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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요인별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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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결과 : 문재인 후보 당선
19대 대선 결과의 특징
• 10년 만의 정권교체
 문 41.1%, 홍 24.0%, 안 21.4%, 유 6.8%, 심 6.2%
 80% 탄핵 찬성, 민주당 후보 지지율 60% 상회 불구, 과반 지지율 확보 실패
 선거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 후보 30% 득표율 실패

• 사회경제적 요인 : 기존 균열 약화
• 대선 선호 분포의 변동성이 컸던 선거: 정치적 환경 변화와 후보 요인이 좌우
• 변동 원인
 정치 엘리트 차원 : 보수파의 분화, 야당의 분화
 유권자 차원 : New Democrats, Swing Conservatives 의 부상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장



단일화 시도 없었던 첫 선거



정당 지지 재편: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
2

2. 투표 선택에서 나타난 특징 : 선거 변동성
1 . 정국 변화 따라 지지율 급변 : 문 대 비문 구도, 정국 변화 후보교체 반복
대선 후보 지지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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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2016.6); 한국일보-한국리서치(2016. 2, 3, 4, 10, 12, 2017.1, 2,4); 미디어리서치(2016. 9, 11/ 2017.2) 3

2. 투표 선택에서 나타난 특징 : 균열 패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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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 선택에서 나타난 특징 : 균열 강도 약화
2 . “지역주의 약화” (74.7%), 2012년 대비 文 후보 2030 세대 지지율 하락, 40대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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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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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평가 (EAI-한국리서치 KEPS 패널조사 2007, 2012, 2017)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지역주의 약화

후보들간 비방 심화

EAI-한국리서치 2017 KEPS 패널조사

방송3사 출구조사, EAI-한국리서치 2007 KEPS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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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 선택에서 나타난 특징: 예고된 투표 혁명?
3. 선거 관심도(political interest)는 투표율 선행지표 : 2040 투표율 5060 역전 예상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2040세대 선거 관심도  5060세대 관심도 능가
 “매우 관심＂응답 2040 급상승, 촛불 참여 경험  82.3% 매우 관심
선거 관심도

77.9

실제 투표율

30대

50대

60대+
93.9
91.5
90.7
82.9
80.5

88.0

86.3

89.7

75.8

?

82.9
81.0
73.2
66.8

18대 대선

19대 대선

17대 대선

63.0

17대 대선

20대

18대 대선

40대
91.3
91.1
83.6
76.8

19대 대선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2007.8);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12.6); 한국일보·한국리서치(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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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 선택에서 나타난 특징: 기대 못 미친 참여
사전 투표율, 적극적 투표 의향 층 높았지만
20대(35.7%), 30대(25.8%), 40대(23.8%), 50대(25.7%), 60대(24.6%), 70대 +(18.8%)

출구 조사에서 추정한 연령별 전체 투표율 : 기대 못 미친 투표율
20대(72.1%), 30대(74.8%), 40대(73.2%), 50대(79.0%), 60대(84.6%), 70대+ (76.1%)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0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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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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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적극 투표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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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인식조사(2017 1차, 2차), 선관위 투표율 분석(2007; 2012), KBS 출구조사 추정치 7

3. 정당지지 연합의 변동
1. 정당의 이념적 분화 : 인지된 각 정당의 이념 위치
 0(매우 진보)~5점(중도)~10(매우 보수)로 측정한 각 당 이념 위치

10
9
8

 Paired Samples t-test 검정, 99%신뢰수준 유의
 새누리당 : 박 정부 이후 우향우

6.5
6

 한나라당 6.0(2006) 6.5(2007) 7.2(2010)  새누리당
7.1(2012)  자유한국당 7.8점, 바른정당 6.0 (2017)

5

 중도 정당의 탄생 : 국민의당 5.2점

4

 민주당의 좌향좌 : 5년간 정의당과 비슷한 수준

3

 열린우리 4.4(2006)  4.6 (2007-8)  4.5(2010-12)  3.3점
(2012년 4.5점)
 정의당 2.8점 (2012년 3.4점)

7.8
7.2

7
6.0

6.4

6.0

민주/더민주

5.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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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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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한국

4.5

민주/국민

3.8
3.3

새누리/바른

3.3
2.8

민주노동당

2.3

2
1
0
2006년
6월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7.1

2007년
11월

2008년
3월

2010년
6월

2012년
11월

2017년
5월

EAI-한국리서치 2017 KEPS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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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지지 연합의 변동
2. 선거기간 중 정당지지 변화 변곡점

정당지지율

- 20대 총선 후~최순실 게이트 (보수이탈)

New
Democrats

 새누리 34.5%(2016. 9월) 10.5%(2016.12)

더민주 46.9

46.8

 더민주당/국민의당 지지율 정체(촛불국면)

- 탄핵 가결~ 예선 (더민주당 부침)

36.3

34.5

 “New Democrats”의 부상

30.9

 민주당 46.8%(2월)4월(36.3%)

22.7

30.7

- 본선~최종투표 (국민의당 부침)

11.8

 국민의당 9.3%(3월) 22.5%(4월)
 선거 전후 10.0%로 급락(5월)

22.5

Swing
Conservatives

19.5

 선거전후 46.9%로 복원

38.2

17.1

10.5

9.3

8.6
6.3
4.6

5.7
3.29-30 4.15-16

6.5-6

9.23-24 10.25-26 11.26-27 12.9-10 1.15-16 2.24-25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자유한국 12.7
국민의당 10.0
정의당 9.7

3.14

4.7-8

4.18-20

EAI-한국리서치 2017 KEPS 패널조사

바른 5.8
5.1-2

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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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지지 연합의 변동
KEPS
변수
성별
*

3. 정당 지지의 사회적 균열

세대
****

• 지지 균열의 연속성
- 균열 패턴은 2000년대 이후 선거와 동일
 여성일수록 (χ2 검정, 90%신뢰수준 유의)

지역
****

 저연령 일수록 (χ2 검정, 99%신뢰수준 유의)
 영남 대비

호남(χ2 검정,

99%신뢰수준

유의)

 중상/고소득층 (χ2 검정, 99%신뢰수준 유의)
 자산 4억 이하 층(χ2 검정, 95%신뢰수준 유의)

• 차별성 : 정치적 관심은 보수의 균열 지속?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진보
이념
****
중도
보수
월 가구 200만원 미만
소득
200-300만원 미만
****
300-500만원 미만

- 보수정당의 균열, 지역정당 독점 약화
- 호남-영남 1당 체제에서 경쟁 구도로
- 영남 / 50-60세대에서 1당 교체

2차
구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자산
***

사례수 더민주당 자유한국 국민의당 바른정당
(1157)
46.9
12.7
10.0
5.8
(574)
45.5
15.4
10.1
6.7
(583)
48.4
10.0
9.8
5.0
(202)
63.7
2.7
5.0
6.0
(204)
60.5
3.6
5.9
8.8
(239)
48.5
6.7
9.4
3.7
(231)
38.1
17.4
10.7
8.2
(149)
34.0
24.5
17.4
2.2
(132)
27.5
31.3
15.4
4.8
(228)
51.4
8.9
12.1
4.7
(345)
44.4
10.8
10.0
6.5
(121)
47.5
15.7
10.6
4.4
(116)
67.8
2.2
13.2
0.7
(117)
39.4
16.2
6.8
12.3
(181)
40.3
21.7
5.2
4.8
(49)
36.1
19.9
15.7
10.4
(417)
66.7
1.9
8.7
2.0
(420)
44.9
10.4
10.5
7.7
(290)
22.5
31.6
11.3
9.3
(183)
38.4
23.8
16.8
2.8

정의당

기타 정당

9.7

2.5

무당파

9.9
9.5
11.9
10.5
16.2
6.8
5.1
3.5
10.4
11.6

2.2
2.7
1.5
2.2
2.7
3.3
3.7
0.9
2.4
1.4

12.4
10.2
14.6
9.1
8.4
12.7
15.6
13.1
16.6
10.1
15.4

7.4
6.6
8.8
9.2
10.5
13.9
8.2
5.8
5.4

2.4
0.7
5.9
3.7
2.1
1.9
2.7
3.2
0.6

12.0
8.8
10.7
15.1
5.3
5.0
15.5
16.3
1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3)

45.0

16.2

8.9

6.1

7.5

5.0

11.5

100

(382)

46.3

12.5

8.8

5.9

11.9

2.7

11.9

100

500-700만원 미만

(237)

52.0

7.1

9.5

6.0

10.1

2.4

13.0

100

700만원 이상
2억 미만
2억-4억 미만

(178)
(450)
(309)

53.2
47.9
53.7

6.6
11.2
13.9

7.4
11.1
7.6

8.4
4.1
4.2

9.6
10.1
9.9

2.1
2.6
3.0

12.6
13.0
7.8

100
100
100

4억-7억 미만

(172)

39.7

11.2

10.9

9.1

12.1

2.1

14.8

100

7억-10억 미만

(61)

29.1

23.2

11.1

9.6

4.4

2.2

20.3

100

10억 이상

(75)

34.9

20.5

12.4

10

4.3

1.6

16.2

100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EAI-한국리서치 2017 KEPS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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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지지 연합의 변동
부경, 40.3
대경, 39.4

5.11-14

4.24-25

4.7-8

70
60
50
40
30
부경, 21.7 20
대경, 16.2
10
0

4.18-20

3.10-11

1.15-16

2.24-25

12.9-10

11.26-27

10.25-26

6.5-6

9.23-24

2.21-22

4.15-16

• 영남에서 더민주 1당

70
60
50
40
30
20
10
0
3.29-30

• TK/PK의 보수 이탈

• 호남 경쟁구도

영남의 더민주 지지율

영남의 자유한국당 지지율

 지역 균열

호남의 더민주/국민의당 지지율

영남의 국민의당 지지율
더민주당, 70
67.8 60
50
40
30
국민의당, 20
13.2 10
0

70
60
50
40
30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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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지지 연합의 변동
 세대 균열
• 5060의 보수 이탈
• 전 세대에서 더민주
• Cohort effect?
• Period effect?

세대별 더민주 지지율

세대별 새누리당 지지율
70
60
50
상승 40
30
20
10
0

40대,
6.7
30대,
20대, 3.6
2.7

70
60
50
40
30
20
10
0

60대+, 16.4
50대, 10.7
40대,
30대, 9.4
5.9
20대,
5.0

70
60
50
40
30
20
10
0

60대+ 27.7
50대, 17.4

세대별 국민의당 지지율
70
60
50
40
30
20
10
0

20대, 60.5
63.7
30대,
40대, 48.5
50대, 38.1
60대+ 30.9

세대별 무당파 비율

60대+ 14.7
50대, 15.6
40대,
20대,12.7
9.1
30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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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지지 연합의 변동
1. 정당 지지 유지

최순실 이전==> 1차

• 최순실 게이트 ~ 후보 등록 전후 (1차 조사)

1차==> 2차

더민주

70.4%

328/466

더민주

86.4%

394/456

국민

50.7%

75/148

국민당

41.8%

79/189

 더민주당 유지율 70.4%

정의당

49.3%

35/71

정의당

67.5%

56/83

 국민의당 유지율 50.7%

새누리
자유한국
새누리
바른

25.6%

87/340

자유한국

84.2%

80/95

11.2%

38/340

바른정당

44.6%

25/56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유지율 25.6%, 바른 정당 11.2%

 정의당 유지율 49.3%

• 1차 조사~ 선거직후(2차 조사)

최순실 이전==> 2차

 자유한국당 유지율 84.2%, 바른 정당 44.6%
 더민주당 유지율 86.4%
 국민의당 유지율 41.8%
 정의당 유지율 67.5%

더민주

81.9%

381/466

국민

40.0%

60/148

정의당

73.2%

52/71

39.1%

133/340

13.2%

45/340

새누리
자유한국
새누리
바른

EAI-한국리서치 2017 KEPS 패널조사

13

3. 정당지지 연합의 변동
2. 변동자
(1) Output : Swing Conservatives
 새누리당 이탈자(자유한국당 기준) 60.9%

최순실 이전 * 선거 직후 Crosstab
최게이트전 더민주
정당지지

 Conversion 더민주당 지지 16.8%, 정의당 3.8%
 Third Party 바른정당 13.2%, 국민의당 지지 10.0%
 Independent 무당파 17.1%

(2) Input : New Democrats (이전 새누리, 국민 유입)
 Old Democrats : 더민주 지지자 543명 중 381명(70.2%)
 이전 새누리 지지자 57명(10.5%)
 이전 국민의당 지지자 60명(11.0%)
 이전 정의당 정의당 지지자 2.9%, 무당파 5.3%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Total

Count
행%
열%
% of Total
새누리
Count
행%
열%
% of Total
국민
Count
행%
열%
% of Total
정의당
Count
행%
열%
% of Total
기타/무당 Count
행%
열%
% of Total
Count
행%
열%
% of Total

더민주
자유한국
381
4
81.9%
.9%
70.2%
2.7%
32.9%
.3%
57(57)
133
16.8%
39.1%
10.5%
91.1%
4.9%
11.5%
60
7
40.0%
4.7%
11.0%
4.8%
5.2%
.6%
16
0
22.5%
.0%
2.9%
.0%
1.4%
.0%
29
2
22.0%
1.5%
5.3%
1.4%
2.5%
.2%
543
146
46.9%
12.6%
100.0% 100.0%
46.9%
12.6%

선거직후 조사
국민
바른정당
22
10
4.7%
2.2%
19.0%
14.7%
1.9%
.9%
34
45
10.0%
13.2%
29.3%
66.2%
2.9%
3.9%
53
8
35.3%
5.3%
45.7%
11.8%
4.6%
.7%
0
1
.0%
1.4%
.0%
1.5%
.0%
.1%
7
4
5.3%
3.0%
6.0%
5.9%
.6%
.3%
116
68
10.0%
5.9%
100.0% 100.0%
10.0%
5.9%

정의당
기타/무당
34
14
7.3%
3.0%
30.1%
8.1%
2.9%
1.2%
13
58
3.8%
17.1%
11.5%
33.7%
1.1%
5.0%
3
19
2.0%
12.7%
2.7%
11.0%
.3%
1.6%
52
2
73.2%
2.8%
46.0%
1.2%
4.5%
.2%
11
79
8.3%
59.8%
9.7%
45.9%
.9%
6.8%
113
172
9.8%
14.9%
100.0% 100.0%
9.8%
14.9%

EAI-한국리서치 2017 KEPS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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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65
100.0%
40.2%
40.2%
340
100.0%
29.4%
29.4%
150
100.0%
13.0%
13.0%
71
100.0%
6.1%
6.1%
132
100.0%
11.4%
11.4%
1158
100.0%
100.0%
100.0%

4. 누가 변동했나?
1. Swing Conservatives
-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태도: 여성, 2050, 호남 수도권, 대통령 탄핵/이념 성향
이전 새누리 지지층 340명 중
transfer
성별 남자
56.1%
**
여자
66.8%
세대 19-29세 83.2%
*** 30-39세 82.1%
40-49세 66.1%
50-59세 60.4%
60세+
49.1%
거주 서울
69.4%
**
인천/경기 67.6%
대전/충청 55.9%
광주/전라 77.1%
대구/경북 61.4%
부산/울산 41.7%
강원/제주 66.8%

retention
43.9%
33.2%
16.8%
17.9%
33.9%
39.6%
50.9%
30.6%
32.4%
44.1%
22.9%
38.6%
58.3%
33.2%

