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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제1발제문>

‘5월 광주’의 정치철학~ 共和의 나라1)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1. ‘5월 광주’, 대한민국을 비추다
1980년 ‘5월 광주’ 직후를 떠올린다. 참으로 어두운 시절이었다. 엄혹한 언론통
제로 광주민중항쟁은 ‘불순분자들의 무장폭동’으로 변조(變造)되었다. 5월 광주는
완전히 패배한 듯 보였다. 민주화운동은 분쇄되었고 어용언론이 ‘전두환 용비어천
가’를 합창하던 암흑의 계절이었다. 광주를 압살한 신군부의 무단통치(武斷統治)가
폭주(暴走)하고 민주공화국은 꺼풀만 남았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폭력이 눈부신 봄의
신록(新綠)을 초토화한 암흑의 시대였다.

하지만 광주는 불사조처럼 살아남았다. 부활한 ‘빛의 도시’가 비추는 한국현대
사는 87년 6월의 시민항쟁으로 폭발해 6공화국을 창출했다.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민주헌정 체제는 5월 광주 없인 불가능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는 5월 광
주의 피와 희생 위에 축적된 것이다. 5월 광주가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인 이
유이다. 5월 광주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정초한 6월 시민항쟁을 낳았고 그 정신은
‘나라다운 나라’를 외친 촛불로 승계되었다. 시민주권론의 정점(頂點)이자 한국 현
대성(Korean Modernity)을 세계에 떨친 2016~17년의 촛불은 바로 5월 광주의 계승자이
다. 이제 광주는 우리 역사와 한국인의 마음속에 빛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5월 광주가 과거에 머물 수만은 없다. 5월 광주는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임
과 동시에 지역감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천하일통(天下一
統)의 공화(共和)와 대동(大同) 사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년 단위로 볼 때 우리 현대
사는 대동과 탕평, 민주와 공화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3·1운동, 4·19
1) 이 발제문은 졸문 「지난 백년, 다음 백년~ 공화정에 대한 성찰」(『철학과 현실』 2019년 봄호)을 기반으
로 삼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가 여러 글에서 개진한 생각이 두루 녹아있다. 졸저 『국가의
철학~ 한반도 현대사의 철학적 성찰』([석학인문강좌 82] 세창출판사, 서울, 2018)과 ‘5월 광주’를 다룬
필자의 칼럼 등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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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부마민주항쟁, 5월 광주, 6·10 시민항쟁, 촛불이 가리키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5·18 유공자가 공무원시험 가산점에서 특혜를 받아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 운동사의 동력은 경이로운 산업화의 기적과 함께 오늘의 대

는 루머도 탈진실(post-truth)을 악용한 호남 차별적 음모론이다. 모든 국가 유공자는

한민국을 만든 힘이었다.

공적(功績)에 상응한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다. 2018년 7월까지 공무원시험 가산점 혜
택을 받은 5·18 유공자는 총 446명이다. 가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국가유공자

우리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적 주체성 이루기’의 도정에서 5월 광주의 미래지향

33,658명의 1.3%에 해당한다. 2017년도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19,938명 중 국가유

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 방향은 지난 백년과 다음 백년의 한반도를 관통

공자는 621명인데 이 가운데 5·18 유공자는 1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0.1%에 불과하

한 ‘공화의 나라’가 아닐 수 없다. 100년 전, 1919년 3·1운동에서 분출한 민중의

다.

힘은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형상화했다.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초대 헌법인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하였다. 세계사의

‘5·18 유공자 특혜설’이 최악의 가짜 뉴스라는 사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흐름을 선취한 비전이었다. 1897년에 출발한 대한‘제’국과 단절함으로써 진정한 현

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은 호남에 대한 편견을 무의식의 전염병

대국가가 출발했다. 대한제국의 절대 군권(君權)을 폐지하고 절대 민권(民權)의 공화정

처럼 확산시킨다. 나라를 좀먹는 망국병인 지역감정의 실체가 호남차별이었다는 한국

을 선포한 쾌거였다.

현대사의 진실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은폐된다. 군사독재 시대에 정치권력과 경제개
발에서 배제된 호남이 사회 심리적으로도 소외당했던 비극의 역사는 망각된다. 당시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시작한 인민주권의 움직임은 1919년 3·1운동의 에너지를
업고 민국(民國)으로 도약했다. 놀라운 역사의 비약이었다. 그리하여 한반도 역사에 일

지배세력의 장기집권용 정략이었던 호남배제 논리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궤를 같
이했음은 물론이다.

찍이 없었던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다. 공화의 길은 임정 헌법을 다섯 번, 대한민국 헌

1997년 대법원은 ‘광주시민들의 시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법을 아홉 번 개정한 지난 백년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공화정의 꿈은 그만큼

반면, 그것을 난폭하게 진압한 신군부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내란행위’라고 판결한다.

호소력이 크고 장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헌장 제1조가 박제화한 문서가 아니

전두환 일당을 ‘내란 수괴이자 반란 수괴’로 정죄(定罪)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

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현대사에서 공화의 정신은 ‘억압된 것의 귀환’으로 되살

종판결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선포한 준엄한 최고 법적판단이 아닐 수

아나 식민통치와 군사독재를 버텨내게 한 근원적 힘이었다. 5월 광주는 그 근원의 힘

없다. 5월 광주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을 증명한 경이적인 사례이다. 빛과 그림자가 동행하는 한국현대사에서 5월 광주는

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정신의 육화(肉化)이다. 5월 광주를 폄하하는 일각의

찬란한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춘다.

작태가 반동적인 수준을 넘어 反헌법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2. 공화로 가는 길

‘5·18 망언’은 시민적 양식과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탈진실
과 가짜 뉴스에 맞서 사실의 위엄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시민적 용기의 정수(精髓)일

지난 39년간 여섯 차례의 국가 공식조사로 명백한 허위임이 판명된 ‘5·18 북한

것이다. 시민정신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강력한 민주공화국이 탄생할 수

군 개입설’을 사과하기는커녕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며 역공(逆攻)을 펴는 목소

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정신만이 역사를 만든다. 5월 광주는

리가 있다. 그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5·18 유공자 명단뿐 아니라 4·19 유공자·보

‘우리 모두의 나라’인 공화정으로 가는 거보(巨步)였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는

훈대상자·베트남 고엽제 유공자 명단 등도 비공개라는 기본 사실조차 무시한다.

역사의 동행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각했다는 것도 감춘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5·18 망언사태’에서 보듯 21세기 한국은 이분법
적 진영논리가 압도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국가 상징거리인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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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된 나라를 보여주는 역설적 징표라고 나는 본다. 광화문 광장은 우리 역사의 영걸

이 있는가? 공화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서 5월 광주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

(英傑)인 세종대왕과 이 충무공을 기리고 있지만 현대 민주공화국의 인물 중에 어떤

은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근본 문제와 직결된다. 현실이 어지러울수록 근본을 짚어야

분을 광화문 광장에 세울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는 부재한다. 현대사의 거인(巨人)들

한다. 대한민국 공화정의 3대 구성요소인 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정에 대한 탐색은

가운데 과연 누구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울 수 있는지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추출

철학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예비하기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누구를 세워도 극심한 국론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게

위해서라도 한국사회를 만든 근본이념을 해명해야 한다.

명백하다.
광화문 광장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대한

3.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정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화폐도 비
슷한 형편이다. 다른 나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현대 인물을 화폐에 새겨 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먼저 해명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회통합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화폐 도안의 초상은 조선왕조 시대의 위인(偉人)

내용과 역사적 기원이 다르다. 정치사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역사발전의 특정 단

들 뿐이다. 퇴계와 율곡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先祖)이지만 현대적 시민 정체성의

계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으로서 근대 유럽의 산물이다. 민주주의가

잣대로 볼 때 칸트나 밀(J.S. Mill)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존재이다. 광화문 광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한 것과 대조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근대 자유주의

장과 화폐는 우리나라와 시민의 정체성 만들기가 아직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의 한 진화형태로서 수정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

생생한 물증이다.

체를 퇴행적이라고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 축적물로서의 자유주
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1인당 GDP 3만 달러와 5천
만 인구를 넘어선 세계 일곱 번째 국가다. 촛불이 증명한 바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당수 한국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 헌법에 따로 명기할 이유가 없

역동성도 찬탄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상황은 봄을 가린 미세먼지처럼 회색에

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보다 상위 이념인 데다 더 근본적인 정치사상인 민주주의에

가깝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임에도 한국사회는 가라앉

대한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인 제헌헌법에 자유

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 침체에 이분법적 적대정치가 더해져 국가 침체를 부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부재했다는 데 주목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

긴다. 적대정치는 여야의 적대적 공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포퓰리즘적 파당 정치

법조항이 유신헌법 때 독재 정당화를 위해 처음 도입된 논리였다고 역설한다. ‘자유

가 적대구조를 악화시키면서 사회적 적대의 확대재생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조항은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와 관계없다는 논변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자유민주주의는 왜소한 부르주아 민

사회통합의 부재를 드러내는 광화문 광장과 대한민국 화폐의 교훈과 함께 암울한

주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실질을 결여한 형식적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민

통계적 지표도 적지 않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율, 세계 최저

생을 파괴한 신자유주의의 횡포는 자유민주주의에 내포된 퇴행적 본성의 필연적 결과

출산율 등이 생생한 사례이다. 특히 세계 최저 출산율은 한국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

물이라고 본다.

을 집단적으로 잃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희망의 부재 앞에 지난 100년의 성공은 빛
이 바래고 다음 백년의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오늘의 한국인은 자신의 조국에 대
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곳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비판이 대세를 이룬 데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현대사의 주류였던 한국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를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죄이다. 보수기득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빌

우리가 총체적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

려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해 왔다. 수구 보수의 정치공학으로 구사된 냉전반공주의와

는 길이 있는가? 지난 백년을 견인한 공화정의 비전을 다음 백년에 맞게 확장할 해법

천민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복합체가 주범(主犯)이다. 그 결과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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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질되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벌독점경제를 정당화하는 反자유민

자유의 지평에서 현실과 철학은 분리 불가능하다. 자유야말로 보편타당한 인권의 궁

주주의적 행태가 횡행했다. 한 마디로 수구 보수는 정권안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라

극적 토대이자 인격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유 없는 평등은 있을 수 없으며 자유를

는 이름을 참칭(僭稱)한 것이다.

억압하는 정의는 무의미하다.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도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철학의 개념적 연결고리에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필요조건이라는 교

기득권 보수의 권위주의 체제와 투쟁해왔던 한국 진보가 자유민주주의 담론에 대

훈을 웅변한다.

해 냉소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진보가 보기에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퇴
행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불행한 한국정치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일리가 있는 주

대한민국 헌법도 자유의 본원적 중요성을 천명한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이다. 하지만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의 합리적 핵

국민의 보편적 인권이다. 따라서 기본권 존중과 국민주권을 핵심으로 삼는 헌법정신

심을 왜곡한 것이다.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로 보면 ‘5·18 망언사태’에서 보

의 알맹이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여러 조항들이다. 헌법 제11조에서 23조까지의 기

듯 수구 보수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한 심각한 일탈행위이다. 한국적 자

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화두는 각 조문들이 증명하듯 ‘국민은 특정한 자유를 갖는

유민주주의의 왜곡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담론 내부로부터의 내재적 성찰이 요구되는

다’는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선언이다. 이렇게도 선명한 자유의 이념이 보편사상인

이유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득권 보수에 대한 반발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냉소했던 한국 진보는 진보 운동

그럼에도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사가 증명하듯 자유민주주의 전체를 거부하는 극단론으로 치닫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않는 한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의 이념은 자유의 자기 제한을 본질적으

합리적 핵심을 경시하는 중대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정통 마르크스주의나 북한

로 동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한이 자율적 제한이라는 사실이다. 자유주의가

주체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에서 이미 증명됐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방종한 이기주의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성숙한

다. 자유의 기본권과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어떠한 진보정책도 현실

개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내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에서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이미 검증됐다. 결국 한국 보수는

에 대한 급진적 해석이 자유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개

자유민주주의를 오용했고 한국 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오독(誤讀)했다.

연성은 상존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항상적으로 관찰되는 내적 긴장이다.

현대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쟁 가능한 보편이념은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을 공화주의 담론과 교차시키면 자유민주주의를 둘러

것이다. 한국 진보는 영미식 자유민주주의와 대조되는 북유럽식 사민주의에 호의적이

싼 한국사회의 단층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헌법 변천사가 입증하듯 대한민국이라는

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사상사적 안티테제라고 보기 어렵다.

나라의 바탕에는 헌법적 정언명령이 엄존한다.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증오했던 이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민주의였다. 사회민

공화정이다’가 그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민중의 자기 지배’로 투명하게 이해

주주의는 현대정치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를 굳힌 자유민주주의 사회구성체를 전제한

되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민주주의가 곧 공화

토대 위에서 진화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심화해가는 발전적 양태로

주의이므로 민주공화정은 현대 민주주의와 동일한 정치사상이라는 주장도 개진된다.

서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공화정에는 귀족공화정과 민주공화정이 있으며, 귀족 같은 특권
계급을 부인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민주공화정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 정치사상에서 자유의 이념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가
치이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식의 진보임과 동시에 자유 실현을 위한 고난의 역사이

하지만 이런 도식적 구분법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본질적 차이를 희석시킨다.

다. 자유의 이념에는 인류의 피땀 어린 투쟁과 절규가 생생하게 녹아들어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민중의 지배(kratia)를 가리키는 데 비해 공화주의는 정당하지 않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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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거부한다. 공화정의 주요 덕목가운데 하나가 非지배 자유(non-dominant

르는 최대 원인의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freedom)라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를

비롯된다는 교훈은 민주주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역설이다. 비유컨대 암종(癌腫)의

내포하는 데 비해 지배로 퇴행한 다수결을 비판하는 공화정은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본질이 인체의 생리 기제 자체의 발현인 것과 비슷하다. 민주주의에 내재한 포퓰리즘

중시한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차이는 단지 개념적 구별로 끝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적 요소를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숙제였다. 형식적 민주주의

의 근본 속성인 민중의 지배는 고대 아테네의 몰락이 증명하듯 포퓰리즘과 중우정치

라는 멸칭(蔑稱)으로 홀대받는 근·현대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사실 고대 직접

의 위험성 앞에 취약하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행되는 폭민정치야말로 최악의 사

민주주의에 내장된 치명적 문제점인 포퓰리즘을 제어하려는 소중한 노력의 결정체(結

례일 터이다.

晶體)였다.

촛불은 직접 민주주의의 광휘(光輝)이자 살아있는 시민교육의 현장이다. 그러나 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열등한 정체(政體)로 여겼음은 주지의 사실

대 아테네 직접 민주정이 사라지고 근대 이후 정당과 의회 기반의 대의 민주주의가

이다. 그들의 정치사상은 시대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민주주의에 잠재된 포퓰

출현한 데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 근대 국민국가 단계에

리즘을 경계한 통찰만은 여전히 유효하다.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와 폭민정

이르러 시민과 영토가 너무 커져 직접 민주정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속설은 피

으로 이어져 나라를 망친 고전적 사례가 아르기누사이 해전(BC 406)이다. 아테네와 스

상적 이해일 뿐이다. 의회와 정당이라는 매개 장치, 독립적 사법부로 구성된 삼권분

파르타가 겨룬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 때의 전투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실

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의 뼈대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을

질적 승부처는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 비롯된 ‘장군들의 재판’이었다. 이 해전에서

막기 위해서였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승리했지만 침몰한 아테네 전함의 부유물(浮游物)에 아테네 해군

민심은 주권의 원천임과 동시에 변덕스럽고 감성적이기도 하므로 민중의 요구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만약 민심이 문자 그대로 모든 국정을

천 여 명이 아직 매달려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폭풍우가 다가오는 데다 스파르타군
추격에 바빴던 8명의 아테네 장군들은 구조작업에 나설 수 없었다.

결정해야 한다면 국가운영은 여론조사로 환원되고 만다.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모
든 국정 현안을 여론조사에 붙여 시행하는 건 기술적으론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최초의 승전보에 환호하면서 장군들을 영웅으로 기리는 법안을 민회에서 결의했던

국정이 여론조사로 환원된다면 민주질서의 핵심인 토론과 성찰, 조정과 협의의 제도

아테네 시민들은 구조 지연 소식에 분노해 장군들을 재판에 회부한다. 순식간에 일어

적 공간은 파괴된다. 의회와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난 반전(反轉)이었다. 군중의 표변과 위협에 마지막까지 반대한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유일했다. 그리하여 아테네 장군 2명이 망명하고 6명은 처형된다. 정확한 현장 상황을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

장군들의 처형 직후 알게 된 아테네 시민들이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포퓰리즘은 나쁜 것이다’는 단순 이분법이

아테네 시민의 변덕스러운 민심이 숙련된 자국(自國)의 해군 지휘부 전체를 제거한 것

유행한다. 이와 반대로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경계가 통념보다

이다. 그 일 년 후 아이고스포타미 해전에서 아테네 해군은 전멸했다. 적군(敵軍)이 아

얇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고대 아테네의 흥륭과 사멸이야말로 그 생생한 증거이다. 독

니라 아테네 민주정의 포퓰리즘이 해양 제국 아테네의 멸망을 재촉했다. 포퓰리즘이

재가 대중의 적극적 동의와 묵인 위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는 현대 대중독재

직접 민주정의 죽음을 불러 온 것이다.

