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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자들, ‘개념 창시자’로 소개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과)
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현대
한국사회의 문명적 성격을 압
축적 근대성(co mpressed
modernity)으로 규정하고 이
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내
용(경험)적으로 구체화하는 연
구를 계속해 왔다. 장 교수는 국
내를 넘어 영문저서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Routledge,
2010), <British Jounal of
Sociology>(2010년 10월 특
집호) 등에 핵심적인 연구결과
들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압축적 근대성’은
그동안 유럽·북미·아시아 각지

장경섭 서울대 교수의 ‘압축적 근대성’ 이론 화제

https://www.kyosu.net/
https://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
https://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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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교
문화(한류), 가족·개인,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중심적 이론으로 활용돼 왔다. 그의 영문저
서는 출판 직후 덴마크 왕립도서관에 의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압축적 근대성의 가족(주의)적 기초와 한계에 관한 그의 연구는 좀 더 눈길을 끈다.
이 연구는 일본 교토대의 교육·연구 세계화 프로그램(Kyoto University Global Center
of Excellence on ‘Reconstruction of the Intimate and Public Spheres in 21st
Century Asia’, 2008-2012)에 중심 학설로 채택됐는데, 이에 따라 장 교수는 관련 학
술행사, 공동연구, 교육에 적극 참여해 왔다.

장 교수에 따르면 관련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한국의 압축적 발전과 근대화는
가족의존(착취)적 경제·사회 체제를 기초로 했고 이는 한국인들의 강한 가족주의와 결합
해 장기간 지속됐다. 그 결과 한국인들의 만성적 가족피로 증후군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
해 이혼, 저출산 등 가족의 재생산위기가 구조화됐으며, 특히 지난 세기말 경제위기 이후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족의존적 압축적 근대성에 수반된 가족 재생산의 위기가
가족가치적 위기 혹은 개인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사회, 개인의 지
속적 가족주의에 기초하는 것임을 분석했다.

그런 장 교수의 학설을 채택한 교토대의 국제적 연구성과가 최근 브릴 아카데믹퍼 블리서
(Brill Academic Publisher)에서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장 교수의 이론이 깊이 반영
된 두 편서는 Family and Social Change in Socialist and Post-Socialist
Societies: Change and Continuity in Eastern Europe and East Asia(Edited by
Zsombor Rajkai, Ritsumeikan University)와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Edited by Ochiai Emiko, Kyoto University,
and Hosoya Leo Aoi, Ochanomizu University)다.

편저자인 좀보 라예카이는 서문에서 “장경섭은 이러한 이론 장에서 탈사회주의 전환을
생산과 재생산에 관련된 (압축적인) 이중적 자유화라고 정의하고, 이 전환사회들에 있어
정치경제적 제도로서의 가족의 자유주의적 재설정을 설파한다”라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개는 오치아이 에미코의 편저에서도 반복된다. 에미코는 “이 책 전체에
서 아시아적 근대성을 다루는 데 있어 핵심개념인 압축적 근대성을 이 개념의 창시자인
장경섭이 1장에서 설명한다.”

장 교수는 “나의 학설이 중심이 돼 진행된 교토대 교육·연구 세계화 프로그램의 국제적
공동연구 성과를 담은 두 편서가 세계적인 학술출판사인 ‘Brill Academic Publisher’에
의해 최근 출판돼 연구자로서 무척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주된 관심 분야에 계속 매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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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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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생각

“한국은 가족에게 ‘육아·교육·부양’ 다 떠넘겨”

등록 :2009-04-08 21:03

‘가족·생애·정치경제…’ 펴낸 장경섭 교수

‘가족피로’ 임계점 도달…이혼·저출산 등 초래

국가가 해야 할 사회투자기능 제대로 수행을

어머니 열풍이다. 소설과 드라마, 연극을 가릴 것 없다. 10여년 전 ‘아버지 신드롬’에 견줄 만하다. 시절이 수상한 탓이다. 위기가 엄

습할 때마다 본능처럼 살붙이에게 기대는 것. 한국의 가족주의는 그만큼 뿌리 깊고 유구하다.

