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수준에서의 이념적 양극화 경향은 발견하기
어렵다. 의원들과 달리 유권자들은 주요 정책 선호에 있어 중도 보수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7>의 또 다른 연구 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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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권자 수준에서 관찰된 정당 양극화는 2004년이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2012년까지 다소 감소하거나 혹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국회의원
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치 엘리트 수준의 정당 양극화가 비슷한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념 갈등의
원인은 일반 국민들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의 증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이념적 거리가 커졌기 때문(이내영 2011)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림 7>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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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대선(2007)

새누리(한나라)당

민주(열린우리)당

이념적 거리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유권자 의식 조사자료(2004-2012)

II. 후기산업화의 대두와 좋은 시민(good citizen)의 출현

1. 이 글의 인식: 좋은 시민을 낳은 후기산업화의 사회경제 효과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져 왔던 앞의 현상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
이기는 해도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
는 후기산업화의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산이 민주주의의 해방적 효과를 낳는다는
잉글하트와 웰젤(2007)의 경험적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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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 사람들의 가치와 삶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
래한다는 사실을 적극 수긍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주의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
화를 가져오는 것은 산업화가 아니라 후기산업화라 믿으며, 종교나 전통과 같은 요소
들이 근대화화 함께 소멸될 것이라는 수렴이론이나 역사적 단선이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주의자들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95-96). 그들
은 산업화와 후기산업화의 상이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산업화와 후기산업화의 차이
산업화
영향

관료화, 세속화, 합리화, 중앙집중화

권위의 정향 권위의 세속화
목표

기아감소와 수명연장을 위해 물질적
산출의 극대화

후기산업화
자율성과 자기표현 가치
권위로부터의 해방
좋은 생활과 경험의 질을 중시

균열

사회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균열

문화적 이슈와 삶의 질에 기반

핵심 이슈

성장

환경보호

위험

체험적, 즉각적 위험

인지적 성찰을 요하는 추상적·장기적 위험

필자가 채택한 그들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후기산업화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시민들의 자기표현 가치(self-expressive values)를 증진시킨다는 점이
다. 그들은 획일화와 표준화를 강조하였던 산업화와 달리 후기산업화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공동체주의적인 목표
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본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증대와 고등교육의 증가로 인지
기술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자율성이 증진된다. 끝으로는 사회적인 자유화 효과이다.
산업사회의 대중적인 생산체제는 훈육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획일주의
를 강제하지만 후기산업화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삶을 다원화함으로써 개인주의적 경
향을 지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사회적 연대를 가져온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66-68). 주목할 것은 자기표현 가치의 성장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자기표현 가치는 본질적으로 해방적이고 인민-중심적이며, 그리고 다양한
전선에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애적 사회의 등장
을 알리는 전조이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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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후기산업화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 즉 시민행동주의에 대한 강조이다. 그들
은 후기산업화가 산업사회의 제도적인 많은 부분들을 잠식하여 권위주의적 사회에는
민주화를 가져오고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는 보다 엘리트에 도전적이고, 이슈 지향적
이며, 그리고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경험적 자료
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강조점은 투표보다 일시적
이고, 쟁점 이슈와 연관된, 그리고 엘리트에 도전적인 형태의 시민행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후기산업사회의 정치참여 방식은 엘리트가 이끄는 선거 캠페인과
정당정치에서 대중의 자기표현이라는 자율적인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잉글하트와 웰
젤 2007, 90-93).
셋째는 후기산업화는 금전과 권력, 생존과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행복과 삶의
질 등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 가치로 삶의 목표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
러한 변화는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에 소리 없이 커다란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잉글하트(Inglehart 1977)는 이를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 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2000
년 기준) 이상 23개 고소득 국가 중 19개국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
로 이동했지만(83%) 15,000달러 이하 19개 사회 중 14개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74%). 결론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세계관 차이는 감소하기보
다는 증가했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198).
우리의 책을 이끄는 또 하나의 지침은 달톤(Russell J. Dalton)의 좋은 시민(good
citizen)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그의 연구대상의 초점이 미국의 젊은 세대라는 점에
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어쨌든 그의 논지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좋은 시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을 재구성하며,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의
행동과 정치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한 것이 <표 6>이다.
달톤의 핵심 주장은 지난 수십 년간 시민적 의무의 감소와 관여적 시민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의무(duty-based)에 기초한 시민성 규범은 선거에서의 투표와 선출된
정부에 대한 애국적 충성심을 자극하지만 관여적 시민성은 자원주의(voluntarism)에
서 공적 저항에 이르는 다른 형태의 정치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조적인 규범은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 이를테면 타인에 대한 관용, 공공정책 중시
등을 재구성한다. 그는 더욱이 이러한 변화가 퍼트남의 주장처럼 신뢰자본의 약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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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민성의 변화 배경과 정치적 결과
사회조건의 변화

시민성 규범의 변화

정치 결과
참여 패턴: 투표에서 저항과 직

세대 변화: 위대한(the Greatest)
세대에서 X세대로
삶의

수준:

풍요와

번영Well-

being
교육: 고등교육 이수자의 확대
일 경험: 블루칼라에서 지식 노동
자로
성 역할: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역할
사회적 다양성: 소수자를 위한 시

접행동으로
투표와 납세, 준법을
강조하는 시민적
의무(citizen duty)

⇓
타인 배려, 독립적,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관여적 시민성
(Engaged citizenship)

민 권리와 기회의 증진

정치적 관용: 다른 관점에서 집
단을 수용
정부의 역할: 제한 정부에서 보
다 적극적인 정부로
사회정책: 사회 프로그램에 대
한 점증하는 지지
정부신뢰: 정치인과 정부에 대
한신뢰의 감소
민주적 이상: 민주주의의 이상
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압박

출처: Dalton(2008, 4)

따른 민주주의의 일탈이 아니라 보다 젊고 보다 많이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의 야심
찬 도전이라는 도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Dalton 2008, chapter3). 그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경쟁과 시민동원에 안주하였던 정부와 엘
리트의 신뢰와 권위인 것이다.

2.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1) 세대 변화: 산업화 세대에서 G세대로
한국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 그리고 민주화세대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는 연구자
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소속 학문과는 상관없이 공통된 평가와 합의가 존재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산업화세대는 한국전쟁과 빈곤의 경험 속에서 물질주의와 성장주의를
신봉하며 반공-반북-친미-냉전의식을 내면화한 세대이다. 반면 민주화세대는 반공이
나 성장보다 자유-민주주의-인권을 더욱 강조하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홍덕률
2003, 156-157; 오세재·이현우 2014, 212).
잉글하트는 ʻ2차대전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의 팽창 결과, 대부분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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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생 코호트별 인구 구성비
출생시기

세대명
대분류

1970년
연령

~1910 식민지/전쟁 60+

%
5.4

1985년
연령
75+

%
1.4

35~44 11.8

55~64

8.9

65~74

7.4

10~19 23.8

25~34 18.8

45~54

14.4

55~64

12.4

0~9

15~24 21.0

35~44

17.5

45~54

16.8

25~34

16.5

35~44

16.2

15~24

14.4

25~34

14.3

0~14

19.1

15~24

13.4

0~14

14.3

20~29 15.0

1971~1980
1981~1990

28.1

G세대

0~14

28.2

(탈냉전·정보

1991~2000 화세대)
총인구

%
5.2

1941~1950

1961~1970

연령
75 +

45~74 18.7

민주화세대

%
9.3

30~59 27.6

1951~1960

연령

2015년

65

1911~1940 체험세대
산업화/

2005년

31,436천명

41,621천명

47,041천명

50,424천명

출처: 1970년과 2005년은 박재흥(2009).p.25에서 재인용. 1985년과 2015년은 통계청의
<연령별 시도인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업사회에서 젊은 출생 코호트들의 형성기 경험은 나이든 코호트들이 겪은 경험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며 그 결과 각 코호트들은 상이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ʼ
(Inglehart 1997, 4)고 주장하였다. 잉글하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구 선
진국 중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를 둘러싼 세대 격차가 가장 큰 국가에 해당된다.
<표 7>을 보면, 유신체제 전야였던 1970년의 한국의 인구구조는 식민지·전쟁체
험 세대가 전체 인구의 33%를,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51.9%나 차지하였다. 민주화
와 친화력이 있는 20대가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 사이에 낀 모양새이다. 주목할 점은
식민지·전쟁체험세대의 감소와 G세대(탈냉전·정보화)의 증가이다. 1987년 민주
화 당시 20.1%였던 이들 세대는 2005년에는 9.3%로, 2015년에는 5.2%로 감소하였
다. 대신 1970년 이후에 태어난 G세대는 2005년에는 30.9%를, 2015년에는 43.9%
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세대 변화가 낳은 정치 효과는 뒤에서 상세히 밝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물질주의의 감소와 탈물질주의의 증가라는 가치와 문화의 전환이 발
생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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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수준: 풍요와 번영(Well-being)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성장한 전쟁 이전 세대는 경제적·신체적 안전을 강조
하는 생존 가치 혹은 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함에 비하여, 경제적·신체적 안전을 당
연시하는 전후 세대는 자기표현, 삶의 질 등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선호하게
된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성공적인 근대화
국가의 사례임에 틀림없다.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역동성은 ‘압축적 근대화’의 비정상
적인 ‘압축률’에 비밀이 숨어 있다. 서구사회가 산업혁명을 시작한 17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 낸 250년의 근대화과정을 한국사회는 1962년에서 2000년까지
40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룩함으로써 8배 이상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냈다(심광현
2010, 23-25).

<표 8>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
1955

1965

1975

1985

1995

0.50

2.90

29.80

213.80

951.20

전체

-

8.1

4.1

4.0

2.1

3.7

3.4

청년

-

-

-

7.6

4.6

8

9

인플레이션(%)

-

13.5

25.3

2.5

4.5

2.8

1.3

1인당 GDP (만 원)
실업률

2005

2014

1,910.70 2,945.20

1997년 IMF 이후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2014년 현재
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16% 정도라는
점과 비교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하다.5) 다소 통계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유
럽이나 남미의 청년실업보다는 다소 사정이 낫다는 것이 중론이다. EU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22.6%, 실업자가 무려 550만 명으로 유럽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자다. 청
년 실업률은 연장자(10.2%)보다 2배나 높은데, 이제 청년 실업은 정치적 문제가 아

5) 문제는 이 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2011년 11
월)는 ‘광의의 사실상 청년 실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5~29세 청년 가운데 실업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취업 의사도 없고 가사나 육아도 담당하지 않는 취업
무관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1%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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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커다란 사회적 질병이다(Economy insight. 2012.7).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 발전의 한 단면은 <표 9>의 주요 정보화 지표에 잘
나타나 있다. ICT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국가정보화 지수
(NCA)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미래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국가정보화 프로젝트에 힘입어 국가 전반의 효율과 생산
성이 향상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여러 성
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 근거로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국제전
기통신연합(ITU) ICT 발전지수 4회 연속 세계 1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
럼) 네트워크 준비도지수 10위권 진입 등을 들었다(연합뉴스. 2014.9.1).
<표 9>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화 지표
년i도

PC보급대수(천명당) 이동전화가입자

PC통신가입자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988

−

20,353

1,185

−

1990

−

80,005

11,729

−

1992

20.8대

271,868

117,151

−

1995

36.7대

1641293

718,188

−

1998

41.8대

13,982,477

6,438,465

−

2000

97.9대

26,816,398

16,807,067

3,870,293

9위

24위

9위

1위

세계순위

출처: 2000년까지는 심광현(2010), p.44에서 재인용. 세계 순위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8)
의 <국가정보화지수(NCA) 순위>를 재작성

3) 성 역할: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역할
지난 수십 년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문화적 변동은 성적 평등으로의 전환이다
(잉글하트와 웰젤 2007, 109). 그러한 전환은 한국사회에서도 더디지만 분명하게 나
타나고 있다. 1965년에 여성의 3분 1만이, 그것도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불과 40년 만에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 10>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경제활동 참가율 37.2

39.3

40.4

42.8

41.9

47.0

48.4

48.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

50.1

49.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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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서 여성의 역할은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
계 선두권이다. 1965년만 해도 여성의 대학 진학은 엄청난 특혜였다. 하지만 2014년
에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표 11> 우리나라의 대학생 추이

대학
진학률
인구1만 명당
대학생 수

1965

1975

1985

1995

2005

2014

32.3

25.8

36.4

51.4

82.1

70.9

남학생 -

-

38.3

52.8

83.3

67.6

여학생 -

-

34.1

49.8

80.8

74.6

전체

-

-

311.8

424.2

642.0

638.2

남학생 -

-

443.7

559.5

799.8

754.7

여학생 -

-

179.7

287.9

485.0

521.7

전체

출처: 교육부, <고등교육통계자료>

이미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일반 행정직(전국모집)의 경우 56%로 절반
을 훌쩍 넘어섰다(연합뉴스.2013.11.19). 또한 안전행정부가 외무고시를 대체하
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3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합격자의
58.1%인 25명이 여성이며, 최고 득점자와 최연소 합격자도 여성이었다(월간조선.
2013.11.29). 그러나 아직 정치, 특히 입법부에는 여성들이 진출하기엔 장벽이 높다.
국제의회연맹(IPU)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 여성 정치인 지도’에

<표 12> 세계 여성 정치인 현황
의원

장관

순위

비중(수)

순위

비중(수)

스웨덴

4

45.0% (157/ 349)

2

56.5% (13/ 23)

핀란드

8

42.5% (85/ 200)

3

50.0% (9/ 18)

벨기에

10

41.3% (62/ 150)

10

41.7% (5/ 12)

노르웨이

13

39.6% (67/ 169)

5

47.1% (8/ 17)

덴마크

15

39.1% (70/ 179)

7

45.5% (10/ 22)

독일

22

36.5% (230/ 631)

20

33.3% (5/ 15)

대한민국

91

15.7% (47 / 300)

67

11.8% (2/ 17)

출처: http://www.unwomen.org/ca/news/stories/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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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상위를 차지하였다. <표
12>를 보면 세계 여성 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21.8%로 집계됐으나 한국은 이를
밑도는 15.7%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9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 경험: 블루칼라에서 지식 노동자로
잉글하트는 획일화와 표준화를 강조하였던 산업화와 달리 후기산업화는 높은 수준
의 복지국가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공동체주의적인
목표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증대와 고등교육의 증가로
인지 기술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자율성이 증진된다. 끝으로는 사회적인 자유화 효과
이다. 산업사회의 대중적인 생산체제는 훈육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획
일주의를 강제하지만 후기산업화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삶을 다원화함으로써 개인주
의적 경향을 지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사회적 연대를 가져온다(잉글하트와 웰
젤 2007, 66-68).
달톤 역시 블루칼라에서 지식 노동자로 전환이 가져온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위계적인 조직의 전통적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명령과 반복 일상(routine), 구
조와 위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지식노동자들은 창조적, 기민함,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있으며,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명사가인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이들을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으로 명명하였고 그들의 경력을 개별성과 다양
성, 개방성과 업적주의의 가치와 연결시켰다(Dalton 2008, 77-80).
<표 13>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기준)
구분
산업 구조
(%)

1965

1975

1985

1995

2005

2014

농어업

39.3

26.4

12.5

5.8

3.1

2.3

제조업

22.1

32.1

36.1

38.4

37.5

38.6

사회서비스업

35.0

39.0

51.4

55.8

59.4

59.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

산업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5년에 전체의
40%에 달했던 농어업 취업자 수는 반세기(2014)만에 2.3%로 급감하였다. 반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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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사회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35%에서 무려 59.1%로 급증하였다. 특히 IT 산업
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노동자 없는 공장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과제를 던져주
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로 접속사회와 네트워크 사회를 창출
하였다. 이러한 신유목적 사회 출현과 함께 사회조직은 위계형 피라미드 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임혁백 2011, 426).

5) 사회적 다양성: 소수자를 위한 시민 권리와 기회의 증진
잉글하트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관용의 증진이다. 1995년
에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아일랜드 사람들조차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을 받아들였
고, 마침내 2015년 5월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주목할 것은 제도적인 돌파구
가 이루어지기 전에 느리지만 지속적인 세대 간의 가치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86). 탈물질주의 세대의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다
음의 <표 14>로 뒷받침될 수 있다. <표 14>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정치적

<표 14> 도전적인 정치 집단에 대한 관용
대상 집단

1976

1988

1994

2004

변화

발언 허용

53

62

68

70

+17

공산주의자 교육 허용

40

50

57

66

+26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5

61

68

71

+16

발언 허용

62

71

73

77

+15

교육 허용

39

47

54

66

+27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8

65

71

73

+15

발언 허용

62

73

81

83

+19

교육 허용

52

60

72

80

+28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6

63

70

70

+14

발언 허용

53

58

64

67

+14

군사주의자 교육 허용

35

39

47

54

+19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5

59

65

69

+14

발언 허용

60

63

62

62

+2

인종주의자 교육 허용

41

43

44

47

+6

60

64

68

66

+6

52

59

64

68

무신론자

동성애자

행동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평균

출처: General Social Survey(1976-2004); Dalton(2008), p.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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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심화로 관용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관용이 꾸준히
증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관용과 불관용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육이다. 미국의 경우 세 개의 연령 집단 모두에서 더 교육받을수록 관용적이었다.
교육을 빼면, 보다 젊은 세대에서 관용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과
연령의 효과는 실질적이었다. 나이가 많고 덜 교육받은 집단은 관용도가 7.9였지만
젊고 교육받은 집단은 11.9에 달하였다(Dalton 2008, 90).
관용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은 비단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물론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인
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2006)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따
르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는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적 소수자, 병력자(에이즈환자·한센인), 군인·전의경·새터
민·시설생활인 등 11개의 집단이 해당된다. 여기에 혼혈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인종적·종교적·문화적 소수자들을 덧붙일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증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권고안>(201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의 민권·참정권·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민권의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관용의 증진을 압박하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내부 요인은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연세대 구성
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3만 5,000여 명인 다문화가정의 인구는 2020년께 167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때가 되면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21%)이,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으로 추정하였다(중앙일보
2006.4.4). 외부 요인은 재일한국인의 참정권과 장기적으로는 중국까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뿐
만 아니라 광역 교육감선거에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모든 외
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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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조화

1. 좋은 시민의 출현
좋은 시민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출처는 고대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거
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상적인 좋은 시민은 소속된 정치공동체에 단
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공동체의 교육과 삶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의 전이를
꾸준히 시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장의관 2008).
좋은 시민은 후기산업화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좋은 시민이 갖추
어야 할 덕목을 시민성(citizenship)이라고 한다면 세계화와 EU의 출현, 다문화사회
의 도래 등으로 그 시민성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시민성은
후기산업화 단계에 이르러 선진국가의 시민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기표현 가

<표 15> 좋은 시민의 두 가지 얼굴
Center for Democracy and

총사회조사
질문

시민적

관여적

의무

시민성

Civil Society

변수

시민적

관여적

의무

시민성

선거투표

.65

.17

범죄신고

.84

.12

조세회피 근절

.65

0.01

준법

.77

.09

병역복무

.54

.07

병역복무

.64

.15

준법

.51

.10

배심원봉사

.63

.32

정부감시

.51

.40

선거투표

.56

.43

결사체 활동

.39

.54

의견형성

.29

.47

타인 존중

.28

.59

빈곤구제

.16

.65

상품 선택

.22

.59

정치에 적극적

.15

.80

세계빈곤 구제

-.12

.77

자원단체활동

.10

.84

국내빈곤 구제

.02

.77

Elgenvalue

1.95

2.37

2.56

2.37

Percent variance

19.5

23.7

28.5

25.8

출처: Dalton(2008), p.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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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민행동주의, 관용이다. 더구나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시민성들이 국적을 불문하
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잉
글하트와 웰젤 2007; Dalton 2008).
산업화 단계의 좋은 시민은 질서와 준법의식으로 충만한 의무를 잘 이행하는 시민
(citizen duty)이었다면 후기산업화 단계의 좋은 시민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행동주
의가 강한 참여적 시민(Engaged citizen)이다. 시민적 의무 모델이 객체로서 시민
(citizen-subject)의 책무와 시민성의 전통적 인식을 반영한다면, 관여적 시민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자각하고, 기꺼이 자신의 원칙을 위해 행동하며, 정치 엘리트에 도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Dalton 2008, 28).

<표 16> 좋은 시민의 철학적 기반과 차이
시민적 의무(citizen duty)

모델

-민주적 시민성의 엘리트-전통적 모델.

-자유주의적 또는 공동체주의적인 모델

-알몬드와 버바의 신민-참여적 정치문화

-Benjamin Barber의 strong democracy

-시민 역할의 한정

-잉글하트의

-기존 정치질서와 권위를 강화
세대
영향

관여적 시민(Engaged citizen)

탈물질주의

또는

self-

expressive values의 특징과 부합

-위대한 세대의 규범.

