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를 보는 두 시각: “잃어버린 낙원(Paradise Lost)”인가
“잃어버린 패러다임(Paradigm Lost)”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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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은 근대를 보는 시각을 문제 삼고 있다. 근대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두 종류이다. 하나
는 인간주의적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인간주의적(체계론적, 사회학적) 관점이다. 인간주의적
관점이 자유, 평등, 억압, 해방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는 반면, 비인간주의적 관점은 세속화, 분
화, 체계 등의 개념을 선호한다.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근대와 인간의 관계를 보는 눈이 완
전히 달라지며, 또한 이는 인간-사회-역사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로 이어진다. 즉, 인간주의적
시각은 늘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는 반면, 체계론적 시각은 잃어버린 것은 낙원이 아니라, 사
회 전체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Ⅰ. 머리말
근대를 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주의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
나는 비인간주의적인 관점이다.
인간주의적 관점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이
해를 이해하기는 매우 쉽다. 왜냐하면 근대에 대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
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대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을 위해 좋기 때문에 찬양하
고, 근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을 위해 나쁘기 때문에 비판한다. 근대와 함께 등장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된 자유, 평등, 억압, 도구화, 해방 등등의 용어의 중심에는
늘 인간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들은 늘 근대의 출발을 르네상스와 결부시킨다. 르네상스를 “세
계와 인간의 발견”(부르크하르트 1999: 341)이라고 묘사한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의
말이 옳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이야말로
르네상스의 특징들 중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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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비인간주의적인 관점은 근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인간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
그것은 학자에 따라서 사회일수도, 제도일수도, 특정 매체(예컨대 자본)일수도, 분화양식일 수
도 있는데, 지금은 대체로 “체계”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비인간적이
라는 것은 곧 체계적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는 주로 사
회학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인간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이 관점은 근대의 출발을 르네상스 즉 휴머니즘이라는 관념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찾고
있다. 즉, 비인간주의적 관점은 자유, 평등 등의 관념보다는 세속화, 새로운 경제의 등장, 기능
적 분화 등을 중심개념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를 분석하는 사람
들은 인간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비과학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이 두 관점은 모든 근대의 분석가들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간주의적 관점에 있는 사람도 사회구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어느 관점에 취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
에 따라 근대와 인간의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며, 또한 이는 인간-사회-역사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로 결과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근대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의 영역은 근대를 보는 시각을 문제삼는 것이지 근대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이 아니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세세한 논의보다 근대를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논의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매우 이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척박한 분
야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근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Ⅱ. 휴머니즘과 근대
인간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현격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씨앗이 르네
상스를 통해 뿌려졌다는데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 따라서 인간주의적 관점의 공통 토대를
찾기 위해서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청된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요컨대, 르네상스의
인간은 보다 신적이고 동시에 보다 동물적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르네상스의 휴머니스트들에
게 있어서 인간은 이성과 감각(자연)을 동등하게 지닌 존재였다. 흔히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
법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쳐다보는 것은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낯선 일이
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둘이 융합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 인간의 본질이라고 믿었다. 이성과
감각 곧 정신과 물질이 통합되고 신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이 아우러졌으며 삶과 죽음, 선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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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존했던 시대가 곧 르네상스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의 인간은 고귀한 신의 아
들이기도 했지만 저급한 악마의 아들이기도 했던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예술의 전
범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움과 추함,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의 “참
모습(das authentische Dasein)”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르크하르트의 “인간의 발견”이란 정의의 참 뜻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신적 질서로부터 인
