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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Dissolution of Local Areas and Crisis of Living World

9월 5일(수) 13:00~14:50 / 국제회의실

인구 감소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지방 소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 공간과 주

민 생활세계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사회 위기의 의미

를 인문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The recent trend of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s a social condition that can 

accelerate the possibility of the extinction of rural communities, which, in turn, seriously 

threatens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space and living space for local residents. This 

session will examine such social crisi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and seek practical ways 

to overcom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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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재생산과 생활세계 재구성 방안 소고

김규원(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인구학에서 재생산(reproduction)이라는 용어는 한 개체의 번식(breeding)을 의미한다. 그런

데, 낳기만 하면 자연환경과 진화과정에 내맡겨두는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인간사회에서의 재생

산은 문자 그대로 ‘인위(人爲)’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인위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

간사회는 그 구성원의 지속적인 충원은 고사하고 사회질서 유지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그래

서 ‘사회화’라는 의도적인 인위의 과정을 통하여 존속 가능한 사회체제를 구축해온 결과, 우리 인간

들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고차원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근자에 이르러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이룬 나라일수록, 인구 재생산

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저출산·고령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지난 세

기 말부터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사회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심각한 수준

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인구절벽’ 현상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겠는가. 특히 거의 모든 자원들이 서

울 지역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수도권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고령화 추

세는, 곧 ‘지방소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1) 

실제로 지방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없기에 취업이 어렵다. 취업이 어려워 생계가 힘드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늘날 좋은 일자리는 고학력이나 자

격증을 필요로 하는 탓에, 교육을 핑계로 자기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지하듯이, 이

런 강요된 선택은 비수도권의 젊은 사람들한테 더 절실한 문제이다. 설혹 서울지역에서 직장을 얻

게 되어도 주거비 문제 해결은 부모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막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재생산의 주체인 젊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 자

체를 회피한다. 심지어 결혼하여도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간다. 실제로 자녀양

1)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75곳이었던 소멸위험 지역이 5년 사이에 89
곳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로 보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10곳 가운데 4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한겨
레신문, 2018. 8. 13일자 보도 참조).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에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광역시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데 모두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곧 지
방대도시의 경우에도 인구감소를 피해가지 못하는데, 그 주된 원인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서 찾는다(한겨레
신문, 2018. 8. 10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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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문제는 젊은 부부에겐 상상을 초월하는 고민거리인 것이다. 이처럼 혼인율이 낮고 또한 출산율마

저 낮으니까 신생아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다. 그나마 평균기대수명이 높아진 관계로 

지역인구수의 감소 추이는 완만하지만,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 시기에 접어드는 2~30년 후에는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서의 지방소멸은 명약관화한 사태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세계’가 문자 그대로 해체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벌써 지역에 따라서는 빈집이 늘

어나고 폐가마저 생기는 등 사회공동체의 와해가 이미 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역공동체의 물리적 붕괴보다 앞서서 나타난 것은 전통문화의 소실과 같은 정신적 

차원에서 전개된 지역정체성 혼란이었다. 그런 만큼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생활세계의 

위기를 벌써 겪어온 셈이다. 한 마디로, 지방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작은 생활세계의 중심에서 시나

브로 물러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변방으로 내몰린 처지에 놓여 있다. 

생활세계라는 용어는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에서부터 주목받은 것이다.2)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화 과정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내부 분화를 겪게 되어 현대사회는 ‘체계’와 ‘생활세계’로 양분된다. 

체계는 경제체계와 행정체계로 구성되고, 생활세계는 사적영역과 공공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대화의 

진전과 고도화는 기능적 효율성을 강조함에 따라 체계의 복잡성과 강제성을 증대함으로써 점차 합

리적인 의사소통의 확장을 가로막게 되어, 곧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병리현상을 야기한다고 본다. 