-신세대의 규범

-충성스러운 객체(loyal subject)

-해방의 주체

-퇴조 현상이 공중에 대한 회의로 연결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

2. 한국의 사례 분석: 투표참여와 시민행동의 분리
<표 17>은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가치를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투표 참여는 물질주의자들이 가장 열성적이며, 시민행동은
탈물질주의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완전히 부
합하는 것이다. 선진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행동의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으며,
탈물질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을 자극하고
비당파적 참여기회를 통해 정치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선거정치참여는 줄고 있지만 부당함에 대한 항의, 정치적
소비자 중심주의, 자발주의, 인터넷 행동주의와 같은 직접행동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112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Dalton 2008, 137; 2010, 168).

<표 17> 한국 대학생 집단의 가치와 정치참여6)
G세대(2015)

가치

이념

투표참여

시민행동

물질주의자

16.62

-29.30

혼합형

-3.58

-3.80

탈물질주의자

5.33

42.02

진보

19.72

52.52

중도

-6.32

-6.57

보수

24.97

-20.57

물질주의자들이 투표참여를, 탈물질주의자들이 시민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정철희(1997)는 세계가치조사(1996년) 한국 자
료 분석을 통해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파업 등의 저항적 정치행위나 각종 자원적
결사체에의 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가치지향이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수택·
박재흥(2011)은 1990~2005년 기간 중 이루어진 4차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의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저항적 정치행위 참여는 탈물질주의자 집단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이
러한 결과는 탈물질주의 가치가 한국 사회운동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을 시사한다.
김욱(2013)의 연구는 우리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그리고 결론까지 닮았다. 그에
따르면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비선거참여에 영향력을 주로 행사하고, 투표참여에 대

6)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투표참여와 시민행동으로 구분하였다. 투표참여는 쉬운 참여에 해당하며,
법정 선거 기한에 국한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뜻한다. 반면 시민행동은 선거와 일상 시기를 모두
포괄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뜻하며 어려운 참여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에는 1. 탄원서·진정서·
청원서에 서명, 2. 보이콧(불매·구독거부 운동)에 참여, 3. 평화적 시위나 (촛불) 집회에 참여, 4.
정치후원금 기부나 선거운동 참여, 5. 파업·점거농성에 참여 등이 포함되며, 이는 세계가치조사의
설문항목과 동일한 것이다. 투표참여는 최근 3차례의 주요 선거(2012년 대선, 2014년 총선과 지방선
거)의 참여 경험을 갖고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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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탈물
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비선거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는
그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 유권자들이 기성세대
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념과 정치참여의 관계 역시 흥미롭다. 진보와 보수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정치
참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투표참여의 편차는 5.25였지만 시민행동
의 편차는 무려 73.09에 달할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광장의 정치’와 ‘촛불시
위’를 진보가 독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도는 투표참여와 시민행동
에 있어 진보와 보수의 중간 수준에 끼여 있다.

<표 18> 한국인들의 가치와 정치참여
KSDC(2010)

가치

이념

투표참여

시민행동

물질주의자

7.44

-34.81

혼합형

-2.89

3.31

탈물질주의자

13.72

59.58

진보

-3.22

20.58

중도

-4.88

1.21

보수

23.22

-28.40

<표 18>은 KSDC(2010)의 6차 세계가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지만 우리 조사와 마찬가지로 탈물질주의자들이 시민행동을 주도
하고 있다. 우리 조사와의 차이는 탈물질주의자의 투표참여가 물질주의자들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났다.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정치참여의 방식은 투표참여가 아
니라 시민행동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두 조사 모두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념에 있어 진보가 시민행동을, 보수가 투표참여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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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정치의 과제: 좋은 시민과 좋은 정치의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1. 한국정치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에 대해
잉글하트가 던져준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단선적이거나 목표를 갖고
어느 한 방향으로 직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황, 극심한 인플레
이션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하고 생존 가치에 집착하게 만든
다. 잉글하트는 두 개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1970년대 중반 불황기에 그리고
1990년대 초반의 불황기에 여러 나라에서 물질주의자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는 동유럽의 탈공산주의 국가이다. 지난 10년간 이 국가들은 혼
란과 경제적·사회적 체제 붕괴를 경험했고, 그들은 삶은 너무 불안전하여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들 국가들의 시민들은 인도나 남미의 저소득 국가보다 생존 가치에
더 매달리고 있다. 동구 탈공산주의 사회에서 자기표현 가치의 상대적인 취약점은
민주주의의 결핍을 예견하고 있다. 약한 자기표현 가치는 비민주주의(대부분 소득이
낮은 사회)로 이어지거나 혹은 비효과적인 민주주의로 이어진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203).
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2005년 기간 중 탈물질
주의자 비율은 감소 추세(9.7% → 3.9%)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1990년
대 중반 이래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하에서의 경제적 위기의식의 여파라고 할 수 있
다(박재흥·강수택 2012, 82-83). IMF세대(1970년~1978년)에서조차 탈물질주의자
가 감소한 까닭은 이들 세대가 외환위기 때 청소년기를 보내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
를 체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심광현 2010, 57-58). IMF의 충격은 비단
그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은 한국인
들은 자신이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IMF를 꼽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87
년 6월 민주화 운동’이 두 문항 모두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를 위해 끊임없이 경제성장에 매달려야 한다는 말인가? 기본적
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탈물질주의자들도 번영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중요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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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세대별 중대사건
순위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사건/ 비율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 사건

1

6·25 전쟁(1950)/ 46.18%

IMF 외환위기(1997)/ 28.84%

2

8·15 광복(1945)/ 9.32%

월드컵 4강 진출(2002)/ 19.03%

3

IMF 외환위기(1997)/ 8.9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 14.97%

4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7.93%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10.41%

5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1979)/ 6.54%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1979) 8.03%

6

5·16 쿠테타(1961)/ 5.35%

88 올림픽(1988)/ 5.35%

출처: 허석재(2014), p.275에서 재인용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평생 비정규직 인생을 겉도는 이른바 ʻ88만 원 세
대ʼ(우석훈·박권일 2007)나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삼포세대, 기성세
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돈다는 뜻의 잉여세대로는
좋은 시민도, 좋은 정치도 창출할 수 없다. 좀 더 도덕적으로 자신의 기호를 표출하
고 다양한 선택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주의와 복지사회 없이는 ‘효과적인
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없다.7)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를 떠나 성장과 분배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사회경제를 창출하는데 실패해 왔다. 성
장과 분배, 복지와 생태를 동시에 실현할 능력 있는 정부의 창출이야말로 한국정치의
첫 번째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 특히 진보진영과 민주화세력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난제는 투표참여와
시민행동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진보진영은
탈물질주의적 시민들이 광장에서 뿜어내는 자기표현의 욕구와 시민행동주의를 정치
적 자산이자 에너지로 모아내는데 실패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개혁의 화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박찬표 2003)과 미국식 선거전
문가정당 모델(정진민 2007) 중 우리에게 적실한 것은 무엇인가였다. 둘째는 정치제
도, 특히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7) 효과적인(effective) 민주주의는 프리덤 하우스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지표와 세계은행의 반부패
수치로 측정된다.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자기표현 가치의 상관성은 .90에 달한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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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최태욱 2011, 315; 선학태 2010). 마지막으로는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유능한 리더십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 안에는 왜 21세기에 들어서 진보진영과 야당이 선거 때마다
고전하는 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지 않다. 탈물질주의-진보-여성-신세대의 조합은
광장의 정치에서는 비교우위를 갖지만 선거정치와 정당정치의 영역에서는 수동적 관
망 집단이다. 이들의 시민행동주의를 어떻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로 연결할 것인가
가 정치개혁의 본질이자 정당혁신의 방향이어야 한다.

2. 좋은 시민과 좋은 정치의 결합 방정식
재삼 강조하건데 오늘날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는 위로부터의 동원과 관료적 규율
에 근거를 둔 산업화의 정당정치와 이를 생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들과의 부조응에 있다. 보수정당은 기존의 방식대로 투표중심의 의무적 시
민들과 대체로 정렬(alignment)을 이루고 있지만 진보정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새롭
게 등장한 시민 유권자와 제대로 된 결합 방정식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야당과 좋은 시민들의 재편(realignment)은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탈물질주의의 가치의 표방, 자기표현 욕구의 중시, 시민행동주의의 선호 등
을 효과적인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적극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장이나 촛불은 더 이상 ‘집합적 열정의 찰라적 분출(최장집 2006, 235)’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새로운 온라인 집단주의 즉 ‘디지털 마오
이즘’은 더더욱 아니다.8)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의 등장 배경을 이해못한다면 노사
모 현상도, 안철수 현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안철수 현상
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민정치’라는 해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9)

8) ‘디지털 마오이즘’은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미국의 미래학자 재런 러니어가 지난 2006년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 집단주의의 위험을 극단적 좌파나 우파, 마오이즘,
나치즘 같은 집단주의 운동에 빗댄 것이다(문화일보 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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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철수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시민정치의 실험은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를 비롯한 그의 싱크탱크 그룹은 좋은 시민의 에너지를 ‘새정
치’로 집결시키기보다는 국회의원 정수와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소모적인 논쟁을 벌
여 소진시켜 버리고 말았다. 패배의 또 다른 근거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정
치 실험, 특히 시민정치의 이론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래 시민정치는
정당과 이익집단을 매개로 한 전통적 대의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권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와 광범위한 결정권 행사를 지향하는 새 정치의 비전과 연관되어
있다. 즉 정치적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 직접적 참여를 통한 시민정치 세력의
공간 확장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정치가 일련
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정치적 담론이자 전략적 프로그램이
됨으로써, 그것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다(정상호 2013). 요약
하자면, 시민정치의 이론화와 실천적 복원이 좋은 시민과 좋은 정치의 결합 방정식의
1차적 해법이며, 그것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전격 도
입을 고려할만하다.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
의 4법을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장(국민투표·국민발의·
국민소환·국민소송)한다. 아울러, 현행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의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로의 장애 문턱을 낮춘다.
둘째, 좋은 시민의 보고는 여성이다. 앞의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 현황은 세계 하위권이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정치가 가장 남녀 차별
적 영역이라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가장 최근의 선거인 지난 지방선거(2014)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초단체장은 조
금 늘었지만 강남 3구를 비롯해 대부분 새누리당 당선자였다(7명/9명). 하지만, 필자

9) 유시민은 “안철수 현상을 노풍에 이은 두 번째 시민정치의 흐름”으로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정확한 인식이었다. 그에 따르면 안철수 현상은 자각한 시민들의 정당·정치·선거 참여를 본격적
으로 유인하는 서막인 셈이다. 김호기 교수 역시 안철수 현상을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
즉.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시민 다수의 불만이 ‘안철수’라는 이름에 담긴 소통
과 참여의 열망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김호기, 경향신문 2012.8.12). 정해구 교수 역시 안철
수 정치를 기존 보수와 진보의 어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적 성격을 지닌 중도적 시민정치’
로 규정한 바 있다(정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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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성별에 따른 이념 성향의 차이이다. 이념
성향에서 여학생 응답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진보 성향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여학생 비율은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았으며(+7.3%)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남학생의 절반에 그쳤다.

<표 20> 한국 대학생 집단의 이념 성향
소득(만 원)

구분
(전체 평균)

지역

성

200미만 200-500 500이상

남

여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진보(13.3%) 10.45%

13.25%

15.89%

10.4% 17.7% 11.97% 17.14% 11.64% 12.50%

중도(77.6%) 81.34%

78.31%

72.19%

78.3%

76.5

78.38% 73.14% 76.71% 83.33%

8.21%

8.43%

11.92%

11.4%

5.8%

9.65%

보수(9.1%)

9.71% 11.64% 4.17%

끝으로, 투표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행동과 선
거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미국정치가 ‘1930년대 뉴딜 철로를
달리는 21세기 정당정치(테드 할스테드·마이클 린드 2009, 41)’라고 한다면 한국정
치는 ‘87년 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20세기 카르텔 정치’에 가깝다. 이를 혁파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양당의 카르텔 체제를 강화시켜 온 현재의 다수 득표제도(FPTP)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등 이해집
단을 배제한 채 중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거제도위원회에서 안을 작
성한 후 의회에서 가부에 대한 비준을 얻는 대담한 처방이 필요하다. 아니면, 공론조
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투표와 결부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추락하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호별방문 허용, 선거
운동 기간의 연장,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등 현행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당 난립을 우려해 전국단위 정당만을 허용하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에 기반을 둔 로컬 파티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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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잉글하트의 주장을 한국에 적용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그의 일차적
관심은 탈물질주의 가치와 시민행동주의를 낳고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그것이 민
주주의에 주는 함의에 있지 정치 특히 정당정치와의 연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연구 성과 안에서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결합 방안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사회경제 발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 거꾸로 불평등과 신빈곤 등 신자
유주의 경제체제가 낳은 후유증에 대한 의도적 간과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특히 서비스 산업의 팽창으로 좋은
안정적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그 대신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속히 증대하여 왔다
(강명세 2008, 200). 그 결과 저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가구의 가계소득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중산층은 서민이 되었고,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양산되었으며, 누가보아
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가 6월 항쟁 28주년을 맞는 한국사회에 던지는 문제
의식은 심오하고 적절하다. 우리는 그를 통해 왜 한국사회에서 ‘광장의 정치’와 ‘촛불
시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왜 최근의 선거에서
낡은 야당과 진보운동이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여당에게 거듭 패배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연계는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미국의 무브온
(Move-on)이나 네오콘과 티파티(Tea-party)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뉴라이트가 그러
하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시민운동이 주도하였던 ‘내꿈나라’나 ‘희망과 대안’은 소기
의 성과 없이 일부 유명인사의 야당진출로 막을 내렸다.
잉글하트가 멈춰 서 있는 지점에서 또 다시 6월 항쟁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싶다. 하나는 복지와 성장, 생태에 기반한 ‘신경제’의 중요성이다.
사실 지난 15년 동안 민주 진영의 잇따른 정부 실패와 집권 실패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자연스런 결과다. 최근 나름
대로 성공한 야권 정치인인 김상곤(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안철수(창의적인 사회형
CEO), 안희정(3농 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공통점은 정치적 의제나 민주주의가 아니
라, 사회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업적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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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현 단계에서 신경제는 사회적 경제의 재구축(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공동체, 공제회, 상조회, 재단, 자원봉사 조직),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균
형 발전법의 전면 개정(제2 단계 지원 체계 모색), 북한 인권법의 개별 수용을 넘어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평화 협력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앞서 설명한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연계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
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야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면 필자는 정치의
현장성 강화와 입법 능력 제고라는 점에서 단연코 ‘을지로위원회’를 꼽을 것이다. 우
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문화로 무장한 신세대와 신좌파의 출현이 더디지만 꾸
준히 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들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따라 퇴보와 진전
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전적인 이들의 가치와 문화를 정치개혁의 창의적
동력으로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의 분리 속에서 방기하거나 아
예 ‘명박산성’이나 ‘경찰차벽’으로 차단할 것인가?
6월 항쟁 28주년을 맞아 우리는 또 다시 그 광장에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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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후기산업화의‘좋은 시민 ’
과
산업화식‘정당정치 ’
의 부조화
김용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I. 총평: 후기산업화기의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부조화

본 테제의 취지와 구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민주화 이후, 탈산업화 시
대로 접어든 현대한국의 민주적 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의 일환으
로 구미의 라인하르트 잉겔하트나 러셀 달턴 교수 등의 탈물질주의적 시민정치론을
소개하려는 시도가 독자에게 매우 신선하게 와 닫는 글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보편
적 현상으로 한국의 정치현상을 설명, 해석하려는 이론적 접근방식과 설득 논지는,
이론적 논의가 더 보안된다면, 1987년 민주화이후의 한국사회와 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세
계적으로 가장 가치관의 변화가 큰 사회이고 그 충격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나라
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분열과 혼란이 심각하며 이와 연관된 정치문화적 현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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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더 천착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의 “안철수 신
드롬”이 바로 이런 우리 사회의 세대간의 가치관의 변화와 격차와 관련된 정치문화
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반발에 기초한 “무당파” 유권자들
의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논지에도 동의한다.
후기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신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한 잉겔하트
의 <조용한 혁명>은 매우 인상적인 비교국제적 통계분석을 장기간에 거쳐서 수행,
실시하여 선진사회들의 새로운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등장을 설명한 저서이다. 그의
연구는 한국사회에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학계에서 이론가설의 도입과 관련 토
론이 있었지만 아직 그 통계분석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달턴 교수의 “더 굿 시티즌”(2008)의 저서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유형
의 시민문화, “관여적 시민문화” 유형을 —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제기된 가설인데 — 한국에 바로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런 노력
이 바로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는 이 글에서 충분히 논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평자가 이 글을 읽고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이다. 이 글은 현재 집필이
진행중인 글로 보이며 보완, 수정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글에서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의 위기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필자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과연 한국정치의
현 단계의 최대문제가 단순한 투표참여와 시민행동의 분리라고 볼 수 있나? 오히려
지나치게 전투적이며 비타협적인 정당정치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최근 한
국사회에서 민주화이후에 오히려 성찰적 민주화나 심의민주주의의 도입이 지지부진
하고 의회정치의 실종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부실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관여적 시민
정치 현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보다는 현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
정치발전의 제반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관여적 시민정치”현상이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합리적 접근을 제시하는 것이 더 이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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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토론과 질문

(1) 이 글은 러셀 달턴이나 잉글하트의 서구 탈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정치문화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런데 달턴의 연구와
잉글하트의 연구 중 어느 것을 적용한 연구인가? 양자는 같은 이론적 접근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접근을 하는가? 이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를 더 분명하
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관여적 시민성(Engaged Citizenship)이라는 구미사회의 새로운 시민성이 과
연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정치에 등장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등장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 구조적 조건이 탈산업사회라는 점 그리고
탈물질주의의 현상의 증가라는 정도가 아닌가? 최근의 정치현상, 특히 “거리의
정치”현상들을 단순히 “관여적 시민성”이라는 선진적 정치문화현상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젊은 세대가 많이 가담하는 집합행동들이면 다 “관여적 시민성”
이 자동으로 매개된 것이고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거나 “민주적인 것”이라
고 볼 수 있는가?

(3) 신세대의 보수화에 관한 통계적 추이는 흥미롭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시각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글이 한국정치의 미래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려 하는 시각을 견지한다면, 한국정치의 중요한 단체와 행위
자들 모두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가 두 날개로 날 듯이 우리의 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기능을 수행하는
안정된 정당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보수와 진보는 두
가지가 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이념 아닌가?

