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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전동시대인 조선시대와 해방 이후의 현대 한 

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구미의 세계시간인 탈현대 속에 

서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하 

고 있다. 알몬드 버바와 잉글하트의 연구에 의거하여 정치문화를 체제문 

화， 과정문화， 정책문화의 셋으로 나누고 전통시대， 현대， 탈현대 속의 현대 

의 세 시대가 각각 이 세 가지 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고 

찰하고있다 

조선시대의 정치문화는 주자학적 유교이념이 유학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의해 추적하였다.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는 정치학자들이 실시한 여러 종류의 정치적 태도조사를 이 

용해 기술하였다- 탈현대 속의 정치문화는 필자의 인상적인 관찰에 의거하 

였다-
이 글은 유교적인 전통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와는 상호 모순적인 면도 있 

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정치문확적 접근법 

정치문화적 접근법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알몬드와 버바 

가 이 접근법을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접근법이다(Almond & Verba 1963). 1) 

이 접근법은 정치적 구조(structure)나 행동(behavior) . 혹은 한마디로 정치에 영향 

*01 논문은 1996-1999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인문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 
에 의한 것임. 

1) 알몬드와 버바 다음으로 정치문화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Ronald Ingleha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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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소로 경제나 사회만름 문화를， 그 중에서도 정치에 관한 문화인 정치 

문화를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정치문화를 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는 시각은 알몬드와 버바가 지적 

하고 있는바와 같이 1930년대 독일의 정치적 변화로부터 나왔다(Verba 1965 , 130-

170; Almond 1993 , l3-26). 당시 독일 국민들은 결코 영미에 뒤떨어지지 않는 높 

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즘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선택은 

개인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도 이러한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독일은 잘 조 

직된 노동자계급과 유럽에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그 규모가 가장 큰 사회민주 

당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국가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자본주 

의의 위기가 나치즘을 불러왔다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도 있지만 이러한 위기에 

처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중 민주정치를 유지한 나라들도 많았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특수한 분석을 필요로 하였다. 아도르노와 프롬 같은 학자들의 독일 국민 

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바이말 공화국 붕괴와 나치즘 성공의 원인을 독일국민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찾았다(Adomo et.허. 1950; Fromm 1972). 알몬드와 버바는 방법론적으로는 이러한 

연구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문화를 사회심리적 특성과는 다른 요 

인으로 구별해 내고 이를 정치적 구조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였 

다. 

알몬드는 정치문화가 정치적 구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후자가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 양자 간 

에는 쌍방향의 상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구조나 행 

동이 정치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나 정치문화는 다시 정치적 구조나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문화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배리나 캐롤 패이트맨이 알몬드와 버바가 정치문화 

를 독립변수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B짧y 1970 , 47ff; Pateman 1971 , 292 , 

293 , 302) 그들의 입장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다. 알몬드는 그의 연구대상인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멕시코의 정치문화가 각 나라의 정치적 구조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매mond & Verba 1980 , 29). 

알몬드와 버바는 사회성원들의 정치적 충성， 무관심， 소외와 같은 정치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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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치문화와 정치구조 간의 상응성(cong띠ence)과 비상응성(incogruence) 

충성 (allegiance ) 무관심 (apathy) 소외 ( alienation) 

인지적 정향 + + + 
정서적 정향 + 0 

평가적정향 + 0 
L- __ ~ _____ ~~ __ 

표 1에서와 같이 정치문화와 정치구조간의 관계가 얼마나 상응하는가， 혹은 비상 

응하는가에 따라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표에서 ‘+’는 정치구조에 대한 높은 빈도의 인지， 정서， 평가를 나타내고， 

‘0’ 는 정치구조에 대한 높은 빈도의 정서적 , 평가적 무관심을， 그리고 L ’ 는 정치 

구조에 대한 높은 빈도의 부정적인 정서나 평가를 나타낸다(Almond & Verba 1963 , 

22). 

우리는 알몬드와 버바가 정치문화 혹은 정치적 태도와 정치적 행동을 구분하고 

이 양자간의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Almond & 

Verba 1963 , 497-487). 이 불일치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고， 그들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독일과 이태리는 불일치 정도가 크고 미국과 영국은 이 두 나라 보다 불 

일치 정도가 작다. 그들은 영국과 미국의 불일치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이러 

한 불일치가 오히려 민주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나라 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너무 커도 민주정치의 안정성을 해치지만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일치해도 그것은 민주정치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 알몬드와 버바는 참여민주주의론자들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들은 혼 

합정부론을 주창한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키케로， 다수의 횡포는 권력분립 

과 “법률가 귀족”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고 주장한 토크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수 

의 횡포를 우려한 존 스튜아트 밀， 그리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지지한 숨페터의 생 

각을따르고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적 접근법이 개인적 합리성을 강 

조하는 자유주의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정치문화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개인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합리 

적 선택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알몬드의 답변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치문화적 접근법의 유용성을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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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로고우스키와 품킨과(Rogows임 1976: Pop잉n 1979) 같은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은 

정치적 구조와 행동이 정치문화 보다는 개인들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들의 분석에는 가치， 신념， 정서， 인지나 역사， 기억， 문화적 맥락과 같 

은 변수들은 설명력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오직 개인의 합리적 계산만이 설명 

력을 가진 변수가 되는 것이다. 알몬드는 개인의 합리적 계산도 중요하지만 가치， 

기억， 문화적 맥락과 같은 문화적 변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정치적 태도와 문화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하 

는 종속변수로 본다. 알몬드는 이러한 이론은 정치， 국가， 문화를 경제적 하부구조 

의 단순한 산물로 보지 않고 그 자체의 자율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네오 

마르크스주의가 잘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소련과 동구 제국의 

사회주의 교육과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국에서 전통적인 인종， 종교，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적 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고 강 

조하고 있다(Alrnond 1993 , 16-17). 

이제 우리는 정치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지를 살펴볼 차례 

이다. 알몬드와 버바가 정치문화의 개념과 이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1963년에 발표 

한 이래 파이와 다알 등 여러 정치학자들이 정치문화 연구에 참여하였고(Verba 

1965: D뼈 1966) 알몬드는 이러한 연구도 참조하여 정치문화의 내용을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다(Almond & Powell 1978) 첫째로 정치문화는 체제문화(system 

culture) , 과정문화(process culture) , 정책문화(policy culture )로 구성된다. 체제문화란 

민족공동체 (nationa1 community) , 레점 (regime) , 통치자(autho디ties) 에 대한 태도의 

분포를 가리킨다(Easton 1965). 다시 말해， 체제문화는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정도， 

레짐과 그 제도의 정통성(legitimacy) 에 대한 태도， 통치자의 정통성과 업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과정문화는 정치과정에서의 자신의 태도(예: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와 다른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태도(예: 관용， 신뢰)로 구성된다. 정책문화 

란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선호의 분포를 의미한다. 둘째로 정치문화는 대 

상으로서의 체제， 과정， 정책에 대한 정향( orientation)을 포함한다. 이 정향에는 앞 

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 정보， 분석 등의 인지적 (cogni디ve) 정 

향， 대상에 대한 애착， 반감， 무관섬 등의 정서적 (affective) 정향， 대상에 대한 도 

덕 적 평 가를 포함하는 평 가적 (ev허ua디ve) 정 향의 세 가지 가 있다(Parsons & Sh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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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53ft) , 셋째로 정치문화는 그 구성요소간의 관련성， 혹은 체계성 (systemic 

character) 정도를 포함한다. 각 나라의 정치문화는 그 구성요소간의 일치성이나 모 

순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알몬드와 버바의 1963년 연구는 정치문화의 이와 같은 여러 차원 중 과정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 q(Almond & Verba 1963 , 3-32). 여기서 그들은 정치적 태도와 

문화를 향리형 (parochial) , 신민형 (subject) , 참여형 (participant) 의 세 가지 순수형으 

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의 정치적 태도는 이 세 가지 순수형의 혼합 

(mix)이고 또 한 나라의 정치문화도 이 세가지형의 혼합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 

제 정치문화는 향리-신민형이거나 신민-참여형이거나 혹은 향리-참여형의 혼합형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형 내에서도 그 혼합의 정도는 나라마 

다 다르고 이러한 혼합의 정도가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업적 (performance) 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멕시코의 다섯 

나라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이 다섯 나라에서의 정치문화의 혼합정도를 구체 

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러한 혼합이 이 다섯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논의하고 있다. 

알몬드와 버바는 어느 나라의 정치변화에 있어서나 하나의 정치문화가 다른 정 

치문화로 대치 (replace)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틀어， 민주주 

의에 적합한 정치문화는 씨빅 문화(civic culture) 이나 이 문화는 향리형 문화나 신 

민형 문화가 참여형 문화에 의해 대치된 문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화에 있어 

참여형 문화는 향리형과 신민형 문화와 합쳐져 (merge) 있고. 또 개인들이 참여형 

태도를 가지고 었다 해도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향리형이나 신민형 태도를 버 

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태도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 

은 개인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향리형이나 신민형 태도가 참여형 태도와 모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리형이나 신민형 태도는 참여형 태도를 부 

드러운 참여형 태도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여형 태도도 정 

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향리형이나 신민형 태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향리형이나 신민형과 같은 전통적 정치문화가 

참여형의 근대적 정치문화와 융합(fusion)되어 있거나 사회적 신뢰 (soci외 trust)가 

적극적 참여형 태도와 융합되어 있고， 이러한 융합은 정치적 적극성， 참여성. 합리 

성이 정치적 수동성， 전통성， 향리성과 균형을 이루는 균형된 정치문화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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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는 것이다. 