간의, 그 중에서도 본능적(동물적)인 것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르네상스의
인간이 동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를 비롯하여
몇몇 경건주의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그러나 동물적인 것, 감각적인 것, 본능적인
것을 인간의 삶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정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눈(이성)에 비친 세계가 더욱 넓어졌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욱 더 창조적
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창조성이야말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고 해서 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결코 아니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스트들은
동시에 훌륭한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이 주재할 수 없는 영역이
인간의 삶에는 존재한다고 믿었다. 즉 그들이 무시한 것은 신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제1원리”로서의 신의 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신에 속했던 많은
영역들이 인간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훗날 니체(Friedreich Nietzsche)가 외쳤던 “신의 죽
음”의 서곡이 이미 연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Nietzsche 1988b: 480-2)
이 과정에서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근대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띤 것은 “자유”였다.
그후로 자유는 인간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인간주의적 관점은
근대가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늘 자유였다. 이렇
게 볼 때 휴머니즘의 요체는 곧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의식에 자리잡게
되는 자유는 인간 본질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제1원리”로서의 신의 위상의 추락과 깊이 관련된다. 세상사의 주재자로서의 신이 부정된다면
결국 인간 스스로 세상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후의 실존주의자들이 인식한 바와 같이 자유
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던져진” 운명이었다.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
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인간이 타자(신을 포함하여)가 아닌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가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
은 바로 이 다음부터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즉, 중세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에
서의 자유는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한편으로는 뜨거운 갈채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
한 우려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유는 곧 무질서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
서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던져진 운명으로서의 자유는 이제 철학적으로 세련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질
의 시작은 홉즈(Thomas Hobbes)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치적 사유로부터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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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대로 홉즈의 문제인식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는 곧 무정부상태이며 따라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자유” 자체가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율”의 역설이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와 관계 맺는 일로서의 자유로부터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자율로 옮아가게 되었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향유하는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유
는 다름 아닌 “신의 죽음” 때문이다. 만일 신이 아니라면, 통제의 수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
적인 것과 버금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답은 쉽게 찾아졌다. 그것은 바로 “이성”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신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뿐이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의 휴머
니즘도 이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성의 득세는 본능적인 것, 감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즉, 동물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본질적으로 변질
시켜 버렸다. 이성과 감각, 추함과 아름다움, 선과 악은 다시금 명확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분리의 주체가 전에는 신이었지만, 지금은 이성이라는 사실뿐이다. 종교개혁
은 이러한 새로운 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눈에 비친 르네상스의 문
화, 예술은 그 동물적인 속성으로 인해 타락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사보나롤라, 루터(Martin
Luther), 캘빈(John Calvin)에게 있어서 공통점 중의 하나는 바로 인간의 본능을 표현한 모든
것에 대한 증오였다. “분서갱유”는 진시황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니체가 『도덕의 계
보학 Zur Genealogie der Moral』에서 종교개혁을 르네상스에 대한 “골수 천민적인 분개 운
동”(Nietzsche 1988c: 287)이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의 시대와 함께 초래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변질은 어쩌면 정치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더욱 근본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른바 “과학혁명”과 그 결과로 초
래된 “기술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르네상스적 시각에서 볼 때 과학과 기술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에 속한다. 왜냐하면 신적 질서가 자연의 질서로 대체되면서 등장하게 된 “자연에
의 경외”로부터 과학의 기본정신인 “경험에의 신뢰”가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경험은 근본적으
로 감각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르네상스인들은 감각을 이성과 더불어 그렇게 중시했던 것이
다. 그러나 근대가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감각은 새로운 운명에 처하게 된다. 즉, 감각 또