(4) 한국의 광장의 정치와 촛불대시위가 과연 반드시 “더 굿 시티즌”의 현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인가? 물론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개혁적 열정이 분출된
점에서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와는 다른 흐름의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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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우병 괴담”에서 보듯이 비합리적인 담론과 사회적 불만의 폭력적 분출
현상의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 대하여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5) “좋은 시민”에 대한 논의는 신세대 정치문화의 긍정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과 기성세대가 깊이 성찰하고 반성
하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무당파 현상이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한국정당정치
의 발전과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더 포괄적 심층적 문제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
가? 이글에서 한국의 모든 정당들에 대해 정치문화개혁의 측면에서 합리적 비
판을 제기하는 부분이 추가보완되기를 바란다. 또 SNS를 포함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문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더 분석하여 줄 수 있다면 이 글의 시각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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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민주주의의 위기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전망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민주주의와 생태주의, 그 결합에 관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물론 언
론 지면에 다양하게 나온다. 구글에서 “민주주의 후퇴”라고 치면 다양한 기사나 웹문
서들이 쏟아져 나온다. 2015년 5월 1일자 <광주일보>에 따르면 바실 페르난도(71)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위원장은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땐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면
서 “아시아에서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이라고 낙제점을 주었다. 또한 최근에는 독일의 튀링엔 신학대학
에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회를 열고 참가 초대에 응하지 않은 주독 한국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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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1997년에서 2013년까지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의 오하이오 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데니스 쿠시니치(Dennis J. Kucinich)의원은 2014년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Open Letter To Her Excellency Park Geun-hy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 한국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편지
를 공개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
다(News in Progress, 2014/07/28). 2014년 9월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실
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5.14로, 평등
화 지수는 4.74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 자체도 낮은 수준이지만 두 지수 모두 전
해인 2013년의 5.91과 5.34에서 더 낮아진 것이었다(경향신문, 2014/09/09).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에 39위로 출
발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기인 2006년에 최고 31위까지 올라갔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인 2009년 역대 최하위인 69위로 내려갔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연속 50위를 차지
했다가 지난해 2014년에는 57위로, 올해는 60위가 되었다(한겨레신문, 2015/03/20).
2014년 언론지수는 박근혜 정부 언론환경이 정권교체 직후 언론탄압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2009년 이래 최악의 점수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5년 4월 29일에 발표한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
서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세계 67위로 33점을 기록하여 한국은 ‘부분적 자유
(partly free) 언론국’으로 분류됐다(경향신문, 2015/04/40). 참여정부 말기인 2007
년만 해도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정치 자유 1등급’ 국가로 분류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시기인 2011년에 31점을 기록하기 지작하면서부터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
류되어 ‘인권 퇴행국’으로서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 때 이후 이러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2013년 31점, 2014년 32점으로, 2011년 이후 5년째 언론자유국 지위
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현주소를 고스
란히 드러낸다. 꾸준한 언론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
다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은 환경·생태분야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우선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정치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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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생태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데 있어 어떤 한계를 갖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생태민주주의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논의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이긴 하다. 한국
의 문제는 생태문제의 해결에 한계를 가진 자유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환경생태문제의 상
관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자유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인 생
태민주주의 논의를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왜곡과 후퇴가 어떤 환경·생태문제의 질곡과 파행을 가져왔는지를 살피
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한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권에서 보다 공격
적으로 추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안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환경·생태영역을 어떻게 파괴하고 굴절시켜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생태민주주의의 등장1)

1. 자유민주주의의 특성과 생태적 위기의 상호 연관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원리로 한 정체를 택하고 있
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요소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
라 다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는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을 세운 후 민주적 절차에

1) 이 절의 소절 1), 2)는 윤순진(2009)의 “생태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을 약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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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이러한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지
향한다. 드라이젝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란 선출직(elective office)을 위한 경쟁, 자
유로운 정치적 결사를 통한 대중의 대정부 압력행사, 헌법적 범위 안에서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적 권리의 보장, 사적 이해의 전략적 추구 등을 주요한 특성으로 내포
하는 정치원리이다(Dryzek, 1994: 179; 윤순진 2009 재인용). 자유민주주의사회에
서는 모든 시민의 정치·사회적 평등과 시민의 책임성(civil accountability), 정체의
형성과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합리성(rationality) 등이 중요한 특성으로 작동한
다(Byrne and Yun, 1999; 윤순진 2009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점증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무
능하다거나 심지어 환경오염과 파괴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제
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환경의 오염이나 파괴와 연계되어 있는 것일
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속성을 가지는
지,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 이러한 자유민
주주의 원리가 생태적 위기와 결부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1인 1표(one man, one vote)”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 자유민주
주의국가에서 수립되고 이행되는 공공정책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개인의 의지
가 모여서 이루어진 총합으로 간주된다. 1인 1표제는 유권자나 투표자간에 인종이나
성, 재산,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투표자들이 가지고 있
는 정보가 동등하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게다가 투표자들이 장기적인 공공의 이해보
다 단기적인 사적 이해를 중시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생태문제의 경우 어쩌면 1인 1표제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생태계에 부담을 가하는 개
발행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투표자들이 개인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매몰될 경우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에 기초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개
인적 이해를 중시하며 각 개인이 환경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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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치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
다. 이 두 제도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면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친화성(affinity)을 가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지의 합으로 대표
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표출된 개인적 의지의 합으로 시장의
총수요를 판단한다. 다만 시장경제에서는 경제력의 크기가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장이 확장될수록 집합주의가 쇠퇴하고 개인주의의 상승하
며 이는 대개 정치적 개인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Dryzek, 1996).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에서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지향하듯이 자본
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선택의 자유”를 구현하는 체제다(O’Connor, 1994). 이렇
듯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함으로써 “분절
적인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Ophuls and Boyan, 1992)나 “선호의 집
합(preference aggregation)”(Dryzek, 1998)을 운영원리로 한다. 이러한 원리들이 작
동함으로써 구성원들은 개인적 이해와 관심에 보다 민감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내재적 친화성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유민
주주의는 물질적 성장이란 가치에 기초해 있다. 애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정치
적으로는 전제정치로부터의 해방(emancipation)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자연적 제약
(constraint)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Byrne and Yun, 1999). 18세기와 19세기
사회의 지배적인 화두는 평등주의(egalitarian)였는데 이는 모두의 더 나은 물질적
행복을 위해 자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Dryzek,
1998; Byrne and Yun, 1999).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
을 제공하는 평등주의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정복해서 더 많은
물질적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안되었다.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고 이를 변형시키며 개발하게 되었다.
삶의 원천으로서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의 원천으로 이해되었던
자연은 이제 모두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산활동의 한 요소로 치환되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능력이나 기여의 정도에 따라 개인들 사이에 분배받는 몫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위나 계층과 무관하게 경제성
장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Mumford, 1964; Ophu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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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an, 1998). 비록 각자가 가질 수 있는 파이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개인들에게
배분되는 파이는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고 사회적 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부가 사회
저변까지 흘러내림으로써 각자의 몫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서게 되면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되는 경우조차
자유민주주의를 효과적인 정치체제로 정당화하게 된다(Nogaard, 1994). 왜냐하면
경제가 영원히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부와 정치권력의 분배구조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부와 정치권력의 분배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이의 몫을 키워주기 위
한 경제성장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제가 될 가능
성을 갖게 된다(Byrne and Yun, 1999). 물질적 성장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 접근은
자연에 대해 도구적 이해로 귀결된다. 자연은 인간의 편익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경제적 편익을 생산하는 자원일 뿐이다. 그대로의 자연세계는
비생산적이어서 과학과 기술이 적용되어 변형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자연의 한계는 과학기술의 적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성은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운
영원리는 대의의 원칙(representative principle)과 다수결의 원칙(majoritarian principle)으로, 정치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의 적절성(adequacy)과 공정성(fairness)을 강
조한다(Ophuls and Boyan, 1998). 규칙이 적절하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도 공정
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 다
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자유민주
주의가 절차지향적 성향을 가지게 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라는 정치적 수단에 귀속되어 버린다. 오펄스와 보얀(1998)은 자
유민주주의는 “내용”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지
적하는데 이는 생태주의가 실질적 결과를 주창하는 것과 명확히 대비한다(Goodin,
1992).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항상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지
는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원할 때, 시민의 표로 선출되어 구성되는 정치기구들이 그러한 시민적 요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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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유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과정은 환경
적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과정 자체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환경에 관심
과 가치를 두지 않는 권력 있는 소수가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하여 이를 주도할 경우
시민 다수가 환경적 관심이 아주 높다 하더라도 다수의 뜻이 정책내용에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음으로써 환경파괴로 귀결되거나 야기된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제 원리도 생태문제와 관련하여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누
구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는지의 측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Doeleman,
1997; Yun, 2001; 정규호, 2006; 윤순진, 2009). 시간과 공간, 종(species)의 차원에
서 현재의 대의제 원리는 생태문제의 해결이나 예방에 무능력할 수 있다. 첫째, 시간
적 차원에서 대의제 하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투표권을 갖지 못한 현재의
사회구성원의 이해는 대변되기 어렵다. 현 세대가 야기하는 생태문제가 현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문제의 형성과
발현이 긴 시간적 지체로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날 수 있지만 당장의 이해에 매몰되
어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생태문제는 생물종의 상실을 포함해서 예전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비가역적(irreversible)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변화된 생태적 조건이 미래세대의 선택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미래세대의 이해가 적절하게 대변되기 어렵
다.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생태문제가 국가의 경계나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
로지르며 일어나는 일이 많으나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 경계 밖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 대의
가 쉽지 않으며 여러 주권국가의 영토를 넘나들며 일어나는 월경성 환경문제나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대의의 통로를 찾기 어렵다. 셋째, 종의 차원에서 현재의
대의제는 한정적이다. 주된 관심은 인간의 이해로 인간 이외 다른 생물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경향이 있다. 대의제는 시간과 공간, 종의 차원
에서 경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다만 표를 행사하는 시민이 이러한 경계에 갇히지 않고 생태적 관점에서 폭넓게
사고하고 그러한 자신의 관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때, 또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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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때 그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정 유형이나 단계로 민주주의와 동
의어가 아니다. 생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를 현 세대의 특정 공간
에 거주하는 인간들로 제한하지 않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믿음으로 자연을
도구화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갇히지 않고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합리성, 특히 “담화적 합리
성(discursive democracy)”(Dryzek, 2005)은 시간과 공간, 종의 경계를 벗어나 보다
넓은 생태적 맥락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 주창하는 동등성은 1인 1표라는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균형잡힌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2. 생태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생태민주주의는 자연민주주의의 생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민주주
의 원리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은 지구가 가진 “부양능력(carrying
capacity)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한계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시민의 정치·사회적 평등과 책임성,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되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숙의를 중시한다. 생태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생태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절차적으로는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숙의의 과정을 핵심
기제로 한다(윤순진, 2009).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생태민주주의란 한계를 인식
하지 않은 끊임없는 경제성장의 추구가 환경오염과 파괴를 야기한 데 대한 성찰과 함께
환경오염과 파괴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상황이 사회·경제·보
건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생태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대한 성찰을 기초로
하여 생태적 한계 내에서의 경제발전과 생태정의를 추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식 1인
1표의 행사나 대표자의 선출에 의한 정책 결정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토대로 보다 숙의적인 담론구성을 통해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생태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생태정의란 환경정의 개념을 사회내 관계들에 국
한시키지 않고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에로 확장한 것이다. 환경정의 개념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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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고 실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미 연방환경
청은 환경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인종, 민족,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환경법, 규제, 정
책의 개발, 이행 및 집행에서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환경과 건강유해요소로부터 똑
같은 수준의 보호를 향유하고 우리가 살고, 배우고, 일하는 곳을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두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때 달성된다.”고 보고
있다. 1995년 전국 입법부 회의와 환경정의 연구모임에서는 환경정의를 “인종, 소득,
문화 또는 사회계급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 위해나 건강위해로부터 평등
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환경정의자문
위원회(Massachusetts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mmittee: MEJAC)는 환
경정의를 “인종이나 소득, 문화, 사회계급과 무관하게 환경적 위험과 건강 위험으로
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니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환경이익만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건강위험을 균형있게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Agyeman, 2005). 환경정의의 내용에 대해 앞서 기술한 기관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연방환경청은 공정한 대우와 의미있는 참여를, 전국 입법부
회의와 환경정의 연구모임에서는 평등한 보호를, 매사추세츠주 환경정의자문위원회
는 평등한 보호와 환경권의 향유, 편익과 위험의 균형 있는 부담을 강조한다. 이를
종합해서 환경정의를 정의하자면,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가 있으며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실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
환경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정책이나 법, 계획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볼 수 있다
(Agyeman, 2005). 의미 있는 참여란 어떤 개발사업이나 정책으로 영향 받는 주민이
정책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에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
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의사가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정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서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시간적 공간적 종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한계
를 가진다. 시간적으로도 현세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래세대와의 환경정의가 제
대로 조명되지 않았고 미국이란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국가간 환경정의가 포착되
지 않았으며 사회구성원인 인간을 넘어서서 다른 생물종과의 환경정의는 다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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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미래세대와 현세대, 국가 사이, 나아가 자연과 사회의 ‘정의로운 관계’에 대
한 논의로까지 확장될 때 생태위기로 불리는 다양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해결될 수
있다. 사회 내 구성원간의 환경불평등을 교정하고 치유한다고 해서 인간의 자연 착
취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과 다른 생물종 간의 정의로운 관계, ‘사회의 자연에 대한
정의’의 차원으로 이러한 접근이 확대되어야 한다. 권리주체를 미래세대와 다른 생물
종으로까지 확장하여 정의로운 관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생태정의라 한다. 생태
정의적 관점에 기초할 때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인간종으로부
터 다른 생물종에게로 환경적 부담과 위기를 전가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태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다른 입장 되어 보기’가
가능하려면 숙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생태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
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합리성이 이러한 숙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담화적 합리성(discursive democracy)에 기초해서 담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경우
자유민주주의 전통에서 시간과 공간, 종의 경계에 묶여 있던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Dryzek, 1990, 1996, 1998). 이러
한 숙의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민주적인 “절차”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환
경적 건전성이란 “내용”을 담보하기 곤란한 자유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한계가 상당
히 완화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생태민주주의란 생태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면서 숙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행하는 정치원리다. 실질적 정의는 환경문제 자체의 발생함으로써 사회 구
성원 모두의 환경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데, 분배적 정의는 환경적 편익은 물론 위
험과 비용의 공평한 부담에, 절차적 정의는 주민참여와 정보제공에 관심을 두기에
이러한 세 차원을 모두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가 경계 밖 시민들과 함께 미래세
대, 다른 생물종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심사숙고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생태적 건전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생태민주주의와 녹색국가
국가가 녹색의 기치를 내걸고 제도와 구조를 녹색화해 가는 국가를 녹색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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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Dryzek 등(2002)에 따르면 근대국가는 사회운동의 성장으로 요구받는 임무
가 달라지면서 역사적으로 변모를 거듭해왔다(<표 1> 참조). 모든 국가가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국가의 성격이 대개 이러한 방향으
로 변화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국가의 세 번의 변모
국가의 종류
초기 근대국가
(Early modern state)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국가
(Liberal capitalist state)
케인즈식 복지주의국가
(Keynesian Welfare state)
녹색국가
(Green state)

관여된 운동

국가의 임무

없음

치안, 국방, 세입

초기 자본가계급주의 치안, 국방, 세입, 경제 성장
연합, 사회주의 정당 치안, 국방, 세입, 경제 성장, 정당성
환경주의

치안, 국방, 세입, 경제 성장, 정당성,
환경보전

출처: Dryzek, John S. et al. 2002

초기 권위주의적 국가는 내부 질서(치안) 유지와 생존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의 우
위 확보(국방), 이 둘을 실현할 수 있는 세입 확보를 주요한 임무로 하였다. 즉, 당시
국가의 임무는 공공의 관심사인 존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확보였다. 초기 근대국가
에서 세입은 정태적인 경제에 기초해서 과세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자본주의의 성장
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율의 증가 없이 세입증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세입
증가를 가져온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것
이 중요하며 그 결과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 유지가 국가의 중요 임무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임무 변화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
적 요구를 가진 자본가계급이 제도 밖 비판적인 공론장(public sphere)으로부터 국
가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이윤 증가에 대한 이해와 국가의 새로운
이해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의 등장을 가져왔다. 처음에 이들의 도전은 억압되었지만 자본주의의 전위
(dislocation)를 막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수용하여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이 사회운동을 통해 주장한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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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즉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다섯 번째 임무로 추
가되었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제도 밖 비판자에서 국가 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국가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바로 치안, 국방, 세입, 경제 성장, 정당
성이라는 이 다섯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가 추가되는
국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환을 야기한 사회운동의 이해관
심이 국가의 핵심 임무로 이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를 통해 사회운동 당사자가
국가의 제도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새로운
계급의 출현과 국가 내부로의 진입과정에서 민주주의 또한 확대되어 왔다.
이제 새롭게 제기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근대국가가 다시 한 번 더 전환될
수 있을지 기로에 놓여 있다. Dryzek 등(2002)은 환경주의적 관심이 국가의 핵심적
인 관심영역으로 진입하고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를 체화하는 것이 국가의 의
무가 될 수 있다면 녹색국가(green state)로의 전환이라는 제3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의 전환과정을 되짚어보면 환경보전의 요구가 국가의 주요
의무로 수용되고 환경운동의 주창자들이 국가 내부로, 즉 정책결정과정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녹색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각 단
계들을 밟아서 국가 성격의 전환이 일어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모든 국가가
이러한 경로를 반드시 거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한 단계에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전환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근대국가의 생태적 파괴성에 대한 자기성
찰과 숙의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생태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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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 시대 민주주의 위기와 생태위기의 접합

앞서 생태위기의 시대, 생태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요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사실
생태민주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상태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체에서는 자연의 한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은 없지만 절차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
주의가 갖는 한계로 인해 생태위기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사
회는 절차적 합리성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태위기로의 진행이 한층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생태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4대강 사업과 핵발전 확대정
책을 다루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적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생태위기가 발현
되기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만을 주창하는 정체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생태위기
로 귀결된다. 지금의 한국적 상황이 바로 그 실례가 된다.

1. 4대강 사업
1)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추진의 비민주성2)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축사를 통해 저탄
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
들과 달리 “녹색”을 주요한 정책 지향으로 내세움으로써, 또한 한계가 있지만 시민들
이 즐길 수 있는 도심 녹색공간으로 청계천을 만듦으로써 녹색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란 기치 아래 녹색뉴딜 사업
이란 형태로 추진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3)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2) 이 소절의 많은 부분은 필자가 2010년에 ｢이명박 정부 2년 백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에 쓴
“4대강 사업: 자연과 사람, 민주주의의 죽음”에서 상당부분을 가져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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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생태계 복원,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
창조 등을 4대강 사업의 목표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도정비(준설), 보(댐)
건설,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 강변저류지와 홍수조절지, 낙동강 및 영산강 하구언
구축, 신규 댐과 농업저수지 건설, 자전거 도로 구축, 수질 대책 등을 주요 사업 내용
으로 하였다. 공사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인 2009~2012년으로 총 22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6년 9월 한반도대운하
연구회라는 곳에서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 달 후인 2006년 10월 25일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대운하 구상’의 윤곽을 공개하였다. 이 구상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 내에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져
이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로 인해 반대여론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이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은 2008년 1월 31일에 있었던 한반도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모임의 발족이었다. 8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서울대 교수모임에
서는 대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12일에는 종교환경회의가 주축
이 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운하 길을 따라 도보순례를 시작했고, 2월 19일
에는 38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을 결성하였다. 3월 10일에
는 한반도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모임이 발족했고 3월 25일에는 전국의 교수 2,544
명이 ‘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을 발족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나갔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의 안전성 보장과 검역주
권 회복, 민주적 절차 회복을 내용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다수 국민의 반대의사가 표출되어 “국민이 반대한
다면 사업 추진의사를 접겠다.”며 이명박 전대통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

3)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사업명을 사용했지만 환경단체들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으로 명명하였다. “살리기 ”란 표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사업 후 4대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중립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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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08년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4조 원 규모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년 12월 29일 나주와 안동을 4대강 정비사
업의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착공식을 가진 이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
진되었다. 2009년 2월에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발족하였고 4월부터는 공식적으
로 공사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불렀다. 예산도 14억 원에서 22조 원으로 증액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사업으로 간주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3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조 원 가량의 실물경기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발표하였
다. 4대강 사업의 추진 일정은 <표 2>에 정리하였다.
4대강 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은 물론 추진 절차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
되었다. 대표적인 쟁점들로는 4대강 사업이 진정으로 가뭄과 홍수 예방에 적절한
접근인가, 또 가뭄과 홍수예방이 보 설치와 준설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 방식으
로 해결될 수 있는가, 4대강 사업의 논거가 되고 있는 물부족국가란 규정은 타당한
가, 살려야 된다고 표현된 4대강의 수질이나 수생태계는 어떤 상태인가, 4대강 사업
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가,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사업과 동일 선
상에 있는가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 내용 못지않게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사업결정과 추진과정과 관련한 절차의 비민주성이었다. 4대강 사업 추진 절차의 비
민주성을 문제 삼아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꾸려지고 2009
년 11월 26일 이 국민소송단은 각 수계별로 서울, 부산, 전주 및 대전 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의 취소와 행정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대강 소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였는데 이 고시 처분
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소송은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더불어 공사의 근간이 되는 각
고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또한 제기하였다.
하지만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2심의 경우 2012년 2월에서야 있었던 부산 고등
법원에서만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판시 외에는 모두 패소하였다. 부산 고법의 국
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데 그쳤을 뿐 사업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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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법원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예견된 것이었다. 살아 있는 정권이 추진하
는 핵심적인 전략사업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별로
없었던 것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다.
<표 2> 이명박 정부 하 4대강 사업 일지
시기

내용

2006.10.25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

2007.12.27

인수위,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

2008.01.14

건설사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 구성

2008.01.31

한반도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모임 발족

2008.02.28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 한다는 전제로 검토 중”

2008.03.25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발족

2008.05.13

청와대 회동에서 정두언 의원, 운하의 컨셉을 4대강 유역재정비로 바꾸
어 4대강 정비사업 우선추진하고, 연결 문제는 계속 논의하도록 제안

2008.05.16

정부, 한반도 대운하 추진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유역을 우선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

2008.05.23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임을 폭로하는 양심선언,

2008.06.02

청와대,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

2008.06.19

이명박 대통령,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단 해
체 방침

2008.11.05

국토해양부, 국회에 “4대강 정비 계획” 예산안 설명

2008.12.15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의결(14조 원)

2008.12.29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

2009.2.5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2009.4.5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

2009.4.27

정부합동보고회에서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 발표

2009.5.7~19 12개 시 · 도 설명회
2009.5.25

공청회

2009.6.8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2009.8.20

유엔환경계획(UNEP) 4대강 긍정적 평가한 녹색경제 중간보고서 발표

2009.9

1차 턴키공사 입찰, 사업자 선정(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2009.9.21