“전지전능한 모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모순투성이 사회질서를 지탱하고 급격한 사회변화를 견디게 만든 게 한국의 가족인데,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회·경제적 위기로 삶이 뿌리째 흔들리니, 잊고 있던 모성의 존재를 재확인하면서, 거기에 기대고 또

위안받고 싶은 것이죠.”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사진)는 최근의 ‘엄마 신드롬’을 사회적 위기 국면마다 작동하는 가족 의존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했다.

삶이 버거울 때마다 가족을 호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족주의에 기초해 일궈온 압축적 근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얘기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최근 출간한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창비)라는 책에 담아냈다.

“한국의 근대화는 24시간 기계 돌리듯, 가족을 풀가동하는 ‘가족 동원 체제’에 의존해 이뤄졌습니다. 인적자원 양성에 필수적인 교

육과 부양의 역할을 가족에게 맡겨둔 채 국가는 모든 자원을 성장과 고용 창출에 집중시켰던 것이죠. 말하자면 국가나 사회가 떠맡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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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짐을 가족들이 대신 짊어졌던 셈입니다.”

한국의 가족이 떠맡았던 이런 기능을 장 교수는 ‘사회투자 가족’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재분배보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

자에 주력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사용한 ‘사회투자 국가’란 개념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개인들 역시 본인뿐 아니라 자녀나 형제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가족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구성원의 사회적 성공이 전체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것이라 기대했

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투자를 대신

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과중한 짐이 지워지다 보니 가족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됐다는 점이다. 장 교수

는 그 징후가 근대화에 따른 서구 가족이념의 유입과 함께 나타난 뒤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

화돼 왔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변화의 압축성과 복합성인데, 그 결과 상이한 시공간에서

형성된 다양한 가족이념이 한국인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인과 아동에 대한 부

양·보호 기능을 부과하는 유교적 가족이념에 가족 성원의 성공을 위해 자원을 쏟아부을 것

을 장려하는 도구주의 가족이념과 서구에서 유래한 개인주의·서정주의 가족이념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가족 의존적 사회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인들의 ‘가족 피로’를 가중시키게 된 것이죠.”

1990년대 말 경제위기에 이은 급진적 구조조정은 한국인의 ‘가족 피로’를 임계점까지 밀어붙였다. 결국 상황은 이혼과 만혼, 독신,

무자녀, 저출산 등과 같은 전방위적인 가족 해체와 탈가족화로 폭발했다는 게 장 교수의 진단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틀렸어요. 문제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가족 의존적 정치경

제’가 더는 지탱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게 계속 부담을 지우려고 하면 가족뿐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가 사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 교수는 이런 위기의 징후로 공교육 붕괴와 급증하는 자살률을 꼽았다.

“대안이요? 육아와 교육, 노인 부양 등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사회화해야지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

피로를 덜어줘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미루고 자녀도 많이 낳습니다. 미풍양속을 내세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면 그나마 남아

있는 미풍양속마저 사라지는 법입니다.”

장 교수는 최근의 탈가족주의화가 개인주의 사회의 도래를 가져올 것이란 ‘상식적’ 기대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개인주의

는 오랜 사회·경제·문화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는 문명적 구성물인 만큼, 복잡한 적응과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심각한 문화적 갈등과 혼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전망이다.

“가족중심주의는 해체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개인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국사회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가족에

닻을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어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노숙자가 되고 자살을 합니다. 정부의 발상 전환이 아쉽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
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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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글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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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ook]	An	examination	of	Korea’s[New	Book]	An	examination	of	Korea’s
transformationtransformation
2010-06-25	16:23

An	examination	of	Korea’s	transformationAn	examination	of	Korea’s	transformation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By	Chang	Kyung-sup	By	Chang	Kyung-sup	
(Routledge,	$120)(Routledge,	$120)

Korea’s	fast-paced	changes	provide	an	interesting	topic	as	well
as	a	bewildering	challenge	for	scholars.	The	country’s
condensed	social	change	and	complex	mechanisms	driving	such
transformations	often	defy	West-derived	social	theories	or
methodologies.	