체계가 생활세계를 강제적으로 포섭하는 것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부른다.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하면, 체계의 과도한 발달로 인해 생활세계의 일상적 실천이 위협받거나 파괴당하는 형

태를 말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식생산의 제도화에 의한 전문가 집단의 문화가 일반인의 문화적 생

산이나 참여를 차단함으로써 초래되는 생활세계의 문화적 빈곤 또는 문화적 의존 상태를 말한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체계의 기능혼란이나 기능상실 문제를 마치 생활세계라는 하부구조의 탓인 양,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상징적 재생산 영역의 혼란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하버마스한테 신

사회운동은 바로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의 관점

에서 보면, 과거의 계급투쟁이나 권력투쟁은 주로 체계의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반

면에, 신사회운동은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의사소통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된 사회갈등이 

분배의 문제에서 발화되기보다는 문화재생산이나 사회화 분야에서 점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견해에 따르면,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근대적 가치를 전승하면서 부정적인 

근대화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자율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연대와 상호주관성에 입각한 토론

2) 하버마스(Jϋrgen. Habermas) 지음,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1,2, 나남출판사, 2006.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17

정치를 활성화하는 길이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차단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하지만,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자들은 신사회운동의 목표가 근대적 이성과 계몽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의 행위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근대화 기획 자체에 

대한 회의와 성찰을 통하여 서구적인 근대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지지를 담보할 

수 있지만,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월경하지 않으려는 점에서 

실천적 측면의 보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위기 국

면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은 단순히 체계에 대한 저항 차원에 머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

으로 자기완결적인 해방의 생활세계를 구축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우리의 과제는 하버마스가 발견한 생활세계가 지닌 저항의 잠재력을 어떻게 해방의 잠재력으로 

전환시키고 또 그것을 제도화하여 새로운 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이다. 구태여 기존의 체계를 전복하

려고 저항할 것 없이, 곧바로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지역민 주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체계

의 등장을 유도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체계와 생활세계를 적대관계로 설정하기보다는 뫼비우스 

띠의 앞면과 뒷면처럼 상호 유기적이고 연동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고 싶다. 그러면 체

계는 저항 또는 전복의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장기 진지전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병참기지처럼 

활용 가능할 줄 안다. 

현실적으로 진단하면, 자급자족의 지역공동체의 생활세계를 파괴해온 주범은 ‘돈(화폐)’과 ‘권력’이

다.3) 자본주의는 이러한 경향성을 세계체제 차원까지 확장시킨 경제적 이념이다. 사회주의 이념은 

이에 대응한 ‘체계’적 차원의 저항 원리에 해당하는 바, 세계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의 상대가 되지 

못한 것이 역사적 실례이다.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시키기보다는 오

히려 전통적 생활세계의 형태를 적극 파괴하는 일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적극적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하여 전통적인 생활세계는 봉건적이고 수구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라는 체계에 적합한 새로운 생활세계를 위에서부터 아래

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목하였던 것이다. 이런 방식에 저항하면 곧 반동분자에 해당하였다. 아무

튼 ‘돈’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고 ‘권력’의 위세에 과잉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신

3) 하버마스의 견해에 따르면, 체계와 생활세계는 원래 하나의 사회적 통일을 이루었으나 계급사회로 진화하면서 
분열되어, 각자 자율적인 통합구조를 발전시켰다. 정치경제적 체계는 권력과 화폐의 매개를 통한 도구적 합리성
에 의해 효율성을 증진시킨 반면에,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장하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
화 과정에서 결국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진행되고 만 것이 역사적 현실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
면, 권력과 화폐의 체계 규제적 구조가 점차 신자유적의적 시장원리와 중앙집권적 국가 개입의 기제를 통하여, 
생활세계의 상호이해와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구조를 무력화한 것이 저간의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근대화 
및 세계화 과정이었다고 진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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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였는데, 결국은 그 체계의 위기까지 맞이하고 말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달러라는 미국화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달러가 세

계경제체제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이후 주변부에 위치했던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산업정책을 통하

여 개발도상국을 지나 어느새 선진국 진입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물질적 생산 토대뿐만 아니라 

상부구조에 해당한 문화역량이나 연구개발 수준에서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러한 성취의 이면에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문제가 감춰져 있는 셈이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인구 재생산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인구 재생산에 소요되는 자원

