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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를 흔히 여론 정치라고 한다. 정치엘리뜨들의 獨走가 아닌 여론의 지배가 필요 

하다는 당위성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정치현실에 있어서는 대중의 의견， 즉 여론이 정치 

엘리뜨들을 이끌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자주 목도된다. 더 정확히 말 

하면， 현실로서의 여론정치는 “여론의 이름으로 정치엘리도의 의사가 표현되는” 현상￡로 

나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이점에서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엘 

리뜨들을 대중의 의사에 의해 구속받게 하느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더욱 복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즉 여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 

냐 하는 것이다. 분석적 입장에서 볼 때 여론은 결코 同質的인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다. 정 

치공동체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채하는 만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존재하 

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흔히 하나의 국민적 의견， 예컨돼 “미국의 여론”으로 쉽게 말하여 

지는 것의 내부적 실체가 지닌 異質性과 多樣性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 펠요할 것이다.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에 접근하는 여러 입장 중에서 本鎬에서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의 차 

이라는 관점에 춧점을 맞추려고 한다。 즉 階級과 地位의 분화로 인한 사회계층화가 미국시 

민플의 정치행동이나 태도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제는 40년대 초기부터 많은 정치형태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2) 이 

1)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Alexis de Tocqueville은 일찌기 “대중의 독재”를 경고한 바 있다. Alexis 
de Tocquevi1le, Deηzocracy in America, trans. George Lawrence and ed. 1.P. Mayer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 1969). pp.250-53을 특히 참조. 

2) 예 컨대 40'건대 와 50'견대의 다음 저 작틀을 참조하라 Paul Lazarsfeld,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The People’s Choice (New York: Duell, Sloan & Pearce, 1944); Richard Cen
ters, The Psychology 0/ SociaZ Clas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Gerhart 
Saenger, “ Social Status and Political Behavior," American Jourηal 0/ Sociology(이 하 AJS로 

略稱) 51 (September 1945): 103-13; Phillip Converse, “The Shifting Role of Class in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 in Eleanor Maccolcy et al. (eds.) , Read샤gs η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1947) , pp.388-399; Heinz Eulau, “ Perceptions 
of Class and Party in Voting Behavior: 1952," Americaη Political Scieηce Review (이 하 APSR 
로 略稱)， 49 (June 1955): 364-384; Angus Campbell,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The Voter Decides (Evanston, Ill: Row Peterson, 1954); Bernard Berelson, Paul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4); S.M. Lipset, 
Political maη : the social bases 0/ politic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ι 
Inc. , 1959); 그리 고 Robert E. Lane, Political li/e (New York: the Free Press,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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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연구에 理論的 방향과 기반을 제시한 것우로 Lazarsfeld, Berelson, 그리고 Gaudet의 

The people’s choice (1 944) 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그가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정치적 

으로 생각한다"3) 라는 命題에 입각한 이들은 정치행태， 특히 투표행태에 미치는 사회 • 경제 

적 조건에 판한 기본개념들과 이론틀을 체계적우로 저1 시， 이후의 연구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本鎬에 서 는 The people’ s choice 이 후에 전 개 된 이 분야의 연 구들을 文斷;的오로 고찰함으 

로써， 계급과 지위의 분화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주요 잇슈들이 

한 내용을 갖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엇이며， 어떠 

이들 잇슈에 대한 나의 입 

장을 밝히기 보다는， 서로 경쟁적인 여러 주장틀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한적 연구가 갖는 意義는 정치적 태도에 대한 사회 • 경제적 영 

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오로 살펴봄으로써， 연구경향과 文服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 

I. 계굽과 ÃI위의 개념 

Marx에 의해 규정된 계급개념은 그 이후 계급현상 연구의 개념적 原型으로서의 역할을 

히1 왔다 4) Marx는 자본주의 사회 가 두개의 계 급， 즉 사유재 산제 도 속에 서 생 산수단을 소유 

한 자들과 노동력을 파는 자들간의 대랩。1 갈수록 증돼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리고 보 

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계급적 구분의 기본요인은 생산수단에 대한통제력의 정도이다。 

상이한 동제력은 分業현상과 연결되며， 이는 다시 경제력의 분화로 귀결된다. 그 결과 부 

르조아지 와 표를려] 타벼 아트， 중간계급과 근료계급， 노동과 경영， 농부와 금융인 등의 저l 범 

주가 존재하게 된다. 

정치의 체급흔적 이해에서 문제가되는 다양한 계급적 범주간의 물질적 목표와 욕구의 

상이성에서 기인하는 갈등과 대립이다. 흔히 좌익세력과 우익세력S로 거시적 안목에서 범 

주화될 수 있는 이를 양대세력칩단간의 이익상충은 계급갈등론에 입각해서 보게되면 水행 

不相容의 그것이다. 

3) Lazarsfeld et al., op. cit. , p.27. 
4) Marx의 계 급캐 념 을 알기 위 해 서 는 Karl Marx, “ on class," in Celia S. Heller, ed. , Structαred 

Social lnequality: A Reader in Comparative Social Stratification (Ne￦ York: The 
Macrnillan Cornpany, 1969) , pp.14-24을 올것 . Marx의 계 급개 념 에 대 한 해 석 을 보기 위 해 서 는 

다음의 저 작틀을 참조. Reinhard Bendix and Seyrnour Lipset, eds. , Class, Status and Power, 
2nd ed. CNew York: The Free Press, 1966) 에 서 특히 pp. 6-11; Bertell Ollrnan, “Marx’s use 
of ‘class, "’ AJS, 73 (March 1968): 573-80; Lawrence E. Hazelrigg, “ Class, Property, and 
Authority: Dahrendorf’ s Critique of Marx’ s Theory of Class," Social Forces, 50 (June 1972): 
473-87; 그 리 고 Erik Olin Wright and Luca Perrone, “ Marxist Class Categories and Incorne 
Inequaìity," Aηledcan Sociological Reψiew 이 하 ASR로- 略稱)， 42 (February 197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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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는 ‘위신’ 또는 사회적 명예의 분배와 관련된다 5) 위신이란 개인이냐 집단 

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그들의 資質이나 성취결과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同意， 존경과 존 

대， 칭송 등을 의미한다。 어떤 개인이나 칩단이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위신을 확보하게 되 

는 위신의 불평등 

위계질서이다。 

현상이 당연히 나다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의 현실적 귀결은 지위의 

미국사회에서 지위블 결정하는 요인￡로서는 안종， 종교， 직엽， 교육정도， 경제적 뜯들? 도
εg 。

을 들 수 있￡나， 이들 제요인은 각지 별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상호복합적인 

결합을 통해 지위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예컨대 인종과 종교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지위집단의 구분오로서 는 改新敎徒， 舊

敎徒， 유태인， 인디안， 그;;:'01 
-, u ’ 백인， 移民 등의 諸集團을 둘 수 있다. 직업과 교육정도는 

대개 긴밀한 선택적 친화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 결과 예컨대 대학교수와 트럭운전수는비 

록 경제적 수입이 동일하다하더라도 상이한 지위를 지니게 된다. 

경제적 富라는 요인은 여다의 요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오므로， 그 자체 독립적 지 

위결정요인이 되기 힘든다. 예컨대 부유한 흑인과 비록 그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하나 

부유한 유태인은 부유한 백인 앵글로 색손 기독교도(WASP) 에 비해 훨씬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앞서 든 대학교수와 트럭운전수의 경우도 비슷한 예가 된다. 

지위에 따른 계층분화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은 우선 각 지위집단이 지닌 독특한 가치 및 

신념체계， 관습， 태도 등이 형성하는 독자적인 ‘생활양식’이 정치적 行態에 미치는 영향이 

다. 그리고 이에 핍한 것으로， 각 지위집단이， 

諸價f直의 불평등한 배분(지위의 위계질서로 

Da vid Easton의 표현 을 빌린다면， 

반응이다. 인한)에 대해 갖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 의한 계층과 계급에 의한 계층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이 바로 이 

불평등한 가치배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다. 지위집단들은 계급갚등론과 다흔 각도에서 계 

층간의 이익불평등을 인식한다. 그들은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 그 자체블 적패시하기 보다 

는 지위향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상향이동의 욕구와 그 가 

가능성에 대한 믿음때문이다. 

그 좋은 예이다. 

한때 미국사회를 상징적우후 설명해주었던 ‘美國的 꿈’이 

계층간의 불평등한 가치배분에 대한 상이한 반응에서 보듯이 계급과 지위는 서료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이들 둘이 항상 상대방을 자신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일찌 

5) Joseph R. Gusfield, Symbolic Crusade: Status Politics aηd the American Temperaηce Moνement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 pp.13-15; 그리 고 Kurt B. Mayer and Watter 
Buckley, Class & Society, 3rd ed. (New York: Random House, 1970) , pp.46-49를 볼것 , 

6) 계 급과 지 위 의 개 념 적 구분을 뷔 해 서 는 Gusfield, op. cit. , pp.13-24와 Mayer and Buckley, op. 
cit. , pp.42-49를 볼 것 . 그리 고 Richard Hofstadter, “ The Pseudo-Conservative Revolts," in 
Daniel Bell, ed. , The NeαI American Right (New York: Criterion Books, 1955) , pp. 33-5와 
같은 책 pp.166-234에 실 린 Seymour Lipset, “The Sources of the Radical Right"플 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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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Max Weber는 계급현상을 특징지우는 기본원칙들과 지위현상의 그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相衝的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근본원인은 가치배분게 

빌리면 “財貨의 취득과 분배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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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의 임의 규칙이 지닌 안정성과 관련된다. 