Chang	Kyung-sup,	professor	of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es	a	concept	called	“compressed
modernity”	as	a	key	tool	to	unlock	the	Korean	society	and	its
contemporary	transformation.	

“Condensed	modernity	is	a	social	situation	in	which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or
cultural	changes	occur	in	an	extremely	condensed	manner	in	respect	to	both	time	and
space,	and	in	which	the	dynamic	coexistence	of	mutually	disparate	historical	and	social
elements	leads	to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a	highly	complex	and	fluid	social
system,”	he	says.	

Chang	uses	this	concept	to	account	for	the	unique	modernity	of	contemporary	Korea,
which	has	undergone	full-scale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and	democratization	within	an	unprecedented	short	period,	while
manifesting	distinctly	traditional	characteristics	in	many	aspects	of	personal,	social,	and
political	life.	

At	the	core	of	the	foundations	that	prop	up	Kore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life,
Chang	argues,	is	none	other	than	the	family.	He	offers	an	insightful	perspective	about
how	family	relations	and	family-oriented	values	shape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today.	

With	an	integrative	theoretical	perspective	of	compressed	modernity,	Chang	dissects	the
family-centered	social	order	and	everyday	life	in	Korea	in	a	way	that	sheds	light	on	the
country’s	remarkable	transformations.	(insight@heraldcorp.com)

mailto:insight@heraldcorp.com


2022. 7. 19. 下午8:30한국일보 : >

第1/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201901011572395360

N
2019 01 0204 40

뺂핊픦홓펆뺆핳몋컻컪풆샎묞쿦
잚ۮ헎�칾ۮ뽆핆줆헪슿묺혾
험픎켆샎픦맪핆훊픦많팒삖않
묻많많쫃힎읊많혿펞썮뻦밂�

# 31 24 26 28 2 011
49 7%

45 9% 21
20

2017 80% 20 1 29 4%
12 10 14 2 509

# 4 1 000
44% 23%

2 1 46%
63% 2013 79 9% 2016 71 3%

1



2022. 7. 19. 下午8:30한국일보 : >

第2/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201901011572395360

1969 2015



2022. 7. 19. 下午8:30한국일보 : >

第3/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201901011572395360

Copyright©Hankookilbo

N

20

24%
36%

3
4

misslee@hankookilbo com



2022. 7. 19. 下午8:27주간경향

第1/7⻚http://weekly.khan.co.kr/art_print.html?artid=202202181358021

주간경향 기사 프린트 페이지 인쇄하기   

주간경향 1466호

“시민권시민권 확립해야확립해야 엉망진창엉망진창 정치정치 바꿀바꿀 수수 있다있다”

ㆍ장경섭ㆍ장경섭 서울대서울대 사회학과사회학과 교수교수 인터뷰인터뷰

한국은 해방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뤘다. 국가의 꼴을 갖추려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들
여왔지만 내용은 없이 형식만 갖춘 채였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제도와 달랐다. 민주
공화국의 헌법은 장식이었고, 제도보다 밤에 이뤄지는 권모술수가 나라의 정치·경제를 좌우했다. 현실
과 제도는 따로 놀았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재벌이 부를 독점했고, 보수정당과 결합해 준정당
적 기능을 하는 족벌언론이 언론 행세를 했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의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사회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서구에서 수입한 이론으로 채운 ‘제도의 매뉴얼’에 불과했다. 장
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 천착한 이론을 강조했다. 그렇게 나온 개념이 ‘압축적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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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족 자유주의’ ‘변혁적 시민권’ 등이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지상 목표로 세운 국
가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복지 부담을 가족에게 지웠다. 그렇게 사회 재생산 역할을 담당한 가족이 해
체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위기가 찾아왔고 자살과 독박 간병, 노인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불거지
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기존의 틀을 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장 교수는 그 전환의 힘을 ‘시민권’에서 찾았
다. 시민권은 시민들의 정치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장 교수는 거대 양당이 지역과 세대 등의 대립구도
를 이용해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현상을 재벌 일가가 순환출자를 고리로 거대 기업을 지배하는 일
에 비유했다. 기업의 소액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해 이들의 전횡을 견제해야 하듯, 시민은 ‘패싸움’ 정
치에 동원되지 않고, 사회연대적 실천으로서의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의 직접 행동을 강조했다. 정치적 시민으로서 주체가 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홀로 지게 된다면서 길거리에 나가 싸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수단과 물적 자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는 그 자체로 계급”이라면서 “헌법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듯, 청년도 자기보호를 위한 계급적 행동에 나서
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시민권의 개념을 좀더 자세히 들려달라.

