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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으

며 또 어떤 문제점을 남겼는지를 탐구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세력

이 등장하여 한국 정치의 일인 지배 구조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타파하였고,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 진보세력이 국회에 진출하여 한국 정

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 부족과 집권세력의 대결지향적인 행

태 및 민생 발전을 도외시한 빗나간 의제 선정으로 당파싸움을 증폭시켰다. 노무현 정

부의 인기가 하락하자 그 반사효과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대북 강경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역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취임 약속이었던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였다. 

두 정부는 이념상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은 모두 가상의 적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으며, 정치 지도력이 미숙하였고, 타협보다

는 대결 지향적으로 나아갔다. 또 진보와 보수를 각각 표방한 두 정부의 정책들은 세

부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중도우의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념 차이 자체보다는 작은 이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결로만 치닫는 정치적 미숙함과 통합적 지도력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극복하고 당파이

익을 조정할 타협 문화와 통합적 지도력의 개발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민주 발전, 이념 갈등, 당파싸움, 정치 지도력, 타협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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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논문은�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성격과�공과를�비교하는�정치사적인�논문

이다.�이를�위해�두�정부의�성격을�분석하고�그들이�한국�민주주의�발전에서�차지하는�

역할을�평가할�것이다.1)�이와�아울러�두�정부의�이념이나�정책�지향점이�흔히�생각하

듯이�그렇게�크게�다르지는�않다는�점을�밝힐�것이다.�

이�논문에서�이해하는�민주주의의�발전은,�국가�차원이든�정당,�정부�차원이든�정치�

과정과�정책�결정에�대한�국민�또는�구성원�참여의�증대,�정치적�자유와�인권의�신장,�

대의�정치�제도의�발전을�척도로�삼으며,�반대로�민주주의의�퇴보는�정치�과정과�정책�

결정에�대한�국민�참여의�감소,�자유와�인권에서의�퇴보,�그리고�대의�정치�제도의�혼

란이나�쇠퇴를�가리킨다(Saward�2003).�이러한�점들에서�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

는�상당한�차이를�보였다.�

그러나�그와�동시에�두�정부는�공통점도�상당히�존재했다.�흔히�노무현�정부는�표면

상�진보적이었고�이명박�정부는�보수적이어서�대척에�있는�것처럼�보일�수�있으나�사

실이�반드시�그렇지는�않았다.�노무현�정부는�일반적인�평가와는�달리�진보적이기보

다�오히려�보수적인�성격도�강했으며,�이명박�정부도�처음에는�신자유주의를�시도하

였으니�얼마�안�되어�중도�쪽으로�방향을�바꾸었다.�결국�두�정부가�추진한�사회경제�

정책은�상당히�수렴되는�모습을�보였다.�

이�논문에서�따르는�진보와�보수의�구분�기준은�사회과학에서�비교적�확립되어�있

다(구갑우�외�2010).�경제사회�분야에�대한�정부�개입의�크기,�거꾸로�보면�자유�시

장�경제�원칙의�준수�정도,�복지�제도의�확충�또는�감소가�가장�보편적인�기준이라고�

할�수�있다.�물론�이�외에도�환경,�교육,�인권,�여성�문제�등�광범위한�분야에서�보수

와�진보의�기준을�나눌�수�있지만,�가장�핵심�되는�요소를�들자면�위의�것들이라고�할�

�1)�두�정부가�한국�민주주의�발전과정에서�차지하는�의미에�대해서는�본격적인�연구가�아직�나

오지�않고�있다.�선거�분석이나�복지�정책,�대북�정책�연구�등�특정�주제에�대한�연구들은�있

으나�거시적인�차원에서�둘�가운데�어느�정부든�그�정치사적�의미를�분석,�평가한�논문이나�

학술�서적은�매우�드물다.�강문구(2013)가�소수의�사례에�속한다.�이�논문은�따라서�기존�

문헌에�대한�비평은�생략할�수밖에�없고,�학계의�기존�논의와�이�논문을�비교하기도�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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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이를�더�좁게�말하면�각�분야에서�시장�논리를�중시하는�정도라고�요약할�수�

있다.�복지,�환경,�교육�등의�문제들도�결국은�그�분야에서�시장�논리에�얼마나�충실

한지가�보수와�진보를�나누는�기준이�되기�때문이다.�이에�비해�도덕�윤리�차원에서의�

보수�진보�구분은�예컨대�미국에서는�중요한�정치적�의미를�지니나�한국에서는�아직�

그렇지�않다.�따라서�논의의�대상에서�제외한다.����

한국에서는�그보다는�과거사와�남북한�문제,�한미�관계가�정치�이념을�가르는�기준

으로�작용한다.�과거�친일�행적이나�권위주의�독재에�대한�태도와�대북한�유화�또는�

강경�정책�여부,�그리고�한미동맹에�대한�강조나�그와�대비되는�자주�외교의�강조�여

부가�정치적�보수,�진보�이념을�가르는�척도로�작용한다.�이들은�한국의�이념�지형에

서�독특한�요소라고�할�수�있다.�사실�한국에서는�이러한�후자의�요소들이�사회경제적

인�측면보다�보수,�진보�이념�갈등의�요소로서�더�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노무현,�이명박�두�정부는�사회경제�정책에서�그들이�동원한�정치적�수사나�국민들

의�일반적인�인식만큼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두�정부가�차이를�보인�쪽은�오히려�

대북�정책과�과거사�문제에서였다.�노무현�정부가�북한에�유화적인�정책을�펼치고�과

거�친일과�독재�유산을�청산하고자�했던�반면에,�이명박�정부는�대북�강경정책을�채택

하고�과거사�문제를�의제에서�제외하였다.�노무현�정부를�보수�일각에서�‘좌파�빨갱이’

라고�비난하는�것도�사실�이�점에�있었다고�할�수�있다.�

이제부터�이�논문은�노무현,�이명박�두�정부의�성격과�정책�지향,�한국�민주주의�발

전에서의�역할과�문제점들을�살펴�본�뒤�이들의�공통점을�밝히고,�결론에서�한국�정치�

발전의�과제를�간단히�언급하고자�한다.

���

II. 노무현 정부: 민주주의 발전과 문제점

2003년�출범한�노무현�정부는�한국�민주주의의�발전에�상당한�기여를�하였으나�고

질적이거나�새로운�많은�문제점도�보였다.�노무현�정부가�한국의�민주�발전에�기여한�

것으로는�일인체제�종식과�정치�제도�발전,�권위�타파와�국민�참여�증대,�진보세력의�

원내�진출�등으로�요약될�수�있다.�그러나�이러한�기여에도�불구하고�노무현�정부는�

한국�사회와�정치에�많은�문제를�야기하기도�하였다.�이른바�이념�갈등과�당파싸움,�

그리고�대통령의�권위�부족과�대결적�행태�등의�문제들이었다.�이중�이념�갈등과�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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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민주화�이후�계속된�한국�정치의�고질적인�문제였지만�노무현�정부에서�새로운�

