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열사회 정치폰서성 

1 옐 멜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한 방법은 다른 나라에 없거나 희귀한 특수한 한국 

의 조건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단일 사회’ 라는 특징을 지닌다. 같은 자연 환경 

과 동일한 역사를 지닌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은 한 

국의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에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안정성이라는 속성 

들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멀리는 조선시대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나타 

나지만，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들 

은 한국의 정치 발전， 곧 민주주의의 심화와 제도화에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 

하기도 하다. 세계화와 외국인의 유입으로 단일사회적 조건에 변화가 올 수 

도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과제는 이런 요 

소들을 정치 발전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주제어·단일성，획일성，집중성，응집성，안정성 

I. 머리맡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 그 가운데서도 주로 미국 정치학 

의 분석 방법과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되어 왔다. 보편성을 전제한 그런 분석들은 

한국 정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서양 이론으로 설명되 

기 어려운 특수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지라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한국의 특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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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러한 특수 상황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연구는 주 

로 정치문화론 분야에서 나타났다. 설문 조사를 똥해 한국인들의 정치 문화의 특 

정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는 방법론 

상으로는 이른바 ‘한국적’ 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 정치 

문화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권위주 

꾀나 가부장주의 등 유교적 전동을 부각시킨 연구들이 많았는데 ,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적 가치관， 탈물질적 가치관 응을 확인하기도 한다(어수영 1997; Shin 1994). 

정치 문화 분야가 아닌 쪽에서 나타난 한국의 똑특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관심 

은 주로 분단 상황에 대한 관섬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 

향을 전변에 내세워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김영명 

2006) . 

이 논문에서 글쓴이는 위 연구들에서 포착하지 못한 한국의 독특한 현실에 착안 

하여 그것이 한국5걱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 

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단일 사회’ 라는 조건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구체적으 

로 한국 정치에 어떤 특정을 부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이 처한 단일 사회 

책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 대화 차원에서 거룬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국 사회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유교 천통이나 분단 상황 못지 않게 이 조건띠 한국 정치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요인이 중요한 또 하나의 까닭은 앞의 요인들과는 달리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딴국적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적인 영향씌 성격과 그 발현 분야는 각 요 

띤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한국 정치의 형성에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관심과 비슷한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주한 미 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낸 바 있는 그레고리 헨더슨은 1960년대에 이미 한 

국에 대한 ‘소용돌이 정치’ 론을 전개하여 우리의 관점과 비슷한 관심을 보였다(헨 

더슨 2000) 이 책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국 정치 연구의 한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연구를 이어받거나 아니면 이를 활발헤 비판하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기이하다. 아마 그가 본격적인 학자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 

나 싶다. 사회학자 임현진은 헨더슨의 분석에서 힌트를 얻어 한국 사회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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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사회’로보고 ‘단극성’， ‘작은사회’ 등의 표현을사용하여 단일사회와비 

슷한 착안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임현진 1999). 

단일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학계나 평론계에서 ‘동질성’ 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이것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학술적이든 비학술적이든 

체계 있게 언급한 적은 없다. 동질 사회와 이질 사회의 정치사회적 차이에 대한 연 

구가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흥미롭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이 

런 주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관섬 밖이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사 

회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두드러지는 나라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아니 , 실제로 일본은 동질성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한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과 일본에 관심 있는 서양인들은 일 

본을 서양 사회와는 다른 동질 사회로 파악하고 일본인의 특성을 구명하려는 ‘일 

본언론’ 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종적 사회 개념 

(나카네 1996)과 대외적인 폐쇄성에 대한 강조였다(볼페렌 1991) . 일본인과 그 역 

사의 동질성이 일본 안의 수직 질서나 밖으로의 폐쇄성을 만들었다는 주장들이 

다 1) 위 두 연구는 각각 그 당시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본학 연구에 불을 지 

폈다 이에 대응되는 사회과학에서의 한국학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 

쉬운 일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본의 특징들은 상당 부분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도 한 

다. 그만큼 한국의 정치 · 사회 문화와 일본의 그것은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 

도 많다. 그런데 우리의 관섬은 위 연구들과는 달리 종적 사회도 폐쇄성도 아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해명하려는 단일사회의 정치사회적 특성은 다른 것들 

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단일성은 동질성과 비슷하나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민족’ ‘동질 사회’ 등은 서로 교차하여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단일 사회로 통일한다. 특히 흔히 사용되는 단일 민족 개념과의 일관성 

1) 동질 사회가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종적 사회라는 점 

은 좀 더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이니 그 동질 사회 안에서 

위계질서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복합 사회 , 다원 사회에서는 위계질서가， 개 

별 집단 안에서 어떨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 만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종적 사회론자인 나카네조차도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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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할 때 이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다 

11. 한묶 샤획의 단잃셈과 고 정해적 으I미 

그러면 한국이 단일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의 모든 사람 

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얘기서는 왜 한국이 

단일 사회라고 규정하는가? 한국이 단일 사회라고 하는 말은 한국이 다른 나라 또 

는 다른 사회에 비해 동질성 또는 단일성이 두드러진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그 

뚱에서도 한국을 단일 사회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보다 우리가 단일 민족 

아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은 문화적， 지리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단일한 모 

습을 지니고 있다. 그 모습을 간단히 보자. 