들이 거의 모두 ‘돈(화폐)’으로 구입해야 해결 가능한 세상이다. 아이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검진은 필수 사항인데, 이런 전문병원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돈(화폐)’을 필요로 

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비용이다. 신생아의 출산과정에도 과거 전통사회

에서는 산파 경험이 많은 동네어르신이 돈의 대가 없이 조산(助産)하였다. 지금은 산부인과의 출산

비용뿐만 아니라 전문조산원의 조산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각종 

검진을 받고 예방주사도 받는 등 정기적인 병원출입을 하면서 그 비용을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 심

지어 유아를 키우는 데 필요한 각종 장구나 의복까지 고가의 지불 대상이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에 아이 하나 키우는 비용은 ‘돈’이라는 경제적 자산인 것보다는 ‘도움’이라는 사회적 자본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 젤리저의 개념을 빌려오면,4) 과거의 인구 재생산은 ‘관계 꾸러미(relational 

packages)’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저비용고효율’의 체계가 생활세계에 배

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인구 재생산은 ‘고비용저효율’의 체계에 의하여 당

사자들의 생활세계를 억압하고 포획해버린 것이다. 물론 기형아 출생을 예방하고, 영아사망률을 낮

추고 하는 등 고비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려는 주장을 펼칠 뜻은 추호도 없다. 다

만 전문가 집단의 이론과 경험으로 구축된 체계에 의해서 일반인의 무지와 불안을 토대로 일방적

4) Zelizer, Viviana(2012). “How I became a Relational Economic Sociologist and What does that Mean.” Politics & 
Society 40(2), 145-174. 여기서 젤리저는 이전에 자신의 책(The Purchase of Intimacy[친밀성의 구매],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에서 소개한 ‘관계 작업(relational work)’의 개념을 진전시켜서 ‘관계 꾸러미(relational 
packages)’ 개념을 내놓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관계를 구별 짓는 과정에 참여하는데, 각각
의 독특한 사회관계의 범주화를 위해 스스로 이름을 짓거나 관행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사이의 경계선을 세운다. 
그리고 해당 경계선 안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독특한 이해방식을 설정한다. 예컨대 경제적 거래관계에서, 관계 
작업은 해당 경제적 거래관계를 활성화하는 어떤 매개체를 채택하거나, 다른 거래관계는 부적절하다고 금지시키
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 관계 작업의 개념을 연구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작적 정의’로
서, 관계 꾸러미는 독특한  대인간 유대, 경제적 거래, 매개체, 상호 협의된 의미 사이의 여러 조합들로 구성된
다. 그리하여 경제생활의 다양한 부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유대와 경제적 거래, 그리고 교환의 매개체
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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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거의 생활세계가 해체 당함으로써 발생한, 오늘날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현상에 관심을 촉

구하려는 의도를 지닐 따름이다. 관건은 왜 오늘날 젊은 세대가 자녀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와 

부담스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돈(화폐)’이라는 매개체 못지않게 인구 재생산 위기에 관련되는 것이 ‘권력’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는 남성우위의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굴종과 희생을 강요하는 생

활세계였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가정 내 지위나 사회적 위상이 많이 상향 이동한 셈이지

만, 성불평등은 여전히 여성한테 불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성불평등이나 성차별적 현상은 남

녀 간의 권력 차이에 바탕을 둔다. 베버의 표현대로, 권력은 ‘일방이 타인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권력은 단

순히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 집단 사이에 관습과 관행뿐만 아니라 법제도 면에서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

이다. 육아, 취업, 이혼, 성폭력 등 인구 재생산과 연관된 많은 사안들을 우리 사회가 해결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이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로, 넓은 의미에서 인구 재생산에 해당하는 사회화 과정, 좁게는 교육제도에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일자리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돈(화폐)’과 ‘권력’이라는 

체계의 전유물이 생활세계를 억압하거나 와해시키는 면을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짚어볼 수 있다. 