론도 의미심장하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축복은 디지털 독재의 재앙과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다.

로마 공화정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에 부족했던 공화제적 요소를 발전시켜 제도화
했다. 로마 공화정의 특징인 혼합정은 지배층의 독주와 민중의 포퓰리즘적 폭주를 동

현대 민주주의의 주된 위기는 독재나 쿠데타에서 오지 않는다. 민주적 수단과 절차

시에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폴리비우스가 갈파한 것처럼 로마 공화정은 집정관, 원

에 의거해 민주 정체(政體)가 변질되는 현상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죽음’을 부

로원, 민회가 각기 왕정의 지도력, 귀족정의 경륜, 민주정의 활력을 대표하는 권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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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나라가 발전했다. 마키아벨리가 주목한대로 귀족계층을

존재하지 않던 14년간의 공위기(空位期)가 있었다. 이 때 려왕의 아들(후의 선왕宣王)

대변한 원로원·집정관과 평민계급을 대표한 민회·호민관 사이 힘의 균형과 경쟁을

이 너무 어렸던 까닭에 주왕실의 재상인 주공(200년 전의 주공과 다른 인물)과 소공이

통한 연대의 창출이야말로 로마 공화정을 번영케 한 주요 동력이었다. 토지 균분제와

‘같이(共) 조화롭게(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사마천의 해석이다. 두 번째는

시민군이라는 물리적 기초에다가 경쟁 계층의 화합(concordia ordinum)을 지향한 시민

『죽서기년竹書紀年』이 제시하고 『여씨춘추』와 『장자』 등에서 채택한 학설인데,

적 덕성(virtu)이 합쳐졌을 때 로마 공화정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14년 동안의 공위기에 ‘공국(共國)의 백작인 화(和)가 민중의 여망을 업고 천자의 일
을 대신해 그 기간 동안 행정책임을 맡았다’(共伯和, 천자의 일을 섭행攝行하다)는

BC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순간이 로

학설이다.

마 공화정의 절정이었다. 경쟁계층 사이의 제도적 균형과 자유의 활력이 빚어낸 국가
적 번영 덕분에 자의적 지배의 요소가 최소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불경기와 대량실

두 가지 해석 버전이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통례인데다 사마천의 해설이

업이 초래한 민생 파탄에 대응하기 위한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 및 곡물법 개혁이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나는 『죽서기년』의 해석이 사마천의 해설보다 Republic의 본

실패했을 때(각각 BC 133년과 121년), 특정 계층의 지배가 세력 균형을 파괴하고 공화

뜻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즉 공화(共和)라는 용어는 민중의 지지를

정은 쇠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을 존중하는 공화정의 자취는 로

받은 공의 제후(共伯) 화(和)가 통치자 역할을 행정적으로 대신한 데서 나온 용어로 해

마제국을 개창(開倉)한 아우구스투스로 하여금 초대 황제의 명예를 절제한 채 ‘종신

석하는 것이 공화의 근본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고대 로마인들도 왕을 축출한

호민관이자 제1시민(princeps)’으로 자족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후 자신들의 나라를 왕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뜻에서 ‘res
publica’라 불렀다. 오늘날 공화국(republic)의 어원(語源)이다.

공화정의 법치주의는 시민들의 평등한 자유를 가능케 한다. 그런 점에서 로마 공화
정과 로마법은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보편 문명의 살아있는 준거이다. 자유롭고 평

공화정의 참 뜻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투명하게 드러난다. 시민의 동의를 무시

등한 시민들은 삶의 터전인 공화국을 자연스레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한 채 통치자나 특정 계층이 독주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공화정의 전성기 때 로마 시민권이 지중해 세계 전체의 자긍심으로 기능했던 것은 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도 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한다. 법치국가임에도 법

마가 과시한 물리적 국력의 위세 때문만은 아니었다.

‘위’에 있는 특정 집단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악용할 때 공화정은 붕괴
위기를 맞는다. 평등한 자유시민의 나라인 공화국에서만 진정한 애국심이 싹틀 수 있

키케로의 말대로 조국(patria)의 반대말은 타국이 아니라 폭정이다. 여기서 조국이

음은 물론이다. 자신의 나라라는 확신이 들어야 진정한 나라사랑이 시민들의 마음에

공화정을 지칭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공화정은 시민적 덕성을 갖춘 평

서 우러나온다. 성숙한 공화정에서는 애국심이 인종과 혈통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공

등한 시민들이 법 안의 자유를 누리는 정치공동체이다. 공화정(Res Publica)은 민중계

화정의 근원인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민적 충성심으로 표출된다. 헌법적 애국주의가

층을 비롯한 어떤 특정 계급의 독주도 허용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공화정이 민주주

민주공화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이 때문이다.

의를 넘어서는 ‘시민 모두의 정의로운 나라’로 규정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
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에
도 불구하고 사회 밑바닥에서는 갈수록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 압축성장과 압

4. 다음 백년, 공화의 나라

축민주화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커진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치명적

공화의 어원에 대한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공백이 존재한다. 한국인의 삶에서 공화정의 핵심인 공공의식과 공공선에 대한 존중

주장한 버전이다. 기원전 841년, 폭군이던 서주(西周)의 려왕(厲王)이 쫓겨난 후 왕이

심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선포되었지만 공화정의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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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은 한국인의 삶에 낯선 그 무엇이었다.

왕정을 단호히 거부했다.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은 황제로 즉위하라는 권유를
일축하고 선출직 초대 대통령으로 국가에 봉사한 뒤 보통 시민으로 돌아갔다. 왕이

한국사회는 자율적 자유를 내면화한 개인도 부족한 데다 개인의 자발적 결사로 구

되기를 거부한 진짜 프레지던트였다.2) 워싱턴이 미국의 국부(國父)로 존경받는 배경이

성된 합리적 공동체의 경험도 일천하다. 자율적 개인과 합리적 공동체의 부재는 신뢰

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카리스마적 정치리더십이 선출된 독재자로 변질돼 유사

의 사회자본을 약화시킨다. 정부를 비롯한 공적 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매우

(類似) 왕정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온 힘을 쏟았다.

낮다. 신뢰의 부족은 공화주의적 시민정신의 핵심인 ‘마음의 습관’의 빈곤함을 낳
는다. 한국인의 무의식에는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인 홉스적 무정부상태에 대한 두려

여기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직선 의회와 여론에서 독립된 간선 법원이

움이 자리한다. 한국인의 사회적 마음은 경제발전과 정치 진화만으로는 치유하기 어

상징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자유언론이라는 권력 감시견과,

려운 사회자본의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권력기구에서 자유로운 시민종교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가 권력과 건강한 긴장관
계를 맺었음은 물론이다. 입법·사법·행정 삼권(三權) 사이의 견제와 균형, 삼권과 시

자율적 개인과 합리적 공동체의 부재는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증폭시킨다. 反헌법적

민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법치주의와 시민종교가 낳은 마음의 습관과 결합해 미국식

인 ‘5·18 망언’에 대해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세태야말로 분열된 사

공화정이 번성했다. 미국식 혼합정의 힘은 타운 홀 미팅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회의

탈진실(脫眞

가 중우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았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實·post-truth)과 지역차별을 결합한 치명적 발언이다. 감성적인데다 인터넷과 소셜

있긴 하지만 미국사회가 그런대로 버텨내고 있는 것은 이런 혼합정과 시민사회의 저

미디어가 일반화한 한국사회에선 탈진실과 음모론이 곳곳에 범람해 사실과 합리성을

력 덕분이다.

씁쓸한

초상화이다.

‘5·18

망언’은

민주주의

파괴에다

위협한다. 정보의 폭포효과가 부추긴 음모론이 공화정의 적(敵)인 진영대립을 무한 증

존 에프 케네디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10명의 미국 대통령이 명멸한 50여 년 동안

식하고 증오와 배제의 악순환을 극대화한다. ‘5·18 망언’ 사태조차 공론 영역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상징이었던 헬렌 토마스(H. Thomas·1920~2013)는 대통령 면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의 퇴행적 현실은 한국인의 마음의 습관이 얼마나 취

에서 직격탄을 날리기 일쑤였다. 어느 대통령도 그녀의 송곳 같은 공격을 피해갈 수

약한지를 투명하게 폭로한다. 외형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화정의 정신적

없었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책임을 따져 묻지

기초는 아직 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않으면 “대통령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토마스의 주장이었다. 자유언론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교훈을 웅변한 전설적 언론인의 탁견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마음의 습관이 만드는 강건한 시민정신과 함께 우리 정치공동체의 다음 백년을 준
비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에 입각한 국가의 철학이 필수적이다. 국가철학과 공화정이

용어가 탄생한 미국에서도 ‘선출된 왕’의 출현을 방지하는 과업은 건국 이래 최대
숙제였다.

동행하는 것은 극한적 위기상황에서 정치공동체를 수호할 수 있어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적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마 공화정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공화

5. 5월 광주와 촛불 너머

국의 역사가 온 몸으로 증명하는 그대로이다. 번영하는 공화국은 시민정신과 법치주
의와 혼합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공화국의 융성과 시민적 자유를 가능케 한 최종

국가분열과 북핵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다음 백년을 향한 성찰은 공화정의 철

적 토대는 경제력과 물리적 군사력에 입각한 국력이었다. ‘현대의 로마’인 미국 건

학과 국가의 본질을 진지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핵 위기는 근본적으로 무

국의 아버지들도 다수의 전제(專制)와 중앙정부의 횡포를 견제하는 현대판 혼합정으로

정부사회인 국제정치의 속성과 결부된다. 국제정치의 본성에 투철한 공화주의적 무장

미국을 만들면서 시민군의 강력함을 중시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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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지던트의 원래 말 뜻은 사회자 또는 조정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프레지던트를 통령(統領)을 넘어 대통
령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깊이 내면화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유산이다. 대통령을 나라님으로 여기
는 집단 무의식에서 한국인은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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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론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려는 노력과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법치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 근거 그 자체이다. 이러한 통찰은 5월 광주와 촛불이 현대 한

주의를 통한 권력기구의 견제와 균형,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에 입각한 강력한 국력만

국시민에게 갖는 자기 형성적 의의에 대한 강력한 사상적 정당화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공화정을 수호한다.

‘정치적인 것’의 지평은 인간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데서 나온다. 즉 “말과 행동의
나눔”으로 나라가 구성되는 것이다.3)

공공성을 생명으로 삼는 공화정은 자유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성찰하는 데도 유용
하다. 현대 자유주의의 최대 논쟁인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공화주의로 귀

공화정의 정치철학에서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의 이념이 중요하다. 그가 강조해

결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공화정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마지 않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제도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

갈등을 보다 높은 지평에서 통합하는 상위의 변증법적 비전이다. 뜨거운 논란의 대상

을 극복할 수 있다. 5월 광주를 계승한 촛불은 아렌트가 꿈꾸었던 입헌적 공화정의

인 헌법 제119조 1항(자유주의 조항)과 2항(민주주의 조항)사이의 대립을 통합할 수

실험과 수립이라는 영웅적 계기의 한국적 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화정의 정치

있는 근본 조항이 바로 헌법 제1조 1항(공화정 조항)이다.

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세계와 접목되어 참여정치의 생활세계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수록 형식화하는 현실정치를 생활정치와 일상적 해방정치의 차원으로 심화시

공화정의 화두인 공공성(公共性)은 공적인 것(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을

키되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이다.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공동성에 치중하는 데 비해 공화주의는 공
공성을 중시한다. 여기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the private)은 서로 모순 개념이 아

미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경이롭게 여겼던 프랑스 귀족 토크빌도 미국 사회의 마

니다. 사적인 것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적인 것으로의 진전을 가능케 한다. 개인의

음의 습관에 주목한다. 현실정치와 생활정치의 유기적 상관관계 위에 굳건하게 정립

자유를 배제한 현대사회는 성립할 수조차 없다. 현대 공화주의는 고대 공화주의와는

되어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을 토크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메리카인들은

달리 사적인 것의 독자성을 승인하면서 출발한다. 사적인 것에서 출발해 공동성(共同

공공생활의 습관을 사사로운 생활태도에 옮겨놓는다. 아메리카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性)의 훈련을 거쳐 공적인 것으로 진화하는 私→共→和→公의 회로는 자유주의·민주

어린 학생들의 놀이에도 나타나며 의회의 형식들이 축제의 분위기에서도 준수된다”

주의·공화정 삼각형 구도의 통합회로를 상징한다. 그 삼각형 구도의 꼭짓점에 공화

는 것이 토크빌의 날카로운 관찰이었다.4)

의 나라가 놓여있다.
갈라진 나라를 치유하는 리더십의 최대 조건은 지도자가 공공성에 충실한 인물이
한 사회가 중대 위기에 빠졌을 땐 근본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

어야 하며, 공공성이 그의 행동과 이력을 통해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럼 정치공동체의 총체적 위기는 현실을 지탱하는 철학의 균열에서 비롯된다. 대한민

국사회의 최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공공성의 결여에 있기 때문이다. 지도층이 누리

국의 위기는 국가철학의 혼란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자유

는 명예와 권리에는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동행해야 하는 데 우리의 현실은 이 기준

주의·민주주의·공화정이라는 세 가지 정치이념의 한국적 상호관계에 대한 철학적

에 훨씬 못 미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야말로 공공성의 핵심이며 천하위공(天下爲公)

탐색이 문제해결의 실마리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진정한 공화주의 철학은 자

은 공공성의 원리를 가리킨다. 공공성의 원칙을 정치철학적으로 표현하면 공화정의

유주의의 합리적 핵심과 민주적 평등사상을 담아내면서 차별과 편견, 적대와 배제를

사상이 되고 구체적 정책으로 옮기면 격차사회 시정과 굳건한 안보 위에 건설된 한반

넘어서는 마음의 습관을 지향한다.

도 평화정책이 된다.

한나 아렌트의 주장처럼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고유의 존
엄함과 개성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한다.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역동적 과정이 나라다

공화철학의 핵심 테제는 법치주의와 비지배 자유의 본질적 상관관계라는 맥락에서

운 나라를 만든다. 정치적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과 참여는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3) H. Arendt, The Human Condition(Univ. Of Chicago Press, 1958) 및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한길
사, 2011) 참조.
4) A.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한길사, 1997),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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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된다. 공화정의 시민이 누리는 자유란 자신이 동의한 법 규범 안에서의 자유이므

다하는 풍토에서만 사회적 신뢰가 싹튼다. 신뢰와 공정성이라는 사회 자본에 비례해

로 법치주의는 시민적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주체성의 한

통합과 관용지수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빨라진다는 건 확고한 경험칙(經驗則)이다.

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유주의적 자아는 상호주관적인 공화정의 시민으로 확장되어
야한다. 권리와 의무 복합체인 시민권 개념을 시민적 덕성의 원리에 입각한 공화주의
적 인간으로 심화시켜야 현대 사회의 분열과 소외에 대응할 수 있다.

신뢰야말로 삶을 풍성하게 하고 국격(國格)을 드높이는 결정적 힘이다. 신뢰 없이
선진국도 없다. 신뢰와 공정성, 정의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들은 성숙한 공화정의 바탕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국가이성이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진화하고 민주공화정의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교훈은 인류의 오래 된
직관이다. ‘부정의(不正義)한 공화정’은 형용모순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불공

헌법철학으로 완성될 때 대한민국의 꿈은 영글어간다.5) 공화정이야말로 우리를 미래
로 이끌 진정한 한국몽(韓國夢)이다.

정한 정치공동체에서 안개처럼 피어나는 르상티망은 헌법적 애국주의의 형성을 막아
헌정(憲政)의 활력을 시들게 한다. 열린 애국심은 인종과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

진정한 국가, 나라다운 나라는 공화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대장정

라 삶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충실성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은 이제 막 출발했을 뿐이다. 공화정으로 가는 길엔 장애물이 가득하다. ‘옛 것’은

한국사의 오랜 숙제였던 정의와 공정성의 화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오늘의 흐름

사라졌지만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국가가 주도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뒤안길

은 역사적 필연에 가깝다.

에서 정경유착과 인권탄압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
였다.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 중심주의 모델의 최대 약점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국민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시민들만이 미래의 희

을 객체로 전락시켰다는 데 있다.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정경유착과 관료·재벌 기

망을 꿈꿀 수 있다. 정치공동체의 궁극 목표가 정의 실현에 있고 정의의 최고법적 표

득권동맹, 구조화한 부정부패, 무너진 공정성, 사회양극화, 결과지상주의 등이 국가지

현이 헌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의·공정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일심동체에

상주의의 부정적 유산이었다.

가깝다. 공화국의 꿈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은 우리 사회 진화의 현 단계에서
최대의 도전에 해당한다. 5월 광주를 이은 촛불은 성숙한 공화정의 가능성을 불꽃처
럼 우리에게 시현해 주었다.