우선， 다른 민족이 1%도 없고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가 구성된 나라는 한민족으 

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외에 거의 없다. 동질성띄 신화를 내세 

우는 일본도 한국띤， 중국인 등 외국인과 아이누， 오키나와 종족이 섞여 소수 민족 

이 2~3%는 존재첸다.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명제에 대한 반발이 요즘 와서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것은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 민족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한국인에 여러 인종이 섞였다거나 우리 조상들이 예 

전에 단일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민족이 된 역사가 짧다거나 한국 

때 지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실 또는 주장들을 펼치지만， 이 

보든 주장들은 이 시론의 본질과는 어긋난 것들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단 

띨 민족이 아니었따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한민측이 단일 민족인 사실에는 아무 

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외국인이 아무리 많이 거주하더라도(실제로 인구 비율 

상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들이 하나의 또는 여러 사회 ‘집단’ 으로서 한국인의 행 

꽁 양식과 의식 구조에 영향을 줄만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2) 

2) 좀 더 구체적으료， ‘단일 사회’ 론이라는 말에서 바로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 를 떠올리 

고 그런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단일 민족 이데괄로기를 찬성하 

지 않는다. 박정희가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독재에 이용했다는 점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가? 또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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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민좀도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북방계， 남방계 등 몇 개의 인종이 섞여 

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전애 인종이 섞였다고 하여 지금의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 민족이 단일 민속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은 생물학적 인종과 사회문화적 민족을 흔동하였거나， 아니면 단일민족 이데올로 

기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측면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과도한 주장이다. 우 

리가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고수할 필요는 없지만， 생물학적 혼성을 이유로(그 

흔성이 얼마나 큰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한민족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설사 역사적으로 여러 종족이 섞였다고 하더라도 한민족에게 

똑같이 섞인 것이므로 민족적 단일성이라는 점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민족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공통의 역사를 지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회 · 문화적 공동체 

다. 한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것은 늦어도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부터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한국 사회가 단일 사회라 

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단일 사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일 사회는 한 

마디로， 사회 구성원 가운데 민족， 인종， 언어，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집단’ 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구성된 사 

회를 가리킨다 3)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거나 카스트 같은 념을 

수 없는 계급 구획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민족적 단일성 뿐 아니라 문화적 단일성도 두드러진다. 한 

국 사람틀은 적어도 천 년 이상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여 왔으며， 

민족사의 영토도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 한국은 문화와 언어 , 관습， 

전통에서 단일한 문화권을 형성했다. 

게다가 한국은 땅덩이가 좁을 뿐 아니라 자연 조건이 다양하지 않고 단일하다. 

어디를 가나 뒷동산과 앞 뱃물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모습이다. 아름다운 풍경이 

기는 하나 산수의 다양성이 없다. 백두산 부근을 제외하고는 높은 산이라고 해야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 

면 그 사람은 바로 국수주의 이데롤로그가 되는가? 아니라라 본다-

3) 종교의 경우는 특이하다. 한국에는 비슷한 세력의 종교가 복수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사회정치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에 따른 사회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는 다른 다종교 국가- 이를테면 레바논 같은 경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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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 ，000미터가 채 되지 않으며， 거대한 강이나 평원이나 사막도 없다. 땅의 

모습이 단일할 뿐 아니라 기후 또한 단일하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가장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가 상당히 나가는 하나 쩨주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다 

론 기후 조건이라끄 할 수 없다. 네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여 연교차가 큰 편이지 

만， 이런 기온 조건이 한반도 전역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기후나 풍토에 따른 

사람틀의 심성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과 한국 사람들은 단 

띨하다 

이렇게 보았듯이， 한국과 북한의 단일성은 세계때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때우 희귀하다. 그러한 독특성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이든 주지 않으리라 생각 

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 

윤 주는가? 이 논문의 핵심 가설이자 주장은 그러한 단일성이 한국 정치에 획일 

성， 집중성， 응집성，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속성들을 

자세히 논의하기에 앞서， 이 두 쌍 요인들 사이의 판계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 

우선，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동젤성과 단일성을 유지해 왔기 때 

푼에 가치관， 사고 방식， 행동 양식이 다양혀지 않고 획일적이다. 사회구조도 획일 

적이다. 이런 모습은 국가 전체의 구조 뿐 아니라 나라 안의 여러 하부 구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획일성은 다른 한편으로 정치사회적 응집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 위거시에 보인 한민족의 단결섬과 응집성은 임진왜란 때의 민중 거사나 최근 

의 월드컵 열풍 등에서와 같이 역사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는 사회 · 문화 구조가 단일하고 따라서 다원적인 경쟁이나 갈등 또 

는 견제의 요소가 적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은 힘 센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 

다. 다시 말해， 단일성의 결과로 시-회의 권력과 지위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집중성 

이 두드러진다. 한국 국민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인종적 갈등이 없다. 