예전의 지역공동체 사회에서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전체 공동체 일원이 간여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줄 안다. 낳은 부모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구성원에 속하는 어른들(조부모, 고모, 삼촌, 이

모, 외숙모 등)을 포함한 일가친척, 그리고 한 마을에 같이 사는 어른들은 모두 다 한 동네에서 자

라나는 아이들의 사회화 주체(agents)였다. 그러다가 근대 제도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점차 학교가 

주된 사회화 기관(agency)이 되었다. 하지만 좋은 직장 취득과 배우자 만남에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사교육까지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유아시기, 심지어 그 이전의 태교부터 이른바 ‘명문대

학’ 진학을 위하여 각종 영재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자녀를 위한 학비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져만 온 것이다. 이러한 ‘돈’의 위력에 대하여 세칭 “조부모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

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명문대학 진학의 필수요건”이라는 말이 나도는 지경이다. 

학교성적 지상주의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다. 인성은 나빠도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듯이 키우는 것은 잘못된 사회화 방식이다. 학교시험 핑계로 집안의 경조

사와 동네의 대소 행사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키우는 것 또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물림되지 않은 집안의 전통은 더 이상 해당 자녀의 가족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삶의 지향성을 달리함으로써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데, 이 또한 ‘권력’ 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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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해준다는 부모의 메시지는 자녀들한테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신장시키는 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마치 공부 좀 한다는 것 자체를 유세하는 것처럼 처신하

는 것이다.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학교 성적 향상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교사의 권위마저 실추

시키고 신뢰를 상실케 하고 있는 실태이다. 학교는 더 이상 인생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관리 및 부여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생활세계는, 각종 정부지침이라는 공권력을 지닌 체계가 줄곧 행사한 제도적 폭력에 의해 식민화되

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만 것이다. 인격도야, 건전한 시민 육성 등 철학적인 교

육목적을 내세울 것도 없이, 취업이나 배우자 만남과 같은 세속적인 교육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실업률에서 차지하는 신규대졸자의 실업률 비중이 커진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대학졸업 이후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시대는 지나간 셈이다.

이와 같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돈도 잃고 권력도 잃고, 심지어 명예도 잃어버린 것이 대부분의 기

성세대이다. 이러한 자녀세대 일부와 기성세대가 함께 하는 지방의 지역사회는 인구 재생산 위기, 

나아가서는 생활세계의 해체라는 사회문제를 떠안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민들은 자기이익을 대변해

줄 세력의 부족(지역에 따라서는 부재) 문제를 겪고 있다. 예컨대 계속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국회의

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인근 지자체와 통합되고 있다. 단일 선거구 내에서의 지역갈등 해소가 쉽

지 않은 구도가 자리 잡아가는 편이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생산노동에 참여할 인

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협소하여 소비시장마저 와해 단계로 접어든 지역이 늘어가고 있

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 문제를 낳게 된다. 또한 주거시설의 낙후와 

각종 기반시설의 훼철, 그리고 복지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서비스 실종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른다. 게다가 학령아동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학교통폐합이나 폐교 등 교육공동체의 해체는 지역

문화 전승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만다. 이처럼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문제의 원인을 그동

안 지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돈(화폐)’과 ‘권력’을 잘못 활용해온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문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가를 짚어볼 차례이다. 미리 강조하건대, 

정답제시가 아니라 함께 고구해야 할 화두 제시에 가깝다고 본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회피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구조에서는 자의반타의반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생활세계에서 동원 가능한 ‘돈(화폐)’과 ‘권력’을 그러한 선택지를 구성하는 데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돈(화폐)’과 ‘권력’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용방향이 잘못된 것이

다. 아무리 인간사회에서 돈과 권력이 문제를 낳는다고 해서,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배제하거나 권

력을 해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소재는 돈과 권력과 직결되어 있지만,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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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돈에 휘둘리지도 권력에 아부하지도 않은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해결의 모범적 사례를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과거 전통

사회의 지역공동체에서는 돈과 권력이라는 매개체가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사회관계에 별

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5) 돈과 권력이 행세하지 못한 그러한 생활세계는 인의예지

신(仁義禮智信)을 정신적 수양덕목으로 삼고 경(敬)을 사회관계의 구성적 수행원리로 강조한 체계

와 정합성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다.6) 