한 이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마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든 마술이
알고 나면 별 것 아니듯이, 감각의 이성으로 변하는 마술도 알고 나면 별 것 아니다. 그것은
기술을 매개로 하여 가능했다. 즉, 기술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과 욕구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욕구는 감각중의 감각에 속한다. 욕구를 이성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쑥스럽기 때문에 가능성은 오직 하나만 남는다. 기술이 이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마술의 비밀은 풀렸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이성”
또는 “경험과학”은 따라서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용어였다. 그렇다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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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술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기술이 초래한 인간의 삶의 근본적 변화와 밀접히 연결되
어 있다. 즉, 기술발전으로 인해 야기된 물질적 풍요는 기술(감각, 욕구)에 대한 인간의 의식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즉, 기술, 감각, 욕구 등은 이제 좋은(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
면 안 되었다. 만데빌(Bernard Mandeville), 스미스(Adam Smith)를 거치면서 완성된 공리주의
는 이러한 의식 변화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물질의 풍요는 정신의 역사에 있어서 늘 골칫거리였다. 근대 이전 물질
생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사회는 늘 조용했다. 별로 싸울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싸움
의 원인이 되는 “이익”이란 개념은 따라서 극히 근대적인 것이다.1)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정
신 또는 마음상태만이 중요하다 라는 근대 이전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은 별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 때의 인간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향유할 수 없는 물질이 많이 없었기 때
문이다. 혹 있다고 해도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왕 또는 귀족의 소유였으며, 그
들은 이를 또 당연히 생각했다. 이렇게 볼 때 근대 이전에 가르쳐졌던 금욕적 교리는 결코 금
욕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누릴 것이 없는 사람보고 금욕하라고 하는 식이었으니까. 그러나 근
대의 기술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배고픈 사람보고
정신이 더 중요하지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의
식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종교였다. 죽은 뒤의 천국행 약속으로 현세의 금욕을 강
조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나도 급격히 변했던 것이다. 현세에서의 물질적 풍요 또한 신의 은총
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었다.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설교되기 시작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찬사와 그로 인한 자본주의의 촉진은 잘 알려진 대로 베버(Max Weber)의 『개
신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the Capitalism』의 주제였
다. 이렇게 볼 때 “면죄부”는 루터가 그렇게 통박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
다. 확실한 현세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누가 돈까지 내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천국에 투자
하겠는가?
이처럼 기술발전에 기초한 “산업혁명”은 생산물의 양과 질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
다. 생산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
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투쟁할 대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휴머니스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의 이중적 성격에 주목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
었던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다. 판단의 중심에 늘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휴머니스트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휴
1) 이익이라는 개념은 칸트에 의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이성의 개입여
부에 따라 “충동”과 “이익”으로 구분한다. 또한 그는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이익도 일반적인 것이냐
특수한 것이냐에 따라 순수한 이익과 경험적 이익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칸트가 말
한 경험적(특수한 욕망에 기인하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도덕이론의 핵심이 순수한
이익에 경험적 이익을 종속시켜야 한다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Kant 1974: 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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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스트들은 이를 어둡게 관찰했다. 어둠의 실체는 근대 기술문명의 “비인간성” 즉, 인간 외
적인 것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기술이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물
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익투쟁의 문제점은 이미 근대 초기의 사회사상가들에 의해 감지되
었다. 그들은 이를 “시민사회”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는데, 문제의 핵심은 개인적 이익의 자유
로운 추구과정에서 초래된 공동체성의 붕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홉즈는 강력한 지배를 통해,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소박한 도덕공동체의 건설
을 통해, 칸트(Immanuel Kant)는 실천이성의 보편화를 통해, 그리고 헤겔(Georg W. F.
Hegel)은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이성국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잃어버린 공
동체성과 자유를 동시에 구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맑
스(Karl Marx)의 진단처럼 너무나 “이상적”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을 위한 투쟁 즉, “이익투쟁”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격렬히 전개되었던 것이다. 정치
와 윤리는 시민사회를 구제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처방책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근대를
더욱 근본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문제 그