촛불은 국가중심주의 모델 자체의 지양을 요구한다.6) 국가지상주의와는 정 반대로
촛불의 시대정신은 국민이 주체이고 국가가 객체임을 선포한다. 촛불의 바다를 평화
적 축제로 승화시켰던 시민적 주인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생한 증거가 아

공화정의 이상과 실천은 분열을 줄이고 적대감을 치유하며 사회통합을 제고시킨다.

닐 수 없다. 하지만 21세기 광장정치의 불꽃인 촛불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불꽃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모두를 위한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치철학적

축제가 무기한 계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와 국가안보를 시민정치의 열

기획이 바로 공화정이다. ‘남북의 주민들이 각각 공화정적인 삶을 생활현장에서 얼

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본질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촛불 그 너머’로

마나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여부가 미래의 한반도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공화정

나아가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 실현되어야 동북아와 세계사회도 성숙한 지구촌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한반도 전
체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때 진짜 평화가 성취된다. 공화정의
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가장 큰 대로(大路)이다.

공화의 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촛불 너머에서는 성숙한 공화정이 우리를 기다린다. 국가중심주의적 국가이성이 견
인하는 권위적 국가가 아니라 변증법적 국가이성이 이끄는 공화의 나라가 우리 앞에

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이 강할수록 공정하려 애쓰며 가진 자일수록 의무를

5) 전통적 국가이성은 국권을 민권보다 우선시한다. 이런 국가이성론의 시대착오적 성격을 비판하는 변증법
적 국가이성은 민권을 국권보다 중시함과 동시에 자유롭고 성숙한 시민적 삶을 위한 국가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공화의 나라가 바로 그런 국가이다. 졸저 『국가의 철학~ 한반도 현대사의 철학적 성찰』 참고.
6) 최장집 교수는 이를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라고 표현한다, 최장집 외,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손에
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후마니타스, 2017), 13쪽.

- 35 -

- 36 -

삶을 누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가 바란다면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

있다. 공정한 국가, 투명한 시장, 성찰적 시민사회가 함께 가는 정치 공동체가 공화의
나라이다. 민주공화국의 시장은 재벌의 비대한 힘을 사회가 통제하고 경제적 불평등

공화주의적 자유와 대동(大同), 민주와 평화의 정신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한

을 줄인다. 공화의 나라는 특권을 철폐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과 대통령 권력을 법 아

국사의 도도한 물줄기이다. 3·1운동, 4·19혁명, 5월 광주, 6·10 시민항쟁, 부마민주

래에 두는 법치주의를 실천한다. 공화주의적 시민사회는 일상 속의 국가지상주의를

항쟁, 촛불의 민주운동사는 세계가 찬탄하는 산업화의 성취와 동행해 다음 백년의 역

넘고 시민윤리를 뿌리내려 헌정(憲政) 애국주의로 사회통합을 높인다. 지금은 5월 광

사인 공화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것은 곧 한반도 전체의 자유와 평화, 민주와 공화

주와 촛불을 통합지향의 공화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할 역사적 순간이다. 우리는 한국

의 시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다음 백년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는 공화의 나

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넘어 제3의 국가 비전인 공화혁명으로 가는 출발선에 서

라가 될 것이다. 공화의 나라로 가는 역사의 대장정(大長征)에서 5월 광주가 우리를

있다.

부른다.

5월 광주와 촛불은 한국 공화정의 잠재력이 거대하다는 교훈을 섬광처럼 밝혀주었
다. 특히 5월 광주는 폭압의 시대를 뚫고 민주공화제의 첫 걸음을 내딛은 3·1운동처
럼 공화정의 맥류(脈流)가 우리 삶 안에 힘차게 뛰고 있음을 온 몸으로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5월 광주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다 희생된 이들
은 거의 대부분 평범한 민초들이었다.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무자비한 학살극
으로 대응한 신군부의 부정의(不正義)한 국가폭력에 5월 광주는 정의로운 저항권을 행
사하였다.

5월 광주의 경이적인 특징은 국가 공권력이 사라진 그 기간 동안 광주가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 연대하며 돕는 ‘절대 공동체’였다는 사실이다. 절도
나 강도 등 일체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끔찍한 유혈의 한 가운데서 5월 광주는
공화정의 주체로서 평범한 시민들이 자생적 정치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민적 실천
현장이었다. 공화정적인 말과 행동의 나눔을 5월 광주의 시민들보다 더 극적으로 꽃
피운 한국현대사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 5월 광주는 성공한 ‘광주 코
뮌’(Gwangju Commune)이었다. 광주가 한국현대사를 비추는 절대 광원(光源)인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5월 광주와 촛불의 너머를 준비해야할 때다. 우리는 5월 광주와 촛불의 이
상주의를 국가철학의 현실주의와 변증법적으로 통합해야 할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
다. 힘과 도덕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국가를 지키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교훈이
지금보다 긴박한 울림을 갖는 때도 드물다. 박정희 모델을 넘어 변증법적 국가이성과
동행하는 나라의 철학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5월 광주와 촛불의 에너지를 21세기
적 공화의 나라로 승화하는 과업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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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제1발제 토론문>

‘5월 광주’의 정치철학~ 共和의 나라 - 토론문
김상숙 한국NGO학회 부회장, 성공회대 연구교수

1980년대, 광주 밖의 사회에는 ‘5월 광주’는 처음에는 학살 사건으로만 알려졌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광주 학살의 참상을 폭로하는
데 주력했고, 이와 더불어 학살 가해자의 ‘타도’를 요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
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5월 광주’는 학살 사건의 측면보다는 주체적인
‘항쟁’ 사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시민-민중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시
민군의 형성 과정, 해방공간에서의 공동체 형성 과정의 실상을 밝혀주는 글들이 함께
전파되었다. 특히 ‘5월 광주’에서 나타난 절대공동체의 모습은 사회운동 진영에서
추구하는 대안적 사회의 원형을 현실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5월 광주’의 정치철학~ 共和의 나라”에서 윤평중 교수는 5월 광주는 국가 공
권력이 사라진 그 기간 동안 광주가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 연대하며
돕는 ‘절대 공동체’였으며, 끔찍한 유혈의 한 가운데서 공화정의 주체로서 평범한
시민들이 자생적 정치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민적 실천 현장이었음을 강조한다. 그
러므로 성공한 ‘광주 코뮌’(Gwangju Commune)은 2016~17년의 촛불을 통해 계승되
어 한국 공화정의 잠재력이 거대하다는 교훈을 밝혀주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글쓴이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정의 차이를 정교하게 논의하고, 지배층의
독주와 민중의 포퓰리즘적 폭주를 동시에 제어하려는 과정에 나타난 공화정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인 것(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을 변증법
적으로 통합한 현대 공화주의를 실현할 ‘공화의 나라’를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며 토론자가 질문, 또는 토의하고 싶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월 광주’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절대공동체의 모습이 공화정의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플랜과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리고 공화주의적 입장에서는 ‘광주 코뮌’을
현대사에 나타난 다른 코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둘째, 한국사회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따라 여러 논쟁들이 일어
났다. 이것이 때로는 이념 논쟁으로 번져, 평등주의에 대립된 개념으로 자유주의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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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수구세력과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이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1세션 제1발제 토론문>

(이를 글쓴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악용하고 참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세

‘5월 광주’의 정치철학~ 共和의 나라 토론문

력 내부에서도 ‘비판적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와 변혁을 좀 더 강조하는 여러 계열
의 ‘급진적 민주주의’와 구분해서 쓰고 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공화정의 실현과
발전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평등의 가치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실현은 어떤 경로로 가능한가?

“1980년 오월,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
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
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지난 2월 8일 자행된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의 5·18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입장은,
-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훼손하고, 오월 영령들을 모욕·기만하는 행위이
다.
- 국민주권의 헌법과 촛불항쟁 정신을 반동적인 행위이다.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광주시민단체와 정당, 기관을 포함한 70여개 단체는 지난 2월 15일 ‘자유한국
당 3인 망언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 2.16(토), 금남로에서 범시민궐기대회 개최(5천여 명 참가)
- 2.23(토),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대회 개최(5천여 명 참가, 광주전남 1,700여명
참가)
- 3.6(수),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사에서 광주전남시도민대회 개최(300여명 참가)
- 3.11(월), 광주법원에서 전두환 구속처벌촉구 투쟁 및 기자회견 개최(500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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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당 대표 면담

<1세션 제2발제문>

- 3.23(토),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시도민대회 개최(500여명 참가)
- 5.3(금), 황교안 대표 광주 방문 저지 투쟁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5․18의 기억과 왜곡, 그리고 기념의 정치학”

7)

기자회견
- 5.18(토), 금남로에서 범국민대회 개최(5천여 명 참가)를 개최하였다.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자유한국당의 5·18역사왜곡과 폄하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은,
- 자유한국당의 망언의원 퇴출과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I. 문재인 대통령과 5ㆍ18 연설

- 여야4당은 약속한대로 5월 18일까지 반드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5·18 영령 앞에 사죄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5·18민주묘지 참배를 용
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광주를 향해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광주를 찾아 ‘님을 위한 행진곡’
을 시민들과 함께 부른다는 것이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 광주정신과 5·18을 욕보이는 보수적폐세력의 5·18민주묘지 앞 집회와 금남로 집

그 노래를 불렀다.

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만난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은 1988년 이후
광주시민사회는 앞으로도 망언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5·18진상조사위원회’ 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꾸준한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
이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의 장소인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리지 않았다. 그 장소는 새로운
권력자가 국민들을 만나 자신의 정치적 존재성과,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최초로 전
달하는 열린 자리라는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 정치적 시간의 촉박함이 가장 큰 문제
였을 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홀에서 간소한 형식으로 취임식을 열었다. 그렇

* 윤평중 교수님의 ‘5월 광주’의 정치철학~ 共和의 나라 발제문에 대해 깊이 공감
합니다. 새로운 100년은 교수님의 바람대로 시민적 덕성을 갖춘 평등한 시민들이 법
안의 자유를 누리는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게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2007년 5월에 열린 제37주년 5·18 기념식이 그와 같은
역할을 대신한 장소로 기능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봄직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당
선된 뒤 열린 공간에서 국민들을 향한 최초의 발언이 그 곳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문재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 짧은 소견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교수님께서는 진정한 공화정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로 ‘마음의 습관’을 거론하셨

인 2017)라는 대통령의 선언과 그 이후에 표명된 연설의 지향이 갖는 정치적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는데,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은 아닌지? 교수
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습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철학적, 정치적인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이후, 오랜 시간 광주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야 했
다. 광주의 사실과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폭압적 국가권력은 광주시

2. 우리는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데 있어 남북통일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민들과 국민들을 향해 ‘1980년 봄의 비극’에 대해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잊을 것을
강요해왔다. 자발적으로 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강요되거나 강제된 망각이야말

공화정의 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가장 큰 대로(大路)라고 말씀하
셨는데, 진정한 공화정과 통일의 관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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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완성 원고입니다. 인용 또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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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대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 저편에서 수구 언론에 의한 비틀기로 사실 왜곡

증 없이 내보냈다. 두 방송사는 뒤 늦게 사과방송을 했지만, 5·18에 대해 이데올로기

이 확산되어가면서 고통은 가중되었다.

적 불순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보수적 여론에게는 강력한 지지를 받을만한 방송이었
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정치적 무책임성이 크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열린 한국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어둠과
거짓의 장벽들이 점차적으로 걷혔나갔다. 나아가 1998년 국민의정부, 2003년 참여정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한국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민중항쟁, 민주화운

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본격적인 동력에 힘입어 5월 광주의 사실과 진실은

동으로 각인될 것으로 여겨진 5ㆍ18이 보수주의 정권에 들어 존중받지 못하거나 근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희생자들의 숭고함에 역사적 정의의 면류관이 씌워졌

적으로 부정될 위기의 인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광주 사

다. 광주는 한국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고 희생자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영광스런 사자

람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례 없는 감격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死者)로 다시 태어났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일어난 역사적, 정치적 퇴행의 강도와 무게가 너무
나도 컸던 탓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근 ‘10년간’ 이어진 보수적 국가권력과 그에 결탁한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은 그렇게 다져온 광주의 진실과 정의를 송두리째 뒤집는 반인륜적 만용

5ㆍ18에 관한 그와 같은 문제 지평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은 일

을 부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매해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는 달리, 이명박과 박근혜 대

견 크게 새롭거나 놀라울 것은 없어 보인다. 스스로 3기 민주정부로 명명했듯이, 전직

통령은 집권 첫해에만 참석했다. 특히 박근혜의 경우 2015년 기념식에서는 스스로 기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실천해온 광주의 진실과 정의 세우기의 연장으

념식 연설문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 대신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해 자신이 쓴

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연설문을 낭독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5ㆍ18에 대한 보수권력의 부
정적 해석과 대응은 5ㆍ18의 상징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
싼 갈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줄곧 함께

불렀던 그 노래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해를 제외하고는 제창될 수 없었다. 그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연설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
의식과 고민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먼저 그의 연설이 어떻게 시작하는
가를 봐야 하는데, 연설의 문은 이렇게 열렸다.

러니까 그 이듬해부터는 합창단이 부르고 원하는 참석자들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와 같은 기묘한 구도로의 변화는 2008년 보수단체들이 대통령이 참
석하는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한겨레 2005/05/14)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저는 먼저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

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
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문재인 2017)(강
조는 필자).

하지만 보수정권 아래에서의 5·18 왜곡과 폄훼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갔다. 보
수적인 종합편성채널이 5·18을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만들어낸 불순한 국가전복기도

‘가족, 이웃, 평범, 일상’과 같은 낱말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광

로 보도하는 잘 알려진 스캔들을 말한다. 2013년 5월 15일에 방송된, TV조선의 시사

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이념과 가치 위에 자신의 정부를 위치지우면서도, 그러한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239회)에서는 탈북자 임천용 씨(전 북한 특수부대 장

거대 담론의 형식과 내용에 의해 가려질지 모를 개인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과

교로 소개)가 출연해 “광주 5·18 당시 북한 1개 대대가 침투해왔다”라는 증언을

관계와 욕망의 결을 쓰다듬어 주고 위로하려했다고 우리는 해석한다. 신임 대통령 연

통해 사실을 완전히 뒤틀었고, 방송사는 그러한 상황을 방임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설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

날 채널 A의 시사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97회)은 이주성 한반도평화국제연

진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준 후반부 대목은 그 점에서 연설의 출발점과 정확

합 대표를 초청해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주장을 검

하게 의미의 조응을 구축한다. 1987년 6월 문익환 목사가 행한 추도연설의 오마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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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 그 부분은 민주화라는 거대 이야기에 의해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는 개별자

지나, 공식적 승인의 역사로 정립되어 기념일과 국립묘지로 구현되었다. 하지만 다른

들의 이름과 살결과 목소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만들어낸 기념비적 연설이라고 평가

공식적 역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공동체의 이름이 만들어내는 제도적 틀로서의 5ㆍ

할 수 있다. 한 유가족의 편지 사연을 들은 뒤 그와 한, 깊은,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18은 정치적 동일성과 통합의 형식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성이다. 개별

하고 눈물 흘리게 한 그 포옹은, 민주화 유공자 가족과의 포옹일 수도 있지만, 슬픈

자들의 고유한 목소리들이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실체로 환원되는 역사적 격자가 아니

가족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개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포옹이기도 한 것이다.

라, 특수한 개별적 기억의 고리들로 구성되는 5ㆍ18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
통령의 연설은 그러한 시도의 흥미로운 계기로 간주될 만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새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5ㆍ18의 역사적 이행을 위한 중대한 길목을 마

로운 인륜적 프로젝트는 보수권력의 등장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극우보수 세력

련해준 것으로,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

의 기억투쟁으로 말미암아 유보되어야 할 운명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초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ㆍ18에 대한 집합 기억은 이제 국가, 공동체,

5ㆍ18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거대 이념과 가치로 구성된 단일한 길을 지나 개인과 개별자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 삶, 다양한 욕망으로 가꾸어진 여러 갈래 길로 이어질 공식적

II. 5ㆍ18, 망각에서 기억으로 그리고 역사로

계기의 탄생을 의미한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T. S. Eliott)는 그의 시 번트 노튼(Burnt Norton)에서 시간에 대
하지만 그와 같은 전환의 가능성은 잉태되기도 전에 소멸해버렸다. 왜냐하면 문재인

한 독특한 관념을 묘사했다.