그 대신 단일 민족 내부의 지역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균열 사회의 민족적-인 

량적-지역 갈등보다 훨씬 정도가 덜하다. 그래서 중앙 집중이 더 잘 된다. 이런 점 

은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국 사회의 띨관된 특징이다. 

한편 한국 사회과 정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다. 

치안이 비교적 잘 띄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도 격핑을 겪기는 하였으나 이질적 요 

소들로 구성된 균열 사회， 예컨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여러 사회에 비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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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편이다. 이러한 안정성 역시 한국인의 본질적인 동질성 또는 단일성에 힘 

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들에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들 틀어 분 

단 상황은 정치적， 이념적 획일성을 야기하였으며，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경제적 

집중성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과 단일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이 논문의 

범위 밖이다. 

어쨌든 한국 사회의 단일성이라는 조건이 야기한 획일성， 집중성， 안정성， 응집 

성의 정치적 속성들은 한국 정치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속성들이 한국 정치에 

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또 앞으로의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니 

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I. 단일샤획 정치의 특정 

획일성과당파싸움 

이 항목의 제목을 획일성으로만 하지 않고 ‘획일성과 당파 싸움’ 으로 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다. 한국 정치 지형의 획일성이 정치 싸움을 좁은 당파 싸움에 국 

한시킨다는 뜻이다. 먼저 한국 정치의 획일성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히 살펴 

보자. 

우선， 원초적 갈등의 토양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족， 인종， 종교，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원초적 갈등이 한국에는 없다. 한국은 분열 사회， 다원 사회 또는 

복합사회가 아니라 단일 사회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치세력들의 경쟁은 다원화되 

어 있지 않고 첨예하게 쪼개져 있지도 않다. 

게다가 한국 정치를 형성하는 이념과 가치관도 다양하지 않다. 노무현 정부 출 

범 이후 이념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하나 사실 이는 이념 갈등이라고 하기 어려운 

‘성분 갈등’ 에 가깝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권력과 지배를 향한 당파 싸움이 핵 

심이다(김영명 2006 , 제 13장) . 한국의 이념 갈등은 해방 직후와 1980년대 중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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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두드러졌다. 그 기간에서조차 좌파가 집권할 확률은 영에 가까웠다. 이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가치관’ 에서초차 한국 정치세력들 사이의 거 

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종교 이념을 내세우는 정치세력도 없다. 선자유주의 세계확의 이념과 가 

치관이 지배하고 이에 대한 반대 세력은 미약하다. 세계에서 가장 그런 편에 속 

한다. 

지금 진보파가 득세하여 이념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 이념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띄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 정권 

익 사회정제 정책은 좌파이기는커녕 전형적인 우파 정책이다 주요 정파들 사이의 

이념 차이가 있다띤 경제사회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과거사， 북한 문제 등 역사나 

정치적인 변에서 존재한다 더구나 그 차이도 온건 진보와 보수의 차이이기 때문 

에 그 거리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워낙 이념적 획일 

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이도 과장해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제도권 정당 중 가장 진보적 또는 좌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Ei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으며， 단지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더 강조하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더 늘리겠다는 정도다 물론 그 안 

에 좀 더 급진적인 분파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대체로 프랑스의 사회당이나 

꼭일의 사회민주당 정도의 노선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극좌의 자리 

활 차지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집권한 주류 다수 정당과 비슷한 이념의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10% 정도의 지지를 얻는 주변 정당일 뿐이다. 이들이 한국 

에서 극좌의 자리룹 차지하는 것은 역시 우리 이념의 폭이 좁다는 점을 보여줄 뿐 

이다. 