자체로서 인식하게 만들었다. 계몽의 환상은 이제 깨져버렸다. 그리하여 근대의 시작과 함께
휴머니스트들의 희망이었던 자유는 “해방”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계
몽의 변증법”이 인식된 이후 휴머니스트들의 주제가 자유에서 해방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아울러 연구의 영역도 공동체와 자유의 문제로부터 문명과 인간이라는 문
제로 한층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휴머니스트들은 근대가 낳은 비인간성의 원인을 기술문명에서 찾고 있다. 하버마
스(Jürgen Habermas)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이라는 소책자에서 밝힌 것처럼 기술문명은 이제 더 이상 중립적인 어떤 것으로 인
식될 수 없었다. 그들에 의하면 기술과 과학 자체가 인간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고 단순화(기계화)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비판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경제적 영역의 확장 내지
지배현상을 들 수 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물질을 향유하는 정도에 달려있고, 또 물질 향유
의 정도는 기술에 의존하므로 인간의 삶의 초점이 경제에 맞춰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의 영역은 인간의 삶의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을 “결정”하
는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물신주의”와 “소외”는 이러한 경제의 지배현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다. 즉,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주체가 됨으로써,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사물에 종속됨으로써 인간에 대한 새로운 억압이 등장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
지이다. 이 경제적 “결정”이란 문제는 맑스주의자들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경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은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최근 새로운 정의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왈저(Michael Walzer)는 자유주의와 분리의 기술 Liberalism and the 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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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이라는 논문에서 경제영역의 타 영역에의 지배현상을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로 꼽으면서, 경제영역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정의의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선배격인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또한 경제로부터의 해방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가 경제적 영역에 적용되는 “차등의 원칙”보다 개별적 인격체 전체
에 적용되는 “자유의 원칙”을 더욱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의 지배현상은 어째든 - 급진적이든 아
니든 -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휴머니스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휴머니스트들의 또 다른 비판은 문화의 획일성이다. 그들에 의하면 기술문명의 지배는 인간
의 삶을 단조롭고 진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원인을 창조성의 고갈에서
찾았다. 창조성이 고갈된 인간의 삶은 이미 삶이 아니라, 기계적 반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들 휴머니스트들이 말하는 문화, 창조성 그리고 인간의 삶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또 한번 르네상스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르네상스의 본질은
“인간”의 부흥에 있다. 이 때 부흥된 것은 이른바 “악마적” 요소이다. 중세를 흔히 어둠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 시대가 고대보다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중세의
불빛은 고대의 그것보다 분명히 더 밝았다. 어둠의 실체는 다름 아닌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
의 억압이다. 르네상스는 바로 이 어둠에 빛을 뿌려주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르네상스의
핵심은 창조의 정신이었고 따라서 문화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가 오늘날에도 문
화의 전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금 긴 인용이긴 하지만 페이터(Walter
Pater)의 르네상스 중 “모나리자”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면 우리는 르네상스의 창조성과 문
화의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강가에 그토록 신비하게 몸을 일으키고 있는 그 존재는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
이 갈망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둔’ 얼굴이며,
눈꺼풀은 조금은 지쳐 보인다. 그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살갗 위로 배어 나온 것이며,
이 살갗의 작은 세포 하나 하나에는 진기한 사상과 신비한 환상과 격렬한 열정이 침적되
어 있는 것이다. 이 여인을 잠시 저 창백한 그리스 여신이나 고대의 미인들 곁에 세워본
다면, 영혼과 그 모든 혼돈까지 고스란히 스며 있는 그 아름다움에 고대의 여신과 미인들
은 얼마나 당황할 것인가! 거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경험들이 식각(蝕刻)되고 성형
(成形)되어 있다. 그리스의 육체주의(animalism)와 로마의 욕정과, 중세 신비주의의 영적
야망과 정신적 사랑과, 이교 세계로의 복귀와, 보르자(Borgia)가의 죄악들이 정련되고 표
현력 있는 형태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여인은 자신이 앉아 있는 주변의 바위들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 흡혈귀처럼, 여러 번 죽어도 보았고, 무덤의 모든 비밀을 알
고 있는 듯하다. 깊은 바다에도 뛰어들어 보았으며, 그 몰락한 날의 어스름을 주위에 두르
고 있는 것도 같다.” (페이터 200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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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세히 묘사된 것처럼 문화는 “천사”와 “악마”의 갈등과 투쟁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
체이다. 니체는 이를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이름 붙이고 모든 예술의
본질을 여기로 환원시켰다. 그의 처녀작인 비극의 탄생 Die Geburt der Tragödie에서 꿈꾸
었던 이 둘의 조화는 니체 사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에 와서 그가 “디오니소스의 신
도”로 자처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성(=천사)”의 지나친 지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 상실의 근본적 원인을 문화(창조성)의 상실에서 찾고 있는 이른바 문화
휴머니스트들은 그 치유책을 예술에서 찾고 있다.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를 비롯하여 쉴러
(Friedrich Schiller)의 “미학적 교육”,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로의 회귀”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 왜냐하면 근대의 획일적 문화
속에서도 창조성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미학 내지 예술의 영역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들의 사상은 “반이성적”인 것으로 낙인 찍혔다. 기술문명이 이성적이라면
그들의 사상은 반이성적이고 반문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명과 예술은 숙적
이 되어 버렸고, 이들 미학자 또는 문화 휴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표현을 빌면 - “문명”은 곧 “불만”이었던 것이다.