알몬드와 버바는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5개국의 정치문화를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의 정치적 태도나 문화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서베이 질 

문항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베이 자료와 이의 거시적 정치결과를 

상관시키는 데에는 버바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들 

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베이에서는 엘리트와 대중과 같은 서로 다른 

인구 섹터의 정치적 태도를 구분하지 않으나 실제정치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엘리트의 정치적 태도는 같은 수의 대중의 정치적 태도보다는 그 영향 

력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나 군인들의 정치적 태도는 같은 수의 대중의 

정치적 태도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정치적 태도나 문화가 정치체계의 운영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셋째 정치적 태도나 문화의 연구를 알몬 

드와 버바는 1963년에는 중앙정치체계와의 관련하에서 진행하였으나 버바는 1980 

년에는 이를 지방정치체계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초국가적 정치체계와의 관련 

하에서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lmond & Verba 1980 , 때4).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 개념은 이상의 논의에서 자명하게 들어난 바와 같이 

전통적 정치문화와 근대적 정치문화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잉글하트가 1977년에 

발표한 후기산업사회의 포스트 모던한 정치문화도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 

이다. 잉글하트는 전후 서구산업사회의 특정인 눈부신 경제기술적 발전， 세계대전 

의 부재， 교육수준의 향상， 통신과 교통수단의 혁명적 변화가 삶의 질이라는 새로 

운 이슈의 등장， 계급투쟁의 상대적 쇠퇴， 민족국가의 상대적 쇠퇴와 초국가적 질 

서와 종족적 충성심의 대두， 기존 엘리트에 도전적인 이슈 중심 그룹의 발달이라 

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변화 

를 포스트 모던한 변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 제국의 이와 같은 정치문 

화의 변화는 알몬드의 체제， 과정， 정책문화의 개념으로 전부 포착할 수 있는 현상 

이다. 민족국가의 상대적 쇠퇴현상은 체제문화의 변화현상이고， 도전적 이슈 중심 

그룹의 발달은 과정문화의 변화 현상이고， 계급적 이슈의 상대적 쇠퇴와 삶의 질 

이슈의 등장은 정책문화의 변화 현상이다(Inglehart 1977 , 3-18). 

버바는 1963년 연구가 정치적 태도형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사건과 세대 

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두 변수도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Almond & Verba 1980 , 399-40 1) . 그는 (1) 교육， (2) 가정， 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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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권위체계의 민주화. (3) 사회적 신뢰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씨빅문화 

의 발전에 공헌한다고 믿고 그의 연구는 이러한 문화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 

라는 예측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의 이러한 판단과 예측은 그 후의 정치문화의 변 

화를 보면 꼭 들어맞지는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문화는 이 

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특성도 나타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방향의 현상이 나타난 배경으로 버바는 미국의 경우 베트 

남전과 인종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영국의 경우에는 노사간 

의 경제적 갈등을 들면서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정치적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같은 경험이라도 그것이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는 잉글하트의 연구결과에도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잉글하트는 그의 

연구에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는 “후기산업적 

(postindustrial) " 태도를 획득하게 되나 과거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 나이 많은 세 

대는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Inglehart 1971. 991 

1017) . 

이 글의 목적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 개념을 이용 

해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추적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접 

근법은 우리의 정치문화라는 현상 자체로부터 출발해서 그 내재적 (immanent) 특성 

을 추출해 내는 내재적 접근법과는 대조되는 외재적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외재적 접근법은 미국 정치학자가 제시한 개념의 안경을 끼고서 한국의 정 

치문화를 보기 때문에 이 안경이 과연 맞는 안경이냐 아니냐의 의문을 불러일으킨 

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이 한국의 정치문화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합한지， 

그 구조를 왜콕시키지는 않는지 혹은 중요한 정치문화적 특성을 간과하지는 않는 

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얄몬드와 버바의 개념을 적용해서 한국의 정치문 

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서베이 조사가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한국의 정 

치문화에 대한 연구자료 자체가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론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정치 

의 정착이라는 문제의식과도 상통하는 정치문화론이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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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문화가 어떠한 문화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종교， 역사. 지리， 사회 

구조， 경제적 발전단계， 정치구조， 정치적 사건， 대외관계 등이 어떠한 정치문화를 

형성시켰는지에 대한 추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한국의 정치문 

화를 그 내부로부터 살펴봄으로서 알몬드와 버바의 접근법이 간과하는 정치문화 

의 내재적 특성을 포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성은 무엇이고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 

떠한 특성을 띄고 있고 어떠한 포스트 모던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전통 한국의 정치문화적 특성 중 어떠한 것이 오늘날 유산으로 남아있는 

지도살펴볼것이다. 

전통적 정치문화는 부분적으로는 근대적 정치문화에 의해 대치되기도 하지만 

알몬드와 버바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적 정치문화와 혼합되어 있기도 하 

고， 혹은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하는 문화의 ‘원형’-‘고층(古層)’-‘집요하게 반복 

되는 저음’ 으로(마루야마 마사오 1998 , 307-371) 근대적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치 

고 있기도 하고， 또는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의 문법으로 근대적 정치문 

화의 문법역할을 할 수도 있다(유정환 1995 , 45-68). 한국의 전통적 정치문화는 그 

실체규명이 아직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지만 짧게 보아도 지난 수백 년간에 형성된 

문화이고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에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근대적 정치문화로 대 

치되횟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역 

할에 대한 논의도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히 근대화되고 서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가 어떠한 의미로든 지속되고 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유교문 

화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것이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저해한다는 주장 

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이에 공헌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 

고 산업사회의 도덕적 폐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광세 1998: 함재봉 1998: 이승환 외 1999) . 유교 

문화에 대한 이러한 양분된 해석은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가 틀린 것 이라기 

보다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양분된 해석이 

다 일리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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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통 한국의 정치문화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의 주요 신앙 

이다.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은 한반도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나타난 고유의 신 

앙이고， 불교. 유교， 도교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나 불교문화는 삼 

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 그리고 유교문화는 조선시대의 억불숭유정 

책(빼佛뿔f需政策)에 힘입어 각각 특히 융성하였다. 불교문화와 유교문화는 모두 

왕조의 지속을 지탱해 주는 문화였다. 불교는 속세를 가치 없는 세상으로 보고 인 

간의 구원을 내세에서 찾는 종교로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 

는 종교이다. 불교는 원래 왕조의 정당성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서 왕조의 지속에 

공헌한 종교였고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는 한국의 무속신앙과 도교도 마찬가지였 

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는 신라 23대 법홍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왕즉불(王郞佛) 사상으로 왕조를 적극적으로 지탱해 주기도 

하였고 고려 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속적 권력과 융합되어 불교 자체가 타락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불교가 내세를 중요시하는 종교라면 유교는 현세를 중요시하는 문화이다(高炳 

翊 1984, 14-16). 조선시대 후기에 유학자들 중에서 실학파가 나왔지만 유교 자체 

가 불교에 비교한다면 실학인 것이다. 유교는 현세가 이상향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을 가지고 있다. 유교는 종교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구 

태여 말을 한다면 이러한 구원을 현세의 이상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유 

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이러한 이상향을 요순(쫓짧)시대에서 찾았고 보다 직접적 

인 정치에 대한 이상은 주(周)나라와 주공(周公)에게서 찾았다. 유교는 군주는 현 

세에 주공과 같이 이상향을 수립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았다. 유교에서는 불교 

나 기독교에서와 같이 초월적 질서와 세속적 질서간의 구분이 없고 유교와 세속적 

질서는 중첩되어 전자는 후자를 인도하고 정당화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유정환 

1995 , 57)?) 

2) 유교수는 “중첩이라 함은 두 영역이 완전히 포개진다는 overlapping의 의미가 아니라 물 

고기의 비늘의 구조에서처럼 두 영역의 일부가 겹쳐진다는 ímbricate의 의미를 갖는다” 

고정의하고 있다， 



10 한국정치연구 제 12집 저11호(2003) 

서양의 기독교 세계에서윤 신적 질서와 세속적 질서의 뚜렷한 구분이 있었고 이 

두 질서는 각각 교단체계와 1관료체계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였으나， 유교 

세계에서는 세속적 관료질서 내부에서는 대립과 견제가 있었으나 기독교 세계에 

서와 같이 이 질서 밖으로부터의 도전은 없었다. 