한국의 이념적 획일성은 반공 이념에서만 나타나는 것아 아니다. 자본주의를 맹 

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빈약하다는 점에서도 우1괴는 매우 획일적이다. 다시 말 

해， 우리나라의 모든 주류 가치가 결국 자본주의 몽신 숭배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념은 획일적이다.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에서 유래한 선자유주의 세계화 

룹 맹목적이라 할 정도로 추종한다. 생명이나 인권， 환경 또는 연대를 중시하는 이 

콘바 반세계화의 카치나 운동이 산엽화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이념적 획일성은 직접적으로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민족적 상황과 미국 

의 실질적인 위성이라는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상황의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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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더 갚은 문화적 뿌리가 역사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기 쉬운 한국 사회의 

단일성이 한국의 이념적 획일성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분단 상황과 관련 

없는 이념적 획일성의 대표적인 보기를 조선조의 성리학 지배에서 볼 수 있으며， 

지금 보이는 이념적 다양성의 결핍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성리 

학의 경우처럼 주류와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민족적 단일성과 작은 나라의 집 

중화된 구조가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이념적 획일성 때문에 정치 경쟁이 이념이나 노선 경쟁이 되지 못하고 

당파 이익 싸움으로 귀결된다. 정책 경쟁이 아닌 당파 이익 싸움은 지역과 인맥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한국 지역주의의 한 본질이 여기에 있다. 독재 시절에는 

일인 지배 아래 당파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민주화가 되고 강력한 지배자가 

사라지자 지역주의 당파 싸움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을 보면 그것이 국가의 진로라든가 사회경 

제 정책 노선이라든가 통일 정책에 관한 싸움이 아닌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념으로 포장한 좁은 정파 이익 다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당 

파 싸움의 편가름이 계급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 역시 한국 

사회의 이념적 획일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집중성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한국 사회의 집중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단일 사회에서는 권력의 중추가 다양하지 못하고 하나일 가 

능성이 높다. 민족이나 종교에 따른 여러 개의 권력 중추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 

이다. 게다가 한번 집중된 권력은 스스로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 

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집중성이 점차 심해져 왔다. 그러면 이러한 집중성은 한국 

4) 이 ‘쏠럼’ 과 아래에 나올 ‘휩쓸림’ 은 한국 사회와 정치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쏠림은 

한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나 그 상태 를 말하고 휩쓸림은 한 쪽으로 볼리는 ‘행동 양 

태’를 말한다. 어쩌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속성들 중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의 세 

가지를 이 두 표현으로 압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 보려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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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정치 권력의 집중과 일인 지배체제를 쉽게 했다. 권력이 집중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주의 독재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물론 권위주의 독재는 이 

차대전 뒤에 독립한 선생국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거기에 일 

인지배 체제라는 특성이 더해졌다(김영명 2006) . 원초적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는 

도전 권력의 중추들이 있기 때문에 한 권력자가 장기집권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와는 달리 단일 사회의 구조가 일인 지배와 장기 집권을 쉽게 했다. 

한국에서 일인 장기 집권 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첫째로 그만큼 권위주의 국가 

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저항이 미약했기 때문이었고， 둘째로 집권 세력 안에서도 개 

인 독재자를 견제할 만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두 현상이 나타 

난 까닭 역시 일제와 대한민국을 이어온 개인 권럭 중심의 권위주의 구조와 그 결 

파 나타난 정치 제도의 미발달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치 권력의 개인화는 1987년 

군부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정치적 민주화로 들어선 뒤에도 이어져서 이른바 ‘3김 

씨’ 가 정치와 정당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었던 껏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권력의 

집중성은 비단 국가나 집권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 지 

배자가 권력을 독섬하는 개인 지배 체제라는 특정윤 보였다. 

이러한 일인 지배의 권력 집중성은 지배 권력 뿐 아니라 여러 정치 집단들 안에 

서도 보인다. 바로 얼마 전까지， 다시 말해 김대중 대통령 퇴임 때까지 한국 정치 

씌 가장 큰 특정은 권력의 일인 지배에 있었다. 정권 내부에서도 그랬고， 외부 곧 

야당이나 민간사회에서도 그랬다. 그만큼 국가 권력과 개인 지배자가 대항 세력이 

미처 성장하기 전에 권력과 강압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도 원초적 

구분(민족， 종교， 언어 등)에 바탕을 둔 대항세력이 없었던 한국의 단일성이 상당 

딴 역할을 했다. 한국의 정치와 정당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 

돼 민정당이었지 끄 반대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의 국민회의였고 김영삼 

꾀 신한국당이었지 거꾸로는 아니었다. 그러니 새 권력자가 들어서면 이전 권력자 

띄 정당을 없애고 새 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상황과 단일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권 

력 집중은 최근까지 지속되었는데， 요즘에는 민주화기- 진행되다보니 특정 인물이 

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은 많이 누그러졌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집 

똥화 현상이 다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 일인 지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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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사회적 조건을 념어서는 민주 제도 

의 발달이라는 요소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단일사회적 조건이 한국 정치의 모 

습에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좋은 증거다. 