성격을�띈�측면도�있었다.�이에�비해�권위�부재와�대결적�행태는�이전�정부보다�노무현�

정부에서�더�두드러지게�나타난�새로운�문제라고�볼�수�있다.�����

��

1. 민주주의 발전과 갈등 증대

���

1) 일인체제의 종식과 제도 발전

노무현�정부의�출범으로�이른바�‘3김�정치’가�종식되었다.�이로써�한국�정치에서�일

인지배체제가�끝났고�이에�따라�지역붕당체제도�완화되었다.�민주화�이후�계속�이어

진�한국�정치의�고질병이었던�일인�지배체제가�끝남으로써�정당�정치가�민주화되고�지

역�붕당체제가�완화될�기회가�왔다(김영명�2005).�그�결과�지역�바탕의�개인�권력에�

의존하던�한국�정치가�더�제도적인�민주주의로�발전할�길이�열렸다.�

이렇게�된�가장�큰�까닭은�3김�씨의�정계�퇴장이었다.�두�김�씨�집권�시절,�정권�구조

는�민주화�되었지만�정부나�당�안에서의�일인�지배�권위주의�구조는�바뀌지�않았다.�그

러나�3김�씨가�정계에서�사라지자�그것이�자연히�해소되었다.2)�여기서�시간의�요소를�

생각하게�된다.�3김�정치는�박정희�체제의�유산이었고,�특히�두�김�씨가�민주화에�기여

한�정치�우두머리들이었기�때문에�그들이�민주화된�체제를�주도할�수밖에�없었다.�그

러니�일인지배체제가�사라지기�위해서는�그들이�정치에서�사라질�때까지�시간이�걸릴�

수밖에�없었던�것이다.�����

그러면�왜�두�김�씨를�이을�또�다른�지역�맹주�또는�일인�지배자가�나타나지�않았는

가?�그것은�직접적으로는�두�김�씨가�후계자를�키우지�않았기�때문이다.�후계자를�키

우지�않는�것은�일인�지배체제의�한�속성이다.�그런�점은�이승만과�박정희의�경우에서

도�마찬가지였다.�잠재적�후계자의�도전�가능성�때문이다.�그러나�독재자들은�후계자

를�키우지�않아�비극적인�최후를�맞았던�반면,�민주화�지도자들은�후계자를�키우지�않

아�오히려�민주�발전의�길을�열었다.�

일인�지배체제가�사라진�또�다른�이유는�3김�정치에�대한�국민적�비판과�진정한�민

주주의�제도화를�원하는�국민,�정치권�모두의�소망과�명분�때문이었다.�1997년의�16대�

대선에서�이미�60대의�이회창이�김대중을�겨냥하여�세대�교체를�외친�바�있다.�이런�분

�2)�김종필�씨가�정계에서�은퇴하는�데에는�1년�뒤의�17대�총선에서의�자민련�몰락이�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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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속에서�또�다른�3김�식�정치가�자리�잡기는�어려웠다.�이는�한편에서는�국민�일반

의�정치�문화가�성장했다는�의미이기도�하며,다른�한편에서는�정치�제도화가�진전되었

다는�뜻이기도�했다.�����

3김의�일인�지배�정치에서�노무현의�제도적�정치로�이행하는�과정에서�이회창이라

는�요소가�나타났다.�그는�한나라당�안에서�3김과�같은�절대�권력을�누리지는�못했지

만�그에�버금가는�힘을�발휘했다.�아마�이회창이�대통령으로�당선되었더라면�일인�지

배�구조가�약화되더라도�사라지지는�않았을�것이다.�이회창은�3김과�노무현�사이의�중

간�세대로서,�일인�지배의�면에서도�그�중간에�속한다고�할�수�있다.�정치�권력이�양김

에서�이회창을�건너뛰어�노무현으로�갔기�때문에�일인지배�구조가�과도기를�거치지�않

고�그만큼�더�빨리�종식된�것으로�볼�수�있다.��

일인지배의�지역�붕당체제가�깨지면서�한국�정치는�조금씩�제도화의�방향으로�나

아갔다.3)�민주화�이후에도�이어져�온�‘권위주의�계승�정당�체제’(장훈�2003)가�종식되

었으며,�정당들은�선거�기계(‘머신’)�정당에서�대중�정당,�미디어�정당,�지지자�정당으

로�탈바꿈해�갔다.�정당�지도부와�엘리트의�역할이�약화되는�대신�대중의�정치적�활동

이�늘어났으며,�보수�정당�외에�진보�정당이�어느�정도�의미를�지니게�되었다(김용호�

2004,�400-401).

민주주의의�제도적�발전을�위해�국회는�2004년�17대�총선을�앞두고�정치�관련법들

을�획기적으로�개선하였다.�공명�선거를�위해�선거법�위반자에�대한�처벌�기준을�강화

하였으며,�국회의원�선거에서�지역구와�비례대표의�1인�2투표제를�도입하였다.�국회

의원�정수를�273명에서�299명으로�늘렸으며,�법정�지구당을�폐지하여�정당�대신�후보

자�중심으로�선거�운동을�하게�만들었다.�각�정당들은�상향식�공천을�제도화하여�정

당�민주화에�한�걸음을�더�내디뎠다.

2) 권위주의 타파, 국민 참여 증대와 세대 교체

노무현�대통령은�권위주의�타파를�기치로�내걸고�국민�참여�민주주의를�강조하였다

(정해구�2005).�정부의�명칭을�‘참여�정부’라고�붙인�데서�상징되듯이�국민�참여를�한

�3)�여기서�제도화의�두�가지�의미를�생각할�수�있다.�하나는�어떤�정치�현상이�일상화�또는�정

착한다는�의미고,�다른�하나는�사람이�아니라�제도의�규범이�지배한다는�의미다.�제도의�규

범이�지배해야�정치�구조물이�정착될�수�있기�때문에�사실�이�둘은�밀접히�관련되지만,�이�

논문에서�한국�정치가�제도화된다는�말은�주로�제도의�지배,�곧�뒤쪽의�의미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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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의�핵심�과제로�삼았다.�정치�현안들에�대한�참모들과의�토론을�활성화시키고�

각계�각층의�토론�참여를�신장시켰다.�이는�대통령의�권위주의�타파�철학과�맞물린�것

으로서,�이를�통해�시민사회�세력이�활성화되고�정부에�대한�국민들의�목소리가�전달

되는�통로가�넓어졌다고�할�수�있다.�

이와�동시에�노무현�정부의�출범으로�집권세력과�더�크게는�정치세력�전반에�세대�

교체의�바람이�불었다.�이른바�386세대의�정계�진출로,�그�성과에�대한�판단은�사람마

다�다를�수�있겠으나�이를�통해�한국�민주주의�발달에�새로운�바람이�분�것은�분명하

다.�이러한�세대교체를�통해�3김�주도의�구시대�정치(일인�보스�정치,�정경유착,�지역�

패거리�정치)를�벗어나�더�투명하고�제도에�기반한�정치를�할�수�있는�길이�열었다.�이

는�구시대�정치인들이�대부분�퇴장하고�30~40대�중심의�새로운�정치세력이�전면에�나

섰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2004년의�제17대�총선은�당시까지�국회�사상�최대의�의

원�교체율을�기록했다.�즉�초선�의원이�188명으로�의원�정수의�63%를�차지했다.�나이

로�보면�60대�이상은�격감하고�40~50대가�증가하였다.�

세대�교체는�비단�주요�정치세력의�나이가�젊어졌다는�것만�뜻하지는�않았다.�노무

현�정부는�한국�정치의�새로운�세력을�대변하였다.�당시까지�한국�정치의�핵심을�이루

었던�나이�든�보수�세대를�교체하여�젊고�비교적�진보적인�세력이�정권을�장악하였다.�

실상�노무현�정부�들어�나타난�대부분의�정치�갈등이�바로�이런�세력�교체�때문에�일어

난�것이라고�할�수�있다.�이전의�정치�주도�세력은�50~60대의�중상층�엘리트�계층을�

대변한�반면�새로운�정치세력은�20~30대의�지식층과�서민의�정서를�대변하였다.�한

국의�지배계층은�당시나�지금이나�재벌,�중소자본가,�대학�출신,�수도권의�중상류층이

다.�과거나�현재나�그�사실은�마찬가지이며,�앞으로도�그럴�것이다.�지금까지의�정권

은,�서민�경제나�복지�사회를�외치기는�하였으나�구성원이나�정책�모두에서�근본적으

로�이�지배계층을�대변하고�있었다.�그런데�노무현�정부는�이들이�아니라�20~30대의�

젊은�층의�취향과�정서를�대변하여�집권하였고,�특히�젊은�도시�지식층의�탈권위주의�

정서에�부응하여�선풍을�일으켰다.�

��

3)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

새로운�정치세력�등장의�모습으로�또�하나�중요한�점은�진보�정당이�원내에�진출했

다는�사실이었다.�이는�한국�정치�이념의�다양성�증대에�기여하였고,�정치�과정에�대한�

국민�참여의�신장을�의미하기도�하였다.�이는�모두�민주주의�발전에�긍정적인�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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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4년에�있었던�17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이�10석을�차지하였는데,�이는�해방�이