이전 새누리 지지층 340명 중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념성향
***
박대통령
***
대북 정책
복지 성장
***
국가경제
***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진보
중도
보수
탄핵에 찬성
탄핵에 반대
모름/무응답
교류협력 강화
강경정책 강화
복지가 더 중요
성장이 더 중요
악화
현상유지
개선

transfer
81.3%
69.4%
51.0%
78.2%
34.1%
40.5%
77.2%
55.7%
73.7%
53.9%
66.3%
54.4%
39.6%

retention
18.7%
30.6%
49.0%
21.8%
65.9%
59.5%
22.8%
44.3%
26.3%
46.1%
33.7%
45.6%
60.4%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검정: *90% ,** 95%, ***99% 신뢰수준 유의)
EAI-한국리서치 2017 KEPS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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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변동 했나?
2. New Democrats
-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태도: 남성, 2030, 사드배치 찬성, 통합 지향 상대적 강세
성별**
세대**

거주지역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
강원/제주

민주당 지지자 (2차)
NEW
OLD
34.9%
65.1%
25.1%
74.9%
21.7%
78.3%
25.8%
74.2%
35.3%
64.7%
29.5%
70.5%
41.4%
58.6%
32.9%
67.1%
27.3%
72.7%
34.8%
65.2%
31.2%
68.8%
24.0%
76.0%
28.6%
71.4%
29.2%
70.8%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념성향
***
사드배치**
적체청산 대
국민통합***
국가경제***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진보
중도
보수
찬성
반대
적폐청산우선
국민통합우선
악화
현상유지
개선

민주당 지지자 (2차)
NEW
OLD
Total
23.8%
76.2%
100.0%
34.7%
65.3%
100.0%
41.5%
58.5%
100.0%
34.8%
65.2%
100.0%
26.0%
74.0%
100.0%
23.5%
76.5%
100.0%
37.1%
62.9%
100.0%
27.9%
72.1%
100.0%
43.3%
56.7%
100.0%
52.7%
47.3%
100.0%

(χ2 검정: *90% ,** 95%, ***99% 신뢰수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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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에 미친 영향
1. Swing Conservatives 지지 변동 : Old Conservatives의 차이
• 예선 : 새누리 Old 지지 유지층은 61.1%가 황교안, Swing 이탈층은 25.5% 안희정 지지
• 본선 : Old 유지층은 홍준표 45.1%, Swing 이탈층은 안철수 42.8% 지지로 대세론 붕괴  최종 투표에서 이탈
예선국면(한국일보 2월 조사)

후보 등록기 대선 지지(1차 조사)
45.1%

61.1%

42.8%
31.6%

25.9%

25.5%
9.9%

5.3%
2.1%

10.5%
4.5%

8.2%

11.9%
6.3%
5.3%
3.3%
3.2%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 황교안
새누리당 지지이탈층

기타

20.3%
14.9%

19.7%

16.8%
1.5%
무당파

문재인

8.7%

5.3%

.8%

홍준표

새누리당 지지유지층

안철수

유승민

새누리당 지지이탈층

4.3%

4.3%
.8%

심상정

기타

미정

새누리당 지지유지층

(χ2 검정: *90% ,** 95%, ***99% 신뢰수준 유의)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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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에 미친 영향
2. New Democrats
-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태도: 비문 정서, 안희정-안철수로 이탈 상대적 커
더민주당 후보 적합도(한국일보 2월 조사)

본선국면

72.1

89.1%
73.8%

50.7

46.3
28.8

올드 민주(322)

21.8

19.9

13.6 12.4

12.9

뉴 민주(146)
문재인

안희정

새누리 이탈(231)

문재인

3.8%
.5%

12.5%
3.2%

3.7%
3.1%

6.3%
3.2%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재명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NEW

(χ2 검정: *90%

.6%
기타

.3%
모름/무응답

OLD

,** 95%, ***99% 신뢰수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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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정당 지지 재편 : 정당 재통합에 대한 여론
1. New Democrats 의 이질성, Swing Conservatives의 정치성향 유지
 보수의 혁신 여부, 지지 기반의 이질성으로 통합 효과 불투명, 선거 앞둔 엘리트 차원 재편은 변수
 문재인 정부의 포용/통합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거버넌스가 변수

2. 기존 정당 체제로의 복원에 대한 거부감 : 자유한국당 지지자 제외한 나머지 집단 반대
더민주+국민의당 통합
19.0

23.2

20.5

26.2

31.0

33.8

38.6

36.9
32.6

27.0
11.7

14.8

8.9

17.7

▣ 전체 ▣

더민주

자유한국

국민

대체로 동의

38.0

20.3

22.2

매우동의

30.5

별로 동의안함

새누리_바른정당 통합
17.7

31.5

24.9

38.8

32.7

42.4

18.5

23.4

2.8
바른정당

9.4

6.1

13.2
8.4

정의당

무당파

▣ 전체 ▣

모름/무응답

출처: EAI-입법조사처 –성균관대 공동 <19대 선과 한국민주주의> 학술대회

32.2

21.6
34.9

27.0

31.9

28.6

전혀 동의안함

50.6

34.5
8.8
2.9
더민주

매우동의

(χ2 검정: *90%

17.3

31.2
자유한국

대체로 동의

45.8

11.2
11.8

국민

바른정당

,** 95%, ***99%

35.8

31.1

11.3

별로 동의안함

30.9

59.5

25.7
9.5
2.5
정의당

전혀 동의안함

신뢰수준

14.8
7.6
무당파

모름/무응답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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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후기근대의 2중운동과 한국사회*
9)10)

김 상 준**

후기근대란 근대 세계사의 제3단계를 말한다. 근대의 세계사는 초기근대에서 시작되어 서구 패
권이 지배했던 서구주도근대를 경과하여 이제 제3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후기근대란 서구의 세
계지배 기획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배의 대상이 되었던 세계가 근대의 역사를 되감는 시간이
다. 그것은 단순히 뒤떨어졌던 쪽의 따라잡기(catch-up) 현상이 아니라 세계전체의 변화과정이
다. 되감기란 이러한 질적 변동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이력현상(hysteresis), 즉 변화방향이
역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후기근대의 되감기는 단순한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전이(phase transition), 또는 임계전이(critical transition) 현상을 동반하는 질적 변동 과정이
다. 따라서 후기근대의 되감기 현상은 진정 ‘후기’근대적 현상들 즉, 근대의 최후 변형 과정이라
할 여러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아울러 후기근대의 2중운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방식으
로 관철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주제어: 후기근대, 근대 세계사의 세 단계, 후기근대의 되감기와 상전이, 후기근대의
2중운동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
5A2A01009919).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sangju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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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 12 양월 이후 한국은 또 다른 사회가 되었다. 대통령 권력행사 방식의
정당성 여부를 추궁하는 거대한 주권적 대중은 놀라울 만큼 평화롭고 정연하게 행동
했고, 이를 지켜본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경탄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 거대한 힘은 그 동안 어떤 실정(失政)을 해
도, 어떤 불통·불감 통치를 해도, 요지부동으로 보였던 (이제는 직무 정지된) 대통
령의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을 단번에 소멸시켰다. 기존 정치지형과 정치적 담론지
형이 급속하게 해체·재구성되고 있다. 그 동안 ‘헬조선’에 치이고 밟히면서도, 무기
력, 무관심, 소극, 냉소로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였던 민심의 바다에서 어떻
게 이렇게 크고 강력한 민주주의의 대분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현상, 이
사태, 이 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글은 이 현상을 ‘후기근대 2중운동의 한국적 전개 양식’으로 풀이한다. 세계는 이미
후기근대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러한 새로운 구조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힘들이
형성되고 있다. 후기근대의 미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난 세계의 역사와는 다
르다. 그 미래는 근대의 안쪽과 바깥쪽을 향하는 두 개의 길항하는 힘들이 맞물려
만드는 후기근대 2중운동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후기근대
의 역사적 위상과 역학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검토·분석하고, 이러한 세계사적 대변
화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음미해보려고 한다.

Ⅰ. 후기근대와 헤겔
1820년 6월 25일, 헤겔은 베를린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땅거미가 깔리는 황
혼녘에야만 비로소 날개를 편다.”고 썼다(Hegel, 1967:13). 근대사회의 구성원리를
집약한 법철학의 서문에서다. 그는 자신이 근대 세계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하루, 한 생, 또는 한 시대의 의미는 황혼녘에야 비로소 총체
적으로 반성(reflect)된다. 헤겔은 근대 역사와 근대성의 의미를 최초로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유했던 대철학자였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근 200년 이후 우리
는 다시 묻는다. 그가 보았던 것이 근대 역사의 진정한 황혼이었던가? 후일의 역사
는 말해주고 있다. 그가 실제로 보았던 것은 하나의 특수한 유형으로서의 근대성, 즉
서구의 세계지배 기획으로서의 근대성이 비로소 날개를 펴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뿐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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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말했던 ‘황혼녘’과 ‘미네르바의 부엉이’의 뜻에 진정 부합할 시대의 명칭
이라면 마땅히 ‘후기근대(the late modern age)’가 될 것이다. 이 개념이야말로 근대
세계역사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시간, 바로 헤겔이 말한 근대의 황혼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근 ‘후기근대’에 대한 언급과 담론이 국내외 공히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글로벌 학술 검색엔진
인 ProQuest-Serials Solutions에서 후기근대를 뜻하는 ‘the late modern period’를
검색하면 2,103,297개, ‘the late modern age’는 2,103,946개, ‘the late modern
times’는 2,601,558개라는 엄청난 결과가 뜬다(검색일, 2016년 10월 27일).
‘후기근대’가 오늘날 이렇듯 널리 그리고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언어임에도, 막
상 그 개념과 위상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 개념에 내포된 세계사적 의
미심장함을 생각해 볼 때, 그 개념과 위상을 정확히 설정하여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을 위한 시론이다.
우선 이 글은 기왕에 제기되어 온 후기근대 담론의 국내외 주요 흐름을 간략히 검
토할 것이다. 검토의 결론은, ‘헤겔적 시야에 준하는 후기근대 개념이 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1) 이들 담론의 다수가 세계 전체가 아닌 국지적, 국부적 현상
에 주목하고 있으며, 2) 사태의 복합적 양면보다는 부정적·비관적 측면만을 부각하
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강화
되어 왔다. 이 두 특징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무엇보다 후기근대
의 전체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 또는 모호하거나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
로 보인다(2,3절).
이 글은 후기근대를 서구의 세계지배 기획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배의 대상이
되었던 세계가 근대의 역사를 ‘되감는’ 시간으로 본다. 그것은 단순히 뒤떨어졌던 쪽
의 따라잡기(catch-up) 현상이 아니라, 세계전체의 변화과정이다. 세계사의 전체상이
우열이 분명했던 <하나의 중심(서구) 대 여러 주변들(비서구)의 대립서열체제>로부
터 보다 균등한 <여러 중심들의 병립공존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 모습은 흥미롭
게도 서구 세계패권 이전의 세계상, 즉 역사학자들이 ‘유라시아 초기근대’라 부르는
시대의 세계상과 가까운 것이다.
2007년 한국사회학에 발표된 ‘중층근대론’은 근대 세계사가 유라시아 초기근대
와 본격근대(=서구주도근대)의 두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두 번
째 단계를 잇는 근대의 제3단계에 대한 언급은 단편적인 암시에 그쳤다(김상준,
2007). 당시까지는 이에 관해 논의할 만큼의 충분한 사실적 근거와 연구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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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년의 세계변화는 이제 그 제3의 단계에 논의할 충분한 근거를 주었다. 그리
하여 이제 우리는 근대 세계사가 세 개의 단계를 밟아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1)
그 첫 단계는 유라시아 문명권의 동등한 공존 단계로서 초기근대(근대1.0=근대의
형성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서구의 비서구에 대한 우위와 지배 단계로서 서구주
도근대(근대2.0=근대의 장성단계)였으며, 이제 이를 이은 제3의 단계는 지구문명권
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공존 단계로 접어드는 후기근대(근대3.0=근대의 황혼단계)라
고 할 수 있다. 근대2.0의 세계체제가 글로벌한 차이(지배-피지배)의 구축 위에 서
있었던 만큼, 그 선명했던 차이가 점차 해체·해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야말로 근대2.0이 종식되고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근대(후기근대=근대3.0)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4,5절).
후기근대의 ‘되감기’란 우선 비서구 세계가 서구 세계와의 격차를 따라잡는 되감
기고, 동시에 초기근대의 동등한 공존의 세계상으로의 되감기라는, 2중의 의미를 가
진다(2중운동I). 이 글에서 말하는 되감기란 이러한 질적 변동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
되는 이력현상(hysteresis), 즉 변화방향이 역진하는 과정을 말한다(6절의 <그림 3>,
<그림 4> 참조). 그러나 후기근대의 되감기는 단순한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
려 상전이(phase transition), 또는 임계전이(critical transition) 현상을 동반하는 질적
변동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위상학과 동역학에서 말하는 되감기(hysteresis) 현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후기근대의 되감기 현상은 진정 ‘후기’근대적 현상들 즉, 근대의 최후 변
형 과정이라 할 여러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 되감기란 형태상 근대의
안쪽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근대 바깥으로 밀고 나가
는 강력한 동력을 포함하는 운동적 현상이기도 하다(2중운동II). 그 결과 상층 과두
세력의 수직적-독점적 재편(reformulation)의 힘과 그 이하 광범한 대중세력의 수평
적-개방적 재편의 힘이 맞물리며 밀고 당겨 날카로운 긴장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인
류문명과 지구환경 간의 지속가능한 공존 여부의 문제가 깊이 맞물려있다. 그렇듯
1) 이 글에서 종합해 본 ‘후기근대’에 대한 생각을 필자가 처음 공식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2-2013
년 녹색평론에 10회에 걸쳐 연재한 ‘비서구민주주의 특집’을 통해서였다. 이 특집 집필을 위
해 안식년 기간인 2011-2012년 간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후기근대’가 바야흐로 글로
벌한 수준에서 개시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재논문은 이후 책으로 묶여 나
왔다(김상준, 2014a). 동년 출간된 다른 책에서도 ‘후기근대’ 개념을 여러 곳에 개진해 두었다
(김상준, 2014b).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제기해 두었던 후기근대 개념을 하나의 논문으로 정리
했던 것이 이 글의 초고인데, 이는 2014년 한국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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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된 맞물림이 낳는 현상들은 한편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기이자, 동시에 창조적
재구성을 향한 역동의 과정이기도 하다(6,7,8절). 끝으로 이러한 분석틀이 한국사회
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즉 한국에서 후기근대 2중운동은 어떠한 형태로 발현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9절).
이러한 분석틀을 이 글은 ‘후기근대의 위상학’이라 부른다. 위상학(topology)은 뉴
튼 물리학을 딛고 넘어서서 복잡계와 카오스 이론을 낳았던 역동적인 학문영역이다.
근대역사의 전체 흐름과 국면에 대한 위상학적 시야를 갖출 때 비로소 후기근대는
1) 개념적 전면성과 적실성, 2) 실천적 기획과 미래 조망을 내장한 언어가 된다. 이
를 위한 작업은 반드시 후기근대의 역사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 위에 서야 한다.