하는 기본조건들이 비교적 안정적일 째”에는 지위에 따른 사회계충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극심한 기술적 • 경제적 변동과 반동은 “지위에 따른 계층화를 위협하면서 계 

급적 상황을 전면에 대두케 한다 "7) 

이제껏 논의된 바와 같이 계급과 지위는 상호 분석상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두 개념상의 분석적 구분을 종종 무시하고 있다。 8) 이들은 

계급과 지위플 잘뭇 바꾸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개념을 구분없이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 

로 보기 도 한다. 예 컨대 , Lindquist, Kohn, Schooler 등은 계 급을 얘 기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들은 계급부분에 필수적 변수로서 교육과 직업이라고 

(Kohn과 Schooler의 경 우)， 직 업 과 거 주지 역 이 라고 말한다 (Lindquist의 경 우) . 

들이 말하는 諸變數는 앞에서 시도한 계읍과 지위의 구분에 의하면 계급이라기 보다는 지 

하면서 실은 

말하거나 

그러나 이 

지위플 

위를 설명하는 변수인 것이다 9) 

그들은 所得을 

무시하고 있다 10) 또 다 특정 무로 간주함무로써 계 급과 지 위의 구분을 

른 경우엔， 계곱이 여러 형태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계층체계인 것으로 

Converse와 Eitzen은 계급과 지위를 무분별하게 混用하는 예블 보여준다. 

지위구분의 핵심적 

이해되기 

도 한다 11) 

이처럼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일관되게 사용되는 합의되고 공통적으로 연구자들간에 

부딪치는 않다는 사섣은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사회계층의 영향에 관한 문헌연구에서 있지 

7) Max 재Teber ， “ Class, Status, Party," in H.H. Gerth and C.W. M i11s, eds. ,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London and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 1970) , pp.193-4. 
Weber의 계 층개 념 을 이 해 하기 위 해 서 는 B. Jones, “ Max Weber and the Concept of Social 
Class," Social Relations, 23 CNovember 1975) :729-57과 Reinhard Bendix," Inequality and 
Social Structure: A Comparison of Marx and Weber," ASR, 39 (April 1974): 149-61을 볼것. 

8) 명확히 구분되는 이 두 개념이 실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 높은 지위가 
요우하는 생환방식은 그에 걸맞는 계급적 위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첨에도 아느정도 

이 유가 있 을 것 이 다. Mayer and Buckley, op. cit. , p.48 참조. 이 와 같은 混用상황은 “사희 경 제 
작 지휘 (SES) "라는 개념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 SES라는 용어는 계층의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띤의 엄격한 구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함부로 씌어지는 경우가 많다. 

9) John H. Lindquist, “ Socio-economic Statu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Western Political Qμar
terly, 17 (December 1964) , p.609와 Melvin L. Kohn and Carmi Schooler, “ Class, Occupa
tion, and Orientation," ASR, 34 (October 1969) , p.660을 블 것 . 

10) Philip E. Converse, “The Shifting Role of Class in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 in 
Eleanor Maccobγ et al. , Readings iη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iVin

ston, Inc. , 1947) 와 D. Stanley Eitzen, “ Social Class, Status Inconsistency and Political Attitu. 
des," in Dan D. Nimmo and Charles M. Bonjean, eds. , Political Attitμdes and Pμblic Opiηion 
(Ne￦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 1972) , pp.339-46을 볼 것. 

11) Werner S. Landecker, “ Class Boundaries," ASR, 25 (December 1960): 868-77 그러 한 경 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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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척인 문제이다. 특히 실증적 분석이 대부분인 이 분야의 연구들이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계급과 지위-이 연구차에 따라 다양하게 操作化됨무로써 분석과정의 엄밀성-실 

종적 연구의 일반적 특징인-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 

르기 때문이다. 

n. 마뭘철화빠 있어서외 계굽파 ̂I위 

계층과 정치적 태도의 관계에 관한 종래의 전통적 견해는 낮은 사회계층은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낳고， 궁극적우로는 낮은 수준의 정치참여블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 

다 높은 소득， 위세있는 직업， 높은 교육 등의 배경을 가진 시민들은 보다 활발한 정치적 

관심과 행동을 하는 것부로 입증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계층에 따른 명확한 정치행태의 차이 

에 관한 연구결과는 미국 정치에 대한 현실적 처방을 제시하기에 까지 이르렀￡니， 즉 미 

국민주주의는 높은 계층에 처해있는 、‘책임있는’ 시민들에게 의존해야한다는 주장-명시적 

이든 묵시적이던 간에-이 그것이다 12)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미국정치에 미치는 계급과 지위의 역할예 관한 위와 같은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계층적 요인은 비국시민들의 정치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13) εampbell， Converse, Miller, Stokes 등의 경험적 연 

구에 의하면， 1948년에서 1956년간의 자료를 살펴볼 때 계층에 따른 정치적 견해의 分化현 

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오며， 이는 장기적 경향성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4) 

계층과 정치적 견해의 分化간의 이와 같은 경향이 현실정치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난 결과가 바로 정당 귀속감에 미치는 사회계층의 영향이다.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2) Paul Lazarsfeld,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의 People’s Choice, Angus Campbell,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의 The Voter Decides, Bernard Berelson, Paul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의 Voting, 그리 고 Robert E. Lane의 PoUtical Life를 볼 것 • 이 러 한 견해 의 
일반걱 검토를 위해서는 Eric A. Nordlinger, ed. , Politics aηd Society (Englewood Cliffs, N.].: 
Prentice-Hall, Inc. , 1970) 과 Herbert Jacob and Michael Lipsky, “ Outputs, Structure. and Power: 
An Assessment of Changes in the Study of State and Local Politics," The Joμrηal Politics(야 
하 JP로 略稱)， 30 (May 1968):510-38을 참조. ‘ 

13) John W. Books and JoAnn B. Reynolds, “ A Note on Class Voiing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ε'omparative Political Studies, 8 (October 1975): 360-76; Robert H. Salisbury 
and Gordon Black, “ Class and Party in Partisan and Non-Partisan Elections: The Case of Des 
Moines," AP SR , 57 (September 1963): 584-92; 그리고 Robert H. Blank, “Socio-economic Deter
minism of Voting Turnout: A Challenge," JP, 36 (August 1974): 731-52. 

14) Angus Campbell, Philip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η 

Voter (New York: John Wiley, 1964) , 특히 12章과 13章 참조. 이들과 함께 계층에 짜흔 투표 

성향의 병랙하고도 급속한 하강경향을 지적하는 여다의 연구자들은 이런 경향의 원인을 후기산 

엽사회의 특정에서 찾는다. 후기 산엽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계급 연대성이 벌다른 호소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높은 교육수준은 잇슈에 따른 투표성향을 대두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특히 John W. Books and JoAnn B. Reynolds, op. cit.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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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라는 주장이 있다. Blank는 

적 접근법 자체가 문제플 지니고 즉 이 접근법은 지역변수에 

국정치에 있어서 南部와 非南部간의 차이를우시해버리는오류릎 범했다는것이다 16) Glenn 

남부릎 제외한 지역에서는 1948년이후 

계 급에 따른 투표성 향아 구준히 쇠되 해 왔음을 발경함우로써 지 역 변수의 효과이1 주옥한다 17) 

겨1 급이나 지위， 즉 계층요인이 정치행태에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전국적 하원에서 투표결과를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경향때둔에 미 의한 통제블 하지 

도 1936년에서 1968년까지의 선거자료를 분석하면서 

않는다고 주장하 

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미국사회의 독특힌- 특성에서 찾는다. 이들에 의하면 미국은 구라 

파제국과 달리 계급간의 현지한 경제적 갈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러한 싱황은 

상이한 계급들간의 격렬한 충돌을 억제함우로써 마국사회를 계급간의 이념적 투갱우로부터 

부면， 

미국정치사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 그것과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냐는 계급 

갈등이 주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정당 

을 배양하지 않았다 심지어 30년대의 대공황때에도 .. 미국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와 만주작 

정당에 계속 충성을 바쳤다 19) 

구해주었다 18) Verba와 Schlozman의 말을 그대료 옮겨 

효과에 돼한 보다 주의깊은 분삭을 요구하는 염구자들-예컨대 Hamilton 

과 Gusfìeld-은 비록 경제갈등 내지는 ‘階級 極化’가 미국사회에서 점차로 

계층의 정치적 

약화되고 있다 

。F계급이 고 해서 계층자체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마 국정치에서는 

15) Salisbury and Black, op. cit.; V.O. Key, ]r. and Frank Munger, “Social Determinism and 
Electoral Decision: The Case of lndiana," in Eugene Burdick and Arthur ]. Brodbeck, eds. , 
Americaη Voting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1959) , pp. 281-2; Blank, op. cit.; 
그리 고 Norval D.. Glenn, “ Class and Party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Recent and Emerging 
Trends," Public ()ψ까ion Quarterly (이 하 POQ로 略稱)， 37 (Spring 1973): 1-20. 