4대강살리기 사업 보상 시작

2009.11.6

“환경영향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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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2

착공식(영산강 6공구, 금강 6공구)

2009.11.26

4대강 정비사업 위헌 소송 및 국민소송단 출범

2009.11.27

착공식 (한강, 낙동강 2공구)

2009.12.1

“다기능 보 기본 구상” 발표

2009.12.8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2010.1.17

“함안보의 관리수위 변경” 결정

2010.5.11

국토부 “대국민 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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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8.31 환경운동연합 이포보 점거 농성
2010.7.26

“예산 산출 근거 공개” 승소 판결

2010.12.3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 기각 판결

2011.1.27

감사원 ‘사업 문제 없음’ 감사 결과 발표(1차 감사)

2011.4.14

“4대강외지류지천정비사업계획” 발표

2011.8.9

16개 다기능 보 명칭 확정

2011.9.24

세종보 개방, 4대강 16개보 순차적 개방 시작

2011.11.4

“친수구역특별법” 입법 예고

2012.2.10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

2012.2.27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 사업 준공 앞두고 민관합동특별점검단 구
성, 특별점검 시작(민간전문가 44명 포함 총 93명, 사업 비판 전문가들
일체 배제)

2012.6.5

공정거래위원회,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관련 19개
건설사 제재(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8개 건설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 원 부과, 8개사 시정명령, 3개사 경고 조치)

2012.6.4

세계자연보전총회 사무총장 4대강 긍정적 평가

2012.8.7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현상 심화로 “녹차라떼”라는 신조어 생겨남

2013.1.17

감사원 ‘사업 문제 있음’ 감사 결과 발표(2차 감사)

2013.2.7

국민권익위원회 4대강 사업 2차 공사에서 담합 관련 현대건설 · GS건설 ·
SK건설 · 삼성물산 · 대우건설 · 현대산업개발 · 포스코건설 · 대림산업 등 8
개 대형 건설사 포함 17개 건설사 검찰에 수사 의뢰

자료: 윤순진, 2010, “4대강 사업: 자연과 사람, 민주주의의 죽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공편), ｢이명박 정부 2년 백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
의｣, 163 재구성(이후 사건 추가 작성)

이러한 법적인 논란 이전에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
이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시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서 어떤 주장이 옳은지 논의하고 검토하는 자리도 없었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4대강 사업 추진을 결정한 절차는 2009년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4대강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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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업에 대한 중간성과 보고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 대상 지역설명회 개최
(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과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진행, 공청회(5.25) 등을
진행하여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하지만 전 국민의 식수원이자 우리
나라 (수)생태계의 중심축인 4대강, 경제적으로도 22조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을 결
정하는 과정으로는 정책결정 기간이 너무 짧으며 여론 수렴 방법 또한 지극히 간단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앞서의 절차를 거치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사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거의 논의과정에 초대받지 못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을 비롯해서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조직과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는 정부 측 담당자를 포함한 사업 추진 찬성 인사들을 초청하였지
만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가 전문가검증단을 구성하여
4대강을 올바로 살리는 방안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앞서 부산 고법의 판결로 확인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추진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자유민주
주의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이후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최소한 국가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성숙해져 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썼듯이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절차적
민주성이 내용적 민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로 제기되었다. 앞서
오펄스와 보얀(1998)이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내용보다 더 중시함으로써 생
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참여정부가 개발민주주의로 분류되기도
하였다(구도완, 2012).4) 개발민주주의는 개발국가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민주화를
통해 참여적인 특성으로 전환한 체제와 담론으로 현세대 국민의 풍요가 결제성장과

4) 구도완(2012)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지배체제/담론을 개발독재(권위주의), 생태독
재(권위주의), 개발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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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를 우선시하는 개발주의의 특성이 유지되기에
생태문제를 등한시한다. 따라서 절차적 민주성이 생태적 건전성을 담보해주지 못한
다는 점이 오히려 논의의 대상이었다.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
를 위해 주민투표를 도입하였지만 그러한 절차적 민주성이 “돈과 위험의 거래”로 입
지과정을 설계한 것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이 비판되었다(윤순진, 2006).
절차적 민주성이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성찰을 기초로 생
태적 건전성과 시민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지향하
는 생태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윤순진, 2006; 구도완,
2012).
4대강 사업은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상돈, 2010; 윤순진 2010).5) 부산 고법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국가
재정법 위반의 경우를 대표적인 경우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
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대형국
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재정이 남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국가재
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국가재정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
을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제38조 제2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규정해
놓았는데 2009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항목으로 제10호를 추가하고 면제 대상사업의 “재해 복
구 지원” 항목을 “재해 예방 복구 지원”으로 수정하였다. 바로 이 개정 내용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만든 후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처사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이상돈, 2009). 하지만 이런 위법성에도 불

5) 4대강 사업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돈(2009)와 윤순진(2010)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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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처벌 받은 자는 아무도 없는 상태다.

2)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은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을 비
롯해서 다양한 환경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다. 4대강 사업에서 쟁점이
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을 통한 가뭄과 홍수 예방, 타당한가?; 보(댐)와
준설이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가?; 한국은 정말 물부족국가이며 4대
강 사업으로 물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4대강 사업의 수질은 어떠하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가?; 4대강 사업은 운하의 전단계 또는 운하사업의
연장선 상에 있는가 아닌가?; 4대강 사업은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
일자리 창출문제 이외의 모든 쟁점들은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금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예견된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4대강에서는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불거졌
다. 4대강의 16개 댐(낙동강 8, 한강 3, 금강 3, 영산강 2)은 2011년 10월에 모두
완공되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6) 하지만 댐 건설공사 완료 후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현상이 역행침식이다.7) 4대강 사업 후 역행침식이 일어
나면서 4대강의 많은 지천이 붕괴되거나 붕괴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장마로 물이
불어날 때는 침식이 더욱 커져서 하천 바닥과 제방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지천에
놓인 교량에도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0년 여름에 이

6) 이명박 정부가 “보”라고 부른 구조물은 사실 “댐”이다. 원래 보(洑)란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 두는 저수시설”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즉, 보란 농업
용수로 쓰기 위해 작은 시냇물을 막아서 만든 작은 규모의 저수시설이다. 또한 김정욱(2010)에 따르
면 이명박 정부가 보의 영문표기로 사용한 weir는 둑 가운데 일부를 터서 물을 흘러 보내는 시설이
나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모양의 홈을 파서 높이를 재는 경우의 시설물을 일컫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보’와는 다른 것이다. “댐”이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파장을 사전
에 차단하고 오히려 보가 가진 자연스런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7)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여 수심이 평균 5~6m로 깊어졌고 그 결과 본류와 지천 바닥의 표고
차이가 커짐으로써 지천의 물이 본류와 만나는 합수부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되었다. 이
때 지천의 강물 흐름이 거세지면서 지천 바닥이나 양 측면 제방이 붕괴되고, 지천 상류로 이런 붕괴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를 역행침식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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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역행침식에 따른 교량 붕괴가 발생했는데, 남한강 지천인 연양천의 신진교, 한천
의 용머리교, 낙동강 지천인 청도천의 한 교량도 역행침식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느라 시멘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해 댐 본체에 균열이 발생해서 물이 새기도 하고 세굴
현상과 침식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8) 2012년 10월에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
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4대강 16개 댐 중 15개 댐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했
고, 이 가운데 7개 댐에서는 보강 공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굴이 발견됐다. 세굴
현상은 콘크리트 두께 1m의 바닥보호공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환경운동
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파이핑(piping) 현
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파이핑은 댐 상류의 물이 하류 쪽으로 스며들어 구조물과
암반 사이의 모래나 자갈 부분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미
합천 창녕보와 창년 함안보, 강정 고령보 등에서 물받이공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바닥
보호공이 유실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댐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서 댐 자체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 4대강반대범시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추
진본부는 4대강 사업 준공을 몇 달 앞둔 2012년 2월 20일부터 민관합동특별점검단
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시작하였다.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은 민간전문가 44명을 포
함, 총 93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단 총괄단장과 4대강별 점검단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점검단 운영과 현장점검
등을 점검단장이 주관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윤세의 경기대
교수를 총괄단장으로 하여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만든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
설안전공단, 수자원공사, 수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등이 참여했
다. 이들 대부분은 국토부 기관들이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해 온 전문가
들이나 시민단체는 모두 배제됐다. 정부는 반대 쪽 인사들은 시각 차이가 커서 함께

8) 세굴현상이란 토사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 강바닥이 움푹 파이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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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워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로 드러났다(환경운동연합,
2013).
4대강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 추진의 부당성,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은 사업
시작 전부터 반대측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진행한 감사결과를 2011년 1월에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4대강 사업에 문제
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직전인 2013년 1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공개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
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게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다. 그런데 2013년 감사 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
긴 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
지 않고 사업 추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만 지적하는 한계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했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2012년부터 낙동강을
비롯해 한강연안에서 녹차라떼라 불릴 정도의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2년 금강에서 시작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과 2013년 남한강 재첩 떼죽
음, 2013년부터 계속된 낙동강변의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이
런 현상은 이제 시작일지 모르며 수생태계와 습지의 변화로 인간의 예상보다 빠르게
강의 파괴와 죽음이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4대강 사업 덕택에
가뭄과 태풍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고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
되었으며 4대강 댐 개방 후 천만 명이 넘게 방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
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물 흐름이 정체되어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앞으로 들어갈 유지 관리비가 매해 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경부
는 2013년 1월 2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4대강 사업 수질개선목표 달성
완전 실패로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2년 수질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
비교 시 전체 11개 지점에서 BOD의 경우 7개 지점, TP의 경우 5개 지점에서 목표달
성 실패, COD 기준 시, 분석 대상 지점의 75%에서 사업 후 수질 악화”란 내용을
발표하자 환경부는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의 목표를 BOD 기준 ‘좋은물 달성률’에
대해 ’08년 75.8%에서 ’12년 86.3%로 설정하였으며, ’12년 수질 실측 결과, 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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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였으며 “모델링 예측값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며 “4대강 마스
터 플랜 상 수질개선 목표는 BOD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COD 기준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BOD로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을 내
놓았던 것이다. 게다가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도 공사 이후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년 동안
홍수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이 1조2031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그림 1> 참조).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시설물이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오
히려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사실 매미와 루사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태풍피해가 크
지 않았음에도 4대강변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들로 인해 작은 태풍에도 수백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림 1> 2008~12년 4대강 지역 홍수 피해 현황(좌)과 2009~12년 유역별 홍수 피해(우)

출처: 경향신문, 2013/10/14, “4대강 국감 자료, 홍수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결국 87년 6월 항쟁이후 발전시켜 온 다양한 민주적 절차들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
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공약사항이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과정
을 거치지도 않고 다양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던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
위험의 증가, 재정 손실과 향후 부담의 증가라는 엄청난 사회·환경적 손실과 부담
을 가져왔다. 강을 죽이는 행위가 “살리기”로 포장되고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
이 “녹색 뉴딜”로 치장되어 녹색 이미지를 입었다. 자연을 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연을 변형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토목공사가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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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적인 토론이나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더 기본적으로는 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절차도 어기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으로 3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녹색의 실체가 회색이었음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내용적으로 전혀 녹색 가치를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앞서 녹색국가는커녕 생태권위주의국가로 분류될 수도 없다. 여전히 개
발지향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개발권위주의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
제성장의 실현이라는 자본주의국가의 핵심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녹색 영역에서 성장
의 잠재력을 찾고자 하는 점에서 일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는 정책결정의 비민주
성이다. 여론 조사들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이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강행했다는 점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조차 구현하지 못하는 개발권위주의국가
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애초 내걸었던 목적을 하나도 실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은 그 사업을 왜 그렇게 서둘러 밀어붙이기로 해야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3)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처리의 비민주성
4대강 사업은 2012년 말에 준공식을 가지고 본류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선
언했지만 2015년 5월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를 통해 이명
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계획부터 재정지원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총체적으로 문제
가 있는 사업임이 드러났다(<표 3> 참조).9) 애초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목적도 잘못되었
고 설계와 시공 모두 부실했으며 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게다가 2008년 촛불집회 기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
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

9) 감사원은 세부계획 수립과 이행실태(1차),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2차),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 실태(3차), 매장문화재 조사와 보호실태(4차)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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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공정위의 담합사건 지연처리나 턴키 담합
의 부적절성,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의 부적절
성 등에 대해서도 밝혀냈다.

<표 3>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배경과 결과
감사시기

배경

1차
(2011.1.27)

다수 부처의 역할과 기능
분담으로 잘못된 계획
수립 · 집행 우려가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2차
(2013.1.17)

3차
(2013.7.10)

감사 결과






공사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 관리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
관계기관 잘못으로 인한 5,119억 원
가량의 예산 낭비 사례 발견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설계 기준 잘못 적용·설계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 부족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소요 예상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공정위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결과 관련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국회감사 요구로 인해

공정위의 담합사건 지연처리 및 턴키담합
처리 부적정
국토부는 건설업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준설·보 설치 규모를 확대


1차
국회의 감사요구로 실시
(2013.10.18)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시행한 문화재 조사
일부 사업구간에서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 누락 확인
촉박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전문가
입회조사를 하지 않은 구간 존재

자료: 김춘식, 2013, “‘4대강 사업’에 대한 신문보도비평”의 표와 이후 감사결과 반영하여 재구성

하지만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
된 것 이외에 현재까지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22.2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투입으로 우리 국토 생명의 근간인 4대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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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으면 검증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여 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원의 감사는 박근혜 정부가 자체적으로 감사
의 필요성을 느껴서 감사활동에 착수했다기보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 국
회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
당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
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표 4> 박근혜 정부 하 4대강 사업 관련 일지
시기

내용

대법, 경실련이 “4대강 사업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
2013.3.15 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확정 판결
2013.7.10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란 제
목으로 감사 결과 발표(3차 감사)

2013.7.15

통합진보당,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5명 고발

2013.9.16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출범

2013.9.2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경쟁 입찰 가장하고, 입찰 가격 담합한 혐의로 11
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 기소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 발표(4차

2013.10.18 감사)

2013.10.22 “4대강 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소송
2014.2.6

서울중앙지법 4대강 담합 1심 공판에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 선고

2014.6.18

호소화된 4대강 주변에 큰빗이끼벌레 출몰 보도

2014.12.23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4대강 조사평가 결과 발표
2015.1.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
업피해 보상 예정 발표(4대강 사업 후 어민피해 첫 보상)

2015.3.9

공정거래위원회, 투찰률 합의 후 댐 건설 입찰 참여한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총 101억 9,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원의 제2차 발표로 4대강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갈수록 커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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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은 4대강 사업을 철저하게 재검증하는 전문가 중심
의 검증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7월15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13년 9월 6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사·평가위원회는 <표 5>에서 제시된 것
처럼 토목구조와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분야 민간전문가, 언론 및
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 출범 전 국무총리실은 시민사
회단체와 몇 차례 면담을 하였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실질적인 조사 권한 부여, 독
립된 사무국 설치, 충분한 예산, 4대강 사업의 탄생 과정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이러
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배제
한 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을 담당
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09년~2010년에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2012년 2월
까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에 앞장
섰던 이력이 있다. 또한 배덕효 공동조사평가위원장도 4대강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가 발간한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4대강 사업 찬성론자였다. 이
외에도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중립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4대
강 조사·평가위원회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
<표 5>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김범철*

김진수

고정민

주요 경력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
한국하천호수학회 회장
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자문위원(03~04)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
국제답수환경공학회 부회장
한국관개배수위원회 부회장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창조산업 연구소장
전 영화진흥위 부위원장

성명

배덕효*

윤성택

주기재

주요 경력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대한토목학회 수공위원장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
한국습지학회 이사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국제육수학회 한국대표
전 하천호수학회 부회장
전 한국생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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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언

이광열




신구대 토목과 교수
한국농공학회 이사



동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국제토질공학회 기술위원장
전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정구학

최동호




한국경제편집국 부국장
전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부장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부회장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
부회장
한국강구조학회 이사




이선우
이종은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안동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국곤충학회 이사

최승담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교수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4대강 사업 분야별 조사작업단: 수자원 33명, 수환경 28명, 농업 10명, 문화관광 8명
주: * 김범철 교수와 배덕효 교수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임
음영으로 표시한 위원들은 송호창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소속단체와
경력으로 미뤄 중립성이 의심되는 위원임(시사브리핑, 2013/9/9,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문제 있다. 朴근혜-MB담합했나?”)
출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재구성

이러한 위원 구성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1년4개월간의 조
사 끝에 4대강 사업 안전성 등에 대해 2014년 12월 23일에 공식 발표한 검증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재점화하였다. 조사·평가위원회는 보 구조물 안전성,
치수 등 4대강 사업 효과, 수질영향,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적절성 등 주요 쟁점사업
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
다”고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2014). 보 구조물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
는 기초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4대강 일부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파이핑 현상,’ 즉 누수현상을 확
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평가위원회는 한 편으로는 4대강 사업의 문
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고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라기보다 보완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한계를 보였다. 4대강 사업
준공 후 시민단체들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4대강범대위는 4
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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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추궁과 재자연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잘못된 사업계획과 엉터리 환경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평가에 대한 행정적-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
지, 훼손된 4대강을 어떻게 재자연화할 것인지,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법-행정-정치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기 위해 국정조사와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 또한 이른바 4대강 사업을 포함
한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대로 된 검증과 책임 규명,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 않다. 박
근혜 정부는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와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
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
댐 등과 같은 대형댐 건설과 지천 정비와 같은 4대강 후속 사업들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오자 ‘후속조치추진
단’을 구성하여 위원회가 제기한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수
립하고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본류 유입 오염지류·지천에 대한 수질 관리대책을 추
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4대강의 오염과 파괴를 막을 수는
없으며 후속사업들로 4대강은 지금도 신음 중이다. 심지어 최근에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규제완화의 일환
으로 섬진강까지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그림 2> 참조). 또한 경제성장에 대해 관심으로 인해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했던 지역의 규제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풀고 있
다.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km2) 중
남은 물량인 233.5km2 중 30만m2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
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실제로는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해 40만m2가 늘어나서다. 그리고 2020년가지 단계적으로
해체하기로 했던 해제 물량을 2020년에서 5년 앞당겨 올해부터 2년 이내에 풀 계획
이다.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하더라도 큰 밑그림 없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주고
단 기간에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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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근혜 정부 4대강 후속 조치와 5대강 친수지구 확대 추진 과정

출처: 경향신문, 2015/5/27,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2. 핵발전정책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활동은 경제만이 아니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
양오염, 해양열오염, 나아가 광공해와 전자파, 방사능오염까지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
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어떤 에너지 이용도
환경부하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 영향은 다르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경
우 환경영향이 가장 크며 미래세대와의 윤리문제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핵발전이다. 물론 석탄이나 석유도 다양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글에서
는 핵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의 민주주주의 위기와 핵발전 문제가 어떻게 연계
되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핵발전 관련해서도 너무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국가에너지기본
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결정 등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에너
지 관련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에너지 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다른 에너지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개별 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데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초안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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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에기본이 담
아야 할 내용은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1997년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997~2006년)이 수립되었는데 당시는
에너지합리화법에 근거를 두고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
어 있었다. 2002년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년)이 수립되었다. 2008
년에 근거법이 에너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20년 이상 기간에 대해 5년 단위로 수립
하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근거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년)으로 이름을 붙였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에 제2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이 발표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기설비
<표 6>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수립주체 정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
수립기간
시행
수립절차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년 단위로 수립·시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
한 사항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
한 사항
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내용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
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
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
항

박근혜
정부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3~2035년)
2014년 1월 발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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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 전력수요 관리,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을 담아야 한다(<표 6> 참조). 전기사업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전력수급
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2002년 제1차 전기본을 발표한
이래 2년 단위로 향후 15년간의 기간에 대해 전기본을 수립해 왔다. 전기본을 수립
하기 이전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었는데, 1991년 이전인 1985~1989년 사이에는 독점
전력사업자인 한전이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이행하였다. 그러다 1991
년 전기사업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인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정부가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한전이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지
만 이때까지도 내용적으로는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독점사업자였던 한전이 자
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발전부문에 경
쟁한다는 이유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여섯 개의 발전자회사로 나누는 방식의 전력산
업구조개편이 추진된 2001년부터는 한전 발전 자회사들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발
전 설비 건설 의향 조사”를 실시해서 전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제6차 전기본은 2012년 말에 발표되었어야 했지
만 새롭게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의향을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을
지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5일에 발표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직접
수립해야 하는 7차 전기본은 이미 작년 말에 발표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수립되
지 못하고 있다.
제2차 에기본에서 정부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을
5대 중점과제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원자력
을 29%, 신·재생에너지를 11%로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 제2차 에기본은 수요관
리 중심의 정책전환이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에너지 수요, 특히 전력 수요의 지속적이면서 가
파른 성장을 전망한 후 이를 충족시킬 에너지 구성을 계획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후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위기적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수요의 정점(peak)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하지
만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에너지계획의 내용은 수립과정이 어떠하며 누가 그 과정에 참여하느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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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1차 에기본과 제2차 에기본의 중점과제와 정책 목표 비교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08년～’30년