Ⅱ. 유럽발 후기근대 담론
최근 20여 년간 국제 사회학계에서 후기근대 담론을 주도해왔던, 그리고 이 담론
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학계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어왔던 사회학자를 셋으로 한정해
서 말하라면 앤터니 기든스, 울리히 벡, 그리고 지그문트 바우만이 될 것이다. 우선
기든스는 1990, 1991년 출간한 영향력이 컸던 일련의 저작들에서 ‘후기근대(the late
modern age)’라는 개념을 최초로 명시하고, 이 개념에 내재된 ‘불연속적 근대관
(discontinuities of modernity)’을 부각시켰다(Giddens, 1990,1991). 근대(그리고 근
대성) 내부의 불연속성(단계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late modern이라는 말은
느슨하고 일상적인(casual) 의미에서 최근 현상이나 최신 사조, 시대구획이 아니라
단순히 최근에 유행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축소될 수 있다. 이럴 때 late은
contemporary와 의미가 겹친다. 2차 대전 이후 서구 문학, 미술 분야의 신경향을
late modernism이라 불렀던 것은 이러한 감각의 한 용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연속적 근대관을 기든스에 앞서 보다 분명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은 오히
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Ris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독어본 1986, 영역본 1992)였다. 벡은 이 저작에서 ‘1차근대’와 ‘2차근대’를 구분했
고, 2차근대의 특징을 1차근대가 낳은 불확실한 결과(리스크)들에 대한 회의적-비판
적 피드백 작용, 즉 성찰(재귀)성에서 찾았다. 기든스의 ‘불연속적 근대관’과 ‘후기근
대’ 개념은 벡의 위험사회론의 성과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이후 양자와 그 협력자들
의 연속적인 작업들을 통해 ‘후기근대’는 ‘새로운 근대’ ‘또 다른 근대’ ‘성찰적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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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근대’ ‘급진화된 근대’ 등의 어휘군을 포괄하는 또 하나의 메타 개념이 되었다
(Giddens, 1992; Beck, Giddens and Lash, 1994; Beck and Gernsheim, 1995; Beck,
1999). 이어 2000년, 지그문트 바우만은 Liquid Modernity 라는 저서를 통해 ‘유동근
대’2)라는 중요한 개념을 여기에 추가하였다.
벡이 애초에 제기한 ‘2차근대’ 또는 ‘성찰근대’란 양면적인 개념이었다. 한편으로
후기 근대의 복합기술 현상이 낳는 증대하는 불확실성(=원칙적으로 과학적인 예측
이 불가능한 현상들의 증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속에서 동시에 밑으로부터 성장
하는 새로운 성찰적 합의(=하위정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발상
은 이후 기든스에 의해서 일상 속 개인들의 관계와 심리의 변화, 자기정체성 구성에
서 불안정과 불안의 심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어 바우만은 사회시스템
의 총체적 불연속성, 불안정성과 환경적 파국 양상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이 속에 처
한 개인 상태의 총체적 황폐화를 강조한다. 바우만에 이르면 후기근대의 유동성이란
기존의 모든 견고한 사회 안전망과 관계망이 해체된 상태에서 개인이 처한 극단적으
로 불안정하고 위태로운(precarious) 상황을 집약하는 상징이 된다(Bauman, 2000;
2007; 바우만, 2008; 2009; 2012).
여기서 후기근대 담론과 포스트모던 담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벡
과 기든스의 후기근대론은 모스트모던론에 대한 일부 보완/일부 대안의 담론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양자 공히 포스토모던 담론에 우호적이었으나 대안제시가 없고 해체와
부정만이 강조되는 경향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바우만은 포스트
모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자신 주요 포스트모던 이론가였다가(Bauman,
1992; 1995), 이후 후기근대 개념을 수용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쪽으로 강조점을
옮겼다. 대다수 기존 후기근대 담론은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어느 정도씩은 포스
트모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이론가들의 후기근대 담론에 관한 주요 저작들의 출현 순서를 보면 벡(1980
년대 중반)-->기든스(1990년대 초반)-->바우만(2000년대 첫 10년)이 된다. 그 서두인
벡의 저작에서 개혁지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고, 기든스에 이르면 현상을 기술하고
현실 추세를 용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바우만에 이르면 비관적 정조가 두드러지
게 된다. 일종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이 변화는 1980년대에
서부터 2000년 첫 10년 동안에 이르는 동안의 유럽의 상태, 상황인식의 변화과정과
2)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액체 근대’라 옮겼지만(바우만, 2005), 바우만이 말하는 liquid, liquidity
란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공히 말하는 것이니, ‘유동(流動) 근대’가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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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애초에 이들 논의의 시작은 독일형 사회국가와 영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약체화,
해체현상에 대한 위기감에서 연원하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영국 역사가 홉스봄
(Hobsbawm, 1994)이 ‘황금기(the golden years)’라고 불렀던 시기(1945-1973년)에
형성되었던 서유럽의 안정된 사회복지국가 모델이 동요하고 붕괴해가는 현상에 대
한 위기의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동요와 붕괴의 과정은 1980년대, 1990년
대, 그리고 2000년대로 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바우만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
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바우만 자신의 출신지인) 동구권의 비참
한 상황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복합기술의 적용 증대와 개인
화 현상은 구미나 동구권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분석이 오직 이곳에
만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던 벡의 분
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국노동당의 구 복지모델의 포기를 전제로 한 ‘제3의 길’의
모색을 경유한 후(Giddens, 1998; 2000), 제3의 길 노선조차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간 파국적 상태의 묘사(바우만)의 흐름은 분명 유럽발 후기근대론이
비관적 상황 인식으로 일방향적으로 변이해 왔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들의 이념성향은 사회민주주의(벡), 민주사회주의(기든스), 마르크스주의
(바우만)로서 분명히 진보적이고 이들의 비판적 진단은 각성을 통한 미래 희망의 창
출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영향 아래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후기근대 개인들의 분절과 불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정적 사회현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Ⅲ. 최근 한국의 후기근대 담론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에 대한 요
약과 소개를 묶어 편집한 사회를 말하는 사회(정수복 외, 2014)에서 언급된 한국
사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위험사회, 분노사회, 감시사회, 과로사회, 탈감정사회,
소비사회, 잉여사회, 허기사회, 탈신뢰사회, 승자독식사회, 격차사회, 분열사회, 팔꿈
치사회, 절벽사회, 단속사회, 무연(無緣)사회 등.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저작에는 구
미와 일본 저자들의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한국사회에 투사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모두 하나같은 것은 아니지만, 책 전반을 흐르는 기조는 한국사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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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비관 일변도로 보는 것이다. 이 책이 ‘후기근대’를 키워드나 제목으로 뽑은 것
은 아니지만, 글 전체에 흐르며 반복되고 있는 유동화현상, 고립화현상, 심리적 공포
와 불신, 예측불가능한 위험, 불안한 자아정체성 등의 주제는 앞서 언급한 후기근대
론의 주요 이론가들의 논의 흐름과 정확히 상통하고 있다.3)
김종엽(2014)은 최근 이 책에 나타난 한국사회 분석의 특정한 경향성을 언급하면
서 날카로운 분석을 한 바 있다. 먼저 그는 이 책에 소개된 한국사회에 대한 담론들
을 선도하거나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네 권의 현역 한국 사회학자들의 저서4)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저작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빼어난 분석”을 행했고 그
것이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맹목과 오류 혹은 과잉을
보이는지 살필 것”이라고 예고한 후(김종엽, 2014: 17, 16), 분석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이들 연구가) 그려내는 우리의 자화상은 어둡다. 우리는 모두 자기계발에 여념
이 없으며, 자유의 행사가 예속으로 귀결되는 역설에 빠져있다. 우리는 속물이
되었으며, 타자성과의 대면을 기피하는 자기단속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모
두 타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침해한다. … 우리의 모습에
이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기만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들이 우리 사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어두운 자기묘사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들도 후자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각성을 명시적으로 촉구
하고 있기도 하다. … 그러나 이런 각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작업,
예컨대 무엇이 사회적으로 초점을 가진 과제인지, 어떤 실천적·제도적 비전이
존재하는지 밝히려는 구체적 작업에 대한 시사가 없다면, 그런 사회적 자화상은
빈곤한 것이며 애초에 의도한 기능을 충족할 수 없다. (김종엽, 2014: 22-23)

이러한 방향의 대안으로, 김종엽은 “시간지평을 넓혀서 적어도 (한반도) 분단체제
의 전개과정 전반”을 시야에 끌어들일 것을 제안한다(김종엽, 2014: 36). 그럴 때 한

3) 물론 후기근대 담론에는 대안제시를 강조하는 흐름도 있다(벡, 1998; 1999; Beck, 1999; 2000;
Giddens, 2003 등). 한국 역시 후기근대론을 민주주의나 여성주의 실천의 확장에 응용하는 사회
학적 연구들이 존재한다(예컨대, 김상준, 2004; 홍성태, 2008; 홍찬숙, 2009; 조주현, 2012 등).
그럼에도 여기서 이들에 대한 논의를 따로 정리하지 않은 것은, 논점을 집중하기 위해서기도 하
지만, 그러한 연구들도 후기근대의 전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서동진(2009), 김홍중(2009), 엄기호(2014), 김찬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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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대사가 낳은 습속의 ‘등뼈’인 ‘현재주의(presentism)’와 ‘연대없는 평등주의’, 그
리고 그 양면성이 드러난다고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맹목적 경쟁, 속물성이나 상호
모멸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과감한 사회변동의 열정과 잠재력으로 전환되기도 하였
다는 것이다(김종엽, 2014: 25-28). 이렇듯 역사적 맥락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통
해야만 “우리가 처한 사회적 제약과 선호체계의 관계를 더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사회성원이 보여 온 퇴영적인 모습뿐 아니라 혁신에도 균형감 있게 주목
함으로써 현재 선호에 대한 속물적 긍정과 자기혐오적인 비판 모두를 벗어날 수 있
다”고 말한다(김종엽, 2014: 36).
김종엽이 강조한 역사적 맥락이란 담론의 역사적 지형확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
나 그 확장에는 ‘시간지평’을 넓히는 길과 함께 공간지평의 확대를 통한 길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담론지형과 한국의 담론지형과의 차이에 대한 비교 인식은 중요하
다. 바우만의 유동근대 담론은 유동현상이 저항적 비판적 결절로 잘 모아지지 않는
20세기말, 21세기초 유럽의 답답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바우만이 자신의 분석
을 “최소한 지구상의 ‘발전된’ 부분들(at least in the ‘developed’ part of the planet)”
에 적용된다고 제한하고 있음도 유념해 보아야 한다(Bauman, 2007: 1).
민주주의에 논의 흐름의 변화 역시 이러한 담론장 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 민주주
의에 대한 열정이 식고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 엔트로피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적대와 증오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 속출하고 있다(크라우치,
2008; 아감벤 외, 2010; 랑시에르, 2011; 토도로프, 2012). 물론 이런 현상은 아직 부
분적인 것이지만 구미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역
시 그러한 현상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구미사회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나 신념, 참여적 역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태에 있다.5)
복지에 대한 담론지형도 현저하게 다르다. 유럽이 기왕에 갖추어 놓은 것을 조금
씩 해체하는 쪽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새롭게 구성해가는 방향에 있다. 물론 여전히
유럽이 앞서 있지만, 한쪽은 물러서고 다른 쪽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담론
도 유사하다. 유럽이 기존에 구축한 환경담론의 보루들을 방어하면서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한국은 새로운 보루들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흐름,
방향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김종엽이 지적한 “맹목과 오류
혹은 과잉” 그리고 방향상실, 방향착각을 피할 수 있다.
5) 이 논문의 심사 기간(2016년 11월-12월 초), 이 나라에서 발생했던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웠던 대
통령 탄핵 대중행동의 다이내미즘은 이를 재차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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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유럽의 후기근대 담론이 해체되는 ‘황금기’의 복지체제에 대한
방어와 대안추구에서 발원했다면, 오늘날 한국의 후기근대 담론은 1990년대 동구권
붕괴와 한국 민주화운동의 혼선과 분열, 그리고 1998년 IMF체제가 준 파괴적 충격
파가 그 배경에 있다. 담론이 형성되었던 환경과 경로가 상당히 달랐음을 알 수 있
다. 김종엽이 비판했던 견해들이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은 현 시대의 충격과 그 이전
시간과의 맥락적 연결이 끊겼거나 혹은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휘감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종엽과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앞의 편저에 종합적인 발문을 쓴 정수복도 비
판적 논의와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먼저 그는 현재의 사회과학자들이 “예측과 통제
가 가능한 확실성의 시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세상
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고체성의 시대에서 흐르는 물결 같은 액체성의 시대로 변
했다는 동어반복만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는다(정수복, 2014: 262-263). 더하여 세
계의 추세가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주기를 완성했고 21세기
를 접어들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각 영역의 사회과학자들이 자기
관심 주제가 그러한 “세계 전체의 변동 양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어
야 할 것”이라 주문한다(정수복, 2014: 262-263).
김종엽과 정수복의 비판과 제언은 현시대를 진단하는 사회학자들을 향한 것이지
만, 그것은 기존 후기근대 담론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이를 극복하는 개념구상에 적
절히 대응되는 것이기도 하다. 김종엽은 ‘시간지평의 확장과 역사적 맥락’을, 정수복
은 ‘세계 추세의 새로운 주기에 대한 주목’를 요청했다. 이 두 요청은 이 글 서두에
서 제기한 “개념적 전면성과 적실성을 갖춘 후기근대의 위상학”의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