둘째， 한국 사회의 집중성은 권력과 부의 수도권 집중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중앙 집권에는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이 큰 구실을 한다. 동질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권력의 중심이 여러 개일 수가 없다. 비슷한 사람들끼리이니 그 중심도 하 

나로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힘의 다양한 원천을 이루는 인종이나 종교나 언 

어와 같은 원초적인 구분도 없고， 이념도 반공주의로 획일적이니 다원적인 힘의 

이념적 기반도 없다. 그러니 힘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쪽은 자연히 수도 서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주도 산업화를 거치 

면서 경제와 정치가 유착하고， 수도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모두의 단일 핵심이 

된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나라가 작아서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나라가 작다보니 여러 개의 핵이 생기기보다는 한 핵으로 집중되기가 쉬운 것 

이다. 물론 분권화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 중앙 

집중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앙 집권의 구조는 강력한 국가 체제가 떠받쳤다. 조선 왕조도 관료 중 

섬의 중앙 집권 체제였지만， 근대적 중앙 집권 국가는 일제 때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는 이른바 과대 성장’하고 시민사회는 발달하지 못 

하였다 일제의 유산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의 전통을 들 수 

있는데， 이 전통이 박정희 군사 정권에 고스란히 이어졌을 뿐 아니라 더 강화되었 

다. 이 상황에는 물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분단 상황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일부 군부-관료 집단에 집중되던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은 급기야 박정희 일인 장 

기집권 체제로까지 타락하게 되었다. 

한국에 지역주의가 강하다고 하지만 이는 선거와 투표 행태에서 나타나는 정도 

다.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거나 지역 사이의 섬각한 갈등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다른 정치적 차이， 곧 이념 차이， 계급 의식 차이들이 미약 

하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위 획일성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 지역주의가 강하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서울-수도권의 절대적인 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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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를 주로 영호남의 대립으로 생각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 

역주의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한국 사회 

꾀 다원성이 아니라 그 반대인 집중성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 으ÃI서 “, ζ) 1::1 0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응 

집력이 크다. 또 ;상대국에 둘러싸인 약소민족으로서 외국의 침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족 의식이 남달리 강하다. 한국 사람들은 단결할 줄 모른다는 오래된 자 

조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의 얘기 

지 외국과 관련되거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되풀이 얘기하지 

만，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원초적 분열이 없고 모두 ‘우리 의식’ 을 공유하 

가 때문에 응집성이 크고， 특정 상황에서 국민적 단합01 쉽다. 

이러한 국민적 단합은 대표적으로 정부 주도 산업화에서 나타났다. ‘조국 근대 

회-’ , ‘총화 단결’ 등의 구호를 앞세운 권위주의 정부의 산업화 주도를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비교적 잘 따랐다 인권 탄압과 민주뚜의 훼손에 대해서는 저항도 있 

었지만， 국가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저항이나 대안 제시가 없었다. 박정 

핵의 국가 건설 주도는 단일 민족， 획일 사회의 뒷받침을 받아 짧은 시간 안에 성 

꽁할수있었다. 

한국인의 응집성은특정한국가상황에서 다시 나타나고는하는데 .2002년의 윌 

드컵 대핵에서 보여준 국민적 단합과 열기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나라 바깥을 향한 국민적 단합의 가능성과 함께 권 

위주의 선동이 쉬울 수 있는 한국인의 기질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상황이 꾀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데서도 나타났다. 

5) 한국 사회의 집츄성을 견제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평등 의식이다. 이 평등 의식은 일제 강점과 토지개혁， 전쟁으로 양반 계급과 지주 계 

급이 해체된 역사 때문에 형성되었지만， 다른 한편 단일 사회적인 한국의 특성에 기인 

한 것이기도 하다 다 같은(단일한) 사람틀이니 사회 -경제 · 정치적으로도 다 같아야 

(평등해야) 한다는 의식이 한국인에게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 정치에 상당 

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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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모으기는 경제 수치로 보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섬리적인 면에서 볼 때 역 

시 국민 단합과 그 부정적 측면인 집단주의 권위주의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 

다. 이런 일을 외국에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 

을 잘 보여준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점들을 보면， 한국인의 응집성은 

또 다른 속성들인 획일성 집중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집된 행동은 일치된 단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종종 

‘휩쓸림의 정치’ 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가장 비근한 보기가 2006년의 

5 . 31 지방선거였다. 여기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사상 유례 없는 맙승을 거두었다. 

지방자치단체장 16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을 휩쓸었 

으며 득표율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2배를 얻었다.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섬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선거 결과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지 

나치다. 한 쪽으로 쏠리기 쉬운 한국인들의 행동 양태를 고스란하 보여준 결과라 

고 생각된다. 이런 정서적인 휩쓸림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한국인을 ‘모래알 민족’ 이라고 비하해 왔다. 또 한국 정치 

의 한 특징으로 파별 싸움을 들기도 한다(헨더슨 2000) . 이런 점은 한국인의 응집 

성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한국인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파벌 싸움에 

휩쓸린다는 지적은 사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 

다. 한국인이 분열을 일삼는다는 비판은 일제 통치자들이 퍼뜨렸다. 그런데 피지 

배 민족은 독립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분열과 반목이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다. 