여기서 사족 같지만 첨가하고 싶은 점은 한국인들의 종교의식의 기저에는 내세 

보다 현세의 복을 중요시하는 기복(祝福)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복사상이 내 

세를 중요시하는 불교나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도 기 

복 신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복사상은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우리 고유의 무속신앙이 한국 종교의 고층(古 

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와 한국의 불교와 유교는 그 전파과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기독교 

는 발생 초 민중들이 먼저 이를 믿기 시작하여 엘리트들에게 전파되었으나 불교와 

유교는 엘리트들이 수입하여 민중들에게 점차로 전파되었다. 특히 유교는 그 경전 

이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있어 지배계층인 양반들만이 그 내용을 익힐 수 있었으나 

일반 백성들도 이를 숭상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지배계층을 뒤따라서 그들의 종교 

나 신념체계를 믿게 됨에 따라 그들은 지배계층에 항상 순응하는 태도를 나타냈 

다. 불교와 유교의 전파과정도 일반 백성들의 지배계층에 대한 순응의식을 제고하 

는데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교리는 세속적인 정치질서에는 무관섬하나 유교는 교리 자체가 윤리로 

서의 정치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문화적 유산으로 불교보다 유교가 항상 논 

의되는 것은 현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대의 문화라는 이유이외에도 유교의 정치 

적 특성에도 있다 

해방 이후 유교문화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된 것은 권위주의이다. 여러 정 

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건국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 

치가 오랫동안 횡행한 이유를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적 특성에서 찾았다 한국인들 

의 정치적 태도조사도 대부분 권위주의적 태도가 얼마나 남아 있고 이러한 태도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3) 대표적인 연구로는 尹天柱(1963). Henderson (1968) . 韓培浩 · 魚秀永(1987) . 朴東繹 · 金

光雄(1987). Shin(l999). 한배호(2003). 이 연구들은 유교 권위주의의 특성 자체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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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시대의 유교정치문화가 권위를 가진 윗사람이 이러한 권위를 가지 

고 있지 못한 아랫사람들인 백성들을 장악적으로 지배하고 아랫사람들인 백성들 

은 윗사람에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권위주의 문화였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조선시대의 정치문화를 체제문화， 과정문화， 정책문화로 나누어 살펴보 

면 우리들은 이 점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조선시대의 지배층인 양반들과 일반 백성들은 권위주의 문화론이 지적하 

는 바와 같이 개별 임금들과 왕조체제에 대해 유교 교리에 따른 충성섬을 가지고 

있었다. 신하들과 사림들이 반유교적이고 반인륜적인 임금을 퇴위시킨 중종반정 

과 인조반정이 있었지만 이 반정으로 퇴위한 임금의 후임 임금은 같은 왕족 출신 

이었고 518년 동안의 조선시대에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하들과 사림들에 의 

한 임금교체는 없었다. 임금이 정치를 잘 못해서 조선시대 중기에 일본과 청의 침 

략을 받았으나 이로 인한 임금의 교체나 왕조의 교체는 없었다. 고종은 20세기 초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지만 양반과 일반 백성들의 그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지지 

는 않았다. 조선시대에 왕족들 간의 권력투쟁， 그리고 사화와 당쟁이 있었지만 임 

금과 왕조체제를 이념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없었다. 조선왕조는 왕조체제를 이념 

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서학과 천주교는 그것이 조선시대 말에 들어왔을 때 

심하게 박해하였다. 조선조의 가장 혁명적인 저항운동이었던 동학도들의 폭력적 

행동도 그것이 유교와는 다른 천도교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지만 군주 중심 

의 유교질서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군주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임금과 왕조체제는 그 업적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권위를 

유지했다고볼수있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일반 백성틀이 거시적으로 볼 때 유교 교리에 따라 임금과 

왕조체제에 대해 신민적인 충성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 중 소외감을 갖거나 무관 

섬한 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조선 조 초부터 조선 왕조창건과 그 후 이씨 왕 

족간의 왕위찬탈 투쟁에 거부감을 가졌던 유학자들과 양반들이 있었고 또 그 후의 

사대사화도 사림세력틀을 소외시켰을 것임이 틀림없다. 기묘사화로 쫓겨난 김식 

같은 사림출신 관료는 거창에서 농민들과 함께 무장폭동까지 꾀했으나 실패하였 

다. 또 사럼정치시대에도 사럼틀 간의 권력의 부침이 섬했고 임금과 왕조로부터 

는연구는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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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을 느끼는 사림들이 있었을 것이다. 선조시대의 정여립은 이이의 제자로 서 

인 출신이었지만 일부 급진적인 동인들과 연계를 맺고 승려， 상민， 천민들로 구성 

되는 대통계 (大同햇)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전주에서 새 왕조 창건을 계획했 

다고 한다. 이씨 왕조는 끝나고 정씨 왕조가 나타난다는 예언이 떠돌아다니고 이 

러한 예언을 담은 정감록(鄭鍵錄)이 유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정여립 사건도 

서인과 그 영수 정철이 동인을 몰아내고 1천여 명을 죽이는 등 거사도 하기 전에 

실패로 끝났지만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반영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백성들 중 대부분은 조선왕조와 임금에 대해 무관심했을 것이다. 그러 

나 그들 중 극소수는 바로 소개한 모반사건에 참여하였고 임쩍정 같은 사람은 명 

종시대 양주 출신 백정으로 몰락한 사림， 아전， 상민， 노비들을 규합하여 3년 동안 

이나 의적 노릇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탐관오리들에 대한 분노를 대신 풀어주기 

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파도 왕조의 업적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평가에 기반 

을 둔 것이었고 조선시대 말 일부 양반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서학과 천주 

교 전파운동， 동학운동， 개화운동도 모두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평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한영우 1997. 290-291) 

조선시대의 왕조체제가 임금이 힘을 가진 중앙집권적 체제냐， 그렇지 않으면 임 

금이 약하고 신료(뭄價)가 강한 분권적 체제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과거 우리 

국사학자들 중에는 조선 왕조를 임금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 보는 학자들이 많았 

고 헨더슨도 조선시대의 정치를 모든 요소들이 임금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소 

용돌이 정치”라고 보았다(Hendeπon 1968). 이에 대해 대원군 시대를 연구한 팔레 

는 조선왕조를 임금이 약하고 신료가 강한 분권적 체제로 보았다(P떠떠s 1975). 그 

러나 조선시대 518년간의 임금과 신료 간의 권력배분관계를 어느 한가지로 특징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왕조 초창기의 태종이나 세조， 혹은 탕평책을 쓴 영조와 

정조 때와 같이 임금이 강할 때도 있었고 붕당정치시대와 같이 신료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신료들에 대한 임금의 권한이 강하고 약 

하고를 막론하고 임금은 조선시대 권력구조의 중심이었다. 조선시대 권력구조는 

임금 스스로 만들거나 임금이 약하여 신료들 주도로 만든 경우에도 절차상 임금의 

권한을 통해야만 가능했다(姜光植 2αlO. 2장) . 

조선시대에 임금의 지위와 왕조체제 자체가 이와 같이 안정되었던 근본 이유는 

유교에 있다. 유교에서 군주는 천명으로 되는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이성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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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한 유학자 집단인 사대부계층의 역성혁명으로 창건되었다. 이성계와 그를 

지지한 사대부들이 고려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실패했더라면 그들은 유교 교리에 

따른 반역자들로 몰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였고 성공한 역성혁명은 같 

은 유교 교리에 따르면 천명이다. 조선의 양반들과 백성들은 유교 교리에 따라 군 

주의 지위와 권한이 천명에 의거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전복시키려는 생 

각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조선의 임금들은 그에 대해 반역을 꾸미거나 꾸민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가는 신료들에 대해서는 사육신 때와 사화 때와 기타 모반사건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천명사상은 유교 교리뿐만 아니 

라 실제로는 법적 제재체제를 통해서도 조선시대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한국 사람 

들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무속신앙이나 도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을 숭 

상하였고 이러한 하늘 숭배사상도 천명사상의 확산에 공헌하였다. 

천명은 기독교의 신과 같이 군주의 지위를 제한하기보다는 정당화해 주는 역할 

을 하였다. 기독교의 신적 질서는 군주의 재임 기간 중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었으나 천명은 군주의 지위를 보장하고 새로운 군주가 나타나면 사후적으로 

그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왕조시대의 치권재천사상(治權在天 

思想)은， 다시 말해 통치자는 하능이 정해 준다는 생각은 현대 한국정치에 아직도 

남아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출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노년층에는 많다 하늘의 뜻으로 통치자 

가 된다는 생각은 과거 군부독재시대에는 독재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임금과 왕조에 대한 이와 같은 충(忠)의 정치문화에 대해 이 

문화가 유교의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인 효(孝) 문화에 대해서는 뒤지는 위치를 차 

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李種股 1997. 250-255). 충과 효가 갈둥을 

일으킬 때에는 효가 우선했다는 것이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禮記』는 “만약 부 

모가 옳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에 자식된 자는 세 번을 간하여 듣지 않으면 울면서 

이를 따른다(子之親也， 三課而不聽， 則號位而隨之r라고 한데 반해， 신하는 군주 

에 대하여 “세 번을 간하여 듣지 않으면 이를 떠난다(薦A면之禮， 不顯課， 三課不

聽. ~IJ逃之r고 하였다. 또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이 맺어준 관계(父子天合r 인데 

비해 “군주와 신하는 의리로써 맺어진 관계(君昆義合)’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 

과 중국은 대체로 이와 같은 유교 교리에 충실하게 따랐다는 젓이다. 그러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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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국가인 도꾸가와 일본은 효보다 충을 우선했다. 일본 주자학의 대가인 야마 

자키 안사이 (l618~82)는 『大和小學』에서 “아버지가 반역을 했을 경우 주군에게 

고발해야 하며 이는 사적인 은혜를 위하여 공적 의리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 

고 강조하였다(李種股 1997 , 253). 