16) Blank, op. cit. 
17) Glenn, op. cit. 
18) 일 찌 기 찌T erner Sombart는 Warμm gibt es iη deη Vereinigten Staaten keiηen Sozialismμs? 

(Tübingen: Verlag von ].C.B. Mohr, 1906) (이 책 은 Macmillan 출판사에 의 해 Why is there 

no socialism π the United States?라는 이릎3로 1976년에 받행되었다. )라고 의문을 제기함우로 
써 미국사회가 구라파사회에 비해서 지닌 특수성을 지적한비- 있다. S.M. Lipset는 이 특수성을 
“미 국적 예 외 성 ”이 라고 재 확인 하고 있 다. Lipset가 쓴 “ American ‘Exceptionalism’ in North 
American Perspective" in E.M. Adams, ed. , The Idea 0/ America (Cambridge, Mass.: Ballin
ger, 1977) 와 “ Why no socia1ism in the United States?" in S. Bialer and S. Sluzar. eds. , Sou. 
rces 0/ Conteη~porary Radicalism (Boulder, Colo.: Westview, 1977) 을 볼 것 . • 이 와 같은 운제 인 
식의 일반적 수용은 多立主義理論이 미국사회의 정치현상을 섣영하는 지배적 파라다임이 되게 

하였다. 
19) Sidney Verba anà Kay Lehman Schlozman, “ Unemployment, Class εonsciousness and Radical 

Politics: What Didn’ t Happen in the Thirties," JP, 39 (May 1977)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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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지위의 문제가 점차로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우묘로 계급구분은 ‘수직적’ 구분， 즉지 

위격차의 관련성과 연결시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지위가 계급적 문제을 대치하였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급과 지위 모두가 

여전히 미국정치를 중요하게 규정짓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21)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계급적 의식 내지는 귀속감과 정치적 태도간에는 종래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상관관계 가 계 속 존재한다는 주장이 다 22) 

이제까지 살펴 븐 여러가지의 상충되는 주장들을 감안해 볼 때 사회계층이 개인의 정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보다 조심스려운 분석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다. 앞우로의 

분석에서 무엇보다 유의하여야할 것은 여러 

독립적 효과를 가진 것인가， 

연구에서 주장된 계급 또는 지위의 영향력이 과 

연 그 자체로 

우연적 결과인가하는 것이다. 지역 

결과 종래의 계층과 정치행태간에 

"C~C 주二 
CL-τ二

아니면 계층 이외의 요인이 복합적우로 

가족의 정 치 적 유습이 라는 변수들로서 

냐다난 

통제해본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연관성이 소멸된다는 것이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3) 

상호 

연구방법 

정치행태에 마치는 사회계층의 영향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이제껏 논의된 바와 같이 

경쟁적 내지는 대립적인 견해들이 존재한다. 일관성있는 조작적 개념들과 세련된 

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에 

을 줄 것이다. 本鎬의 다음 

입각한 보다 많은 경험적 언쿠들만이 이러한 문제의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상황속에서나바 활발히 

는 계층과 관련된 몇가지의 논쟁점들， 즉 인종과 정치행태 g 종교와 정치행태， 

권위 주의 ’ , ‘地位-實性’ 등에 대 한 둡현적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해결에 도움 

논의되고 있 

‘노동계급의 

20) Gusfield, Symbolic Crusade , pp. 185-6과 Richard F. Hamilton, Class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John 찌Tiley & Sons, Inc. , 1972) , p. 188。

21) Eugene Declerco, Thomas L. Hurley, and Norman R. Luttbeg, “ Voting in Amerìcan Presiden
tial Elections, 1956"'1972," Americaη Politics Quarterly, (July 1975) :222-46; M. Kent Jen
nings and Harmon Zeigler, “ Class, Party, and Race in Four Types of Elections: The Case of 
Atlanta," JP , 28 (May 1966): 391 • 408; Robert R. Alford, “The Role of Social Class in Ame
rican Voting Behavior," Western Political Qμarterly， 16 (March 1963): 180-94; Jack Tager, 
“ Progressives, Conservatiγes and the Theory of the Status Revolution," Mid- America, 48 (July 
1966):162• 75; E.A. Wilkening and Ralph K. Huitt, “PoHtical Participation among Farmers as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 and Perception of the Political Process," Rural Sociology, 26 
(December 1961) :395-408; 그리 고 William H. Form and Joan Huber, “ Income, Race, and the 
Ideology of Political Efficacy," JP , 33 (August 1971) :659-88. 

22) 예 컨 대 A very M. Guest, “ Class Consciousness and American Political Attitudes," Social F07'ces, 
52 (June 1974):496-510을 볼 것 . 

23) Hodge와 Treiman은 차별적 결사의 희원됨은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뭇지 않게 그을의 부 
모들이 이러한 결사에 얼마나 참여적이었는가에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받견하였다. Robert W. 
Hodge and Donald J. Treiman, “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tatus," ASR, 33 (October 
1968) :722-40. Hamilton도 노동지 의 강 당 귀 속감에 서 비 슷한 경 우를 말견하고 있 다. Hamilton, 
op. cit. , p. 32. 
지역조건에 관해서는 뼈註 16과 17을 참조할 것. Hami!ton도 지역변수블 

수는 육체노동자와 非육체노동자간에 있어서의 정당 귀속감에 아우런 체계적 
지 않음을 지 척 하고 있다. Hamilton, op. cit. , p.214. 

통제할 때， 소듀변 

차이점을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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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정치행태에 영향을 마치는 지위 요인들 : 인종과 종파 

III-I, 인종과 점치행태 

소득， 직업， 거주지， 교육， 인종， 종교 등의 다양한 사회계층요인들 중에서도 인종과 종 

교는 사회계층과 정치태도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진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에 의해 흔히 연 

구의 대상이 되는 것블이다. 

미국은 多人種사회이다. 여타국가들에 비해서 인종은 미국정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인종의 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두가지의 상이한견해가있다. 

인종이 영향을 미천마고 보는 첫번째의 견해에 의하면， 특정 인종칩단의 구성원들은 특정 

정당과 밀착감을 나다내고 있는데， 이런 현장은 여타의 인구학적 특정만 가지고는 설병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는， 특정 인종칩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당의 구분에는 

상관없이 단지 그들파 다른 인종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또는 그 

들과 같은 인종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24) 

이처렴 인종-유태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종종 종교적 .특성과 결부되어 나타나는-적 

배경은 미국사회에서 정치참여의 특성을 규정해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인종의 

영향력은 계곱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종은 백인집단이 

거나 비백인집단이거나를 막론하고 미국사회연구에서 무시될 수 없는 변수이다. 

첫번째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인종의 영향력을 대체로 부정하는， ‘同化論’이라고 불리우 

는 두번째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떤 집단척 기만오로서의 안종적 차이는 미국사회의 

主流文化에 동화띈 결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사라짐으로써 결국에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 특히 투표행태에는 별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돗하게 된다. 이러한 종듀의 동 

화론은 Dahl의 Who Goνerns?어1 가징- 명확하게 기술되고 있다. 그는 인종적 정치는 “분병 

히 과드적 현상”으로서 긍극적으로 사라지고 말 것으로 본다 25) 

24) 인종적 투표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Raymond E. Wolfinger, 
“ The Deγelopment and Persistence of Ethnic V oting," AP SR , 59 (December 1965): 896-908; 
V.O. Key, Jr. and Frank Munges, “Social Determinism and Electoral Decision: The Case of 
Indiana," in Burdick and Brodbeck, eds. , Americaη Votiηg Behavior, pp. 281-299; Campbell, 
Gurin and Miller, The Voter Decide, pp.77-79; Edward C. Banfield and James Q. Wilson, 
City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pp. 230-31; Lucy S. Davidowicz 
and Leon J. Goldstein, Politics 쩌 a Plμralist Democracy (New York: Institute of Human 
Rehtions Press, 1963); Gerald Pomper, “ Ethnic and Group Voting in Nonpartisan Municipal 
Elections," POQ, 30 (Spring 1966) :79-97; Michael Parenti, “ Ethnic Po1itics and the Persist
ence of Ethnic Identification," APSR, 61 (September 1967) :717-26; 그리 고 Andrew M. Gree
ley, “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Recon
naissance," AJS, 80 (July 1974): 170-204. 

25) Robert A. Dahl, Who Governs?: Democracy aηd Power η aη Americaη City (New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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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같은 동화론은 흑인정 치 와 Chicano 정 치 블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 해 특히 강력 하게 

도전받고 잊다 26) 이들은 흑인과 Chicano는 여타의 구라파이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흑인이나 Chicano의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同化論의 대안우로 제시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內部的 식민주의’ 이론이다 27) Slum이나 Barrio는 백인다수가 이 

루는 사회에 의해 마치 피식민지가 식민모국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처럼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는 이 이론에 의하면 同化현상은 극히 피상적 관찰일 뿐이다. 