정권 속에서도 5ㆍ18의 왜곡과 반동적 해석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
이다. 5ㆍ18을 향한 퇴행의 정치, 반인륜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 아마 모두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고 / 미

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이른바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의

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존한다면 /

폭력적 언어가 그 점을 증명해준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치면서 5

모든 시간은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있을 수 있었던 일은 하나의 추상으

ㆍ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5ㆍ18 유

로/ 다만 사색의 세계에서만 / 영원한 가능성으로 남는다 / 있을 수 있었던

공자, 그 헛되게 돼 있는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

일과 있은 일은 / 한 점을 향하고, 그 점은 항상 현존한다 / 발자국 소리는

고 있는 5ㆍ18 유공자를 다시 한 번 색출해내야 한다”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이종명

기억 속에 반향하여 / 우리가 걸어 보지 않은 통로로 내려가 / 우리가 한

의원은 “5ㆍ18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

번도 열지 않은 문을 향하여 / 장미원 속으로 사라진다. 내 말들도 / 이같

다. 그렇게 될 때까지 10년, 20년 밖에 안 걸렸는데 5ㆍ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이 그대의 마음속에 반향한다.

됐다.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5ㆍ18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
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외쳤다.
엘리엇의 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서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는, 그 세 시간이 서
극우화되고 있는 한국 보수의 반역사적이고 반사실적인 정치적 행태로 말미암아 5

로 뒤섞여 있다는 직관적 사유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

ㆍ18은 여전히 민주화 대 체제전복이라는 거대 정치담론을 둘러싼 갈등의 영역에 머

의 시간이 전진하면서 과거가 되고, 과거는 현재에 자리를 건네고 자신은 사라진다고

물러 있다. 개별자들의 고유한 기억과 이야기들로 채워져 새롭게 태어나야 할 5ㆍ18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은 사실 서로 섞일 수 없다. 그 세

이 여전히 국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시공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시간은 존재론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직선적이고 배타적인 시간관념이다.
하지만 엘리엇은 그 다른 세 시간이 뒤섞여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서 “모든 시간은

이 글의 주요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ㆍ18은 강요된 침묵과 망각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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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존재할”(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뿐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보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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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율이라고 엘리엇은 말하고 있다.

한 투사를 시도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1980년대 전두환과 노태우 군부
정권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할 것을 반복적으로 외쳐왔던 것은8) 광주사람들의 생의

우리는 프랑스 철학자 베르크손(Henri Bergson)에게서 엘리엇의 시간관념이 철학적

지에 적대하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반윤리적 언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점에서 광

으로 사유되는 상황을 만난다. 베르크손에 따르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

주의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최초의 과제는 강요된 망각의 틀을 벗어나 광주에

이고 불연속적인 사고틀은 시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에게서 시간은 본

대한 ‘기억의 권리’를 되찾아 생 의지를 복원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질적으로 끊어짐 없는 ‘지속’이다. 그와 같은 철학적 입론은 궁극적으로 과거와 현

기억투쟁은 1980년 광주의 비극적 시간들과 그리고 특히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세 요소들이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온전히 다시 호명함으로써 현재의 시간과 연결하고 그 지점 위에서 새로운 미래의 시

한다. “모든 지각은 이미 기억”(베르크손 2017)이라는 아포리아는 우리가 현재의 시

간을 향한 의지를 발현하는 고귀한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다. 광주의 원죄를 지니고

점에서 지각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기억 속의 과거를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

있는 권력이 5ㆍ18에 관한 일체의 언어나 이미지의 생산과 유포를 허용하지 않았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 광주의 비통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더 격렬하게 반응해야 했던 것에는 그와 같
은 이유가 있었다.

지각은 이미 기억에 의해 물들어 있다. 기억은 이렇게 나누어진 지각 내
용을 ‘수축’함으로써 생명체에 고유한 질들을 만들어낸다. 결국 사물에 대한

강요된 망각에 맞서 과거를 기억할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향한 근본적 동력으로서

우리 지각의 주관성이란 ‘기억으로 이중화된 지각’에 의해 실재를 수축함으

죽은 자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남북전쟁 이후 미국, 특히 남부의 역사는 매우 인상

로써 획득되는 것이다(김재희 2010/2016, 178).

적인 역사적 사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전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을 형태화하
고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기억의 문제에서 가장 중대한 요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베르크손에게서 과거와 현재의 뒤섞임 또는 기억과 지각의 공존은 궁극적으로 생명
체에 내재된 의지에서 비롯된다(김재희 2010/2016, 177). 그처럼 과거와 현재가 나아가

의 몸과 영혼에는 내전의 비극적 시간들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은 자
를 다루는 일은 대단히 예민한 정치적 프로세스가 될 법한 것이다.

미래가 하나의 공존체로 운동하는 양상에서 생을 향한 의지를 만난다는 철학적 명제
에 비추어볼 때, 어떤 힘에 의해 그와 같은 시간의 공존성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연방은 남부에서 군정을 시행하면서 남부의 전사자

면 그것은 곧 생명을 향한 의지에 적대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를 테면 현재의 지각

들에 대한 기억이 모아지고 공고화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결국, 내전에서 패배한 남부

에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에서 강제로 단절되어 버리고 나아가 과

는 전사자들을 마음대로 장례지내고 추모할 수 없었다. 남부 출신의 화가 워싱턴

거와 현재가 투사되는 무대로서 미래에 대한 상상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William De Harburn Washington)이 그린 ‘라타네의 장례’(The Burial of Latané)는

생명의 지속이라는 보편적 의지와 욕망의 부정, 곧 죽음과 해체를 초래하는 상황을

남부의 그와 같은 정치적 사정이 드라마처럼 그려져 있다. 그림을 보면, 묘지를 만들

의미한다.

어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맡은 한 흑인 남성을 제외하고는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성이다. 왜 여성인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 중의 중대한

1980년 광주에서의 대규모 학살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의 정치적 행태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남부는 비타협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

거기에 꼭 들어맞는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광주가 기억의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을

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반역도의 땅으로 간주된 남부에 대해 군정은 남부의

철저히 금지해왔다. 광주학살의 직간접적 희생자들에게서 광주의 기억과 단절된 현재

삶과 이념적 색채에 관한 일체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 남부에 대한 기억권

적 삶이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광주에 대한 강요된 망각 위에 서 있는 현재적 시간이

의 박탈인 것인데, 가장 강력한 양상을 남부의 역사와 가치를 지키는 과정에서 희생

란 어떠한 생의 약동도 만들어내지 못할 무기력 그 자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비극적 과거에 대한 기억에 잇닿아 있지 못한 현재적 자리 위에서 미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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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민주발전, 지역감정해소, 국민화합을 위한 자문기구로
‘민주화합추진위’를 조직한 사례를 환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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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죽은 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가능하면 망각의 깊은 골짜기로 밀어 넣으려는 의지에

었다. 군정 아래에서의 미국 남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

서 만날 수 있다(하상복 2014, 152-153) 그 반대편에서 연방은 연방을 위해 희생한 죽

다.

은 자들을 공식적 기억으로 편입했다. 연방은 국립묘지를 만들어 그들의 시신을 안치
했고, 일반명령 11호로 ‘데코레이션 데이’(Decoration Day)를 -- 일종의 현충일 --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그 투쟁은 1988년에 이르러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제정해 그들을 현재와 미래의 시간으로 투사하려 했다. 그리하여 연방의 죽은 자를

그것은 1988년 11월 3일부터 시작된 의회청문회였다. 청문회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

매개로 연방의 정치적 시간은 과거-현재-미래가 온전한 구도로 이어질 수 있었다.

라 결실을 맺게 된 민주화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즉, 당시에 전개되었던 일
련의 정치민주화의 물결은 그동안 정권에 종속되어 있던 제도권 언론이 내부로부터

남부는 자신의 모든 집단적 과거와 단절한 채 연방의 일부라는 현재적 시간을 살아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방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갈 것을 강요받았지만, 광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부는 자

미국 남부에서의 기억권 투쟁이 활발해진 것과 흥미로운 유사성을 지닌다. 각 언론사

신의 ‘잃어버린 대의’(Lost Cause)를 기억의 장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에 이르는데 이 때 언론사, 특히 방송사(MBC와 KBS) 내부

으로써만 자신들의 현재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남부는

는 의회가 추진하기로 합의한 청문회의 중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드러냈지만, 결국 노

지식인과 참전군인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운동을 통해 그와 같은 실천을 시도했다.

동조합의 언론 민주화 압력 속에서 1988년 11월 7일부터 청문회 생중계가 성사되었

남부의 기억권 투쟁은 남부의 역사적, 정치적 전통을 복원하고 내전의 기억을 재구성

다. 광주의 진실을 찾기 위한 청문회는 1988년 11월 18일에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 2

하는 일을 목표로 했다(Alan T. Nolan 2000, 12). 남부는 저서를 발간하고, 잡지를 발

월까지 지속되었다. 두 공중파 방송의 청문회를 통해 광주의 기억은 강제된 망각의

행하고, 추모비를 세우는 방식으로 강요당한 망각에 맞섰다. 남부는 자랑스러운 역사

벽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청문회과 청문회 중계에 따라

와 전통의 땅이며, 내전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신성한 대의를 지키기 위한 영광의 투

형성되기 시작한 광주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1989년 2월 3일의 다큐멘터리 ‘어머니

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투쟁의 무대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까지는 풀

의 노래’(MBC)와 1989년 3월 8일 ‘광주는 말한다’(KBS)를 통해 가속화되기에

어내지 못했다. 내전의 죽은 자들을 기억의 시공간으로 불러내야 하는 일이다. 남부의

른다. 당시의 시청률이 각각 44%와 70%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장군 로버트 리(Robert Lee) 그리고 수많은 전사자들이 그들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기

준다. 5ㆍ18의 이야기가 기억의 장으로 들어오면서 광주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던

획은 연방군인들 만의 묘지였던 알링턴 국립묘지에 남부군인들의 유해를 묻을 수 있

분절된 시간의 지형은 온전한 구도를 갖추어갈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

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1898년에 실현되었다(McKinley 1900, 158-159). 이 과정에서
남부 사람들은 남부의 정치적 과거, 달리 말하면 그 과거를 체현하고 있는 남부의 유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망각의 시공간으로부터 기억의 시공간으로 진입한 5ㆍ18은

해가 연방의 묘지로 들어가 공식적 역사로 편입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깊은 논쟁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는다. 공식적 기억, 그러니까 역사로의

을 벌인 것도 사실이지만(Krowl 2003, 168; Neff 2005, 226), 결국 연방국립묘지에 한

이행이다. 5ㆍ18은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법률적, 제도적 틀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

섹션을 만들어 남부군인들의 유해를 안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공식적 역사와 기

기억으로 재탄생했다. 1995년 12월 21일에 법률 제5029호로 발효된 ‘5․18 민주화운동

억 사이에서의 타협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980년의 비극은 민주화를 위한 역사로 그리고 ‘운동’
을 진압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한 당시의 신군부세력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

다시 광주로 돌아가 보자. 모든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폐쇄를 통해 광주의 기억을 억
압하고자 했던 국가권력에 맞서, 광주의 문제가 망각과 무관심의 공간으로 떨어지는

fms 존재들로 규정되었다. 이후 정부는 1997년 5월 9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제
정해 정부의 공식적 기념일로 끌어안았다.

것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이 단절 없이 전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물리적, 제도적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닫아 버린 상황 속에서 기억권 투쟁은 폭력을 동반한

미국 남부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죽은 자를 기억의 무대로 불러내고 그

격렬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적지 않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

들에게 상징적 생명을 불어넣어줌으로써만, 절대적 비극에 대한 망각의 굴레는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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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광주의 희생자들을 향해 시도한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은 1993
년 5월 13일 ‘광주 민주화운동에 따른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꼬메모라시옹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재현이기
도 하다. 꼬메모라시옹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아니다.
나아가 과거에 대한 회상도, 상기도 아니다. 그것은 담론과 연출을 통해

우선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기념
일을 먼저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망월동 묘역은 민주성지 로 가꾸어나갈

과거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그러한 드러냄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들에게 그들 공동의 미래를 제시해주고 그들의 공동 운명을 표출하는 일

수 있도록 묘역의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

이다. 따라서 꼬메모라시옹은 역사성과 사회적 시간 인식의 안내자이며

도민의 의사에 따라 현재 광주 시내에 있는 전남도청을 관내로 이전하고

정체성이라는 그물이 짜이는 공간이다(P. Garcia 2001, 33).

당시 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던 현 도청 위치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지원할 것입니다. […]
(「MBC 9뉴스」1993. 5. 13.)(강조는 필자)

이제 그 기념의 규칙성 위에서 5ㆍ18은 새로운 의미체로 재탄생할 단계에 접어들었
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마땅히 던질 필요가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동력이라는 공식적 역사해석으로 5ㆍ18의 이야기는 매듭지어지는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기념일 제정과 광주 망월동 묘역의 민주성
지화를 약속했다. 1980년 5월에 희생된 시민들은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어 있었다. 대

것인가? 광주에 대한 더 이상의 의미와 기억을 찾는 일은 불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
의 2017년 연설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통령의 담화에 입각해 새로운 묘역 조성공사를 1994년 11월에 시작해 1997년 5월 16
일 완공하면서 기존의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어 있던 민주유공자들 일부를 새로운 묘

그러나 극단화된 한국의 보수는 그와 같은 기념과 의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역으로 이장했다. 하지만 모든 유해가 이장된 것은 아니며 결국 기존의 묘역은 구묘

공식 역사로서의 5ㆍ18의 위상은 다시 부정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불안하고 반

역으로, 성역화 공간으로 조성된 새로운 묘역은 신묘역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적인 정치적 지평 위에서 1980년 광주에 대한 새로운 기억투쟁이 전개되려 하고 있
다는 말이다. 보수우파가 제기하는 기억투쟁이다. 이제 여기서 광주는 다시 공식 기억

이어서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가 추진한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

으로의 복원이라는 숙제를 짊어져야 하는 아이러니 앞에 놓여 있다.

작업을 이어나갔다. 2002년 1월 26일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함으로써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7월 27일

III. 남남갈등 속의 5ㆍ18

에는 ‘국립 5·18묘지규정’(대통령령 제17667호)으로 문민정부가 성역화한 5·18묘
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했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을 놓고 한국 사회는 중
대한 이념적 갈등을 벌여야 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대상

폭압적 정치권력이 철저히 부정하고 망각을 강요한 5ㆍ18은 자신의 기억의 권리를

으로 만든 직접적 동인은 그의 장례 형식과 안장지에 관한 문제였다. 국장으로 장례

위한 희생을 감수해왔고, 1990년대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억의 장으로 그리고

를 치른다는 정부 결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우리 논의와 관련해 깊

국가의 공식적 역사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5ㆍ18은 국가의 공식

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안장지에 관한 것이다.

기념일이 되었다. 광주의 그와 같은 위상은 결국 규칙적으로 역사를 호명해내고 과거
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존의 시간으로 직조해낸다는 면에서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대통령의 유족들은 국립 서울 현충원 안장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지닌다. 왜냐하면 ‘기념’(commemoration)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국립 서울 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이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국립 서울 현충

때문이다.

원의 국가원수묘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부부 묘지로 거의 포화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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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는데, 그들의 묘역은 당시의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10년 2월 2일 오전, 김 전 대통령 묘역 뒤편 언덕의 잔디

것으로서 각각 1,600여 평방미터와 3,600평방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였다. 그러한

가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재 현장 부근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공간적 제약에서라면 국립묘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묘역 면적인

표현한 한 보수단체 명의의 전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화재는 대통령의 현

16m×16.5m(약80평)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로서는 이후에 안장될

충원 안장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보수우익단체의 의도된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
자면 전임 대통령들이 전례를 들어 국립 서울 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면 문제가 복잡해

이 정치적 스캔들은 사실상 단순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둘러싼 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정부는 유족의 뜻을 받아들여 김 전 대통령을 국

회적 에피소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남남갈등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의 이데올로

립 서울 현충원에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여유 공간이 없는 국가원수묘역이 아니

기적 대결이 국립묘지라는 공간을 매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한 번의 결

라 묘역에 근접하고 있는 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정적인 싸움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안장으로 촉발되었다고 우리는 해석한다. 이러한 맥
락 위에서 2019년 봄 현재, 한국의 보수가 5․18의 역사와 그 희생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지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김 전 대통령을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한

잠들어 있는 묘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오염시키려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다는 정부 발표는 그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
으켰다. 대통령의 국립 서울 현충원 안장이 결정된 8월 20일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

문민정부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한국에는 국립민주묘지

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우익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김대

라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립묘지가 탄생했다. 그 결과, 독립과 호국이라는

중 전 대통령 국장 및 현충원 안치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우 격렬한 시위를

가치를 위해 희생된 애국자들을 위한 국립현충원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애국자들

전개해 나갔다(오마이뉴스 09/08/20).

을 위한 민주묘지라는 대비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일반명사’로서 국립묘지
로 불리던 동작동과 대전의 국립묘지가 각각 국립 서울 현충원과 국립 대전 현충원이

보수우익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립 서울 현충

라는 ‘특정한’ 이름으로 명명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가 국가적으로 추모해야 할

원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시위는 극단적인 상징폭력을 동반하면

애국의 또 하나의 범주로 수용된 것이다. 그 사실은 곧 건립된 이후 단 한 번도 그

서 반복되었다. 2009년 9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취소 및 국립 현충원 안장에

절대적 위상이 흔들리지 않았던 동작동 국립묘지의 위상 그리고 그 속에 투영된, 절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온 보수우익단체들 회원 100여 명이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기

대성을 지니고 있던 이념적 가치가 상대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립묘

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대통령의

지의 ‘복수화’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충원 안장을 “친북세력의 알박기”로 규정하면서 시신을 광주로 옮기는 상여 행렬

그것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대결의 시공간적 지형이 조형되었다는 것을 의미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또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온 국민이 빨갱이 타도에 나서

한다.