19세기 후반부에 일본이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한데 반해 

한국과 중국은 국가 해체상태에 직변했던 것을 이 두 지역의 유교문화의 이와 같 

은 차이에서 찾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 효 문화는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가족간의 

특수한(particul없) 윤리가 보편적 (univers외) 윤리와 공적 윤리에 우선하게 만들고 

귀속주의 (ascriptiveness)가 엽적주의 (achievement)보다 우선하게도 만들었다 4) 그리 

고 이러한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나타냈던 조선시대 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가 정치는 조선왕조를 부패시키고 약화시켜 결국에는 조선왕조와 국가의 멸 

망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유교의 효 문화와 가족주의가 왕조체제와 국가발전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보는 추론 과정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으나 조선왕조의 결말을 보면 

이러한 추론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서는 이러한 추론과정을 따지기보 

다는 조선 왕조가 이러한 효 문화와 가족주의를 장려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 

다. 조선왕조는 『三鋼行實圖』와 『五倫行實圖』 등을 간행하여 보급시켰고 효자와 

효녀를 기렸다. 또 어느 마을의 원님이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을 당해 그 자리를 

무단으로 비워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효 우선주의에 따라서 이는 용서되었 

다. 이러한 효 문화는 최근에도 그 유산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상례(喪禮)에 잘 

나타나 있다 상례는 삼년상의 긴 기간 동안의 예였고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기 

(딛)제사， 시(時)제사， 명절(名節)제사 등 여러 번의 제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 

별 가정에서 행하는 제사의 대상도 집안에 따라 다르나 고조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효 문화는 『심청전』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문학작품들에도 잘 나타나 있 

다. 효는 조선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이 양반이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 신봉하던 가치 

였고 이 가치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있었다. 

효 문화와 이에 기반한 가족주의가 종국적으로는 조선왕조와 국가의 멸망을 가 

져다주었다고 추론 할 수도 있지만 조선의 역대 임금들과 왕조가 효 문화를 장려 

4) 특수-보편， 귀속주의-업적주의의 구분과 의미에 대해서는 Parsons & Shils (1951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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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그것이 왕조의 안정에 공헌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효 장려정책은 사 

회의， 특히 유교 엘리트들인 사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다. 유교의 

효 문화로부터 나오는 가부장적 질서는 왕조의 군주중심질서와 선택적 친화력 

( elective affinities)도 있었다. 또 효는 군신， 부부， 형제， 붕우간의 예와 더불어 개인 

을 관계 속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였다. 서양의 개인이 신 앞에 평등한 독립적인 개 

인으로 발전해 온데 반해 유교사회의 개인은 위계적 관계 속의 개인으로 존재하였 

다(김석근 1999 , 25-26) , 바로 이점이 서양에서는 자유주의가 발전해 온데 반해 유 

교사회인 동양에서는 권위주의가 발전해 온 배경이다. 

효 문화와 가족주의는 현대 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랫동안의 민주 

화 운동에 있어서 근대적인 정당보다는 가족주의 원칙에 기반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보스를 중심으로 한 준가족적인 집단이 중요하였고 그들이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는 소위 그들의 가신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현대 

한국정치에서의 지연과 학연도 특수주의와 귀속주의가 그 특성이라는 점에서 가 

족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권위주의 문화론은 조선시대의 정치과정문화를 신민형 문화라고 보고 있다. 왕 

조시대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 만큼 이 시 

대의 문화는 신민형 문화임에 틀림없다. 조선시대의 상민들과 노비들은 정치에 무 

관심했을 것이고 정치에 관섬을 가진 양반들은 충 문화에 기반을 둔 신민형적 태 

도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양반들 중에서도 평상시 유학을 공부하던 사림들과 

그들 중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한 선료들의 정치적 태도는 단순히 신민형이라고만 

은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숫자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극소수를 차 

지하고 있었으나 양반계층의 정치적 태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시대의 정 

치적 분위기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학자들인 사림들과 신료들의 정 

치적 태도에 대해 좀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이성계와 고려 말의 유학자들이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받들고 창건 

하였다. 그런데 이 유교이념에 따르면 군주는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겨야한다. 조 

선왕조 창건의 이념적 지도자였던 정도전(鄭道傳)도 『朝蘇經國典』에서 “군주는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임과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강조하였다(姜光植 2000 , 24) 또한 유교이념에 따르면 군 

주는 백성들을 예(禮) , 악(樂)에 의한 덕치와 예치로 통치해야 한다. 이러한 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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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쩨) . 정(政)에 의한 법가사상의 법치와도 다르고 노장사상의 무위이화(無 

薦而化， 인위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내버려 둠)와도 다르다. 조선왕조 

의 임금은 유교이념에 따라 스스로 덕을 쌓고 적극적으로 덕치를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유교에 따르면 군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명을 어기는 것이고 

천명을 어기면 왕조가 바뀌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高炳翊 1984 , 24). 조선의 임금 

들이 대부분 실제로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기지도 않았고 덕치를 한 것도 아니지 

만 여론 주도층인 유학자들은 임금에게 유교의 이념인 민본주의와 덕치주의를 항 

상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이다. 

유교에서는 군주는 덕치를 해야 되지만 덕치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유학자 

들인 신료들이 군주가 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를 

상징적인 지위라고 주장하고 조선왕조를 재상(宰相)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지배 

체제로 만들려고 했다. 또한 그는 재상은 군주의 옳은 일은 적극적으로 받들고 옳 

지 않은 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군주의 뜻을 바꾸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韓永愚 1989 , 134-147).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태종이 된 이 

방원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조선왕조는 군주의 덕치를 위해 경연(經짧)과 언론3사 

인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課院)， 홍문관(弘文館)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경연 

은 임금에게 유교경전을 강독하고 그의 학문을 지도하는 임무를 관장했다‘ 조선의 

임금들 중 경연을 거부한 임금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를 받아드혔다. 사헌부는 

종친과 문무백관들을 감찰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국왕에 대해서도 극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사간원은 임금의 행실과 생각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 

고 제반 국사의 시비를 논하고 인사의 적합， 부적합을 논하였다. 홍문관은 집현전 

(세종 2년~세조 2년)에 이어 성종 7년에 개설된 기관으로 궁내의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는 임무를 관장했다. 홍문관의 관원 

은 모두 경연의 관직을 겸했기 때문에 임금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 

다. 이 외에도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이 있어 이 곳의 관원들은 당시의 

정치상황을 기록하였고 실록청 (實錄廳)은 왕조의 실록을 편찬하였다(金雲泰 

2002. 160-166). 임금은 그의 재임 중에는 사관(史官)들이 쓴 사초(史草)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관들은 임금의 실적에 대한 역사적 심판관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왕조의 유학자들은 대부분 유교경전에 대한 시험제도인 과거를 통해 등용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도 덕을 쌓을 의무를 가졌고 신료가 된 다음에는 임금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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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임금이 되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가졌다. 그런데 조선왕조 창건 때부터 유학 

자들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첫째 부류는 정도전， 권근 등 이성계를 도와 역성혁명 

에 성공한 유학자들， 그 이후 세조를 도와 단종을 퇴위시키는데 적극적 역할을 한 

유학자들， 그리고 연산군을 퇴위시키고 중종을 옹립한 유학자들 등 정권수립에 적 

극 참여하고 그 공적으로 벼슬을 하게 된 유학자들， 즉 공신 혹은 훈구세력이라고 

불리는 지식인이었다. 두 번째 부류는 이틀과는 반대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유 

교정신에 따라 조선왕조 창건에 협력하지 않은 이색， 정몽주， 길재， 사육신들， 그 

리고 그들의 정신적 제자들인 김종직-김굉필-조광조-이언적-이황으로 대표되는 

절의파 유학자들이다. 김종직 이하의 절의파 유학자들도 과거를 통해 벼슬을 했으 

나 그들은 대체로 공신세력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공신세력과 대립하 

였다. 절의파 유학자들은 영남지방과 기호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그들은 이 

지방의 유학자들과 광범위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림파(士林派)를 형성하고 

있었다.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왕조의 공신세력은 정권창출에 적극 참여한 권력지향적 

유학자들이었으나 그들도 임금의 지위를 서양의 절대왕정시대의 군주와 같이 절 

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유교이념에 따라 경연과 언론 3사의 언론활동에 

제한을 받는 군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이념을 보다 철저하게 실천에 

옮긴 사람들은 절의파 유학자들이었다. 그들의 절의는 사육신이 보인 자세에 잘 

나타나 있다. 또 세조가 유학자들의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없애버려만 했을 정 

도로 유학자들의 왕위찬탈에 대한 저항은 강하였다. 조선시대 절의파 유학자의 시 

조라고 볼 수 있는 김종직은 그가 세조 5년 문과에 합격하기 전에 항우에게 죽임 

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는 조의제문(렴義帝文)을 쓴 적이 있고 이 글을 그 

의 제자 김일손은 연산군 시대에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난하는 자신의 사초와 함께 

수록했다.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은 훈구세력의 비리를 지적하고 임금에게 이의 시 

정을 요구하여 훈구세력에게는 복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절의파 유학자들의 이 

와 같은 자세는 중종시대의 조광조에 와서 그 절정에 다다랐다. 그는 정도전과는 

권력에 대한 자세가 달랐지만 비슷한 사상올 가지고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를 유교 

이념에 철저한 도학정치체제로 개혁하고자 했다 그가 도교에 입각한 소격서 (昭格

暑)를 혁파한 것도 이러한 이념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또한 훈구세력들의 대토지 

소유， 세금제도의 모순， 군역의 과중 등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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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중종반정의 공신들을 소인배들이라고 

비난하였고 지나치게 공을 인정받은 76명의 위훈을 삭제시키는데도 일단은 성공 

하였다 

이들 절의파 신료들의 태도는 조광조의 태도에 잘 나타나 었다. 그는 소격서 혁 

파의 경우 중종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신료들을 거느리고 대궐에 엎드려 네 번이 

나 장계를 올렸고 다른 대간들이 날이 저물어 다 물러난 다음에도 혼자 밤새도록 

남아 임금의 재가를 요구했다 위훈삭제의 경우도 중종이 처음에는 듣지를 않았는 

데 조광조는 상소를 일곱 번이나 올리고 대간들은 중종에 대한 항의표시로 모두 

사직하고 복직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조광조는 극형을 받더라도 이를 관철하겠다 

는 자세를 나타냈다(이성무 1998 , 367-378). 절의파 신료들은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정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정열은 조광조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때때로 극단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절의파 신료들은 자신들은 절대 

적으로 옳은 충신이고 군자인 반면 훈구파 신료들은 간신들이고 소인들이라고 비 

난했다. 그들은 임금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신민형의 신하가 아니라 임금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적 신하였다. 

