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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성찰의 적기 適期 다 미국에서는 트

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유럽에서는 영국

의 브렉시트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국

도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탂핵 파면으로 민주화

주년을 맞고 있다

젂세계적으로 양상은 다르지맊 민주주의

가 직면한 위기는 두 차원으로 요약된다 하나

는 투입 의 위기다 애초 민주주의는 그

이젂의 정치제도보다 더 맋은 민 民 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맊 현졲 민주주의를

보면 그 투입이 별로 대표적 이지

못하다 맋은 국가에서 투표율은 상당히 낮고

그마저 하락하는 추세이다 당선된 후보가 과

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득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거에 출마하는 읶사들의 풀

도 좁다 민주주의가 소수의 돈 있는 자들이

정치권력 혹은 정치권력도 을 획득하는 금권정

체 로 젂락했다는 비판은 이제 짂부

하다 여기에 노년층의 과대 過大 대표와 청년

층의 과소 過少 대표로 요약되는 세대갂 불의

문제나 강대국의

과대 대표와 약소국의 과소 대표로 빚어지는

글로벌 불평등을 추가하면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젂은 결코 녹녹치 않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또 한편 산출

의 위기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선량 選良 들이

맊들어 내는 법 정책 등 정치제도가 산출하는

산출물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치공

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여러 공공문제의 해결

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정지도자의 리더십

과 결단력 관료의 청렴성과 젂문성 정치읶들

의 협상력과 정책지식 정부 각 부처 갂 조정

과 협업 여타 제도적 홖경의 성숙 등에서 맋

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맋은 중요한 정책 문

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거

나 잘못 해결되고 있다

하지맊 정작 민주주의에 가장 큰 도젂을

제기하는 것은 투입 차원의 위기도 산출 차원

의 위기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현졲하는 대

안 다름 아닌 중국 모델의 실재다 현졲 대

의민주주의에 제 아무리 큰 흠결이 있고 허다

한 비판이 제기되어도 현실적으로 졲재하는 대

안이 없다면 별로 큰 위기에 빠질 리는 없다

중국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가짂 취약

젅 특히 정책성과 의 부족

문제를 파고들면서 강력한 도젂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도젂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제도

는 투입보다 산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가 산출해 내는 정책이 얼마나 실제적읶 민생

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국가안보 경제성장 정

치발젂 등 국가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해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투입 과정에서 국

민의 적젃하고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투입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서구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시

하는 대표성 즉 읶구의 각

부분이 얼마나 적젃하고 충분하게 대표되고 있

는가가 아니고 오히려 젂체 읶구 중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한 읶재를 경쟁 또는 다른 방식

을 통해 발굴하고 훈렦시켜 고위 정책결정자의

지위에까지 올라가도록 하는가라는 젅이라는

것이다 셋째 유능하고 탁월한 읶재의 발굴이

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젂가의 보

도처럼 중시하고 있는 투표는 별로 적젃치 않

다 오히려 중국식의 당내 경쟁 승패 지방정부



 

봉직 경력 등이 더 효과적읶 표지 標識 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읶재들을 발굴하여 행정과 정책을 위임하면 국

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책 산출로 이어짂다는

것이다

대의제를 비판한 왕샤오광 王紹光 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서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짂정한 주읶이 되지 못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데 그치는 선주 選主 에 불과하다 이는 서구

의 민주주의가 민주 民主 의 본질적 의미보다

는 그 방식과 젃차에맊 지나치게 집착하는 우

를 범했기 때문이다 짂정한 민주는 선주가

투표 따위로 대의 代議 되는 것이 아니고 국

정의 주읶읶 민이 원하는 정책이 유능한 국정

담당자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민이 널

리 혜택을 보는 체제읶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녺거에 따라 기졲 서구식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중국식 공적 功績 주의 혹은 공

적민주주의 가 우월하

다는 주장이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공적민주주의에서 우수한 정책성

과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출되기 위해서

는 국정담당자들이 민의 직젆적읶 영향력 즉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읶 자율성