여러 인종집단중 흑인집단은 미국사회에서 이 집단이 갖는 정치적 비중때문에 가장 중요 

한 관심대상이 된다. 백인에 對比하여 본 흑인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흑인은 자발 

적 정치조직과 투표에 참여하는 횟수냐 활동정도에 있어서 백안보다뒤떨어진다. 이 현상은 

흑인이 교육이나 정치적 정보의 수준에 있어서 뒤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28) 

전통적 견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비록 흑인들이 백인 

보다도 자발적 결사체나 투표에 참여하는 적극성이 대체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사회경제적 지위블 통제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인종과 참여도간의 관계가 오히려 뒤바 

뀐다. 즉 흑인이 백인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 된다 29)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흑인들이 

고소득층 백인들보다 오히려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0) 1952년 이래의 역대 대 

Yale University Press, 1961), p.34. 인종적 정치의 同化論的 설명을 채택하고 있는 것우로는 

Milton Gordon, Assiηlilation η Americaη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와 Nathan Glazer and Daniel Patrick Moynihan, Beyond the Melting Pot (Camhridge: MIT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을 참조할 것 . 

26) Chicano는 Mexican -American2-.로도 불려 운다. 미 국사회 에 서 이 들 命名法은 價f直負倚的이 다. 해 
로는 Chicano가， 때 로는 Mexican -American이 상황에 따라 경 별적 인 호칭 S로 간주된다. 그러 나 
어느때 어느 명영법이 경별적인가 하는데 대한 영확한 상황 규정을 하기는 어렵다. 센서스조사 
의 가치중립적인 명명볍은 Hispanic이다. 그러나 센서스나 Survey 이외에서는 Hispanic은 질제 

거의 쓰이지 왔는다. 
27) Robert Blauner, Racial Oppressioη in America C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와 Mario Barrera, Carlos Muñoz, and Charles Ornelas, “The Barrio as an Internal Colony," 
in Harlan Hahn:, ed. , Urban Aß꺼airs Aηηual Reνiew， 6 (1972) , pp. 465-98을 참조. 

28) Charles R. Wright and Herbert H. Hyman, “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s of American 
Adults: Evidence from National Sample Surveys," ASR, 23 (June 1958) :284-94; Campbell, 
Converse, Mi1ler, and Stokes, op. cit.; εampbell， Gurin, and Miller, op. cit.; Morris Janowitz 
and Dwaine Marvick, Competitive Pressures aηd Democràtic Coηsen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그리 고 Julian L. W oodward and Elmo Roper, “ Political Activity 
of American Citizens," APSR, 44 (December 1950) :872-75. 
이와 같은 전통척 견해에 대한 둔헌고창을 의해서는 Robert E. Lane, Political Life, pp.235-

55을 참조할 것. 

29) Anthony M. Orum, “ A Reappraisal of th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egroes," 
AJS, 72 (July 1966): 32-46; Gunnar Myrdal, Richard Sterner, and Arnold Rose, An American 
Dilemm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4); Nicholas Babchuck and Ralph V. Thom
pson," Voluntary Associations of Negroes," APSR, 27 (October 1962) :647-55; Robert E. 
Lane, Political Life; 그리 고 Marvin E. Olsen,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Blacks," 
ASR, 35 (August 1970) :682-97. 

30) Orum, op. cit. 와 Olse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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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선거에서 흑인투표참가율은 현저한 증가블 보이고 있는 반면 전국적인 투표율은 별다 

른 변화없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 

그려면 흑인들의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정치참가율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Orum, Myrdal, Thomson 등은 이 현상을 ‘보상’ 명제로서 설명한다. 즉 흑인들은 그들 상 

호간에 인간관계플 형성하고 조직을 결성함오로써 인종적 차별에 대한 보상작용을 시도한 

다는 것이다. Lane은 보상명제블 ‘인종공동체’ 명제로 바구어 놓고 있는 데， 그에 의하연 

인종적 동일체감이 높을수록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진다. Lane의 이와 같은 견해는 흑인정 

치의 實像을 설팽하는 데에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Olsen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32) 

UI-뾰. 종교와 정치행태 

종교는 미국사회에서의 지위정치에 영향을 마치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으후 일반적우로 

인정되고 있다. 비록 종교의 영 향이 구라파저l 국에 비해서는 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33) 

여전히 미국선거에서 종교가중요요인임에는틀림없￡며 최근에 와서 정치분석기-들사이에서 

새로운 관심을 얻고 있다 34)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투포행돼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경 

우가 바로 1960년 돼 통령 선 거 에 서 Kennedy 후보의 당선 이 다 35) Wisconsin의 투표결 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 현상을 설명한 한 연구에 의하면， 

Kennedy가 75% 이 상 득표한 지 역 틀은 .. 주민들 중 플란드계의 거 주율이 월등히 높은 곳이 었고 따 

31) Orum, loc. cit. 
32) Chicano 정치에 있어서도 인종적 동일체의식과 정치적 행동의 적극성은 긴벌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 보고 되 고 있 다. 예 컨 대 Armando Gutiérrez and Herbert Hirsch , “ The Militant Challenge 
to the American Ethos: “Chicanos’ and Mexican Americans' ," 30cial Science Qαarterly ， 53 
(March 1973):830-45참조. 

33) Books와 Reyno1ds는 미국괴 영국을 비꼬해 볼때 전치에 있어서는 후자에 바해서보다 종교가 투 
표에 미 치 는 영 향이 훨 씬 미 미 하다고 지 척 하고 있 다. Books and Reynolds, “A Note on Class 
Voting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34) 그러나 상당한 수의 연구자을이 과떤 종교 그 치체가 정치적 믿음이나 챙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01 첨을 뷔해서는 특히 Robert E. Lane의 Politi 
cal Life, p.247-을 볼 것. Wes1ey Allinsmith와 Beverly Allinsmith는 종교적 요인보다는 경제 
척 요인이 改新敎徒들간의 정치적 차이를 섣덩해주는 진정한 요인이라는 것을 일찌기 강력하게 

주장한 바있 다. ìNesley and Beverly Allinsmith, “Religious Affiliation and Politico-Economic 
Attitude," POQ 12 (Fall 1948) :377-89. 이 둔제 에 관해 서 는 Lipset, Political Man , p.289도 참 
조할것. 

35) 1960 대통령선거는 증교적 영향력의 분석을 위한 좋은 지흐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 Andrew R. Baggaley, “ Religious Inflllence on Wisconsin Voting , 1928'" 
1960," APSR, 56 (March 1962) :66-70; Bernard Cosman, “Religion and Race in LOllisiana 
Presidential Politícs, 1960," 30μthtνesterη Social Scieηce Qμ arterly (December 1962): 235-41 ; 
Roberta S. Sigel, “ Race and Religion on Factors in the Kennedy Víctory in Detroit, 1960," 
Journal of Negro Education , 31 (Fall 1962): 436-47; 그 리 고 James R. Doneghue, H iJw Wis
consin Voted, 1848"'1960 (Bureau of Government, University of Wísconsi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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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카통릭교도플이 대부분이었다. Humphrey가 75% 이상 득표한 지역들은 포두가 흑인구역이었 

다. 그는 흑인틀과 개신교 농민들이나 마을들에서 대다수 득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36) 

신앙의 종류와 정치적 태드의 상관관계에 관해 몇가지 밝혀진 사실플이 있다. 즉， 舊

敎徒들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과， 남부블 제외한 곳에서는 백 

인 개신교도가 유색인종이나 비개신교도에 비해 공화당쪽오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 상관관계가 계급요인의 영향력과는 독렴적오로 정립되고 

유권자들의 사회경 

독립적 영향력이 뚜렷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태드에 대한 종교의 

있다는 점 이 다 37) 1냥부諸州의 종교적 근본주의 에 

제적 지위를 통제해서 살펴볼 경우에드 정치적 

이 확인된다 38) 

어떤 종교블 갖고 있느냐하는 것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하는 것간의 상관판계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플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카폴릭교투들의 만 

주당 선호경향이 근래에와서 점점 더 불명확해쳐가고 있는 사태의 

와 같이 종교 。 정당 상흐간의 관계는 고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추이에서도 나타나는 바 

아남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양상의 현황과 그 원언을 규명하는 작엽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1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부과되는 또 하나의 과저]는， 과연 宗敎變因이 여다의 사회경제 

적 지위요인들， 예컨대 소득， 교육， 인종， 지역， 직엽 릉으로 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영향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맹하는 일이다. 이와 연관되어 생각해볼 수 있 력을 행사하느냐하는 

는 것은 종교를 포함한 이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작업 

역시 앞a로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IV. ζ밟톨짜껴l 를~i 권 위 주~I' 똘쟁 

S.M. Lipset는 보수주의의 다양한 諸次元이 諸階級에 미치는 다양한 명향에 관해 가장 찰 

알려진 절명을 하고 있다 39) 그에 의하면 하층계곱은 공식적 조직에 참여하는 경향이 적으 

36) Baggaley, op. cit. , p.70. 
37) Lazarsfeld, Berelson, and Gaudet, op. cit. , p.22; Lipset et al. , “The Psychology of Voting: 

An Analysis of Political Behavior," in Gardner Linzey and Elliot Aronson eds. , Handbook of 
SociaZ Psychology, 2nd ed. , (Mass.: Addison Wesley, 1969) , p. 1l40; 그리 고 。scar Glantz, 
“Protestant and Catholic Voting Behavior in a Metropolitan Area," POQ, 23 (Spring 1959): 
73-82. 