절의파 신료들의 이러한 태도는 유교의 정명(正名) , 정통(正統) , 명분(名分) , 

의리(義理)사상에 연원한다. 정명은 실상을 이름에 부합케 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 

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 

동하는 것을 의미한다(君君， êê , 父父， 子子) . 그리하여 각자가 그 이름에 부합 

한다면 천하에 도가 서게 된다는 것이다(天下有道) (풍우란 1999 , 101-107). 정통 

은 승계관계가 정당하다는 의미로 왕조나 일반가족에게도 적용되고 또 유교 교리 

와 문화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정통사상이 중국에서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조선에서는 소중화 사상이라는 사대주의를 낳았다. 그리고 명분과 의리는 정명과 

정통에 따르는데 있는 것으로 이 네 개념은 상호 밀접히 연관된 개념이었다. 절의 

파 신료들은 그들이 그들의 이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은 오랜 기 

간에 걸쳐 형성된 정통유교를 승계하고 명분과 의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굳게 믿었 

다. 

절의파 신료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것이 훈구파 공신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권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였으나 연산군 시대의 무오사화와 갑자 

사화， 중종시대의 기묘사화， 명종시대의 을사사화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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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훈구세력에 밀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이 

러한 사화들은 훈구세력의 음모에 절의파 신료들이 당한 것이나 임금들의 뜻도 크 

게 작용하였다. 연산군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던 사간원을 폐지하였고 유 

학자의 연구기관인 성균관에서 술을 마시고 종묘를 동물원으로 만들고 그의 할머 

니인 소혜왕후가 사망한 후 유교의 3년상을 무시하고 복상을 25일로 단축하는 등 

유교이념에 따른 정치에 정면으로 반발하였다 중종은 유학을 좋아하고 훈구세력 

을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 등의 유학자들을 중용하고 신임하였으나 나중에는 이들 

의 유교이념에 따른 적극적 개입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이성무 1998 11-

12장) 

절의파 유학자들은 권력투쟁에서는 패배했지만 유교의 정통세력이라는 문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왕정에 참여하는 동안 지방의 사림세력과 함께 

소학진홍운동， 향약보급운동， 서원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사회를 

유교화 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사림세력 

으로 정치적 결속력을 갖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의 존경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들 사림세력은 선조 때부터는 조선 

왕조의 유일한 중심세력으로 유교이념에 따른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실현을 추구 

하였다. 

사림들이 선조시대 이후 정사에 참여한 방식도 수동적이고 신민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것이었다. 이 시대의 사럼들은 붕당(朋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정사에 참여하였다. 유교이념에서 붕당은 처음에는 금기였다. 중국의 

한(漢) . 당(톰)시대까지는 신하들의 붕당은 거의 죄악시되었다. 그러나 송(宋) 나 

라시대에 들어와 구양수(歐陽備)의 붕당론과 주자(朱子)의 인군위당설(引君薦黨 

說)에 따라 이러한 붕당관에 변화가 생겼다 구양수와 주자는 붕당을 “군자의 당” 

인 진붕(활朋)과 “소인의 당”인 위붕(쩌朋)으로 나누고 진붕의 조직과 활동이 도 

학정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李泰鎭 펀 1985 , 14) 유교이념에서 사 

림들이 붕당을 만드는 것은 임급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임금은 진붕 

을 등용하여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붕당은 선조시대에 문반관료의 인사권과 언론 3사에 영향력을 가지 

고 있던 이조전랑(更暫옳郞) 자리를 둘러싼 심의겸과 김효원의 갈등에서 시작되 

었고 심의겸을 추종하는 사림들이 서인，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들이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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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서인은 서울에 근거를 둔 사렴들이 주류였고 이이， 기대승， 김인후의 영향 

을 받았고 동인은 영남의 이황과 조식， 그리고 개성의 서경덕의 문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인이 “주로 치인(治A)에 역점을 두어 제도개혁을 통한 부국안민(富 

國安民)에 치중했다면 동인은 “수기 (修c)에 역점을 두어 치자의 도덕적 자기절 

제를 통해 부패를 막으려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한영우 1997 , 297) 그런데 그 이 

후 동인은 북인， 남인으로， 북인은 다시 대북， 소북으로， 그리고 서인은 노론， 소 

론으로 각각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였다. 

선조 이후 200여 년간의 붕당정치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사를 혼란시키고 국력을 

소모시켜 종국에는 조선의 멸망을 재촉한 당파싸움에 불과했다는 부정적인 평가 

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 

는 학자도 있으나(李泰鎭 편 1985) 일본의 조선합방을 합리화하는데 앞장섰던 일 

인 사학자들과 이광수뿐만 아니라 이건창5)과 박은식과 같은 애국 사학자들도 붕 

당정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국방문제에 대해 양병셜을 주장한 서인과 

이를 반대한 동인의 대립은 조선의 임진왜란에 대한 대비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세 

자책봉 문제와 복상문제 동 여러 문제들에 대한 붕당간의 극심한 대립은 도학정치 

의 수립은 커녕 오히려 조선시대의 정치를 혼란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선조초 동인과 서인의 연립정권， 인조초 서인과 남인의 연립정권， 

그리고 숙종의 환국(煥局) , 즉 정권담당 붕당의 빈번한 교체를 통한 붕당간의 균 

형유지를 지적하고 붕당이 조선왕조의 견제와 균형정치에 공헌했다고 본다. 

붕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사럼들이 붕당을 통해 왕권’ 

에 참여하기 위한 권력투쟁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투쟁은 

주로 옳으냐， 그르냐의 도덕적인 명분투쟁의 성격을 띄었고 그 때문에 투쟁은 더 

욱 극렬하였다. 붕당간의 대립은 그 근저가 권력투쟁이지만 항상 교조주의적 명분 

대립의 형식을 취하였다. 명분대립이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나 각 붕당 

은 자기들의 명분만이 옳고 상대방의 명분은 틀리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뿐만 아 

니라 자기네 붕당은 “군자의 당”이고 상대편의 붕당은 “소인의 당”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도덕적 대결은 한 쪽이 옳으면 상대편은 반드시 틀리다는 논리 

5) 李建昌이 지은 『黨議通略~ (1 890년대)은 선조시대의 동서분당 때부터 탕평책을 편 영조 

시대까지의 붕당정치를 비판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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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졌고 여기에는 타협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고 붕당간의 최소한의 신뢰나 관 

용도 있기 어려웠다. 현상윤 교수는 일찍이 유교에서의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조 

선시대 당쟁의 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군자의 도를 따르고 소인의 길을 거 

부하는 것을 개인들이 수기의 목표로 삼는 것은 좋으나 타인이나 타인집단을 소인 

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렇게 부른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정을 품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玄相允 1948 , 192-195). 

사림들의 붕당정치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약화되고 그 대신 왕권이 강화 

되고 사회문화도 발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어린 임금들이었던 순 

조， 헌종， 철종 시대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붕당이 아니라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와 같은 임금의 외척인 세도가들이 왕조의 중섬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와 외세의 위협에 직면하여 조선은 1910년 붕괴하고 말았다. 조선 후기와 말 

의 유학자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실학사상을 주장하고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 

하고 중인 출신이 많았던 개화파 지식인을은 개화운동을 벌였으나 전부 실패하였 

다. 조선말 이러한 구국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태도 역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 사림들의 정치적 태도는 현대한국의 지식인들의 정치적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한국의 지식인들도 지식인들의 임무는 나라를 올바르게 인 

도하는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현대한국의 지식인들 중에도 정권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력지향적 지식인들도 있고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투쟁한 절의파 지식인들도 었다. 특히 대학의 청년학생들은 이승만 정 

권과 오랫동안의 군사독재정권과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였다. 현대한국정치에서도 

정명， 정통， 명분， 의리가 중요하고 절의파 지식인들이 정통세력으로의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끈질긴 민주화 투쟁을 이끈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은 

조선시대 절의파 사림들의 정치적 태도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는 조선시대 유교 정치문화와 그 내용은 다르나 바로 언급한 바와 같은 유 

사성을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의 정책문화에 대해 살펴 볼 차례이나 이는 지난한 일이 

다 500여 년간 조선왕조의 정책과 이에 대한 양반과 일반 백성들의 반응을 검토 

하는 일은 굉장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기보 

다는 유교경전에 나타난 군주가 채택해야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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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앞서 우리는 유교가 민본과 덕치에 기반을 둔 이상향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주 나라에서 이러한 이상향 건설의 원칙을 찾았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이상 