Ⅳ. 근대역사의 세 단계와 후기근대
1절에서 후기근대란 “서구의 세계지배 기획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배의 대상이
되었던 세계가 근대의 역사를 되감는 시간”이며, 이는 “세계전체의 변화과정”라 썼
다. 2,3절에서 살펴본 후기근대 담론에는 그러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
니 벡, 기든스류의 성찰(재귀)근대론을 기왕의 서구중심적 담론을 재포장하여 비서
구와의 차별적 간극을 더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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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yrou, 2003). 그리하여 바우만은 자신이 말하는 유동근대성이 “최소한 지구상의
발전된 부분들”의 현상으로 조심스럽게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지혜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
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우선 유동근대 현상은 실제로 글로벌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것이 나타나는 정도와 양상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지형이 다르므로 풍향
도 다르다. 밝혀주어야 할 점은 그러한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생성되고 있는
지구적 연관 구도, 상황 전체의 역사적 맥락이다. 이러한 큰 흐름을 명쾌하게 보여주
는 포괄적 이론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유동근
대 개념 역시 비로소 제 위치를 잡을 수 있다.
후기근대란 새로운 역사단계이며, 따라서 그것은 기존 역사단계의 완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헤겔 차원의 거시적 시야(‘황혼’의 감지)를 20세기 현대 세계
사에 투사한 이들로 일찍이 1차대전 직후인 1918년 서구의 몰락을 출간한 오스발
트 슈펭글러 그리고 비슷한 시기 유사한 발상을 하며 저술을 했던 아놀드 토인비를
들 수 있다.6) 이들 모두 서구 우위의 역사가 일시적일 뿐이며, 서구중심의 시대는
종식되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인류역사의 문명시계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그
들이 당면한 역사를 읽었다. 그럼으로써 서구중심적 문명관, 근대관을 상당히 이른
시기에 어느 정도 탈피하고,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역사관은 헤겔을 넘어서는 바 있다. 이들의 예견을
서구중심의 시대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들이 결국 틀린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간단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오히려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들의 통찰은 선구적이고 기본적으로 타당했지만, 다가올 새로운 문명의 상에 관
한 인식은 정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서구문명을 대체할 어
떤 새로운 또 다른 중심문명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떤 단일한 중심문명, 패
권문명의 존재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미래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9,
20 두 세기 동안 존속했던 세계상황 즉, 하나의 지역 문명이 다른 전체 문명들에 대
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태는 앞으로 세계역사에서 또 다시
반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세계는 오히려 15-18세기에 전개되었던 세계
6) 그 발상은 널리 알려진 역사의 연구 연작(총12권)으로 표현되었다(Toynbee, 1934-1961). 이에
대한 한글번역은 없고, 서머빌에 의한 1-6권 축약본 번역(토인비, 2007)이 있다. 서구의 몰락
은 최근의 한글번역본인 슈펭글러(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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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즉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유라시아 초기근대’라고 부르는 세계상태에 가까울 것
이다. 이 당시 세계는 동아시아권, 인도권, 이슬람권, 그리고 유럽권 문명들이 비교
적 동등한 상태에서 공존하며 교류했다(Parker, 2010; Arrighi, 2007; 김상준, 2007;
Pomeranz, 2000; Wong, 1999; Frank, 1998 등).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미래, 새로운 세계상태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진
행되고 있는 미래, 새로운 세계상태를 이 글은 후기근대라 부른다. 따라서 근대역사
는 1) 유라시아 문명들이 비교적 동등한 상태에서 공존·교류하던 초기근대, 2) 세
계에 대한 일극적 서구패권이 형성되었던 서구주도근대, 마지막으로 3) 외형상 다시
초기근대의 형세로 전이(轉移)하는 모습을 보이는 후기근대, 세 단계로 진행해 왔다
고 할 수 있다.7)
초기근대의 다 중심성은 근대성이 본래 다원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후기근대에 이르면 한편으로 근대의 과실에 대한 서구 독점적 우위가 점차 해
소되어 다극적 구조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근대성의 본래적 다원성이 재발견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 이 과정은 사뭇 역설적이다. 왜냐면 후기근대의 스펙터클은
여러 장소성을 빠르게 뒤섞는데, 이렇듯 뒤섞이는 과정에서 여러 근대성들(multiple
modernities), 또는 근대성의 여러 역사들(histories of modernity)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근대성을 가진 자(장소)와 가지지 못한 자(장소)라고 하는 서구주도근대 단계의
오랜 구분선은 어느덧 증발하고, 그 자리에 여러 근대성, 근대의 여러 역사들이 뒤얽
힌 군거(群居)가 뒤늦게, 새로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듯 형성되어 온 근대역사의
세 단계(횡단)와 근대성의 중층성(종단)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그
림의 화살표는 시간의 진행을, 상하 실선 사이의 넓이는 시간에 따른 문명적 부피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후기근대의 근대성은 근대성의 세 층위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여러 근대성들’ ‘근대성의 여러 역사들’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오히려 두드
러지게 부각한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음을 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7) 마샬 버만(Berman, 1988: 16-17) 역시 저명한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에서 근대역사
(history of modernity)를 세 단계(three phases)로 나누어 본 바 있다. 첫째 단계(the first phase)
는 16-18세기, 둘째 단계(the second phase)는 프랑스 혁명부터 19세기, 셋째 시기는 그가 최후
의 단계(the third and final phase)라고 했던 20세기다. 특히 초기와 최후근대를 고려했다는 점
이 흥미롭지만, 그의 시각은 서구사에 제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시대구획의 기준과 내용도 이
글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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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대역사의 세 단계와 중층성

지구근대성 (global modernity)
식민-피식민근대성 (colonizing-colonized modernity)
원형근대성 (proto-modernity)
▲초기근대의 시작

▲서구주도근대의 시작

▲후기근대의 시작

후기근대는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앞서 정수복이 말한 ‘세계추세의 새
로운 주기’ 역시 이러한 규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근대에 대한 서구중심적
편견의 핵심은 근대란 항상 서구에서 시작되어 서구 밖으로 확산된다고 하는 통념
속에 담겨있다. 기왕의 후기근대 담론 역시 대부분 이 편견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
풀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후기근대 역시 서구에서 시작되어 그 밖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라고. 따라서 후기근대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체계를 세
운다는 것은 동시에 근대역사를 보는 서구중심적 편견을 벗겨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후기근대가 개시된 시점(始點)을 획정해 본다면 언
제가 될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성장세가 세계체제 안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고, ‘워싱턴 컨센서스’의 계도를 뿌리치고 미국의 그늘을 벗어난 남
미가 크게 부상했던 <21세기의 첫 10년>일 것이다. 중국, 인도, 남미, 이 세 지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절반에 가깝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의 변화들은 앞서 말했던 “세
계사의 전체상이 우열이 분명했던 <하나의 중심(서구) 대 여러 주변들(비서구)의 대
립서열체제>로부터 보다 균등한 <여러 중심들의 병립공존체제>로 이동”하는 전지구
적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
10년 안에는 9·11이라는 가히 묵시록적인 스펙터클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이 들어있고(이 사건들은 미국 일극주의의 정점 도달과 급속한 쇠퇴를 상징한다), 이
슬람권뿐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던 이집트 타흐리르 불꽃의 점화가 포함된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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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 제안이 그 이전인 20세기의 마지막 10여년간 제기되었던 유럽발 후
기근대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유럽발 후기근대론도
제 위치를 찾게 된다. <새로운 역사단계로서 후기근대의 시작>이라 칭할 만한 거대
한 역사적 전환에는 반드시 사전 숙성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 징후들이 그 숙성기의
어느 시점부터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러
한 거대한 전환의 흐름들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기존의 세계판도를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 작업은 동시에 유럽발 후기
근대론이 나오게 된 상황 역시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유기적 일부였다는 사실 역시
밝혀줄 것이다.

Ⅴ. 냉전, 냉전종식, 지구화의 결과들
극단의 시대의 홉스봄과 21세기 자본의 피케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2차대전 후 냉전시대의 호황기였던 1945-1973년의 시간대에 대한 인식이다. 홉스봄
은 이 시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썼다(Hobsbawm, 1994: 288). 그는 이 전환의
혜택이 본질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에도 해당되는 “범세계적인(worldwide) 현상”이라 했다
(Hobsbawm, 1994: 259-260). 이에 비해 피케티의 시야는 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역시 동일한 시기 이들 나라의 자산(capital)/소득
(income) 비율이 최저점에 달했음을 밝혔다. 그만큼 자산계급과 비자산계급 간의 부
의 격차가 좁혀져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Piketty, 2014).
여기서 따라 나오는 또 하나의 일치점은 그 이후, 즉 홉스봄이 말하는 ‘황금기’ 이
후, 구미세계는 이전보다 더욱 불평등해졌고 변화의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인식이다.
피케티는 특히 이러한 경향이 누적된 결과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불평등이 21
세기 들어 극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날카로운 경고이기도 한데, 그는

8) 타흐리르의 청년봉기는 먼저 포르투갈, 스페인을 경유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2011, 3-8월).
9월에는 미국으로 번져가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되었고, 이 운동은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
었다. 한국 역시 동년 10월 15일의 세계각처에서 동시진행된 Occupy 운동에 3000여명이 참가
한 바 있다. 김상준(2014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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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도처에서 불평등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을 때 서구 자본주의에 커다란 위기
가 왔음을 저서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21세기 자본
291쪽의 그림(<그림 2> 참조)은 월가 금융 붕괴가 일어났던 2000년대 후반의 비상
하게 높은 불평등 정도가 대공황 발발기인 1900년대 후반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1910-2010년 간 미국의 연간 총소득(national income)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Piketty, 2014: 291)
1929년 대공황기와 2008년 금융공황 시기의 비율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게 보아 서구의 세계패권은 1차대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쇠퇴는 직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2차대전 이후 30년 동안의 ‘황금기’가 서구의 번영
을 오히려 극점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냉전체제가 이 황금
기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미·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경
쟁은 자본주의체제의 불평등 경향을 내적으로 제어하는 견인력이 되었고, 그 결과인
유럽 사민주의-미국 뉴딜주의 체제는 이 시기 서구 고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홉스봄이 지적한 것처럼 이 시기 서구권 밖의 상당한 지역에서도 산업사
회 인프라 구축과 성장의 기본 동력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 식민주의가 종식되
고 과거보다 동등한 새로운 국제관계가 성립되었다(포스트식민주의, UN체제). 이러
한 상황과 조건이 후기근대가 발아할 못자리가 되었다.
이 시기는 지구적 불균등에 대한 비서구의 자각이 2중으로 예리해진 시기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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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구 황금기의 고도성장으로 비서구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커지는 모
습이 나타났고, 이제 독립국이 되어 이러한 현상을 문제적으로 보는 비서구의 자각
적·탈식민적 시선은 그만큼 더욱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 비동맹 운동은
이러한 상황의 산물이었다. 이 속에서 근대 2기의 지구적 불균등과 차별의 체제는
극점을 지나 서서히 자기부정의 단계로 서서히 접어들었고, 그 극점 이후는 근대3기
의 징후들이 바야흐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를 정점으로 서구 황금기는 하향 곡선을 그린다. 이어 1970년대
부터는 매우 주목할 현상들, 즉 <냉전의 대립축을 빠져 나가는 새로운 힘들>이 형성
되기 시작한다. 70년대초 미중 데탕트의 시작, 1977년 인도 인디라 간디 체제의 붕
괴, 그리고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졌던 남미
군부독재체제의 붕괴와 민주화 과정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냉전의 두 축
인 미소 어느 한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기반을 형성해갈 수 있었다. 이렇
게 형성되기 시작한 세력들은 냉전 종식 이후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성장했다. 후기
근대의 알림이이자 선봉이 된 셈이다.
홉스봄이 말한 황금기에 서구는 번영의 정점에 올랐고, 소련동구권은 일시적 상승
이후 장기침체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형성된 선명한 우열의 결과 냉전은 소련·동
구권의 붕괴와 서방진영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감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한 때 서구
형 체제로 역사가 종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Fukuyama, 1992), 이는 너무
나 성급한 전망이었다. 테쳐-레이건에 의해 제창된 신자유주의 체제란 오히려 ‘황금
기’ 이후의 서구 쇠퇴(즉 서구 정점 이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서구
의 불안정과 불평등은 크게 증대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서유럽의 균열, 그리고
미국 네오콘의 오판과 과욕 속에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던 미국 일극주의는
이라크 전쟁에서의 좌절로 불과 10여년만에 그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테쳐-레이건 시기인 1980년대에 처음 제기되고 냉전직후인 1990년대 초반에 활발
히 개진되었던 벡-기든스 류의 제2근대, 성찰(재귀)근대, 후기근대론은 한 편으로 유
럽 사민주의의 급속한 퇴조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 다른 한 편 냉전 종식 이후 보
다 확대된 세계상(globalization)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낙관이 모호하게 교차하던 상
황의 산물이었다. 이들 유럽의 후기근대론자들은 1970-1980년대 형성된 서구 신사
회운동의 동력을 제2근대의 동력으로 전환시켜보자는 기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3의
길 노선, 하위정치론 등이 그 표현이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이 노선은 신자유주의의 힘 앞에 주변화되면서, 서구의 불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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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냉전 종식 이후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의 서구발 후기근
대론은 현저하게 비관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렇다 해도 유럽발 후기근대론의
개혁적 지향이 소진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유
지되어 왔고, 21세기 들어 다양한 분야의 대안운동으로 다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두드러진 현상은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언’도, 헌팅턴(Huntington,
1996)이 말한 ‘문명의 충돌’도 아닌,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후기근대의 징후들이었
다. 이 징후들은 우선 20세기의 마지막 시간 동안, 1980-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의 성공, 1990년대 이후 선명해진 인도의 민주적 정치개혁(판차얏 개혁)의 전개,
1990년대 이후 이슬람권에서 근본주의를 벗어난 ‘포스트 이슬람 민주주의’ 세력의
성장, 또 남미권 개혁정치세력의 꾸준한 성장 등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 공통된 특
징은 사회 중하층 광범한 다중의 자각과 진출이다. 1980후반과 1990년대 한국과 대
만의 민주화, 동 시기 미월 수교와 도이모이의 안착 등도 이러한 현상 안에 포함된
다. 이러한 변화들은 냉전 종식 이후 쇠퇴하지 않고 그 동력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냉전 종식 이전에 깊은 기원을 두고 있는, 냉전의 대
립선을 벗어나는 움직임들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상준, 2014a; 2015).
냉전 종식 이후 가속도를 얻은 지구화 현상은 세계를 전례 없는 밀도로 하나로 연
결시켰다.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가 촉수를 뻗치지 않은 오지(奧地)는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삶, 직업, 일상 관계의 유동화 현상이 커지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지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그 결과의 하나다. 자본, 정보,
노동 이동의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여러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unexpected
consequences)을 낳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게임의 수혜자로 중국,
인도, 남미 등의 거대권역들이 급속히 떠올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예측되었던
것은 오랜 우위를 구가해 온 서구자본의 일방적 우위와 수혜였다. 그 결과 세계체제
가 다극화되면서 과거와 같이 비서구가 서구에만 의존하는 발전 형태를 넘어서서 비
서구 권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Ⅵ. 후기근대의 위상학 1: 되감기와 상전이
1절에서 말했듯, 후기근대의 되감기는 근대 안쪽을 향하는 되감기지만, 동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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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바깥을 향해 근대의 성격이 크게 바뀌는 상전이(相轉移)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한 사물, 한 과정의 양면이다. 따라서 후기근대에 관한 전면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양 측면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앞서 두 절에서의 역사적 분
석을 이론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설명을 위해 끌어온 몇 가지 위상학과 동역학의 용어를 풀어본다. 이미 사회
과학 연구들에서 빈번히 언급되어 온 ‘상전이(phase transition)’ 또는 ‘임계전이(臨界
轉移, critical transition)’란 주지하듯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처럼 물리적 성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점은 그만큼 널리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상전이는 아래 <그림 3>의 점선부분과 같이 거꾸로 되감는 경로(b-c)를 반드시
경유한다. 그 b-c의 되감기를 동역학에서는 ‘이력(hysteresis, 履歷)현상’이라 한다.
이력현상은 <그림 3>의 상하 화살표와 같이 전방-후방 전환력이 함께 작용하는 불
안정계 현상이다. 되감기(이력) 현상에 의해 상전이 그래프에 S자 주름이 생기는데
이를 3차원으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이 된다. <그림 4>에서 주름의 안쪽 면을
‘대체끌개(alternative attracter)’9)라고 하는데(접힘면 b와 c 사이의 면), 이는 a단계
의 끌개가 d단계의 새로운 끌개로 전이(轉移)해가는 과정을 매개하는 중간끌개다.
대체끌개의 면적이 넓을수록 상전이는 촉진된다(셰퍼, 2009: 36-47; 볼, 2004:
355-357).
<그림 3> 상전이와 되감기

d

c
b
a

9) 끌개란 복잡계 이론, 카오스 이론의 용어로, 동적 시스템의 균형(equilibrium)을 유지시키는 핵
심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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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접힘면과 대체끌개