Ⅲ. 체계론과 근대
휴머니스트들이 자유 또는 해방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웠던 것에 비
해, 체계론자들은 근대를 오히려 차분하게(과학적으로) “관찰”하였다. 관찰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휴머니스트들과는 달리 근대가 한창 진행된 이후에나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근대는 초기부터 체계론의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
다. 그 씨앗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머니스트들에 의해서도 감지된 공동체의 분화였다. 흔
히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로서 개념화된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구성원리가 단일하지 않다
는 사실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움직이는 원리와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서로 다르
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초기의 사상가들은 이 둘을 다시 하나의 원리로 통합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된 분화는 통합을 향하기는커녕, 오히
려 가속화되어 분화의 분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의 유기체적 통합원리로부터 처음으로 분리되어 “시민사회”로서 독립적 지위를 부
여받은 영역은 경제적 영역이다. 왜 경제적 영역이 제일 먼저 분화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그렇
게 복잡하지 않다. 굳이 맑스를 빌지 않더라도 인간 역사에 있어서 변화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면 그것은 기술의 후퇴 없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를 초래한 기술발전은
말 그대로 혁명적이었다. 이와 같은 기술의 혁명적 변화는 인간의 경제적 삶을 근본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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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놓기에 충분했다. 중세를 지탱했던 신분적 속박의 끈은 풍요를 추구하고, 부(富)를 갈망하는
인간의 속성을 제어할 만큼 그렇게 단단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속박의 끈은 다른 영역이 아
닌 경제적 영역에서 제일 먼저 풀렸던 것이다. 이처럼 독립된 사회체계로서의 경제체계는 그
자신에 고유한 작동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이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곳에서
는 신분도, 혈통도, 권력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경제적 수완에 의해서만 부가 생성
또는 분배된다는 것이다.
근대가 진행됨에 따라 이 최초의 분화는 또 다른 분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관
계도 질적 변화를 겪게되는데, 루만(Niklas Luhmann)의 지적대로 “전통적 지배”로부터 “근대
적 정치”로 전환되었다.(Luhmann 1989: 65-148) 독립적인 정치영역, 즉 정치체계의 형성은 그
결과물이다. 근대적 정치를 전통적 지배와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라이벌’의 존
재를 용인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슈미트(Carl Schmitt)는 그의 유명한 정치적인 것의 개
념 Der Begriff des Politischen이라는 소책자에서 정치를 “동지와 적의 구분”으로 특징짓는
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 때의 정치적 적은 결코 도덕적으로 단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정치적 적은 도덕적으로 사악할 필요가 없다. 그는
미학적으로 추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경제적 경쟁자로서 등장해서는 안 된다.”(Schmitt 1991:
27) 도덕으로부터 정치적인 것의 해방(분화), 이것이야말로 근대적 정치의 출발이다. 마키아벨
리(Niccolo Machiavelli)는 이러한 정치의 분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정치사상가였으며, 이로 인
해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분화를 통한 독자적인 체계들의 형성과정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다. 여기서 강조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화과정을 통하여 근대는 사회구조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삶
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분석은 초
기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주제였다. 즉, 꽁트(Auguste Comte)의 신학적 단계-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 스펜서(Herbert Spencer)의 군사형 사회-산업형 사회, 뒤르껭(Emile Durkheim)
의 기계적 연대 사회-유기적 연대 사회에로의, 퇴니스(Ferdinand Tönnies)는 공동사회-이익사
회 등등의 구분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른 묘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처럼 근대의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실증성, 산업성, 유기성, 이익성 등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베버(Max Weber)
가 말하는 “합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파아슨스(Talcott Parsons)의 “유형변수”는 이
른바 인간의 합리적 행위와 비합리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이론적 세련화 작업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분화론자들은 사회구조의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싸늘한 시선으로 관찰만 하지는
않았다. 초기 휴머니스트들이 공동체의 붕괴와 자유의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사회구조의 분화로 야기된 사회통합의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론자들은 휴머니스트들에 비해 훨씬 차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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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방이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보다는 “규범”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뒤르껭의 “도덕적 연대감”, 파아슨스의 “사회적 합의” 등은 규범을 토대로
사회통합을 설명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규범 자체를 분석의
주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다. 사회통합 즉 규범의 문제는 윤리학에 맡겨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베버의 진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합리화의 진전으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의 심화는 사회분화
자체를 도덕적 판단의 주된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즉, 도덕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가 도덕
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린 역설적 상황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더욱 더 도덕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철저한 기능주의이
고, 또 하나는 체계(또는 분화)를 부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근본주의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인간화 현상을 사회분화의 필연적 결과로 보는 비관주의이고, 마지막으로 들 수 있
는 것은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을 분리하여 상호보완을 시도하는 절충주의이다.
이른바 후기 맑스는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맑스가 초기의 인간주의적 관
