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대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 한국전쟁 이후시기룰 중심으로 -

손 호 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1. 여는 글 

한국정치연구에 있어서 ‘ 1950년대의 이데올로기’는 매우 특수한 주 

제이다. 이는 ‘ 1950년대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를 구성하는 ‘ 1950년대’ 

라는 시기와 ‘이데올로기’라는 문제가 각각 갖는 독특한 성격뜰， 나아가 

이 양자가 결합하여 갖는 독특한 특성에 연유한다 

우선 1950년대는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버려진 자식’처럽 둥한시되 

어온 ‘낙후한 분야’이다. 사실 1950년대뿐만이 아니라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일반은 객관적 연구를 어렵게 만든 정치적 억압분위기 풍 ‘학문외 

적’ 요인과 현실적실성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도 ‘선진’서구이론의 도업 

에 급급했던 ‘학문내적’ 요인으로 한국정치학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오 

다가 1980년 5.18 민중항쟁이후 급속히 제고된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덕 

분으로 뒤늦게 ‘80년대의 한국정치연구의 폭발’올 가져왔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정치연구의 붐 역시 관심 시기의 불균둥성의 결과로， 이후 한 

국정치 전개의 기본전제틀이 되어 온 분단상황을 규정한 ‘해방 8년사’ 

와 6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옴으로서 현재적 의미가 강한 ‘군부 

통치기’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1950년대는 몇몇 선구적인 연구를 제 

외하곤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처럼 황량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1) 

‘이데올로기’라는 주제 역시 사정은 동일하다. 물론 이데올로기에 대 

한 과학적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2) 이를 어떻게 정의 

1) 예외적인 선구적 연구로는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한배호 편~한국현대정치론1. , 나남， 1990.; 김일영이숭만 통치기 정 

치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J ，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199 1); 

안철현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1950년대 국가의 역할J ， 서울대학 

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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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이데올로기 없는 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3) 이데올로기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는 정치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불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학 나아가 한국사회과학에 있어 

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이데올로기의 형성， 재생산 퉁 이데올로 

기의 일반이론수준에서도，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체연구에 

있어서도 관심이 극히 부족하고 연구실적도 미미한 실정이다 4) 특히 한 

국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경우 이데올로기론의 저발달 이외에도 분단 둥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연유한 주제 자체의 금기화， 동일한 정치적 상 

황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현실 그 자체의 ‘저급성’(조야한 반 

공주의)까지 겹쳐 더욱 그러하다. 

그 결과 ‘ 1950년대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는 ‘ 1950년대’라는 관심 

‘시기’의 낙후성에다가 ‘이데올로기‘라는 관심 ‘영역’의 낙후성까지 가 

세하며 ‘이중적으로 낙후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글의 주제 

가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하고 닥후한 주제인만큼 이 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시론적 연구 역시 그만큼 ‘초보적’이고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 밝히고 넘어갈 것은 주제가 ‘ 1950년대의 이 

데올로기’이기는 하지만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1950-1953년의 경우 전 

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1953년 종전 이후로 논의를 국 

한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2. 이론적 전제들 

2)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 참조 

3) 이와 관련， “관념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으로 능동적일 수 없으며 계 

급투쟁 속에서 채택된 대중이데올로기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만이 역사 

적으로 능동적일 수 있다”는 알튀세르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ouis Althusser, “Maαism Today", Eηcyclope，짜a Europea , vol. vii, p. 275). 

4) 다만 뒤늦게 최근 들어 이데올로기의 일반이론수준에서는 ‘주체형성양 

식’과 관련하여 사회학올 중심으로 이와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다{서관모적대와 이데올로기 역사유물론의 전화」， 「이론J ， 8(1994 
년 봄)， 229-258면. 둥 참조). 또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장 체 

계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로는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한국사회와 지배 

이데올로기J ， 녹두， 199 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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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50년대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 

딪치는 첫 번째 난관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의 다의성이다. 이 개념은 

한 연구자의 정리에 따르면 “지배정치권력의 정당화를 도와주는 허위이 

념들”이라는 좁은 의미로부터 모든 관념체계라는 넓은 의미에 이르기까 

지 통용되고 있는 것만도 10여 가지에 이르고 국내만 하더라도 그 정도 

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상당히 다양한 용법들이 공존한다.5) 이같은 다 

의성올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아주 협의도， 팡의도 아 

니고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세계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따라서 분석 대상올 이 정의에 맞추고자 한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할 것은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반공과 같은 지배이 

데올로기， 그것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식이데올로기만을 지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변에서 그릇된 이론화이다. 우선 

이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는 ‘저 

항이데올로기’ 내지 ‘대항이데올로기’를 배태할 수밖에 없고6)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연구란 이 양 측면 모두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따른 분단의 ‘최종봉인’ 후 한국사회가 분단에 

따른 이데올로기 지형의 ‘반쪽불구 극우경화’를 경험하고 반공주의가 

기숭을 부려왔다고 치더라도 대항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없는 이데올 

로기연구는 이데올로기의 ‘반쪽’연구를 벗어날 수 없다. 또 다른 측면은 

‘공식이데올로기’와 ‘비공식이데올로기꺼)， 즉 정치적으로 체계화되어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치이데올로기’와 실질적으로 일반국민 대 

중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이데올로기’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들 

간에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한 

국사회의 역대정권의 공식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이 

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들 이념들이 내면화되어 대중들의 

실질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었는가는 실증적으로 살펴보아야할 문제 

5) 전자에 대해서는 Terry Eagleton, /，껴'eology: Aη /ntroductioη ， London: Verso, 
1991 , pp. 1-2; 후자에 대해서는 유팔무이데올로기분석과 비판의 방법 

론J ， 산사연편， 위의 책， 16-19변. 
6) ]orse Larrin, Marxism & I.짜ology ， London: Macmillan Press, 1983, p. 89 

7) 이 용어는 임영일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J ， 산사연편， 위의 책， 72-73면 

에서 차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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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공식이데올로기들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 의해 형성 

되고 ‘정치사회화’의 과정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침투하나 이 

같은 이데올로기와 국민들의 개인적인 ‘생활경험’의 괴리는 그것이 크 

면 클수록 공식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비공식이데올로기 나름의 독자 

적 성격과 메커니즘올 갖게 마련이다 8) 이를 ‘주체형성’과 관련하여 생 

각해본다면 이데올로기는 개인올 특정한 방식으로 ‘호명(interpellate)’9) 

함으로써 주체(subject)로 구성시키나 이같은 주체형성은 이같은 공식이 

데올로기의 호명에 ‘동일회{identification)’로 반웅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反)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 내지 ‘ 비(非)동일화{disidentification)’ 

으로 대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10)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지배이데올로기와 공식이데올로기(정치이데올 

로기)， 대항이데올로기와 비공식이데올로기(사회이데올로기)가 각각 밀 

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 하면 지 

배이데올로기는 공식영역뿐 아니라 비공식영역， 즉 ‘시민사회’에도 깊 

게 침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프랑스공 

산당의 이데올로기는 대향이데올로기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영역의 

정치이데올로기이고 비공식적 영역의 사회이데올로기가 전부 대항이데 

올로기 일색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비공식(정치/사회)’ 

은 정당이나 정치조직， 지식인 둥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냐 체계화되지 

않는 채 일반 대중에 공유되어 었느냐의 문제이고 ‘지배/대향’은 말 그 

대로 기폰질서의 유지， 재생산 지향척이냐 아니면 이에의 저항 지향적 

이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크게 보아 ‘지배정치이데올로 

기’， ‘대항정치이데올로기’， ‘지배사회이데올로기’， ‘대항사회이데올로 

기’가 있다고 할 수 었다{그림 1 참조). 물론 이들간의 관계와 비중은 구 

8) Frank Parkins, Class lnequaliη aηd Political Order, NY: Pareger Pub. 1971 , 
Ch. 3 “ Class lnequality and Meaning Systems".; Goran Therbon, The Potι'er 

0/ ldeology aηd the ldeology 0/ Power, London: Verso, 1980. 

9) 이 개념에 대해서는 Louis Althusser, “ ldeology and Ideological 

Apparatuses," ln Louis Althusser, Lenin a쩌 Philosophy a찌 Other Essays, NY: 

Monthly Review, 197 1. 참조. 

10) 동일화， 반통일화， 비통일화에 대해서는 Michel Pechéux, μηgι'age， 

SemanlÎcs and ldeology , London: Macmillan Press,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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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구체분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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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데올로기의 체계적 모형 

다음 장에서는 이같은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론틀에 기초하여 1950년 

대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지배정치이데올로기， 대항정치이데올로기， 

지배사회이데올로기， 대항사회이데올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1950년대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가. 지배정치이데올로기 

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그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1) 

1950년대=‘반공’+‘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2) 60년대=‘반 

공’+‘근대회{발전)이데올로기’， 3) 70년대=‘반공’+‘발전이데올로기’+ 

‘한국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요약한 바 있다 11) 분단 이후 반공은 

어느 정권 하에서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배정치이데올로기가 되 

어 왔고 50년대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 점에서 50년대 지배정치이데올 

로기를 이후의 시기와 구별해주는 독특한 특정올 들라면 그것은 발전이 

데올로기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즉 50년대의 경우 이후 시기와 달리 

경제발전과 근대화라는 것이 아직 중요한 지배정치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지 않았었다. 이밖에 위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은 50년대 지배정치이 

데올로기의 특정은 통일， 특히 ‘북진통일이데올로기’ 12)와 ‘반일주의’이 

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분석이 보여주겠지만 반공을 분단고착과 현상유 

지의 논리로 사용했던 60년대 이후의 군사정권들과는 달리 50년대의 지 

11) 한지수지배이데올로기와 재생산메카니즘J ， 한국정치연구회편~한국 

정치론~， 백산서당， 1989, 206면 
12) 이는 반공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반공이데올로기로 환원할 수 있는 것 

만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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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력은 이를 북진통일론이라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시켜 대중동원과 체제정당화의 논리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50년대 

지배정치이데올로기의 특징은 반일주의이다. 이후 정권들이 미국의 미， 

일， 한국으로 이어지는 삼충분업체제와 동북아 안보전략에 따라 한일국 

교정상화를 추진하고 미， 일주도의 국제분업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함 

으로써 반일주의를 내세우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승만 정권은 

공공연하게 반일주의를 지배정치이데올로기로써 표방하였다. 