d
접힘면 c

접힘면 b

a

4,5절에서 살펴본 후기근대 되감기의 특징은 우선 다극화로 나타났다. 즉 <하나의
중심 대 여러 주변의 서열적 우열관계>에서 <여러 중심의 동등한 공존관계>로 향하
는 변화였다. 이는 세계의 권역 간 격차가 줄어들고, 세계가 그만큼 더욱 비슷해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 <그림 3>, <그림 4>에서 되감기(이력현상)는 시스템
의 질적 변형(상전이)이 개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상학-동력학의 이론은 분명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도 그러한 것인
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후기근대의 되감기란 주로 뒤떨어진 사회가 앞선 사회를
따라잡아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움직임은 일견 근대의 안쪽으로
향하는 변화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근대의 질적 변형이 아니라 본격
근대 단계 발전 모델의 단순한 양적 확장에 불과한 것 아닐까?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냉전 종식 이후 최근 역사를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지배
확장’이라는 단일 코드로 읽고, 중국, 인도, 남미 등 신흥경제권의 성장 역시 신자유
주의의 지구적 확장·불평등 구조의 세계적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
들이 제출되었다(Harvey, 2005; Kipnis, 2007; Rofel, 2007; Petras and Veltmeyer,
2011 등). 이러한 연구들은 국부적 현상들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쉽
게도 헤겔적 시폭(視幅)에서의 후기근대는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굳
이 후기근대라 한다면, 다만 자본주의의 개악적 확장의 시대에 불과한 것이고, 세계
는 전보다 못한 상태로 퇴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역시 앞서 2,3절에 분석한 후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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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론과 같이 현상의 일면만에 치중하여 그림의 전체를 놓치고 있다. 비관적 전망으
로만 쏠리는 것도 동일하다.
되감기란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2중 운동이다. 거대한 평등적 에너지를 분출하며
절대빈곤을 빠져나온 신흥경제권의 수십억 인류(중국의 농민과 농민공, 인도의 달릿
등 하층신분, 남미의 빈민과 원주민들)는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경험하며 또 다
른 난관에 부딪치고 있지만, 빠져나온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이들은 결코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현실을 개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이들 국가는 분명 민주화되었고, 그만큼 수혜를 받았으며, 이들의 정치적 위상
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들은 남미에서는 진보정당들의 약진의 근거가 되었고, 인도
에서는 좌우의 모든 주요정당들이 이들의 동향에 크게 주목하게 되었으며, 중국 역
시 ‘3농문제’10)를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줄곧 제1의제로 삼아 중시하기에 이르렀
다. 이러한 모순과 긴장의 양면을 놓치면, 주류 경제학자들조차 이제 신자유주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단언하고 있는 시점에(스티글리츠, 2008; 2010; 칼레츠키,
2010), 오히려 거꾸로 신자유주의가 정점을 구가하고 있다는 치우친 주장을 하게 된
다.
요점은 본격근대(=서구주도근대)의 발전모델,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란 세계권역
간의 거대한 불균등 구조 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작동해 온 밑바탕에는 산업주의가 먼저 발전한 서구가 비서구 전체에 대
해 현저하게 불균등하고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깔려있었다. 군사
적 우위를 기반으로 유럽 자본주의 초기축적의 내적 부담을 외부화할 수 있는 글로
벌한 식민-피식민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19-20세기에 이르러 확고하게 구축되
었던 자본주의 세계체제도, 서구세계의 번영도 애초에 불가능했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장악이 시작이었지만 이러한 구조가 전지구적 차
원에서 정립된 시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이다. 이때 영국을 선두로 한 유
럽 몇 국가의 세계패권이 형성되고, 이 시기에 비로소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완성되
었다.
이 글로벌 체제에서의 가치이전은 군사·경제적 패권의 기울기를 따라 마치 중력
장의 현상처럼(즉 마치 자연법칙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며) 흘러내리고, 이
러한 비대칭적 축적은 역사적으로 첩첩히 누적되어왔다.11) 이렇듯 기울어진 바탕구
10) 농촌, 농업, 농민을 말한다. 물론 농촌공 문제가 포함된다(원테쥔, 2013).
11) 자본순환 또는 자본의 가치실현의 사이클은 이렇듯 군사·정치·경제가 맞물린 지구적 패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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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흔들린다면, 패권과 종속이 양극에서 가속적으로 누적되는 불평등의 축적 구조
도 흔들리고, 그 결과 건축물 전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되
감기에 의한 권역 간 불균등 감소가 그러한 효과를 일으킨다. 그 결과 시스템 자체
에 질적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최종 귀결이 어떤 것이 될지 지금 확실히 단
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스템이 기존의 방식대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
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21세기의 다극화는 서구의 전지구적 패권확장의 지난 역사와 크게 다르다. 새로운
단일패권 형성이 아닌, 상대적으로 동등한 다극의 형성으로 가고 있다. 이 다극관계
는 냉전시대처럼 양 극이 서로 배척하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상호의
존이 갈수록 증대하는 관계다. 각 권역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느 한 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미에 대한 미국의,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중동에 대한 서유럽의 영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러 권역 내 각국의 힘의 상대
적 증감은 물론 발생하고 있지만, 권역 전체로 보면 그 힘 관계는 분명 상대화·다
극화되고 있다.
물론 다극화 추세가 분명해지는 만큼, 또 그것이 기존 시스템에 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만큼, 그에 대한 견제와 거부, 반발이 커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
이다. 그리하여 소위 ‘G2’(=미중) 간 신냉전 시나리오가 주로 지배적 미디어를 통해
되풀이되지만, 이런 주장들 자체가 기존 세계체제의 기득권 유지 의지와 결코 무관
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세계의 움직임은 그러한 기득권 수호 ‘의지’와는 다르게 움
직이고 있다.
우선 소위 ‘G2 대결’ 조장의 흐름이 현재 세계동향의 주류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존의 접면을 넓혀서 공영을 추구하는 실리적 흐름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서방 내
에서도 유럽은 중국과의 대결이 아닌 접면 확장에 훨씬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들은 EU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의 기회
를 모색한다. 러시아 역시 이러한 접면 확장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이슬람권, 인도권, 동남아시아 등 비서구권 전반 역시 대결보다는 권
역 간 문명 간 공존과 접면 확장에 훨씬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
도, 기울기 속에서 고찰해야만 그 총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는
오직 이러한 시각에서만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한 연구자가 제기한 한국의 (미
국에 대한) 금융 종속의 순환고리 문제(박찬종, 2016) 역시 군사정치적 종속의 순환고리와 함께
파악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 자본운동과 패권적 지배를 연관된 일체로 보는 시각에 대한 통찰
의 하나로는 그래버(Graeber,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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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과의 공존이 아닌 대결주의가 지배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듯 대결이
아닌 공존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세계적 흐름이야말로 후기근대의 기본추세라고 하
겠다(김상준, 2015).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다극화·균등화가 시스템 자체의 질적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은 월러스틴(2005)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면 외부효과(=부담의 외부전가효과)와 생산비 절감효과 역시 한계에 이
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임계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후기근대의 되감기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기존 시스템은 분명 변형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귀착할 것인지는 미지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되감기가 전후방 전
환력이 함께 작용하는 (열역학적) ‘불안정계 현상’이라 하였고(<그림 3>의 상하 화
살표), 월러스틴 역시 이러한 현상을 두고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분기
(bifurcation) 현상’이라 하였다(월러스틴, 2005).

Ⅶ. 후기근대의 위상학 2: 되감기의 두 힘과 2중 운동, 전방
전환력과 후방전환력
후기근대의 전방전환력(<그림 3>의 상향 화살표)은 시스템의 질적 변형을 추동하
는 힘이고, 그것은 무엇보다 불균등을 감소시키는 힘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
균등이란 앞서 말한 서구-비서구 사이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만, 서구-비서구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회 내부에도 강력하게 작동 중이다. 이 양 측
면 모두에서 불균등을 감소시키는 힘이 상전이를 촉진하는 전방전환력이 된다. 이
힘은 자원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친화형 경제모델의 형성 동력과 깊게 연관되
어 있기도 하다.
반면 후방전환력은 서구-비서구 사이 그리고 각 사회 내부의 불균등을 지속 내지
증대시키는 힘이다. 아울러 자연수탈적 화석에너지 경제성장 패턴을 지속시키는 동
력과 연관되어 있다. 되감기의 진행방향은 이 두 힘의 벡터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두 힘이 같다면 되감기는 수평방향으로 지속되고, 같지 않으면 상하로 휜다.
4,5절에서 본 바와 같이 후기근대를 도출한 세 개의 큰 계기는 ① 2차대전 후 ‘황
금기’의 번영, ② 냉전과 냉전종식, 그리고 ③ 지구화였다. 이 흐름들은 균등화와 불
균등화의 힘을 동시에 생성하였다. 여기에는 우선 앞서 살펴본 권역 간 균등화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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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대항력의 쌍은 후기근대의 사회경제적 추
세 자체, 즉 자본, 노동, 정보 이동의 벽이 낮아짐에 따라 한계생산비용이 빠르게 저
하하는 상황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우선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대체가 쉬워지고, 경쟁의 최상층에서는 디지털 기술
과 시장·정보의 티핑(tipping) 효과에 의해 승자독식의 법칙이 작용한다. 신독점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주목하는 소위 ‘4차산업혁명’론도 이러
한 신독점화 경향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힘은 경제흐름을 잘게 분
절하여 포획하려하며 여기서 생기는 배제적 이익을 최상층이 독식하는 방향으로 경
제운영체제를 또 다시 독점적으로 편제(編制)하려 한다. 이는 소수 (경제적·정치적)
독점세력이 자원을 수직적으로 중앙통제하였던 기존의 고자원착취적 화석에너지 경
제성장 방식을 지속하려는 경향과 맞물린다. 그래서 후방전환력으로 작용한다. 이
힘은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이후)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작동 중인 신자유주의
의 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이 기술과 정보의 접근을 분산적, 수평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대
중들의 경험과 지식, 연결망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기존의 독점적 방식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특이한 상황을 창출한다. 그 결과 이번에는 노동이 아닌 자본을 손쉽고 값
싸게 대체하는 협력적 공유경제(collaborative Commons)12)의 저변이 대중적으로 넓
게 확장된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제반 영역의 디지털 기술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으로 점차 통합되어 감에 따라 생산과 커뮤니케이션 영역만이 아니라 대
체에너지, 대체물류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독점에 의한 기계적 대중생
산이 아닌 대중에 의한 탄력적 대중생산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리프
킨, 2014). 이에 따라 최상층의 독점화를 견제하고 대체할 잠재력을 가진 수평적 경
제권과 사회층이 확장되는 모습도 관찰된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저자본과
중간기술로 시민참여적/공동체적/생태적 연대망을 밑으로부터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힘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감쇄, 삭감, 역진시키는 공유경제적·협치적 동력이라 부를 수 있다.

12) 이는 자기생산경제, 생태경제, 비물질 경제, 위키경제, 리눅스경제, 무료경제, 타인을 위한 경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많은 부분 중복되지만, 굳이 강조점에 따라 나누어 보면, 공유
경제·위키경제·리툭스경제·무료경제에 대해서는 서로위키(2004), 탭스코트·윌리엄스(2007),
서키(2008), Rowe(2013), 리프킨(2012; 2014)을, 비물질경제는 들뢰즈·네그리 외(2005)를, 자기
생산경제, 생태경제는 Gorz(1989), 고르(2008; 2011)를, 타자를 위한 경제는 깁슨-그레이엄 외
(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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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대중에 의한 대중생산, 사회적 경제 등의 기원적 전범은 오히려 비서구
권에서 시작되어 서구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구미의 공유경제, 생태경제 운
동의 기원이 간디의 자립경제(스와데시) 실험과 불교경제의 작동방식에 영향을 받았
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chumacher, 1973).13)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후기근
대의 상황에서 완연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추동력과 기반을 얻게 된 셈이다. 이러
한 힘은 독점적 소유, 수직적 통제, 고비용의 화석경제를 분산적 소유, 수평적 조정,
저비용의 녹색경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전방추진력이다.
이와 연관하여 녹색에너지(풍력, 태양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괄목할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초 중국의 산업화에 대해 ‘세계
의 오염원’이 될 뿐이라는 부정 일변도의 예측이 많았다. 중국의 과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 심각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를 감쇄 내지 역진시키려는 힘도 아울러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일례로 신재생에너지(녹색에너지) 생산 분야에 대한
중국의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화석연료 의
존을 줄이고, 녹색에너지를 보급·확산하는 데 주력해 왔다.14) 그 결과 2008-9년부
터 중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생산국이 되었고, 2015년에 이르
면 세계전체 녹색에너지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점하는 세계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국이 되었다.15) 또한 에쿠아도르나 볼리비아 등 남미의 여러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과감한 친환경정책들도 주목할 만하다(토마스, 2014; 김상준 2014a: 223-224).
이러한 모습들은 후기근대 되감기의 모순적 2중 운동이 비서구 산업화와 환경문제
에도 여실히 관철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한편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엔트로피 증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반대경향(=되감기의 전방
전환력) 역시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되는 두 힘은 후기근대 세계의 거버넌스 방향에도 뚜렷이 반영된다.
한편으로 배제와 차별의 구조와 이념을 되살리고(이주노동자, 외국인, 타문화 혐오운