38) Benton Johnson, “ Ascetic Protestantism and Political Preference," POQ, 26 (Spring 1962): 35-
46; Benton J ohnson, “Ascetic Protestantisn and Political Preference in the Deep South," AJS, 
69 (J anuary 1964): 359-66 ; 그 리 고 Anthony M. Orum, “ Religion and the Rise of the Radical 
White: The Case of Southern Wallace Support in 1968," in Nimmo and Bonjean, eds. , Poli
tical Attitudes and Public Opiηioη ， pp.474-88. 

39) S.M. Lipset, Political Man , pp.97-130 [ASR , 24 (August 1959) :482-502에 서 兩錄J; S.M. 
Lipset and Nathan Glazer, “The Polls on εommunism and Conformity," in Daniel Bell, 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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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정기척인 독서량이 적고， 公共事에 대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 특 

성은 하류층이 민주사회의 諸活動으로부터 격려되어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격리상 

황은 그들이 정치구조에 대하여 세련된 견해와 풍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관용과 이에 

기반을 둔 타협이 민주주의의 기본규뱀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한다이 

따라서 하층계급은 권위주의의 특성을 지닌다 41) 

Lipset의 주장은 Fromm, Hoffer, Kornhauser, Toch 등우료 대 표되 는 「대 중사회 학파」에 의 

해 재확안되고 있다 42) 이들에 의하면， 개안듭과 전체 사회구조간의 통합적 유태가 점차로 

결핍된 결과로 나다냐는 것이 극단주의이다. 하층계급일수록 그러한 결속이 약하다는 것이다. 

Richard Hofstadter나 Clinton Rosister처 렴 ‘지 위 정 치 ’ 이 흔가로 알려 진 사람들도 Lipset 

의 命題를 지 지 한다. ‘지 위 정 치 ’ 이 론은 극단적 우익 활동가-Hofstadter가 ‘擬似 보수주의 

자’ 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는-들이 지위가 위협받는 집단에서 대체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中下계급과 노동계급들은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새로 

운 소수인종집단들의 계층향상과 같은 사회변동에 의해 위협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제껏 논의된 바약 같이 노동계급의 권위주의에는 두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째 원인은 

‘정치적 未開性’우로서 이는 교육결핍， 매스 미디어와의 접촉부족， 결사체에의 참여부족 및 

The New American Right, pp.141-65; 그리고 S.M. Lipset, “The Sources of the ‘Radical 
Right"’ and “ Three Decades of the Radical Right: Coughlinites, McCarthyites, and Birchers," 
in Daniel Bell, ed. , The Radical Right (New York: Doubleday, 1962) , pp.259-377을 볼 것. 

40) Lipset에 의하띤” 하층계급은 경제 잇슈에 관해서는 자유주의적 내지는 좌파적 입장을 취한다. 

즉 그들은 복지정책， 보다 높은 임금， 누진소득세제도， 노동조합운동 등을 지지한다. 그러나 “자 
유주의가 시민의 자유나 국제주의 등과 같은 비경제적 개념 ξ로 정의될 때에는 앞서의 상관관계 

는 역전된다. 보다 유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자유주의적이 되고， 보다 가난한자들이 

보다 비 관용적 a로 된다" Lipset, Political Man , pp. 101-2. 
4l) “노동계급의 권위주의” 명제를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많다. 예컨대， Robert W. Hodge 

and Donald ]. Treiman, “ Occupational Mobility and Attitudes toward Negroes," ASR, 31 
(February 1966):93-102; James W. Prothro and Charles M. Grigg, “Fundamental Principles: 
Base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JP, 22 (May 1960): 276-94; Herbert McClosky, 
“ Conservatism and Personality, ’‘ APSR, 52 (March 1958) :27-45; David O. Sears, “ Political 
Behavior," in Gardner Lindzey and E l1iot Aronson, eds. , φ. cit. , 第41章 Norval D. Glenn, 
J. P. Alston, and David Weiner, Social Strat댐catioη A Research Bibliography (Berkeley: 
Glendessary Press, 1970) , 특히 pp.326 • 32; 그리 고 David L. Westby and Richard G. Braungart, 
“ Class and Politics in the Family Backgroul1ds of Studel1t Political Activists," ASR, 31 (Oct. 
ober 1966):690-92를 볼 것 . 
이중 몇가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Sears는 중산층에서 보다는 노동계급에서 反흑인적 인 

종떤견이 웰응하게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Glenn, Alsto l1, Weiner는 하층인들이 상층인 보다도 
더 욱 전통적 이 고 권위 주의 적 임 을 밝히 고 있 다. Westby와 Braungart는 극좌파적 학생 플은 주로 

중상층계급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익학생을은 증하층계급이나 노동계급의 배경에서 나오 
는 경우가 많음을 밝히고 있다. 

42) 대 중사회 혼자틀이 근거 하는 자료틀이 미 국사회 바깥에 서 구해 진 것 이 많으나， 그틀의 이 론적 관 
점은 Lipset와 동일하다. 이들의 견해플 이해하기 위해서는 Erich Fromm,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찌Tinston， 1963); Eric Hoffer, The True Belieψer(New York: 
Harper al1d Row, 1966); William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0); 그리 고 Hans Toch,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Z Movemeηts (l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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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격려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43) 그리고 두번째 원인이 不安定感이다. 또 다른 원인들 

을 지적하는 論者들도 있다. Leggett은 Marx의 계급의식 개념을 쫓아， 계급의식 또는 ‘구 

조적 불만’이 급진적 태도와 행동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라고 본다 44) 이 주장에 의하면 

하층계급의 급진주의는 단순한 좌절감 탓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조건을 그들 스스로의 

탓보다는 사회구조의 탓￡로 돌린다는 사실에도 크게 기인한다 45) Schoultz는 아르헨티나 

의 페론주의를 연구하면서 산업화를 대중의 권위주의적 투표행태의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적 결정요인S로 뽑는다 46) 이상의 다양한 원인분석은 이 분야의 지속적 연구에 있어서 개 

념적 준거틀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Lipset에 의해 제기된 노동계급의 권위주의 命題는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Schegloff와 Kruytbosch는 “만일 Lipset가 노동계 급이 극단적 정 당을 지 지 하는 경 향이 크다 

는 사실에 대해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향이 노동계급의 보다 강 

한 권위주의 탓이라는 것을 밝히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한다 47) Lipset가 노동계급 

이 선호하는 극단적 정당이라고 언급한 것들은 모두가 권위주의 그 자체보다는 그들의 자 

유주의 경제정책매문에 노동계급을 묻어드린다고 Schegloff와 Kruytbosch는 지적한다. 

Lipset의 命題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반론은 Hamilton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48) Hamilton은 

비관용적이고 보수적인 하층 노동계급의 像은 교육받은펠리뜨와 중상층계급의 책엄성이라 

는 신화에서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민권과 외교정책 등의 비경제적 잇슈에 있어서도 노동 

polis: Bobbs-Merrill, 1965) 를 볼 것 . 
대 중사회 학파에 관한 좀 오래 된 것 이 지 만 흘융한 분석 을 위 해 서 는 Joseph R. Gusfield, “ Mass 

Society and Extremist Politics," ASR, 27 (February 1962): 19-30을 참조할 것. 
43) “정 치 적 미 개 성 ”은 Alejandro Portes에 의 해 사용되 고 있 다. 그가 쓴 “ Political Primitivism, 

Differential Socialization and Lower-class Leftist Radicalism," ASR, 36 (October 1971) :820-35 
를참조. 

44) John C. Leggett, “ Economic Insecuritγ and Working Class Consciousness," ASR, 29 (April 
1964) : 226-34. 

45) 이 러 한 견해 를 지 닌 다른 著作틀을 보기 위 해 서 는 Danton E. Marrison and Allan D. Steeves, 
“Deprivation, Discontent, and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Rural Sociology, 32 (December 
1967) :414-34; James Petras and Maurice Zeitlin, “Miners and Agrarian Radicalism," ASR, 32 
(August 1967): 578-86; 그 리 고 Alejandro Portes, “On the Interpretation of Class Conscious
ness," AJS, 77 (September 1971) :228-44를 참조。 
자신의 좌철강의 책 임을 구조적인 데로 폴리는 것은 Irving L. Horowitz가 Three Worlds 0/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에서 말하는 “발전도상 인간”의 특정 
이 며 , Eric Hoffer의 “진 짜 믿 는 사람”의 중요한 요소이 다. 이 런 관점 에 서 Leggett를 위 시 한 이 
들 論者플은 계급의식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의 급진주의는 병리적현상무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46) Lars Schoultz, “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Popular-authoritarian Electoral Behavior: 
The εase of Peronism," AP SR , 71 (December 1977): 1423-46. 산업 화가 어 떤 심 리 적 변 화를 
초래하며 이것이 권위주의 형태로 발전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없다는 흠을 이 논문은 지 

니고 있다. 