사회를 『禮記』는 대동사회 (大同社會)라고 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즉 “대도(大道)가 행해질 때 천하는 공(公)이다. 거기에서는 현자가 선택되어 서 

로 화목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와 자식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노 · 

장 · 유(老뾰회)가 각기 자기 자리를 얻고 흘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폐질자(廢病者) 등도 모두 보호받으며， 재화는 자기 한 사람에게 저장하지 않고 

능력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쓰지 않으며 따라서 모략도， 절도와 난적도 일어나지 

않고 외출 시에는 문을 채울 필요도 없다. 이것을 대동이라고 한다." (토가와 요시 

오 외 1990 , 397: 강광식 2α)() ， 18-23) 

맹자는 이러한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왕도정치의 주축을 정전제(井田 

制)와 성선설(性善說)에 두었다. 정전제는 농민 여닮 가족을 한 생산단위로 조직 

하고， 한 생산단위마다 900묘의 토지를 갖고， 한 가족은 100묘의 토지를 사전(私 

田)으로 경작하고， 중앙의 100묘는 공전(公田)으로 여넓 가족이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은 정부에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를 말한다. 성선셜은 인간의 본성이 그 단서 

로서 측은(測隱) , 수오(養惡)， 사양(離讓) , 시비(是非)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 

사단(四端)을 자각하고 충실하게 만드는 노력을 거듭하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네 가지 덕으로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단을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학자인 이 

황(李混)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理發氣隨)이라고 본데 반해 이이(李쩍)는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氣發理乘)이라고 보았다. 맹자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항산(↑륨塵，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정전제는 사람들이 수양을 하고 덕을 쌓는데 필요 

한 제도인 것이다(토가와 요시오 외 1990 , 46-47). 유교사회는 실제로는 토지의 소 

유변에서도 아주 불평등한 사회였고 군자와 소인이나 양반이나 쌍놈의 구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격적으로도 불평등한 위계사회였으나 그 이상은 토지의 균등한 

배분과 성션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등주의에 두고 있었다. 

평퉁한 토지분배는 전통 한국에서도 항상 중요한 이슈였다. 앞서 소개한 정도전 

은 토지의 소유권이 일단은 국가에 있게 하고 이 토지를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배 

분하고 전조(田租)는 10분의 l을 이상으로 하는 토지제도를 주장했다(韓永 

愚 .1989 ， 206). 그는 고려 말에 조준(趙浚) 등과 함께 이와 같이 지주제를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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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산적(均塵的) 자작농체제를 수립하는 개혁을 시도했으나 대지주였던 세력가들 

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정도전과 조준 등 급진적 전제개혁세력은 이성계를 

도와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성계는 정도 

전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과전법(科田法)을 고려 말 그가 아직 임금에 오르기 

전에 실시했고 이것이 조선왕조의 토지제도가 되었다 과전법은 토지를 국유로 하 

고 관리나 군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되 그들이 사망하면 이 토지를 재배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실시하기가 어려웠고 토지의 세습， 사유， 집 

중은 조선시대를 통해 계속 진행되었다 조선 중기 실학파의 태두인 유형원(柳響 

遠)은 「播漢隨錄』에서 “부자의 땅은 끝없이 경계가 서로 잇닿을 형편이고， 빈자는 

송콧 하나 세워 놓을 만한 땅도 없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으로 급기야는 모리하는 

무리들이 이 토지를 모조리 갖게 되는 한편， 양민은 식구를 이끌고 떠돌아다니다 

가 머슴살이로나 들어간다고 한탄하고 국가 기관과 그 요원들에게 일정한 토지 

를 주고 농민 장정 1인에게 농지 1경을 분배하고 사대부 즉 지배층에게는 그 품계 

에 따라 12경 내지 2경의 토지를 분배하고 국가는 토지 소유자의 사망이나 기타 

사유 때에는 토지를 회수해서 재분배하고 정전법에 따라 토지를 정리하는 개혁안 

을 제안하였다(유형원， 박지원， 정약용 외 1974 , 28-29). 정도전과 유형원의 토지 

개혁안은 모두 고대 중국의 주나라 시대를 모델로 한 것이었고 조선시대 토지소유 

의 현실은 이러한 개혁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 시대 유학자들의 이상으로 남아 

있었다 6) 

조선시대는 양반， 상민， 노비로 구성되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중세 유럽의 신분 

제나 도꾸가와(德川) 일본의 선분제 사회와는 다른 신분제 사회였다. 후자의 경우 

에는 신분제가 법제적인 것으로 강제성을 수반했으나 조선의 신분제는 성문화 된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양반은 사회적인 인지를 통해서 형성된 상대적， 주관적 

계층이었다. 노비소유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상민이나 심지어는 노비도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이 세 신분의 비율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대구의 호적대장을 조사한 한 연구는 이 지역의 양반 가구수가 1690년에는 전체의 

6) 미국의 한국 역사 연구가인 제임스 팔레는 유형원의 개혁안이 주 나라 시대를 그 모델 

로 삼고 있다는 근거에서 그의 개혁안을 근대를 열기 위한 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을 내놓고 있다(P，따머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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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였으나 1858년에는 70.3%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상민 가구수는 53.7% 

에서 28.2%로， 노비 가구수는 37.1%에서 1.5%로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야 

지마 히로시 교수는 양반가구의 이와 같은 증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양반가구 

가 실제로 이렇게 큰 규모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양반 지향의 가구가 증가한 것이 

라고해석하고있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282개의 동족집단의 족보를 이 족보를 작성한 최 

초의 시기에 따라 나누면 15세기에 최초로 족보를 작성한 동족집단의 수는 9 , 16 

세기에는 15 , 17세기에는 66 , 18세기에는 78 , 19세기에는 104 , 20세기에는 10으로 

나타난다. 미야지마 교수는 연대가 내려올수록 족보편찬이 번성하는 현상도 양반 

적 가치관의 하층에의 침투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미야지마 히로시 1995 , 

17-20 , 196-202). 

조선시대는 양반의 유교 예의가 전사회로 확산된 시대였고 동시에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의 수도 상당히 증대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신분이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나타낸 시대라고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유교의 이상인 대동사회의 건설， 정전제 실시， 신분 

적 평등주의의 실현 등을 왕조가 수행해야만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양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조선왕조의 정책문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재야의 일부 유학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학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개혁방안을 제안했던 것 

이다. 유교의 이상향은 일반 백성과 대부분의 양반이 아니라 일부 유학자들 간에 

퍼져있던 정책문화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였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바로 소개 

한 바와 같은 유교의 민본주의에 입각한 평등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평등주의는 인구의 반 이상이 양반이 된 조선시대 말 주관적 신분의 상향 평준화 

현상 속에서 더욱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연원을 갖는 평등주의 

는 현대 한국의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신분질서의 파괴와 함께 오 

늘날 더욱 확산되고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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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면대 한국의 정치문확 

해방 후 한국은 구미식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구미에서 민주주의 

는 최소한 200여 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과 더불 

어 발전한 제도이나 한국은 이 제도를 일거에 채택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목표 

가 민본정치와 덕치를 통한 왕도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었다면， 이 제도의 채택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적 목표는 권력이 국민들의 표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 

는데 있게 되었다. 

유교는 삼국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왔고 조선 왕조가 지도이념으로 채택함으로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의식으로 내변화되고 조선시대의 문화가 되었다. 조선왕 

조는 이 유교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조의 엽적이 아 

주 나쨌을 때가 여러 시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년이나 지속되었고， 종국에는 

별 저항도 못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었다. 유교의 이와 같은 역할 때문에 해방 

후에는 유교문화를 망국을 초래한 부정적인 문화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다 7) 민 

주주의가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만큼 문화로서 현대 한국에 뿌리를 내리려면 앞으 

로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사뮤엘 한팅톤은 한국， 대만 등의 민주화 

를 가져온 민주화의 제3의 불결 (the 뻐띠 wave) 이 이제는 제3의 역류(reverse wave) 

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비자유주의적인 유교가치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Huntington 1991). 유교가치와 민주주의가 양립 

하기 어렵다고까지는 보지 않는 신도철 교수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한 

세대가 아니라 대여섯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도 민주적 정치문화가 민주화의 역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굳게 정착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Shin 1999).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한팅톤과 신도철 교수의 견해를 염두에 두고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제 

문화， 과정문화， 정책문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7) 玄相允 교수는 조선 유학의 공과 죄를 열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은 군자학의 변 

려， 인륜도덕의 숭상， 청렴절의의 존중이고 죄는 모화사상， 당쟁， 가족주의의 폐해. 계 

급사상， 문약(文弱)， 산업능력의 저하， 상명주의(尙名主義)， 복고사상이다(玄相允 

1948 ,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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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국민들이 민주적 태도를， 혹은 알몬드와 버바 

가 말하는 참여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한 것이 아 

니었다. 한국 사람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2천 년 동안 왕조체제 하에 

서 살았고 일제 36년 동안은 강압적인 총독체제 하에서 살았다. 당시 대부분의 한 

국 사람들은 권력을 무서워하고 권력으로부터는 가능한 한 멸리하는 태도를 가지 

고 있었다. 유교가 민본주의와 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군주는 무서운 존 

재였고 일제시대의 총독은 더욱 무서운 존재였다. 최고 권력은 군주에게 있었고 

총독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 권력은 군주든 총독이든 권력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 권력이 한국의 일반 백성들 그들로부터 연원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해방 이후 갑자기 주권재민(主權在 

民)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합 

리적 선택의 결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점령국인 미 

국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체제를 스스로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해도 군주체제나 일제의 총독 독 

재체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주체제는 망국체제로 정당성을 완전히 잃 

고 있었고 총독 독재체제는 억압과 착취의 체제로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왕조시대와 일제의 총독시대에 형성된 것으 

로 민주주의 제도에 적합한 정치의식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의 의식이 형성된 시대의 정치체제를 선호하고 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 

국은 국민들이 과거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 

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 3년 동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청년 학생들을 포함하는 지식인들 

간에는 체제의 선택을 둘러싼 상호간 적대적인 대립이 있었다. 이승만 박사를 비 

롯한 독립운동세력과 김성수， 송진우 등의 세력은 구미식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을 

원했고 박헌영 동의 공산주의 세력은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의 수립을 원했다. 청 

년 학생들과 지식인들도 비슷하게 두 세력으로 나뒤어져 있었다 또한 이 대립은 

각각 그 뒤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극한적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남북한에서 각각 조선왕조체제의 수립과 유지에 명나라나 중국이 

한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문화: 전통성， 현대성 및 탈현대성 27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극한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을 미 · 소 간의 대립 탓으 

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러한 극한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선례를 형태적으로는 조 

선시대의 붕당과 사림들의 대립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립은 

남한에서의 민주주의체제 채택과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체제 수립으로 결말이 났 

고， 남한 정부는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정책을 채택하였다. 