후�잠시�번성했던�좌파가�건국과�함께�급격히�쇠망한�뒤에�처음으로�있었던�진보�계열

의�약진이었다.�사실�진보�노동운동의�정치�참여는�이전에도�있었다.�노동�운동권에서�

1990년�지방선거�때부터�선거에�참여하여,�1998년�지방선거에서�기초단체장�2명을�당

선시키기도�하였다.�1987년�대통령�선거에서는�백기완�후보가�입후보했다가�중도�사

퇴하였으며,�1997년�대선에�국민승리�21의�권영길�후보가�참여하였다.�그러나�진보세

력의�의미�있는�정치세력화는�당시가�처음이었다.�국민의�냉전�이데올로기가�약화되었

고,�선거�제도의�개선으로�비례대표제를�확대한�것이�진보�정당의�원내�진출을�가능하

게�하였다.�물론�이들은�여전히�주류�세력이�되지�못했고,�당시�원내�진보�세력이었던�

민주노동당의�강령도�세계적�기준으로�보면�중도좌파�정도의�노선이라�한국�정치의�보

수�구도를�흔들�정도는�되지�않았지만,�그래도�뜻있는�변화라고�할�수�있었다.�이로써�

시민사회의�이념적�변화를�정치권이�사실상�처음으로�대변할�수�있게�되었고,�그래서�

둘�사이에�보이던�정치적�괴리가�어느�정도�메워졌다.��

4) 당파 싸움과 갈등의 증대

노무현�정부�당시�일상화되다시피�한�정치�갈등은�진보�진영의�재집권에�대한�보수

파의�반격이라는�형태로�전개되었으며,�양�세력의�대결지향적인�행태로�악화되었다.�이

러한�이념�갈등의�한�중요한�계기는�정부의�과거�청산�시도에서�왔다.�친일,�독재,�구

태�정치의�과거�청산과�냉전�이데올로기의�청산이�핵심이었다.�앞의�것은�김영삼,�김대

중�정부도�시도하였으나�여전히�남아있는�것이었다.�두�김�씨�스스로�권위주의�일인지

배,�정경유착,�부정부패,�패거리�정치�등�이른바�구태�정치의�유산을�보인�사람들이었

다.�제도,�사고방식,�인적�구성�모두에서�권위주의�과거가�잔존한�것이었다.�친일�청산�

역시�기득권층의�이해가�걸린�문제라�쉽지�않았다.

이런�상황에서�노무현�정부로�세대교체가�되면서�과거�청산의�기회가�커진�것�같았

다.�그러나�노무현�정부의�개혁�시도�역시�주류�기득권층의�거센�저항을�받았다.�이�중�

구태�정치�청산(부패�청산,�지역�패거리�정치�청산�등)은�워낙�명분이�커서�느리지만�개

선되는�방향으로�나아갔다.�이에�비해�과거사�청산(친일�청산과�냉전�잔재�청산)은�기

득�이익이�관련되었기�때문에�많은�갈등을�일으켰고,�그�결과�어정쩡한�타협으로�귀

결되었다.�특히�냉전�잔재의�청산은�많은�갈등을�일으켰다.�국가보안법�개폐를�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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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갈등이�대표적이었다.�그것은�반공�냉전�이데올로기�세력과�이른바�‘친북’�세력�간

의�갈등이었고,�이념�갈등이면서�세대�갈등이�겹치는�모습을�보여주었다.�국가보안법

은�결국�개정되거나�폐기되지�않았다.�전체적으로�노무현�정부의�과거�청산�시도는�실

패로�돌아갔다.�그것은�기득권�세력이나�냉전�세력의�저항�때문에�과거�청산이�언제나�

매우�어렵다는�사실을�증명하였다.

개혁�과제와는�상관�없는,�정치�권력을�둘러싼�갈등,�즉�당파싸움도�여전하였다.�앞

에서�본�바�대로�선거�제도와�선거�문화가�어느�정도�개선되었으나�정당�정치는�여전

히�제�자리를�찾지�못하였다(김용호�2004,�407;�고원�2008,�104-105).�이러한�갈등은�

특정�이념이나�정책을�둘러싼�갈등이�아니라�각�정파들의�이익과�권력�확보를�위한�투

쟁이었다는�점에서�한국�정치의�문제가�있었다.�17대�총선을�앞두고�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위반�여부를�둘러싸고�일어난�당파싸움은�급기야�한나라당이�국회에서�대통령�

탄핵안을�통과시키는�대한민국�헌정�사상�초유의�사태로까지�갔으나(2004.�3.�12),�헌

법재판소가�거부권을�행사하여�무위로�돌아갔다.�당시�보인�양측의�행동은�우리�정당�

정치가�좁은�당파싸움을�여전히�벗어나지�못한다는�점을�여실히�보여주었다.�탄핵�소

동으로�야당인�한나라당은�대통령을�몰아내지도�못하고�오히려�국민의�비난만�자초했

다.�그�결과�4월의�총선에서�한나라당이�참패하고�여당인�열린우리당이�여유�있는�다

수�의석을�차지하게�되었다.4)�그러나�이후�2005년�5월�1일�실시된�보궐선거에서�열린

우리당은�6석�중�한�석도�얻지�못해�과반수�의석을�유지하는�데�실패하였고,�정국은�

다시�여소야대로�돌아가고�말았다.

�열린우리당은�노무현�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된�뒤�민주당�내�노무현�지지자들이�

김대중�추종자들이�다수였던�민주당과의�단절을�시도하여�만든�정당이었다(2003.�11.�

11�창당).�김대중�개인�정당이라고까지�할�수�있었던�호남�기반의�민주당을�빠져나와�

열린우리당을�만들었다는�사실은�3김�정치�청산이라는�상징성이�있었지만,�다른�한편�

정권이�바뀔�때마다�집권�정당을�바꾸는�구태가�재연된�부정적인�면도�있었다.�실제로�

열린우리당은�여러�계파로�이루어졌지만,�핵심은�노무현�지지자들이었다.�물론�노무현

이�그�안에서�절대�권력을�휘두르지는�못했지만,�어쨌든�특정�대통령에�따라�정당이�생

기고�없어지는�모습이�다시�나타난�것이었다.�정당의�제도화가�아직�이루어지지�못한�

�4)�열린우리당�152석,�한나라당�121석,�민주노동당�10석,�새천년민주당�9석,�자민련�4석,�국민

통합�21�1석,�무소속�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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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였다.�이전과�마찬가지로�노무현�대통령의�임기가�끝나자�여당인�열린우리당은�소

멸하였다.�

����

2. 노무현 정부의 잘못

지역주의�보스�패거리�정치가�끝났다는�점이�노무현�정부가�한국�민주주의�발전에서�

보인��가장�중요한�의미였다.�그러나��시간이�지날수록�보수,�진보�할�것�없이�노무현�

정부에�대한�불신과�경멸이�점점�치솟았고,�그것이�노무현�세력을�몰락시켰을�뿐�아니

라�한국�민주주의의�정당한�발전�성과도�파묻어버렸다(강문구�2013).�이런�상황은�물

론�노무현�정부만의�잘못은�아니었다.�지나치게�이념�갈등을�과장하고�이를�부추긴�보

수세력과�야당�역시�당파싸움과�권력�다툼에�몰두하였다.�

그러나�여기서는�노무현�정부의�공과를�평가하는�것이�목적이므로,�그�문제점을�몇�

가지로�요약해�보기로�한다.�노무현�정부의�잘못은�크게�네�가지를�들�수�있다.�첫째는�

잘못된�문제�설정,�둘째는�정체성�혼란,�셋째�대통령의�권위�부재와�넷째�집권세력의�

대결지향적�행태였다.�첫째,�노무현�세력은�자신의�국정�최우선�과제를�과거의�잘못된�

유산�청산에�두었다.�지역주의�타파,�과거사�청산,�권위�해체,�언론�바로세우기�등이었

다.�물론�이런�과제들은�매우�중요했다.�이른바�4대�개혁�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

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의�취지도�좋았다.�그러나�이런�과제들을�국정�최우

선�과제로�삼고,�더�나아가�대결�지향적으로�해결하려�하였으며,�더�나쁘게는�실제로�

별로�이루지도�못했다는�점에서,�대통령과�그�주변�인사들은�오만과�무능을�보였다.�

그들은�민주화�투쟁을�중심으로�한�자신의�좁은�경험에�입각하여�세상을�바라보았

다.�노무현은�영남�비주류로서�지역주의의�피해를�본�뒤�지역주의가�한국�정치의�최고�

악이라고�생각했던�것�같다.�그를�대통령으로�만들어�준�민주화�세력은�자신들이�국

가보안법의�피해를�보았으니�그것이�한국�정치의�최고�악이라는�의식,�무의식의�포로

가�되었다.�그래서�그들은�이것들을�척결하는�것이�대한민국의�최우선�과제라고�착각

한�것이다.�그러나�지역주의는�세�김�씨의�정계�퇴장으로�이미�약화되고�있었다(김진하�

2010).�더구나�양�김�씨에�의한�지역�동원이�절정에�달하고�지역�‘감정’이�고조되었던�

민주화�초기와는�달리,�당시에는�지역주의�자체가�반드시�한국�정치에�해로운�현상이

라고�단정할�수만은�없었다.�어느�정도의�지역주의는�자연스러울�뿐�아니라,�그것이�여

소야대�정국을�야기하여�집권세력에�대한�야당의�견제를�강화함으로써�민주화에�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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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준�시기도�있었다.�이런�점에서�볼�때�지역주의는�당시�한국�정치에서�가장�중대한�

문제라고�보기�어려웠다.5)�또,�사학법�개정,�보안법�개폐,�언론�개혁�등은�비주류�소수

파�정권이�감당하기�어려운�일들이었다.�혁명의�심정으로�밀어붙였든지�아니면�처음부

터�타협으로�나갔든지�둘�중�하나였어야�하는데,�이도�저도�아닌�어정쩡하면서�동시에�

오만한�태도로�기득권층과의�충돌만�악화시켰다.�결국�원래의�목표와는�거리가�먼�용

두사미의�결과만�내고�말았다.�그�사이�국민들은�당파싸움으로�점철된�정치권�전체에�

냉소적인�태도를�보이게�되었다.���

둘째,�노무현�정부는�선거전�당시부터�진보세력임을�표방하였지만,�정작�그들이�시

행한�정책들을�보면�그렇게�볼�수가�없었다.�권위�해체,�과거사�청산,�대북�화해�정책�

등�정치나�역사의�면에서는�진보적이었다고�볼�수�있으나,�사회경제적으로는�대미�자

유무역협정을�앞장서�추진하고�친기업�정책을�펴는�등�신자유주의적인�정책을�펼쳤다.�

그�결과�사회적�양극화를�부추겨�국민�다수의�삶을�더�어렵게�만들었다.�이러한�정책

과�이념의�혼란은�지지세력을�당혹케�하고�반대�세력의�반감을�악화시켰다.�2005년에�

있었던�한나라당과의�대연정�제안은�노무현의�정체성과�정치적�혜안을�의심하게�만든�

사건이었다.�비정규직�양산,�신용불량자�증가,�부동산�값�폭등�등에서�보는�바와�같은�

사회적�양극화는�서민�대중의�실망과�분노를�일으켰다.�노무현�정부가�그들을�대변한

다고�믿었던�데�대한�배신감이�이런�실망을�증폭시켰다.�

셋째,�일인지배체제의�종식은�새로운�문제를�낳았다.�노무현�대통령은�3김�씨나�박

정희,�이승만이�지녔던�정치권력을�지니지�못하였다.�오히려�보통�이하로�정치적�통솔

력이�빈약한�것이�문제였다.�그를�대통령으로�두려워하거나�존경한�이들은�‘노무현을�

사랑하는�사람들’(노사모)�빼고는�별로�없었다.�그는�권위를�탈피하고�소통을�중시한�

젊은�세대의�대표임을�자임하였으나,�지도자로서�갖추어야�할�권위와�위엄을�갖추지�

못함으로써�한국�정치�발전에�또�다른�숙제를�안겼다.6)�권위를�무시한�그의�행태와�신

�5)�지역주의�투표는�13,�14,�15대�대선에서�큰�변화가�없었고�16대에�강화되었다가�17대�대선

에서�약화되었다.�지역주의는�한국�정치에서�여전히�중요하지만,�지금의�지역주의는�지역�감

정과는�다르며,�지역�격차와�지역�발전에�기반을�둔�지역주의는�반드시�비합리적이라고�할�

수도�없다(김진하�2010).
�6)�여기서�마키아벨리의�『군주론』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그는�군주는�존경받기보다는�무서

워야�한다고�하였는데,�노�대통령은�하물며�많은�사람들이�우습게�보아�더�큰�문제였다.�왕

조�시대의�군주가�아니라�민주�시대의�대통령이라도�이런�점에서는�마찬가지다.�‘일인지배의�

극복’이�너무�나갔다고�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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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지�못한�언행이�이런�상황을�악화시켰다.��대통령이�된�뒤�그는�민주당에서�나와�

열린우리당을�만들었지만,�이�또한�자신이�주도하지�못했고�민주당원들의�반발을�우

려하여�한동안�입당도�하지�못했다.�여당�안에서도�절대�권력을�누리지�못했는데,�정치

사회�전반에서는�더�말할�나위가�없었다.�노무현은�대통령�선거�전까지�강력한�후보도�

아니었다.�자기�계파를�지닌�주요�정치세력도�아니었다.�국민�일반도�노무현�대통령의�

권위를�충분히�인정하지�않았다.�일인�지배의�강력한�보스�정치는�사라졌지만,�이제�오

히려�정치적인�권위와�지도력이�너무�빈약한�것이�문제가�될�지경이었다.�이러한�상황

이�정치권과�시민사회�모두에서�정치적�혼란의�한�원인이�되었다.

넷째,�이런�상황에서�노무현�세력은�집권�당시부터�시종일관�대결�지향적인�자세를�

취하였다.�민주화를�주도한�세력이라는�자부심,�지역주의를�걷어찼다는�긍지,�권위를�

해체하고�과거사를�바로잡겠다는�의지,�모두�좋은�것들이었다.�그러나�그것이�지나쳐�

다른�정치세력들을�죄악시하고,�독선과�오만에�사로잡혀�반대파를�부정하고�국민을�

가르치려�든�자세는,�우선�반대파들의�악감정을�심화시켰고�다음에�국민�다수의�불쾌

감을�가중시켰다.�또�일부�젊은�386�정치인들은�오히려�도덕적인�문제들을�일으키기도�

하였다(김태승�2011).�게다가�대통령의�좌충우돌식�언행은�정파들�사이의�충돌을�심화

시키고�일반�국민들의�피로감을�증가시켰다.�노무현�대통령은�지도자가�아니라�투사의�

모습으로�시종일관하여�정치�갈등과�인기�하락을�자초하였다.�

이런�모든�원인들이�상승작용하여�노무현�세력에�대한�국민�대다수의�반감이�고조되

었다.�보기도�싫고�듣기도�싫은�심리�상태가�조성된�것이다.�결국�노무현�정부가�보인�

정책상의�혼란과�국민�피로�유발은�진보세력에�대한�국민들의�반감을�유발하여,�막�솟

아오르던�비주류�진보세력의�싹을�자르는�결과를�가져왔다.�진정한�진보세력도�아닌�

세력이�진보를�표방하면서�정치와�경제를�그르쳤으며,�국민들은�이것이�진보의�정체라

고�잘못�파악하여�진보세력�자체에�대한�혐오감을�길렀다.�그�반대로�보수세력의�힘은�

더욱�굳건해질�수�있었다.�진보세력의�처지에서�보면�노무현�세력의�진정한�잘못은�여

기에�있었다.�

�

III. 이명박 정부: 보수 회귀와 민주주의의 퇴보

이러한�상황이�17대�대통령�선거에서�야당�후보인�이명박에�대한�‘묻지�마’�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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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불러왔다.�노무현�정부의�행태와�경제적�어려움에�대한�반감이�일반�유권자들의�

이반을�가져오고,�이를�틈탄�이명박�후보가�내세운�‘경제�살리기’�구호가�유권자들에게�

큰�매력을�제공하였다.�특기할�만한�일은�이�후보는�명백히�친재벌의�보수�후보였는데

도�경제를�살려준다는�유혹에�서민,�중산층들도�대부분이�넘어갔다는�사실이었다.�아

직�한국�유권자들의�이념과�정책에�대한�지식이�낮다는�사실을�잘�보여주었다.�아니면�

유권자들의�후보자�선택에서�정책이�중요한�요소로�작용하지�않을�수�있다는�사실을�

보여주었다.�이에�대해서는�또�다른�연구가�필요할�것이다.�

1. 이명박 당선의 요인과 의미

2007년�12월의�제17대�대통령�선거에서�한나라당의�이명박�후보가�유효�득표의�

48%를�얻어�26%를�얻은�대통합민주신당의�정동영�후보를�크게�누르고�당선되었다.�

별로�흥미롭지�못한�말일지�모르나,�이명박이�당선된�가장�근본적인�원인은�정치사의�

주기에�있었다.�다시�말해,�김대중,�노무현으로�이어진�비주류�세력의�10년�집권�자체

가�경이로운�일이었다.�김대중과�노무현은�한국�정치뿐�아니라�사회세력�구도에서�분

명히�소수파에�속하였고,�한국�사회의�비주류를�대변하였다.�정부가�소수파이다�보니�

국정�운영에�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주류이자�다수파인�조선일보,�한나라당�

등�보수세력들은�시종일관�덜�보수적인�비주류�정부들을�깎아내리기에�여념이�없었고,�

국민�대중들도�보수파의�여론�헤게모니에�의식적,�무의식적으로�동조하는�분위기가�형

성되었다.�보수세력은�‘잃어버린�10년’의�구호로�국민에게�지지를�호소하였다.�게다가�

노무현�정부의�좌충우돌�행태가�국민�다수의�혐오감을�불러일으켜,�나라�전체에�이제�

뭔가�바뀌어야�한다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그리하여�반노무현,�친한나라당의�대규모�

표�쏠림이�일어나게�된�것이다.�집권�여당의�참패�원인은�무엇보다�그들이�국정�운영을�

잘못했기�때문이었다.�실제로�노�대통령에게�대한�유권자들의�낮은�평가가�선거�결과

에�직접�영향을�미쳤다(가상준�2008).�이런�점들을�생각하면,�이명박의�개인�능력이나�

선거�전략�등은�당선의�부차적인�요소에�불과했다고�할�수�있다.