‘13년～’35년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자주개발률 3 → 40%】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전력수요 15%이상 감축】

탈석유 사회로 전환
【석유의존도 43 → 33%】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발전량 15%이상 점유】

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에너지원단위 0.34 → 0.18】

환경보호, 안전강화
【발전부문 온실가스 20% 감축】

녹색기술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기술수준 (선진국대비)
60 → 100%】

에너지 안보 강화
【자원개발률 40%,
신재생 보급 11%】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에너지 빈곤층 7 → 0%】

30.0백만 → 44.1백만TOE
(연평균 1.6%, 총 19.5% 증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15년부터 바우처제도 도입】
275.7백만 → 377.9백만TOE
(연평균 1.32%, 총 37.1%
증가)
205.9백만 → 254.1백만TOE
(연평균 0.88%, 총 21.1%
증가)
39.1백만 → 70.2백만TOE
(연평균 2.47%, 총 79.5%
증가)

전력 비중

17.3% → 21.3%

19.0% → 27.6%

원전 비중

41%

신·재생E
비중

29%(총 43 GW)
*2024년까지 36 GW확정

2.5% → 11%

2.4% → 11%

수립과정

정부 초안 마련 후 공청회

민관거버넌스로 초안 작성

계획기간

5대
중점과제
【정책
목표】

총에너지
수요
최종에너지
전망
전력

233.4백만 300.4백만TOE
(연평균 1.1%, 총 28.7% 증가)
173.6백만 207.5백만TOE
(연평균 0.7%, 총 41.2% 증가)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제1차 에기본과 박근혜 정부의 제2차 에기본은 수립
절차는 다소 달랐다. 제1차 에기본(2008~2030)의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초안
을 작성한 후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와 갈등관리전문위원회의 TF를 각각 10여 차례
실시한 후 간담회(9회), 워크샵(4회), 공청회(2회), 공개토론회(2회) 등을 통해 여론
을 수렴하는 방식을 밟았다. 반면, 제2차 에기본(2014~2035)의 경우에는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최초로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민관합동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권고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민간합동워
킹그룹에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반영한 정부안을 만들
어서 공청회를 개최 다시 여론을 수렴하는 거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제2차 에기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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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민간워킹그룹은 총괄분과(14인), 수요분과(14인), 전력분과(13인), 원전분과
(16인), 신재생(15인) 등 총 5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분과에 2명의 시민단
체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핵발전 비중에 대해 민간워킹그룹은 토론을 통해 22~
29%를 권고하였고 이후 정부가 이 중 29% 안을 반영하여 공청회(3회), 토론회(10
회), 국회보고(3회)가 이루어졌다. 제2차 에기본의 경우 초안 작성에서부터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참여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소나마 반영했기 때문에 진일보하다는 평가
도 있었지만 시민단체 소속 위원이 각 분과별로 단 2인밖에 되지 않아 지배적인 의견
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그나마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다소
견제하면서 국가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핵발전확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로서
도 우리나라는 핵발전 관련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핵발전 대국으로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시설용량과 핵반응로(원자로) 수로 세계 6위, 건설 중인 핵반응로 수와
핵발전량, (핵발전 10대 국가들 중에서) 발전량 중 핵발전 비중으로 세계 4위에다
핵발전 밀집도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좁은 국토에 위험시설인 핵발
전소를 조밀하게 입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핵밀집도가 한국보다 낮은 세계 주요 핵
발전 국가들 중 핵발전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도
조밀한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표 8> 세계 핵발전 대국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98.8

63.1

40.5

25.3

23.1

21.7

핵반응로 수
(기)*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99

58

43

34

26

24

건설 중
핵반응로
(GW(기))*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인도

UAE

25.2(23)

8.0(9)

6.0(5)

5.6(4)

4.3(6)

4.2(3)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독일

중국

801

425

178

150

99

97

시설 용량
(GWe)*

핵발전량
(TWh)**

세계
380.8
437
76.3(72)
2,46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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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중
핵발전 비중
(%)**

프랑스

우크
라이나

스웨덴

한국

영국

미국

76.1

45.4

38.5

28.3

19.5

18.8

핵발전 밀집도
(kW/km2)**

한국

벨기에

대만

일본

프랑스

스위스

207.3

194.3

139.8

117.0

115.3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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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5년 4월 현재; ** 2012년 실적치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IEA, 2014,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

또한 고리원전의 경우 핵발전 주변지역인구가 340만 명에 달해서 세계적인 인구밀
집지역으로 꼽힌다. 그런 인구조밀지역에 건설 확정된 원자로가 모두 가동되면 신고
리 원전과 합해서 모두 12기 원자로가 입지하게 된다. 이렇듯 한 부지에 다수의 핵반
응로가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핵단지화는 주변지역에 위험을 가중시키며 혹시라도 사
고가 발생한다면 국가 전체 전력 공급 안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2015년
4월 현재 전세계에는 187개 핵발전소 부지에 443기의 핵반응로가 입지해 있다. 이들
중 6기 이상의 핵반응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전체의 6%인 11개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4곳의 핵발전소 부지가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밀집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핵발전소 부지별 밀집도도 세계적이다. 세계 순위를 보면
울진이 핵반응로 6기 6216MW로 세계 2위, 영광(한빛원전 6기 6193MW)이 세계
3위, 고리(6기 5107MW)가 세계6위, 월성(6기 4809MW)이 세계7위다. 게다가 신고
리 3, 4호기, 신월성 2호기, 신한울 1, 2호기가 건설 중이고 신고리 5, 6, 7, 8호기,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준비 중이어서 부지별 밀집도 순위는 얼마 있지 않아 한국
부지들의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표 9> 참조).

<표 9> 전세계 핵발전소 부지별 핵반응로 입지 현황
(2015년 4월 현재)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합계(443기)

해당부지 개수

53

77

18

28

0

1

총 187개소

비중(%)

28

14

10

15

0

6

100%

자료: IAEA와 WNA 홈페이지 참고; 그린피스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이러한 핵발전 확대계획에 대해 제6차 전기본(2013~2027)은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전기본이라 핵발전소의 추가적인 신규 건설에 대해서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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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제5차 전기본에서 확정 반영된 핵반응로 11기
(2013년 당시 건설 중인 6기와 건설 준비 중인 5기)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신 정부는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이란 전
망으로 2013년 485,428GWh인 전력 소비량이 2027년이 되면 771,364GWh가 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량을 15%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후 이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확정된 핵발전소 건설 외에 석탄화력발
전소 27기와 LNG 발전소를 23기 더 짓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리
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개천 전에 모든 국가가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는 현재 제7차 전기본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전력
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에 참여 중이다.

2)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다룬다.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참사 이후 핵발전에 대한 안전 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 이용과 진흥기능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담당하고 원자
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원안위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 처음으
로 원안위를 설치할 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중앙행
정기관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안
위를 과거처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부처위원회로 위상을 낮추려 하였다. 이에 시민
사회단체와 야당이 반발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원안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이 되었고 위원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되었다. 원안위는 위
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사무처장인 위원 1명은 상임
위원이며 나머지 7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회의체 방식으로 운영한다. 위원장은 국무총
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회는 협의를 통해 제2기 원안위부터는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씩 추천한다. 2011년
발족한 제1기 원안위 위원들이 모두 친원전 인물로 구성되어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야당측에서 여당과 동수로 위원 추천을 요구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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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반핵활동을 해온 위원들이 2명 포함될 수 있었다. 현재 제2기 원안위 위원
9명 중 야당이 추천한 김익중, 김혜정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대부분 원자
력을 지지하는 학계나 업계, 관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표 10> 참조).

<표 10>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2013/8/5~2016/8/4)
지위

추천 방식

상임위원

당연직

비상임위원

성명

소속(직위)

이은철

위원장(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김용환

사무처장(전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국장)

야당
추천

김익중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여당
추천

나성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학교 대우교수

임창생

KAIST 원자력공학과 초빙교수

김광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부
추천

*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자연교양 교수

주: *조성경 위원의 경우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후임으로 2014년 6월 5일날 위촉되었음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경향신문, 2013/06/13, “2기 원자력안전위, 이번엔 제구실할
까”; 윤순진, 2015 재구성

노후원전 수명연장(현 법정 용어로는 계속 운전)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후까지 가능한지를 안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원안위가 결정한다.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등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성능이 변화하는 기기 등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선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등 총 134개 항목 모두가 심사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013년에는 계속운전심
사 이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새로 도입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극한 상황에서도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평가 항목은 지진,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 중대사
고 관리, 비상대응 등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④항에 따르면 핵반응로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수원은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
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심사에 착수하고, 전문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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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친 심사보고서를 원안위에 상정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면 전문가검증단이 검증한 후, KINS검증단 4명과
민간검증단 4명으로 구성된 검증총괄기술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통합보고서를 작
성·공개한다. 이후 전문위원회가 이 통합보고서를 심의한 후 원안위에 상정한다.
제2기 원안위는 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를 진행하여 수명을 10년 연
장하도록 허용하였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으로 최초 임계일인 1982년 11
월 21일로부터 30년이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다. 운영자인
한수원은 2009년 12월 30일에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였고 2015년 2월 27
일 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원안위의 결정대로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2022년 11월 20일까지 가동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후쿠
시마 핵발전참사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노후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월성1호기 수
명연장 여부 결정을 위해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를 가져온 지진과 지진해일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하
였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EU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방
법을 기반으로 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지진·해일 및 기타 자연재
해·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중대사고 관리·비상대응 등 5개의 분야를 평가한
테스트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하였다. 2013년 8월 지자체와 환경단체 추천으로 경주
시에서 11명, 경상북도에서 2명, 환경단체에서 6명을 선발해서 민간검증단이 구성되
었다.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은 각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하고 검증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였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
문가검증단’이 제출한 검증보고서를 이날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http://
voc.kins.re.kr/stresstest/stresstest_3_1.jsp)’에 공개했다. 2014년 6월, 2014년 12
월 2회에 걸쳐 경주 월성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회 겸
설명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지역주민들은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
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민간검증단과 KINS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평가결과는 엇갈렸다. 민간
검증단은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낸 데 비해 KINS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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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간검증단은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들 사항이 이행되
어야만 월성 1호기의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KINS검증단은 19건의 안
전 개선사항을 도출해 제안했는데 이는 재가동 결정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이라기보다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안하였다. 또 민간검증단은 원자력법이
2015년 1월에 개정되면서 신설된 계속운전 신청 전 주민수용성 확보 의무 규정에
주목하였는데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할 때도 지역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안위는 2015년 1월 15일, 2월 12일, 2월 26일에 걸쳐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2월 26일 회의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이다 새
벽 1시가 넘어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을
가결하였다. 원안위법상 심의 안건은 위원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야당 추천 원안위 위원 2인은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았다면서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반대하였고 위원
장이 표결 처리를 선언하자 이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되었
다. 쟁점이 된 것은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기준(R-7)의 부합 여부였다. R-7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이후 캐나다가 1991년에 정한 안전기준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사고가 나서 격납용기 안 압력이 상승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 월성의 핵반응로는 캐나다에서 도입되어 캔두형이라 불
리는 가압중수로인데 이 안전기준이 정해진 1991년 이후에 건설된 월성 2~4호기에
는 이 규정이 적용됐지만 이전에 설치된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15년
1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신설된 계속운전 신청 전 주민수용성 확보 의무 규정이
란 103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방사선환경영향평
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 방사선영향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혜정 원자력안전법 취지를 반영해 주
민공청회 등 주민의 수용성도 원안위 심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추
천 위원인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의결한 뒤 한수원이 실제 가동에 들
어가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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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같은 변경 허가 심사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한 것인데 원안위 사무처는 월성 1호기는 2009년에 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96년 대법원 판례(95누108·77 판결)에
따르면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
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했다면서 원안위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내린 해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원이 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한수
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2011년까지 활동하였는데 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도 쟁점이다.
만약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안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그런 결격을 가진 가가 참여한 표결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1996년 대법원 판례(94다53716 판결)에 따르면 “자격
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
다.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처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2015년 5월 10일
까지 2167명이 국민소송단에 참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들
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
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간 상태다.
이런 와중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이후 한수원과 핵발전소가 월성원전이 입지한
동경주 지역(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주민들이 한수원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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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총 1,3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60%는
동경주 지역에 나머지는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동경주
대책위는 각 읍·면 발전협의회 총회에서 가합의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양북
면과 감포읍은 한수원의 주민보상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가 입지해 있는
양남면 주민들이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주민안전 장치가 더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015년 5월 28일에 열린 양남면 발
전협의회 총회에서 전체 75명 중 39명이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명 연장 결정을 통해 재가동에 들어간 핵반응로로 고리1호기
가 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에 임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30년 설계수명 종료 후
10년 수명 연장으로 2017년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전인
2007년에 수명 연장 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시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채 지역주민과 환경운동단체 정도가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후쿠
시마 핵발전 사고에서 노후화된 핵발전소가 지진해일 이전에 일어났던 지진을 견디
지 못해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노후 핵발소의 수명연장은 환경단체
나 지역주민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이제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고리 1호기와 현재
월성 1호기가 입지한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울산과 경남지역, 부산 등에서 관심이
높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는 2014년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핵발전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
장을 지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2017년까지 고리
1호기 완전 폐쇄를 지지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와 인접해 있는 울산시의 김기
현 시장 후보도 새누리당 소속임에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를 공약했다. 무소속
인 부산 오규석 기장 군수 후보와 경북 경주 최양식 시장후보도 각각 자신의 관할
지자체 내에 입지해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주장했다. YWCA의 경우
에는 전국에 걸쳐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2015년 2월 3일 부산시청에서 ‘노후핵발전소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YWCA 10
만 서명전달식’을 가졌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그만큼 큰
것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이제 핵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170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되었다. 핵발전소 입지 주변지역에서 2014년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에 변화가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핵발전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에도 2017년까지 고리 1호기를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양 옆에 두고 있는 울산시
의 김기현 시장 후보도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입
장을 천명하였다. 부산 오규석 기장 군수 후보와 경북 경주 최양식 시장후보는 무소
속이었는데 자신의 관할 지자체 내에 입지해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해
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만큼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2020년대가
되면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핵반응로가 10기
가 넘는다. 처음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핵반응로가 10기에 월성1호기
가 재가동되고 고리1호기가 다시 한 번 수명연장에 들어간다해도 수명연장된 것도
종료된다. 수명연장을 원하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향후 수명연
장 결정에 물꼬를 트는 교두보로 여겨지고 이를 저지하려는 탈핵진영 앞으로를 위해
서라도 제대로 된 절차와 결정이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2020년대에 설
계수명이 종료되는 핵반응로가 줄지어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대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을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고리1호기
때보다 상당히 진전된 게 사실이다.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양한 평
가보고서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민간검증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증단도 운영하여 원전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들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
에서 그렇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에도 방사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한다. 게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다른 여타 위원회들과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에 따라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고 사회적으로 공개되
는만큼 위원들의 발언에 책임성이 부여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향상되었다. 하지
만 원안위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회의체계로 월 1회 정기회의나 때에 따라 월 2회
정도의 회의로 진행됨으로써 오랜 시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안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다. 회의 방청은 원안위 회의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자료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사진촬영이나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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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당시에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
급 위원장을 가진 회의체계로 많은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엔 역부족이
다. 또한 탈핵을 지향하는, 야당 추천 위원이 2/9에 불과해 민주적 절차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위원 구성이 편향된 상태에서 다수결에 의해 처리되는 한 결과의 생태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절차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를 통해 핵발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민들이 늘어났으며 핵발전 문제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고리 1호기 관련
해서 부산에서는 120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가, 울산에서는 45개 단체가 참여하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울산
범시민운동본부’가 도보순례, 시위나 항의방문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노후 핵반응로의 수명 연장에 대한 의사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을지,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3)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역시 심각한 논쟁거리다. 80년대 초에 정부는 강원 삼척
덕산리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립리, 장흥군 신리,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등 9개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고
시하였다. 하지만 86년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와 이후 진행된 방폐장 반대운동에 영향
을 받아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기존 핵발전소 인근지역
인 울진군 근남년 산포리를 조건부 해제하고 나머지 8곳에 대해 1999년 12월에 모두
백지화되었다(한겨레신문, 1999/12/30).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의 경우에는 울진
군이 나서서 같은 군내에 있는 기존 울진원전 3.4호기 인접 지역에 대체부지를 이듬
해인 2000년 1월말까지 확보할 경우 원전후보지에서 해제해 주는 조건을 달았다.10)

10) 이후 울주군은 울진원전 3, 4호기가 입지해 있던 북면 부구리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 대해 군민
들 의견을 물어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사실 군민 전체가 아닌 군민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근남면 산포리 원전후보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북면 부구리 기존 원전 3,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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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제가 가능했던 것은 반핵운동과 함께 원전후보지 9군데에 포함되지 않았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1999년 11월 군수명의의 원전유치 건의안을 내면서 유치하겠다
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은 신고리로 불리는 지역으로 2015년
5월 현재 신고리 1, 2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3, 4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5, 6호기가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애초 정부와 한수원은 이 지역에 신고리 7, 8호기까지 입지시킬
예정이었으나 7, 8호기 2기는 새로운 부지로 입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핵반응로가 들어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3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 5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6기
가 건설 준비 중이다. 1970년대에 5기, 1980년대에 6기, 1990년대에 9기, 2000년
이후에도 6기의 추가 건설에 착수하였다(<표 11> 참조). 1980년대에 8기, 1990년대
에는 7기, 2000년대는 4기, 2010년대 들어서도 3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11월 신월성 2호기가 운영허가를 취득해서 올해 2015년 7월경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역에 핵발전소를 입지시키는 게 어려워지자 동일 지역에
추가적으로 입지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한 핵발전소 부지에 최소 6기에서
최대 12기까지 건설됨으로써 앞서 기술했듯이 핵발전단지가 형성되었다(윤순진,
2015). 하지만 이러한 핵발전단지는 위험시설의 집중화를 의미하므로 안전의 관점에
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동일한 기후재난에 다수 호기가 동시에 노출됨으로써
어느 한 핵반응로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나 날 경우 다른 핵 반응로도 이용하
기 어렵게 된다. 이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2008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을 통해 핵
발전을 설비 기준으로는 2008년 24%에서 2030년 41%로, 발전량 기준으로는 36%에
서 59%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확정된 34기 외에 4~6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 더 이상 기존 지역에 핵반응
로를 추가 입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수원은 2012년까지 신규 부지 2곳을

인접지역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86%의 찬성의견을 이끌어냈고 이를 정부에 보고했다.
이러한 조지체 대해 기존 울진원전 3.4호기인접 지역인 북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결국
울진군 북면 부구리로 신규원전이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는 신한울 원전 1,2호기가 인접부지인 북
면 덕천리에서 건설 중에 있으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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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2010년 11월 26일부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하였다. 새로 선정된 부지에는 한국형신형원자로(APR1400)가 4기 이상 건설될 예정
이다. 지역 자율 유치 신청 후 한수원이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는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 환경성, 건설 용이성 등을 기초로 2011년 6월까지 후보 부지 2곳을
선정하고 2012년 말까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2곳)으로
지정 고시(부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표 11>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과 계획(2015년 5월 말 현재)

발전소명

노형

1호기
고리

건설
허가일

’72.5.31 ’72.5.31 ’78.4.29

(약) 6년

2호기 가압경수로
(PWR)
3호기

65

’78.11.18 ’83.8.10 ’83.7.25

4년
8개월

4호기

95

1호기

100

PWR
(OPR1000)

3호기
신고리 4호기

PWR:
신형경수로
5호기 (APR1400)
6호기
7호기
8호기

APR1500

95

’79.12.24

’84.9.29 ’85.9.30 5년 9개월
’85.8.7

140
140
140
140
150
150

1호기

95

2호기

95

3호기

100

가압경수로
4호기
(PWR)

100

5호기

100

설계
수명
30(+10)*

40

’86.4.29 6년 4개월

’10.5.19 ’11.2.28

8년
10개월

’11.12.02 ’12.7.20

10년
2개월

’02.5.06
100
’03.9.15
(신청)

건설 중(원자로 설치 착수:
’10.7.15/’11.7.18)

’12.9.21
(신청)

건설 준비 중 (’19.12/’20.12
준공 예정)

40

계획 중(’23.12/’24.12 준공 예정)

’81.12.17

’85.12.23 ’86.8.25 4년 8개월
’86.9.12 ’87.6.10 5년 6개월

’89.12.21

’94.9.9

’95.3.31 5년 3개월

’85.6.2

’96.1.1

’01.10.24 ’02.5.21
’97.6.14

월성

운영
허가일

건설허가
로부터
상업운전
상업운전
개시일
까지의
기간

58.7

2호기

영광

설비용
량
(만kW)

16년

40

4년
11개월

6호기

100

’02.7.31 ’02.12.24 5년 6개월

1호기 가압중수로

67.9

’78.2.15 ’78.2.15 ’83.4.22 5년 2개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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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기
3호기

70
(PHWR)

’92.8.28 ’96.11.2

70

’97.7.1

’97.12.30 ’98.7.1 4년 4개월
’94.2.26

4호기
1호기
신월성
2호기

70
PWR
(OPR
1000)

1호기

4년
11개월

’99.10.1

4년
10개월

’11.12.02 ’12.7.31

4년
11개월

’99.2.8

100
’07.6.04
100

’14.11.14

95

’87.12.23 ’88.9.10 5년 7개월

40

시험 가동 중-

’83.1.25

울진

2호기

95

3호기

100

가압경수로
(PWR)
4호기

100

5호기

100

6호기

100

1호기

140

2호기

PWR
(APR1400)
3호기

140

4호기

140

’88.12.29 ’89.9.30 6년 8개월
’97.11.8 ’98.8.11 5년 1개월
’93.7.16

’98.10.29 ’99.12.31 6년 5개월
’03.10.20 ’04.7.29 5년 2개월

’99.5.17

신울진

140

40

’04.11.12 ’05.4.22
’11.12.02

5년
11개월

건설 중(착공: ’10.4.30; 원자로
설치 착수: ’14.7.20)

건설 준비 중
(’20.6/’21.6 준공 예정)

40

주: * 애초 설계수명 30년이었으나 10년 연장하여 2008년부터 계속 운전 중에 있음.