한국현대사의 역대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이숭만 정권 하의 50년대 역 

시 반공주의를 빼어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올 정도로 1950년대의 핵 

심적인 지배정치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다. 이같은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올 간단히 언급하고 

자 한다. 이숭만은 1950년대 중반 미， 소 양대 진영간의 평화공폰 움직 

임에 대해서까지도 신경질적이고 맹목적인 반공주의로 반웅하면서 “민 

국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거나 괴뢰정부는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중이며 ... 또 지금도 어디까 

지나 자유권을 보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죽든지 양단간 규정을 

낼 결심이니 미국이 공폰주의를 주장하게 될지라도 우리로서는 자유독 

립의 권리를 위하여 싸워 죽기로 결심이니.， . 친공분자들은 극히 조심 

해서 외국인과 연락하여 시국올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도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원조물자나 원조재정올 못 받아서 자동차 

도 탈 수 없고 휘발유를 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라도 

먹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3)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는 과거 4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의 

결여로 인한 인류의 비극을 여러 번 보아왔던 것입니다러시아 · 볼셰 

비키」의 흉악한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하여 선량한 사람들은 위험에 직 

변하였고 수천 만의 인민이 지상의 권력만 폰중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의 존재를 부정하는 독재자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1 16면)라 

13) F이숭만 박사 담화집， 제 2집.!， 공보실， 1956, 53-54면 이하 별다른 출처 
표시 없이 면 수만을 표시한 것은 한국전쟁이후의 이숭만의 담화를 모은 

이 담화집이 그 출처이다. 다만 당시의 맞춤법이 현재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원문을 현행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 인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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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명이 보여주듯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다원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숭만 정권이 반공주의를 공식적 차원에서까지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 

주장했다는 점이다. 

반공주의와 관련하여 한가지 집고 넘어갈 점은 李정권이 다른 역대정 

권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주의를 철저하게 정치탄압과 정권유지의 수단 

으로 사용함으로서 스스로가 내세운 또다른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 

의를 스스로 짓밟고 하나의 가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숭만은 자신의 장기집권올 위한 부산정치파동올 “국회에 불충한 분자들 

올 공산당의 돈으로 매수하여…이북 공산당과 협의해서 통일하자는 

음모를 가지고 헌법개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 한 것(1 3면)이라고 제멋대 

로 해석하는가 하면 “지금 소위 공폰주의라는 것으로 일편에서는 공산 

당과 합류하여 혼잡정책을 시험하고 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 

들이 소련 및 중공과 이북파당들과 연결해서 백방음모로 만든 재정올 

들여다가 재정을 가지고 투표권을 사려고 해서…얼마는 정보기관올 

통해서 알고 있으며 또 얼마는 조사 중’'(86면)이라고 주장하는 둥 시도 

때도 없이 반대세력올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로 몰았다. 이 점에서 진보 

당사건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행태는 1960년 3.15부 

정션거와 김주열 군의 시체발견에 따른 마산시민들의 항의시위에 대해 

서까지도 이는 “난당의 행위로…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 

회를 주게 할 뿐”이라고 몰아붙인 이숭만의 4월 12일 특별담확가 극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14) 

이같은 반공주의와 일정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또 일 

정하게는 첨예하게 갈둥관계에 있었던 것은 50년대의 또 다른 지배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이다 15) 李정권은 “민주국가에는 민중 

이 주인이니까 이전의 군주시대의 임금이 밝아야 나라가 안전하던 것과 

14) 서중석이승만대통령과 한국민족주의 J. 송건호 · 강만길 편 r한국민족 

주의론 II~. 창작과비명사. 1983. 253면에서 재인용. 
15) 자유민주주의란 일상적인 선입관과는 달리 그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 이론적 합의가 없는 극히 논쟁적인 개념이기는 하다. 이에 대한 입장 

에 대해서는 졸고자유민주주의와 선거 J. 졸저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비펑샤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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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민중이 명철해야만 나라 일이 잘 될 것"(14면)이라는 담화가 보여 

주듯이 인민주권사상을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을 

모두 부자를 선거한다면 그 국회는 옛날 제국주의시대와 같이 양반들과 

세력가들만이 정권올 잡게 된다면 민주주의와 극반대이므로 우리헌법 

에서는 부자와 빈민이 동일한 기회를 가져서 민의로써 그 나라를 위하 

는 본의에 위반되는 것임으로 부자도 피선된 권리를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랍도 피선될 권리를 일제히 만들어서 동둥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 

의 요소"(8면)라는 입장에서 정치적 • 법적 평둥을 내세웠다. 나아가 “인 

민자유를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정부를 세울 적에…임금올 내지 않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며 대통령이 임금이 가진 권리를 남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만”든 것(37면)이라는 삼권분리론， “국회에서 ... 절 

대반대로 서는 사랍들은 소수분자로 인정해서 그 소수분자들이 오래 있 

어서 늘 반대로 비평에 종사하는 것 .... 이 정당제도의 가장 긴요한 부 

분이니 이 소수파가 없으면 우리가 이 파를 만들어 내서라도 대립되어 

가는 체제가 있어야 될 것이므로 그 단체들올 전부 없게 하자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 단체에게 극렬한 한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국법을 위반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소수분자로 아직 인정해놓고…민중이 누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내놓게”해야 한다{37면)는 소수파보호， 다당 

제， 정치세력간의 자유경쟁 둥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정치이론파 정 

치제도들올 수용， 천명하였다. 

물론 이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특히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 16)의 대항이데올로기라는 의미， 즉 반공주 

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 지배정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되고 유포 

되었옴에도 불구하고 50년대의 정치적 탄압과 억압성이 보여주듯이 자 

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 언론， 표현， 집회의 자유들은 하나도 지켜지 

지 않고 형해화된 채 말뿐인 ‘통치이데올로기’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포한 이같은 자유민주 

주의 이데올로기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를 

느끼게 함으로서 4.19혁명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켜 이숭만 정 

16) 이에 대해서는 P. Fedoseyev, S，αe끼껴c Commun iJm, Moscow: Progress, 1986, 
Parr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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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복의 통력이 되었다. 이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李정권 

의 지배정치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권자체에 대항 

하는 대항이데올로기의 구실올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 

‘친미주의’ 역시 50년대의 중요한 지배정치이데올로기였다. 사실 한 

국현대정치에 있어서 역대정권 쳐놓고 친미주의가 지배정치이데올로기 

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친미이데 

올로기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친미적이었다는 평을 받는 장면 정권에 버 

금갈 정도로 극단적이었다. 이숭만은 “미국은 결코 침략국이 아니다. 미 

국 사람들은 곤란에 처해 있는 모든 국가들을 돕고자 하고 있으며 그 대 

가로서 영토나 또는 기타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젊은 나라이 

며 옛세계를 모략과 의심의 온상으로 만들러 온 질투심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 나라이다"(22변)라고 공공연하게 친미이데올로기를 유포하 

였다. 뿐만 아니라 이숭만은 “미국의 세력은 다만 군사나 공업상으로 된 

것뿐이 아니고 대부분 덕의싱t德、義上)과 심리적 능력입니다…미국의 .. 

-사심없는 우애적 정신이…우리 경제부흥올 도와주며 반공하는 세계 

를 돕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합동올 아시아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매양 남과 저항하기를 싫어해서…미국은 식민주의 

를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필리핀과 한국에 올 적에 해방과 

원조를 목적한 것이지 침략을 뜻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미국이 필리 

핀에 들어간 것은 필리핀 사람올 교육시켜 도와주어서 독립권 얻기로 

목적한 것을 잊어버휠 사람은 없올 것’'(67-68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처 

럼 李정권은 미국의 식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인 필리핀 점령까지도 아 

전인수식으로 교육올 통한 해방올 위한 “사심없는 우애없는 정신”의 발 

로로 왜곡， 미화시키는 친미주의의 극단올 보여 주었다 18) 

50년대를 그 이후와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특정은 통일 

이데올로기， 그것도 (무력)‘북진통일이데올로기’이다. 이는 45년 분단 이 

전의 ‘통일된’ 한국과 분단된 두 개의 국가간의 전쟁을 경험， 이것들이 

17)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정해구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변동J ， 김진균 

외한국사회론~， 한울， 1990, 81 면. 
18) 이숭만의 이같은 미국관과는 대조되는 미국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의 역사에 대해서는 W ilIiam A. Williams, The Tragedy 0/ Americaη 
Dψιmacy， NY: Delta Book, 1959 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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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기억에 생생히 살아 있고 분단상황이 완전히 기정사실로 내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진통일이데올로기를 통해 취약한 정통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50년대의 북진통일이 

데올로기는 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의 발전이데올로기와 유사한 기능， 즉 

체제정당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현금 

에 가장 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남북통일이고 그 다음이 경제안정이라 

는 이숭만의 언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89면). 

극우반공정권인 이숭만 정권은 한국전쟁이전에도 북진통일론을 이미 

피력해 왔어서 예를 들어 이숭만은 1949년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자 

문이었던 올리버에게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계획을 개진하면서 이를 위 

한 미국 내 여론조성과 무기지원올 호소하여 올리버로부터 그같은 계획 

은 “미국의 공식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잃올 뿐”이라는 만류를 

당하기도 했다 19) 이같은 북진통일론은 한국전쟁에 의한 분단체제의 반 

항구적인 봉인 이후에도 계속됐다. 