물론�당시�양극화의�심화로�다수�국민의�삶이�어려워진�것도�경제�살리기를�구호로�

내세운�이명박이�대통령에�당선되는�데�큰�역할을�하였다.�그러나�실제로�당시의�경제�

상황이�그렇게까지�어려운�것은�아니었다.�경제가�어려웠다고는�해도�민생이�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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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폐해지지는�않았다.7)�실제보다�과장된�위기의식이었다.�지금도�마찬가지지만�당

시의�국민들�사이에는�경제�우선�의식이�팽배했다.�특히�1997년의�외환위기�사태�이후

로�경제만�살리면�정치�비리,�도덕�타락쯤은�아무�것도�아니라는�식의�의식이�국민들�

사이에�팽배했다.8)�이것이�범법�의혹이�제기된�이명박�후보가�당선되는�데�한�역할을�

하였다고�볼�수�있다.�서민�유권자들도�경제�살리기에�대한�기대로�자신에게�불리한�정

책을�펼칠�이명박�후보에게�더�많은�표를�던졌다.�경쟁자인�정동영�후보도�크게�진보적

일�것은�없었지만,�이명박�후보에�비해서는�서민에게�덜�불리한�정책을�가지고�있었다.�

이명박�후보가�내세운�자율형�사립고(자사고)�100개�신설,�종부세�완화�등의�공약들이�

사교육을�부추기고�계급�간�격차를�더�벌이는�정책이라는�것을�모른�채,�서민들은�경

제를�살려줄�것이라는�기대로�이명박에게�표를�몰아주었다.�

이명박�당선의�의미는�무엇보다도�비주류�집권�10년을�끝내고�주류�보수�엘리트�세

력이�다시�집권하였다는�사실에�있다.�어떻게�보면�한국�계급�지도가�정상을�되찾았는

지도�모른다.�이명박�측은�‘좌파’�노무현�정부의�정책�지향을�되돌릴�것을�표방하였고,�

시장주의와�개발주의를�이념적�기반으로�하여,�한반도�대운하�건설,�친기업�정책,�민

영화,�교육�평준화�약화,�영어�교육�강화,�복지�예산�동결�등을�통해�경제�살리기를�하

겠다고�공언하였다.�이로써�비주류�집권�10년이라는�한국�정치사에서�어쩌면�이례적인�

현상이�종막을�고하고�보수�주류�집권으로�회귀하게�된�것이었다.�

�7)�인터넷�신문�검색�서비스에서�‘경제�위기’라는�말을�검색해�보면,�서비스가�제공되는�1990년�

이후�신문�보도에서�‘한국은�언제나�경제위기’였음을�실감할�수�있을�것이다.�

�8)�집권�여당은�이명박의�각종�비리,�특히�이른바�BBK�사건이�그에게�치명타를�줄�것이라는�희

망을�가졌다.�예상대로�이명박은�그런�의혹을�단호히�부인했다.�연이어�터져�나온�각종�증거

들에�아랑곳없이�부인과�변명,�말�돌리기로�일관한�그의�태도는�전략적으로�훌륭했다.�그리

고�비도덕적이었다.�당시�유권자들은�“경제만�살린다면�범법자라도�상관없다”는�식의�행태

를�보여주었다.�그�까닭은�두�가지로�볼�수�있다.�하나는�정말로�경제가�엉망이고�민생이�정

말�피폐해서�밥�먹여줄�사람이면�범법자라도�괜찮다는�절박한�심정�때문이었다고�할�수�있

다.�다른�하나는�국민들의�도덕�수준이�이명박과�별반�다르지�않아�그�정도�범법�사실쯤은�

눈�감아�줄�수�있다고�생각한�것이다.�어느�쪽이더라도�유권자들에게�큰�문제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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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회귀와 민주주의의 후퇴

�

1) 보수 회귀와 사회적 양극화 

이명박�정부와�보수세력은�‘좌파세력’에게�‘잃어버린�10년’을�되찾겠다면서�신자유주

의와�북한�압박�정책을�밀고�나왔고,�유권자들은�이에�호응하였다.�이렇게�출범한�이

명박�정부는�친기업,�성장�위주�정책들을�추진하였다(김배원�2013).��

이른바�‘747’�경제�목표(연�7%�성장과�10년�후�1인당�4만�달러�소득,�세계�7대�선진

국을�이루겠다는�목표)를�공약으로�내걸었던�이명박�정부는�취임�초기에�대기업�지원,�

규제�완화�등을�통한�성장�위주�정책을�펼쳤다.�출범�초기부터�출자�총액�제한�완화,�

금산�분리�완화�등�규제�완화�정책으로�친기업적�행보를�뚜렷이�하였다.�취임�전�정권�

인수위원회는�한�발�더�나아가�영어�몰입�정책과�교육에�대한�시장�기능의�강화를�공

언하기도�하였다.�명백히�상류층이나�기득권층에�유리한�신자유주의적인�정책들이었

다.�그러나�그런�정책들은�입안�초기�단계에서�국민들의�광범한�비판에�직면하여�실행

될�수�없었다.�그래도�그의�경제,�교육,�환경�정책들이�이전�정부들보다�더�시장주의적

이고�우파적인�데서�출발했다는�사실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이러한�신자유주의적인�정책들이�한국�현실에�맞지�않는�부분이�드러나자�정부는�

어느�정도�궤도�수정을�하게�되었다.�미국에서�발단된�서브프라임�모기지�금융�위기

(2007)에�적극적으로�개입했고,�녹색성장�산업�정책을�시행하였으며,�물가�안정에도�

적극적으로�개입하는�등�‘발전�국가’적인�모습을�보이기도�했다(김인영�2011).�또�시간

이�지나면서�‘공정’,�‘공생’�등의�구호를�내걸고�서민을�배려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요컨대�이명박�정부는�신자유주의�정책을�야심차게�시작하려고�했으나,�서민�생활의�

어려움과�정치적�반대에�직면하자�좀�더�중도적인�방향으로�선회하였던�것이다.��

노무현�정부�당시에�이미�심화되고�있던�사회경제적�양극화가�이명박�정부의�친기업�

정책에�따라�더�심각해졌다.�이미�김대중,�노무현의�‘진보’�정권들에서부터�그런�현상이�

심해졌다는�사실은�그�‘진보’�정권들이�사회경제적으로�결코�진보적이지�않았다는�사실

을�웅변한다.�그런데�이명박�정부는�이전�정부들을�좌파라고�규정한�뒤�이를�극복하고�

시장�위주의�경제성장을�이루겠다고�나섰으니,�양극화는�더�심해질�수밖에�없었다.�그�

중에서도�특히�중요한�문제는�비정규직�증가와�자영업자의�몰락이었다.�대기업은�갈수

록�덩치를�키워가고�중소기업은�몰락하였으며,�재벌의�경제력�집중이�더�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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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고용�없는�성장’의�전형을�보였고,�청년�실업은�심각한�지경에�이르렀으며,�정

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및�고용�조건의�격차가�심각하여�큰�사회적�문제가�되었다.�이