47) Emanuel A. Schegloff and Carlos Kruytbosch, “Some Comments on ‘Working-class’ Authorita
rianism," Berkeley Jotμ·ηal 0/ Sociology, 6 (Spring 1961), p.101. 

48) Richard F. Harnilton, Class and Politics in the U:쩌ted States, 第11章을 특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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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 중상층계급과 하등의 병백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까지도 제시한다. 오 

비 관용적 이 기 도 하다고 주장한다. 히려 그는 

예컨대， 

증상층계급이 때로는 하층노동계급보다도 더 

1952년 선 거 의 경 우 Milwaukee市에 서 McCarthy블 반대한 표에 대비한 찬성표의 

비율이 하층계급에서 보다 중상층계급에서 더 높았다 49) 이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만권과 

경제잇슈에서 자유주의 후보에게 투표한데 비해서 중상층계급은 ‘무책임한’ 대중선동가를 

지지했다 50) 

그러면 왜 하층노동계급이 당연히 McCarthy릎 더 많이 지지하리라고 미리 간주되어왔던 

가? Hamilton은 그 당시의 여론조사가 대부분 노동계급의 親McCarthy像을 강조하면서 

책임감있는 엘리뜨와 무책임한 대증이라는 이미지를 왜곡되게 보여준 탓이라고 지적한다 51) 
;z. 

" 노동계급의 비관용성과 무책임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비관용적인 상층계급의 여론지도자들과 영향력있는 지방신문들에 의해서 조작된 

여돈조사결과는 그와 같은 

이 아니라， 

親McCarthy적 여 론을 반영 한 것 일 뿐이 다. 

Hamilton은 노동케급의 권위주의에 관한 이와 같은 사실왜곡음 

에도 그 탓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 사용된 척도는 대부분의 

‘권위주의 척도’의 誤用

노동계급 응답자들을 배 

출한 小몹과 농촌지역의 보편적 가치냐 定向들을 추출해서 

때문이다. 보편적오로 용인된 태도를 취사선택-고의적이든 

척도블 만들었다는 사실에 덧붙여 당시의 권위주의 척도가 

탑변문항이었다. 1955년까지 질문들이 비권위주의적이라고 

권위주의적이란 이름을 붙였기 

아니든 간에-하여 태도 측정 

가진 또 하나의 둔제점은 바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부정적ξ로 

응탑되어야만 했다. 일반적￡로 용인된 가치들에 관해 ‘아니오’ 보다는 ‘예’라고 답변하는 

것이 훨씬 자연적인 반응이다.이는 여론조사 컬과의 상당한 부분이 질문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마한다 52) 

상기한 이유료 당시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플일 수 없다고 하는 Hamilton은 계급적 

49) Ibid. , p.450. 親 Wallace표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백인펀견 (反흑인 감 

정)이 하층계급보다 중상층계급의 보수주의자들에게서 더욱 농도짙게 나타났다. Michael Regin, 
“Wallace and the Middle Class: The White Backlash in Wisconsin," POQ, 30 (Spring 1966): 
98-108을 볼 것. 

소히려 상층계급에서 비관용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로서는， ]oseph Green
blum and Leonard 1. Pearlin, “ Vertical Mobility and Prejudice: A Socio-Psychological Anal
ysis," in Reinhard Bendix and S.M. Lipset, eds. , Class, Status and Power, pp.480-91; Robin 
W i11iams, Straηgers Next Doo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4); 그 리 고 Charles 
H. Stember, Edμcatioη aηd Attitude Chaηge (New York: Institute of Human Relations Press, 
1961)블 참조. 

50} Patchen은 Hamilton이 하층계 급이 심 지 어 외 교정 책 잇 슈들에 있 어 서 까지 다른 계 급보다 더 관용 
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Martin Patchen, “Social Class and 
Dimensions of Foreign Policy Attitudes," in Nimmo and Bonjean, op. cit. , pp.455-73. 

51) Hamilton, op. cit. , p.449. 책 임 성 있는 엘 리 ~像에 대 한 동일한 비 판을 위 해 서 는 Michael Regin, 
The Intellectuals and McCarthy: The Radical Specter (Cambridge, Mass.: MIT Press, 1967) 
을참조. 

52) Hamilton, op. cit. ,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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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보다는 地域이 권위주의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한다. 지역을 통제변 

수로 해서 살펴볼 경우 계급자체는 남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용성여부블 예견하는 지표로. 

는 중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53) 이렇다면， “노동계급 권위주의 명제의 일만적 수용은 

可用한 증거의 선택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4) 

Lipset의 命題를 둘러싼 贊反兩論의 다양한 견해는 이 명제가 지닌 정치적 의미의 중요성 

에 비추어 앞￡로도 계속 탐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권위주의블 측정하는 방 

법 그 자체얘 있어서는 적어도 Hamilton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V. 쫓홉購力’ 對 ‘뺑{立‘-寶擺’ 

V-l ‘3'l:32.壓力’ 理띔 

개인의 地位는 多次元的 특성을 지닌다。 55) 지위에는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위계가 있ξ 

며， 따라서 일 개인은 동시에 여러가지의 지위상황에 위치하게 되며， 그 결과 이러한 지위 

의 多次元性은 서로간에 일관성-또는 조화적-이 있거나 또는 비일관성적-또는 대렵적 

-이게 된다. 이러한 多次元性을 개인의 정치행태에 두가지 다른 방향우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정치행태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첫번째의 상황은 

‘지위 일관성’ 이론이 다루는 주제이며 두번째의 것은 ‘交又壓力’ 이론에 의해 다루어진다. 

Lazarsfeld와 그 동료들은 정치적 분화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분화가 있음 

을 인식하고， 정치행동에 관련성을 갖는 어떠한 사회적 법주도 그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에 ‘압력’을 행사하려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拍抗的 압력들의 출처가 

무엇이든간에 ... 분명한 귀결은 투표자의 최종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56) 

53) Ibid. , p.406. Bettelheim과 Janowitz도 사회 경 제 적 지 위 자체 는 비 관용성 과 아무 상관관계 가 없 

음을 지 적 한다. Brund Bettelheim and Morris Janowitz, Social Change and Prejμdice (Ne￦ 

York: The Free Press, 1964) , 특히 p.161. 
54) Hamilton, op. cit. , p.459. 
55) 지 위 의 多次元化에 관해 주목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계 급의 多次立性에 주목하는 사람은 드물다. 

Segal과 Knoke가 이 드문 例에 속한다. 이 들의 定義에 의 하면 계 급의 非-實性이 란 “여 러 경 제 

시장에 걸쳐 나타나는 재산관계에 있어서의 불일치현상이다。 노동시장， 신용시장， 상품시장에서 

각각 고용주， 채권자， 그리고 생산자연 사람은 계급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有塵者이다， 피고용 

언이며 채무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사랑은 마찬가지 이유로 계급일관성이 있으나 다만 無옳者일 

뿐이 다. 그 이 외 의 여 하한 組合도 모두 계 급 비 일 관성 적 이 다。" David R. Segal and David Knoke, 
“ Class Inconsistency, and Political Partisanship in Amerca," JP, 33 (November 1971) , pp。

943-44. 
56) Lazarsfeld, Berelson, and Gaudet, The People’ s Choice, p. 60。

Lazarsfeld와 그 동료들의 연구는 그 이후 이 분야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위해서는 

Patrick M. Horan, “ Social Positions and Political Cross-Pressures: A Re-examination," ASR, 
36 (A'ugust 1971): 650-60, 특히 p.650 참조‘ 
Lipset에 의하면， 교차압력의 효과에 대한 최초의 일반적 논술은 Georg Simmel의 CoηJ없ct and 
the Web of Group Affiliation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immel의 冊， pp.126-9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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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압력은 우유부단한 결정에서 더 나아가 無決定 현 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었 

다 57) Kriesberg는 양쪽 ð 로부터의 설득에 말려든 노조원듣은 결국 양쪽의 어느 한펀에 

펀드는 것도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Berelson과 그 동료들은 교차압력의 개 

념을 적용한 투표행태분석의 결과 “교차압력하의 유권자들 중 일부는 마치 우화에 나오는 

당나귀처럼 전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58) 無授票현상분석에 교차 

압력개념이 보다 철저하게 적용된 것은 Lipset, Lazarsfelψ Barton, 그리고 Linz에 의해서 

이다. 이들은 상이한 두 방향에서 압력을 받는 사람들은 결정을 기피함오로써 전혀 투표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無짧票 행위를 갈등적인 정치력 압력으로부 

터의 도피라고 해석한다。 

The People’ s Choice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어온교차압력 명제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없지 않다. Pool, Abelson, Popkin은 “도피 (흑은 Lipset의 표현에 따른다 

면 激回)"에 의한 교차압력의 해결이 196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입증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59) 

예컨대 공화당 구교도들은 투표를 포기하기보다는 Kennedy를 찍었다. Pool과 그 동료들은 

1948년 상황 (Berelson과 그 동료들이 New York의 Elmira에서 교차압력에 의한 투표현상을 

확인한〕과 1960 1건 상황과의 실제적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Horan 역시 1956년 선 