낳는 것도 긴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은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어린 세대를 잘 키우

는 일부터 시작해 볼 일이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자식 낳을 마음을 챙길 수 있을 터이다. 그렇다

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 세대(이상적으로는 학습 가능한 구성원 모두)를 잘 키우

는 일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돈(화폐)’과 ‘권력’을 끌어 모아야 할 성싶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54조원이라는 국가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었지만 그 결과는 청와대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7) 무엇이 잘못되었

는가는 전문가마다 진단이 다를 줄 안다.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문제와 연결 지어 보자면, 그 정

도 예산을 ‘지방대학 살리기’에 투입했더라면 일자리 창출에 활로가 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

쉬움이 든다. 지방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은 농축업 등 1차산업과 중소규모의 제조

업 등 2차산업이 주종을 이룬다. 3차산업인 서비스 직종은 음식숙박업, 공무원, 그리고 학교관계자 

정도이다. 정부가 전형적인 지방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정규직 등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공무원과 학교기관 정도이다. 그 외의 산업분야는 ‘공급과 수요의 매치’라는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두어왔다. 이

는 투자효율성과 생산성증대에 주목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만하다. 그렇지만 장기적 전망에서는 분명한 

5) 물론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돈을 중시하고 권력을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가부장제적 신
분질서와 유교적 사회질서는 남녀노소 간, 양반서얼 간, 사농공상 간, 빈부 간 등 나름대로의 위계서열과 사회불
평등을 꾸준히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돈과 권력에 의존한 생활세계는 예외적
이고 사회구성원 가운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지나칠 경우는 분명히 일탈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전통사회에서는 현대사회에 비해서 충효와 권선징악 중심의 도덕적 규범이 돈과 권력보다 더 사회화 과정을 지
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전통사회는 체계와 생활세계가 미분화된 상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체계와 생활세계는 구분되어 자율적인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근대
화 과정은 압축적으로 진행된 탓에,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화되자마자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진행되
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이지은 기자, “54조 퍼부었는데..‘천수답 정책’에 일자리가 떠내려간다”, 「아시아경제」, 2018. 8. 1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7111740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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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내포하는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그 대신에 학교기관, 특히 지방소재 대학기관에서의 일

자리 창출은 고등교육의 특성상 장기적인 전망에서 투자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일자리는 결코 단순반복적인 노동의 집행기능을 기반으로 

창출될 수 없다. 노동의 구상기능을 차지하는 창의적인 활동과 대인관계의 공감능력이 중요한 일자

리들이 인공지능보다는 이에 숙련된 전문인한테 적합하다. 그런 만큼,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에 종사

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강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해당한다. 

선진국의 유수 연구중심대학에서 확인되듯이, 연구조교, 박사후연수생(Post-Doc.), Technician, 

Consultant, Data Librarian, Secretary 등 연구책임교수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이 많다. 이들 

인력 가운데 나중에 대학교수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수많은 Think 

Tank의 인력으로 충원되어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자

리에 종사한다.8) 이런 인력들이 전통적으로 1차산업이었던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을 6차산업

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동력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

전이 곧 해당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기반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조기정년 세대까지를 주 대상으

로 하는 지속가능한 학습사회구축을 위해 돈과 권력을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세계의 구성이 가

능할 것이며, 그 자연스런 귀결로서 지역사회의 인구 재생산이 자리 잡을 것이다. 지방소재 대학생

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 더 나아가서는 기혼자 학생들을 위한 생활숙소를 무상 제공하는 일부터 시

작하기를 제안한다. 사족을 붙이면,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준에서도 대학의 지역사회기여도 평

가항목을 필수요소로 하여, 대학이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는 수도권집중과 중앙집권 체제라는 ‘체계’에 의한 분할경쟁체제가 ‘생

활세계’를 지배해온 결과, 인구 재생산 위기로 인한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그리고 한 지역 안의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공유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생활세계를 재구성할 때

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고유한 지역정체성 정립과 다른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체제 안에서 다양한 작은 중심들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지방소멸을 면하는 길이다.