에�따라�정부는�747�시장경제�정책을�사실상�폐기하고�‘친서민�중도실용’(2009),�‘공정�

사회’(2010),� ‘공생�발전’(2011)�등의�구호를�외쳤지만,�그야말로�구호에�그치고�말았

다.�이명박�정부가�내세운�‘능동적�복지’는�실체가�없었고,�국민�보험,�건강�보험,�인구�

고령화�문제�등은�방치되었다(최재성�2010).�

2) 민주주의의 후퇴

앞에서�보았듯이,�노태우�정부에서�노무현에�이르기까지�한국�민주주의는�꾸준히�발

전하였다.�노무현�후보의�당선은�3김�일인�붕당체제를�끝내면서�민주주의�제도화를�한�

걸음�앞당겼다.�여전히�숱한�문제점이�있었지만�한국�민주주의는�한�걸음씩�앞으로�내

디뎠다.�

그러면�이명박�정부는�한국�민주주의�발전에�어떤�기여를�하였는가?�별다른�기여를�

하지�않았다고�말할�수밖에�없다.�아니�이명박�정부는�오히려�한국�민주주의를�후퇴시

켰다.�서두에서�민주주의의�척도로�거론한�분야들,�즉�국민�참여의�증대,�자유와�인권

의�신장,�대의�제도의�안정이나�발전이라는�측면에서�이명박�정부는�별다른�기여를�하

지�못하였고,�오히려�상황을�악화시켰다.��

가장�대표적인�사례가�언론�장악이었다.�정부에�대해�비판�기능을�해야�할�대표적인�

공영방송사의�사장들을�대통령�측근�인사들로�채우고,�비판하는�관계자들을�억압하였

다.�이로써�공영방송의�공정성이�위태롭게�되었다.�미국산�쇠고기�수입(이른바�광우병�

쇠고기)에�반대하는�촛불�시위대를�폭력적으로�진압하고�소통을�거부하면서�전경�버스

들로�이른바�‘명박산성’을�쌓았다(2008년�6월).�이�사태는�국민들의�목소리를�겸허하게�

듣지�않으려는�정부의�소통�부재를��상징하였다.�정부�기관이�정부�정책에�비판적인�민

간인을�사찰하는�등�인권�억압도�자주�일어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기구를�축소하고�

제�구실을�하지�않아�국제적인�비판에�직면했고,�한국�인권�상황에�대한�국제�평가를�

추락시켰다.�전체적으로,�이명박�정부�들어�언론�자유가�후퇴하고�인권�탄압이�악화되

었다는�평가가�일반적이다.�

또�민주주의의�토대가�될�사회경제적�평등도�매우�악화되었다.�여러�번�지적한�사회

적�양극화의�문제가�나타난�것이다.�사회적�양극화�그�자체는�민주주의가�쇠퇴하였다

는�증거가�될�수�없지만,�민주주의를�쇠퇴시킬�사회적�토대를�이룬다.�어느�정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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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평등이�보장되지�않으면�못�가진�자의�정치�참여가�제한될�수밖에�없기�때문

이다.�그리고�실제로�위에서�보았듯이�한국�민주주의는�이명박�정부�시절에�상당히�퇴

보하였다.��

이명박�정부가�한국�민주주의�발전에�기여하지�못한�한�중요한�원인은�그가�국가와�

대통령직,�그리고�민주주의에�대해�잘�이해하지�못한�데�있었던�것으로�보인다.�그는�

‘여의도�정치’�즉�현대�민주�정치에�본질적인�대의�정치과정을�이해하지�못했고,�이에�

대한�혐오감마저�드러내었다.�그는�오랫동안�몸담았던�건설�회사의�총수와�같은�논리

와�방식으로�국정을�도모하려고�하였다.�국가�정치�과정에�필수적인�여러�다양한�이해

관계의�조정과�적대적�정치세력들�사이의�힘겨루기나�타협�과정을�불필요하고�비효율

적인�것으로�여겼다.�이는�능률과�일사불란한�전진을�구호로�내�걸었던�박정희�식�개

발�독재�논리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었다.�다만�시대가�달라져서�박정희�같은�독재를�

할�수�없을�뿐이었다.�박정희�식의�독재를�할�수�없는�민주�시대에�이명박이�개발독재�

논리에�빠져�있었다는�것은�자신과�국민�모두에게�불행한�일이었다.�

그�전에도�그랬지만�특히�1997년�외환위기�이후�한국�정치와�사회에는�정치�과정을�

무시하고�효율성과�시장�논리만을�내세운�신자유주의적인�논리가�팽배하였고,�그�일환

으로�기업가�정치인이나�기업가�같은�대통령에�대한�여망이�팽배하였다.�이명박은�그

런�논리에�충실한�사람으로서�그런�사회적�분위기에�힘입어�대통령에�당선될�수�있었

다.�하지만�정치와�기업�경영이�매우�다르다는�사실,�개발�시대에�건설업계에서�성공

한�사람이�같은�심성과�철학과�논리로�민주�시대의�정치�지도자로서�성공할�수�없다는�

사실이�그를�통해�여실히�밝혀졌다.�가장�정치적인�자리인�대통령직을�아주�탈정치적

인�심성의�이명박이�차지함으로써�한국�정치는�‘소통�부재’의�어두움�속에�빠지고�말았

다.9)�노무현이�지나치게�좌충우돌하면서�정치�과잉의�행동의�보였다면,�이명박은�그와�

반대로�지나치게�정치를�기피하는�문제점을�드러내었다고�할�수�있다.��

�9)�이명박�대통령�집권�시�그에�대한�대표적인�비판이�소통�부재라는�것이었는데,�사실�이는�좀�

수정될�필요가�있다.�그는�소통이�필요한�그의�지지세력과는�소통을�잘�하였기�때문이다.�그

가�소통하지�않은�사람들은�그를�지지하지�않거나�그�세력�주변에�있지�않은�사람들이었다

고�할�수�있다.�어쨌든�노무현�대통령이�국민�참여와�대화,�토론을�강조한�것과�대비되는�것

은�사실이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153

3. 정책 변화와 그 부재

위에서�본�대로,�이명박�정부는�중반기에�들면서�초기의�신자유주의�정책을�상당�부

분�포기하고�중도�노선으로�방향을�틀었다.�대기업�위주의�성장�정책이�중소기업�및�서

민�중산층과의�상생�발전,�공생�발전�정책으로�변화되었다.�물론�재벌�기업의�사회경제

적�장악력이�높아만�가는�상황에서�그런�정책들이�원만히�시행되기는�어려웠지만,�노

선�변경이�있었다는�사실�자체가�상당한�의미를�지녔다.�

양극화가�심화되는�현실은�보수�시장주의자로서도�외면만�할�수는�없는�현실이었다.�

더�중요하게,�그것이�유권자의�표와�직결된다는�사실을�간과할�수�없었다.�그런�문제

의식은�청와대보다�직접�주민들과�접촉하는�여권�의원들이�더�절실히�느꼈다.�그들은�

민심을�돌리기�위해�중도�노선을�선택하였다.�실제로�2010년�6월�2일의�지방선거�패배

가�정책�전환의�계기가�되기도�했다.�더�근본적으로,�보수세력이나�대통령이�애당초�가

졌던�‘좌파�집권�10년’,�‘잃어버린�10년’이라는�인식�자체가�잘못된�과잉인식이었다.�앞

에서도�지적했지만,�김대중,�노무현�정부의�사회경제정책들은�좌파나�진보적인�정책이

라기보다는�오히려�절충적이거나�혼란스러운�중도�우파�정책들이었다.�새로운�보수�집

권세력은�잃어버린�10년을�되찾기�위해�지나칠�정도의�시장주의�정책들을�펼치려고�하

였지만,�그것이�한국�현실과�맞지�않는다는�것이�곧�드러나�일부는�정부�출범�이전에�

이미,�또�다른�일부는�정부의�중후반에�이르러�폐기되거나�수정되기에�이른�것이다.�결

과적으로�‘좌파�10년’의�사회경제�정책이나�‘신자유주의적�개발주의자’의�사회경제�정책

들이�별�차이�없는�‘포스트�발전�국가’�정책들로�수렴된�것이다(김인영�2013).

이에�비해�정책�변화가�없는�분야가�바로�대북�정책�분야였다.�예나�지금이나�한국의�

보수와�진보세력이�가장�대립되는�곳이�바로�이곳이다.�보수세력은�김대중,�노무현�정

부의�‘용공’�정책을�받아들일�수�없었기에,�이명박�정부가�수립되자마자�바로�대북�포

용정책을�폐기하고�적대�노선으로�돌아섰다.�그�뒤�남북한�관계는�아무런�진전이�없었

다(이창헌�2013;�박상익�2009).�그렇다고�강경��보수세력이�원하는�바와�같이�북한체

제가�붕괴할�조짐도�보이지�않는다.�북한에�대한�강경�적대�정책이�얻은�것은�반공�세

력의�정서적�만족감�외에는�없다.�오히려�남북한�관계가�악화되어�대한민국의�안보에�

큰�타격을�가하였다.�천안함�피격(2010.�3.�26)과�연평도�포격�사건(2010.�11.�23)�같

은�비극이�이런�배경에서�나왔다.�물론�그�일차적인�책임은�북한이�져야�하지만,�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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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의�대북�적대�정책이�북한�도발의�여건�조성에�기여했다는�사실도�부인할�수�없

다.�대북�정책은�양극화�심화와�민주주의�후퇴와�더불어�이명박�정부의�대표적인�정책�

실패�분야라고�할�수�있다.�

IV. 대척의 공통점과 정책 수렴 

그런데�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는�사실�다른�점보다�공통점이�더�많을지도�모른

다.�물론�이들의�이념�정향과�지향점,�그리고�행태의�차이점들을�무시하는�것은�아니다.�

특히�집권�초기�두�정부는�분배와�일자리,�외교�통일�분야�등에서�매우�다른�정책�지향

을�보여�주었다.�노무현�정부는�정치와�행정,�외교�통일�분야에�중점을�두었고,�이명박�

정부는�경제와�사회�분야를�더�중시하였다(이창길�2010).�그러나�두�정부의�정책은�보

통�생각하는�만큼�다르지는�않았고,�이명박�정부�후기에�와서는�그�차이가�더�줄어들게�

되었다.�글쓴이가�본�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공통점은�다음과�같다.�여기서�정부

라고�하였지만�사실�정부만은�아니고�그것을�둘러싼�폭넓은�정치세력을�일컫는다.