힘과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력한 구심점이 없고 지배자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 

기 때문이다. 또 가난한 후진 사회 역시 먹고 살 것이 모자라고 법과 제도， 사회윤 

리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 시기와 반목，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 그 

러니 이런 역사적인 이유들 때문에 생긴 과거의 한국 경험을지금에까지 일반화하 

기는어렵다. 

다른 한편， 조선 시대의 정치나 현대 한국 정치 모두 본질적으로 파벌 정치 또 

는 당파 싸움 정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까닭은 근본적으로 정파들의 구분 

이 민족이나 종교와 같은 원초적 이해 또는 이념이나 정책 같은 사회 발전의 대안 

에 입각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이 없는 정파들이 좁은 자신의 이익 

을 위해 권력 투쟁하기 때문에 파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인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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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파벌을 일삼는다”는 것과는 다른 뜻에서의 정파 싸움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 

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은 한국인의 응집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응집성이 이익의 분열마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까 때문이다. 

4，안정성 

단일사회적 조건은 한국 정치툴 본질적으로 안정되게 만든다. 아니， 그보다는 

불안정 요인이 다른 변동 사회에 비해 적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한국 정치 

가 본질적으로 안정된 정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한국 정 

치는 독재와 민주화 투쟁， 4월 봉기， 광주 사태 같은 커다란 변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소란스러운 당파 싸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 그 변화는 역동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다 인정하더라도 한국 정치는 다른 변동 사회와 비교할 때 비 

교적 안정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선 한국 정치가 아무려 역동 

적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것은 반공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틀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 

시 분단과 대미 종;속의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일사회 

적 조건이 낳은 획일성이라는 국민적 속성도 작용한다. 

한국 정치가 안정된 두 번째 증거는 그 변화가 기간으로 볼 때 상당히 완만허-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승만이 12년 집권하였고， 박정희가 18년 집권하였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정부의 짧은 일화를 제외하고는， 권위주의 체제가 건국 아후 

노태우 취임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내란이 찢고 집권자의 강제 교체가 빈발 

한 다른 정치 후진국들에 비해 한국 정치는 매우 높은 안정성을 누렀다. 물론 단일 

사회가 아닌 곳에서도 독재자의 장기 집권은 나타난다. 중국이나 쿠바 등 혁명적 

사회주의 체제나 때만， 이집트 등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체제도， 단일 사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양한 구성원틀이 각축하는 체제도 아 

니다. 하나의 민족이나 인종이 지배적인 곳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독재자의 

장기집권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일인 장기 지배체제가 확립되어 정권 교체도 자주 일어날 수 없었 

다 그래서 특정 정권들이 반대와 저항 운동을 억누르고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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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원의 정치 갈등은 주로 권위주의 현실과 민주주의 이상 사이의 갈등이었고， 

이는 원초적 기반의 갈등， 예컨대 종족의 사활이 걸린 투쟁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치는 폭력의 정도를 보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덜한 편이었다. 광 

주 항쟁에서 수백 명과 4윌 봉기에서의 수십 명의 희생을 생각하더라도 독재 40년 

동안의 희생으로 따지면 비슷한 발전 단계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정치 테 

러도 해방 직후의 몇 건과 북한 공비 침투를 제외하고는 없는 편이다. 선진 민주 

사회에서는 정치 테러가 적은 것이 정상이지만，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같 

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많다. 인종 민족이나 종교적인 분열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에 왜 정치 테러가 적을까? 여기에도 역시 단일사회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 정치 갈등의 종류가 적고 그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이라 종족 

사이에 투쟁할 일이 없고 인종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으며 종교 전쟁도 있을 수 없 

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 분리 운동，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 운동， 이라크 

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 쿠르드 족 독립 운동， 미국의 인종 갈등， 섬지어 동질 

사회라고 자처하는 일본의 재일 한국인 문제 등등， 이들 모두는 사회정치적 불안 

의 원천이다. 물론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다른 민족들이 한 국가 테두리 안에서 큰 

갈등 없이 공존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그 성취는 매우 역동적이었지만， 그 과정 또한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이 아니라 점차적인 일종의 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군부 권 

위주의의 일원이었던 노태우가 국민의 압력에 못 이겨 민주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군부 세력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는 야당 투사이던 김영삼이 구세력 

과 연합하여 정권을 쥐고 권력의 민간화 를 완성했다.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김대중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를 이루었다. 민주주 

의의 단계적 진화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일인 지배 체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는， 여전히 많은 문제 