李정권은 한국전쟁의 휴전조치에 대해 북진통일이 아닌 “판문점 휴 

전이라는 것은 치욕스러운 항복이며 그 값은 많은 피로서 갚기를 마치 

‘윈헨’의 실책을 갚은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산당 제국주 

의가 그 세력이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우 

리 조국올 밀고 올라가서 우리동포들과 손을 잡고야 말 것"(5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숭만은 “지금 우리의 유일한 회망은 우리가 다 

합동해서 압록강까지 다 밀고 올라가자는 것이니 ... 만일에 유엔이 이 

계획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제는 우리로 하여금 단독행동할 것을 허락 

해 달라는 것"(45면)이라며 북진통일의사를 공공연하게 천명하였다 그 

의 마지막 한국전쟁 기념사인 1959년 기념사에서도 이승만은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먼저 내 땅올 찾아서 우리나라를 통일하여야 하 

며 이 목적이 성공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도 않고 끝까지 분투할 것”이 

라는 말함으로서 북진통일론을 포기하지 않았다 20)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북진통일이데올로기는 조봉암과 진보당의 평 

화통일론에 대한 민주당과 언론들의 비판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듯이(아 

19) 로버츠 올리버 r이숭만 비록J ， 한국문화출판사， 1982, 344변， 
20) r동아일보J ， 1959. 6. 2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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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참조) 이숭만 정권과 자유당만이 아니라 보수야당과 언론 둥에 의해 

서도 꽁유되고 있었던 명실상부하고 확고한 1950년대의 지배정치이데 

올로기였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같은 북진통일이데올로기의 이변에는 50년대 

지배정치이데올로기의 특정으로서의 ‘경제발전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인 결여 내지 부재가 존재한다. 이승만 정권은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50년대의 경제정책이란 사실상 어떻 

게 하면 미국의 경제원조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원조정책’이 대종 

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 

립 기념치사에서 이미 이숭만은 토지개혁이나 경제발전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포부도 밝히지 않지만 “가장 필요하게 느끼는 것은 외국의 경 

제원조”라고 천명할 정도로21) 경제문제=원조문제라는 그의 경제관을 

노정시킨 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195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물론 “오직 우리가 우리 손 

으로 우리물자로 먹고 업고 쓸 것올 만들어서 경제독립국이 되어야 하 

지 정치적 독립만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남의 경제적 노예를 면해야 

되겠다는 결심올 해야"(41면)한다는 대국민호소가 시사하듯이 경제척 

자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2) 또한 李정권이 “한국경 

제를 위해 미국이 준 것이 5억 1 천5백만 달러라고 하니 4， 5년 전에 우리 

가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발전소둥 경제토대가 될 것을 ... 속히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와서는 돈을 다 써버리고 세운 것은 없으니 미 

국인이 우리에게 돈은 다 무엇했느냐고 하면…전 민족의 영예상 말 안 

되는 일"(1 34- 135면)이라며 원조가 생산적 기능으로 쓰이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을 감안하면 李정권이 경제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올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李정권은 경제정책을 환율조정문제로 환원시키거나 “모든 사 

람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외국물건올 할 수 있는대로 쓰지 않으며 자 

기 나라 물건올 돈올 주더라도 사다 써서 금전이 나라 안에 떨어져 있게 

21) 서중석， 위의 글， 244면. 

22) 그러나 이숭만이 우려하는 경제적 노예는 미국의 노예가 아니라 일본의 
노예이대위의 책， 158면 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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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될 것"(1 58면)이고 “물산장려에 힘써야 될 것이며 국민 중에 

밀수품을 한 가지라도 쓰는 사랑은 민중이 그 사람들올 어렵게 만들 

것"(163변)이라는 소박한 국산품애호운동 수준올 벗어나지 못했다. 특 

히 “아주까리를 많이 심어서 거대한 수량을 만들어내면 기름쓰는 나라 

사랍들에게 팔 수 있으니 나라마다 장려"(191면)하라는 이숭만의 특별 

지시에 이르러서는 가히 촌극이라는 느낌올 지울 수 없다 

이밖에 경제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사회의 제 

3세계적 현실을 무시한 ‘자유방입주의’와 ‘자유시장 맹신주의’이다. 한 

국이 지향해야할 경제의 방향은 “우리 경제상 문제를 경제상 원칙으로 

해결하자는 작정으로 정치상 관련이나 법제상 위력으로 강제력을 쓸려 

는 것은 다 없애고 자유방임주의의 순리를 따라서 나가자는 것"(167면) 

이라는 입장천명은 다른 신생국의 ‘후발산업화’와 자립화 과정에게 발 

견되는 ‘국가자본주의적’ 지향23)이나 5.16 쿠데타 이후 나타나는 국가 

개입주의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李정권은 이같은 입장에 의해 

주요 기간산업， 지하자원 동의 국유를 명시하는 둥 ‘국가자본주의적’ 요 

소를 상당히 갖고 있던 제헌헌법올 1954년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맞추어 

수정하고24) 귀속재산불하， 은행민영화 둥올 과감하게 시행했다.25) 

50년대의 부차적인 지배이데올로기는 ‘반일주의’이다. 예를 들어 자 

유당은 ‘반공항일’을 국시로 한다는 것올 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천명 

하는가 하면26) 미국이 미(중심부)-일(반주변부)-한(주변부)으로 이어 

지는 동아시아 3충 국제분업체제와 군사안보체제수립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하고 국내에서도 한국 국교정상화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1957년까지도 이승만은 “자신이 피선되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자 

는 일본과 합병하려는 자”라고 비난하였다.27) 이는 친일파청산에 반대 

23) 이에 대해서는 M. Rubinstein, “A Non-Capitalist Path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Netι TimeJ , no. 28(1956). 둥 참조. 

24) 졸고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지형 J ， 졸저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0, 166-168변 참조. 
25) 이에 대해서는 김기원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J(서울대학교 경 

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참조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샤 1968년 중보판:r， 1968, 198-199면. 
27) r한국일보d ， 195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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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오히려 이들을 대폭 기용한 1공화국의 성격과 모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감정적 반일주의’로서 이같은 반일주의가 일제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처참한 기억을 동원하는 지배정치이데올로기로 구 

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친일， 친공분자를 엄계하자」는 연설 

문의 제목이 보여주듯이(29면) 반공에는 항상 반일이 따라다녔으며 李

정권은 때로는 반공주의보다도 강한 반일주의를 표명했다. 즉 소련올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일본군사력 중강계획과 일본을 포함한 아세아 안 

보조약기구 창설구상에 대해 李정권은 “자유 아세아인들이 볼 때 일본 

의 패권이나 공산분자들의 패권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올 것이 

다. 그들은 일본의 새로운 명령지시에 복종하느니 오히려 공산주의자들 

과의 타개책을 강구할 것이다"( 47면)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이같은 李정권의 반일주의에는 체제정 

당화와 대중동원올 위한 목적 이외에도 정치적 반대세력올 무력화시키 

려는 당략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정 

치적 반대세력이었던 민주당， 특히 민주당 구파는 한민당에 뿌리를 둔 

친일지주들이 실세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 李정권의 반일주의 

는 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5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숭만은 국민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권리와 

재산을 얻은 À}들은 일제 배제해서…억울한 사랑이 있을지라도…이 

사람들올 제쳐놓지 않으면 우리나라 장래는 40년 지난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1 2면)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지금 일인이 말하기 

를 한국은 죽어도 내놓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친일파 한인들올 모아다가 

한국 내에 상업상 명칭올 해 가지고…재정올 들여다가 친일하는 자들 

을 국회에 앉히고 정권올 요란시킬려는 이 때인데…그 무리들을 다 뽑 

아서 일본 백성이 되어 살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놈이 되든 

지 해서 살어야 될 것’'(16변)이라며 민주당지지를 은근히 친일행위로 매도 

했다. 

집권세력과 집권당인 이승만과 자유당 이외에도 보수야당이었던 민 

주당의 이데올로기 역시 지배정치이데올로기의 한 구성부분이었다 28) 

28)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야당의 이데올로기를 지배정치이데올로기로 분류 

하는 것은 일견 기이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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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분단의 ‘항구화’에 따른 이데올로기 지형의 

‘극우반쪽불구화’의 결과로 제도정치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적 이탈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다가 친일， 친미， 반공세력이 

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계급적 성격’의 결과이다 29) 자유당과 

별 차별성이 없는 민주당의 이같은 극우반공주의적 성격을 극적으로 보 

여주는 것은 진보당 둥 진보적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이 

다. 조병옥은 일찌기 1952년 선거에서 진보척인 조봉암올 “국민다수가 

지지하는 경힐탤 보인다면 ... 이숭만 박사에게 표를 집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조봉암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맡기느니 차라리 김일성과 타협 

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30) 민주당의 창당당시에도 혁신계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조직 요강에 좌익전향자는 발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올 명시하였으며 민주대동파가 들고나온 4대 지도이념 중 

‘사회정의에 입각한 수탈없는 국민경제체제의 확립’ 중 ‘수탈없는’이라 

는 구절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 ‘자유경제원칙’올 첨가하고 ‘수탈 

없는’올 삭제해 버렸다 31) 

이같은 행태는 1956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대 

통령후보 신익회가 사망한 이 선거에서 진보당의 야당연합제의를 일축 

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대한민국의 국시를 도끼로 찍 

어내리려는 것”이자 “소련의 적화정책에 호웅하는 것"32)이라고 비난했 

다. 사실 신익회는 서거 얼마 전 통일은 원자탄을 써서라도 미국이 전쟁 

올 일으켜야 가능하다는 무력북진통일론올 피력하였다，33)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구별하는 것은 집권당， 야당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내용 
이며 야당의 이데올로기가 집권당의 이데올로기와 별 차별성이 없다면 
그것은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그 일부일 따름이다. 

29) 이에 대해서는 백운선민주당과 자유당의 정치이념논쟁J ， 진덕규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λ}， 1981 , 107변. 

30) 오유석이숭만 대 조봉암， 신익회J，역사비평J ， 17호(1992년 여름)， 

146면. 

31) 백운선， 위의 글， 96-97변. 
32) ~제 25회 국회임시회의록J ， 제 37호(1957. 7. 19), 서중석민주당 • 민주 

당정부의 정치이념 J ， 역사문제연구소 면~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1994, 105변에서 재인용. 

33) r화담: 1956년도 국내외정세를 논한다」， 『신세계J ， 1956년 2월호 중 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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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회의 서거로 야성유권자들이 조봉암을 지지할 것을 우려， “민주당 

은 용공적 노선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한 표라도 고신익 

회씨를 지지하던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34) 한마디로 사회민주주의조차도 “사회주의와 비슷한 것”이라는 

극우성올 벗어나지 못했다 35) 직접 1950년대의 정치이데올로기와 관계 

가 없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극우적인 보수성은 4.19 혁명이후에도 계속 

되어 4.19 이후 열려진 정치적 공간 속에서 생겨난 혁신정당들은 다양 

한 평화통일롱에 대해 민주당은 “공산 측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 

이라는 입장올 고수하였다.36) 

이같온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데올로기가 자유당과의 차별 

성올 갖기 위한 정치적 고려 동의 이유로 자유당보다는 자유민주주의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선 

거과정에서의 여당의 관변단체들의 이용을 견제해야 겠다는 정치적 계 

산이 있기는 했지만 농민회， 노조， 학도호국단 동을 관권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37) 이같은 차별성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 

는 것은 1958년 ‘2.4 국가보안법 개정 파동’이다. 자유당의 국가보안법 

강화움직임과 관련， 보안법의 강화가 “반공태세의 강화하는 견지로 보 

아 불가피한 것”이라는 자유당의 입장에 대해 “공안을 명문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할 수가 없다”고 민주당은 반발하였고 “국권이 없으 

면 민권이 없다”는 자휴당에 대해 “민권이 없으면 국권도 없다”고 반박 

하였다 38) 반공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와 괴리된 독재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측면과 자유민주주의와 결합하여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데 전 

자가 자유당의 경우이고 후자가 민주당의 경우라는 평가는39) 민주당올 

지지치게 ‘긍정적’으로 보아주는 일면적 평가라는 느낌이 들지만40) 바 

회 발언， 서중석민주당… J(위의 글)， 145변에서 재인용 

34) f동아일보J ， 1956. 5. 10. 