첫째,�그들은�가상�적을�지나치게�과장하였다.�이념�세력들이�가상�적을�과장하는�

현상은�다른�시기에도�있었을지�모르나�정부�차원에서�이런�현상이�두드러진�것은�두�

정부에서�특징적인�현상이었다고�할�수�있다.�이전의�김대중�정부는�진보세력으로서�

처음�집권하였으나,�기존의�정치�질서를�급격히�바꾸려는�시도를�하지�않았다.�김대중�

자신이�기존�정치�과정과�구조에�뿌리박은,�노무현의�기준으로�보면�구시대�지도자였

기�때문이다.�이에�비해�노무현�세력은�3김�정치�탈피와�권위�해체,�지역�균형�발전,�과

거사�청산�등�기존�질서에�대한�도전을�들고�나오면서�가상�적에�대해�과도한�인식을�

가지게�된�것으로�보인다.�이후에�집권한�보수세력�역시�이에�대한�반작용으로�김대중

과�노무현�정부들로�이어지는�“좌파�세력의�발호”에�대해�과장된�인식을�하게�되었다.�

노무현�세력은�지역주의와�권위주의�타파를�당시�한국�정치의�가장�중요한�과제로�

생각하였으나,�사실�그보다�더�시급한�것은�민생�안정과�빈부격차�해소였다.�그들이�

시도한�과거사�문제�해결,�국가보안법�폐지,�국가�균형�발전�같은�정책들도�의미�있는�

정책들이었으나,�보수세력이�득세한�현실에서�실현하기�어려운�과제들이었다.�마찬가

지로�이명박�세력은�김대중,�노무현�세력을�좌파로�과장되게�규정하고�이들의�집권을�

보수�지배로�되돌리기�위해�무리수를�두었다.�이로써�사회경제적�양극화를�부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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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관계를�단절시키는�동시에�민생�해결에�아무런�기여를�하지�못하였다.�노무

현�세력이�과거사�단절이라는�비현실적인�목표에�매달린�만큼,�이명박�세력은�4대강�

사업(처음에는�한반도�대운하사업을�추진하였으나�폭넓은�반대�때문에�완화됨)과�같

은�대규모�토건�사업에�매달려�시대착오적인�개발�시대로의�회귀를�꿈꾸었다.�노무현

의�권위�파괴는�정당한�권위마저�파괴하여�혼란을�불러왔고,�이명박이�내세운�경제�살

리기는�기업을�편들고�서민을�소외시켜�국민�대다수의�삶을�피폐하게�만들었다.��

둘째,�그들은�모두�정치�지도력의�미숙함을�보여주었다.�일인�지배�정치의�시기에는�

박정희,�김영삼�등�특정�지도자가�지나치게�강력한�권력을�행사하여�통치�과잉의�폐단

을�보인�동시에,�민주적�지도력과는�거리가�있었을지�모르나�어땠든�국민이나�정파�세

력을�이끌고�가는�지도력을�보여주었다.�노무현과�이명박이�그와�같은�강력한�지도력

을�보여주지�못한�것은�반드시�그들이�민주적�대통령이어서�그렇다기보다는�지도력

의�부족으로�해석할�여지가�더�크다.�그들은�모두�갈등�조정이나�국민�통합보다는�자

신의�좁은�경험에�의존하고�좁은�측근세력에�발판을�두어�대결적�자세나�협소한�정치

력을�보여주었다.�노무현�세력은�반대세력을�권위주의�보수세력으로�규정하여�타도의�

대상으로�보았고,�이명박�세력은�반대세력을�좌파세력으로�규정하고�역시�배제의�대

상으로�보았다.�정치사회와�시민사회에�뿌리박은�다양한�이해관계와�이념�성향을�아

우르고�국가�발전의�청사진을�제시할�지도자로서의�혜안이나�관용을�그들은�지니지�

못했다.�노무현은�야당�투사로서,�이명박은�건설회사�회장으로서의�역할을�벗어나지�

못했다.�모두�진정한�정치가�무엇인지,�대통령의�리더십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한�지

혜와�통찰이�부족하였다(김영명�2007,�5장).���

셋째,�정치적�미숙함,�곧�대결�지향과�타협�미숙은�대통령�뿐�아니라�주변�세력들�모

두�마찬가지였다.�더�나아가�시민사회�단체를�포함한�한국�사회�전체에�만연한�병폐였

다고도�할�수�있다.�여든�야든,�진보든�보수든,�모두�타협에�미숙하였고�자주�충동적

이고�감정적으로�행동하였다.�노사모와�촛불시위의�대중�운동뿐�아니라�노무현�바람

과�이명박�바람이�번갈아�나타나는�투표�행태에서도�이런�정서적�휩쓸림이�드러났다.�

정적을�이해하고�타협할�줄�아는,�민주주의에�대한�학습이�부족한�결과였다.�글쓴이는�

한국의�이념적�양극화에�대한�일반적인�인식이�과장되었다고�보기는�하나,�어쨌든�다

른�이념�성향을�지닌�각각의�세력들이�타협하거나�절충하지�못하고�대결�구도로�치달

은�것은�사실이었다(엄상윤�2010).�정치사회뿐�아니라�민간사회�역시�정치적으로�성숙

하지�못한�증거였다.�물론�이런�현상이�두�정부에서만�나타난�것은�아니고�민주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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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상화된�한국�정치의�문제점이지만,�각�정부들은�위에서�서술한�대로�각각의�방식

으로�타협�미숙과�대결�지향의�행태를�보여주었다.���

넷째,�진보와�보수를�각각�표방한�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정책들은�결국�비슷

한�방향으로�수렴되었다.�노무현�정부를�좌파라고�규정한�사람들은�정부의�북한에�대

한�유화적�태도,�국가보안법�폐지�시도�등을�주로�겨냥하였고,�더�나아가�친일과�독재

의�과거사�청산,�권위�타파,�지방�균형�발전�같이�좌파와�별�상관없는�정책들에�대한�

반감으로�좌파의�꼬리표를�붙였다.�이명박�정부는�친기업�정책과�시장주의적�교육�정

책�등으로�명백히�우파적이고�신자유주의적인�이념을�표방하고�나왔으나,�시간이�지나

면서�점점�더�중도적인�정책으로�옮겨갔다.�이른바�공정�사회,�공생�발전�등의�구호들

이�그런�연유로�나왔다.�이렇게�된�까닭은�한국�사회에서�무조건�친기업의�시장주의�정

책을�펼치기에는�사회적�양극화와�사회�갈등의�요소가�너무�심각했기�때문이었다.�국

민들도�초기에는�경제�살리기에�대한�환상을�가졌으나�얼마�안�가�그것이�환상이었음

을�깨달았던�것이다.�떨어지는�지지도를�중도�선회로�만회하려는�정부와�여당의�의도

가�드러났다.