“정치인은 국민을 말하고, 시장은 시민을 말한다. 하지만 서구 자유주의에서 시민사회의 성원을 뜻하
는 말은 국민이 아닌 시민이다. 우린 물리적·공간적 개념으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시민으로 부
른다. 대신 시민에 해당하는 뜻으로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민은 행정적
인 개념에 불과하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시민(citizen)’이라고 말하고, 유럽의 공항에 가면 ‘유럽
연합 시민’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시민은 자유주의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뜻이다. 서구에선 국
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국가주의로 의심받고 정치적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정의하는 시민권
은 자유주의 시민주권이다. 경제에선 자유롭게 경쟁하고, 일상생활에선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개인주
의를 전제로 한다. 시민주권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공동체가 국방 등 여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조직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다른 공동체와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든 조직이 국가이고, 대표를 뽑아
서 그 대표가 자유주의 시민주권을 대리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이다. 따라서 국가 기구 중 최종적 주권
기구는 의회이다. 한국도 그렇다. 대통령이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회사에 주주가 있는
것과 같다. 물론 1인 1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권과 달리 사적 소유에 비례한 권리라는 점에서 둘
의 차이는 있다.”

-그 시민권을 행사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자유주의 시민주권으로서 시민권을 행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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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든 결국 정치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패싸움 구도에 동원되고 있다. 개인이 자유주의
시민주권을 행사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계약
을 하는 것이 선거와 투표다. 주권자 개인으로서 고민해 행사하는 권리이자 의무다. 호주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낸다. 지금의 정치는 거의 엔터테인먼트가 됐다.”

-코로나19로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가가 뭘 해야 하고 내가 국가에서 무얼 보장받아야 하는지 생각
하게 됐다. 이 경험이 자유주의 시민주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QR코드가 그렇다. 개인의 자
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동선추적에 활용하지만, 이걸 사용한다는 자체가 시민이 방역을 위해 이 정
도는 협조하겠다는 상호 계약을 맺고 있음을 뜻한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는 전라도와 경상도, 이대남
과 이대녀로 접근해 해결할 수 없는데 정치인이 부추기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자유권과 정치권, 사
회권이 3층 석탑을 쌓듯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화나 촛불집회로 자유권은
분명히 확보했지만, 우리가 유의미한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대선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유력 후보가 됐다.

“보수당은 실제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의 몰락으로 보수는 완전히 개인 야심가들의 집
합체가 됐다. 보수 정당이라는 것의 인적구성을 보면 군인은 사라졌지만, 과거 독재 정치를 보좌하면
서 독재권력을 함께 향유했던 검사와 언론인, 지역 토호들의 느슨한 연합체이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
가 사실 민주당에서 오라 했으면 갔을 텐데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고 말했다. 바탕이 있고 뼈대
가 있는 정당이라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그 정당에선 그런 말을 하는 후
보한테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권력을 나눠갖는 게 중요하지 정당의 정체성이나 이념
적 지향은 생각해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당이 지역주의로 표를 나눠 먹는 덕에 주류 정당이 됐
다. 현재 검찰이 가진 권력은 한국 정치사의 파생상품이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검찰에 기소권을 몰
아줘 비대화시킨 것이다. 미국이 금융파생상품 때문에 망했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윤석
열이 검찰주의자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굴욕감을 느낀 게 있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의무
는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파생상품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2. 7. 19. 下午8:27주간경향

第4/7⻚http://weekly.khan.co.kr/art_print.html?artid=202202181358021

-민주당에선 586 용퇴론이 나왔다.