13) 물론 그 방향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디의 스와데시 사
상은 영국의 길드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맥로글린(MacLaughlin,1974) 참조. 물론 그 이전에
힌두 고유의 자치(self-rule) 전통이 간디에게 배어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14) CHINDIA Plus 51호(2010) 조윤택(2010) 등 ‘강화되는 중국환경정책’ 특집호 논문들과 Chen
(2016) 참조.
15) United Nations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6에 따르면, 2015년 재생
에너지 국가별 순위는 중국(199 gigawatts), 미국(122), 독일(92), 일본(43), 인도(36) 순이다. 세
계전체 생산량이 785 기가와트이니,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https://
www.weforum.org/agenda/2016/06/china-green-energy-superpower-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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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신 국수주의-국가주의 경향 등), 기술적 진화를 중앙집중적 통제의 강화로 이용
하려고 하는 흐름이다(정보독점, 정보감시, 언론통제, 지식재산권강화 등). 다른 한편
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는 다문화, 국제연대, 정보자유화, 오픈소스, 빅브라더 역
감시운동(위키리크스 등) 역시 활발하게 전개된다. 아울러 각종 정책결정 과정을 수
평적으로 넓게 개방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대안적인 제도들이 광범하게 시행되고 있다(시민의회, 시민참여예산 등16)). 여기서
기술적 진화는 온오프 양 차원에서 공히 보다 양질의 정보가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
로 공개되고 교환·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중앙집중적 관료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안전망 효과를 높이려 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가
넓게 채택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균등화의 힘의 일환이다(van Parijs, 1992; Mckay,
2001; 최광은, 2011; 김상준, 2014a; 반스, 2016). 이러한 대안적 모색은 서구·비서
구를 가로질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안제도·대안운동의 영역에서도 서구의
독점적 우위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후기근대의 두 힘, 2중운동이 서구 비서구의
구획선, 기존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가로지르며 작동하고 있다(김상준, 2014a).
이렇듯 여러 힘들이 얽혀 복합적인 상태에 있는 오늘날 후기근대 지구촌의 사회
구성체를 단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흔히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라 하
고, 이 말이 현 세계체제의 주도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사회
의 구체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경제는 자본주의적 부문,
공동소유적 부문, 소농경제적 부문이 뒤섞여 공존하고 있는 혼합경제체제다. 이러한
혼합경제적 양상이 중국만의 유별난 특성인 것도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배합 요소와 비율은 제각각 다르다. 유럽의 경우,
복지체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분배 몫은 여전히 크다. 또 어느 지역, 어느
국가든 대부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작동원리, 비율, 주체가 다르고, 또 양 부문이
중첩하는 영역에서 제3의 경제양식(사회적 경제, 중간경제17) 등)이 활발하게 생성되
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식의 단순논리
16) 1980, 1990년대 과학기술의 사회적용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 점차
공공정책 심의, 선거법 개정, 개헌 등 주요 정치의제에 대한 시민주도 제2의회 운동으로 발전해 간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Fung and Wright 외
(2003), 김상준(2005; 2006; 2011c; 2014a), Fishkin 외(2010), 오현철(2010), 판 레이부라우크
(2016) 참조. 브라질(포르투알레그리), 인디아(케랄라) 등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Fung and Wright 외(2003)와 함께, Heller and Chauduri
(2007), 김상준(2014a) 등 참조.
17) 중간경제론에 대해서는 김상준(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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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인류의 경제’를 장기적 역사시각에서 교환경제, 재분배경제, 호혜경제로 나누
고 그 배합의 역사적 다양성에 주목한 폴라니적 접근이 더욱 실용적이고 유효하다
(폴라니, 1983).18) 이제는 현 시스템기득권의 수혜자들, 주류 경제학자들까지도 혼합
경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추세다(소로스, 1998; 스티
글리츠, 2002; 2010; 2008; 칼레츠키, 2010; 브린욜프슨·맥아피, 2014). 결국 후기
근대의 세계체제가 그만큼 다채로운 배합의 혼합경제를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표
현이고, 이러한 경향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Ⅷ. 후기근대 위상학과 미래철학
이상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며 후기근대의 위상학을 구상해 보았다. 후기근대
의 위상학은 그 미래가 수평적·개방적인 균등화의 힘(전방전환력)과 수직적·독점
적인 역균등화의 힘(후방전환력) 사이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또한 자
연수탈적 경제유형을 지속하려는 힘과 자연친화적 경제유형으로 변화하려는 힘 간
의 착종과 마찰로 나타나기도 한다.
후기근대의 세계 현상은 이렇듯 서로 모순된 두 힘, 또는 2중 운동이 복잡하게 맞
물려 전개되고 있다. 후기근대의 위상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이 두 힘이 움직여가
는 역사적 궤적의 향방과 운동방식에 대한 통찰을 준다. 이를 통해 후기근대 현상의
복잡성과 모순성 안에 매몰되어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이는 이론의 문제이자 동시에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헤겔이 주목한 ‘근대의 황혼’에서 시작했다. 헤겔의 원대한 시야에서 배
웠지만 동시에 그의 시점 착오를 지적했다. 이제 끝으로 헤겔에게 배우되 수정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남았다. 그는 ‘황혼’과 ‘미네르바의 부엉이’에 관한 유명한 구절 바
로 앞에 “철학이란 회색 위에 회색 칠을 하는 늙은 시대의 작업”이라고 썼다(Hegel,
1967: 13). 자신을 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늙은 목격자로 간주했던 것이다. 역사
는 이미 모든 것을 겪었고, 황혼의 노인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것은 없다, 라고. 이것
이 ‘역사의 황혼’에 대한 그의 감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조망해 본 후기근대는
18) 이러한 시각에서 기존의 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 사회구성체론을 생산양식과 교환양식의 조합구
성에 의한 새로운 비결정적 사회구성체론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상준(2011a;
2011b: 361-3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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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열려있는 세계다. 여기서 또 한 번 헤겔과 달리 말해야 하겠
다. 철학은 영원히 새로운, 영원히 젊은 시대의 작업이라고.

Ⅸ.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사회 후기근대 2중운동의 특수성19)
앞서 6절에서 언급했듯 한국사회가 후기근대로 접어든 분기점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이었다. 특이한 점은 ‘87년 민주화’로 집약되는,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한국사
회 후기근대의 정치적·경제적 전방전환력이 이후 30년 동안 후방전환적 독재와 독
점으로 차근차근 퇴행·회수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87년 이후 30년의 귀결은 결
국 구(舊) 한국형 독재·독점 체제의 정화(精華)였던 박근혜 체제, ‘헬조선’20)의 현
실이었다.
2016년 4·13총선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여소야대의 형성과 동년 11, 12
월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거대했던 주권적 대중 행동이 없었다면 이 30년의 퇴행
적 회귀는 72년의 유신체제로까지 퇴화할 수 있었다. 4·13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지
배적이었던-여당이 개헌선 이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그리하여 ‘제2의 유신’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그 비관적 전망을 다시 상기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연말의 국민
적 주권 의지와 대통령 탄핵 민의의 표출은 그렇듯 맹렬했던 후방전환력을 거인과
같은 힘으로 되돌려 이제 간신히 1987년과 유사한 대치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변화
의 잠재력은 1987년보다 현재가 더욱 크고 높아 보인다.21))
1987년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강력했던 민주화의 요구, 변화의 힘(후기
근대의 전방전환력)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환수해버리는 한국사회의 특별한 지형
과, 그 지형이 산출하는 유별나게 집요한 후방전환력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
다. 이 지형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힘의 작동을 제어하는
단호하고 정확한 대응이 없다면, 마찬가지 일이 미래에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
은 결코 없다. 아니 반드시 또 다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사회과학적 역
사분석이 가르쳐주는 쓰라린 진실이다.
19) 이 절은 익명의 심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부가한 것이다.
20) 청년세대의 ‘헬조선’ 담론에 대한 자기인식은 이우창(2016) 참조. 성실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앞
서 3절에서 논의했던 비관적·국부적인 자기인식 안에 머무르고 있다.
21) 필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http://thetomorrow.kr/archives/category/column/김상
준칼럼 참조. 2016년 11, 12월의 대중행동을 보면서 쓴 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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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아니, 반드시 회수하고야마는, 그 마(魔)의 순환고리, 그
핵심근거는 한반도의 두 국가가 ‘극단적 적대관계’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
된다.22) 이러한 구조 안에서 생성되기 마련인 어떠한 개혁적 힘도 결국은 대치하고
있는 적의 이름으로 단죄되고 만다. 이 속에서 가능한 개혁이란, 그 ‘극단적 적대관
계’의 틀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극히 제한된 개혁들, 또는 가짜 개혁들뿐이다.
남과 북이 똑 같은 상황이다. 87년과 같은 그 거대했던 개혁적 힘조차 30년에 걸쳐
서서히 침식시켜 결국은 독재로 몽땅 빨아들이고야 마는 블랙홀과 같은 구조다.
민주가 독재로 회수되고야 마는 ‘마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반도의 두 국
가가 ‘극단적 적대관계’로 맞물려 있는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그 핵심은 남과 북이
두 개의 정상국가로, 두 개의 정상국가 간의 관계로 서로 인정하고 정립하는 데 있
다. 상호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면 된다. 이것이 양국 간의 관계가 점차 정상적으로
안정되어갈 확실한 단초가 된다. 별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양국 모두 이미 유엔 회원
국이다. 양국 상호간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은 유엔헌장에
명명백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유엔 회원국 간의 기본 전제요 상식이다. 그 엄연한 사
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강요되어왔던 현실이 억지요, 비정상이었다. 이제 사실을
실제 사실로, 있는 그대로 정상화시키자는 것뿐이다. 이 전제에 충실히 설 때, 이후
양국 간에 존재해 왔던 여러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긴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화시
켜 나갈 수 있고, 그럴 때만 그러한 변화들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확고하게 담보될
수 있다.
필자가 ‘양국(兩國) 체제’23)라 부르는 이러한 새로운 지형은 남북 공히 건강하고
22)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의 (국민)국가들 간의 관계의 일반적 핵심을 어떠한 가식도 없이 여실히
폭로했던 이는 칼 슈미트다. 즉 (국민국가) 주권의 핵심은 예외를 설정하는 자, 즉 적을 호명하
는 독재권에 있다고 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오늘
날 세계의 모든 국가 주권의 성격, 국가 간 관계의 성격에도 그런 점이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다.
다만 냉전이후 후기근대의 다극균형적 상황에서 그러한 특징이 조금씩 이완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한반도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한반도 남북의 두 개의 국가는 ‘주권의 핵
심은 적을 호명하는 독재권에 있다’라고 하는 칼 슈미트의 통찰을 가장 극단적인 상태로, 아마
도 칼 슈미트를 놀라게 할 만큼 가장 완벽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형태의 예외
주권이 약화·변형 또는 해체·재구성된다면, 이는 현재의 자본주의 국민국가 세계체제 전체에 중
대한 변형을 일으킬 단초가 될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성립사, 그리고 그 속에서 동
아시아 근대의 전개과정의 특징을 칼 슈미트의 시각으로 풀어본 분석으로, 김상준(2015) 참조.
23) 이에 관한 필자의 상세한 생각은 2015년 12월 17일 [백년포럼]에서의 발표(‘분단체제에서 공존
체제로’)와, 2016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4차례의 [백년학당] 연속 강연(‘잃어버린 30년
빠져나가기’)을 통해 개진한 바 있다. 이에 관해 한 가지 부언해두기로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양국 체제론’이 ‘반통일적’이라고 오해하는 시각이 (좌우, 남북 양편에 공히) 일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한민족 대다수가 바라는 정상적인 통일로 가는 유일한 경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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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제기되기 마련인 여러 개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상 공간
(normal space)’이 될 것이다.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비대칭적으
로 강하고 집요했던 한국사회(그리고 또한 북한사회)의 후기근대 후방전환력이 적절
하게 통제되면서, 사회의 전·후방전환력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맞물리는 상태에 이
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의 대결체제에서 벗어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국제관계상의 ‘정
상 공간’의 창출>은 실은 1987년 민주화대투쟁의 힘으로 이미 이루었어야 할 과제
였다. 지난 30년 한국사회(그리고 또한 북한사회)는 이 과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
다. 30년 지각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전망은 30년 전에 비해 더욱 밝다. 무엇
보다 지난 30년 실패의 교훈이 생생하다. 지난 실패의 시간을 엄정하게 복기(復碁)
해 볼 필요가 있다.
‘양국 체제’와 ‘정상 공간’의 창출은 결코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시대구획적
(epochal)이고 근원정초적(foundational)인 새 지평”에 이르는 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도달해 본 바 없었던 “이상적인 입헌적 시원(始元)의 새로운 시간(Year One)”
을 열자는 것이다(김상준, 2011c: 23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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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Movements of the Late Modern Ag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Society
SangJun Kim
Kyung Hee University
The late modern age indicates the third stage of modern world history, which began
with the early modern era, then came through the second stage, which was the Western
hegemonic era, and finally has reached the third stage. The late modern era is the time
when the non-Western part of the world begins to rewind the Western hegemonic
dominance of the world. The rewind or ‘hysteresis’ is not simply a lineal catch-up process.
Rather it is a double movement which includes a ‘phase transition’ or ‘critical transition’
toward a new stage of history beyond the modern age. This essay analyzes the specific
aspects of the contradictory double movements which have been occurring all around the
world. This essay also analyzes the specific mechanism through which the double
movement of the late modern age has actualized in Korean society.

Key words: the late modern age, three stages of the modern world history, hysteresis and
phase transition of the late modern age. double movement of the laste moder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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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시위, 탄핵, 그리고 대선
최고 230만 명 동원, 10주 이상 진행된 촛불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
기 선거가 치러졌으며 급기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촛불시위
는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도 기록할만한 대사건이다.
2016년 12월 초의 한국일보 조사에 의하면 촛불시위를 통해 처음으로 시위에 참가
한 사람은 조사자의 18% 정도로 성인인구를 고려할 때, 대략 300만-500만 정도의
사람이 처음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판단된다. 참가 계층도 매우 다양했지만, 고소득
고학력 화이트칼라 층의 참가가 두드러졌고, 전 연령대가 참가했지만, 특히 20-40 사
이의 연령대 참가도 매우 두드러졌다. 또한 10대말 20대 초반 최초 정치적 시위 참자
가나 주목할 만한 발언자도 많았기 때문에, 2016-2017 촛불세대는 바로 18-22세 청
년들이라 볼 수 있다.1)
촛불시위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4.13 총선에서 야당이 약진하여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어 <한겨레신문>, Jtbc 등의 정권비리 폭로가 가능해졌고. 경찰이 강경
진압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책임
과 무능력,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공감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결국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에 승선했던 사망한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민
주공화국의 재발견’, ‘국가를 국가답게’, 주권자로서 자의식의 확대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이 모든 시위 행사와 참가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고, 법원이 시위 지역을 청와대 코앞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것도 큰 도움
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이 북한의 위협 등

전통적 종복 프레임으로 시위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어다는 것도 대규모 동원을 가
능케 한 배경이었다.
촛불시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자신이 가진 주권을 농락당했다는 생각,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였다. 배후권력이
선출권력을 농단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라는 감각이
바탕에 있었다. 시위가 확대되면서 이 게이트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여 새누리당, 검
1) 필자의 대학생 대상 개인 조사에 의하면 19-15세 연련대의 50여명의 학생 중 80% 정도가 참가했다
고 답했으며, 불참학생들도 알바등 불가피한 이유인 경우가 많았다.

찰, 고위관료, 재벌들의 협조와 묵인 하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거부의 대상은 박근혜에서 새누리당, 검찰 등으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퇴진은 80%의
국민이 지지하는 광범위한 정치연합이 되었으며, 그 결과 통진당을 해산시킨 그 헌재
가 이번에는 박근혜를 파면했으며, 박근혜의 권력 기반인 새누리당이 존립의 명분을
찾지 못해 분당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시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9년 동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방 통행
식 행정 독재, 적 만들기 ‘전쟁정치’에 주눅들었던 한국인들이 다시 정치적 능동성을
되찾았으며, 정치적 시민, 주권적 자각을 갖는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
래서 촛불시위는 곧 19대 대선 투표 참가의지 제고로 연결되었으며, 문재인 후보의
안정적인 당선을 가져왔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대중들의 범위에서 볼 때, 이번 촛불시
위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4.19 학생 혁명, 군사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87년 6월 항쟁시의 그것보다 훨씬 넓고, 그 요구 사항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조직된 학생운동, 시민사회 단체의 주도성을 인정하
기 보다는 자발적 개인들의 참여가 중시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시위와 매우 유
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시위가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분노에서 촉발된 단일 의제의 시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의 촛불 시위는 정
치성이 훨씬 강하고 정치와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 열망이 드러났다.
권력, 정치적 지배질서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퇴진을 87년 헌법이 기대서 요구한
점에서, 촛불시위는 87년 민주화의 완성의 측면을 갖고 있으며, 4.19 이후 87년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한국의 도시의 대중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선거에 의한 여야의 평
화적인 정권교체 가능성을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로 본 서구
정치학자들이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적용해온 도식은 여전히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
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즉 정치적 대표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선거 제도 하에서 구 냉전 보수세력, 대자본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통치를 강행하
였고, 그것은 결국 다수 국민들의 저항을 맞게 되었고, 선거가 아닌 ‘거리의 정치’를
통해 퇴진하게 된 것이다.

