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유럽 연합의 위기 - 대응, 위르겐 하버마스, 2016. 10. 26
형이상학을 다룬 국역된 '하버마스'의 저서를 본 적 있었다. 번역 상의 '번짐 효과' 때문였을까, 통일성과 다변성으로 모든 사태와 현상을 설명하는 '하버마스' 철학에 약간 실망도 느꼈지만 이후 그가 평소 삶이나 생활도 '칸트'처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감동받았다. 사실, 번역에서의 낯섦보다도 읽기 전에 ‘테오도르 아도르노'나 '레비 스트로스'와 같은 여행적 설명(itinary)을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더구나 본저에는 그의 장기인 ‘내면부터 다뤄서 세계와의 관계 형성하기’를 이끄는 논증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영어로 출간된 본저를 보면서 ‘철학자인 그를 누가 '유럽 헌법'을 공증하는 자리에 초대해 '공증인의 '컴파일러'로 만들었을까?’, 놀라운 느낌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서를 읽는 동안, '지면의 한정 때문일까, 몹시 서둘러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인데 오직 어떤 가설의 결론들과 또다른 가설들의 결론들만을 췌록(surmise)해놓은 건조한 글의 구성은 그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저 무미건조한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저작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한 권처럼 보이게도 한다. 여기서는 여태까지 그의 철학 내면이나 기획(enterprise)보다 그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위기와 해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며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요구되지만 본저에서 다루지 않은 유관 개념들을 정리해 봤다.
명문화 하지 않은 유관 개념들이나 주제들:
1. 정체(regime)-국체(polity)와 대통령 제도, 2. 근대 민족 국가와 국가 형성 과정, 3. 사회 민주주의와 세속화 문제, 4. 체제 이론, 또는 ‘기계적(mechanical) 다원주의’, 5. '뉴튼'적 세계관과 '브렉시트', 6. 북대서양 방어 조약(기구)의 확장과 미국화 현상, 7. 지리 정치학, 민속학, 동방주의(orientalisme)와 동방 교회 외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개념들이나 주제들:
1. ‘유럽’ 법원(ursprung von jura)의 고유성과 국가 '아우라(aura)'의 부재: 법철학, 2. 과도적(transitional) 민주주의와 연방 대통령제의 상충: '유엔'과 미. 연방제 참조, 3. '마흐트리히' 조약, '리스본' 조약에 의한 통합과 그 후 ‘통합된’ 세계, 4. '보나파르티즘'과 ‘바이마르’ 헌법, 지정학적 'EU' 계속적 확대, 5. 'EU' 의회, 집행 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구성, 6. 인권 신장 발로인 다수주의(Democracy) 체제와 정통성, 7. 전지구적 경제, 국가, 자원-인구 활동과 금융 위기 외
'하버마스'가 그의 통찰력 있는 사고-판단을 거쳐서 본 저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 '민주주의와 더 나은 '유럽'의 미래'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본저의 지면 한계상 아쉬운 것은 '유럽' 정체성을 보호하며 민족-국가들을 통합하는 노력의 연장에서 혼란과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요약한 설명들 가운데, 경제 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응 속에서 '유엔'(헌장)이나 미. 연방 헌법보다 더욱 훌륭한 'EU' 헌법의 존재가 마치 '유럽' 통합의 필요 충분 조건인 양,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저에서 그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피레네' 산맥이 선물한 각국의 정체성, 정치 '엘리트'(들)의 존재, 통합 조약 이후의 세계와 혼란, 정통성의 조건들, 인권과 권능의 결부를 경시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른 저작과 달리 전문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유럽' 헌법’보다 그가 본저의 뒷편에서 다루고자 했던 보편적 인권 사상에 관하여 그의 내면을 담아서 책의 증간을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