이렇게�보면�한국의�정치�갈등을�좌파와�우파�또는�보수와�진보를�편�대결로�보는�

것이�어느�정도�무의미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그�이유를�요약해�말하면�다음과�같

다.�우선,�한국의�보수와�진보는�그�이념적�거리가�그리�크지�않다.�특히�정치�제도권

의�경우에는�유럽이나�중남미에서�볼�수�있는�이념적�다양성을�찾아볼�수�없다.�사회

주의�이념을�공식적으로�내세우는�세력은�국회의�극소수�세력에�지나지�않으며�이에�

대한�국민적�지지도�매우�낮다.�지금의�야당인�새정치민주연합은�진보보다는�오히려�

보수적�성격이�강하다.�그�안의�이른�바�친노�세력도�강경파일지는�모르나�사회경제정

책에서�세계�기준으로�볼�때�좌파라고�할�수는�없다.�우파의�경우에도�극단적인�국수

주의자나�인종주의자는�존재하지�않는다.�한국의�정치세력은�특히�제도권의�경우�중도

좌파에서�중도우파,�그리고�우파까지의�이념�분포를�보이고�있다.�비제도권의�경우에

도�좌우�어느�쪽이든�극단적인�이념을�견지하는�세력은�크지�않다.�

게다가�보수와�진보�어느�쪽이�집권하더라도�한쪽의�정책을�일방적으로�펼칠�수�없

는�형편이다.�그�이유는�첫째,�한국�사회의�보수,�중도,�진보의�세력�분포에�큰�차이가�

없고,10)�둘째,�따라서�한쪽�편향의�정책은�정치사회�갈등을�고조시킬�것이고,�셋째,�한

10)�여러�여론조사에서�나타나는�현상인데,�그렇다고�해서�이�여론�조사�결과들이�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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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미숙한�정치제도와�정치문화,�지도력으로는�그런�정치�갈등을�조화롭게�해결할�

수�없고,�넷째,�그렇게�되면�집권세력에�대한�국민의�지지도가�크게�떨어질�것이기�때

문이다.�그러므로,�지금�한국�정치에서는�이념적�성향이�중도�우파로�수렴되는�경향이�

있다.�가장�비근한�보기가�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사회경제�정책들이�큰�차이가�

없었다는�데서�나타난다.�더�구체적인�예로는,�이명박�정부�시절�야당인�민주통합당이�

그렇게�반대한�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제주도�해군�기지�건설이,�그들�자신이�집권하

였을�때�이미�추진한�것이라는�점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이명박�정부의�‘능동적�복

지’(최재성�2010)나�그�구체적인�내용인�‘일하는�복지’,�‘민간�주도�복지’의�내용도�김대

중,�노무현�정부의�신자유주의적�복지�정책의�연장선장에�있었다(김순영�2011).�결코�

이념상�차이가�나는�정책들이�아니었다.�

앞으로도�한국�정부의�정책�성향은�중도�우파로�수렴될�가능성이�크다.�굳이�차이를�

두자면�‘중중우’와�‘중우우’의�차이�정도라고�할까?�이념적�거리보다�더�큰�갈등의�요인

은�역시�작은�차이도�조화시키지�못하는�타협�미숙과�통합적�지도력의�부재이다(이내

영�2011).�한국�정치가��시급히�해결해야�할�일은�좌파�세력의�척결도�아니고�우파�세

력의�제거도�아니며,�양자�간�대결에서의�어느�쪽의�승리도�아니다.�우리�정치에�당장�

필요한�것은�정치권과�국민�모두에서�갈등을�민주적으로�해소할�정치문화와�제도의�성

숙이다.����

V. 결  론

노무현�정부는�국민�참여의�증대와�권위주의�타파,�소외�받던�진보�세력의�원내�진

출,�그리고�일인�체제의�종식�등의�면에서�한국�민주주의�발전에�기여하였다.�그러나�

당파싸움의�고조와�정쟁의�일상화로�민주�제도의�안정이라는�면에서는�실패하였다고�

볼�수�있다.�이명박�정부는�한국�민주주의�발전에�별다른�기여를�하지�못하고,�국민과

보수가�우세한�한국의�이념�지형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우선�비슷한�분포라고�하더라도�

보수가�그래도�우세하며,�보수-중도-진보로�구분한�기준�자체가�전체적으로�보수로�기울

어�있기�때문이다.�노무현�정부에서�이명박�정부로�이어지면서�한국�사회는�더�보수화되었

다.�야당인�민주당도�2014년�현재�이전보다�더�보수화되었으며�이와�합당하여�새정치민주연

합을�탄생시킨�안철수�세력은�민주당보다�보수�쪽에�더�가까운�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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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통�부족,�정치적�자유와�인권의�쇠퇴라는�측면에서�오히려�민주주의를�퇴보시키

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이�둘의�차이가�흔히�알려진�정도로�크지는�않았다.�오히려�정치�지도력의�부

재와�당파싸움의�일상화라는�공통점을�보였다.11)�사회경제의�면에서도�좌파와�우파의�

차이가�분명히�드러나지�않았고�오히려�중도우파로�수렴되는�모습을�보였다.�이러한�

공통점은�한국�정치�균열의�본질이�흔히�생각하듯이�이념과�정책에�따른�균열이�아닐�

가능성을�제기한다.�오히려�그것은�이념과�정책의�차이�자체보다는�크지�않은�차이를�

타협시키지�못하는�정치�지도력의�부재와�갈등적�정치문화에�존재한다고�불�수�있다.�

한국�정치에서�이념�갈등이나�지역�갈등�같은�말하자면�1차적인�요인의�갈등도�중요

하지만,�그�갈등을�타협이나�조정으로�해결하지�못하고�오히려�더�악화시키는�정치�문

화와�정치�지도력의�미숙함,�즉�2차적인�요인이�더�큰�문제일지�모른다.�가장�큰�문제

는�타협의�미숙과�통합적�지도력의�부재다.�이는�정치권과�시민사회�모두에서�정도의�

차이가�있을지�모르나�마찬가지일�것으로�보인다.�한국�정치의�문제점으로�흔히�정치

적�양극화를�걱정하지만(엄상윤�2010),�그것�역시�엄밀하게�말하여�양극화�자체라기보

다는�타협�미숙과�대결�지향적�행태의�문제일�가능성이�크다.�

노무현과�이명박�정부의�정책이�비슷하게�수렴된�데서�보듯이,�대한민국�정부들의�

이념이나�정책,�특히�사회경제�정책은�진보와�보수�사이의�어느�한�지점으로�수렴되는�

경향이�있다.�따라서�이념�그�자체�보다는�타협�미숙과�대결�지향이�문제의�본질인�것

으로�보인다.�그리고�거기에는�근본적으로�국가�이익보다�당파�이익이�앞서는�정치세

력과�사회세력�모두의�문제가�있다.�

따라서�앞으로의�한국�정치�발전은�효율적인�타협�및�이익�조정의�기술과�제도�개발

에�달려있다.�이와�더불어�각계�각층의�다양한�요구와�주장들을�통합하고�조정할�수�

있는�통합적�정치�지도력,�그리고�이를�달성하기�쉽게�만들�정치�제도의�개발이�필요하

다.�한국�정치에�대한�앞으로의�연구도�따라서�이러한�타협적�정치문화와�통합�지도력

의�개발을�이루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더�주목할�필요가�있다.�

투고일: 2014년 08월 06일

심사일: 2014년 09월 11일

11)�당파싸움의�일상화는�사실�두�정부만의�문제는�아니었고,�민주주의�회복�이후�지금까지�계

속되는�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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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Decay of Korean Democracy: 
A Comparison of Roh Moo-hyun and Yi Myung-bak Governments

 Yung-Myung Kim | Hallym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s and problems of the two recent Korean 

governments—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Yi Myung-bak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Roh government ushered in a new era 

in Korean democracy, ending the post-three Kim politics, i.e., one-man rule based 

upon regional factions. It also overcame authoritarian practices and introduced new 

democratic procedures to a certain extent while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took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several decades. In spite of these 

democratic achievements, the Roh government exacerbated factional strife rampant in 

Korean politics, a good part of which stemmed from the incumbent’s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and strife-stricken behaviors. Yi utilized Roh’s failure to be elected as the 

next president, promising to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The new government 

and supporting conservative forces attempted to reverse what they saw as “leftist”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soon their policies changed, culminating in 

more or less center-right ones not dissimilar to Roh's policies. Yi also failed: He did 

not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and social polarization worsened; and his anti-

North Korean policies contributed nothing in either improv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 or changing the North Korean regime. What is worse, Y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was next to nil: He rather despised democratic 

political procedures, while political freedom and human rights records worsened during 

his incumbency.

  The two governments look very dissimilar at first glance, with the former being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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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latter being “right,” but the realty was not exactly so. They shared meaningful 

commonalities: They both exaggerated the would-be enemies; they both lacked 

political leadership; they were both strife-oriented rather than compromise-oriented. 

Their ideological positions may have been different but their policies, especially in 

socio-economic matters, eventually converged.   

In this regard, we may conclude that the real problems in Korean politics do not lie 

in ideological polarization as usually considered but more in the lack of integrative 

political leadership and compromising political culture, found both in the political and 

civil societies of Korea. The measures to improve these political assets should be found 

and the study of Korean democracy needs to be more concerned on this issue. 

Keywords:�democratic development, ideological struggle, factional strife, political 

leadership, political comprom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