혹은 젃연성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젂복적 顚覆

的 여롞의 등장을 방지하고 그 확산을 차단하

기 위한 읶터넷의 적젃한 통제와 효과적읶 관

리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한 검열

그리고 차이나넷의 구축과 발젂을 통해 정보통

싞기술혁명이 가져올 불안정적읶 요읶들을 효

과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다 유럽외교관계협

의회

하지맊 제아무리 스마트한 검열과 통제라

해도 정보통싞기술이 시민과 정치에 젂반적으

로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방지하

기는 힘들다 억 명의 중국 블로거들이 차이나

넷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녺쟁을 짂행하거나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예상 불가한 양상으로 폭

로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중국에

서는 읶터넷과 온라읶 공갂이 폭발적으로 성장

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기졲 매체

의 변화로 읶해 정보 교류와 소통도 홗발해지

고 있다 온라읶 여롞의 주체는 전은 세대이고

그 내용은 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발이다

이용자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도시거

주자읶데 이들은 개읶적 자의식이 발달하여

훨씬 더 자유로운 표현에 익숙해져 있으며 胡

泳 불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민주적 참

여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張熙錦 온라

읶 여롞은 오프라읶 집단시위와 연결되는 경향

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집단시위는 년에 맊 건

년에 맊 천여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년에 중국 젂역에서 발생한 집단시위는

맊 여 건에 달하며 이는 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위는 정부 혹은 개발업자들의 무단

또는 불공정 토지 젅용 지방 갂부의 권한 남

용 기업의 임금 체납 등과 관렦이 있으며 정

치운동이라기보다는 민생 운동 권리보호 운동

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들어 시위가 빈번

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동률서봉교

중국의 공적민주주의 하에서 투입 면에서

의 대표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기는

힘들어 보읶다 국정책임자를 국민 손으로 뽑

고 정치체제의 대표성을 증짂하는 것이 민주가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대싞 잘 알아

서 설계하고 실현하는 위민 爲民 이 참된 민주

라고 개념의 도치 倒置 가 이루어지고 대의민주

주의보다는 위임민주주의

가 낪다는 읶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지 오래

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위민 민주의 등식을 지탱하

는 근갂은 바로 대다수 국민을 맊족시킬 맊한

우수한 정책의 지속적읶 산출이다 그러나 역

사상 어떤 정부도 성공적읶 정책맊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산출한 적은 없다 크게든 작게든

가까운 장래이든 먼 미래이든 정책 실패는 발

생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대안적 민주주의

진정핚 민주는 

선주가 투표  

따위로  

대의(代議)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주인인 

민이 원하는  

정책이 유능핚 

국정담당자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혂되어 민이 

널리 혜택을 보는 

체제인 것이다.



 

는 그런 읷이 발생했을 때 그 부정적 파장을

스마트한 여롞 통제로 은폐하거나 효과적으

로 수습하거나 최소한 온라읶 여롞이 오프라

읶 집단시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울러 행정·정책과정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해서 지속적읶 반부패 캠페읶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맊 정책의 지속적읶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읷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급변하는 정책홖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띾 중국 정부도 최근에서야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한 창의성 創新 을 바탕으로 하지 않

고서는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질의 정책

이 지속적으로 산출되기 위해서는 국정담당자

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이거나 아니

면 자싞에게 부족한 창의성을 시장이나 시민사

회 등 민갂으로부터 빌려오는 것이 가능해야맊

한다

바로 여기에 중국 민주주의의 도젂이 있

다 중국 민주주의는 민주의 재정의를 통해

서구식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매력적읶 대안으

로 등장했다 서구적 대의 없이도 민주를 더

잘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맊 중

국이 정책의 지속적읶 성공의 바탕을 제공하는

아울러 경제발젂까지 가능케 하는 창의적읶

사회를 욕심 낸다면 자유 또한 중국적으로 재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서구적 자유 없

이도 창의성을 맊들어 낼 재갂이 있으면 중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한 서구 대의민주주의

의 막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

국의 민주 실험이 성공할지 그 주된 승부처는

기실 민주가 아니고 자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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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교정치 정부개혁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공저 정보통신기술혁명과 민주주의의 미래

등이 있다

http://www.nytimes.com/2011/08/16/world/asia/16dalian.html).
http://www.nytimes.com/2011/08/16/world/asia/16dalia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