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립신문 2009/09/11) 그들의 발언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에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북 혹은 친 공산주의자로 간주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국립 현충원과 민주묘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충원에는 권력을 향한 열망이 엿보

과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다. 따라서 반공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는 국립 현충원, 특히

이지만 민주묘지에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 감지된다. 국립 4·19민주묘지와 3·15민주

서울 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안장하는 일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묘지의 희생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축출하려 했던 절대 권력자

그들은 ‘김대중 묘지 이장 촉구 서명운동’과 ‘김대중 전대통령 묘비 제막식 우상

는 국립 서울 현충원에 위대한 인물로 안장되어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 잠들어

화 규탄 대회’를 거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

있는 민주 유공자들을 옥죄었던 반공주의와 군사주의는 국립 현충원에 여전히 추앙해

는 일련의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와 적대감이 얼마나 극단적 지점에 도달해 있는

야 할 최고의 이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1980년대 쿠데타의 주체들이 국립 현충원 묘

지를 보여주려 했다. 이듬해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정치적 불

역에서 애국의 세례를 받고 영면하고 있다. 정치적 적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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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대립 구조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장지를 둘러싼 갈등은 그러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적대 세력으로 북한을

한 양상의 극적 표출이었다.

간주해온 그들의 입장에서 정상회담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김갑식 2007, 40).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세 개의 국립묘지 중에서 왜 유독 5․18 민주묘지만 한국 보수

2005년의 두 상징투쟁은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결집,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균열과

의 공격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천 년

정치적 대결을 가속화했다. 2005년 5월, 재야원로 20여 명이 맥아더 동상 앞에서 동상

이후 전개된 남남갈등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한다.

의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제헌절을 맞아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각각 동상 앞의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남남갈등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10년은 초유의 이념대결의 시간이었다. 두 정

정부에서 발흥한 통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맥아더로 상징되는 미국은 분단의 책임으

부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실천은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념적 경계로 건

다. 해방 이후 형성된 한국의 지배 블록과 양립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존재론적 기반

설된 이념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세력의 눈으로 볼 때 미국은 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을 가진 정부들이었다는 점이 문제의 궁극적 본질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두 정

기틀을 마련해준 절대적 우방이었다. 동상 앞에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이념 대결은

부가 추진한 개혁의 방향과 결과들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

같은 해 8월에 재현되었다. 해방 60주년을 맞는 해를 기념해 남과 북은 민족대축전

와 참여정부는 정치적 정의와 민족주의 위에서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하며

개최에 합의했는데, 그 행사에는 북한 대표단의 서울 국립현충원 방문이 포함되어 있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평화구축과 교류확대에 온 에너지를 쏟았다.

었다. 현충원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의 전몰군경 추모, 즉 ‘반공주의’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보수우익의 입장에서 그 의례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러니였다. 민족적 화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민족주의에 입각해 남북한의 평화정칙과 화해

해라는 대의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에 맞서 보

와 협력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수우익단체들은 현충원에 모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찢고 월담을 시도하는 등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

자극적인 반북시위를 벌였다(세계일보 2006/08/20).

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습
니다.”(김대중 1998) 돌이켜볼 때,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집권

그런데 남남갈등의 진원지는 북한-미국을 둘러싼 해석의 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취임사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2000

두 전임 정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한 과거사 청산 작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년의 ‘6․15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 사태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것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강조했다.

이라는 인식을 유도했다. 분단 이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되었던 역

의지가 결코 수사가 아님을 오래지 않아 증명해 보였다. 대통령은 2004년 10월 31일

사적 벤트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민족주의적 열정이 남한 사회에 조성되는 것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민 4백 명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

을 촉진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그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지속해나갔다. 대통령은

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노무현 2005, 256).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국민의 정부의 연속선상에서 평화정착과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취임연설을 통해 밝혔

의지는 일제 부역의 역사 규명에서 본격화되었다.

다. 그리고 그 공약은 이후 민족적 화해 정책과 2007년 10월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은

적으로 실천되었다.

5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역사 청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노무현 2005, 257). 그

그는 그러한 정치적

2004년 3월 2일, ‘일제 강점 하

리고 참여정부는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과업을 실천에 옮겼다.
남남갈등은 그렇듯 급격하게 전환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촉발되었다. 한국 보수주의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제정이다.

자들의 북한 인식은 민족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대북 포용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정상회담 자체에 비판적이었다. 남한과 이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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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는 이처럼,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과 정치적 실험이 일어나고 있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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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어온 대한민국의

였다. 그와 같은 연속선 위에서 현재 한국의 보수는 반동적 담론을 통해 5․18의 역사

공식적 기억, 즉 역사가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한

그리고 그 역사를 온 몸으로 간직한 신체적 기억들이 간직된 5․18 민주묘지의 공식적

국현대정치사에서 바라볼 때,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현대사 해석과 정치적 실천

위상,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한다. 그 속에는 그 반작용으로 자신들의 공식 역

과정에서 눈에 띠는 단절을 보여 왔다. 철저한 민족주의적 이념에 입각해 남과 북의

사와 그 구현공간으로서 국립현충원의 정통성이 공고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문제를 통일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실천했으며, 그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권력

투영되어 있다.

블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그 역사적․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했다.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 단 차례도 국가권력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는 한국의 보수는 그 두 민족주의 정

IV. 광주의 두 가지 숙제 - 역사의 회복과 개별자의 기억에 귀 기울이기

권의 등장으로 참기 힘든 위기의식을 느껴야 했고 자신들의 권력이 관철되어 온 대한
민국이란 정치체의 탄생과 존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정당화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

혁명을 통해 수립된 미국은 선한 사회의 본성에 관한 일련의 교의를 포

기 시작했다. 보수와 진보,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 투쟁의 문이

함하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나라이다. […] 서론에서 언급

열렸다.

했듯이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포퓰리즘, 자유방임
주의라는 다섯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립셋 2006, 33).

한국의 보수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부정되는
것 또는 진보의 정치적 기억이 자신들의 역사와 함께 공식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미국의 정치적 본성에 관한 립셋(S. M. Lipset)의 잘 알려진 명제이지만 거기에는 근

막아내기 위한 상징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들은 그 부정이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

대국가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다. 립셋은 체스터턴(G. K.

고, 노무현 정부 들어 한층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Chesterton)의 주장을 따라,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종의 신념을 기반으로 건

의미론적으로 김대중과 깊이 결합되어 있는 5․18의 정치적 시간은 그들에게 대단히 불

설된 국가”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가령 영국과 같이 “공통의 역사”

편하다. 또한 그와 같은 정치적 시간이 공식적 역사로 응축되어 있는 국립 5․18 민주

속에서 국민의식이 구현된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구성 원리 위에 성립하고

묘지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5․18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있다는 말이다(립셋 2006, 33). 분명 미국은 전근대적 역사와 전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이념의 기억이다. 그 기억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기억으로 공고화되

근대 이데올로기만으로 구축된 정치공동체라는 점에서 국가건설상의 예외성을 인정하

는 것은 한국의 보수에게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에 대한 위협 그 자체다.

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우려는 스스로를 광주 민주화운동의 계승자로 고백하고 5․18정신을 헌법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만이 이데올로기 위에 성립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한층 더 강력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5․

은 적절하지 않다. 근대국가는, 정치적 전통과 역사 위에 서 있건 그렇지 않건, 본질

18과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친화성에 대한 한국 보수의 적대적 심리는 그 정부가 김

적으로

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연속선에 놓여 있다는 선언(‘제3기 민주정부’라

(nation-state)로 명명되는 근대국가의 주체인 ‘국민’의 개념이 그 논리를 잘 드러내

는 선언)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두 인격

준다. 근대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란 무엇인가. 국민은 전통국가에서 주권자로 지칭되

체라는 인식으로 말미암나 한층 더 복잡한 무의식적 층위에 놓여 있다.

는 왕이나 황제 등의 정치적 인격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국민은 자연적이고 물리적

‘이데올로기

국가’라는

것이

우리의

입론이다.

무엇보다,

국민국가

인 인격성을 지닌 개별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은 물질성이나 육체성과는 무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의 사망 속에서 한국의 보수는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의 묘지

관한 개념으로서, 립셋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국가를 조형하고 있는 특정한 이

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김대중이라는 부정적 기억이 5․18 민주묘지에 투영

데올로기로 구성된 추상적인 집단체적 관념이다. 국민은 그 개별적 구성원의 삶에서

되게 함으로써 민주묘지의 역사적 정통성이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상징적 시도

는 상이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원리적인 차원에서는 균질성을 특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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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성, 연령, 문화적 측면 등에서 국민적 구성원들은 결코 동일한 모습이 아니

33)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리 반민주주의적인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는 민

지만, 그들은 공히 국민적 단일성을 공유하고 있다.

주주의를 숭배하는 존재로 선언하는 정치적 아이러니를 무수히 만날 수 있고, 그것은
곧 민주주의가 얼마나 보편적인 근대적 이념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가령, 가장 폭

그렇다면 무엇이 국민이라는 단일하고 균일한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내는가. 그 궁극
적 힘은 이데올로기다. 립셋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은 다섯 개 특정 이데

압적인 전두환 정권이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은 이념이 민주주의였다는 점을 환기해볼
수 있다.

올로기의 공유 위에서 하나의 정치적 집합체로 탄생한 것이고 그러한 원리는 다른 나
라의 국민건설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논의 위에서 우리는 국민

민주주의 사상가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근대국가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이란 “물리적 조건들의 결합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들의 순수한 결정(結晶)”(하상복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루소는 자신의 저작 『사회계약론』의 후반부에서 시민종교

2014, 52)이고 그 정치적 의지는 이데올로기라는 언어적 형식으로 구현된다고 말해야

(civil religion)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루소에게서 시민 종교는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한다.

것으로 그 나라에 신들, 즉 저마다 고유한 수호신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신의 예
배와 법에 대한 사랑을 결부시키고, 조국을 시민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같은 맥락에 놓인 논점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지평

삼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수호신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가르치는”(루소

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설정하고 확립하려 한다. 근대국가들은 특정한 이데

1978-2012,

284-285) 종교다. 시민 종교가 숭배하는 신은 전통적인 의미의 신이 아니

올로기로 또는 그 이데올로기들의 조합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격과 지향을 규정하고

라 조국이라는 근대의 신이다. 시민 종교를 믿는 자들은 조국에 대한 헌신과 의무를

가시화한다. 그리하여 국제정치와 국제질서 상의 정치적 연대와 대립의 지평은 언제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시민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가 구상한 근

나 이데올로기의 구분선을 따라 운동한다. 따라서 만하임(Karl

Manheim)의 지식사회

대적 정치공동체의 구조를 상상할 수 있다. 근대적 정치공동체는 물질적 평등이라는

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만하임 2012, 186), 이데올로기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정치적

기능적 원리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루소는 생각했다. 그는 일

근대의 문제 지평을 여는 핵심적 과정이다.

반의사 수준의 절대적 통합을 이룩해야 할 공동체라면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숭배로
서 시민 종교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그 점에서 루소의 정치공동체는 세속화된 시

근대국가를 정초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데올로기로 우리는 ‘민족주의’(nationalism)

공간 질서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그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공동체는 성과

와 ‘민주주의’(democracy)를 가리킬 수 있다. 근대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민족이

속의 이중적 시공간 위에 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루소에게서 근대

라는 정체성의 원리를 발명해냈다. 민족의 구성 원리는 각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특수

적 정치신학의 탄생을 목격한다. 근대국가와 근대정치를 새로운 성스러움의 실체로

성을 반영하면서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민족을 토대로 국가와 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사유해야 한다는 루소의 상상력은 그로부터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의 사상

는 형식은 인류사적 보편성을 띠고 확장되어 나갔다. 민족주의적 의지와 열정은 1879

으로 이어진다. 프랑스대혁명에 대한 해석을 통해 뒤르켐은 근대는 세속화된 세계가

년 프랑스대혁명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세계사적 일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신성화된 세계로 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뒤르켐 1992).

한편, 영국의 정치학자 던(John Dunn)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민족주

종국적으로 우리는 한국을 포함, 근대국가들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을

의와 더불어 근대적 정치공동체의 근간적 이념이다. 던은 “가는 곳마다 그것(민주주

숭배하는 정치체로 살아가고 있는 근원적 이유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의란 낱말 - 필자)은 권위를 요구하고 존중을 요청한다. […] 사실상 그 어느 곳에서

정치적 운명은 근대국가가 왜 그렇게 수많은 정치적 상징물들과 의례를 발명하고 재

도, 심지어 가장 잔혹한 독재 체제 하에서조차 그것을 요구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생산해가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홉스봄 2004). 그러한 정치적 상징운동의 차원에서

는 더 이상 없다. 또 그런 요구가 그야말로 흉포한 억압에 의해 공적 담화에서 배제

가장 강력한 양상은 아마도 국립묘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민족과 민주주의

되거나 삭제되어 아예 영원히 들리지 않게 된 지역도 이제는 거의 없다”(던 2015,

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성스러운 존재들, 국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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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신성한 존재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근대 민족주의 문

다.9)

화의 상징으로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무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앤더슨
2002-2003, 29)라는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주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립묘지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발명품 국림묘지는 정치적 근대성을 지탱해주는 신성함의

는 근대적 이념과 그것의 숭배 과정으로서의 시민종교가 살아 숨 쉬는 대표적 장소

장소이지만, 그 신성함은 동일성의 질서를 본질로 한다. 근대국가가 창조한 죽음의 성

다. 프랑스대혁명세력이 혁명의 묘지 팡테옹(Panthéon)을 만들어야 했던 근본적 이유

화 공간인 그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존재들은 ‘국민’이라는 집합적 실체로 잠들

도 거기에 있었다.

어 있다. 그들의 몸은 언제나 공적이고 국가적인 가치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 ‘애국적 영웅’의 과거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적이고 개별적인 삶으로 채워져 있

한국에도 여러 개의 국립묘지가 생성되어 왔고, 5․18 기념식이 규칙적으로 열리고

었지만, 죽은 뒤의 그의 과거는 역설적으로 공적이고 국가적인 이념으로 변형되어 있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또한 그 곳 중 하나다. 그 속에는 1980년 봄의 억울한 수많

다.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드리운 과거라는 시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은 죽음들이 누워 있다. 문민정부로부터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

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1월 30일에 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로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 곳은 국립 4․19 민주묘지, 국립 3․15 민주
묘지와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성스런 장소로 탄생했다.

그 현실은 근대국가가 얼마나 상징 폭력(symbolic violence)의 주체인가를 증명해주
고 있다. 그 속에 누운 이들은 국가적 영웅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부모이고, 자식이다. 나아가 그들은 그 모든 관계를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이기도

국립 5·18 민주묘지의 공간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시각화하고 있다. ‘민주동

하다. 하지만 우리의 국립묘지는 그들을 그렇게 한 개인으로, 사적인 존재로 호명하지

산’, ‘민주의 문’, ‘민주광장’, ‘5·18 민중항쟁추모탑’ 등이 그 재현물들이다.

않는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곳은 그들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제도적․상징적

국립 3·15민주묘지와 마찬가지로 5·18민주묘지 또한 ‘민주의 문’을 열고 들어간

메커니즘으로 운동하고 있다.

다. 민주의 문을 지나면 왼편에서 5·18 추모관을 만날 수 있다. 이 추모관은 희생자
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능적 차원으로

정치적 근대성의 근원적인 문제에 앞에서 철학은 우리에게 ‘바깥의 사유’를 이

국한되지 않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이다. ‘진실, 기억, 부

야기하고 있다. 동일화된 이데올로기적 질서 내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동력으로서

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을 복

바깥의 사유다. 바르트(Roland Barthes)로부터 들뢰즈(Gilles Deleuze)로 이어지고 있는

원하고, 기억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며, 광주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살아 숨

철학적 사유의 모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단일화된 이미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쉬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묘역 앞에는 높이 40m의 추모탑이 서 있다. 대칭되는

의미의 구조로 구축된 이미지의 세계는 그 이미지 바깥에서의 사유를 통해 새로운 생

두 사각 기둥의 탑신 사이에는 알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성의 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립묘지의 이미지는 철저히 근대적 동일성의 은유다. 이제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을 시각화한 ‘5월 민중항쟁도’란 제목의

공적, 국가적 이데올로기에 깊이 뿌리박힌 정치적 과거의 이미지 위에 사적이고 다양

청동부조가 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설치되어 있다. 추모탑의 양 옆에는 두 개의 군상

한 과거의 시간이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어떠한 바깥의 사유가 필요할

이 조각되어 있다. 하나는 1980년 5월 항쟁에 나선 시민군을 형상화한 청동조의 ‘무

것인가? 프랑스 정치학자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실

장항쟁군상’이며, 다른 하나는 슬픔을 극복하고 승리를 노래하며 조화로운 세상을

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실마리는 곧 문학적 상상력이다.