조선왕조가 출범과 동시에 억불숭유정책을 채택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 이 

래 억공숭민정책(빼共뽕民政策)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유교문화에 

젖어있고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신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한국 국민들도 민주 

주의체제를 우리가 유지해야만 되는 정통체제로 신봉하게 되었다. 

사족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억민숭공정책(빼民뿔共政策)을 채택하였고 

이라한 정책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공산주의체제만을 정 

통체제로 믿게 되었거나 그렇게 믿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한간의 이념적， 체제적 극한대립은 남북한간의 화해노력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지 

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유선거에 따른 그들의 대표자와 최고 통치자의 선출， 복 

수 정당， 언론 · 출판 · 결사의 자유， 삼권분립， 법의 지배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중 첫 번째 요소인 통치자를 그들 스스로 뽑는지 뽑지 않는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복수 정당제의 확립， 법의 지배， 삼권분립， 언 

론 · 출판 · 결사의 자유는 정도의 문제이나 통치자의 국민에 의한 선출은 가부(可 

否)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던 제4공화국과 5공화국은 복 

수 정당제， 법의 지배， 삼권분립의 외양을 갖추고 최소한의 매우 제한적인 언론 · 

출판 ·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 

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 ， 5공화국 정부는 그들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강변하기는 어려웠다 제4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제4공화국 대 

통령 선거제도가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20여 

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에 익숙해 있던 한국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민주적인 제도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유신독재체 

제를 수립하였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 선출제도도 제4공화국 제도와 원칙적으로 

같은 제도이나 제5공화국 정부는 이를 미국식을 모방한 민주적인 제도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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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 제도가 독재제도라는 것을 병확하게 이해하 

고 있었고 정통성이 없다고 믿었다.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 배경에는 이승만 박사의 포풀리즘 

(populism)과 미국이 있다. 이 박사는 제 1공화국 전반부까지는 한국 국민들의 압도 

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강력하 

게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적인 절차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청년 학생 

들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공보정책과 교육정책을 채택하였다. 또 

미국은 소련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민주주의 체제가 

외양만이라도 지속되기를 원했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한국의 독재화 경 

향을 진심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 민주화의 압력세력 

으로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이 무한정으로는 갈 수 없게 막는 역할을 하였 

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이 경제분야든 교육분야든 가장 빈번한 교류를 유 

지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민주정치의 모텔 역할도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 1공화국 시대부터 한국 국민들은 민주정치의 운영에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윤천주 교수는 1961년에 정치권력과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예속적 복종행태를 지적하고 이러한 행태가 그들 

의 준봉투표(confonnity voting) 에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尹天柱 1963) . 김종림， 

이남영 교수는 제5공화국 시대에 한국의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신념， 관용성， 경쟁규범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종림 · 이남영 1986 , 69-

93) . 한배호 · 어수영 교수의 1984년 조사에서는 한국 국민들 중 30%가 묵종형， 

40%가 수용형， 30%가 길항형(結抗型)에 속하였다. 여기서 묵종형은 전통적인 태 

도와 정치적 권위주의를 지지하는 태도를， 수용형은 권위주의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행동하고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려 

는 태도를， 길항형은 근대적인 태도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태도를 각각 나타낸다 

(한배호 · 어수영 1987 , 246-248). 박동서， 김광웅 교수는 1986년의 조사결과에 근 

거해 “이 사회적 모순의 덩어리를 조형한 데 대한 책임은 권위주의의 화신이 된 

독재자에게 돌릴 수도 있지만 우매함이 죄일 수만도 없는 대중에게도 있다”고 지 

적하면서 엘리트층은 경쟁， 토의， 타협， 비판 등과 같은 절차적 원리를 수긍하나 

일반대중은 엘리트층보다 이에 관해 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朴東 

總 · 金光雄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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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비민주적인， 혹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한 태도가 국민에 

의한 최고 통치자 선출제도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국민들의 비민주적， 혹은 신 

민적 태도와 민주정치체제만이 정통성이 있는 체제라는 태도는 두 개의 별개의 차 

원의 태도로 보아야 한다. 박 · 김 두 교수의 조사에서는 민주적인 태도를 결여하 

고 있는 일반대중이나 엘리트나 모두 95%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제5공화국 체제가 

정착된 민주주의체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책임을 국민들의 자치능 

력 부족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비민주적 행동에 더 많이 돌리고 있다(朴東繹 · 金

光雄 1987 , 111-114 , 146-152) , 한국 유교의 교조적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관용성 결여와 비타협적 태도도 민주정치의 운영에는 방해가 될 수 있지 

만 군사독재시대에는 오히려 민주정치체제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태도를 

강화시켜 준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체제문화는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태도가 유교적이든 민주적이든 간에 

구미식의 민주정치체제를 정통성이 있는 체제로 믿어왔다는 의미에서의 민주적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민주적 문화에 위배될 때에는 

조선시대에 왕조의 공신과 훈구세력이 사림세력의 목숨을 내건 저항에 직면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의 사림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 학생들과 일부 지 

식인들의 목숨을 내건 저항운동에 직면하였다. 제 1공화국시대의 4. 19 , 유신반대 

운동， 제5공화국시대의 민주화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운 

동은 당시의 체제를 각각 정서적으로나 평가적으로나 부정하고 있던 상당수 국민 

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운동은 제5공화 

국시대에는 급진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저항운동의 노선이 제4공화국시 

대까지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에서 이 체제를 부인하고 반미주의의 특성을 가 

지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PD) 노선이나 민족해방(NL) 노선으로 바뀐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학생운동의 이와 같은 급진화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운동이 반군 

사독재 운동이고 동기가 순수하다는 점에서 이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 

하였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제 l공화국시대에는 세계 최초로 정권을 무너뜨렸고， 

제4 ， 5공화국 15년간에는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거의 매일 반정부 시위를 벌였 

고， 제5공화국시대에는 분신자살과 투신자살로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였다. 이러 

한 저항운동 속에서 민주주의체제 문화가 한국에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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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조사 결과도 그들 중 압도적 다수가 군사독재의 재 

발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8)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제2공화국시대에 국민들 중 일부는 소수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선의의 독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체제 

의 업적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졌던 제 1공화국 시대에 이 체제의 경제적 업 

적에 크게 실망하였고，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것이 초래 

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무질서 때문에 “(제 I공화국의)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까 

지 나올 정도로 실망하였다. 박정희 장군의 무혈 쿠테타는 민주정치제도의 업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윤보선 대통령도 쿠테타에 대해 처음에는 “올 것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 

러한 점에 있어 박 장군의 쿠테타는 민주화를 고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를 억압하고 일어난 전두환， 노태우 장군의 유혈 쿠테타와는 달랐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체제를 지지하면서도 그 체제의 엽적을 중요시하는 태 

도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신도철 교수가 1997년에 실시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가 경제발전이 민주화 보다 더 중요하다 

고 하였고， 38%는 둘 다 중요하다고 하였고， 오직 9%만이 민주화가 경제발전 보 

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IMF 사태를 맞이해서 나온 예외 

적인 결과가 아니다. 신 교수의 1993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가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고 25%는 둘 다 중요하다고 하였고， 25%만이 민주화가 더 중 

요하다고 하였다. 또 신 교수의 1997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적 정부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답 

변하고 있다(S비n 1999 , 252-256). 

신 교수의 조사결과는 이를 우리 국민들의 반독재적 태도와 결부시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업적이 있는 독재도 

반대하지만 이러한 업적이 없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8) 선도철 교수의 1997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군사통치의 재발에 반대하고 있 
고 1996년 조사에 의하면 민주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56% , 어느 정도 지 

지한다는 응답자는 28% , 지지도 반대도 안한다는 응답자가 13% ,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였다(Shin 1999 , 71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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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나타내는 후자의 태도가 신 교수로 하여금 한국 민주주의 

의 장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이 민주정치제도를 포 

기하고 독재로 회귀한다면 그에 대한 저항은 과거 보다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예상이 민주주의체제의 유지와 정착에 공헌하는 요인이나 한국 

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려면 군사독재시대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업적을 내야 할 것이다. 경제공황이 일어난 1930년대에 영미는 민주주의체제를 유 

지했으나 독일과 이태리 등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시즘체제를 채택 

하게 된 배경을 정치문화론자들은 영미와 독 · 이의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의 차이 

에서 찾고 있는 데，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영미보다는 독 · 이에 가깝다고 

볼수있다. 