2. 촛불, 대선 이후의 권력지형 : 보수의 분열, 냉전보수의 후퇴
촛불, 탄핵, 그리고 대선으로 연결되는 일관된 정치적 흐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수의 분열과 그 주류 세력인 냉전보수의 현저한 후퇴라고 집약할 수 있다. 신자유
주의 보수와 냉전보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들은 박근혜 정
권을 세우는 작업에서 하나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보수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에 대해 침묵했다. 친박으로 대표되는 냉전보수는

즉 정당정치, 법치, 언론자유, 사

법부의 독립, 초법적인 공안기구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 등 자유민주주의의 규칙을 준

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과 대통령에 대
해 집권 블록 내의 양심적 자유주의 분파도 어떤 비판을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들은 대통령의 실패라는 쓰나미 앞에서 함께 몰락했다. 촛불 시위의 최대 효과는 바
로 냉전보수와 신자유주의 보수의 결속을 와해시킨 것이다.
이것은 현상적으로는 TK와 PK의 분열, 강남중에서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차별화,2)
그리고 혹은 영호남 양 지역에서 세대 변수가 기존의 지역주의 변수를 압도한 점, 즉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역대표 지지와 40대 이하의 문재인/심상정 지지의 차별화, 그
리고 50대와 60대의 차별화 등으로 표현되었다.3) 즉 냉전보수는 87년 이후 지역주의
와 결합되어 생명을 연장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90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지역주
의 정치구도에 큰 금이 가게 되었다. 이것은 2012년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결집했던
냉전보수, 즉 냉전 자유주의, 개발독재 연합이 심각하게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87년 이후 고착화된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세대 간의 자산, 소득에서의 불평등, 20-40세대의 기회의 차단, 청년 고실업
등의 계급적 갈등이 세대간 갈등으로 표현됨으로써 무너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지역의 성장연합을 강화시키고, 지
역주의 극복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4) 즉 이명박 박근혜의 노골적 영남
편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남의 청년, 특히 부산 경남의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대
해 강력한 비토권을 향사함으로써 한국의 정치구도는 90년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탄핵국면에서의 새누리당의 분당, 그리고 다당제도의 구도야 말로 곧이은
올해 대선의 결과를 예측케 해준 가장 중요한 전조였다.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낸 친박세력을 포함하여 한국의 냉전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그
대표주자가 홍준표였다.

바른당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새누리당의 분파로서 대

체로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다수가 여전히 자유한
국당에 남아있기 때문에 냉전보수가 크게 약화되기는 했으나 재벌/언론/고위관료 등
의 지지를 받는 권력블럭의 힘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신
자유주의 보수를 대변하는 유승민이 6% 정도의 지지만 받는 결과에서 볼 때, 한국의
보수세력 내에서 아직 이들은 소수에 머물러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
승민은 사드배치, 대북관계 등에서 냉전보수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보수가 냉전보수와 완전히 차별적인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
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종합해 보면 과거 보수결집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으로 갈라진 것은 70
년 한국 정치사의 최초의 일로서, 한국의 분단/냉전체제의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웅
2) 강남지역에서 압구정동은 홍준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
3) 서복경, “광장과 탄핵사이- 50대 유권자의 변화”, 2017년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탄핵,
대선, 그리고 혼돈의 정치], 2017.4.22
4) 김태일, ‘거울과 나비-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약화되고 있는가?“

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의 색깔론이 5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거의 먹히지 않았으며, 대선 이후에도 그런 방식의 전쟁정치가 현저히 줄
어든 사실에서 확인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그 정책적 노선 때문이 지지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촛불시위, 박근혜 탄핵의 동력에 크게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더 거슬러 올
라가면 노무현의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와 동감의 정서가 큰 정치적 자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촛불시위가 단순한 박근혜 퇴진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퇴행,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사실상의 부재 상
태,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들의 좌절감의 표현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 모든 과정에서 생겨난 불만과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 천관율, “삼년만 참으면 보수가 살아난다?
, 시사인, 2017년 05월 08일 월요일 제504호)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분단/준전쟁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대립 구조가 약간 흔들
리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즉 냉전보수는 24% 정도의 세력임을 입
증했으나 경제적으로 중도좌파, 사회적 의제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선 정의
당의 심상정 후보가 아직 6% 정도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역대 진보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율이라고 하지만, 남북긴장해소나 대미자주성의 측
면에서 더 진보적인 입장을 표방했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나온 결과라는 점이
다. 중도, 자유주의의 애매한 입장을 표방한 안철수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대
통령제 선거제도, 한국의 양당구조, 혹은 타협보다는 정치, 경제적 이슈에 대해 분명
한 노선을 원하는 한국의 정치문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최대연합 75%의 인구는 대선에서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지지자로 분열되었다. 홍준표의 24%는 탄핵반대 연합의 표가 그대로 대선으
로 이동한 것이다. 탄핵지지 75% 내외의 탄핵지지 최대연합은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분열되었고,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 문재인 지지자
41%는 과거 이래 민주당 지지자 30% 정도에다, 촛불시위에 새롭게 참가했던 500만
정도가 결합한 결과였다. 결국 문재인 당선은 촛불시위의 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
것은 촛불시위의 주요한 공감대, 즉 박근혜 적폐의 청산, 국민 주권의 회복, 불공정과
부당한 관행의 시정을 열망한다. 20-40 세대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대선에서 홍준표 지지가 선거운동 시작 무렵의 10% 아래에서 24%까지 뛰어오른
것은 위기의식에 가득찬 냉전보수가 결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재벌, 강남, TK, 60
대 이상 노령층 등,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 총 집결한 것이다. 이익연합이기는
하나, 가난한 노인층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공주의, 가부장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치지향을 포함한 가치연합의 측면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한
국당 지지율은 8%까지 하락했는데, 바른당 지지율과 합치면 적어도 20% 정도의 사
람들이 이 보수연합에 속한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보수연합 지지층이 30% 내외
였다고 생각한다면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이 층의 10% 정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
고, 그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심상정의 정의당은 위의 지도에서처럼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대칭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지지세력이 한국에서 자본이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
적인 권력집단이라 본다면, 정의당의 경우 위 도표 상에서는 홍준표, 자유당과 대척점
에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제도적 힘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여론만의 지지기
반이다. 이 여론적 지지가 제도와 조직을 통해 구축회지 않으면 정의당의 역할은 제
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토론에서 심상정이 제기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매우 의미 있는 의
제제기였고, 동성애 문제 역시 20대 여성 층이 정치화와 결합된 새로운 의제의 부상
이었다. 즉 구자유주의의 의제와 탈근대의 문화적 의제가 동시에 제기된 점에서 한국
의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현상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스
펙트럼을 왼쪽으로 약간 이동시킨 점에서 심상정의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

가할 수 있다.

3. 박근혜 파면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지층
왜, 박근혜 전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
것은 87년 민주화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확립에 그친 것이었고, 냉전보수와 민주화
운동의 ‘타협’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화, 즉 형식적인 민주화에 그쳤기 때문이며,5)
분단/(준)전쟁 체제가 만들어 놓은 반공자유주의, 개발주의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자유화/민주화의 동시적 과제 수행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며, 곧이어 90년대 초
반이후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지배블럭의 헤게모니 세력인 냉전보수의 자기변신, 내부정화와
개혁의 노력이 부재한 채로 권력행사와 이익추구에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뒤집어말하면 정치사회 내의 반대세력인 제도권 야당이 이들의 탈법적 정당성 결
여된 권력과 이익추구를 제대로 견제 비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7년 체제’라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 삼권
분립, 노조설립 자유화, 법의 지배, 언론자유의 공준을 마련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길
을 열기는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건재하였고, 책임정치의 실현을 방해해온 수사
정보기관이 그대로 살아남았고, 단순다수 득표제의 대통령 선거와 소선구제에 기초한
국회의원 선거가 자리잡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볼 때, 민주화의 질이나 수준도 매우 낮았다. 1987년의 6월 항쟁의 정
치적 공간 위에서 ‘87년 세력’이 형성되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시민사회 운동, 제1야
당과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변화를 추구해 왔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들의 힘에
의해 수립되었다. 그러나 87년 체제는 박근혜 식의 독재가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허
약한 것이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는 ‘민주화’라기 보다는 ‘군부독재의 종식’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 군부독재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만 지탱된 것이 아니라 군부세
력, 보안사와 안기부 등 공안기관, 검찰과 법원, 경찰기구, 관료조직, 우익 관변 사회
단체에 의해 지탱되어 왔고, 경상도 지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의
6.29선언은 최상층 권력의 양보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것을 지탱한 구세력은 이제 새
로운 방식으로 기득권을 연장하려 했었다.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와 1987년 헌법으로
집약되었다. 그래서 촛불 시위와 19대 대선은 87년 헌법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탄핵하
고, 그 정신에 기초해서 새 정권을 탄생시켰다.6)
5) 87년 체제의 타협적 성격은 87년 헌법 제정과정, 헌법의 내용에서 나타나 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6월 항쟁 세력이 배제된 채, 야당지도부와 군부세력이 결합했으며,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는 유신헌법에서 삽입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남았다. 즉 반공자유주의의 틀을 허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87년 민주화의 한계가 ‘민주화’ 이후에도 ‘거리의 정치’를 통해 정권이 무너지고 대
통령이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이후 한국 정치의 구조
적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에서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본격화되었으나 한반도 내에서는 분단/준전쟁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개발독재
의 유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각 영역에서 민주화의 요구, 노동운동의 저항이
터져 나왔다.
< 민주화 이후 국내외적 조건과 각 정권의 성격>
지구적 조건

한반도(남한)의 조건

각 정부

김영삼 정부

탈냉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2008년 이후 세계화

분단/(준)전쟁
개발주의

성격

과도기
(자유화,민주화 각축)

자유민주주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개혁적 신자유주의
(자유복지주의)

(민주화, 노동저항)

후퇴와 저성장 기조)
개발독재형(반동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신자유주의
(냉전보수로 회귀)

외적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압박, 내부에서의 민주화의 압박을 맞은 김영삼
정부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그대로 둔 채로 개방화, 자유화의 길로 나아갔으며, 부분적
으로는 민주화, 반부패, 남북화해의 길을 모색했다. 이 김영삼 정부는 한국이 개발주
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구축해야하는 극히 중요한 시점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질적인 심화, 경제적으로는 재벌주도의 조립가공형 산업화
의 청산과 새로운 기술혁신 체제의 수립, 노동조합 운동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
여 기업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노사합의체제를 수립하는 문제,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
는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의 개편 문제, 그리고 이미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비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초기 군부 내의 하나회 해체와 반부패, 남북교류, 금융실명
제 도입 등의 개혁조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세계화
와 신자유주의의 의미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OECD에 서둘러 가입하고, 급기야
6) 이국운, “87년 체제를 극복할 새 정치의 모색”, [황해문화], 2017년 여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개발주의에서 복지자본주의로 이
행해가는 극히 중요한 시점이었으나 대통령과 당의 시야와 지도력 결핍, 구 냉전 개
발주의 세력의 저항을 맞아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은 크게는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그러
나 80년대까지의 발전경로의 차이점 때문에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유럽, 미국의 것과
는 다른 주변부적 성격, 개발독재형을 갖고 있다. 즉 복지국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
한 중.북유럽 국가의 중심부 신자유주의와, 노동세력의 도전을 맞은 개발독재국가의
구 보수세력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주변부 신자유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데, 중북부 유럽국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민주화, 법의 지배, 사회적 안전망
과 사회통합, 노동조합 운동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의 경로를 겪
게 되었다. 주변부 신자유주의의 경우 자유시장의 원칙은 국가폭력, 노동 억압 등 파
시즘 혹은 권위주의와 공존한다.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냉전 반공체제와 충돌없이 진행되었다.7)
김대중 정부는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큰 족적을 남겼고, 노무현 정
부는 탈권위주의와 과거 청산 등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의 집권은 바로
1997년 경제위기, 즉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시점과 일치하였고, 이들의 남
북관계 개방, 정치개혁은 경제 노동영역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빛이 바
랬다. 이들 정권에서 표출된 구 민주화 세력의 국가경영의 실험이 강고한 반공보수와
연합한 신자유주의적인 신보수의 공세에 무너졌다. 그러나 조직노동세력이 이들 진보
적 자유주의 혹은 구민주화 세력을 압도할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헤게모니 없는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복지 영

역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안전판 마련이라
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8)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받아들인 한국 신자유주의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경제
엘리트에 주도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위기를 가져온 주원인
인 경제 투명성 확보, 반부패, 재벌개혁의 변죽을 울렸으나, 곧바로 유야무야되고 말
았다. 오히려 이 위기는 국내 경제엘리트들이 관장하여 외국의 금융 자본이 한국의
금융과 기업을 거저 집어먹는 기회가 되었다. 그 이후 한국경제는 여전히 공정경쟁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독점의 영역과 과도하게 생존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으
로 완전히 양극화되었다. 정작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는 독점이 지배하고,
오히려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영역은 과도한 경쟁과 시장주의에 노출되어 있다.9) 김
7) 이러한 구분은 애초 하비가 시도한 것이었다. David Harvey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
의 : 간략한 역사], 한울, 2007, 50 쪽. 와다나베 오사무는 일본은 양자의 양상이 결합되는 동아시아
형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渡辺 治, “日本の 新自由主義 : Harvyの 新自由主義に 寄せて”, David
Harvey, 三田成也 外 飜譯[新自由主義 : その 歷史的 展開와と 現在], 作品社, 2007 ハウ
8) 김연명,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의미와 특징”,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주년 기념 심포지움,
2001. 11.9. 그 근거는 공적연금의 전국적 시행, 통합의료보험 제도의 도입,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도입 등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정책과 개혁조치들은 한국의 분단반공주의 체제의
구조적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1987년 민주화의 한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즉 민
주화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경제 자유화에 압도당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이후 한국은 더욱 기업국가, 기업사
회로 변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배질서는 냉전보수주의, 유사 파시즘 체
제로 더 후퇴하였다. 이 두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가장 퇴영적인 형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과도기적 특징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반북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가운데 노골적 언론통제, 사찰, 야당 무력화, 친 자본,
반 노동 정책을 폈다. 즉 극히 형식화된 선거정치와 정당정치는 남았지만 여타 민주
주의의 절차는 거의 무시되었으며, 고문과 노골적 폭력행사만 제외하면 구 박정희 전
두환 정권의 억압적 행태를 거의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국방부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간첩조작 등 사실상의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행태를 구시대적 반북 경제 이
데올로기로 덮어버리려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퇴행은 한국 냉전보수의 힘을 자
유주의 보수가 제어할 수 없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의 후퇴, 저성장 국면에서 더 이상 개발독재식의 성장 모델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냉전보수와 개발주의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중하층, 노동자들이 경제이데올로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남북화해 진척, 재벌지배구조 변