꿈꾸는 청동조 ‘대동세상군상’이다. 야외공연장 옆의 벽에는 ‘7개의 역사마당’이
란 제목의 부조가 조각되어 있다. 민족사의 대표적인 저항운동인 의병활동, 동학농민
운동,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통일운동에 더해 5·18민주화운동을 그
리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의의를 시각적으로 재현해주는 조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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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바위들의 오열이 그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한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며, 진리 쪽을 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에서 말하기는

종이 위에 또

9) 조형물의 해설에 대해서는 국립 5·18 민주묘지 홈페이지(주요시설물-조형물)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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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텍스트적인 짜임 안에 새겨진다.
『…』말하기보다는 눈물 속에서, 담론의 질서보다는 사물의 배치 안에서, 진
리를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미슐레는 우리에게 말한다. 아무로 말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만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 진리는 더 잘 읽힌다. […]
땅의 수호자이며 인간의 기념물인 묘지에는 필요하면 말을 할 벙어리 증인들
이 들어 있다(랑시에르 2011, 107-108).
는 바람 위에

5․18의 죽음들이 다양성의 기억, 고유의 기억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중대
한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 한국 보수가 벌이고 있는 반동적인 움직임을
신속하게, 역전 불가능한 방식으로 종결지어야 한다.

국립묘지를 채우고 있는 이야기는 역사이고, 그 주체는 국가다. 국가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내러티브로 애국적 영웅들을 호명하고 기념한다. 그러나 정작 그
렇게 잠들어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들의 목소
리가 이념적으로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랑시에르의 주장에 기댄다면, 말
할 수 없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인 것처럼 존재하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채워져 왔는
가를 느껴야 한다. 5․18 민주묘지에서 규칙적으로 열리는 기념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를 위한 희생을 상기하는 시공간이기도 해야 하지만 죽은 자들의 개별적인 목소리가
이미지화되는 자리이기도 해야 한다.

V. 나가며
너무나도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그래서 어떠한 개인주의적 호명도 허락될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인 국립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아직까지 완성하
지 못한 가치인 개인이 존재해야 함을 웅변했다. 대통령은 근대국가의 거대한 상징
속에 누워 있는 이들을 붙잡고 있는 국가주의적 영광의 끈을, 대단히 섬세한 언어로
느슨하게 풀어내면서 그들을 개별적 존재성의 얼굴로, 사적인 인간으로 세우려 한 것
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보수가 전개하고 있는 퇴행적인 싸움은 그와 같
은 새로운 상상력의 모험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니까 5․18의 기억을 한국 민주주의의
공식 역사 위에 확고하게 기록하지 않고서는 죽은 자들을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시키
기 위한 문학적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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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접 체험 때
문에 전쟁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자신과 같이 5.18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를 생각하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셋째, 방관자다. 방관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해 분노한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연민과
동정심, 죄책감을 갖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광주 출신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25)이 2015년 노래 ‘마 시티(Ma

그러나 방관자들의 이런 격렬한 감정의 이면에는 “나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어

City)’에서 “나 전라남도 광주 베이비(baby)” “날 볼라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부류를 굳이 방관자로 부

모두 다 눌러라 062-518”이라고 랩을 했다. 062는 광주 지역 번호다. 방탄소년단의

르는 이유다.

또 다른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26)는 데뷔 전 ‘062-518’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

바로 이 방관자들 때문에 5.18이 끊임없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들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5.18에 ‘광주사태’라는 이름을 붙여서 5.18을 지역감정이라는 틀
에 가두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이런 의도는 꽤 성공을 거두었다.

‘7시’와 ‘062-518’라는 숫자에 대해 2016년 한 아미가 자신의 블로그에 영어로
이 노래 가사를 번역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했다. 이 글을

지금도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5.18을 호남의 문제, 지역감정의 문

본 많은 외국인 아미들이 5.18에 대해 알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방탄소년단

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다른 지역은 신군부의 총칼 앞에 다 무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아미들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분향한 일도 있었

릎을 꿇었는데 광주만 너무 유별나게 저항하다가 당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다. 한겨레 기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미들을 인터뷰했는데 절반 정도는 5.18이

이다. 전형적인 ‘피해자 책임론’이다.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었다.

5.18을 왜곡하려는 가해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피해자 책임

5.18을 겪지 않은 세대는 사건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윗세대가 가진 내재

론을 조금씩 넓혀 가면 “북한에서 간첩을 보낸 것도 사실일 수 있다”거나 “북한

적 시각이나 트라우마, 분노, 연민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험의 부재로 인해

특수부대가 뒤에서 배후 조종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5.18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좀 더 객관적이고 명징하게 관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50대 이상 국민 대다수가 이처럼 방관자적 시각에 머물고 있는 한 5.18의 실체와 역
사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또 이를 넘어서서 5.18에 참여한 개개인의 삶을 조명하
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
다. 따라서 5.18을 국가주의나 역사성에 가두어 놓고 보지 않고 피해자 개개인의 삶의
문제로 발전시켜 관찰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에게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본다.
강상우 감독이 제작한 영화 <김군>이 5월 23일 개봉됐다. 지만원씨에 의해 ‘제1광
수’로 지목된 시민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5.18의 실체에 담담하게 접근해 가는 다

5.18은 39년이 지났는데도 진상 규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건 직후 가해자 집단인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
명 중단 및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큐멘터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18 진상규명법이 제정됐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영화를 만든 강상우 감독은 한겨레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포함해 영화

있지만 극우 성향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위원회 출범이 늦어

제작진은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8.15나 5.18이나 직접

지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광범위한 활동으로 5.18의 진상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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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제2발제 토론문>

밝혀야 한다.

“5·18의 기억과 왜곡, 그리고 기념의 정치학”토론문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활동으로 어느 정도 5.18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역사
성을 재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개개인의 인간적 관점에서 5.18을 평가하는 데
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따라서 강상우 감독이나 방탄소년단처럼 새로운 세대가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으
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기대한
다.

하상복선생님은 광주의 ‘역사’가 아닌 ‘이야기’를 ‘개별자들의 목소리와 살결
과 이름’으로 되짚어주셨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죽음의 공간이 아닌 생 의지
가 충만한 시간으로 투사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불의에 적극 저항했지만 저항의 방식은 평화롭고 질서있
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맞서서 저항을 했지만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저항폭력이었을 뿐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은 파괴를 위한 저항이 아니라
서로 살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군의 가공할만한 폭력
이 두려웠지만, 연대를 통하여 공포를 떨치고 계엄군에 맞서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
다.
군의 부당한 폭압에 맞선 자발적인 저항을 통하여 광주시민은 스스로의 통치이자,
서로 살림의 정형으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동세상을 창출했습니다다. 광주시민들
은 어떤 도시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직접 이루었습니
다. 각자의 다른 조건에서 다름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색깔의 대동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위해 획일의 대동세상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참여에
의한 연대를 권유했지만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1980년 5월 광주는 하나의 혹은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층
적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생의지에 대한 선생님
의 접근은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강요된 망각에 맞서 과거를 기억할 권리와 기억투쟁의 사례로 미국의 남
북전쟁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광주의 상황을 남북전쟁의 사례와 연결하시면서 아래
와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물리적, 제도적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닫아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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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서 기억권 투쟁은 폭력을 동반한 격렬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장에서 언급하신 개별적 존재, 특이성을 간직한

그것은 적지 않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 군정 아래에서의 미국 남부의 상황

존재로서의 주체에 대한 의견은 공감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일정하게 동의가
되면서도 궁금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설하신 보수가 벌이는 반동적인 움직임을 역전 불가능한 방식으로 종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일국가 구성을 위한 내전의 경험에 기반한다면 광주의 경험은

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심도 있게 전개될

자국의 군대에 의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기억투쟁의 양태가 과연 크게 다르지 않을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한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

라는 궁금함이 그것입니다. 국가로부터 배제된 자 혹은 지역이 국가의 공식적 역사로

했을 때 효과적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 천착하고 있는

다시 편입되는 일련의 과정은 단일 국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전의 과정에서 패배

5·18군 기록에 관한 발굴과 검증을 통한 진실규명의 노력은 이러한 방법의 하나입니

한 자들을 공식적 역사로 편입하는 과정과는 또 다른 측면(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을

다. 저는 5·18폄훼세력의 주장을 군이 작성한 군 기록을 통하여 반박(반사)해주고 싶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자리매김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생님은 남남갈등 속의 5·18에서, 한국의 보수가 상징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존재
론적으로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김대중과 깊이 결합되어 있는 5․18의 정치적 시간은 그
들에게 대단히 불편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충분히 동의되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10여
년 진행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우익의 공격은 단지 이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김대중과 연결되는 5·18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수우익이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군대’가 광주에서 저지른 ‘국가폭력의 참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18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국가폭력과 깊이
결합되면서 보수우익의 근간이 되는 군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과 맞닿
아 있습니다. 보수우익에게 신성불가침의, 무오류의 존재여야 하는 군대가 자국의 국
민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5·18의 진실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정립된다는 사실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광주에서의 학살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보수우
익은 광주에서 계엄군이 행한 행위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의 기제를 새로 개발할 필요
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보수우익은 집요하게 지난 10여년의 시간
동안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로 간주되는 북한과 불순분자를 맹렬하게 소환했던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우익이 새롭게 등장시킨 주제가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 침
투설’ 이른바 ‘광수찾기’ 등의 소동이라고 봅니다.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지 애국을 위한 서사로 소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수많은 죽음에서 개별의 목소리가 사라진 형애화된 추앙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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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가짜뉴스 확산실태와 시민사회 대응방안
박용수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518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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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제1발제 토론문>

‘5.18가짜뉴스 확산실태와 시민사회 대응방안’토론문
이형용 한국NGO학회 시민사회위원장,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1. 가짜 뉴스와 시민 사회

○ 가짜 뉴스 영향력 증폭의 배경, 토양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
- 정치 사회적 갈등의 격화 → 갈등 구조의 완화 노력
- 경제적 격차 및 기회의 축소 → 격차 완화 및 사회 연대의 확대 노력
- 저신뢰, 불신 사회 → 사회적 신뢰 증진과 확대, 회복을 위한 노력
※ 자유 사회에서 완벽한 해답은 없고 다만 정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실사구
시적 인식.
(자유로운 사회의 비용의 일부?)

○ 시민사회의 자기 성찰과 혁신 노력
- 사회적 발언권을 많이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직,간접 책임 여지에 대한 인식과 부
단한 자기성찰 선행 요청
※ 일반적으로도 시민사회는 도덕 패권주의나 운동 권위주의화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경계 필요. 아울러 진보적인 경향성이 주류라 할 수 있는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진보 우월주의에 대한 경계 또한 필요
- 가짜 뉴스 문제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제3자가 아니라 문제의 당사자일 가능성
에 대한 자각
: 시민사회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꼭 정의로운 대리인, 제3의 눈이 아니라, 시끄
러운 한국 사회의 정치적 행위자 내지 스피커의 일원?
- 시민사회 자신부터

자기 주장의 설득과 관철을 위해 사실 및 여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임의적이고 자기편의적이거나 때로 작위적인 경우는 없는지 엄정하게 돌아보
고, 그랬다면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다짐과 노력 필요
검토예)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환경 단체의 최근 여론조사 설문 문항 구성 방식
에 대한 시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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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정당성과 근거의 보강 수단으로 ‘여론(조사)’ 인용시의 무원칙한 자기
편의성, 임의성

고 있는 짐짓 ‘역사적 제3자’로서의 행보를 더 많이.
예시) ‘우리 광주는..’ 보다 더 많은 ‘그때 광주는..’ ‘지금 광주는..’ 화법

○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견해와 입장에 대한 존중과 ‘생산적 경쟁’ 내지 ‘파트
너십’ 즉, ‘정파간 거버넌스’ 인식 강화
- 시민사회 일부의 패권주의적 관성에 대한 성찰과 더 많은 자유주의적 태도(다수
의 지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의 강화

○ 아시아 비전의 광주로
: “21세기 민주주의 진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광주는 지금 아시아 민주주의
공동체의 비전 확대를 위하여...”

- 건강한 내용적 연대의 다양화와 불건강한 정파-품앗이적 패거리(진영) 관성, 행
태에 대한 더 진지한 성찰
- 정치사회적 입장과 관계없는(별개의) 언론 및 지식인 사회의 불건전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문제의식
검토예) 한국 마이너 미디어의 주류 진입 공식의 왜곡 모델 유포, 확산
- 메이저 언론의 심한 정파적 편파성과 보이지 않는 왜곡친화성이 가짜 뉴스 증폭
의 한 토양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검토예) 마이너 미디어의 가짜뉴스 vs 메이저 미디어의 정파-편파적 뉴스 편집
취사

○ 제도적 대책 및 개선 방안 마련
- 문제 그룹의 일원일 수 있다는 자의식으로 정파를 초월하는 민주주의 증진, 신
뢰사회 기반 조성, 민주시민교육 등의 관점에서 접근
-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 제도 대책이 또다른 정파적 시비를 부르는 것을 차단하
도록 시민사회의 초정파적 자세와 각별한 노력 필요.

2. 5.18 광주 시민사회에 대한 작은 제언

○ 20세기 위대한 광주의 기억에서 21세기 위대한 창조의 광주로
- 저항의 민주인권 도시에서 민주주의의 21세기적 진화를 고민하고, 선도하는 광
주로
- 21세기형 거버넌스 민주주의 선도에 더 많은 노력

○ ‘피해 당사자’로서 발언 행보에서 또다른 미래를 향해 제 갈 길을 부지런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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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제2발제문>

5.18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흐름과 전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서론
한국사회의 이념 대립이 너무 격화됨에 따라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5.18광
주민주화운동이 보수-진보 이념대립, 정치 갈등, 지역 갈등 등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
훼되는 일이 잦아자고 있다. 1979년 신군부의 쿠데타 직후 엄혹했던 1980년 초반 광
주시민들이 벌인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계사적인 평가와 국내의 민주주의사

로서의 자리매김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폄훼와 왜곡, 정략적 이용 시도가
잇따르는 반면 광범위한 전국적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확산과 공유, 언론과 다양한 뉴
미디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과 교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현주소와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현실 등을 점검하고, 우
리 언론과 다양한 공론장에서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살펴본 뒤 5.18광주민주
화운동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펼쳐나갈 다양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1.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와 한국사회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중심
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으로, 1979년 12.12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광주시민들이
맞선 역사적인 사건이다.

신군부는 5월 18일 광주지역의 학생시위로부터 출발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보내 잔악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열흘간 이어진 운동은 탱크
와 헬리콥터, 기관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의 대대적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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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현대사 가운데 집권세력에 대항한 최초의 무장항쟁

주의가 생겨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이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실
질적인 출발점이자 준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및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가장 중
요한 운동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수진영과 극우진영의 시각은 끊임없
이 이를 폄훼하고 부정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통성과 민주성을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9년 2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광주민주화운동은 항쟁의 배경을 이루는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 속에서 제기된 운동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의 주체·방식을 통해 그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의 대외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 했고, 전두환 전 대

의존적이자 성장일변도인 경제정책과 이를 위한 경직된 정치구조 속에서 누적되어온

통령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등 역사와 진실을 왜곡한 사실상 범법발언을 했다. 극우성

시민의 불만이 10·26사태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증폭되어온 가운데 5·17비상계

향으로 박근혜 국정농단을 옹호해온 김진태 의원과 함께 행사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

엄 전국확대 조치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폭발

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항쟁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생존권확보로 집약되었고, 특히 군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 말했고, 같

부독재 속에서 살려내야 할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가 중심현안으로 제기됐다.