한수원은 2009년에 신규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전입지 가능 지역 중에서 신규원전 유치에 참여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강원 삼척시, 전남 고흥군과 해남군, 경북 영덕군 등 네 곳에 유치
신청을 요청했다. 삼척시는 1999년 근덕면 덕산리 일대가 원전 후보지로, 2005년
원덕읍 이천지구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각각 선정됐으나 주민들의 거
센 반발로 백지화된 경험이 있는 지역이다(연합뉴스, 2010/12/16). 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희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하되 지방의회
동의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주민투표 대신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또
이들 4개 지역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유치를 희망할 경우 부지적합성 평가 후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1년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 공모 결과 삼척,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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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11) 삼척 시의회는 신청일 마감에 쫓겨 당시 삼척핵발전
소반대 투쟁위원회(상임대표 박홍표 신부)가 요구한 주민투표 실시를 조건으로 달면
서 핵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하지만 유치신청 후 얼마 있지 않아 후쿠시마에서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핵발
전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2011년 12월
23일 삼척과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정부는 2012년 9월
14일 이 두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지정·고시하였다. 하지만 삼척
주민들은 이러한 지정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 김대
수 삼척시장이 주민 투표 실시 대신 유치 근거로 제출한 96.9% 동의라는 주민 서명
이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건설예정구역 지정고시
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 시행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대수
전 시장을 소환한 후 새로운 시장을 통해 핵발전소 입지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투표율이 25.9%로, 요구되는 1/3에 미달함으
로써 주민소환은 실패로 돌아갔다.12) 이런 상황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핵발전소 건설반대를 공약한 후보 김양호 후보가 62.4%의 득표율
로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취임 후 김양호 현 시장은 건설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업무를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원전 입지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
표관리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구성되어 2014년 10월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11) 1999년 울진 군민들은 신울진 1~4호기를 짓기 전에 14개 선결안을 요구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
로 동의를 얻어냈는데 ‘원전 종식 보장’을 첫 번째로 요구하였다. 울진은 과거에 반핵운동이 상당했
던 지역으로 2005년 핵폐기장 유치사업 공모 당시 거센 주민 반대로 의회의 동의안 투표건 자체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신규 원전 유치 신청 당시 찬성 쪽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주민여론조
사에서 92.9%), 핵단지화 위험성에 불구하고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다 이미 총 10기가 들어설
예정이라 추가 입지가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거란 자포자기가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한겨레 21,
2011/04/11). 2011년 2월 9일 울진군의회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
을 상정했는데 참석의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울진 신규 원전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였다(경북일보, 2011/02/11).
12) 주민소환 투표 당시 삼척시가 투표 방해 작업을 함으로써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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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명부 등재자의 68%(총 유권자 대비 48%)의 투표 참여, 85%의 반대로 유치
거부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 결과를 근거로 김양호 삼척시장
은 정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유치 신청이 삼척시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삼척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
만 이후 정부는 삼척의 주민 투표 결과를 수용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으
며 (일단) 울진과 영덕에 핵발전소를 입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삼척 주민 투표 결과는 영덕에 영향을 미쳤다. 영덕에는 울주군에 건설 예정이었
던 신고리 7,8호기 2기 분량을 포함해서 핵반응로 4기가 건설될 예정인데 영덕군이
2010년 유치 신청 이후 공청회나 설명회 등 단 한 차례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지역 주민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영덕핵
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 밀양 송전탑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사회를 달구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1월, 정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가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한 후 2001년 5월 한전은 울산 울주군, 부
산 기장군, 경남 양산·밀양시와 창녕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총 90.5km의 거리에
송전탑 161기를 건설하는 756kV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의 경과지를 선
정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다. 2005년 8월, 한전은 환경영향평
가를 완료하고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밀양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초에 이르러 밀양에서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고 송전탑 건설이 예정된 밀양
시 부북·상동·산외·단장면에서 송전탑 반대투쟁대책위가 설립되었다. 2007년 7
월에는 밀양시의회가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같은 해 11월
정부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 지역주민 반대에도 불구하
고 한수원은 2008년 8월에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사업에 착공하였다. 이후에도 대
책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꾸준히 표명하고 단식투쟁과 상경시위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위에 나섰지만 2010년 8월에는 한전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초단
체장 밀양지청 고소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밀양 송전선로 시행업체가 주민 9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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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20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밀양주민들 또한
폭력·성추행 등의 혐의로 시행사를 고소(6건)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공방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데 항의해서 2012년 1월에 주민
이치우씨가 분신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여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밀양 송전탑 건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2월에 전국 시민
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연대한 분신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2012년 9월에는 국회가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2013년 5월 한전은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공식화하하고 공사 재개를 시도하여
대치 중이던 주민들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급기야
5월 29일에 한전과 밀양 주민 사이에 공사 일시 중단과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
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6월 5일에 한전과 주민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출범하였고 7월 8일에 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위원장 독단으로 송전탑 건설 외에 대안이 없다는 취지의 전문가협의체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당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밀양 주민들의 강력
한 저항이 있었지만 2014년 6월 11일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밀양시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였고 한전은 밀양 송전탑 69곳 전체에 대한 공사에 착수
하여 9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12월28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이 송전선로 건설은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인데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준 받은 원자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APR1400’ 방식을 처음으로 상용
화한 모델이다. 지난 2009년 UAE와의 계약에서 2015년 9월까지 같은 모델인 신고
리 3호기를 상업운전해 안전성을 입증할 것이며 신고리 3호기가 준공 시점을 넘겨
가동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
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신고리
3호기가 건설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주민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핵발
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케이블 교체, 근로자 사망사고 등으로 신고리 3호기
공사가 지체되어 버렸다. 현재 완성되어 시험 중인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로
신고리 3, 4호기가 아닌 1, 2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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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대로 수
렴하지 않은채 강행한 데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집중적인
전력체제 하에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전
력체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밀양 송전탑 투쟁은 전국 어디서건
반복될 수 있다. 밀양의 경우 전문가협의체 구성과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합의지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았지만 이 또한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문제 해
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송전선로 건설을 포함해서 에너지와 전력 관련 여러
계획 수립이나 신규 원전 건설,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폐로 해체 등은 여전히 시민사
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정도로 열려 있지 않다. 법적인 절차가 제한적이며 수립된
절차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

IV.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참여정부도 다양한 국토개발사업으로 다양한 환경문제
를 야기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
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존재했고 다양한 부처간 정책과 계획, 사업들을 조율하
였으며 범사회단체들의 거버넌스 참여로 시민사회 의견이 투입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결정자들의 노력이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떨어
지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
에 대한 일방통행식 또는 밀어붙이기식 접근이 심화되면서 인권 침해는 물론 환경생
태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본질적인 경제성장 지향
적 속성과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소수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다수결 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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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적 합리성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 민주적 절차
의 운용 등으로 그러한 한계를 조금씩 해결하면서 생태민주주의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태적 결과를 확신할 수 없더
라도) 자유민주주의라면 지켜져야 할 민주적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더욱 환경 생태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2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어 국가운용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하면서 국토의 근간이 되는 4대강을 심
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
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5대강 친수구역 개발 계획을 진행해 왔으며 4대강 관련
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전 대통령
과 정부 관료들, 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 제대로 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언론,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곡학아세했던 전문가들 … 그들 중 누구도
지금의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거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
핵발전확대정책은 비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핵발전
을 시작한 이래 모든 정권에서 유지되어 왔던 정책이다. 하지만 2011년 일본의 후쿠
시마 핵발전 참사를 경험한 이후의 정권이란 점에서, 그 결과 핵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변회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정권들에 비해 정책환경이 달라졌다. 그렇다
면 정책 내용 또한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핵발전확대정책은 더욱 강화되었
다. 이것은 바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음
을,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구도완은 2011년과 2012년의 글들을 통해 그간의 생태민주주의 관련 논의들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생태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② 미래세대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미래세대에게 위험이 전가되는가?
③ 비인간존재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비인간존재에게 위험이 전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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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⑤ 미래세대 혹은 미래세대의 대리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⑥ 비인간존재의 대리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사회라면, 생태위기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사회라면, 그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한다. 현 세대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의 보장과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현세대와 인간 종의 범위를 넘어
미래세대와 다른 비인간 생물종들의 권리, 즉 지구상에서 존속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 사회 생태위기의 절박성을 대표하는 4대강 사업
과 핵발전 확대정책은 이 여섯 가지 지표로 평가해 본다면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존재하지 못했고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자연파괴와 재정 낭
비가 이루어졌다. 4대강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정부가 박근
혜 정부로 바뀌어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치는 모양새를 취하였음에도 4대강 사업
평가조사위원회의 편향된 위원 구성과 불투명하게 진행된 섬진강 유역을 포함한 치
수구역 확대계획은 4대강 사업의 파괴적 결과를 해결할 의지가 부재함을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민주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지경이다. 핵발전 확대
정책은 다양한 절차적 장치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편향된 구성, 충
분한 숙의의 부족, 단기적 경제성장의 최우선 추구 등으로 인해 앞서 제기한 여섯
가지 항목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갈수록 다양한 쟁점들이 법원에서 다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1987
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란 사회적 기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민사회의 관점에서 명백한 법률 절차 위반 사항이라 판단되어 그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결은 정권이 원하는 결론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4대강 사업이 지금에 와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나지만
1심에서 모두 패했고 2심에서는 부산 고등법원에서 제한된 법위반 판결이 있었지만
이 또한 사정판결에 불과했다. 이제 다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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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민소송단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놓았다. 하
지만 법원이 정말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정보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는
사실 의심스럽다. 대화와 타협, 나아가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늘 열려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나 미래세대, 다른 생물종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도록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책
결정과정과 의사소통체계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다.

V. 나가며

이명박 정부 시기동안 우리 사회는 “녹색”이란 단어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각 부처
에서 수립하는 거의 모든 정책과 계획, 사업엔 “녹색” 또는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거의 필수처럼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녹색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사
업과 정책은 바로 ‘4대강 사업’과 ‘핵발전 확대정책’이었다. “그린 뉴딜,” “저탄소 녹색
성장의 힘”이 바로 각각의 별칭이었다. 녹색을 전면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통해 기후변
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구축에 일정한 힘이 실렸던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진정
성이 없는 정부의 녹색 차용과 오남용은 녹색의 왜곡과 변색을 가져와 정권 종료
이후 “녹색”이란 단어 자체의 실종을 가져왔다. 물론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녹색경제”나 “녹색성장”이란 용어 대신 “창조경제”란 용어를 선
택했기에 부처들에서 “녹색”이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녹색
은 이제 제도적으로 오염된 상황이라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존재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4대강 사업은 완료되었고 이명박 정권은 종료되었지만 그 사업은 우리 사회에 재
정적으로 큰 부담을 남겼을 뿐 아니라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야기할 영향은 이제부
터가 시작일 뿐이다. 녹색성장의 힘으로, 새로운 수출 효자종목으로 환대했던 핵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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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위험기술로 사회적 수용성도 낮아진 상태다. 갈수
록 노후 핵반응로가 늘어나면서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 보다
엄정한 안전 규제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안전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설치와 속기록 공
개, 회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 글에서 지면의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용
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애초 주어졌던 활동시간
을 5개월 이상 넘긴 지금까지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 투명한 논의과정의 공개,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형식적 절차를 갖춘 듯 보이지만 민주
적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당장의 경제성이란 가치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다른 생물종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국경 너머 다른 사회에 대한
고려와 배려도 찾기 어렵다. 생태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요원한 상태다.
그렇다면 변화의 돌파구는 어디에서 올 수 있고 와야 하는 것일까? 너무나 교과서
적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시민사회의 성장과 적극적 참여가 답일 수밖에 없지 않을
까? 4대강 사업의 경우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저항, 이포보 고공농성, 국민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운동이 진행되었지만 함안보의 저수 높이를 낮추게 하는 등
문제제기의 일부가 수용되었을 뿐 사업 추진을 막지도 규모를 줄이지도 못했다. 정
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제어하기에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덜 치열했던 것일까? 4
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를 때 실패한 것임에 분명한 이 사업에 대
해 그 누구에게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발전 확대의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핵발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비중은 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는 핵발전을 현재의 규모 정도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시민이 더 많은 상태이
긴 하다. 하지만 최소한 노후 핵반응로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고 설계수명 종료 핵반응로 주변 지역이나 인접 시에서의 반대 또한
높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저항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는 일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이미 마련해둔 상태였기에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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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안들이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제도가 일정하게 구축된 사회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하지
만 우리 사회에서 법정은 4대강 사업의 국민소송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보다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설이 일어난다.
6·10 항쟁 28주년을 맞았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나 그런 절차에 따른 의사결
정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던 당시에 비해 우리 사회는 더 많이 제도화되었고 민주사회
의 형식과 꼴은 갖추어진 상태다. 하지만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거
버넌스가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전 사회적
환경위험을 막거나 해결하는 데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하다. 이런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1987년에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던 시민의 힘,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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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개발주의와 민주주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1)

I. 개발의 권력화와 민주주의

우리사회에서 개발은 아직도 중요한 화두이자 현실이다. 국토 어디를 가든 파헤치
고 뭔가를 새로 짓는 개발현장을 보게 된다. 국민들 대부분 또한 투기적 개발 이익을
쫒는 삶의 방식에 젖어 있는 지친 모습이다. 나라의 경제와 정책도 개발하고 건설하
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늘 불안하다. 개발은 이렇듯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중심
가치이자 이념과 같은 바. 이를 우리는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라 부른다.
개발의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초부터라면, 한국사회는 지난 반

* 이 글은 졸저(2013)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의 서장과 9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188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세기 동안 줄곧 개발주의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1990년대 초반 들어 개발기구와
정책들이 줄줄이 폐기 처분되면서 개발주의가 한때 한국사회를 떠나는 듯 했다. 그
러나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를 거치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개발주의는 참여정부
들어 와서 완연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조명래, 2002). 우리 사회를 망령과
같이 배회하고 있는 지금의 개발주의는 1960년대나 70년대의 것과 구분되며 이 점에
서 신개발주의(neo-developmentalism)라 부를 수 있다(조명래, 2006b).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혹세무민하는 개발공약(예, 한반도대운하)들이 난무하고 있
다. 하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그러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 대해 묻지마 지지
를 보내고 있다.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오도된 국민의식이 그러한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까닭인 듯싶다. 이는 아마 국민의식 속에 (신)개발주의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기실 이러한 의식의 상태는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개발
의 상징조작과 권력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세뇌되고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것의 결과
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개발의 권력화가 전사회적으로 추구되는 가운데 사회전반이
개발주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국민의식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투영하는 것이다.
어느 선거 할 것 없이 개발공약이 판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개발주의 악령에게
국민들의 영혼을 팔아 표를 얻기 위한 셈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표를 획득
한 정치지도자들은 개발의 권력화를 추구해가는 가운데 사회전반을 더 깊은 개발주
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점이다. 나라와 국민 전체가 개발주의의 포로가 되는
것은 이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 모두는 ‘개발의 정치화 혹은 권력화’란 문제로 집약된
다(조명래, 2006b).
개발의 정치화 혹은 권력화는 권력의 민주적 행사를 어렵게 한다. 또한 이는 민주
적 정치과정을 통해 이룩해야 할 국민적 삶의 질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전자가 개발
주의로 인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행
을 지칭한다. 개발의 권력화는 개발가치를 사회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폐쇄
적·하향적·기술관료적(토목적)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제도화
를 고착시켜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퇴행시킨다. 또한 개발의 권력화는
경제적 목적의 물량적이고 토목적 발전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명적·복지적·문화적 삶의 차원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체성’을 퇴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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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렇듯 이항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
도 한국사회가 개발주의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이룩해야 할
발전의 진정한 가치인 민주주의가 그 만큼 억압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퇴행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당 소득이 2만을 넘어서
고 있지만, 정치지도자들은 4만 달러, 8달러 시대를 약속하면서 국민들을 다시 개발
드라이브 속으로 몰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개발주의의 그림자가
끝을 모르고 깊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우리사회가 근자에 들어 ‘불확실성의
사회(a society of uncertainty)’로 퇴행하는 것도 개발주의의 극단화와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의 심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조명
래, 2007).
이 글은 한국사회를 특성화하는 개발주의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구하
고자 한다. 글은 한국의 개발주의의 기원과 제도화를 검토하면서, 그로 인한 민주주
의의 퇴행, 즉,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가 퇴행하는 현상, 그리고
토건개발주의 덫에 걸린 한국사회 실상을 살펴 본 뒤,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사회로
나가는 길을 찾아보는 순서로 전개된다.