35) 조병옥 r민주주의와 나~， 영신문화사， 1959, 83면. 
36) 이에 대해서는 성유보 r4월혁명과 통일논의 J ， 송건호 · 강만길편， 위의 

책 참조. 

37) 서중석민주당… J(위의 글)， 69면. 
38) 백운선， 위의 글， 120-121 면. 

39) 정해구， 위의 글，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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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같은 측면올 지칭하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위의 진보당의 평화통일론비판에서 보았듯이 북진 

통일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자유당과 별 차별성이 없었다. 다만 미국이 

자유당의 북진통일론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국민적 분위기도 이의 허 

구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자 민주당은 1957년 ‘화전양생和戰兩 

樣)’이라는 슬로건올 내세우면서 과거의 무력북진통일 일변도의 노선으 

로부터 일정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고는 할 수 있다 41) 

친미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민주당은 자유당과 별 차별성이 없다. 아니 

차별성이 있다면 자유당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었다찌 이는 

특히 제 2공화국이 집권한 제 2공화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민 

주당의 장면 정권은 친미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숭만까지도 

끝까지 거부했던 미국의 달러확 환율의 50% 인상요구를 그대로 수용했 

고 ‘제 2의 테프트 • 가츠라조약」이라고 비판올 받던43) 굴욕적인 한미경 

제협정올 수용함으로서， 장면 정권은 미대사관을 “제 2의 조선총독부” 

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국회에게 제기될 정도였다 44) 이와 관련， 한 학자 

는 장면 정권올 “어떠한 서울의 정부도 미국의 정책에 이보다 더 잘 따 

르는 정부는 없었올 정부”라고 특정지운 바 있다.45)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주장하는 둥 자유당과는 달 

리 ‘반일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친일지주， 친일판료출 

신 동 그 핵심간부들의 사회적 배경에 크게 연유하며46) 이들이 가장 눈 

치를 보고 있었던 미국의 입장이 한일국교 정상화 둥 한일관계 개선에 

40) 민주당이 집권후 대표적인 반민주적 악법인 반공법과 데모방비법제정을 

시도했다가 5.16 쿠데타로 뭇을 이루지 못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중석민주당… J(위의 글)， 146-151 변. 

42) 민주당 핵심인물들의 친미적 배경에 대해서는 서중석민주당… J(위의 

글)， 61-65면. 

43) N~ι York Times, 1961.2.6, ciced in Cheryl Payer, “Pushed into che Debc 

Trap: Somh Korea’s Exporc Miracle," ]0ιrnal 0/ Conte째oraη Asia, 5: 2 

(975), p. 226. 

44) r한국군사혁명사， 제 1권!， 1962, 324면. 
45) Kim Joungwon, Diν'ÙJed Kore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5, p. 

226. 

46) 이에 대해서는 서중석민주당…A위의 글)， 54-6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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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대항정치이데올로기 

분단 후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전쟁의 경험과 남북대치상황에서 연유 

하는 이데올로기지형의 ‘반쪽불구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의 압도성으로 의해 대항정치이데올로기의 형성이 어려웠고 

그만큼 형해화되어 왔다. 이 점에서는 50년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진보당 둥 소수이기는 하지만 몇 차례의 ‘혁신정당’의 노력이 보여주듯 

이 대항정치이데올로기가 전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아니 한국전쟁의 

체험이 채 가시기도 전인 시기라는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50년대의 

대항정치이데올로기는 민중운동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80년대를 제외하 

곤 오히려 60, 70년대에 비해 차라리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항정치이데 

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의 지배적인 대항정치이데올로기는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 

회주의’였다꺼) 이는 5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조봉암에 의해 제기되 

어 진보당， 그리고 서상일 둥 진보당 이탈파가 주도한 민주혁신당， 전진 

한 둥 우파 혁신계가 만든 민족주의 민주사회당에 의해 제기된 대항정 

치이데올로기였다. 여기에서는 이같은 대항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 

민주주의를 진보당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8)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50년대의 대표적인 대항정치이데올 

로기로서의 ‘사회민주주의’와 지배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의’간 

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었다. 진보당은 자신의 목적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같이 부정하고 새 인류의 새 이상으로 만인 

47) 그 대표적 인 논객은 Edward Bernstein, Eνolutionaη Socia/ism, NY: Schoken 

Book, 1961; Karl Kautsky, The Road 10 POνeγ， Chicago: The Bookman, 1909. 

이밖에 서구 현대사회민주주의정당들의 정강 둥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권회경 편~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J ， 태양， 1989 중 제 2 
닙 ,.. 

48) 이는 다른 ‘혁신정당’인 민주혁신당과 민족주의 민주사회당의 이념과 강 

령 둥이 진보당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강령 둥에 대해서는 
권회경 편， 위의 책， 26-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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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폰의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혁신정당"49)을 지향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었다는 점에서 엄격히 말하자변 진보당 역시 지배정치이데올로 

기로서의 반공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의 공산투쟁은 그 어느 소수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 

라 죽느냐 사느냐는 민주진영의 총체적인 문제”라든가， “미국의 존재는 

20세기 자유주의지들의 회망의 원천이 되고 있으나 크레블린의 세계침 

략의 야망은 날로 갈수록 도를 가할 것이다”라는 동의 조봉암의 발언50) 

은 그 반공주의의 정도에 있어서 이숭만 정권이나 민주당과 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실 한국민이 당시 “이렇듯 절망과 비애 속 

에 허덕이게 한 것은” “첫째로서는 온갖 파괴적 수단으로서 통일자주독 

립의 민주한국건설을 극력 방해하여 오다가 급기야 그들의 상전인 스탈 

린의 명령을 따라 동족상잔적인 6.25의 참변올 일으킨 저 공산역도들의 

침략 때문"51)이라는 인식이 진보당의 입장이었다. 

조봉암에게 있어서 문제는 반공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반공주의가 아 

니라는 것， 즉 “일부지도충은…반공숭리를 절규하면서도 공산당올 타 

도하기 위한 민주세력의 강확에는 전연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52) 다시 

말해 그와 보수야당과의 차이는 반공주의여부가 아니라 대공산주의 정 

책의 차이이다. 이와 관련， 조봉암은 “우리는…민주주의 선진제국의 

공산당에 대한 정책올 배워야 한다…요컨대 대중올 기만 선동하는 공 

산당에 대하여 ... 공산당이 발전하려는 온상과 원천지를 봉쇄하는데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서” 있으며 “공산당올 불법화시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공산당을 대중 앞에 내세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53) (이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자는 李정 

49) 조봉암나의 정치백서 J，신태양"' 1957년 5월호. 
50) 조봉암우리의 당면과업: 대 공산당투쟁의 숭리를 위하여J(1954)， 권대 

복 엮옴 r진보당: 당의 활동과 사건관계 자료집.1， 지양사， 1985, 395-396 

변. 이 글에서 조봉암은 말썽 많은 보도연맹에 대해서까지도 “공산진영 
으로부터 탈퇴해오는 자들을 잘 보호하고 또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 좋은 구상이었”으며 “그 득실 변에서 볼 때에는 확실히 ‘득’이 더 많았 
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문제는 이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것이라고 밝히 
고 있디{같은 글， 418면). 

51) r진보당 발기 선언문J ， 권대복 편， 위의 책， 13 면. 

52) 같은 글， 39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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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보수야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조봉암과 진보당이었다.) 결론적으 

로 50년대의 주된 대항정치이데올로기인 사회민주주의도 지배정치이데 

올로기였던 반공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지배세력의 반공 

주의와는 달리 공산주의를 금지，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용하고 

정치적 경쟁에 의해 반공주의를 관철해나간다는 입장올 취하고 있었다 

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한국정치에서 의미하는 ‘반공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겠다. 

이같윤 큰 전제하에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었다.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 

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정치의 실현”한다는 r발기취지문」이 보여주듯이54) 진보당은 ‘부르조아 

독재’로서의 자유민주주의도 프롤레타리아트독재도 모두 거부하고 ‘제 

3의 길’올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올 표명하고 있다. 즉 “그 고유 

한 특질인 대중적 수탈과 생산의 무정부성 동으로 말미암아 대중생활의 

궁핍， 주기적인 경제공황， 대량적인 파산， 대중척 실업 둥을 불가피적으 

로 야기”시키는 자본주의도 문제지만 “후진 러시아의 불미한 역사적 전 

통올 지니고 나타난 폭력적 독재적이고 또 팽창주의적인 볼셰비즘올 단 

호 명확히 거부하고 배격”한다는 것이다 55) 보다 구체적으로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외 입장에 서서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및 의회민주주의제 

도의 강확56)， 실질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보장을， 경제척으로는 

기간주요산업의 국유화， 생산분배의 ‘합리적인 계획’경제를， 사회적으로 

는 국민의료제도， 국민연금제도 둥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이익균점 퉁 노동권확립올， 국제적으로는 국제평화주의를 기본방침으 

로 천명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자유자본주의꺼7)) ， 공산주의， 사회민 

주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분기점인 경제체제에 관련하여 ‘자유자본주의’ 

53) 같은 글， 401-402면. 

54) 권대복 편， 위의 책， 12면. 

55) r진보당 강령 J ， 권대복 편， 위의 책， 17-18변. 