점을 뒤로 한 채, 경제학 공부에 몰두한 배경은 사회분화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작업은 사회분화라는 현상이 근대의 필연적 결과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그 원인과 결과(주로 나쁜 결과), 나아가 그 극복방법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등장은 사회분화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것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본론 Das Kapital에서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연적인” 이라는 수식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지속 그리고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다는 것이다. 맑스가 말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과
학적”이라 함은 바로 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말한다.
그에 의하면 “소외”, “물신주의”, “사물에 의한 억압” 등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며, 이것은 또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등장하는 생산관계와 생산력
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혁명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등장하게 되
는 자본주의이후의 사회는 사회분화가 종식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분화가 없어지고
노동과 자본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 이데
올로기 Deutsche Ideologie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활
동영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영역에 임의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일반적인 생산을 규제한다. 이는 나로 하여금 오늘은 이것을 내
일은 저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사냥꾼, 어부, 양치기 또는 비평가라는 직업을 갖지 않
더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고 저녁에는 가축을 기르고
식사 후에는 비판할 수 있게 만든다.” (Marx 1983a: 33)
비관주의는 베버와 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목적합
리성”과 “기술합리성”의 증대와 지배는 근대와 더불어 시작된 필연적인 역사적 진행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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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술합리성의 지배로 인해 인간이 “철창에 갇힌 새”와 같은 존재로 추락하고, “새로운 종류
의 야만”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분화의 도도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카리스마에의 갈구”와 “비판”이라는 무기가 이러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에는 너무
나 약한 처방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가
초기의 철저한 맑스주의적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니체주의적 문명비판적 입장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유혹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혁명의 무기”가 실종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인지한 그의 마지막 선택은 계몽의 변증법
Dialektik der Aufklärung을 인류에게 경고하고, 그것을 병 속에 담아 망망대해에 던져놓는
것이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만은 잃지 않겠다는 한 비관주의자의 처절한 선택이
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희망의 불씨는 그것의 마지막 세대
로 여겨지고 있는 하버마스에 의해 새롭게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절충주의는 하버마스에 의
해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그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기술합리성의 지배를 필연
적인 역사의 진행으로 받아들인다. 즉, 자본주의와 관료제는 목적합리성 또는 기술합리성이 초
래한 돌이킬 수 없는 산물(체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 체계가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주요 기제라는데도 그의 선배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그의 선배들과는 달
리 사회분화의 결과로 비인간화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수단은 잘
알려진 대로 “커뮤니케이션적 이성”으로 무장한 공공영역 즉 “생활세계”의 체계로부터의 해방
이다. 이렇게 볼 때 생활세계는 체계에로 인간적인 숨결을 계속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분화
(체계통합)의 가속화로 점차 황폐해지는 사회를 인간화(사회통합)할 수 있는 생명 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생활세계는 보편적 규범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
다. 이렇게 볼 때 하버마스가 추구한 것은 사회분화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의 생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모든 사회구성원에 의해 합의된 규범만이 체계의 논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계(사회분화)의 극복을 결코 추구
하지 않는다. 이는 불가능하다. 그가 체계의 극복을 주장하지 않고 체계와 생활세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기능주의이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된 입장들이 체계통합과 사회통
합이라는 이중의 통합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을 기능주의는 간단히 해결해 버린다. 즉, 루만
으로 대표되는 철저한 기능주의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도덕 자체를 사회의 한
기능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루만에 의하면 근대 사회의 특징은 그 사
회구조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에 있다. 분화된 각 체계들은 자기들에게 적합한 독자적인
가치(코드)들을 생성한다. 이처럼 독자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기능하고 있는 체계들을 도덕적
인 가치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보편적인 규범을 통하여 사회를 통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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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시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
도 자체가 통합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도덕이 정치에 관여하면, 도덕이 법에 관여하면, 도덕이 교육에 관여하면 ... 정치도, 법도, 교육
도 ... 실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의 해체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루만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근대사회는 체계통합을 넘어선 어떤 다른 종류의 통합
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사회통합은 결코 사회외적인 요소즉 신, 도덕, 공동체, 선
험성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내적인 요소 즉 “의미”, “사회체계의 형성” 또는 “사회문화적
진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Luhmann 1981: 285)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분화와 체계의 형성을 필연적으로 보면서도 기
능주의를 제외하고는 휴머니스트적 관점을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다. “해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끝 무렵에 일어난 두 가
지 현상 즉,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도덕철학의 부흥은 이들 해방론자들을 양 극단주의 즉, 급진
주의와 비관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유토피아적 희망과 비관
적 절망으로부터 동시에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사회를 보는 눈은 절충주의와 기
능주의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있다.