은 당 김순례 의원은 “…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
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원씨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민주화운동은 집권세력에 대항하여 최초로 무장항쟁을 전개한 사건이라는 한국

주도”했다는 내용이나 참석 의원의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 “5.18 유공자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

는 괴물 집단”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들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발언은 법적 책임

게 고양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준거점이 되었고, 전두환정권의

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통성을 부정한 1987년의 6월항쟁 역시 근본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서 출발한 민주화운동은 제6공화국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은 정부가 1997년 5월에 법정공휴일로 제정했고, 그 이후 매년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광주청문회를 열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1980년의 광주사태

이날이 오면 정부와 5.18관련단체 등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1980년 당시 광주와 전

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게다가 노태우정권 하에서 유보되었던 광주

남 일원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

학살자 처벌문제는 1993년 이후 김영삼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운

개된 민중항쟁을 기리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로 법적 규정이 됐

동을 재조사하면서 12·12사태와 광주학살의 주역들이 국민적 심판을 받았으며, 전두

음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세금으로 행사를 개최해, 5.18민주화운

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수감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동의 진실을 짓밟는 발언을 한 것은 태극기부대 등 극우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략적

(1995.12.21)·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12.17) 등이 제정되어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자
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그 자격을 박탈하는 등 한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됐
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정당간 대립으로 인해 양비론적 시각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수언론들은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우호적으로 전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언론을 대체해 국민과의 커뮤니이션 역할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와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을 하고 있는 유튜브, 포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각종 가짜뉴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폭압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여준 집

스와 거짓 논평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

권 쿠데타세력의 진압을 정당화해준 사례와 군대동원 방조는 이후 미국에 대한 국민

이 유트브 공간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거짓, 왜

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반미

곡, 선동형 소식을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고, 모바일세대인 청소년층에 무차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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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고, 각종 가짜뉴스와 진실왜곡 현상

어야할 지식, 가치, 태도와 함께 공동체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하며 적절한 권위를 형성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월3일 광주방문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5·18 망언자’에 대

⑴ 시민교육에 대한 정의와 규정

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발포 책임자, 암매장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을

시민교육에 대해 주요 시민단체들의 시민교육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

위해 여야가 특별법까지 만든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8개월

민교육포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에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구

째 가로막고 있다. 위원 추천 기피, 무자격자 추천으로 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는

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

상황에서 황 대표는 광주를 찾아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참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

여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5·18 학살 전두환의 후예

절차적으로 학습하는 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이 자리에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정치

와서 할 일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일”이라고 외치며 거센 항의와 물세례를 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며,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사회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광주시민을 자극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채 자신들의

정치행위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선진적, 민주적 의식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

정략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주를 찾아 지역감정을 자극한 것은 참으로 염치없

는 모든 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숭희 외 2004, 266).

고 저열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황 대표는 광주를 떠나며 “한 나라인데 지역 간 갈등
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며 “광주시민도 단일민족인 한 나라가 나뉘는 것은 바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대학장이었던 도정일 교수는 시민교육을 시민적

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변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가길

능력의 총합으로서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민적 덕

바란다”고 말하며, 염치없는 행동을 한 자신을 향한 광주의 분노를 지역감정으로 호

성은 자율성과 책임성, 비판적 사고, 다양성의 존중, 타자에 대한 이해, 경청의 능력,

도하고 보수층을 다시 역으로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사건이 발생했다.

공존의 정의에 대한 자기 약속 등을 포함한다(도정일 201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한숭희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이같은 상황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한국 민주주의사의 중요한 현안들을 적극적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 ‘국가의

으로 살펴보고 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18민

일방적 정치사회화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비판적 성인교

주화운동을 광주나 호남지역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독재정권의 중심지

육의 일환’으로 규정한다(한숭희 외 2002, 491). 또 김한규(2009)는 ‘시민의 민주적

였던 영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반감을 유도하고 국정농단으로 몰락했던 보수지지층

의식과 태도를 배양하고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토양을 마련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

의 결집을 시도하는 몰염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진정으로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의의 토대를 확립하는 구체적 대안’으로 정의하고(295), 안정수(1997)는 ‘일정한 국

우리 사회의 정치 및 다양한 사회현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구비해야 할 지적·도덕적 완성을 돕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또 조도근(1997)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요소를 ‘인권존중정신’, ‘자유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현황

와 책임정신’, ‘봉사와 협동정신’, ‘준법정신’, ‘능동적 참여정신’, ‘반성적
사고정신’ 등으로 규정하고, 신형식(2012)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서 ① 민주시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권자로서 시민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모든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놓인 조건과 상황, 해결해야할 문제와 다양한 현

핵심역량 내면화, ② 진정한 시민적 주체성 함양, ③ 민주적 사회통합 강화, ④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확충, ⑤ 시민의 삶의 질 고양 등을 제시한다.

안이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보편적으로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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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발전

체화와 소비에의 포획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황과 현실의 속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시대상황에 뒤처지거나 너무 앞선 교육
은 교육의 대상자인 시민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이같은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비판적 사고’다. 비판적 사고는 ‘반(反)

특징인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차원

정치’, ‘반(反) 시장’, ‘반(反)’ 정부 같이 반대 또는 저항의 개념으로 출발하는

이 다른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는데서 시작된이다. 전후 독일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이 국가주의적 주입식 교육이 나치즘을 불러온 것을 반성하면서 “보이텔스바스 협

재구성되고 있고, 공론장과 다양한 포탈,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여론형성장

약”이라는 교육의 원칙을 도출하듯이,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

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 다른 소통과 공

고’이다.

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공존의 능력이다. 민주사회는 서로 다른 구성원과 집단이 공존
하는 사회다.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통성만큼이나 차이점이 존재하며, 단일한 공공선이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 및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형성과정에 대한 성찰과

아니라 복수의 공공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극단적 갈등을 야기하는 자기만의 진리 관

해법 모색을 통해 새롭게 틀을 잡아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국가 공동체에 헌신

철을 위한 외나무다리의 싸움이 아니라 소통과 타협, 조화와 양보를 통한 공존의 능

적인 ‘공민’이나 근로자가 요구되었고, 민주화 과정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로 단단하

력이 요구된다.

게 뭉친 ‘저항적’ 시민과 주체적인 노동자가 요구됐다. 이와 달리 지식정보화 시대,
민주주의(경제민주주의)시대, 세계화 시대에는 창조적 시민, 민주적 시민, 세계적 시민

셋째,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적합한 방식

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사회발전에 따라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은 폭

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는 다양한 문제들의 갈등관계, 사회적 의미와 맥락을 분석

력, 억압, 배제, 대결, 저항 등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타협, 조절, 양보, 연대, 참

하고 해결을 위한 권위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제를 파악하고

여, 협상, 조정 등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해법을 모색하는 통찰력과 분석능력, 협상력과 조정력 등 과거의 획일적이고 권위주
의적인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21세기형 공감과 소통능력이 갈수록 필요한 시대를 맞

최근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21세기형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고 그

고 있다.

해법을 찾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과 한국 시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사례이자

⑵ 시민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원칙

참고자료이지만,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고찰과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

시민교육은 주권자교육이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이다. 시민교육의 개념은 ‘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권자’라는 시민의 위상에 기초한다. 시민은 헌정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공동체의 주요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결정권을 보유하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형식적 민주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이

고 있고,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와 더불어 1) 민주주의의 질이 발전하고 있지 못하며, 갈등이 제도화 되지 못하는

시민교육은 시민의 주권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시민교육은 특정 시대에 공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가 제기하는 문제, 2)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중재할 신

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할 주체를 세워내는 ‘실천’이다. 이를 수행

뢰집단의 부재와 권위의 부재, 3) 반복적으로 편협한 담론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협송

함으로써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일 수 있다. 이때 시민교육의 필요성

(narrow casting)의 확산과 이에 따른 편견의 강화, 4) 세계화, 다문화와 같은 새로운

은 시민의 위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주권자의 역량 발휘를 요구하는

유형의 사회 문제 확산, 5)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문제가 상호 악순환하

이러 저러한 문제들로 가득찬 공동체의 구체적 현실에서 나온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는 이중의 불평등, 6) 행복 추구에 따른 기본적 문제마저 개인이 해결해야하는 과잉주

시대조응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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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의 기본과제를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①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②사회･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③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④ 국민의
사회･정치행위에 책임을 지고 ⑤ 선진민주적 의식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교육, 훈련과 운동을 계획, 수행하고 통합, 조정하는데 있다고 한다.

특수성이라는 원심력은 시민교육의 보편성과 만나면서 구심력과 균형을 이룬다.
원칙 5 정치이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이념적 극단을 배제한
다.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모든 교육이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
지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원칙 6 지역에 토대를 두고 세계를 바라본다. 시민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연속성상에
서 이해하면서, 세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이어
야 한다.

◇시민교육의 목적과 지향점

육
참여를 지향하는 능동적 시민을 육성한다.
목적 2 시민교육은 시민의 수평적 연대를 강화한다. 개인은 원자화된 형태로 존재할
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주권자로
서의 자격과 역량은 오직 동료 시민과의 연대 속에서만 실현된다. 수평적 연대는 그
자체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정치 정상화에 기여한다.
목적 3 시민교육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오늘의 한국 사
회는 법·제도적 개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만연하고 있
다 시민의 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 자체가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
목적 1 시민교 은 사회적 정의와

⑶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중요성
21세기에 들어와 민주시민교육은 곧 정치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카네기재단은 『학교의 시민적 임무』에
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and CIRCLE, The Civic Mission of Schools).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근본적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시
민. 즉 공적 쟁점과 공동체적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관점이 다른 타인과 대화하고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려는
의지, 다의성(多義性)에 관용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
는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 시민.

◇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칙 1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주권자로서 시민들의 역량과 이들의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
는 것으로 이는 오직 시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된다. 비록 처음에 조직화
가 미흡해도 시민교육은 시민의 능동적·자발적 노력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원칙 2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모든 과정은 오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행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칙 3 시대를 초월하는 획일적 프로그램으로는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 시
민교육은 당대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시대조응적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원

한다.

칙 4 차이와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보편성을 지향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소수들
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공통성이 보다 많은 차이를 보장한다. 차이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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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이익을 위한 사회조직에 참여하거나 기여함
으로써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

공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헌신적 태도 등을 가지고 정치적으
로 활동하는 —예를 들어 사회적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집단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며, 공적인 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공공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 청원, 또는 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 시민.

타인의 권리와 복리에 대한 관심, 사회적 책임성,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견해를 청취하려는 의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 시민적·
정치적 활동에 개인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태도,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서 합리
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세 등 도덕적·시민적 덕목을 갖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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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은 정치체제가 민주적이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
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Held 2010, 509~510; Dahl 58~59).

효과적인 참여(effective participation):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공
적 의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어떤 결과를 다른 것보다 지지하는 이유를 표출할
수 있는 적절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계몽된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시민들은 자기 앞에 놓인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를 찾아내고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3.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각 시민들의 판단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비해 그 영향력에서 동등하게 간주되리라는
점이 보증되어야 한다.
4. 의안에 대한 통제(control of the agenda): 위에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시민이 가져야

실현’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주권자’의 위상과 역할을
갖고 현실에서 발언력과 자신들의 몫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정치인
것이다.

1. 시민의

한다.

괄 n lus on of adults): 정치체제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성인들에게
시민의 권한을 부여한다.
5. 포 성(i c i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정치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공동체
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상부구조인 정치에 대한 교육은 결국 시민교육으로
나타나고, 민주공동체의 주체로 설정되는 시민에 대한 주권자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
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교육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이 되며, 민주시민교육은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

• 시민교육의 개념은 시민의 위상에 기초한다. 시민의 위상은 ‘주권자’이다. 시민
은 헌정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공동체의 주요 문제에 직간접적으
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고,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
다.
• 시민교육은 시민의 주권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시민교육은 특정 시대에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할 주체를 세워내는 ‘실천’이다. 이를 수
행함으로써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일 수 있다. 이때 시민교육의 필요
성은 시민의 위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주권자의 역량 발휘를 요구하는

이상의 기준을 한국의 정치사회를 판단하면, 먼저 제도적 측면(3과 5)에서는 어느

이러 저러한 문제들로 가득찬 공동체의 구체적 현실에서 나온다.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성과 관련된 부분, 즉 1과 2의 측면에서

•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충돌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는 크게 부족하고 그 결과 4의 기준도 불충분하다. 그런데 이는 더 이상 중앙정부 차

하는 현실, 부와 권력의 횡포로 인해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깨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

원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기는 어렵다. 오늘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를 만들어내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 시민교육은 시대조응적이어야 한다. 시민은 특정 시대의 특수한 균열과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 ‘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시대초월을 내세운 특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교육이 곧 정치교육인 것은 이같은 현실사회의 측면을

정한 이념의 추종과 가치관의 습득과 적용을 지향하지 않는다. 역사적 흐름에 따라

잘 반영하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은 진짜 시민정치의 목표를 제대로

특정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의 종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다가, 공동체의 유

설정하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삶의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정치가 우선 목표로

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 간의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하기에 그러

삼아야 하는 것은 ‘권력 격차’의 해소이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적

하다.

부를 창출하는 주역임에도 그 배분 과정에 관여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자신의 ‘정
당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부당함에 고통받는 이들이 21세기 시민들이다. 그들의 고

이는 외국의 사례와 현실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아직도 과거지향

통과 사회적 양극화로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답이 바로 권력격차의

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본의 경우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치화가

해소, 즉 인간적 존엄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평등의 구비를 위한 ‘정치적 평등의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치교육이라는 말 대신 공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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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시민문화를 갖고 있던 일본사회답게 공민교육은 시민들의

올해초 우리 사회는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권리 보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

뜻깊은 해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국민의 피와 땀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다.

후 정치 참여 결여로 인한 민주주의의 쇠퇴를 우려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주권 교육

과거 역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되 시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해야

이 시작되었고, 현재 일본에서는 공민교육 이외에 주권자 교육이 따로 실시되는 등

한다.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의 통합된 힘과 지혜로 기해년 새해를 미

변화의 흐름을 맞고 있다.

래 대한민국 100년의 초석을 놓는 해로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건만, 현실은 갈등과
반목이 증폭된 이념과 계급,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48조 제4항에서 국가시민과 노동교육을 학

와 함께 사회 각 분야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 교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규정하였고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교과목
으로서 ‘국가 시민과’의 도입을 명시했다. 특히 전후 나치 체제를 극복하면서 독일

과거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등 발전, 도시와 농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 정당간의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국가와 정

촌의 불균형, 도시인구의 과잉밀집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여성에 대한

당 주도의 정치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1947년에는 민주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의 목

형식적 차별,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미흡한 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문

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사회과를 강조했고, 이

제들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같은 교육정책은 연방국가에서 1차적 교육 담당자인 주의 헌법과 법률 형식의 학교법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상권 상실, 경제력 편중에 따른 불공정 거래(이른바

(Schulgegetz)에 명시되어 있다.

‘갑을관계’),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소비자 권리,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교육, 이주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소자의 인권과 차별문제, 학교폭력, 청

3. 한국사회의 현실과 시민교육

소년과 노인의 높은 자살률, 독거노인 등 일부 계층의 사회적·문화적 소외, 문화적
자원의 지역적 편중,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

한국사회는 정치와 언론 등 주요한 분야마다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위

다. 이같은 문제들은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

기상황을 증폭시켜 나가고 있다. 해묵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 고질적인 여당과

으로 가족, 시장,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 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의 크고 작은 결함들이

야당 내 계파 갈등과 권력 투쟁, 낡은 색깔론과 막말, 가짜뉴스 등이 결합된 사회 병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문화, 태도 등이 시대의 변화

리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은 2020년 4월총

에 조응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같은 사회문제들은 단순히 정부 차원의

선을 겨냥한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

대책이나 재정투입을 통해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전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 의

황에서 이념·계파 싸움의 갈등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는 갈수

지와 노력, 민관의 협력적인 해결 방식 추구,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

록 커지고 있다.

결책 등을 실천할 때 가능할 것이다.

3.1운동 100년주년을 맞은 우리 한민족의 상황은 광복 후 74년간 분단 상태에서 벗

4.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교육의 현실과 과제

어나지 못한데다 이념과 계층간 갈등이 더욱 커나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념·세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치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올해 3.1절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

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서로 다른 두 개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현장이

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적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을 양

이를 잘 보여줬다. 오전엔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오후엔 보수 성향 단

성하는 교육이자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지

체 주도로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식과 태도를 학습하는 것은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며 학습과 활동
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권자이자 문제해결의 주체인 시민이 공적인 일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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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교육의 장

시민을 만드는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지식, 가치, 태도

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전남광주 지역 차원에서는 비록 5월18일 본행사를 위

를 길러주는 교육이 시민교육이라면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

해 다양한 현장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남도일보, 전남일보, 뉴시스 등 전남광주 지역

행되어야할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한국에서도 세계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다른 나라

언론들은 5월을 맞아 다양한 5.18 관련 교육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의 사례와 유사하게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교육들이 증가하고 시민관련 교육들이 축
소되는 경향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새로운 국가적 문제에 직면하여 다시
시민교육이 강조되거나 주목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다시 시민교육에 주목하기 시작
했다

◇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칙 1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주권자로서 시민들의 역량과 이들의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
는 것으로 이는 오직 시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달
성해야 된다. 비록 처음에 조직화가 미흡해도 시민교육은 시민의 능동적·자발적 노
력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
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원칙 2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모든 과정은 오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행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칙 3 시대를 초월하는 획일적 프로그램으로는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 시
민교육은 당대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시대조응적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원

한다.