56) 이를 위해 “일인독재에 기울어지기 쉬운” 대통령중심제에 반대하고 “집 

권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지는 내각책임제”를 주 
장한다， r진보당 정책 J ， 권대복 편， 위의 책， 38변) 

57) 진보당의 이같은 개념화는 r진보당 강령 J ， 권대복 편， 위의 책，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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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 생산수단과 소비재의 자유， 2) 이윤추구의 자유， 3) 소비선태의 자 

유， 4) 국가간섭의 배제， 5) 경제주체간의 완전한 경쟁올 특정으로 하는 

체제로， 공산주의를 1) 생산수단의 집산적 소유， 2) 중앙행정기구에 의 

한 전면적 통제， 3) 소비자유의 부정， 4) 취업자유의 말살， 5) 화폐의 기 

능， 6) 대외무역상의 문제가 있는 체제로 특징지어 그 문제점올 지적하 

고 대안으로서 “자유제 계획경제”를 내세웠다.58) 다만 진보당의 이같은 

이데올로기가 “민주사회주의의 가장 우파적 입장”인가 아니면 사회민 

주주의 ‘화파’의 입장인가는 명자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다 59)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상식에 속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기에 이와 관련된 진보당 이데올로기의 내용분석은 이같은 

원칙수준에서 그치고 한국적 현실과 관련된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로서 

의 진보당 이데올로기의 독특한 특정만올 간단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진보당의 사회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갖은 특징은 서구의 사회민 

주주의적 문제의식과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제 3세계적 문제의식이 혼 

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서구의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내지 독 

접자본주의경제와 자유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현실로 하 

여 노동자계급 퉁 근로대중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민주척 계획경제를 목 

표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진보당은 한국의 현실올 “고리대금 

적 매판자본”경제와 “특권관료적 매판자본적 정치세력”에 의한 “반t半) 

전제적인 정치”로 특정지우면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의 목표로 “광범 

한 근로민중의 이익실현” 뿐만이 아니라 “민족자본의 육성”과 “자립경 

제 건설”올 설정하고 있다.60) 이 점에서 진보당의 사회민주주의 이데올 

로기는 ‘사회적 모순’의 해결올 위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와 ‘민족모순’의 해결을 위한 제 3세계의 ‘민족자립 이데올로기’61)내지 

58) 흉길중계획성 있는 경제체제」， F중앙정치~， 1957년 12월호. 

59) 전자의 해석은 이영석~죽산 조봉암~， 원음출판사， 1983, 97쪽， 후자의 
해석은 이기하~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1961, 264면. 

60) r진보당 발기취지문」과 r진보당 발기 선언문J(위의 글)， 12-15변에서 발 

훼. 
61) 이를 ‘민족해방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민족자립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진보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선진화를 통한 탈종속’의 문제 

의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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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이데올로기’를 혼합해 놓은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진보당이 주장하는 기간산업， 대 

기업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는 서구사회민주주의가 주목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경제의 병폐의 교정 필요성 이외에도 후진성에서 연유하는 국 

가주도의 계획올 통한 산업화의 필요성이 그 논거로 자리잡고 있다. “ 20 

세기 초두이후 세계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에로 이행하였지만은 이와 

동시에 그는 점차로 조직성과 계획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 

1차 대전이후 세계자본주의는 그 자신을 수정하려는 경향과 노력을 ... 

시현하게 되었다…이리하여 ... 사회적 민주주의에 의한 자유자본주의 

의 지양과 자유자본주의적 야경국가의 사회주의적 복지국가에로의 민 

주주의적 평화적 전화가 거의 결정적으로 수행됨에 이르렀다”는 주장-(2) 

이 보여주듯이 진보당의 사회민주주의적 문제의식은 분명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의식은 다음 주 

장처럼 곧바로 제 3세계적 문제의식으로 전이된다. “해방된 일련의 국 

가 즉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둥 제국은 대외적으로 소위 ‘평화지역’의 

확대를 의도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비독재적인 민 

주주의적 방식에 의거하여 새로운 복지국가의 건설올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를 비롯한 이들 아세아제국이 중공의 볼셰비즘적 노선과 

는 상반되는 사회적 민주주의 노선올 걷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현단계 

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일대 사실이 아닐 수 없다 "63) “우리 한국올 비롯 

한 후진제국의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산업혁명을 시급 

히 수행하고 사회생산력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제고하는데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À}유민주주의’=자유자본주의적 방식은 무력하고 

무효할 뿐 아니라 도리어 유해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력적 독재적인 

볼셰비즘적 방식과 아울러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올 단호히 거부 배 

격하여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건셜에 있어서는 대중적이고 과학 

적인 사회적 민주주의=계획적 민주주의의 방식과 원칙에 의거하지 않 

으면 아니” 된다는 주장이다.64) 한 마디로 “후진제국의 경제건설은 자 

62) r진보당 강령 J(위의 글)， 20-22면. 

63) 같은 글， 24면. 

64) r진보당 정책 J(위의 글)， 4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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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본주의적 방식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계획민주 

주의적 방식에 의해서만 촉진 달성될 수가 있다."65)는 이야기로서 자립 

화를 위한 ‘중상주의적’ 전략으로서의 계획경제론이다. 

진보당이 이처럼 두 문제의식올 혼합시키고도 전혀 내적 모순올 느끼 

지 못하고 두 측면간의 내적 긴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버마， 인도 둥 

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 3세계형 민주적 계획경제’를 ‘사회민주주의’라 

고 파악한 진보당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이들 사회에서의 국가개 

입， 계획화를 그같은 현상적 특징만을 주목하여 서구사회민주주의에 있 

어서의 국가개입， 계획화와 통일한 것으로 혼동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실험은 사회민주주의와는 성격이 다른 ‘국가자본주의’ 내지 ‘비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이었으며 그 핵심은 반(反)제국주의적 민족해방 

주의이다.66) 따라서 이들의 반제적 지향과는 달리 이들의 경험올 모델 

로 삼는다는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 둥은 한국경제를 ‘매판경제’로 파악 

하면서도 매판자본 뒤에 존재하는 외국독점자본과 외세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 않고 탈종속의 문제의식도 반제투쟁이 아니라 단순한 계획경 

제에 의한 빠른 산업화롤 통한 ‘선진화’라는 감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순올 야기시켰다. 이는 미국 동의 원조와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우리 

는 우리의 맹방 미국을 비롯한 유엔제국의 사심없는 원조를 환영한다 .. 

·우리는 외자의 유입을 환영한다”이)는 정책노선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 오해하고 자신들의 준거틀로 삼 

았던 인도 동의 ‘국가자본주의’ 실험을 일단 제쳐놓는다면 결국 남는 것 

은 서구 사회민주주의이나 이같은 서구형 사회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 

는 생산력과 ‘개량의 물적 토대’의 부재 둥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당의 

이데올로기 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하겠다. 

50년대 대항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진보당의 이데올로기 중 사회민주 

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부분이 자유당과 보수야당의 북진통일 이데올로 

기에 대치되는 ‘평화통일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분 

65) 같은 글， 46면 

66) 이에 대해서는 주 22); James Pecras, “State Capitalism & the Third World" , 
Deve/，ψment & Change , 8: l (January 1977).; 김석민 편저 w신식민지 국가독 

점 자본주의론， 제 l분책 .. 새길， 1989 참조. 

67) r진보당 정책 J(위의 글)，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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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동족간에 피를 흘리는 

무력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론적 평화통일론’， 즉 조봉암의 표 

현올 빌리자면 “철학적 명화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적 평화통일론’이 

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소위 철학적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 

민족이 요청한다변 전쟁방법에 의한 통일도 하고 나아가서는 국토를 확 

대강화하는 일도 불사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국내 

국제적인 실정은 어떠한 전쟁 수단으로써 하기보다도 정치적 평화적 수 

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 민족적 요청이다”는 주장 

이다.68)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통일은 전민족의 숙원이니만치 꼭 성치 

해야만 될 터인데 무력적， 군사적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회박 

하다고 보이"69)기 때문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점 

에서 진보당의 대항정치 이데올로기가 반공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 

지 않았듯이 북진통일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 

었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연히 거부할 유엔감시하의 

북한만의 총선거가 아니고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적인 한국국가형성” 

올 위한 남북한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올 골자로 하는 진보당의 평화통 

일론70)은 무력북진통일론이 당연시되던 당시의 상황과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고려하면 가히 ‘혁명적’인 주장이었음에는 분명하다. 이는 지배 

정치이데올로기였던 북진통일이데올로기에 엄청난 타격올 가한 충격적 

인 주장이었던만큼 결국 진보당사건의 중요한 구실이 되기도 하였지만 

앞에서 지적한 민주당의 ‘화전양양’ 통일론으로의 탈바꿈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4.19 혁명이후의 평화통일 움직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할수있다. 

마지막으로 50년대의 대항정치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규명되어야 할 

극히 민감한 문제는 과연 당시 사회민주주의 말고도 80년대 이후 혼히 

‘NL주의’71)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데올로기， 즉 한국사회에 있어서 

68) 조봉암평화통일의 길」， 『중앙정치~， 1957년 10월호. 

69) r평화통일의 구체적 방안J(조봉암의 대담)， w신태양~， 1957년 4월호(권대 

복， 위의 책에 재수록， 87면) 

70)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글북한당국의 평화공세에 대한 진보 
당의 선언문J ， 권대복 편， 위의 책， 116-117면우리 당의 통일안은 이 

렇다: 3대 정당 합석화담회 J，중앙정치~， 1957년 10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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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모순(미국 둥 제국주의와 남한민중간의 모순)올 강조하는 ‘민족해 

방주의’ 이데올로기(‘민족해방주의’/사회주의72))가 어떠한 형태로든 대 

항정치이데올로기로서 폰재했느냐는 문제이다 물론 합법적인 제도정 

치권에 나타난 정치이데올로기만을 살펴볼 경우 이같은 이데올로기는 

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연 ‘지하정치조직’의 차원에서도 과연 그러 

했는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할 주제이다. 이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데에 

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 통일혁명당 퉁 60년대 나타난 민족해 

방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의 폰재들이다，73) 즉 

이같은 조직들이 60년대에 있었다면 이와 유사한 지하조직들이 50년대 

에는 과연 없었겠느냐는 의문이다. 둘째， 대항사회이데올로기차원에서 

는 분명 이같은 이데올로기가 구 남로당， 조선노동당 관계자 동올 중심 

으로 엄연히 폰재했었으며 후에 이같은 세력이 4.19 이후 정치조직화되 

어 출현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아래 참조). 이는 앞으로 새로운 중언 

및 자료의 발굴 퉁이 있어야 규명될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다만 그같 

은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음올 토 

로하고자한다. 