거분석을 위해 특볍히 고안된 모형을 가지고 56년의 전국 투표결과와 48년 Elmira의 투표 

결과를 시험해본 결과 교차압력의 효과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발견하고 있다 60) 

이상의 논의에서 퍼듯이 교차압력의 효과에 대해 결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을 취 

하기가 어렵다. 이 시점에서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Eldversveld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교차압력’의 개념은 ... 때때로 기이한 해석상의 역섣들을 낳게한다. 예컨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推論을 하게되는 것이다. 즉， ‘개방사회’는 좋다. 개방사회는 교차압력을 증대시킨다. 교차압력은 

“민주주의에 봉사한다 그러나 교차앙력은 정치참여블 캄소시킨다. 그런데， “높은 참여도는 ... 만주 

주의를 위해 보다 높은 장재력을 갖고 있다 "61) 

57) Martin Kriesberg, “ Cross Pressures and Attitudes: A Study of the Influence of Conflicting• 

Propaganda on Opinions Regarding American .Soviet Relations," POQ, 13 (Spring 1949): 5-16; 
Berelson, Lazarsfeld, and McPhee, Voting; 그리 고 Seymour M. Lipset, Paul F. Lazarsfeld, 
Allan H. Barton, and ]uan Linz, “The Psychology of Voting: An Analysis of Political Beha
vior." 
이 외 에 도 David Truman은 The Goνernmental Process (New York: Alfred A. Knopf, 1951) 

에서 多重的인 멤버쉽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우며 Morris ]anowity와 Dwain 
Marvick도 “ Competitive Pressure and Democratic Consent," Michigan Governmeηtal Stμdies， 

No. 3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에서 교차압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Lane의 Political Life에서 특히 pp.197-203을 참조할 것. 

58) Berelson, Lezarsfeld, and McPhee, op. cit. , p.200. 
59) Ithiel de Sola Pool, R. P .. Abelson and S.L. Popkin, Caηdidates， lssμes and Strategies (Camb

ridge: M. I. T. Press, 1965). 
60) Patrick M. Horan, “Social Positions and Political Cross-Pressures: A Re-examination," ASR, 

36 (August 1971) :650-60. 
61) S.]. Eldversveld, “ Book Review: Lipset’s Political Maη，" APSR, 54 (September 1960) , 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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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뼈. ‘지위 일판성’ 理輪

비일관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백히 규정한 Lenski에 의하면， 비얼관성이란 한차원에서 

의 개인적 위신과 다른 차원에서의 그것간에 생커는 괴리를 의미한다 62) 의사는 사회적 위 

신이 있는 직엽이며 흑인은 사회적 위신을 매우 적게 얻는다. 이럴때， 흑언 의사는 백인의 

사에 비해 지위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지위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갈퉁적인 지위들로 인해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느낀다 6$) 

이러한 압박감에 대한 개인적 반응은， 지위의 비일관성에 관한 문현에 의하면， 사회적 격 

리 64) 변화에 대한 갈망과 정치적 자유주의 65) 행동에의 동기부여 66) 상향이동 67) 그리고 

62) Gerhard E. Lenski, “ Status Crystallization: A Nonvertical Dimension of Social Status," ASR, 
19 (August, 1954): 405-15. 

63) C. W. Lachenmeyer, “Status Inconsistency as a Sub-set of Behavioral: Conflict," Pacific Socio
logical Review, 11 (Fall 1968): 81-94; E1ton F. Jackson and Peter J. Burke “Status and Sy
mtoms of Stress: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ASR, 30 (August 1965): 556-64; 그리 고 
Carlton A. Hornung, “Social Status, Status Inconsistency and Psychological Stress," ASR, 42 
(August 1977) :623-38. 

64) Jack P. Gibbs and Walter T. Martin, “ Status Integration and Suicide," ASR, 23 (April 1958) 
: 140-47; Stuart Adáms, “Status Congruency as a Varíable in Small Group Performance," 
Social Forces, 32 (October 1953): 16-22; Ralph V. Exline and Robert C. Ziller, “Status Cong
ruence and Interpersonal Conflict in Decision-Making Groups, Human Relations, 12, (April 
1959) :147-62; Arlene C. Brandon, “Status Congruence and Expectations," Sociometry, 28 (Sep
tember 1965):272-88; 그리 고 Gerhard E. Lenski, “ Social Partici pation and Status Crystalliza
tion," ASR, 21 (August 1956): 458-64. 

65) Marvin E. Olsen and Judy Corder Tully, “Socio-economic Ethnic Status Inconsistency and 
Preference for Political Change," ASR, 37 (October 1972) :560-74; lrwin W. Goffman, “Status 
Consistency and Preference for Change in Power Distribution," ASR, 22 (June 1957): 275-81 ; 
David R. Segal and David Knoke, op. cit.; David R. Segal, “Status Inconsistency, Cross Pre
ssures, and American Political Behavior," ASR, 34 (June 1969): 352-59; Gerhard E. Lenski, 
“ Status Crystallization: A Non-Vertical Dimension of Social Status"; 그라 고 Lenski, “ Status 
Inconsistency and the Vote," ASR, 32 (April 1967) :298-301. 

66) James A. Geschwender, “Status lnconsistency, Social Isolation, and Individual Unrest," Social 
Forces, 46 (June 1968) :477-83과 Stuart Adams, “ Status Congruency as Variable in Small 
Group Performance," Social Forces, 32 (October 1953): 16-22. 
지위의 비일관성과 사회운동과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역사적 예를 위해서는 E. Franklin Fra

zier, Black Bourgeoisie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9) , pp.98-104와 Robert Michels, 
Politícal Partíes, trans. Eden and Cedar Paul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9) , pp.260-
61을 볼 것. 

67) Elton F. Jackson, “Status Consistency and Symptoms of Stress," ASR, 27 (August 1962): 469-
80; George C. Homans, “The Cash Posters: A Study of a Group of Working Girls," ASR, 
19 (December 1954): 724-3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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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다 68) 극단주의 정치적 

경험하는 자들에 비해 일과시 자들은 일관성을 Lenski는 지위비일관성을 경험하고 있는 

자발적 결사의 회원이 되거나하는 등 이웃과 접촉하거나，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간이후에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지위비일관성을 지닌 

휠씬 적다는 것을 

격리가 급진적 정치행동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한다. Segal과 Knoke는 

발견한다. 연결을 맺는 경우가 타인과의 자받적 

자들은 높은 수준의 성취적 지위와 낮은 수준의 귀속적 지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 

또는 곱격한 사회변동을 요구하고 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Geschwender는 지위비일관성의 사람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을 지라도 오 

유주의척 

한다. 

Homans 가설을 확인한다. 참여하는 성향을 띄게 된다는 그 이유로 인해 사회운동에 히려 

。-τ
 
E 그

 
경험하는 자들은 않아서 지위비일관성을 직업적 지위와 결맞지 보상이 는 물질적 

붙일치를 감소시 

킬려는 적극적 시도블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Rush는 지위비일관성의 사람들이 그로 인 

한 심리적 좌절감과 지위불안갇을 해소하기 위해 우익극단돈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 

올림으로써 하위 급 지 위 (즉 보수) 플 상위 급 지 위 (즉 직 업 적 지 위 ) 로 끌어 

적한다. 

상기한 연구자들은 지위비일관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느냐하는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정 

그러나 일단의 다른 

보이고 있지만， 지위비일관성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데 대해서는 의견의 다양성을 

치행태에 마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69) 그들은 

종교 등이 사실상 중요한 영 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 

연구자들은 지위비일관성 

다른 요인들， 예컨대 계곱적 구분， 인종， 

68) Theodore G. Chiricos, Michael A. Pearson, and James M. Fendrich, “ Status Inconsistency, 
Militancy and Black Identi fÏcatioll among Black Veterans," in Nimmo alld Bonjean, op. cit. , 
pp. 309-23; Gary B. Rush, “Status Consistency and Right.Wing Extremism," ASR, 32 CFebr
uary 1967) :86-92; James A. Geschwender, “ Continuities in Theories of Status Consistency 
and Cognitive Dissonallce," Social Forces, 41 CDecember 1967): 160-71; S.M. Lipset, “Three 
Decades of the Radical Right ... "; Lipset alld Reinhard Bendix, Social Mobility in 1:ηdustrial 

Society CBerke!ey alld Los Angeles: Ull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 pp.64ff.; Lipset, 
“Social Strati fÏcatioll alld ‘Right-Wing’ Extrem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CDecember 
1959):1-38; 그 리 고 Martin Trow, “ Small Businessmall, Po!itical Tolerallce, alld Support for 
McCarthy," A<TS, 64 CNovember 1958) :270-81. 

69) D. Stanley Eitzell, “ Social Class, Status IllCollsistellcy and Political Attitudes," in Nimmo alld 
BOlljeall, op. cit. , pp. 339-46; Edward O. Laumalln and David R. Segal, “Status Illconsistellcy 
alld Ethlloreligious Group Membership as Determillallts of Social Particicipation alld Political 
Attitudes," AJS, 77 Ouly 1971): 36-61; K. PennÎs Kelly and William j. Chambliss, “ Status 
COllsistεncy alld Political Attitudes," ASR, 31 (June 1966): 375-82; Larry L. Hunt and Robert 
G. Cushing, “ Status Discrepancy, Interpersonal Attachment and Right-Wing Extremism," in 
Nimmo and BOlljean, op. cit. , pp.324장8; Willíam K. Kenkel, “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us COllsistellcy alld Politico-Economic Attitudes," ASR, 21 (June 1956): 365-68; Robert 찌T. 