“보수가 워낙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형적인 것이니, 그 정당이 권력을 잡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자기 정당화로 굴러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기 선민의
식은 강하지만 사회를 대표하는 차원에서의 체계성이나 역량은 별로 없다. 결국 경제위기와 신자유주
의와 맞물려 청년들의 적이 됐다. 국가를 위한 과학적인 사회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당이 못하니
시민이 고통을 겪는다. 과거 ‘선성장 후분배’를 외치며 불평등한 경제발전을 했는데 그 과실은 재벌에
집중됐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벌은 세계화되어 고용은 남의 나라에서 창출하고, 일반 시민은 완전
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미봉책에 의존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때도 청년이 몰표를 줬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당이 국민에게 내세울 독자적 이념이 없어서 박정희 시대 기업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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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딸인 3공 시대의 인물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그렇게 두 번 집권하는 동안 검사들, 특히 공안
검사들이 권력을 대리 행사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기구를 동원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검찰 정
권이었다. 얼굴마담을 내세우고 뒤에서 보수세력을 구성한 인물은 군사독재를 보좌하면서 권력을 향
유한 전문가 집단이었다. 이번 대선은 다르다. 최초로 3공 인물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나선
굉장히 묘한 상황이다.”

-선거에 나선 시민의 책임을 강조했다.

“세상에서 제일 비생산적인 게 주류 엘리트에 배신당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다. 혹시 그런 과오를 내가 범하진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보다 시민 주권자, 회사의
주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가지 비유를 들면, 재벌이 자기지분의 몇십 배나 되는 기업을 순환출자
로 지배하는 걸 ‘기업지배 승수’라고 부른다면,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이 지역 대립 구도로 ‘정치지배
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찍을 인물이 없다고 한다.

“시민의 혼란은 시민권적 차원에서 이유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때는 박정희 시대의 개발주의적 시민
권의 논리와 연결할 지점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논리성조차 없다. 정권교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
무 내용이 없는 말이다. 자기네가 권력을 잡는 게 정권교체인데 잡아서 뭘 하겠다는지 논리가 없다.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게 자기네에게는 의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민
주당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지만 모든 사람의 소소한 민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식의 공약
을 내걸고 있다. 사회집단의 요구 중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모
든 사람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기후위기를 비롯한 시
대적 의제를 중요하게 내세우지도 않는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순 없나.

“정치지배 승수의 최대 피해자가 사실 청년이다. 기성세대는 자영업자라도 할 수 있지만 청년은 그것
도 없다. 지금 청년세대는 기후위기 등 기성세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던 문제들에 직면했다. 저출
생·고령화에 따른 부담도 청년의 몫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토론을 요구하고 정치적 투쟁
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이나 사회당 등 군소정당의 대표는 다 청년이었다. 청년 문제를 정
치 세력화로 풀려는 시도였는데 주류 양당에 의해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면서 막혔다. 청년 정치가 구
조적으로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시위하고 저항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만 노는 것은 게으른 짓이다. 오프라인 광장으로 나와서 자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환경문
제, 노동문제, 재벌문제 등 부당하게 자기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어젠다가 뭐가 있는지 찾아내 그것
부터 우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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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청년 도약 계좌, 청년기초자산제 등 이번 선거에서 청년 구애가 두드러진다.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현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
다. 집권세력이 그때 가서 죽고 없는데 어떻게 보상하겠는가. 국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게 청년이다.

납세자가 부족하면 세금 더 내야 하고, 기후가 엉망이 되면 자기네가 감당해야 한다. 선물시장에서 거
래하면 돈(위험프리미엄)이 오가듯이 같은 이유로 청년에게 사전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기후나 복지 문제를 두고 길거리에 나와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 인류와 민족,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다. 힘을 합해도 기성세대의 이기심을
이길 수 없다. 계급 이론에 비유하면 현재 생산수단과 기타 물적 자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금 청년과
미래 세대는 그 자체로 일종의 계급이다. 따라서 계급적 행동을 해야 한다. 노조가 헌법상 권리를 보장
받듯, 청년들이 현세대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집단적 연대로 주장하는
건 거의 헌법적 차원의 권리다.”