칙 4 차이와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보편성을 지향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소수들
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공통성이 보다 많은 차이를 보장한다. 차이와
특수성이라는 원심력은 시민교육의 보편성과 만나면서 구심력과 균형을 이룬다.
원칙 5 정치이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이념적 극단을 배제한
다.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모든 교육이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
지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원칙 6 지역에 토대를 두고 세계를 바라본다. 시민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연속성상에
서 이해하면서, 세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이어
야 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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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 교육 강화
- 남도일보 이은창 기자 2019.04.29 19:02
내달 13~19일 기념주간,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습보조자료 활동지 보급·사적지 등 탐방
전남도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역사인식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각급 학교는 오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5·18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학교 별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숭고한 5월 정신을 되새기도록 할 계
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5·18학습보조자료와 활동지 보급, 5·18사적지탐방, 학생동아리 및 교사연
구회 운영, 5·18교육용 영상자료 제작 보급 등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5·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다. 특히 전남 지역 5·18민주항쟁사적지 73곳을 알리는 계기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문가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함께 자료집 발간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현
직연구원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초·중·고등학생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5월
중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자기고장 인물들의 숭고한 삶을 이해하고 애향
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5ㆍ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임을 위한 행진’ ‘박기순 평전’ 등 오월
도서 읽기 독후감 대회를 진행 중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때 미래사회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다”며 “역사계기교육을 강화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교육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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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교육 전국화' 전국 교원 초청 연수 ‘열기’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5/12 20:13

수가 없었고, 대부분 단발성이나 국회내 공방 등 뉴스가 중심을 이뤘다. 이에 따라 정
치 관련 뉴스가 70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심도 있게
다룬 기획기사나 탐사보도는 10여건도 되지 않았다.(정치 705건, 경제 7건, 사회 408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전국의 교원들이 광주를 찾
아 '5.18교육 전국화'를 위한 직무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 문화 299건, 지역 174건, 스포츠 7건, 과학 34건)

지난달 인천교육청에 이어 강원교육청 교원 40여명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를 찾아 5.18과 관

보도된 뉴스들은 대부분 국회내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간

련된 다양한 직무 연수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학생 초청 체험학습과 함께 전국 9개 교육청에서 500여명의 교원을
광주로 초청해 5·18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전국에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나 보수진영의 폄훼논란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독
자나 시청자들과 호흡하려는 모습은 찾기 쉽지 않았다. 전남일보, 광주일보, 남도일보
등 전남광주 지역의 언론들이 1980년 5월 당시의 상황과 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뉴스를 다룬 반면 중앙언론이나 타 지역 언론들은 사실상 다루지 않고 있었다. 실제

전국 교육감 광주서 한 자리 ‘5.18 교육 전국화선언문’
광주일보 2018년 03월 16일(금) 00:00
1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의의, 시민교육을 통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성
과 후세대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 교육청 등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각
지역 교육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교육

5. 5.18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언

전국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아동 학대 및 성
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 속에서 헌법과 법률, 다양한 정부 제도 및 규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관계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에 요구하기로 하는 등 안건 8개를 의결했다.

문제는 이념과 계급, 계층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성과
민주성을 부인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 및 조직의 몰역사적인 행태가

필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시스템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키워드로 1990년년 1월부터 2019년 5월13일까지 뉴스를 검색한 결과 관련 중앙언론에
서 다룬 뉴스는 모두 1,461건이 검색됐다. 매년 수십여건에 그치던 5.18 광주민주화운
동 뉴스는 2018년 광주특위가 출범한 뒤 400건으로 늘었고, 올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국회 공청회 등이 열린 것을 계기로 972건으로 대폭 늘
었다.(2009년 5건, 2010년 4건, 2011년 14건, 2012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8건,
2016년 25건, 2017년 27건, 2018년 400건, 2019년 972건)

내용면에서 볼 때 실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의의, 시민교육을 통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혁명성 및 미래지향적 가치를 다룬 기사는 거의 찾아볼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명확한 관점과 사실의 측면을 시민들에게 밝혀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함
의를 지닌 민주주의의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실 있고 대중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세계사적 사건으로 전 세계의 관심
과 조명, 국내 언론 및 다양한 분야와 함께 후세대와 미래를 위해 펼쳐져야 할 것이
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은 성문헌법의 필연적 특성인 ‘개방성’을 중심으로 시
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교육되어야 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심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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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당연히 헌법정신에서 주요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표현된 ‘공화국’은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조국
과는 아니며, 공통된 가치에 대한 동의를 통해 형성된다. 공화국의 구성원에게는 ‘덕

여섯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5.18 광주민

목’(virtue)에 근거한 공화국을 위한 ‘책임’이 부여된다. 덕목의 형성과 유지 발전

주화운동이 지닌 세계사적인 의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숨

을 위한 헌법교육이 헌법교육의 근간이며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라는 점에서, 세계 민

과 안위를 내놓고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인 점에 대해 세계인들의 공감이 더욱 확산

주주의사에서 가장 빛나는 민주항쟁 중 하나인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

되고, 국내외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를 통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곱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 속에 5.18 광주민주화운
둘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 또는 호남 지역의 민주화운동으로 국한되어서는

동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 시각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안될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사건으

위해서는 일선 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 일선 기업들이 모두

로, 군부독재에 의해 짓밟힌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숭고함,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실

나서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알고 배우고 교훈으로 삼도록 교육현장에서 총력전을

천을 담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함

기울여야 할 것이다.

께 나누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수정권의 집권기에 가려졌던 진보 관련 사
건들의 재평가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평가하

여덟 번째,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최근 시민들의 핵심적인 커뮤니케이

고, 각종 교과서와 공공기관의 간행물 등에서 활발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션 수단으로 부상한 모바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교육의 필요

이를 통해 중앙언론이나 타 지역의 언론들이 5월18일 행사의 계기성에 맞춘 단발성

성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보수성향의 유튜버들이 촛불혁명 이후 진

보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광주정신을 다루는 기획 및 탐사보도를 통해 국민들과 함

행되는 개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21

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우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세기 소통의 창구인 모바일과 유튜브, SNS 등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
를 전파하고,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는 주요한 역할과 함께 미래에 대한 징비록으로서

셋째, 정치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
용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시민사회의 국회와 정당,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적극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밝히는 역할을 하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인 감시와 비판, 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수단체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및 왜곡 시도에 맞서서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입법, 제도화 등 다양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알리기 위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커뮤니
케이션의 창구인 언론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언론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현안이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과
제가 알려지기는 쉽지않다. 국민과의 소통창구인 언론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전국민적인 민주주의사적 의미와 상징성, 역사성 등을 공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정치, 사회, 문화 행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특히 많은 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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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제2발제 토론문>

‘5‧18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흐름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

1. 5‧18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발표자의 “5‧18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자유로운 인
간,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의 대세다. 지금 유럽 20개국에서 학
교 민주시민교육은 공식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었다. 이미 20여 년 전에 학교 시민교육
의 초석을 놓은 영국의 크릭 보고서는 ‘시민은 도덕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한국의 여러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 관
련 부서를 만드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제는 민주, 인권,
정의, 평화의 정신 등 인류 보편가치를 담고 있는 5‧18 정신을 청소년에게 가르쳐 올
바른 시민으로 길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주역으로 양
성해야 한다.

2.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문제
발표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언 중 첫 번째로 “현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5‧18정신
을 헌법전문에 포함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현행 헌법 전문(1987.10)>의 “유
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내용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
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내용으로 2018년 3월 수정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런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찬성하면서도 개정안 내용에 ‘촛불시민
혁명의 정신 계승’을 연속해서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 인권, 정의, 평화
의 정신은 바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에서 시작되었고, 4‧19, 부마항쟁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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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10, 최근의 촛불시민혁명으로 그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어 흘러왔다는 것이다. 그

등을 통해 5‧18정신과 역사를 전파하자”고 주장했다. 시민교육의 영역에 기존의 언론

래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법통과 4‧19, 부마항쟁, 5‧18, 6‧10에 이어서 “촛불시민혁명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매체인 SNS를 활용하자는 의견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의 민주이념을 계승하여”라고 추가하여 명시하면 우리 헌법 전문의 민주 이념성이

그런데 기존 언론과 모바일, 유튜브, SNS 등 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의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발표자의 의

그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다.

견을 듣고 싶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진행된 촛불시민혁명이 국민이 주도하여 평화롭게

5. 5‧18의 세계적 확산 방법 관련

진행한 명예혁명이었다. 당시 폭력사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평화시위임을 입증한

발표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5‧18민주화운

다. 당시 한국의 촛불시위를 보면서 서구 언론과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한국을

동이 지닌 세계사적인 의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숨과 안위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현재의 한국의 시위문화에 나타난 민주주의 수준은

를 내놓고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인 점에 대해 세계인들의 공감이 더욱 확산되고,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나 프랑스의 노랑조끼 운동 양상과

국내외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확산을

비교해보면 그 차별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3. 5‧18을 특정 지역을 넘는 운동으로 만드는 방법 관련
발표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 또는 호남 지역의 민주화운동으로 국한되어
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5‧18민주화운동을 광주나 호남의 지역적 사건으로
만 축소시킴으로써 독재정권의 중심지였던 영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반감을 유도하
여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는 퇴행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1980년 광주는 지금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지만, 전두환 정
부에서는 ‘광주사태’로 명명했었다. 그런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흐
름에 따라 5‧18에 대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몇 차례 바뀌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대
중 정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사건의 명칭에서 ‘광주’라는 이름을
배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
진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런 취지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라고 공식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광
주 인근 지역의 민주화 운동으로 국한하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
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언론과 모바일, 유튜브, SNS 등을 통한 5‧18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
발표자는 “시민교육을 통한 5‧18의 역사성과 민주시민교육 등이 교육청 등에서 강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5‧18을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통창구인 언론과 21세기 소통 창구인 모바일, 유튜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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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제2발제 토론문>

광주정신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상임이사

들어가며
518 39주년을 맞이하여 금남로에서 518을 폄훼하는 보수세력들의 집회가 있었다,
광주에서 그것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당일 웃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뜬금없이 부산갈매기가 금남로에 울려 퍼지는 낯뜨거운 2019년 5월
을 맞이하고 있다.

1980년 마지막 순간까지 도청에 남아 있었던 주역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건만, 역
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는 것이 2019년 오늘을 살
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다. 전제독재국가체제에서 자유롭고 다변화된 민주사회로 옮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리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초등
학교를 다녔던 이에겐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세상은 자신이 보고 싶은대로 보고, 판
단한다는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
여야 할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민주사회는 어떠한 주장과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있을 수 있으나, 역사
적 사실 자체의 왜곡과 날조, 그것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
면 사회적 용인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변화, 다양화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가치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사회적으
로 생산된 물적 인적 인프라를 통해 살아가지만, 생존 방식과 생활의 유형은 더욱 더
개별화 되고 있다. 집단화된 개인에 대한 관리는 단순하다. 집단의 관리와 통제로 가
능하다. 하지만 개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다양성 사회에서 개인은 관리 통제가 아닌
자발성에 기초한 자율적 참여와 자치를 통해 사회가 운영되어 진다. 참여와 자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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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기초는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는 교육과 학습, 훈련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

금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다.

다. 민주주의는 가치이자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 정신인 광주정신

518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하지

과 민주시민교육은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만 광주 내부적으로는 518을 타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18을 전국화, 세계화하지
는 구호는 난무했으나, 실천적 방도나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타자에

1. 광주정신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 광주는 민주주의로 무장해야 한다.
존중과 배려, 다양성과 개방성 등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더욱 충실해 져야 하며, 실

단절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어 질 뿐이다. 정치적 수사로 단절된 역사는 없다. 구

천해 나가야 한다.

체적 판결과 처벌로 귀속된 결과 없이 역사의 단절은 없다. 사람들의 기억은 변하고,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그 기억해 기초한 판단은 다양한 해석만을 내놓을 뿐이다.
39년이 흐른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다른 왜곡
으로 치닫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

민주시민교육의 원론적 정의를 내리기에 다양한 견해와 해석으로 규정짓기는 어렵

스러울 따름이다. 분노의 감정이 다르고, 지켜야 할 가치의 절박성이 희석화되어 광주

다.(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

와 타지역, 세대와 세대간의 인식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구체

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서울

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적 단절을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광주정신은 1980년 5월을 경험한 한 도시의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광주정신은 39

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①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②민

년간 80년 5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지난한 민주화의 과정에서 생산된 명칭이다.

주주의의 역사, 법률, 법과 제도 등의 정보를 습득하며, ③민주주의적 생활 태도와 타

1980년 지역의 공동체 역량을 스스로 증명했을 뿐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 사회의 민

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행동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감수성, 학습을 통해 익힌 지

주주의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피와 땀으로 생산된 민주화의

식을 바탕으로 ④사회변화로 이끄는 실천적 역량,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론을

산물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지기 위해서 이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

아우르는 교육’에 합의하고 있다.

다.
법과 제도를 통한 민주주의의 안착화, 잘못된 역사의 단절과

민주주의 가치 계승

한편으론 모든 시민교육에서 민주적 가치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 학교 교육이나 평

을 통한 사회적 의식 토대 구축은 주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문화적 다양

생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평화, 인권 교육이 개별법으로 보장하고 제도화되었다. 이런

성과 급속한 변화 속도에 따른 세대에 대한 시민교육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

다양한 시민교육에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적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

다.

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가 분화할수록 각각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지
만 이를 총괄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각각의 역할 분배하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교
거의 40여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단절과 책임자 처벌이

육을 통한 통합적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광주 내부의 시민역량은 상대적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여 경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

고 있다. 광주라는 도시가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여 한국사회를 리드

야 한다. 민주사회, 민주주의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가치이며 기치이기 때문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에,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행정, 경제 등의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 걸쳐 주인인 시
민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내부적으로는 518 자체를 타자화하여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518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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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을 야기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인재를 준비 육성해야 한다.

(1)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민주시민교육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교과서 속 형해화된 민주주의는 객관식이다. 하지만 현실 사회의 민주주의는 정답을
외우거나 찍어서 찾을 수 없다. 획일화된 객관식 답 찾기는 더 이상 가치를 담고 있

1) 지역 역량을 준비하고 강화하는 방식(다양성)

지 않다. 현실 민주주의는 다양하며, 상호적이며, 다변화한다. 다만 서로를 인정하고,

민주시민교육에서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 공론화 등은 법적 제도적 장

존중하는 과정의 가치일 뿐이다. 그리고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그

치를 이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괄적인

과정의 가치와 결정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 칭할 수 있다.

방식으로 교육 내용과 방식을 마련하기 보다 지역적 상황과 조건에 맞는 내용과 형식
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상황에 맞는 교육

촛불항쟁으로 개혁정부를 만든 시민의 힘은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었다.

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요청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의 기득권 이익 대변과 끼리끼리의 공생하는 유착관계를

2) 현재 진행형 교육 내용과 방식의 구현

끊을 수 있었던 힘은 참여하여 요구하는 시민의 힘이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은 공교육 방식(법으로 제정된 분야의 교육 포함)의 내용과

구하는 힘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는 주체들이 기성세력(민주화 세대, 전문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적 요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한다. 우리

가 그룹 포함)이므로 특히 경계하여야 할 것은 과거진행형의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서

사회는 이미 다민족, 다혈통사회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인구의 축적은 다양화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문화적 공

는 민주시민교육과는 달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특정 주제와 목적에 갖혀

감대 형성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다. 현

3) 젊은 교육이 시대적 흐름을 리드할 수 있다.

대사회의 불평등의 심화, 집단적 이해관계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충돌, 밀집한 도시의

민주시민교육은 젊어야 한다. 교육 내용도 방식도 최근의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 추

생활적 갈등, 개인미디어 보급과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갈등들은 전통적인 윤리나

진하는 주체들이 젊은 세력과 전문가 그룹이 적극 포함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진행

가치의 기준,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되어야 한다. 교육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발전과 문화적 변화를 읽는 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 역량의 준비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지방의

다. 교육이 실용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멸이 화두로 나오고 있는지 오래 되었고, 서울 중심의 수직적으로 편재되어 발생된
지방도시의 문제는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구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

4) 통합과 융합하는 방식

를 찾아 볼 수 있다. 정치의 수도권 중심뿐 아니라 경제 및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중

평화통일교육(통일교육지원법), 환경교육(환경교육진흥법), 법교육(법교육지원법), 경

앙중심적 발전 방식의 폐해가 최근들어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종속

제교육(경제교육지원법), 인성교육(인성교육진흥법), 인권교육(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

관계와 같은 방식의 법과 사회질서의 편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

평등교육(양성평등기본법),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미디어교육(방송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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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각시도 조례), 중앙선관위 선거교육, 사회적경제교육(조례), 마을공동체교육
(조례), 노동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활성화조례),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자유총연맹육성
법률), 새마을교육(새마을조직육성법) 등의 법제화된 교육이 무수히 많다,
민주시민교육은 이 모든 교육 과정에 민주주의 가치, 민주적 생활태도, 민주적 교수
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역할을 진행해야 한다. 각각의 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그곳
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주성을 위한 시민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분
야에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5)민관정의 협치 모델 개발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조직들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역
할을 진행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을
아우르는 추진 주체를 만들어 협치 모델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도
시문제 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문제를 각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협치 모델로 만들어 시민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잘 치유하기 보다 예방의학을 통해 사전에
질병을 차단하여 시민의 행복을 가꾸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듯, 민주시민교육은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훼손되어 또다른 희생을 치루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 민주주의 심화 교육이라 칭할 수 있다. 구시대적 가치의 복원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개인에게 개인의 자존과 행복의 가치의 실현이 민주주의
를 지켜내는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로 민주시민교육이 자리메김되어야 한다.
광주정신은 80년 5월 머무러 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실현와 완성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광주정신이 진행형이고 그 정신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오늘을 사는
이들과 공유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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