에 싸여 있지만， 적어도 민주화 과정에서 ‘진화 모델’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 동안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상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에도 한국의 민주화는 매우 안정된 단계적 진화를 이루었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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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테 이런 안정성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변화의 폭과 속도가 작다는 의미도 되기 때푼이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확 

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치 안정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한 곳에서는 안정성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문자 그대로 안정이 

아니라 변화의 느림을 뜻하기에 더 그렇다. 한국 생치는 민주화를 향해， 그리고 개 

인 동치에서 제도적 정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궁극적 지향점 

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념의 폭이 좁고 사회 발전의 대안이 제한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궁극 지향점에 대한 이해의 폭 역시 미l우 좁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유럽이나 남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비교적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없다 6) 그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미 

국에 군사적 ·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단일사회적 조건이 그런 상 

황을 강화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 정치는 현대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혁명적 

변환을 겪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겪지 않을 것이다. 정치 변화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안정과 모자람 

익 결합체가될 것이다. 

IV. 탄잃 사회와 정치 발전 

그러면 이러한 단일사회적 조건과 거기서 파생하는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안 

정성의 특정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를 규명하기 

뷔해서는 먼저 정치 발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 발전 

은 국민 통합， 안정， 민주화， 제도화， 투명화， 효율성 제고 등 많은 요소들로 구성 

펀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수준벌 차이가 있다. 국민 통합과 안정은 정치 발전의 

까장 기 본적인 요소들이며 , 이는 비단 정치 차원 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기본 

적인 국가 형성과 발전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본다 

띤 위 요소들 가운데 민주화와 제도화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투명화， 효율화， 그리고 안정화 등은 민주화와 제도화 

6) 유럽의 대안에 대해서는 리프킨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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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조건이거나 이 두 요소에 포함되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 

주 제도의 심화가 정치 발전의 궁극 목표이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정치 

가 안정되고 투명해지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 발전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섬화와 제도화로 규정할 

수 있다. 지도력 (리더십)이나 정치문화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민주주의 발 

전을 위한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민주밟는 정부의 대표성 및 시민 참여 

의 확대와 자유 · 인권 신장을 의미하고， 제도화는 정당， 국회， 행정부， 참여 경로， 

법 절차 등 제도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합쳐서 말하면 정치 발전은 결국 민주 

정치제도의 발전을 말한다. 이 요소들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틀 

을 결합시키는 것이 정치 발전의 이상이다. 

그러면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은 이러한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 

치 발전의 기본 요소들인 국민 통합과 안정， 또 그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주의의 섬 

화 발전에 한국의 단일사회적 속성들이 어떤 영향을 마칠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데，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첫째， 획일성은 국민 통합， 안정， 정치제도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평등 

의식도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획일성은 다양한 선택을 가 

로막아 민주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집중성은 획일성과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 안정과 제도화에 유리하게 작 

용한다. 하지만 집중성은 권력 분산과 민주화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셋째， 응집성 또한 획일성， 집중성과 마찬가지다 

넷째， 안정성은 안정 그 자체가 정치 발전의 한 요소이다 한국 정치는 앞으로 

큰 난리를 겪지 않을 것이니 그 점은 한국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그 

말은 한국 정치체제가 아주 이상적인 체제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국은 단일사회이기 때문 

에 국민 통합， 안정， 제도화에 유리하다. 그 반면 같은 조건이 정치이념과 가치 선 

택 폭을 좁게 만들어 민주주의의 심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념적으로 좁고 중 

앙으로 쏠리면서 비교적 안정된 정치가 한국에서 계속될 것이다. 인권 강화나 정 

치 참여의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심화의 요건들은 단일사회적 조건과는 직접 관련 

이 없다. 소수 민족 문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 정치의 안정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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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할수있다. 

V. 단일사회퍼 변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정치의 특정들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한국의 단 

일 사회적 조건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거기서 파생하는 정치적 특정들도 변할 수 

없는 것들인가? 여기서 문화론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미와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펀다. 한 마디로， 문화는 인간 행동을 속박하는 구조적 조건이지만 그것이 사람 행 

동의 모든 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또 그 문화 자체도 변한다는 사실도 말할 필요 

까있다 

그러면 한국의 딴일사회적 특정， 그 조건과 속성들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글쓴 

이의 견해로는， 단일사회라는 한국의 조건 은 본질상 바뀌기 어렵지만， 거기서 

파생한 한국 정치의 ‘속성’ 들은 그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획일성 등 

씩 속성들이 단일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핸다. 