8) 선진국에서는 부자들의 사회적 기부행위 가운데 문화재단이나 연구재단 설립을 들 수 있으며, 중산층에서도 사
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상속하기보다는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에 기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역시 
대학생 이하의 학생들한테 기증하는 장학금 확충 못지않게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들을 위한 기부행위가 절실
한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민간주도의 Think Tank가 많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대에 걸맞
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만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23



24

 발표자 정보

성    명 고경환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 직 위 선임연구위원(1급)

이 메 일 khgho@kihasa.re.kr

전문분야 복지정책,�복지재정,�복지경영

학   력
-�성균관대학교 박사(사회복지학)

-�연세대학교 석사(경제학)

경력사항

-� 2015.� 8.�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 

-� 2018.� 1.� ~�현재  기획재정부「보조사업평가단」위원

-� 2017.12.� ~�현재  한국철도공사 정보화자문위원

-� 2017.� 1.� ~� 2018.2�한국복지경영학회 회장

-� 2017.� 9.� ~�현재  통계청,�국가통계 위원

-� 2016.� 5.� ~�현재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정책위원

-� 2014.12.�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정책부문 자문위원

 발표 정보

발표제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다층적 이해

키 워 드 인구감소,�지방소멸,�고령화 저출산,�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25



26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27



28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29



30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31



32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33



34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35



36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37



38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39



40

 토론자 정보

성    명 김형수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호서대학교 대학원

현 직 위 교수

이 메 일 kimhs@hoseo.edu

전문분야 노인문제 및 복지

학   력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사회학 박사)

경력사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주요 학회 이사

-� University� of� South� Florida-Tampa(초빙교수)

-� University� of� California� State� University-Sacramento(초빙교수)

 발표 정보

발표제목 지방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키 워 드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41



42

 토론자 정보

성    명 박승희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영남대학교 

현 직 위 교수

이 메 일 bround33@ynu.ac.kr

전문분야 현대문화

학   력
-�영남대학교 문학석사

-�영남대학교 문학박사

경력사항

-�현)영남대학교 교수

-�현)대구경북학회 부회장

-�현)한국스토리텔링학회 이사

-�현)한국지역문화콘텐츠학회 이사

-�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발표 정보

발표제목

키 워 드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43



44

 토론자 정보

성    명 박찬용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안동대학교

현 직 위 교수

이 메 일

전문분야

학   력

-� 1988.� 09~1992.� 07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IEP� de� Paris),�경제학 박사

-� 1986.� 09~1988.� 07 �프랑스 파리고등사회과학원(EHESS� de� Paris),�경제학 석사

-� 1986.� 09~1988.� 07�프랑스 국립통계경제행정대학원(ENSAE),�경제학 석사

-� 1979.� 03~1984.� 02 �성균관대학교,�경제학 학사

경력사항

-� 2003.� 09~현재 �국립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08.� 08~2009.� 08 �미국 국무부 Fulbright�교환교수(뉴욕주립대 경제학과)

-� 2004.� 01~2006.� 12 �행정고시 경제학/재정학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 2003.� 10~2004.� 05 �세계은행(World� Bank),�경제정책 컨설턴트

-� 2001.� 10~2003.� 03 �아시아개발은행(ADB)�경제 컨설턴트

-� 1999.� 07~2000.� 12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1996.� 12~2003.� 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1995.� 12~1996.� 12 �삼성경제연구소(SERI)�수석연구원

-� 1993.� 03~1995.� 11 �국제노동기구(ILO)� Geneva本部 Economist

-� 1991.� 11~1992.� 07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연구원

 발표 정보

발표제목

키 워 드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45



46

 토론자 정보

성    명 최정수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대구경북연구원

현 직 위 연구위원

이 메 일 choi@dgi.re.kr

전문분야 문화(산업)정책,�지역개발

학   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 (지리학박사)

경력사항

-�현 한국지역지리학회 이사

-�현 세계트리플힐릭스미래전략학회(WATEF)�이사

-�전 경북전략산업기획단 선임연구원

 발표 정보

발표제목

키 워 드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47



48



| 인문가치 실천 3 |
지방 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