다. 지배사회이데올로기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정치이데올로기’와 달리 대중들의 실질적인 의 

식상태를 보여주는 ‘사회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지배사회이데올로기이 

건 대항사회이데올로기이건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비교할 수 없올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특정한 정치사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 

71) National Lberation의 약자. 

72) 물론 민족해방주의와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할 논리적 이유 
는 없다. 민족해방주의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를 다른 제 3세계들과 마 

찬가지로 식민지반(半)봉건사회로 보고 반(反)제반(反)봉건혁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라는 점에서 민족해방주의는 많은 경우 ‘민족해방주의/사회주의’ 
이다. 

73) 이에 대해서는 조회연 r6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J ， 

f경제와 사회J， 6호(1990년 여름)와 대통출판부 w통혁당~， 대동， 1989. 
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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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사회， 그것도 사상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 

이 처참하게 목숨올 잃은 한국전쟁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 있었던 1950 

년대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정치적 

입장올 내보이기를 극히 꺼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여론조사는커녕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직하게 기술 

한 문헌들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사실상 심도있는 실증 

적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같은 한계와 어려움올 전제로 하여 당시의 사 

회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문제들올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다루어 보고 

자 한다. 당시의 정황과 사회상올 짐작하게 해주는 다양한 문헌들을 고 

려할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반공주의， 친미주의， 자유민주주의， 

반일주의와 같은 50년대의 지배정치이데올로기들이 다양한 정치사회화 

기제를 통하여 사회 속에도 침투하여 대중들에게 지배사회이데올로기 

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배정치 이데올로기 중 ‘북진 

통일이데올로기’만은 그것이 지배사회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에는 어려웅이 있다 하겠다. 즉 정부가 북진통일올 외치고 있었고 일반 

국민들 역시 ‘북진통일궐기대회’에 동원되어 북진통일을 외쳤지만， 소 

수극우파나 월남피난민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일반국민들이 참혹 

한 한국전쟁의 경험이 채 뇌리에서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유 

혈의 회생올 요구하는 북진통일올 바랬다고는 보기 어렸기 때문이다. 

즉 이 이데올로기의 경우 다른 지배정치이데올로기들에 비해 지배적 담 

론의 내용과 자신들의 생활적 체험， 현실적 이해관계와의 거리가 엄청 

나게 큼으로서 이의 수용에 저항하고 이를 내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생활체험 퉁으로 이의 수용이 용이했고， 또 이의 

수용에 거부할 경우 그만큼 사회적 제재가 강했던 반공， 친미주의， 반일 

주의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사회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고는 

하지만 지식인이 아닌 일반대중，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사회계급， 계층 

둥에 있어서는 그 핵심이 상대적으로 내변화되지 못했고 형식적인 것이 

었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위의 이같은 지배정치 이데올로기들 이외에 

도 전자본주의적 사회의식의 유제로서 ‘유교이데올로기’내지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일반대중들의 의식 속에 지배사회이데올로기로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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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있었다는 점74)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즉 당시 한국사회， 특히 

농촌지역에는 ‘양반-상놈’과 같은 신분제의식올 비롯하여 ‘남폰여비’， 

‘충효사상’ 둥 봉건적 내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사회이데올로 

기로 잔류해 있었던 바 이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내변화에 장애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지배사회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친미주의， 반 

일주의 역시 그것이 얼마나 지배적이었으며 얼마나 깊이 일반대중들에 

게 내면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지배성의 정도， 내면화의 정도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특히 이같은 지배성과 내면화의 정도는 

다양한 사회 계급， 계충，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바 이 

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밖에 이같은 지배이데올로기들이 왜， 어 

떻게 해서 지배사회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는가 하는 지배이데올 

로기의 침투 및 재생산기제가 주된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50년대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에 대한 지배정치이데올로기 

의 침투기제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지배정치이데올로기를 ‘이데 

올로기적 국가장치’75)를 통해 사회일반에 확산시킴으로서 지배정치이 

데올로기가 지배사회이데올로기로 자리잡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같 

은 활동이 혼히들 ‘정치사회화’라고 부르는 것이다.76) 50년에 있어서도 

지배세력은 반공주의라는 지배정치이데올로기를 사회화시키기 위해 다 

양한 노력올 기울였다. 위에서 이미 분석한 다양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 

화와 ‘담론’도 그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밖에 이숭만 정권에서 눈에 

두드러진 것은 각종 우익단체를 육성， 동원시킴으로서 실시한 ‘공포를 

통한 지배이데올로기의 강제’와 최말단 단위까지 일제의 ‘전시동원체 

제’시기의 「애국반」올 연상시키는 「국민반」둥올 직접적인 대중통제， 동 

원체제 구축올 통한 사회이데올로기에 대한 통제력 강화전략이다 77) 뿐 

74) 비공식이데올로기로서 전자본주의적 사회의식의 유제를 주목한 한 연구 

자의 문제의식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대임영일， 위의 글， 80-82면) 

75) 이의 개념화와 그 기능에 대해서는 Alrhusser, “ ldeology and ldeological 

Appararus"(위 의 글) 참조 

76) Gabriel Almond er al., Compa,.ative Po/itics, Bosron: Lirr!e, Brown & Co‘’ 
1978,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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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공산당 앞에는 조국도 민족도 없다. 그들은 목적올 위하여 

공산소련으로부터 받은 모든 지령에 따라 폭력으로써 조국올 적화시키 

려는 것뿐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은 인정도 눈물도 의리도 

없이 그저 잔인한 것뿔이다. 국내에 있어서도 소위 조선공산당의 폭력 

에 의한 행동만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78)는 류의 스테 

레오 타입화한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다양한 방법올 통해 유포하였다. 

예롤 들어 한국전쟁 종전 후 모든 출판물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옴으로써 나라를 지킨다/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통일올 완성하자” 

는 r우리의 맹세」라는 이름의 국민적 강령올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였 

고79) 거의 모든 행사에서는 이롤 의무적으로 암기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시민의 다음과 같은 회상은 어떠한 사회과학 

적 분석보다 가장 실감하고 웅변적으로 증언해주고 었다. “일제 전시체 

제에서는황국신민」의 서사롤 외워대는 것올 절대의무로 삼아야 했 

다. 1950년대의…남한에서는 「우리의 맹세」를 모르면 그 무지가 바로 

적으로 간주되었다…관공서나 학교는 물론 어떤 회의나 체육회에서도 

이것은 국민의례 가운데서 가장 이데올로기적이었다. 말하자면 나는 

「황국신민의 서사」와 「우리의 맹세」시대의 자식이다…시 가운데 「붉 

은 꽃」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으레 조사를 받아야 했고 구두도 자색구두 

룰 신고 다니면 “너 빨갱이 아니냐”하는 사찰계 형사의 사나운 눈초리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므로 시인들도 붉은 꽃이 아년 하얀 꽃이나 

노란 국화 따위를 노래해야 했다."80) 

50년대의 정치사회화， 즉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한 지배정치이 

77) 이에 대해서는 김태일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농민정치 J ， 한배호 편， 
위의 책， 468-470면. 

78) 김정후 r사상대화의 광장~， 삼오출판사， 1968, 200연 이는 68년에 출판 
된 것으로 50년대의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50년대 이 
후의 우리 사회의 스테레오 타입화된 반공주의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 

하고 있어 인용하였다. 

79) 김동춘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J ， 한국사회학회편~한국전 

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167변. 
80) 고은 r나， 고은， 제 2권~， 민음J..}， 1993, 2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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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의 주입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특히 60-70년 

대와의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망해보기 위해 국민학교 교육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국민학교과정은 가정과 같은 ‘비공식적， 

1차적’ 정치사회화의 단계를 넘어서 ‘공식적， 2차적 정치사회화’에 접하 

면서 정치적인 자기정체성올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주체가 ‘호명’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81 ) 

이와 관련， 1955년 제정되어82) 50년대 후반부， 그리고 5.16 쿠데타에 

의한 63년 제 1차 개정 때까지 사용되었던 1학년-6학년 국민학교 교과 

서， 특히 이데올로기교육과 관련이 있는 바른 생활， 사회， 국어 교과서 

의 내용올 ‘내용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총체적인 양적인 면올 보 

면 50년대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1학년-6학년 바른생활， 사회， 국어 교 

과과목 총 486과 중 102과가 정치사회화와 관련이 있어 전체의 20.99% 

에 달하고 있다.83) 이는 60년대(63년 개정 후)의 경우 총 578과중 

32.18%인 186과가， 70년대(73년 2차 개정 후)의 경우 총 562과중 

4 1.46%인 233과가 정치사회화를 위한 것인 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은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단순한 주제별 과의 수가 아니라 분 

량이라는 교과서의 면수와 삽화의 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50년대의 경우 이후 시기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 

지배정치이데올로기의 정치사회화노력이 상대적으로 둥한시되었고 그 

만큼 지배정치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침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올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중 공산당의 만행， 한국전쟁， 북한의 참상 동 반공주의에 대한 

정치사회화내용을 살펴보면 주제별로는 정치사회화와 관련된 전체 102 

81) Robert E. Dowse et al. , Politi찌 Sociology , London: John Wiley & Sons, 1975 , 
p. 187. 

82)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일된 교과과정은 1945년 미군정의 ‘신조선의 조선 
인올 위한 교육정책’에 의해 그 실시가 결정되었으나 해방정국의 혼란과 

한국전쟁 퉁의 영향으로 사실상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1955년에 이 

르러서야 문교부령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J ， 중앙출판국:1974). 