Hodge and Donald j. Treiman, “Occupational Mobility and Attitudes Toward Negroes, "ASR , 
31 CFebruary 1966):93-102; 그리 고 Treiman, “Status Discrepancy and Prejudice," AJS, 71 
CMay 1966):6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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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지위일관성여부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 

그러나 Lenski의 지위일관성가설을 논박하는 연구자들도 지위일관성이론의 유용성을 부 

분적￡로는 안정한다. 예컨대 Eitzen은 특정 형태의 지위비일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 

관성을 지난 사람들-그 일관성의 정도가 “높든” 또는 “낮든”지에는 상관없이-에 비해서 

보다도 훨씬 극단적인 정치척 태도를 띄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적 o 로 부정하지는 않는 

다. 다만 그는 지위비일관성論의 이론적 장점은 지위일관성과 비일관성을 비교하는 것보다 

는 다양한 형태의 비일관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정치적 효과를 살펴는 데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71) 

Eitzen의 이와 같은 주장은 지위일관성이론의 중요한 연구 가설， 즉 “다른 형태의 지위 

불일치는 다륜 형태의 긴장과 정치적 반응을 낳는다”로 연결띈다. Hunt와 Cushing은 두가 

지의 지위불일치 경우? 즉 고급직업-낮은 소득과， 높은 교육-낮은소득을 비교하면서 두 경 

우다 낮은 소득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는 J ohn Birch Society블 받아들이 

는 대신 후자는 이블 거부함우로써 상이한 정치적 반응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72) 

Hunt와 Cushing은 지위불일치를 이처럼 다양한 성취적 지위들(예컨대， 수입， 직업， 교 

육정도)간에서 찾고 있ξL나， 보다 중요한 불일치현상은 상이한 두 종류의 지위들， 즉 성취 

적 지위와 귀속적 지위 (예컨대 인종， 종교)간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Lenski, Segal, Knoke 등은 동종의 지위들간-예컨대 성취적 지위들간이거나 귀속적 지 

위들간-의 불일치보다도 異質的 지위들간에 발생하는 불일치가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73) Geschwender는 한걸음 더 ’나아가 두 종류의 지위불일치-동종지 

위들간의 것과 이질지위들간의 것-블 투자 。 보상관계의 개념틀에 의해 다시 8개의 下位型

態로 나눈다 74) 이중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급인종-저급직업 저급소득의 불일치를 경험 

하는 자는 매우 편견적이고 따라서 인종차별의 성향을 보이는 반면， 저급인종 고급직업-고 

급소득의 불얼치를 경험하는 자는 이러한 不嚴和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변혁을 추 

70)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의 구분이 지위일관성여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영향요소라는 주장은 Eitzen, 
Kelly, Chambliss 등에서 찾아진다. 
인종요소를 중시하는 입장은 Laumann과 Segal에서 찾아지는데 이들은 인종적 。 종교적 집단 

이 지닌 독특한 하위문화의 지속적 효과가 정치적 태도 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마친다고 주장 
한다. Kelly와 Chambliss는 계급구분과 함께 인종을 두가지 결정적 영향요인무료 본다. 

71) Eitzen, op. cit. , p.346. Eitzen 이외에도 여러사람들이 지위비일관성의 여러 다양한 형태간의 구 
분을 지 위 일관성 과 비 일 관성 간의 구분보다 더 중요시 하고 있 다. 예 컨 대 Geschwender, “Conti
nuities in Theories ... 치 John W. Meyer and Phillip E. Hammond, “ Forms of Status Inconsis
tency," Social Forces, 50 CSepternber 1971): 91-101; Jackson, “Status Consistency ... "; Hunt and 
Cushing, op. cit.; 그 리 고 Segal and Knoke, “ Social Mobility, Status Inconsistency and Partisan 
Realignrnent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47 CDecember 1968): 154-58. 

72) Hunt and Cushing, op. cit. 
73) Lenski, Power aηd Privilege와 Segal and Knoke, “Social Mobility .... " 
74) Geschwender, “Continuities in The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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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게 된다 751 

이제껏 살펴본 바처럼 지위일관성여부와 정치행태간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 

의 뺨存은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나? 이 분야의 연구가 지닌 근본 문제점에 대한 다 

음과 같은 지적은 이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층일관성이란 개념은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이기에 論理와 抽象化에 대한 지식인들의 직엽적 偏

愛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나， 그 개념이 하나의 설명양식무로서 지닌 경험적 다당성과 그 개념이 내 

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데올로기적 펀향성에 대한 심각한 의운들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 

인이나 칩단은 단지 그들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비논리적이거나 부조화스럽다고 해서 특이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일관성이론은 사회과학자들이 보통사람들(짜라서 實社會의 경험 

세계)에게 그들 자신의 펀향적 應好를 부과한 결과일 뿐이다 76) 

지위일관성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근본 전제 

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사람을이 과연 어떻게 그들 자신의 지위상태를 인 

식하고 있는가하는 것부터가 재논의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單一次元的으로 보는가， 아니 면 多重次元的￡로 보는가. 또， 만일 多重次元으로 본다면 이 

상황을 갈등적이고 흔동스럽게 보는가하는 점들은 여전히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음이 간과 

될 수 없다. 

Vl 결 론 

사회계층이 개인들의 정치행태상의 차이롤 어느정도 설명해줄 수 있다는 레 래해 일반적 

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긴 하냐， 사회계충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방향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論者들에 따라서는 계급이나 지위가 정치적 태도와 행동의 主原因이 

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단지 이차적 요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 다른 論點에서는 상위계 

층과 정치적 자유주의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는가하면， 그 반대로 부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미국정치의 사회계층적 특성상 계급보다는 지위가 더 많이 분석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 

중에서도 인종과 종쿄가 흔히 논의되어온 변수틀이다. 인종과 종교， 이 두 변수들이 정 

치행태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여러가지의 대 립된 견해들이 있다. 강력한 영 

향력을 엽증하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例이다. 후자의 엽장을 

취하는 경우， 정치적 행태상의 차이는 오히려 여타의 변수， 예컨대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 

75) 전자의 경우는 인종차원에서 높은 투자를 한 데 비해서 과소 보상을 받았71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인종차원에셔 적은 투자를 한데 비해서 과다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Ibid. , pp.169, 171. 
76) Daniel W. Rossides, The American Class System: An Introduction to Social Strati，껴catioη 

(Bosìon: Houghton Miffiin Company, 1976) , pp.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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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에 의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사회계층의 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개의 주요한 잇슈는 ‘노동계급의 권위주의’와 

‘지위의 일관성’이다. 

노동계급의 권위 주의 命題블 가장 명 확하게 처 음￡로 제 시 한 Lipset에 의 하면 노동계급은 

상층계급에 비해 비관용적이다.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Hamilton은 계급과 권위주의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부정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계급이 하충 

노동계 급보다 더 비 관용적 이 기 도 하다고 주장한다. 

지위일관성이론은 지위불일치 자체가 부정적 방향￡로든 긍정적 방향으로든 정치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Lenski는 개인적 지위의 多重뾰이 갖는 긍정적 영향-정치 

참여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을 주장하는 데 반해， Lipset은 부정적 영향을 주장한다. 그 

러나 지위볼일치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기본전제와 개념들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여전히 많이 남겨놓고 있음이 간과될 수 없는 문제점이다. 

그러면 계층의 정치학에서 왜 다양한， 때로는 상반되는 주장을이 佛存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로는 연구자의 이데올로커적 편향성을 들 수 있다。 경험적 증거들이 많은 경우 

선험적인 이념적 펀향성에 봉사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이 문제이다. 특히 하층계급의 정 

치적 비활동성과 급진주의의 분석에서 그 점이 두드러진다. 

두번째 이유는 부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가장 좋은 예가 Hamilton의 Lipset 命題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권위주의 척도’가 대부분 노동자들의 원 

근거지인 小몸이나 농촌지역에서 긍정적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가치관을 권위주의적 태도 

로 분류하겠금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응탑 유도방법에서도 작위성이 존재했다. 즉 질문 

들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로 나올 때에만 권위주의적이 아니도록 조처함으로써 결과적오 

로 권위주의적인 응탑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잘못된 척도와 응탑방법 이외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점￡로는， 사회계층의 효과를 검증할 

혜 관련 가능한 변수들을 충분히 상정하여 이들 변수들이 지난 독렵적 효과를 제대로 살펴 

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종과 종교의 영향력 분석에만 칩중함으로써 실 

제로는 지역과 소득의 영향력이 인종과 종교의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제 

대로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점들을 종합해 블 째， 사회계층의 정치적 형태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계속적 

언 경험적 가설엽증과 반증의 과정에 놓여있다. 이 분야의 보다 정리된 연구결과는 미국 

여론의 중요한 諸測面을 구체적오로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