우선， 한국의 특수한 조건인 단일성이 얼마나 유지되거나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많은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필자는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이 약화된 형태 

로라도 계속 유지필 것으로 본다. 단지 변화하는 현설의 방향과 정도에 대해서는 

않으로 더 연구해야 하리라 본다. 우리 사회의 단웹 민족적 특정은 유지되겠지만， 

젝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올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한국인의 정치적 특정 

까체를 바꿀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쩡치적 문제들， 예들 들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같은 것틀이 더 중요한 의미 

뜰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조류가 국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화 현상인데， 이런 

점은 ‘단일사회’ 한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세계화가 단일사회론의 근거를 

훤드는 껏은 아닌가? 이런 의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이다. 세계화의 결과 

로 외부외 문물과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어 허물어질 것 

인가? 그런 점이 첸혀 없을지는 모르나， 이는 과장된 생각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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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한국인들의 사고와 행동이 더 ‘세계화’ 될 것임에 틀림없고， 그 결과 한국의 

단일사회적 속성이 어느 정도 약화될 것도 사설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일 사회의 

본질 자체를 허물고 한국을 다민족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보 

다 더 중요한 논점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화 조류를 받아들이는 자세 역시 단일사 

회적 조건에 영향 받는다는 점에 있을지 모른다. 단일사회 구성원들의 응집성， 집 

중성， 획일성이 선자유주의 세계화를다른어느나라보다더 획일적이고충실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현상을 보기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단일사회적 조건은 주로 민족， 인종， 언어라는 

사람 집단의 원초적 구분에 따른 것이다. 이와는 다른 현상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계급 구성원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그러한 격차가 비단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것이 한국의 단일사회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거리이다. 계급들 사이의 차이가 심화되어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인가? 또 그 결과 

한국， 한국인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획일성， 집중성， 역동성， 안정성의 특징을 잃 

을 것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 

라도 한국의 단일사회적 속성들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차적 

구분인 계급 구획과 그 결과 나타나는 계급들 사이의 문화 차이가 원초적 조건인 

민족적 단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의 분화나 계급 분화에 따른 다원성의 증대 같은 것은 

아무리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단일사회 복합사회 또 

는 동질 사회 이질 사회의 구분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여기서 펼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한 사실은 한국에서의 계 

급 격차 심화 역시 단일 사회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 

에는 민족 · 인종적 구분과 격차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계급 격차는 그러한 원초적 

기반에 입각할 수 없고 주로 학별 사회의 심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학 

별주의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한 까닭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원초 

적 기반의 단일 사회론과 이차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이질화를 관계 지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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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캘 론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단일사회라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한국 정치의 

일상과 그 변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이 한국 정치 

의 여러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설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영향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며，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 

증 연구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 밝힌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경은 말 그대로 조건이지 한국 

J걱 정치 구조와 한국인의 정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은 아니다. 한국의 정치 

까 그 밖의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 

다. 게다가 단일 사회적 조건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단일사회적 조건과 여기서 밝힌 네 가지 속성들 사이의 관계도 변하지 않는 

치 생각해 볼 문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단일성이 반드시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딴정성을 유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 또 만약 그렇다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유 

밸하는 정도가 바뀌지 않는지 하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이 시론은 세계에 보편적인 여라 사회 현상들이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 

튜하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다. 보편 현상인 세계화， 

민주화， 또는 산엽화외 과정이 한국에서 단일 사회적 속성과 어떻게 결합하여 어 

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보편 현상이 이렇게 많은데 단일사회론 같은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식 

의 예상되는 질문은 이 소론의 의도에서 빗나간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설명이 불충분한 하나의 ‘시론’ 에 불과혀다. 이 시론에서 제시한 가 

섣들이 뎌 큰의미를지니려면 많은경험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설문조사 

와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유형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경험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이 소론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연구를 실제로 해야 하며， 다른 

사회들과의 체계적인 비교연구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적 연구가 쌓일 때 이 단일 

사회 정치론의 진정한 값어치가 평가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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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face to Singular-Society Politics: The Korean Case 

￥Uß웹-mll빼 Him ‘바버H벼뻐{꼈떠allyrr뼈rηT 

One method to study Korean politics is to investigate the unique features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and their impact upon Korean politics. Korea is a “singular society" with its 

singular natural environment, singular history and, most of all, a singular nation without 뻐y 

significant rr피10rity ethnic groups. This rather unique condition of Korea’s provides Korean 

politic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monism, centeredness in various spheres, 

cohesiveness, and relative stability. We paπly found these characteristics in as early as the Yi 

c1ynasty but typic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 We fincl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se characteristics for Korean political devεlopmεnt. 

Korea’s singular -soCJiety condition may change in the future with more immigration of foreign 

people and more importation of foreign couture, but a fundamental change in this regarcl is not 

around the comer. The task, in this situation, for Kore~ms is to utilize the advantages and 

control thε disadvantages of Korea’s singulari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1emocracy. 

Keywords: singularity, monism, centeredness, cohesiveness, s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