화 및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처, 교육 개혁 등 그 어느 하나
도 국정의 의제로 제대로 제기하여 해결한 것이 없다. 즉 이들 두 정권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하게 반공적 보수의 길을 택한 것은 원래 집권 여당이 국가와 사회
를 이끌어갈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 집권당인 민주당 역시
기존 정치구도 내에서 독점 이익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된 한국의 보수 혹은 그들이 이끌어온 한
국의 국가는 ‘지진’에 의해 부실한 기초공사(사상과 가치의 부재), 썩은 기둥(법과 관
료체제의 군림), 금이 간 벽(시민사회의 취약성), 지붕(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가
동시에 흔들리고 무너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필자가 강조했던 ‘반쪽국가’, ‘반
의 반의 주권’에서 강조한 한국의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10) 한국은 독자적
인 군사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였으며, 미
국의 동아시아 관리구도 구도 하의 ‘근대형 조공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태에
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다. 정당
은 국민 다수자를 대표할 수 없는 칸막이 위에 존재하고, 관료조직, 재벌의 특권은
9) 관료집단, 재벌, 공기업, 제1 야당, SKY 대학은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채 독점 지위를 향유하고 있지
만, 그 외의 경제 사회 영역은 전쟁과 같은 약육강식 논리가 적용된다.
10) 김동춘,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2015 참조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의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는 반쪽 국가
가 거둔 큰 성공이었으나, 나머지 반쪽의 미비로 국민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
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발독재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
다.11)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제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의제 중에서도 국가의 성격, 운명과 관련된 것이 제1 의제,
국가 내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것이 제2의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가치, 지향과
관련된 것이 제3 의제다. 제1의제에 속한 것이 경제, 외교(국방)이고, 제2의제가 복지,
노동, 교육 등이며, 제 3의제가 여성, 환경, 개발 등이다. 모든 나라의 선거는 주로
제1의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부각된 가운데 진행된다. 따라서 제1의제 특히 경제에 대
한 정치적 입장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87년
군사정권의 종식으로 제1의제 중 경제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
제 의제에서 성장론이 외교국방에서 안보론이 언제나 우세하였는데, 그것은 분단국가
로서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분배론/남북화해/대미자주론의 등장을 일정하게 제약하였
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지 레이코프가 말한 한국정치의 구조적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론을 표방하는 자유주의 지향이
야당이 제도정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었고, 진보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야당은 제1의제에서 보수여당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제2, 제3 의제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25년이 지났
는데도 여전히 선거정치에서 근대(2)를 둘러싼 전면적인 대결이 펼쳐지지 않은 것, 즉
박정희의 유산이 박근혜 집권으로 부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한국정치의 여러 지층들, 즉 1948년 체제( 국가보안법과 반
공주의, 공안통치), 54년 체제(미국식 시장주의), 61년 체제( 개발독재, 재벌주도 성
장, 정경유착, 중앙집권주의), 97년 체제( 신자유주의)의 모습이 모두 폭로되었다. 그
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탄생한 지금은 이 지층에서 드러난 묵
은 폐해를 걷어내는 작업과 동시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4.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 : 민주정부 3기, 제2의 민주화?
1)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세계 동아시아의 국제정치경제, 지구 자본주의의 변화 국면
속에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 자체의 내재적 과제,
역사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끌어안고 있다. 50여년의 개발독재, 20여년의 신자유주의
11) 김동춘,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정치의 새 국면”, [황해문화], 2017년 봄

정치경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지금 지구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후퇴국면이다. 세계화의 추세가 역전되지는 않겠
지만, 일종의 조절적인 세계화 국면에 진입했다. 신자유주의의 기조 역시 케인즈주의
국가개입의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90년대 식의 탈규제, 민영화와 노동시
장 유연화가 무차별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의 뒤를 이어 제4
차 산업혁명,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 체제는 이미 한국에 성큼 들어와
있다. 성장이 안정된 평생직장의 확대로 이어지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지구의 모든
국가는 환경위기,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새로운 탈산업사회의 위기를 맞고 있
으며, 이제 유럽에서 성공했던 전통적 복지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은 가능
하지 않을지 모른다.
지구적인 차원에서나 동아시아의 차원에서도 지금은 지구적인 패권 이행기다. 중국
이 미국을 대신하는 패권국가로 당장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패권은 저물고 있
다. 트럼프의 우익우선주의, 자국기업, 자국 노동자 최우선주의는 미국의 영향력과 패
권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중국은 여
전히 1류 국가가 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지만, 지난 100년의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 세계문명의 주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 패권 이전기의 동아시아 정치는 한국에
게 위기이지만 기회다.
지구사회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다시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이행해가는 조짐이 뚜렷
하지만 한국은 아직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20세기의 모든 역사적 과제
는 그대로 한국에게 남아있지만, 21세기의 새로운 과제역시 엄중하게 다가왔다. 이러
한 모든 과제는 거의 동시에 한국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강성귀족노조 박
살‘ 주장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어르신은 우리의 부모입니다‘와 ‘동성애는 선
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각각 서구의 100년 동안의 다른 역사 시기에 나타난 구호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각각의 시대적 과제는 각각의 전선과 대립의 축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앞에서 필자가 제기한 의제 1, 즉 안보와 경제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
하다. 한국에게 국외적 변수는 언제나 국내변수를 압도한다. 그것은 한국이 자주적인
국민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다. 그것은 근대 100년의 묵은 역사적 과제이지만 동
시에 미래지향적 과제다.
지구적 차원이나 한국사회의 거시적 과제를 근대 1, 근대 2, 탈근대로 구분해 보
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19세기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의 단계를 도식화해 본 것이지
만, 실제로 각 나라는 자신의 역사적 경로 위에 서 있어서 각각의 근대화의 단계는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개념적으로만 구분해 볼 수 있다.

< 근대화, 민주주의의 여러 차원 >
근대 1 : 자유민주주의
-

민주화와 자유화, 정당정치, 법치, 언론 자유, 노조 허용

* 경제 : 개발주의, 관료주의 청산
* 국제정치 : 자주, 남북 화해, 평화(통일)
* 사회적 근대화 : 가족주의 극복
근대 2 : 사회적 민주주의
–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 강화, 성장과 복지의 균형,
노동자 경영참가, 보편적 복지 등 사회적 권리 보장
* 경제 : 조세부담률 증대
* 정치 : 비례대표의 확대
* 사회 : 사회적 신뢰, 합의체제 구축
경제 : 금융화, 유연화, 탈산업화, 소비자본주의

90년대 이후 세계변화

사회 : 노동의 파편화, 개인화, 탈가족화(동성애 문제)
환경 생태위기
정치 : 탈국민국가, 자율공동체, 풀뿌리 정치

탈근대 : 포스트민주주의12)
– 새로운 정당 모델, 사회적 경제, 참여민주주의, 양성평등
* 사상. 이론 : 공공성의 개념 정립
* 정치 : 풀뿌리 지역정치의 활성화
* 사회 : 새로운 노동대표 기구의 수립

* 한국의 조건에서 특수하게 제기되거나 특히 문제가 되는 과제
한국은 압축성장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과제도 압축적으
로 제기되었다. 위의 도식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후발국가인 한국의 87년 이후 민
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 세계사적 시간대에 있었으며, 곧이어 포스트 민주주의의 과제도 제기되는 시
점이었다. 그러나 분단/전쟁이라는 한국의 특수상황은 남북화해/안보라는 대립 축이
국내에 상존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87년 이후 한국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민주
주의의 완성, 즉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막으면서 구 독재정권의 기둥이었던 공안기구
를 현저히 약화시킴과 동시에, 남북화해, 지방분권, 자유권적 인권의 신장 등의 과제
를 해결해야할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 군부의 정치개입의 가능성은
차단하였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화해, 국가인권위 수립, 각종 과거사
위원회 수립 등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상존과 공안기구의 건재를 제외한다면, 자유
민주주의는 거의 완성의 단계에 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이미 자본주의가 어느정도 성
숙단계에 들어선 90년대의 시점에 한국은 근대 2의 과제, 즉 이미 성장주의에서 분배
/복지 단계로 이행해야 했고, 탈근대의 과제까지 동시에 제기되었다.
12) 여기서 포스트 민주주의의 개념은 콜린 크라우치, [포스트 민주주의 –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미지
북스,2008에서 따 온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지구적 변화는 한국에게 앞의 근대2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장벽이 되었다. 신자유쥬의의 세계화, 소비자본주의, 노동의 파
편화와 양극화 등의 현상은 근대 1, 근대 2의 진전을 방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위축
시키는 조건이 되었다.13)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민주화 이후 10년 만에 들어선 김

대중, 노무현 정부는 근대1의 과제와 씨름하였으며,14) 근대 2의 과제도 끌어안았으나
결국 좌초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지구적 냉전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냉전이 상존하고, 반사회주의 /노동=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그대로 유
지되었기 때문에, 세력으로서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의 힘이 극히 취약하였고,
따라서 근대2의 의제가 부상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았다. 둘째는 1998년 외환위기
와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어 경제회복을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 즉 자본자
유화, 탈규제, 민영화 등 친자본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근대1의 과제 중 한국적 특수성을 갖는 남북화
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탈권위주의, 인권 등 근대2의 과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여타 범주의 근대1의 의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래서 정책의 헤게모니는
성장주의 지향을 갖는 경제관료의 손에 넘어갔고, 이 두 정권은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사회적 양극화, 노동조합 약화 등 사회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더 어럽게
만들었다.
즉 한국의 분단/전쟁의 조건은 근대1, 즉 구자유주의의 과제 실현도 매우 어렵게
만들고, 과제 2, 즉 복지국가 실현의 기초가 되는 노동조직화, 지역시민사회, 계급정
당의 등장을 제약해 왔다.15) 그래서 촛불시위는 대체로 근대 1의 과제를 다시 끄집어
냈으며, 촛불시위에 참가한 대중들은 근대 1, 근대2의 과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근대 1, 근대 2의 과제 중 일부를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위
의 3가지 국가 의제 중 의제 1, 즉 안보와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의제 2는 부분적
으로 강조했으며, 의제 3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덜 두었다. 그리고 의제 1 중 안보에
서는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라는 김대중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으려 했으며, 경제에
있어서도 대체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기했던 입장, 즉 시장질서에서의 공정성
과 민주주의를 결합하려는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결합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민주정부 3기로서 1,2 기 민주정부의 못다 한 과제를 완수함과 동
시에, ‘제 2의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촛불시위의 힘으
로 가능했기 때문에 퇴진행동이 제기한 개혁과제를 거의 수용하였다. 퇴진행동이 밝
힌 '촛불개혁과제'는 총 10개 분야로,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노동기본권 △사회복지・사회 공공성강화 및 생존권
보장 △성평등,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13) “Noam Chomsky: Neoliberalism Is Destroying Our Democracy”, The Nation, June2 , 2017
14)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자신이 구시대의 막내라고 표현하였다.
15) 김동춘, “분단 전쟁체제 하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윤홍식 엮음, [평화복지
국가론], 이매진, 2013

△위험사회 구조개혁 △교육불평등 개혁과 교육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
장 등 분야에 총 100대 과제가 담겼다.
이것을 한국적 조건에서 근대 1, 근대 2로 다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촛불, 대선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근대 1 : 자유민주주의의 완성
(87년 민주주의 심화)
안보, 외교, 국방에서의 한국의 주도권 강화
- 남북화해와 교류

근대 2 : 사회적 민주주의,
대안체제
(87년 민주주의 극복)
경제민주주의
- 재벌개혁(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 노동자경영참가, 영세자영업자 단결권

초법적 특권의 제한 혹은 해체

- 징벌적 손해배상

- 국정원, 검찰, 관료 개혁
공정한 시장경제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성장주의, 개발주의 연합 해체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 국민소환, 국민발안
- 시민의회

정당의 정치적 대표적 강화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노동인간화

- 비례대표 의석 확대

- 비정규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 정부의 법안제출권 금

- 노동시간 단축

국민의 정치적 감시, 통제기능 강화

- 최저임금 인상

- 대통령, 국회의원 일정 공개
- 국민소환

자치, 생활공동체
친환경 성장, 에너지 독립

실질적 분권과 자치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촛불시위에서 표출된 시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87년 민
주화를 완성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다른 편으로는 90년대 이후 변한 국내외적힌 현
실, 즉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시기의 남북화해와 자주적인 외교 노선 수립, 이명
박 박근혜가 남긴 개발주의 권위주의 적폐의 청산과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
할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제3기라는 측면도 갖고 있
지만, 당면한 과제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과제가 아닌 21세기형 ‘제2의 민주화’
다. 한국에서 제2의 민주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가재조(再造)의 근본적 개혁,
필자가 말한 국가와 사회의 전면적인 쇄신, ‘반쪽국가’16)의 온전한 국가로의 변화,
‘반의 반의 주권 상태’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근대1의 과제도 수행하기 버겁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
16) 김동춘,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2015 참조

인 정부는 근대 2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헌법과 선거법 개정) 정도만
수행해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분단, 냉전, 개발주의의 걸림돌
을 제거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사키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근대 2, 혹은 대안적 사회경제질서로 나아가는 교량 역할을
해야한다고 할 때,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 시장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 대해
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북유럽식 복지자본주의인가? 아니면 라이
트(E.O Wright)가 말하는 리얼유토피아, 공화주의 시민경제체제 구축인가?17)에 대해
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이것은 정치권과 학계가 동시에 시작해야 할 일이다.
2) 주체적 조건 마련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이 다시 권력권에 진출
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87년 민주화, 노동운동, 시민운동과 제도정
치를 주도한 민주화 세력은 이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직 노동운동의 보수화, 체제내화. 시민운동의 제도화, 보수야당의 무력화와 진보정
당의 취약성은 상존하는 현실이다. 물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대 이하의 세 정치
세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주체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작
업을 동시에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위의 시대적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은
일단은 국민적 지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정치력, 그리
고 수구, 중도 등의 스펙트럼을 갖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얻는가에 달려 있다. 사
실상의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입지를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와 그들과 어떻게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 것인가라는 모순적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난제가 있다. 촛불시
민은 대선에서 개인 유권자가 되었고, 지금은 거의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으로 되돌아
갔다. 촛불과 대선이후 이들 조직되지 않은 개인대신에 조직된 정당과 이익집단이 다
시 정치의 전면에 부상했다. 그래서 이들 야당들과 이익집단의 개혁 사보타지를 막아
내야하는 힘든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하다. 1987년 민주화 30년이 지났지만, 제1 야당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기 못했고, 그들의 애매한 입장은 4.19 혁명 직후, 6월 항쟁 직
후와 야당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의 박근혜 정권의 독주, 불통, 우익
급진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무기력하게 대처했다. 탄핵 결정 때도 그러했지만, 야당은
이후의 정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개혁
과제를 내놓지도 못했다. 그런데 현 집권 더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50%라는 사상 최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지지를 의석수로 연결시켜야하지만, 아직
총선은 3년이 남아있다.
17) 이병천, “어떤 경제/민주화인가- 시장사회/경제에서 시민사회/경제로”,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 2012.6.28

현재의 집권당이 하루아침에 책임있고 생산적인 정당으로 돌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그것은 선거법 개정,
즉 비례채표 의석수의 확대, 지역사회에서의 정당기반 마련, 정당의 정책적 기능강화
와 전문성 강화,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등으로 집약될 것이다.
물론 광장정치가 제도화된 지역정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 지역 정
치조직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할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개혁입
법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의 주민 동원과 조직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지 않았던 새 길이다. 지역사회에서 정당정치가 뿌
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와 지역의 정당이 상호 연대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의 첫 시험대가 2018년 지방선거가 될 것
이다. 그러나 정당법의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더민주당
이나 진보정당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탄핵이후의 광장정치 국면은 온 국민 대상의 생생한 정치교육의 현장이다. 대선으
로 이러한 광장정치는 일단 새 정부의 과제로 이월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교체로 지
역, 직능 집단이 자동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촛불시민을 토론과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게이트, 87년 민주화
의 한계는 지역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장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인물
중심 정치관이 한국인들의 낮은 정치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 극복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특히 불공정한 현실에 눈을 쓴 청소년들의 발언은 체계적인 시
민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언론개혁, 교육/노동개혁을 통해 새로운 노동주체와 시민적 주체, 이론 사상적 주
체를 육성하는 작업도 시작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사회력, 혹은 시민사회의 자력화와 시민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치가
바로서려면 그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사회력’(사회적 힘)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보통의 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대표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회력은 사회조직과 구성원들의 자율성, 책임성, 공공성, 혁신능력, 학
습능력, 도덕적 역량, 공감능력을 포함하지만 기업의 활동이 노조, 소비자, 공공의 이
익을 존중하고, 공공 복지기관, 협동조합, 각종의 시민기금이 약자들의 버팀목을 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부가 세습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자생력이 없는 곳에서
사회적 혁신이나 활력, 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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