83) 이하 교과서분석의 실증적 자료는 배규환국민학교 교과서 내용분석에 
의한 정치사회화의 일 고찰J，한국사회학연구J ，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제 3집(1979)에서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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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11과가 반공주의와 관련되어 있어 10재%에 이르고 있고， 분량 변 

에서는 127면으로서 전체의 13.01 %를， 삽화에 있어서는 197~로서 

7.22%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이는 반공주의가 주제 

변에 있어서 60년대에 무려 68과로 전체의 36.56%를， 70년대에 들어서 

도 65과로 27.90%에 이르고 있으며， 분량 면에서도 60년대가 500면으 

로 3 1.5 1%를， 70년대가 442면으로 24.72%를 차지하고 있고， 삽화에 있 

어서도 60년대가 103개로 22.74%를， 70년대가 91개로 13.13%를 차지하 

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디~<표 1> 참조).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50년대의 경우 교육기관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 반 

공주의를 주입시키려는 지배세력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취약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일주의를 상징 

하는 항일의식의 경우 60년대 교과서가 전체사회화내용의 7.5% , 70년 

대 교과서가 6%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55년 교과서의 경우 9.8% 

에 이르러 그 어느 시기보다도 반일의식의 정치사회화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를 1950년대의 경우 지배세력이 지배정치이데올로기， 특히 반 

공주의를 지배사회이데올로기화시키려는 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그 결과 반공주의 둥이 이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배사회이 

데올로기화되어 있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지적한 다양한 직 

접적인 대중동원과 ‘공포에 의한 강제’동 다른 정치사회화노력들올 고 

려할 때 다만 그 노력이 상대적으로 비체계적이고 세련되지 못했으며 

그같은 정치사회화의 과정에 있어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대로 이 

해하고 있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다. 또한 

일반국민 동에 있어서의 반공주의 동의 내면화와 수용정도 역시 1950년 

도와 이후시기는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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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학교교과서의 시기별 정치사회화의 비교분석 

1950년대(1955-62) 60년대0963-72) 70년대0973- ) 
7까‘- 전체 % -/L「 전체 % 끼 까一‘ 전체 % 

정치 
과주제 102 486 21 186 578 32.2 233 562 41.5 

사회화 
페이지 990 3715 26.6 1587 4209 37.7 1788 4344 41.2 

삽화 263 1683 15.6 453 2090 21.7 693 2352 29 .5 
과주제 11 102 10.8 68 186 36.6 65 233 29.9 

반공 
페이지 976 442 24.7 

주의 
127 13.0 500 1587 31.5 1788 

삽화 19 263 7.2 103 453 22.7 91 693 13.1 
* 배규환， 위의 글에서 작성 

1950년대에 있어서 지배정치이데올로기를 사회이데올로기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기제는 언론으로서， 그 역할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w동아일보』가 한국전쟁 9주년인 1959년 5월 25일 

자에 게재한 다음과 같은 사설은 당시 언론들이 정치사회화의 주체로서 

지배정치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와 북진통일 이데올로기의 의식화에 얼 

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9년 전에 우리가 뼈 

속에 사무치게 겪었던 불은 무리의 침공과 그 잔인하고 악독스러운 만 

행올 회상만해도 몸소리치게 체험한 우리이건만， 오늘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태도’가 그렇듯 무서운 전쟁을 겪지 않았던 겨레 이상으 

로 ‘안일’과 ‘방종’이 정도에 지나친 것올 숨길 수가 없다…우리는 이 

날올 맞아 몇 가지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우리가 ‘전시국민’으로 다 

시 돌아가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우리는 “6.25를 상기하자”는 표어 

그 자체가 우리의모든 생활의 ‘지표’가 되지 않올 수 없다…우리의 대 

내 • 대외적인 모든 문제의 촉급한 시정올 하는 것은， 공산 적에게 ‘최후 

의 일격’올 주어 그들올 무릎올 꿇리고， 겸해서는 통일의 주도권올 잡는 

데에 깊이 반성하고 시급하게 실천으로 옮겨야만할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음으로써다."84) 뿐만 아니라 북진통일론이라는 점에서도 사정은 마찬 

가지여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제기되자 언론들은 이를 “현실을 무시 
하는 하나의 패배주의"85)라고 힐난하였다 

84) r동아일보~， 1959. 6.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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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같은 정치사회화의 노력들이 50년대의 지 

배사회이데올로기를 주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겠지만 일방적으로 

성공， 일반국민들의 지배사회이데올로기를 일면적으로 규정했다고 보 

는 것은 물론 잘못이며 그 내면화와 침투성의 정도는 계속 궁금한 탐구 

의 대상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까지 접근 가능한 자료로서 

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지배사회 이데올로기 중 역시 가장 

중심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반공주의의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 

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반공주의가 50년대(나아가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사회이데올로기였 

다는 데에는 모두들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데 

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들이 한국전쟁기간 

중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반 

공주의를 채택한 것이라는 ‘능동적 동의론’올 제시하면서 그 증거로 공 

산주의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들고 었다 86) 반면 다른 연 

구자들은 “좌익이라면 그 가족 • 친지까지 무조건 검거 · 처형당했고 무 

수한 사랍들이 ‘빨갱이 협조자’， ‘통조자’， ‘앞잡이’，의 누명올 쓰고 테러 

• 학살당했으며 심지어 마을주민 전체가 사살되…기까지 하는 상황에 

서 사람들은 ‘반공’만이 유일한 생폰의 길임올 터득”하고 “비자발적으 

로 반공이라는 가치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반공은 “자포자기적 

순용”내지 ‘방어척 · 수동적 동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87) 특히 당시 인구 

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경우 옵·변·리·동으로 이어지는 행정 

조직과 최말단지역까지 조직된 r국민반」 둥 ‘끄나풀’ 조직의 조직망의 

수직적 감시， 통제체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88) (이와 관 

련， 또 다른 연구는 반공주의라는 특정 이데올로기로 논의를 국한시키 

85) ~동아일보~， 1956. 5. 9일자. 

86) 양통안한국전쟁이 한국정치에 끼친 영향」， 『현대사회~， 36호(1990년 

봄 · 여름호)， 51 면. 
87) 한지수， 위의 글， 203면. 이밖에도 이혜원 • 조현연한국전쟁의 국내외 

적 영향J ， 한국정치연구회~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0, 353면 
τ5". 

88) 주 77)과 김태일농촌지역사회와 국가의 통제J ， 한정연~한국정치론」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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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고 또 이를 한국전쟁의 경험과 연결시키지도 않으면서도 당시 

농민의 경우 농촌사회일반의 고유한 객관적 조건에 한국사회 톡유의 국 

가의 수직적 통제기제까지 가세하여 체념적 순종에 빠져 있었다고 분석 

하고 었다，89)) 이밖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보수적 소농들이 

보나파르티즘올 지지했던 것과 같。190) 농지개혁에 따라 50년대의 농민 

들이 일종의 ‘(농촌)쁘띠 부르조아화’되면서 자신들의 ‘객판적’인 계급 

척 지위와 이해관계에 의해 보수화되고 자발적으로 반공주의화되었올 

가능성이다.91) 

이에 대한 단정적 평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농지개혁은 분명히 해 

방공간에서 토지문제를 놓고 혁명적 에너지를 분출시켰던 농민들을 보 

수화시켰올 것이고 한국전쟁 중 북한점령기간의 남한민중의 주체적 조 

건과 분리되어 전쟁이란 형태로 전개된 ‘위로부터의 반제반봉건혁명’ 

수행과 퇴각시 행해진 학살， 처형， 감정적 보복 동92)온 반공주의의 ‘능 

동적 수용’올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56년 선거에서 나 

타난 예상 밖의 진보당 지지나 4.19 혁명 이후 극우적인 억압적 국가통 

제가 무력화되면서 나타난 학살유가족의 움직임， 혁신세력의 둥장 동 

(아래 참조)올 고려하면 ‘수동적 동의’설도 상당한 설득력올 갖는다. 오 

히려 이 문제 역시 이 두 가설 중 양자택일적인 방식이 아니라계급 • 계 

충적 지위， 한국전쟁의 개인적 경험(북한의 학살경험이냐 교차학살이냐， 

우익의 보복학살이냐 퉁)에 따라 다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이같은 

요인들과 반공주의의 다양한 ‘폰재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해 나가야 한 

다하겠다. 

89) 김동춘， r1960, 19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J ， 역사문제 

연구소 편， 위의 책， 221-222면. 

90) 이 에 대 해서는 K. Marx, “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ius Bonaparte," In 

Robert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NY: W. W. Norton & Co., 
1978. 

91) 50년대 농지개혁과 농민의 보수확에 대해서는 김태일농촌사회의 구조 
••• J (위의 글)， 458-462변. 

92) 장미숭북한의 남한점령정책 J ， 한국정치연구회 r한국전쟁… J(위의 

책)， 170-203면 참조 이에 반대되는 입장은 김주환한국전쟁 중 북한의 

대남한점령정책 J ， 최장집 편한국전쟁연구J ， 태암， 1990, 166-206면. 



제 1 공화국 1950년대의 이데올로기 / 손호절 73 

랴. 대항사회이데올로기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반공주의 동의 기숭에도 불구하고 일반국 

민들의 ‘사회이데올로기’수준에서도 ‘대항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광범위 

하게 존재했다. 즉 대항이데올로기는 진보당 둥 정치권의 정치이데올로 

기 수준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의 의식， 즉 사회이데 

올로기수준에서도 폰재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했 

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느냐는 것이다. 

우선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지배사회이데 

올로기의 수용도와 내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만큼 매우 어려운 작업이 

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준거 지 

표들은 폰재한다. 그 중 하나는 진보당의 당원 수이다 이에 대해 5.16쿠 

데타 후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그 숫자를 60만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 

다.93) 또 다른 지표는 56년 선거에서의 조봉암의 득표수와 득표율이다 

이 선거에서 조봉암은 전체유효표의 30%인 2백 16만 3803표를 얻는 바 

이는 부정선거와 당시의 반공분위기 동을 고려하면 엄청난 득표이다. 