II. 한국에서 개발주의의 기원과 제도화

한국에서 근대적 발전은 1961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근 20여 년간에 걸쳐 추진한 경제발전을 근간으로 한다. 한국의 개발주의는 바로
이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이하 내용은 조명래 2006b에서
발췌정리). 그러나 발전을 ‘적극적으로 일구어내는’ 의미인 개발로 규정한다면 한국
에서 개발주의의 기원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도로, 건물, 시설 등을 정부가 직접
복구하고 건설하는 시대(전후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부흥
부(復興部)가 이러한 국가적 업무를 책임지면서 정부 내의 핵심부서로 떠올랐고, 이
를 통해 건설 혹은 개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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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부 업무는 전후 국가재건을 주목적으로 했지만 그 내용에서는 각종 건설사업
을 관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건설’이란 표현은 오늘날 사용되
고 있는 ‘개발’이란 용어와 비슷한 것이었지만, 국가건설이란 표현에 담긴 건설은 국
가를 만들어내는 수단적 의미를 함축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개발의 표현보
다 더 포괄적이었다 할 수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가 열리면서 ‘국가건설’은
‘경제개발’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와 함께 건설이란 의미도 개발의 의미로 승계
되었다. 이로써 개발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개조를 담당하는 건설사업의 업무적 특성
과 함께 국가건설과 관련된 이념과 권력성을 이어받았다.
실제, 부흥부는 1961년 경제개발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
으로 개편할 때 건설부로 개칭(1961년 6월 7일)되었다. 건설부는 본래 국가건설 및
경제기획을 함께 담당하도록 했지만, 토목공사 업무를 담당했던 관료들로는 경제의
계획적 개발을 관장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얼마 뒤에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
편되었다(1961년 7월21일). 이렇게 되면서 부흥부의 국토건설업무를 승계했던 건설
부의 본래 기능은 경제기획원 산하에 신설된 ‘국토건설청1)’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다
가 1962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건설청이 건설부로 독립·승격하면서 부흥
부의 건설업무와 담당 관료들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건설부에 배속되었
다. 이것이 곧 오늘날 토목공사 등 개발을 주무 하는 건설교통부(=건교부)의 실질적
인 전신이다.
건설부(현 국토부)는 국가기간 도로망의 구축, 주택 및 도시개발, 공업단지 및 항
만 건설과 관리, 하천·용수·상하수도·토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자리 잡으면
서 부흥부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부흥부 시절에는 전후 복구가 중요한 국가
과제였다면,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이 국가 우선과제가 되었고, 이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로 나누어 수행하게 되면서, 개발업무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 혹은 비(非)공
간 개발과 공간개발로 나누어졌다. 개발업무의 이원화 속에서 정부는 경제개발에 역
점을 둠으로써 국토개발 혹은 공간개발은 그 지위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
다. 경제개발이 국가우선 과제가 되면서, 경제개발로부터 분리된 국토개발은 경제개

1) 국토건설청이 신설되면서 내무부 산하의 토목국과 상공부 산하의 해무청을 흡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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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을 땅에 발을 붙이게 하는 역할, 즉 투자나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를 결정하고 토지와 용수를 개발해 공급하며 주택, 도로 등 인프라를 깔아주는
보조적 역할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개발체제는 경제부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건설/공간환경이 부
차화 되는 개발권력의 위계구조로 구축되었다. 경제개발은 엘리트 경제 관료들로 구
성된 경제기획원의 책임 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입안되어 1962년부터 범
정부적 차원에서 힘을 실어 추진되었다면, 국토개발은 부흥부의 토목업무를 담당했
던 관료들로 구성된 건설부가 관장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으로 입안되어 추진되지만,
경제개발계획보다 근 10년이 처진 1971년부터 실제 시작되었다. 개발 권력의 제도화
과정이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공간환경이 부차화 됨에 따라, 전자에 의한 후자의
지배와 규정, 즉 경제논리(자본주의 논리, 시장논리, 축적의 논리 등)가 공간환경의
논리를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논리와 가치의 서열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삶터로
서 공간환경이 가지는 자율적 가치, 가령, 국토보전, 생태환경 보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의 가치는 개발의 제도화 과정에서 처음부터 올곧게 반영될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국토의 공간환경이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개발과 이용의 객체가
됨으로써 그 파괴와 훼손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부흥에서 시작되어 건설과 개발로 이어지고, 그것이 경제와 공간환경 부문으로 이
원화되는 한국적 개발(주의)의 제도화는 전반적으로 국가건설(state building) 속에
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개발의 제도화(혹은 권력화)는 곧 개발의 국가화(statization)
를 의미하며, 한국의 국가는 개발을 질료해서 형성되고 작동하며, 그 실체를 갖게
되었다. 찰머스 존슨이 말하는 ‘발전(주의)국가(developmental state)’는 개발이란
행위를 통해 국가가 사회전반(경제를 포함)에 개입하는 국가상(國家象)을 특성화한
개념이다.
찰머스 존슨의 발전국가는 관료들이 직접 시장경제 흐름에 개입해 사회적 자원들
을 전략부문에 집중시키면서 경제 전반을 성장시켜 가는 국가유형으로 한국의 국가
가 한 전형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국가는 발전국가의 일반적 특성 외
에 경제성장을 위해 국토의 물리적 환경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개발하는 데 국가역량
을 집중시키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국가를 중립적 의미의
발전국가란 표현보다 경제란 이름으로 국토환경을 파괴하는 약탈적 발전국가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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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인 ‘개발국가’로 불러야 할 것 같다.
개발국가는 국가가 경제, 사회, 공간환경에 개발이란 양식을 통해 개입하고 조절하
는 역할의 제도화, 즉 개발의 제도화이면서 동시에 개발의 국가화가 드러나는 모습이
다. 하지만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은 경제가 발전하고 작동
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
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면서 개발국가 역할은 많은 부문에서 도전을 받고 축소되었
다. 이를테면 199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휘말려들면서 한국의 개발국가는
개입주의 역할을 일정하게 시장에 맡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신했다. 그러
나 경제에 대한 이러한 탈조절 역할과 달리 국토환경에 대한 정책적 개입, 가령 간척
지를 개발하고 고속도로를 놓으며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등
에 관한 국가역할은 변함이 없었으며, 2000년대를 들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정부조직을 보면, 경제개발을 담당하던 경제기획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미국
의 요구에 따라 1994년 폐지되었지만, 도로·교통·주택·토지·수자원·공단 건설
등과 같이 물적개발(즉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 특히 건교부(현 국토부, 이하 국토부)
의 비중과 역할은 2000년대를 들어와 상대적으로 더욱 커졌다. 개발부서의 힘은 이
와 대칭되는 보전부서와의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가령, 2002년 세출예산기
준으로 보면 보전부서인 환경부의 연간예산은 1조 2,021억원, 직원 수는 1,349명에
인데 반해, 개발부서인 국토부의 예산은 15조 5,443억원, 직원수는 3,452명로 환경
부의 14배, 3배에 달했다.
토건적 개발행정의 강화는 참여정부(2003-2007) 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참
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국토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관장하는 개발부
서인 국토부와 관련 국가기관들의 위상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관련 지표로만 보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개발부서인 국토부의 위상이 보전부서
인 환경부에 견주어 딱히 강화되었다 볼 수 없다. 가령,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 국토부의 세출예산은 17조6천억원, 환경부의 세출예산은 3조2천억에 달해,
2002년 대비 2조원이 증가해, 그 격차가 2002년 14배에서 5.5배로 현격히 줄었다.
이는 참여정부 하의 국토균형발전 주요 시책들이 대개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기구와
절차로 추진된 결과, 주무부서의 행·재정 속에 반영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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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개발의 권력화란 측면에서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통령위원회,
국토부,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 간에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정
의 최고과제인 균형발전시책들이 추진됨으로써, 개발권력은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하게 되었고, 또한 사회전반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건설세력 혹은 토건세력들이 득세하여 국가권력의 심부마저
장악하게 되면서, 종전의 개발국가는 ‘토건국가’란 유형으로 변모했다. 토건국가는
건설업 내지 토건업이 팽창하면서 이를 둘러싼 거대한 먹이사슬이 정치권력을 형성
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격을 여기에 맞도록 변형시킨 국가유형을 말한다.2) 우리나라
에서 토건국가의 징후는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났다. 국내총생산의 지출에서 건설
투자 비중은 1980년대 13-18%대에서 1990년대 21-24%로 늘어났다. 건설 관련 활동
도 팽창하여, 1990-2001년 건설 업체 수는 3.3배, 종사자 수는 1.5배, 비용은 무려
4배로 급성장 했다. 참여정부출범 이후 국민총생산의 지출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2003년 18.8%, 2004년 18.8%, 2005년 18.7%, 2006년 18.4%로, 1990년대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일인당 소득 1만5천 달러-2만 달러 대로 국민경제의 절대규
모가 커진 상태에서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 지출의 20%에 육박한 것은 국민경제에
서 건설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총생산에서 건설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9.6%, 2004년 9.3%, 2005년 9.2%, 2006년 18.4%에
달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의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건설업이 이렇게 막강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를
지지하는 건설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멕코맥은 ‘건설이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거대
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세력을 토건마피아3)’라 불렀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군

2) 토건국가의 현상은 가까운 일본에서는 80, 90년대에 나타났고, 당시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개번 매코맥은 그의 저서 ‘일본, 허울뿐인 풍요’에서 ‘일본은
막강한 토건 세력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정치가 썩고 경제가 투기화하며 국토와 환경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토건업은 종사자가 600만 명에 달하고 국가 예산의 43%를
쓰며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토건업은 건설성이 공사를 발주하고
기업이 공사비 일부를 정치인과 관료에게 상납하면 정치인이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는 유착·가격
조작·뇌물 제공의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일본의 이러한 구조를 ‘토건(土建) 국가’라고
불렀다.
3) 여기에는 건설업계, 건설성, 정치인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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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을 확장하고 전쟁을 부추기듯이, 건설마피아는 건설사업을 기획·생산하면서
온갖 부정부패와 국토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
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대개 그 뒤에는 토건세력이 있다. 가령,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대형댐 건설이 일단락되자 새로운 대규모 토목공사를 물색하던 국토부와 수자원공
사, 그리고 중동 건설 붐 이후 유휴인력과 장비로 골머리 앓던 건설회사 등이 야합한
결과로 추진되어 왔다. 국토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댐·운하·간척·고속도
로·신도시 건설 등은 이렇듯 그 뒤에는 추진세력이 있는 데, 그 핵심은 대개 개발부
서인 국토와 그 산하의 개발공사들이다. 이중에서 개발공사들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
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존논리를 위해 끊임없이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건국가
의 전위기구로 역할하고 있다.

III. 토건개발주의의 덫에 걸린 한국사회:
퇴행적 민주사회의 모습

전국을 어디가도 개발의 현장이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파헤치고 짓는 토건개발’
에서 얻은 부(富)의 단맛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토건개발주의’라 부른다.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된 고도성장이 배태시킨 산물이다.
문제는, 저성장기4)로 접어든 지금도 토건개발주의는 망령처럼 떠돌면서 한국사회의
질적(質的)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1995년)에서 2만 달러(2011년)로 옮아가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앞서 간 선진국의 배5)에 가깝다. 그 까닭은 한국의 발전시스템에

4)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
년 5.1%, 2006-2009년 3.0%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20여 년간 3분1 토막으로
줄어든 것이다(조명래 외, 2011).
5)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2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9.2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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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배인 퇴행적인 토건개발주의 때문이라 여겨진다. 소득 만 달러 대를 오르락내
리락 하는 동안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995~2006년
평균)로 OECD국가의 평균인 9.1%의 2배에 육박했다(<그림 1> 참조). 선진국과 같
은 소득대에 있을 때와 비교해도, 우리의 건설투자 비중은 늘 더 컸다(<표 1> 참조).
SOC투자 수요가 많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특유의 토건개발주의란 현상
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림 1> GDP 대비 건설업 비중(1995-2006)

<표 1> 소득 만 달러 대에서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비교
OECD국가들의

한국의

건설투자비중(%)

건설투자비중(%)

10,000이상-11,000미만

14.5

22.3

12,000이상-13,000미만

16.1

22.7

14,000이상-15,000미만

17.5

22.3

15,000이상-16,000미만

16.0

18.3

16,000이상-17,000미만

14.8

16.9

18,000이상-19,000미만

13.8

17.6

20,000이상-21,000미만

12.6

15.4

소득수준(달러)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5

그러나 우리의 경우, 1995년 국민소득 만 달러에 진입해 증가하다가 1998년 위기로 줄었고, 이후
다시 상승해 2007년 2 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만 달러 대로 돌아섰다가, 2011년
에 겨우 2만 달러 대로 돌아 왔다. 이렇듯 우리는 약 16년 국민소득 1만 달러대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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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성 토건개발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질적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가
그 만큼 소홀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한국사회가 중진국 상태에서 갇혔
다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론’은 토건개발주의에 사로잡혀 한국사회가 질적 성장을 제
대로 못함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GDP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은 줄어들
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절대액은 줄지 않은 채,6) 건설수주액은 이명박 정부(이하
MB정부) 들어 오히려 더 늘었다. 건설업체수도 2000년 6만7천개에서 2010년 9만7
천개로 45%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당 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5.5-7억
원 범위에서 정체돼 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사업체수는 33만개 내외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업체당 부가가치액은 5억원 내외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그림 2> 건설수주액의 변화 추이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4

국민혈세 22조원이 모래를 파고 물길을 막는 데 투여된 4대강 국책사업은 토건개
발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4대강 사업이 시대착오적인 토건개발의 전형으로 평가

6) 가령, 건설투자의 대 GDP 비중은 2000년 18.2%, 2001년 18.5%, 2002년 18.4%, 2003년 19.3%,
2004년 18.7%, 2005년 18.3%, 2006년 17.2%, 2008년 15.7%, 2009년 18.2%, 2010년 14.9%로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투자규모는 2000년 126조원, 2001년 133조원, 2002년 141조원, 2003년 154
조원, 2004년 156조원, 2005년 155조원, 2006년 156조원, 2007년 158조원, 2008년 154조원, 2009년
159조원, 2010년 157조원으로 대략 150조원 대를 계속 유지 해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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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신기술 개발, 고용 안정화, 생산적 복지 확충 등에 투여해야 할 22조원을
필요성도, 효과도 불분명한 자연파괴형 하천정비7)에 탕진했다는 점 때문이다. 대규
모 토건개발을 성장의 열쇠로 여긴 집권세력의 ‘토건개발주의’ 가치관이 이러한 정책
이 반복되는 까닭이다. 이렇기 때문에 소득 2만 달러의 문턱을 안정적으로 넘기 위해
선 권력화 된 토건개발주의의 주검을 반드시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8) 한국사회
가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려면, 그 전환을 가로막는 토건의 족쇄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토건의 족쇄로 채워져 있다. 개인적 수준이건, 사회적 수준
이건, 토건개발의 욕망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국토전역이 끝없이 파헤쳐 있는
현장은 토건개발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다. 국토연구원의 발
표(2011.4)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파악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은 총 16개 유형으로 총
사업비가 약 580조원에 이르고, 그 반은 민자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
310조원(11년)의 1.8배를 초과하는 막대한 물량의 개발사업이 전국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물량도 문제려니와,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전망이 불투
명하다는 사실이다(조명래 외, 2011).
그간 개발이익에 편승해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수요가 급감하면서 줄줄이
멈춰서고 있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개발(공급)이 넘쳐나는 이 현상을 국토부는 ‘과
(過)개발9)’이라고 부르고 있다. 토건개발의 단맛을 못 버리는 혹자는 이를 단지 부동
산 시장의 일시적 침체에 따른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고도성장 에너지의 고갈이 자연스럽게 불러온 현상으로 보내는 게 더
타당하다. 즉, 저성장과 맞물려 초래된 토건개발의 거품이 과개발이란 현상으로 나타

7) 2008년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8%에 달할 정도로 4대강은 추가적인 정비수요를 필요치 않았다.
8)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일인당 소득은 약 2만2천 달러였지만, 그 후 MB정부 출범하면서 2만 달러
이하로 계속 떨어졌다가 2011년 참여정부 말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채 정권 말까지 이어졌다. 이는
2만 달러 문턱을 아직도 안정적으로 넘어서지 못했음을 함의한다.
9) ‘과개발’은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계획·사업의 남발로 국토관리 및 국민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한 현상으로 정의된다(국토연구원, 2011). 이에 견주어 ‘난개발’은 수요가 팽창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계획적 통제의 부재로 마구잡이로 토건적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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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90년대 거품 붕괴는 과개발의 끝물에서 터진 것이다. 이 점에서 과개발
현상을 예사롭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카와데 미츠요시, 2012: 정창수, 2012). 이
러함에도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토건개발의 수레바퀴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비근한
예가 2012년 11월말 인천시(정확히는 민간사업자)가 발표한 ‘에잇 시티(Eight City)’
프로젝트다. 단군 이래 최대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최대가 될 317조원 규모의 토건개
발사업이다. SF 소설에서나 등장할 만한 환상적인 인공 해양도시를 건설해 오일머니
나 중국 국부(國富) 등 눈먼 돈을 왕창 끌어드린다는 게 사업의 속셈이다. 추진이
멈춘 유사사업들이(예, 청라국제신도시, 송도신도시, 영종신도시, 미단시티 등)를 주
변에 넘쳐나고 있지만 토건개발의 과대망상은 그 끝이 안 보인다.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고도성장을 숙주로 했던 토건개발주의란 바이러스는
이렇듯 한국사회에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토개발에만 국한한 것이 아
니다. 기업하는 방식, 투자하는 방식,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국가를 경영하는 방
식, 지역을 성장시키는 방식,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방식, 모든 분야에서 토건개발주
의는 상위의 실천규범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토건개발주의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역사성과 권력성을
가지고 진화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위한 토목행정 내지 토목통치에서 근대
적 의미의 토건개발주의가 움텄다. 해방 후, 이는 전쟁폐허로부터 ‘국가재건 내지 부
흥’을 통해 ‘국가 권력화’ 되었고, 1960년대 이후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돕는 국토
건설로 제도화되면서 ‘(구)개발주의’란 문화로 굳어졌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를 거치
는 동안10) (구)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신개발주의로 변모했다가(조명래,
2006a), 토건적 녹색성장(예, 대운하, 4대강 살리기 등)에 올인(all-in)한 MB정부 들
어서는 ‘녹색으로 화장한 토건개발주의’, 즉 녹색토건주의로 전면화 됐다. 한국에서

10)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미국 등으로부터 개방화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식
국가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경제를 기업과 시장의 방임에 맡기는 신경제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한국 특유의 개발국가의 성격은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의 개입은 추상경제영역(기
업이나 시장부문)보다 구체경제영역(주로 국토환경이나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하는 국가역할의 변
화를 겪는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저 ‘개발정치와 녹색진보(조명래, 2006a)’ 참조).

토론 4

●

개발주의와 민주주의

199

토건개발주의는 이렇듯 국가의 부흥과 재건, 건설, 경제개발과 이를 돕는 국토환경개
발 등으로 제도화되는 동안 국가권력의 중요한 작용방식이 되었고, 또한 국가시스템
에 깊이 각인되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명래, 2006a참조).
이러다 보니, 한국사회를 ‘21세기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로 이끌어야 할 국가 지도
자들도 토건개발주의 리더십이란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
이 난무하고, 개발공약의 우열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이 갈라지곤 한다. 정권을 잡고
도 집권세력은 국가적 자원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토건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서11) 토건마피아는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패권세력
이 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의 국가는 경쟁국가, 생태복지국가, 사회적 조절국가 등
선진형으로 진화하기는커녕, ‘토건개발국가’ 유형으로 퇴행마저 하고 있다. 국가예산
에서 토건예산이 줄지 않고, 국가정책에서 토건정책의 비중은 더 커지며, 토건부서의
위상도 갈수록 강고해지고 있는 것은 이의 필연적 결과다.
역대 다른 정부와 다르게 MB정부는 각별히 토건정권으로 불린다. 철지난 ‘747’
공약(7%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대국)을 앞세워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
모 토건개발을 추진하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국
민적 저항으로 중간에 접었지만, 이후 뜬금없는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후 추진한
핵심 정책들도 토건개발주의 성향을 숨길 수 없었다. 4대강 정비, 녹색뉴딜, 녹색국
토건설, 녹색에너지 및 산업개발 등,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MB정부의 간판
정책들은 녹색을 내걸었지만 속살(방향, 철학, 방식, 내용 등의 측면에서)은 더 교묘
하면서 유기적으로 제조된 토건개발주의였다.
MB정부의 토건개발주의 본색은 정부의 조각에서부터 드러났다. 국토부의 설치가
대표적인 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놓고도 MB정부는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토건부서인 건교부를 다른 부서(예, 해양부, 산림청)의 기능까지 끌어들여 거대 공룡
부처(국토부)로 탈바꿈시켰다. 이렇게 태어난 국토부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수요
와 무관한 공급주의 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냈고, 과개발은 이의 한 소산물이
되었다. 매매수요가 급감했음에도 유(有)주택자와 건설업자를 위한 18차례의 부동산

11) 이러한 성격의 토건개발프로젝트는 그람시(Gramsci)나 제솝( Jessop)말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
(hegemonic project)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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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쏟아낸 것은 그 비근한 예다. MB정부 5년간 국토부의 연평균 예산은 23.7조
원으로 참여정부 건설부 연평균 예산 17.6조원의 135%가 늘어난 액수다. 국토부의
예산은 대부분 SOC개발 예산이다.
토건개발주의를 이대로 둔 채로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경제민주화도, 생태복지
도, 자치분권도 모두 퇴행적인 토건개발주의를 타고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토
건개발주의로부터 탈피, 즉 ‘탈토건’은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면서 쟁취하고 실현해야 할 시대의 보편과제다.