-공정 담론이 지배하고 있다.

“일단 입시와 취업이라는 경쟁 게임에 참여하면 시험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집합적 결과는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역기능적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지역균형발전으로 들어온 학
생을 공정하지 않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공정의식이 그 세대의 정체성이 돼선 곤란하다. 일
자리나 사회적 자원이 희소해지다 보니 명품을 사러 줄을 서듯 청년이 공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에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공정한 시험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험을 보러간 모든 청년이 다 길거리로 모여서 왜 올해 이렇게 일자리가 줄었냐, 왜 우리에게 의무는
다 부과하면서 미래 리스크는 다 지게 하는 거냐 묻고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정성에만 집착한
다면 그들 사이는 경쟁자로만 남고, 그 세대 내부는 원자화되고 만다.”

시민권시민권 연구연구 집대성한집대성한 영문영문 서적서적 출간출간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 사회제도의 급
속한 설립과 변화를 겪었다. 장경섭 교수는 이를 ‘압축적 근대
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고, 이는 한국을 비롯해 유사한 경
험을 겪은 동아시아 근대화 분석의 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
았다. 한국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면에는 자유주의 질
서의 안정적 재생산을 가능케 한 ‘가족 자유주의’가 있다. 국
가가 담당해야 할 육아와 교육, 복지의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
기고 경제 발전을 위해 가족을 전략적으로 통제·동원했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런 구조가 잘 작동하지만, 경제위기 상
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위험이 가족에 전가되면서 파괴적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전환의 계기를 시민권에서 찾는다. 지난 2월 초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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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술 출판사 팰그레이브 맥밀런(Palgrave Macmillan)에서
발간한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는 그의 시
민권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시민권 연구의 권위자인 브라
이언 터너 호주 가톨릭대 교수(전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가
추천사를 썼다. 터너 교수는 이번 장 교수의 저작을 두고 “시
민권 연구의 유산을 일신하면서, 한국과 아시아 사회 연구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가 펴낸 이번 영문 서적의 제목은 ‘한국의 변혁적 시민
권’으로 ‘변혁적 공헌 권리의 정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지
금까지 여러 권의 영문 저작을 냈지만, 그는 이번 책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압축적 근대성으로 표
현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변화 그 자체가 국가
의 목표가 된 결과물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변화에 응하는 자
는 보상받고, 변화의 희생자들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논리에
기약 없는 보상을 기다리다 실업과 빈곤, 자살로 사회에서 이
탈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가 붕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
국을 선성장 후분배처럼 ‘선성장 후안전’의 논리가 지배하는
위험 사회라고 평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위험을 당연시하고
위험을 내재화하는 공격적인 변혁(transformation)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위험을 안는 선택된 집단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줬다”면서 “그나마 실제로는 국가가 보험사 역할을 해 하나
도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의 과정
이 있을 때마다 희생집단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변
혁이 성공하더라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통
합적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여러 프로젝트가 사
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유착된 기업의 이해 중
심으로 가면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문제이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이면에서 구조적으로 사람이 도태되는 문제가 생
긴다”고 진단했다. 국가 중심적 필요가 아닌 사회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을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

장 교수의 작업은 서구 사회 중심의 시민권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그 성과를 잇달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로 ‘제2회
최재석 학술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2010년 인문학 분야 유명 출판사인 루틀리지에서 출간한 <압축적 근대성 하의 한
국(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의 중국어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아랍권의 학술 중심인 모로코 왕립학술
원에서도 아랍어 번역본을 내기로 했다. 시민권 연구의 중심 학술지인 ‘시티즌십 스터디스(Citizenship Studies)’는 장 교
수의 최근 신간에 관한 리뷰 논문을 싣기로 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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