물론 이중 상당수는 조봉암과 진보당의 사회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라 

는 진보적인 대향정치이데올로기에의 지지가 아니라 단순히 민주당 후 

보의 사망에 따라 할 수 없이 조봉암올 찍은 보수적 야성표였올 가능성 

이 크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봉암 지지로 나아 

가는 것올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의 저지운동을 폈으며 조봉암의 지 

지지역과 지지율을 해방공칸에서의 지역별 급진도와 비교해보면 이들 

간에 상관관계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동올 고려하면 한국 

전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진보적인 대중역량들이 진보당을 지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94)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4.19 이후의 사회상황이다 4.19 이후에 

분출되어 나옹 다양한 진보적 운동은 50년대에 개인들의 사회이데올로 

93) 김형욱 • 박사월 r김형욱 중언: 혁명과 우상~， NY: 독립신문사， 1983, 73 

면 
94) 이에 대한 실중분석으로는 졸고분단 후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적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1956, 1963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11호(994)， 323-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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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당시의 강압적 분위기 둥으로 인해 겉으로 나 

타나지 못했던 대중들의 의식상태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우선 사회 

대중당 둥 혁신정당들이 난립하고 분파주의적 행태로 대중의 실망을 야 

기시켰으며 갑작스러운 선거로 자금， 인물이 부족， 후보를 못 낸 선거구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정당후보들이 6.8%를 득표하여 5명의 국회 

의원 배출한 것은 대항사회이데올로기가 50년대에 상당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95) 이밖에 4.19 이후 학살유가족들의 집단투쟁， 민족자 

주통일협의회(민자통)둥의 평화통일운동， 교원노조운동 동 다양한 진보 

적 대중운동이 분출되어 나온 것도 주의 깊게 볼만한 현상이다.96) 63년 

대통령선거와 관련， 좌익잔폰세력에 대해 내린 중앙정보부의 분석 역시 

시사적이다. 이 분석은 남한사회에 열렬한 공산주의자， 온건혁신세력， 

그 가족， 친지， 연루자 동을 “통산하면 좌익색채의 유권자는 3백50만은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다꺼) 물론 이는 ‘적’의 힘을 과장하고 웬만한 것 

은 “빨갱이”로 모는 정보기관의 속성올 고려할 때 분명 현실보다 과장 

된 것이겠지만 하나의 참고자료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민주화’ 덕택에 빛을 보게 된 다음과 같은 한 통 

일운동가{당시 장교근무)의 회고는 이같은 대항사회이데올로기의 존재 

정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쟁점인 그 이데올로 

기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 창당된 진보당의 기관지 r중앙정치」를 구입해보고 김재호 

중위가 조봉암노선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병원(육군병원-인 

용자)내에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민주사회주의 경제정책과 평 

화통일론에 대다수 장교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특히 

평화통일론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500여 병원 장병 거의가 

조봉암을 지지하는 편으로 동조하였다…그날 밤 사복 차림의 김 

중위가 죽산을 만나 우리가 제대하고 진보당에 입당할 생각이라 

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人L 1964, 830-831 변. 
96) 이에 대해서는 사월혁명연구소편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μ 한길 

λ}， 1990 

97) 김형욱 · 박사월， 위의 책，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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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더니 제대하지 말고 군대에 있으면서 애국운동과 통일운 

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김중위에게 

“나는 진보당에 입당하지 않겠으나 제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죽산은 공산주의자였는데 박헌영과 결별하고 이승만과 타협하여 

농림장관을 지낸 변절자이며 농림장관시절에 단행한 농지개혁도 

지주들의 지대를 정부가 무보증 지불하여주고 소작인들에게 년부 

상환을 하면서 보수정당의 정치자금을 만들어준 역할밖에 한 것 

이 없지만， 이번에 평화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지난 날의 정치적 변 

절의 과오를 속죄한 셈이라고 말했다 나는 민주사회주의자가 아 

니라 이 당에서 외세침략세력올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 

일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일차적 투쟁 과제요， 통일된 후의 정치 

제도는 그 때의 민의에 의해 결정할 과제이나 착취와 독재가 없는 

경제적 평동사회 건설이 나의 이상이며 반제 민족자주통일 쟁취 

가 나의 결사투쟁이라고 말했더니 김중위는 굳은 악수를 청하며 

동지가 되자고 했다，98) 

이같은 주장의 앞부분은 전체 한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도 아 

니고 아주 제한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당시 진보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 

지가 특히 군에서까지 상당히 광범위했음을 보여주고 었다. 그러나 더 

욱 주목할 만한 것은 후반부이다 진보당에 대한 지지 퉁은 대항사회이 

데올로기의 상당히 광범위한 존재를 보여주지만 그같은 지지가 진보당 

의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에 대한 지지였는지， 아니면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였는지， 이 양자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 것이었는지는 밝혀주지 못 

한다. 즉 대항사회이데올로기의 주된 내용이 사회민주주의였는지 아니 

면 북진통일이데올로기에 대향하는 평화통일이데올로기였는지는 설명 

해주지 못한다 위의 증언의 후반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이다 

이 중언은 진보당에 대한 지지가 민주사회주의적 내지 사회민주주의 

적 강령보다는 ‘민족해방주의(NL)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평화통일99)에 

98) 김세원 씀. 현대사중언록 간행위원회편 f비트， 상.1， 일과놀이， 1993, 
262-263면. 

99) 진보당의 입장이 그러하듯이 물론 평화통일 이데올로기가 모두 민족해 
방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따라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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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인한 것이었음을， 또 당시 민족해방주의가 민주사회주의보다 더욱 

보편적인 대항사회이데올로기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증 

언자 자신이 민족해방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올 감안할 때 대중들의 반웅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얼마나 객관적이었 

는가， 또 이에 대한 그의 기억과 중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나아가 그가 

관찰한 이 사례가 당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단편적인 중언에 기초하여 당시 민족해방 

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민주주의보다 보편적인 대항사회이데올로기라 

고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중언이 공식적인 대항정치이데 

올로기로 나타났던 사회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이같이 공식적인 대항 

정치이데올로기로 표면화되지 못한 민족해방이데올로기도 대항사회이 

데올로기수준에서는 일정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올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은부인할수없다 

이와 관련， 4.19 이후 합법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1천 2백여 명의 대의 

원을 갖춘 민자통， 사회당 둥 민족해방주의계열의 정치， 운동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동장한다는 사실도 50년대에 있어서 정치적 억압성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올 따륨이지 사회이데올로기수준에서는 이같은 

이데올로기가 특히 구남로당， 조선공산당， 빨치산 잔존세력을 중심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폰재하고 있었옴율 입중해주고 있다. 위의 증언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중언은 다시 한번 이같은 현실올 이해하는 데 커 

다란도움을주고 있다. 

4.19 봉기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졌다. 나는 모든 집안 일율 때려 

치우고 옛동지들을 만나러…광주로 나왔다.6.25 때 군당간부 이 

하면당통지들은 ... 대부분형기를마치고출옥해 있었다. 변절하 
지 않고 서로 생존을 확인하고 있던 옛 동지들이 이제 한 자리에 

만날 수가 있었다…구 진보당계의 임춘호…둥과 조선공산당 간 

부로 이정윤계인 강석봉…등 반박헌영계의 원로들 ... 동 28명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대중당 전남도당 결성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러나 우리 동지들 사이에는 1949년 남북노동당 합당으로 당중앙 

이 평양에 있으므로 노동당 당적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기본당 

반대중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그들이 NL적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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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든다는 것은 일국일당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00) 

이 귀중한 회고록은 또 1960년 7.29 총선에서 혁신세력이 참패를 한 

후 사회대중당 둥 민주사회주의 우파 혁신세력과 달리 “외세를 배격하 

고 민족자주평화통일올 기한다”는 요지의 강령， 즉 민족해방주의 이데 

올로기의 사화당올 창당하는 과정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말을 이었다.“ ... 미국에게 예속된 신식민지 분단 

시대인 오늘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반제자주통일이라는 

같은 노선의 전우입니다 해방 후 5년 동안의 동지 관계로 자 

연히 연결된 우리들(주로 경상남북도와 전남의 근민당， 조공， 남 

로당， 빨치산 출신들)은 1946년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 때 

와 마찬가지로 친미외세의존의 소위 혁신우파와 통일전선을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나는 최백근 선생에게…그의 

노선올 물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우리가 발기한 당은 국회 

의원이 몇이요 장관출신이 몇이요 하는 부르조아정당이나 개량주 

의정당이 아니라 반제민족통일전션을 영도할 당을 만들어야 ... 합 

니다 "101) 

결론적으로 이같은 중언이 보여주듯이 ‘민족해방주의 이데올로기’는 

당시의 정치 • 사회적 조건 때문에 공식적인 대항정치이데올로기로 나 

타나지 못했지만 사회이데올로기수준에서는 구공산당세력올 중심으로 

대항사회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볼 때만이 위 

에서 지적한 민자통， 사회당 동 4.19 이후 분출된 민족해방주의적 정치 

및 대중운동， 나아가 군사정권 하에서 나타나는 통혁당 둥 이같은 계열 

의 지하조직운동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대항사회이데올로기의 다양한 조류들과 그 비중 둥올 보 

다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살아 있올 동안 이들로부터 

위의 중언과 같은 증언들을 집단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아직도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반공주의의 멍에가 강고하게 도사 

100) 같은 책， 328면. 

101) 같은 책， 338-3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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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음으로 해서 자유로운 증언이 용이치 않은 것이 연구의 장애로 

남아있다. 

마.종합 

지금까지 분석한 1950년대의 지배정치이데올로기， 대항정치이데올로 

기， 지배사회이데올로기， 대항사회이데올로기의 주요내용졸올 다소 과 

잉단순화와 과잉도식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 정리하여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지배이데올로기 저항이데올로기 

지배정치이데올로기 대항정치이데올로기 

자유당 민주당 진보딩1기타) 

정치 
반공주의 반공주의 사회민주주의 이l주의?) 

(공식)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데 

이데올로기 
친미주의 친미주의 올로기 

북진통일이데올로기 북진흥일이데올로기 

발전이데올로기 부재 발전이데올로기 부재 

반일주의 

지배사회이데올로기 대항사회이데올로기 

반공주의 싸회민주주의 NL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데 

(비공식) 
친미주의 올로기 

이데올로기 
발전이데올로기 부재 

시장자유방임주의 

반일주의 

유교(봉건척)이데올로기 

** 괄호 안은 그 폰재가 미확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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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글 

이 글에서는 1950년대 한국사회외 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공식적인 정치이데올로기와 비공식적인 사회이데올로 

기라는 분석틀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미 글 서두에서 지적 

한 바 있듯이 1950년대라는 연구시기와 이데올로기라는 주제가 갖는 주 

제의 성격에 기인하여 극히 낮은 수준의 연구결과에 그치고 만 것이 현 

실이다. 

다만 이 연구가 그동안 한국정치에 있어서 ‘낙후지대’라고 할 수 있 

는 1950년대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 

다. 앞으로 한국정치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시기별， 주제별 편중올 벗어 

나 한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이데올로기 둥 각 ‘부문’의 구체적인 내 

용과 이들간의 연관 둥 시대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다시 이를 

시기별로 연결시켜 역사의 씨줄과 날줄올 입체적으로 이어냄으로서 한 

국현대정치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후지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 애정과 

이같은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대와 같이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해방정국과 같이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그동안 관심올 기울여 그같은 자료발굴과 연구 

가 진행된 시기가 아닌 경우 l차 자료 자체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관계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증언채취 둥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