IV. 개발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퇴행

일제로부터 해방과 한국전쟁 등을 치루면서 한국의 국가는 건설 혹은 개발을 매개
로 하여 통치와 지배를 제도화해 왔다. 그래서 개발은 한국의 근대국가형성 과정에
서 지배 권력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영역이자 방식이 되었다. 개발이 민주주의와 결
합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즉 국가형성과정에 동원되는 개발의 권력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조건의 하나로 작용했다.
개발의 권력화가 본격화된 것은 ‘(경제)개발을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찾았던 1961년 군사정부 때부터라 할 수 있다. 1961년 5월16일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은 3일 뒤 그의 집무실로 3명의 경제전문가를 불러 경제개발계획의 입안
을 지시하면서 개발의 권력화가 시작되었다. 쿠데타를 일으킨 3일 뒤는 생명의 위협
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경제개발계획’의 입안을 지시했던 이유는 일차
적으로 ‘5000년 빈곤굴레부터 해방’이란 쿠데타의 명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준비된 개발계획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의장이 1961년 11월 미국을 방
문했을 때, 군부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케네디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까닭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용도로 더 긴요하게 쓰였
다. 미국으로부터 돌아 온 박정희의장은 이듬해 외관상 민간정부(제3공화국)를 출범
시키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6)을 곧장 착수했다. 그 후 경제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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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통치권자의 최고 권력의지가 반영되고 사회적 자원이 최대한 동원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꾸려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당성이 결여했던 군부정권(국가)은 국
민적 지지와 동의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개발이 국가형성의 토대가 되고, 또한
권력 작용의 영역이자 방식이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1970년대 들어 종신집권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을 통해 유신체제란 독
재체제를 1972년 10월에 탄생시켰다. 같은 해 그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77)을 착수했고, 이듬해 연두기자 회견에서 이른바 중화학 산업화를 선포하면
서 지금의 한국산업의 토대가 된 6대 전략산업(철강, 비철금속, 기계, 선박, 전자,
석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조국근대화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리
더십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독재를 출현시켰고, 이 리더십(즉 독재)은 중화학 산업화
를 뒷받침하는 권력으로 작용했다. 이때부터 개발은 1960년대의 국가형성 혹은 국가
지배의 물적 토대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 독재 권력이 실제 동원되고 작동하는 영역
과 방식이 되었다.
60년대의 경공업 산업화는 소규모 자본 및 인프라 중심의 개발방식에 의해 가능했
지만, 70년대의 중화학산업화는 대규모 자본, 숙련인력, 선진기술 등의 생산요소 투
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인프라(산업기지, 항만, 고
속도로, 댐 등)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개발방식을 필요로 했다. 민간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 모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었다. 유신체제란 권력독점은 이렇게 해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실제 유신
정권은 중화학산업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 엘리트 관료들로 구성
된 중화학추진기획단을 설치했다. 이 기구를 통해 유신독재는 중화학산업화에 필요
한 자본·인력·기술의 공급과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수단적 권력으로 작용했다.
군부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엘리트 관료들이 중화학산업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과 자원(주로 공공차관)의 합리적 배분을 담당하며, 정치적으로 선택된 민간기업(후
에 재벌기업으로 급성장)에게 사업영역과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중화학산업화는
추진되었다. 중화학산업화를 공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산업기지(군사기지에서 차용
한 한국적 산업단지 표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추진됨으로써 국토란 공간환경
도 국가권력이 깊숙이 작용하는 대상이 되었다.12) 제1차 국토종합계획이 1971년부
터 실시되고 산업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공단의 대부분이 1970년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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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은 공간환경에 대한 국가개입이 197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70년대 유신정권 하에서 추진된 중화학산업화는 독재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로 했던 프로젝트였지만, 동시에 국가권력이 비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작용하
는 대상이자 방식이기도 했다. 중화학산업화를 위해 국가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국가유형을 흔히 ‘관료권위주의국가(Bureaucratic Authoritarian State, 일명 BA국가
모델)라 부른다.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연구에서 도출된 BA모델은 쿠데타를 통해 등장
한 정치적 리더(leader), 엘리트 관료, (특히 다국적) 자본이 3자 연합(triple alliance)
을 맺어 중화학산업화란 심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자율성
과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가운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류하거나 배제하는 발전
국가의 한 유형이다.
라틴아메리카의 BA국가와 달리, 유신정권으로 지칭되는 한국의 BA국가 하에서
산업화의 심화(deepening of industrialization), 즉 개발의 심화를 위한 국가권력은
더 집중되었고, 엘리트 관료들의 자율성과 역량 또한 훨씬 더 강했다. 이는, 한국의
BA국가 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더욱 심하게 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70년대의
유신체제를 개발독재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979년 10.26사건으로 유신정권은 막을 내리지만, 1980년 5.18사태를 통해 재등
장한 신군부 정권은 국민경제의 선진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참정
권을 포함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늦추지 않았다. 이 점에서 개발독재는
80년대 중후반까지 일정하게 지속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6.3 민주화 항
쟁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가 복원되고, 아울러 도시중산층의 출현과 함께 시민사회
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데, 그 첫 결실은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이었다. 민주화 이후란 개발독재의 종식과 더불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시대를 말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불어 닥친 지구화의 바람을 타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
진국으로부터 자유화와 개방화의 압력이 드높아진다. 이는 한국의 발전국가 역할모
델에 심대한 도전이 되었다. 이에 문민정부(1993-97)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경제개

12) 유신정권 말에 추진되었던 임시행정수도 건설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 하에 청와대 내 중화학추진
기획단이 직접 담당했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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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기구(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기획원 등)를 폐쇄하고,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시장과 기업에 대한 국가개입의 많은 부분을 철회하는, 즉 자유화, 개방화, 탈규제
등을 골자하는 신경제(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1992년부터 추진된 지방자
치제와 맞물리면서 개발국가의 역할이 탈중심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과 시장영
역에 대한 간섭, 즉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개입을 줄이는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공간환경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한 국가개입은 오히려 강화
되었다. 또한 분권화와 더불어 지자체 주도의 개발행정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배
경으로 하여 60, 70년대 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를 반영하는 신개발주의로 바뀌었다.

<표 2> 구개발주의와 신개발주의의 비교
구분
시대

구개발주의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신개발주의
1990년대 중반에서 현재

지배이념 발전주의: 국가주도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개방화, 탈규제, 시장경쟁

국가유형 발전국가

토건국가

중앙정부주도
개발방식

환경영향

국토환경의 토목적 개조
(예, 산업단지조성)

시장주도, 하위정부기구(지방정부, 공사 등)
주도
국토환경의 상품화(예, 리조트 개발)

개발일방주의

개발과 환경의 형식적 균형추구

산업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계획과 평가의 형식적 절차를 통한 추진

환경의 도구화와 물리적 파괴

환경의 자본화와 유기적 훼손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으로 인식

세력관계 개발독재(개발연합)의 주도

환경문제는 난개발과 지속불가능성으로 인
식
개발과 환경의 갈등 속에 개발주의자 주도

신개발주의는,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복원된 시대에 되살아난
개발주의를 지칭한다(<표 2> 참조). 민주화 이후, 경제에 대한 간접 개입방식인 공간
환경을 고도의 경제적 가치재(상품)로 바꾸는 개발은 제도적 절차, 즉 합리적 계획의
작성, 영향평가의 실시,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지방정부의 주도와 시민참여
에 의한 집행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신개발주의는 1998년 IMF 위기 이후 공간환경에 대한 개발이 사회적으로 전개되고
개발권력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특성화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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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주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규모가 큰 유형, 가령 새만금 간척지 조성, 경인운
하 건설, 방폐장 건설, 경부고속철 건설,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개발사업들은
중앙정부의 개발부서와 관련된 개발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국책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이미 오래 전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예,
선거공약)이 대부분이지만, 민주화 이후 혹은 신자유주의 시대에와서 본격 시행되
면서 절차적 합리성 혹은 민주적 절차주의를 충실히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하나 같이 추진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
을 노정했다. 그 갈등은 개발사업의 가치를 둘러싸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 권력 갈등
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개발주의와 보전주의간의 가치관 갈등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도, 조정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정되더라도 종국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보전주의에 대한 개발주의자 입장이 관
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 같
지만, 그 절차가 이해당사자간의 대등한 역학관계나 민주적 합의를 올바르게 담보하
지 못한 결과, 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즉 국가(특히 개발기구)와 개발주의 세력이
갈등의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거시 사회적 차원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
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미시 사회적 차원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건교부나 개발공사들이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공공개발프로젝트들은 타당성 검토, 합리적 계획, 의견수렴,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걸치지만, 그러한 과정은 대개 형식적 요건에 맞추어 꾸려지고,
더욱 토목적 전문성 때문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제한된 채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다. 토목적 개발의 정당성은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성장동력 창출, 지역성장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발 혹은 성장담론의 조작을 통해 확보된다.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은,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또한 개발담론에 의해 오도된
기대와 환상에 사로잡혀, 국가와 개발기구들이 추진하는 개발의 정당화에 쉽게 동화
된다. 따라서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피해, 지역소득구조의 왜곡, 생태계
의 파괴 등과 같은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지 못 한 채 사업은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추진된다. 이렇듯 절차적 민주주의는 일상주체들이 참여하는 미시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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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심대한 교란과 왜곡을 겪고 있다.
여기에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결합되면서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를 둘러싼 절차적
민주주의의 교란과 왜곡은 더욱 깊어진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초자치제, 주
민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기관자치제, 제한된 자치권한 등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자치
는 단체장 주도의 독단적 개발행정을 중심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단체
장들은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당선되고, 당선된 이후엔 부여된 자치권능을 이용
해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려 그의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주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의 추진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보다, 지역정치인, 고위공무원, 지역개발
업자, 전문가, 지역언론, 지역유지들이 특권적으로 참여하면서 형성된 이른바 ‘성장
연합’을 통해 지자체의 주요정책들이 추진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독재와 개발정
치가 지방화와 더불어 지방의 개발독재와 개발정치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연합은 지방의 개발정치와 정책영역을 독점할 뿐 아니라, 이것이 사업으로 옮
겨지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소통영역까지 지배하고 있다. 특히 성장연합의
중추세력인 지역유지(지역의 유력 상공인)들이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각종 지역모임
과 기구 통해 지역여론을 호도함에 따라 개발에 대한 일상주민들의 의견은 더욱 제
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성장연합이 조장한 개발주의 상징조작에 동화되어 지역주민
들은 단체장이 보다 많은 개발업적을 남기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신
개발주의가 지방차원에서 신개발독재의 출현을 불러오는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시장 수뢰사건과 같은 개발부패는 지방의
신개발독재 하에서는 너무나 쉽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방자치
란 차원에서 신개발주의의 교묘한 논리에 포획되어 나타나는 개발권력의 부패화 현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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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발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행

(신)개발주의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퇴행시
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종국에 이룩해야 할 삶의 질 구현
을 가로막고 왜곡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듯 개발주의로 인한 절차적 민주
주의의 퇴행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행까지 불러온다.
개발주의가 민주주의 형식만 아니라 질적 내용까지 오염시키는 까닭은 개발이 가
지는 물리적·토목적 가치우선과 파괴적(destructive) 행위방식과 연관된다. 즉, 경
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삶터인 공간환경의 파괴와 훼손을 수반하는 토목적 개발행
위들은 민주적 정치과정(절차)을 통해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생활세계를 거꾸로 오염
시키고 황폐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행이란, 사회의
여러 가치영역 및 세력영역 간에 균형을 통해 이룩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질적 내용
이 발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세부유형으로 본다면 실질적 민주주의
는 국가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시민(사회)민주주의, 제도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생활민
주주의, 시장민주주의에 대비되는 공동체민주주의, 인간중심의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생태민주주의 등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개발독재 하에서 사회적 자원들이 특정 정치목표를 달성하는 데로 비민주적, 비합
리적으로 사용된 결과, 우리사회의 여러 부문 간에는 좁힐 수 없는 불균형과 부조화
가 구축되어 있다. 만약 사회 구성원 간 논의와 합의가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이루
어졌다면(즉, 개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허용되었다면), 국가주도적 물량적 중화학
산업화란 성장방식 대신, 도시-농촌의 통합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국토환
경용량을 고려하는 적정개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분권적 발전 등과 같은 성장방식
이 채택되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도시 중심, 재벌중
심, 수출중심, 에너지와 자원 과다 소비형 성장레짐(growth regime)이 구축되지 않
았을 터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개발주의에 의해 강제된 민주주의의 절차적 결
핍이 민주주의의 실체적 결핍마저 초래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사실이다.
국가-자본의 권력적 유착관계를 통한 국가주도의 개발이 추진된 결과, 이러한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개발주의가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적 이념이자 가치’로 제도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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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주의는 우리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다. 가령, 국가권력이 개발주의에 의해
포획되고, 사회의 중심가치가 경제제일주의 가치로 치환되며, 국민모두가 개발주의
적 일상 삶에 빠져있는 사회적 현상은 바로 개발주의 해악의 예라 할 수 있다. 정치
경제시스템과 일상문화로 깊숙이 뿌리내려진 개발주의는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
의를 교묘히 이용해 이젠 국가영역을 넘어 시민사회 영역으로까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다.
오늘날, 신개발주의 세력은 과거와 같이 (개발)국가영역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시민사회를 넘나드는 세력들 간의 동맹을 맺어 개발권력을 전방위적으로 행사
하고 있다. 국가영역을 넘어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 개발주의의 세력확장은 날로 드
세어지고 있다. 국가를 넘어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개발동맹은 일본의 토건국가 하
에 형성된 토건마피아와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국가영역에
뿌리를 둔 개발주의 세력들에 의해 식민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국책사업과 같은 주요 개발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환경갈등
혹은 개발갈등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환경단체)간 갈등의 양상을 취한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을 통해 증폭되는 가운데, 환경갈등은 한국사회의 발전이념을 구
분하는 개발주의와 보전주의간의 범사회적 대립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서 갈등
지형은 국가-개발 대 시민사회-보전 간 대립구도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를 포괄
하는 범사회적 영역에서 개발주의 세력과 보전주의 세력 간 대립구도로 설정된다.
갈등이 사회적으로 증폭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표명되고 또한 합의방
식으로 조정되는 갈등의 사회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범사회
적 갈등이 국민여론, 언론, 법적 심판 등의 기제를 통해 조정되면서 대개 개발주의
입장이 우월한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를 넘어 시민
사회에까지 개발동맹이 확장되어 형성되면서(예,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개발업자, 주민단체, 부동산투기꾼 간의 동맹), 소수의 보전주의를 다수의 개발주의
가 압도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초기의
정부-환경단체 간 갈등이 시민사회 내의 환경단체(소수)와 개발관련 단체(다수) 간의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후자의 입장으로 법원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를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개발가치를 둘러싼 전망과 해석의 갈등은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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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이 그 이 너머에 있는 전체사회의 헤게
모니 논리, 이를테면 개발국가의 권력논리, 신자유주의 논리, 자본논리와 연동되면,
소수의 반개발주의 입장은 주변화 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지방 현실이
바로 이러하다. 보수언론들이 조장한 경제되살리기 담론에 포로가 된 지역주민들은
‘환경을 훼손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개발주의 사고에 매몰되어 선거에서 이를
내세우는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시민사회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대안적 발전을 토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지방에선 사실상 불가능하
다. 개발주의가 지역의 시민사회를 침투한 결과, 지역 차원의 시민적 민주주의(civic
democracy)의 발전은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
개발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개발주의는 그 속에 담고 있는 본연의 논리를
십분 발휘하고자 할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 개발주의 논리는 독재자의 권력의지나
기술관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겠지만, 민주화 이후 신개발주의 (혹은 신개발독재)
시대에는 신자유주의 논리 즉, 시장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 돈과 상품의 논리를
우월하게 반영할 것이다. 해서 형식적 절차 민주주의를 걸쳤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들은 철저한 경제주의와 시장경쟁주의 원칙과 방식으로 추진되
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지역환경은 경제적 가치재로
치환되고(예, 녹지가 고가의 주거지로 조성), 공급되는 자원과 시설(예, 주택, 도로)
들은 경제적 재화, 즉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환되어 개발정책의 소비자에
게 다가오게 된다.
개발을 통해 공간환경이 상품으로 전환되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해 공간환경이란 상품이 소비되고 전유된다. 그 결과 개발의 혜택은
계층 차별적으로 분배된다. 생활세계로 상품화의 논리를 띤 개발주의가 침투하게 되
면, 생활세계 속의 일상관계는 철저한 상품소비의 관계 혹은 화폐관계로 배열되어
일상 삶의 전반이 분열되고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지 못한 사회약자들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도시의 저밀도 주거지가 돈이 되는 고밀도의
주거지로 재개발 혹은 재건축되면, 고가화 된 주거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주
민이나 세입자들은 강제적으로 철거되거나 도시외곽의 저렴한 주거지역(예, 비닐하
우스촌)으로 이주해야 한다. 공간환경의 이러한 상품화 과정은 사회적 약자들의 주
거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게 되지만, 가옥주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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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서는 이를 정의롭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조명래, 2006).
오늘날 환경이 삶의 질에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면서 고가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러한 거래로부터 배제되는 환경약자로서의 박탈을 새롭
게 경험하게 된다. 이 약탈은 환경약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환경피해에 상
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면서 겪는 환경불평등을 말한다.
자본과 시장논리를 띠는 공간환경으로의 개발은 생활세계의 오염과 파괴를 넘어,
계층 간 환경불평등까지 초래해 사회적 약자나 환경약자들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이
중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 모두는 경제논리를 숨기는 개발주의가 생활세계로 침
투하면서 일상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생활세계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생활민주주의(life-world democracy)의 발현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
라 할 수 있다.
자본과 시장논리를 반영하는 개발주의가 민주적 통제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채,
우리의 삶터인 공간환경을 심대하게 변경시키게 되면, 공간환경의 상품성, 즉 돈의
가치는 향상되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관계는 그만큼 어렵게 된다.
이를테면, 낙후된 주거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하면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보유자산의
부동산 가치 증식이란 측면에서 사업성을 판단하지, 지역을 건강한 공동체로 바꾸는
등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때문에 상업주의적 재건축·재건축이란
개발은 도시의 공간환경을 고급의 상품공간으로 바꾸는 대신 도시거주자들을 더욱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관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과 시장논리를 숨기고 있는 개발주의는 이렇듯 ‘시장적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적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동체 민주주의가 담보되지 못할 때, 주민들은 그들의 삶터인 공간환경에서 더 이상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더 나가 지방자치란 제도공간이 주어져도, 더 이상의
자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시장과 상품논리를 은닉한 개발주의는 인간중심의 가치를 철저하게 반영한다. 토
목적인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환경은 심대하게
파괴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는 인간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근대 합리주의의 입장이다. 그래서 공간환경에 대한 파괴적 개발은 공간환경을 고가
의 재화로 생산하고 거래하는 합리적 경제행위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공간환경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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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는 단순히 외형적 형태의 훼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적
관계, 즉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없는 생명적 기제의 단절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공간환경의 개발은 그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폐기물로 배출하
여 생태계에 퇴적시키게 되면 생태적 순환을 단절시키게 된다. 생태계에 누적된 유
해물질은 생태계의 순환망을 따라 종국에는 인간 신체 속으로 되돌아온다. 또한 생
태계의 순환단절은 자연재해 등을 유발해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인간을 위
한 편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파괴적 개발은 생태계의 순환망을 따라 인간의 생명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자연의 역습’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개발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권력의 생태적 배분과 균형을 추구
하는 생태민주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생태위기의 시대, 생태민주주의는 인간중
심의 근대민주주의를 대체해야 할 대안민주주의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
한 개발주의는 인간중심의 근대민주주의를 넘어 생태적 민주주로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때문에 한국사회를 멍들게 하는 개발주의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이면서 미래의
문제이고, 또한 생태위기의 시대 지구생태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한민족이 함께 해
결해야 할 생존문제를 제기한다.

VI. 개발주의의 극복과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

한국의 개발주의는 한국의 국가형성과 권력의 제도화 속에 잉태된 헤게모니적 이
념과 같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 근대화의 가능성은 우리사회 전체를
마법화시킨 개발주의 덕분이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높은 개발 드라이브에 걸려 있
다. 이는 미래를 향한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러나 개발주의의 깊은
그림자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개발이 국가권력의 비민주적 작용방식과 맞물러 사회전반에 끼친 해악의 결과다. 말
하자면, 개발의 비민주적 권력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토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성적 가치, 민주적 가치, 다양성의 가치, 일상적 가치 등의 발현을 가로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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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국민 모두를 경쟁적·투기적인 삶의 관계로 내몰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퇴행은 토목적 절차와 방식을 선호하는 개발행위에 의해 초래
된 결과였다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행은 개발주의가 강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초
래한 결과인 셈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퇴행은 개발주의가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행은 개발주의가 정치사회
적으로 어떠한 내용적 결과를 초래하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의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는 한국의 개발주의가 긍정성 보다 부정성에 의해 압도되어 있음
을 읽게 해준다. 개발주의의 모순과 한계는 토목적 파괴와 훼손으로 인해 공간환경
은 더 이상 건강한 생명적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는 ‘왜 아직도 개발주의인가, 무엇을 위한 개발주의인가’란 근본물음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다.
근자에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확실성, 즉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적
지각변동이 구석구석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
회를 드라이브시켰던 개발주의의 누적적 폐해가 사회적 수면 위로 분출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조명래, 2007). 근자에 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신
개발주의란 새로운 양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로 생명적
삶의 바탕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
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영역을 넘어 시장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방
식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개발주의 인성과 생활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개발주의를 대신할 이념은 생태주의이다. 생태주의에도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지만,
어떤 유형을 택할지는 우리의 민주적 선택의 문제다. 어떠한 유형이든, 한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초록화 하고, 성장방식을 생태적인 것으로 전환하며, 국가권력의 작용
방식을 생태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고, 상품소비 및 화폐 관계에 매몰된
일상주체를 생태적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시도들은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실천방안
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시도들은 개발주의에 물든 한국사회를 생태적 사회로
전환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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