Ⅳ. 잃어버린 것은 ‘낙원’인가 ‘패러다임’인가?
근대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분명히 뺏어갔다. 그 무엇이란 바로 통합, 더 구체적으로
휴머니즘적인(도덕적인) 통합이다. 문제는 이 통합이 복원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위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충주의를 포함한 해방론자들은 이는 가능할 뿐 아니라,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사람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 낙원
은 회복 가능할 뿐 아니라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방법은 입장마다 다르다. 차이
점은 이성과 감성에 대한 태도로부터 연유한다. 즉, 앞에서 본 대로 어떤 이는 이성을 통해, 또
어떤 이는 감성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떤 입장이 되었건 그들이
추구하는 낙원이 도덕으로 뭉친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오늘
날 지식사회에서 도덕에 대한 논의가 부흥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신을 배신하여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Paradise Lost and
Paradise regained).
그런데 문제는 도덕을 통한 사회통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도덕에
과연 그러한 힘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능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루만의 대답은 앞서 언급한 대로 결단코 ‘아니오’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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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도 사회의 한 기능에 불과하다는 그의 주장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회를 초-체계적으로 통
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에 의하면 잃어버린 것은 낙원이 아니라 패러다
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회복할 수도 없고, 회복할 필요도 없다. 해방론자들은 체계이성과 다
른 또 다른 이성 - 그것이 해방적이라고 불리든, 윤리적이라고 불리든, 커뮤니케이션적이라고
불리든 간에 상관없이 - 이 존재한다고 믿은 다음, 이 이성을 체계이성의 상위에 놓으려고 시
도하지만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루만은 해방은 이데올로기일 뿐이지 결코 사
회분석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이성에 근거한 하나의 패러다임은 이름 그대
로 유토피아, 즉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다 (Paradigm Lost).
근대를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낙원을 찾을 것인
가? 패러다임을 포기할 것인가? 이 두 입장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다. 물론 대세는
여전히 휴머니스트들의 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스캔들”2)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우주를 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할 뿐이다. 가
끔씩 우주를 쳐다보면서 인류 시대의 찰나적 성격을 반추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두 번째 이유
는 지식인의 속성과 연관된다. 스스로를 비판과 사회변혁의 주도적 주체로서 인식하면서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인은 그 강력한 무기로서 비판과 해방을 결코 버릴 수 없다. 낙원
은 잃어져야 하고 또한 찾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식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휴머니즘적 관점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하나의 이성
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른바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20세기말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은 따라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봉착한 딜레마는 그래도 여전히 사회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즉, 체계 내재적인 이성은 그들을 늘 웃으며 쳐
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사회는 나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
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사회는 여러 개의 이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의
영역 안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루만이 사회를 이제 체계-환경의 관점에서 파악
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아니 지식인의 이성도 그
중 한 이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과 이성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고 또한 늘 일
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사회는 인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택의 대상은 간단하다. 즉, 사회는 인간(의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것은 낙원인가, 패러다임인가?
2) 이 표현은 니체 평자인 튜르케(Christoph Türcke)로부터 빌려왔다. 튜르케는 인간중심적 즉, 이성중심
적 사고를 니체사상의 핵심중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는데, “프톨레마이우스 스캔들”이란 표현은 이를
빗댄 말이다. (Türcke 1989: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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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Perspectives on Modernity:
‘Paradise Lost’ or ‘Paradigm Lost’?

Suh, Young-Jo

This article explores and compares the two perspectives on modernity> the humanitarian
and the anti-humanitarian. The former employs such metaphysical concepts as freedom,
equality,

repression

and emancipation,

while

the

latter

prefers

such

sociological

terminologies as secularization, differentiation and systems.
Those two perspectives provide a fundamentally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odernity, which eventually leads us to have a conflicting
view on the relationship among man, society and history. According to the humanitarian
perspective, man has always longed for the paradise lost. In contrast, the anti-humanitarian
perspective argues that what was lost is the paradigm able to grasp the society as a
whole, not the parad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