조선시대의 효 문화와 가족주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한국정치에서는 

정치 지도자와 가신이라는 준가족 집단과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연고문화 

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지도자와 측근들의 준가족화 현상과 연고주의는 그것이 극 

단화되면 조선왕조시대의 가족주의가 세도정치를 야기 시켜 왕조의 기반을 잠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의 정치적 기반을 잠식할 수도 있 

다. 일부 평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에 유의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망국병 이라고까 

지 혹평하고 있다. 정치지도세력의 준가족화 현상은 민주정치의 하부구조 (infra

sσucture) 인 정당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연고주의， 그 중에서도 지역주의는 한 

국정치를 정책대결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영합하는 적나라한 권력투쟁으로 전락 

시키고 있다. 지역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나라 전체보다는 지역과 자기 자신들을 

더욱 일체화시키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역사 

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 현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와 측근들의 관계는 어느 나라에서나 준가족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쉬우나 이러한 특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세대에 걸친 군사독재라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 군사독재에 대한 민주화 투쟁에는 이 투쟁의 지도 

자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의리가 있는 측근들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지도자와 측근 

들이 준가족적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집단에서의 지도자와 측근들의 관 

계는 “세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떠나는” 군신관계가 아니라 “세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울면서 따르는” 부자관계， 즉 가족관계에 유사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지도자나 집단을 떠나는 사람보다는 그 지도자나 집단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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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잘 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리 있는 사람으로 높이 평 

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혈연， 학연， 지연도 어느 나라에나 있고 또 사람이 사는데 있어 중요한 관계이 

다. 우리 문화는 유교문화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도 이러한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러한 연고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이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선진 민주국가들 

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채택한 1987년 이래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모두 후보가 어떠한 지역연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세력의 

분열로 경남과 호남표를 분산시켜 당선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반호남 연합을 만 

들어 당선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과 충청연합으로 당선되었고， 노무현 대통 

령 역시 호남과 충청연합에 성공하고 그 자신이 영남출신이기 때문에 영남표를 소 

수이긴 하나 호남 후보가 나온 경우보다는 많이 받아 당선되었다. 

한국은 근대적인 선거제도를 받아드혔으나 이 제도는 역설적으로 한국 국민들 

의 전통적인 연고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연고관계는 한국이 선거제도 

를 채택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이 그들의 선거운동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원이다. 그러나 영호남 표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으로 분열되는 

현상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대결한 이후부터이 

다. 그 이전의 선거에서는 이러한 대립은 없었다. 영남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보다 호남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다. 지역 

주의 투표경향은 197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이를 지역주의 선거 

문화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특히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홀대가 이 지역에 었던 후백제가 왕건에게 끝까지 항거한데 대한 보 

복으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현대 한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독립변수 

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이후이다. 

우리 국민들의 지역주의적 태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작용을 자아내고 있지만 

오랫동안의 민주화 투쟁에도 공헌했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 이후의 민주정치체제 

의 유지에도 공헌하고 있다. 민주화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세 

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투쟁의 두 지도자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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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역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민주화 지지세력이었다. 주지 

하다시피， 한국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부마사태나 5 . 18이 모두 이 두 지도자의 

출신지역에서 일어났다. 또 한국정치가 뒷걸음질을 치지 못하게 막는 데에도 지역 

주의는 역할을 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1987년에 친위 쿠테타의 길을 택하지 못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호남과 경 

남지역의 물리적 반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어느 대통령이든 민주 

주의체제를 유린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반발이 그를 지지하지 않 

는 지역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민주적인 일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 

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제 현대 한국의 과정문화에 대해 살펴 볼 차례이다. 여기서는 한국 국 

민들의 태도가 향리형인가 신민형인가， 참여형인가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미 소개했지만 정치문화 연 

구자들은 거의 모두가 그들의 조사에서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가 신민형적 요소가 

강한 권위주의 문화라는데 동의하고 있고 이 문화에서 한국에 민주주의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으나 이 제도에 

맞는 문화가 결여해서 민주주의가 왜곡 운영되거나 군부독재체제를 갖게 되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점도 있고 타당한 점도 있다. 한국의 통 

치자들이 위로부터 민주주의를 잘 운영을 했더라면 일반 국민들은 이에 잘 따라갔 

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은 라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이 위로부 

터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유린한다 해도 이를 바로 잡을 힘이 일반 국민들에게 있 

었다면 이러한 왜곡과 유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한국의 통치자들이 민주주의를 위로부터 잘 운영했더라면 일반 국민들은 이에 

잘 따라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참여도， 정 

치적 영향감(politic허 efficacy) 이 제 1공화국 시대부터 위로부터의 민주정치 운영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낮지 않았다는데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참여 

도， 영향감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과 비교하면 낮지만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와 민주주의 도입의 역사를 고려하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는， 특히 정치 

적 관심도와 지식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윤천주 교수가 1960년 7.29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실시한 상주읍민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표본수: 404)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아주 높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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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평소에 정치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한 

다 “간혹 한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만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의 응답율은 

각각 19.6%. 33 .1 %. 18 .1 %. 29.2%였다. 윤 교수는 이를 베를슨이 1956년에 실시 

한 같은 질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응답결과인 20%. 25%. 25%. 30%와 비교하 

고 상주읍민들이 미국 국민들 보다 더 많은 정치얘기를 한다는 결과에 대해 놀라 

고 있다. 둘째로 정치참여도 역시 낮지는 않았다. 당시 선거의 투표 참여율은 경북 

의 경우 84.1%였고 선거유세는 들은 사람들이 80.1% (1회 들은 사람. 19.4%. 2회， 

17.9%. 3회. 62.7%). 듣지 않은 사람들이 19.9%였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의 일처 

럼 정치나 공공 일에(이를테면 선거운동이든지 단체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 

청에 제출하든지 성토대회를 연다든지 등등의 일) 관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의 응답율이 각각 10.9%. 85.4%. 

3.7%였다. 윤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정치활동 경험자가 불과 10.9% 밖에 되지 않 

고 무경험자가 85.4%가 된다고 약간 실망하고 있다. 셋째로 정치적 영향감을 측정 

하는 질문은 없는데， 이에 근접하는 질문인 “당신은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에 

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탁하겠다 “부탁하여도 

소용이 없다 “부탁없다 모르겠다 무응답의 응답율이 각각 75 .7%. 1.4%. 

5.9%. 3.4%. 13.6%였다. 

상주읍민의 정치적 태도가 우리 국민 전체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상주읍은 도시도 아니고 완전 농촌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역이었다. 상주읍의 인구는 5만에 가까웠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75.5%였고 농림 · 어업 인구는 66%였다. 교육수준은 총인구 

중 불취학자가 80%인 4만명에 가까웠고 대학 재학자와 졸업자는 500명， 고재 · 졸 

자가 1，100명， 중재 · 졸자가 1 ，600명， 국졸이 5，300명 정도였다. 경상북도 전체 12 

세 이상 도민들의 한글 해득자 비율은 75.8%였다. 상주읍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 

려할 때 이 곳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가 우리나라 국민 일부의 특수한 태도는 아니 

라고 볼 수 었다. 그러나 상주읍민의 태도는 시기적으로는 특수한 시기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같다. 즉 윤 교수가 조사를 실시할 당시는 4. 19 직후로 아주 자유롭 

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었던 - 그 후 곧 이러한 희 

망은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 시기였다.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가 상주읍민의 정치 

적 태도와 행동에도 반영되어 있다(尹天柱 1963. 18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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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시대 말의 두 조사도 그 10년 전의 윤 교수의 결과와 비슷한 방향의 

결과를 나타내고 었다. 이홍구 교수는 1970년에 서울의 청계천과 영등포 지역의 

빈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조사(표본수: 420)하였다. 응답자 중 57%가 무직자고 

30%7t 영세상인이었고.46%가 국졸 내지는 중퇴였고 25%는 전혀 학교를 다녀본 

척이 없었다. 첫째로 이러한 빈민층의 정치적 관심도는 높았다. 당시 KAL기 납북 

사건， 국회의원 선거일， 미군의 한반도 철수계획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 

각 82%. 76%. 60%였다. 당시 장관의 이름을 정확하게 6명 알고 있는 응답자수와 

2~5명 알고 있는 응답자수는 각각 30%와 35%였다. 알몬드와 버바의 1950년대 

말의 조사에서 자국 정부 부처의 이름을 네 부처 이상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미국과 영국이 34%. 독일이 40%. 이태리가 23%. 멕시코가 21%였다(Almond & 

Verba 1963. 96). 둘째로 투표 이외의 정치적 참여도는 이러한 관심도에 비하면 낮 

았다.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 

단체나 조직에 참가하겠다고 한 사람은 11%였다. 셋째로 그들의 정치적 영향감을 

직접 묻는 질문은 없었다. 다만 정부 관리의 처사에 불만을 느끼거나 정부가 그들 

에게 불공평한 법령을 제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선 30% 정도가 

항의하겠다고 응답하고 나머지는 수통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Lee 

1978. 16-29). 

김세진 박사는 1971년에 엔지니어와 사무원들을 포함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전국적으로 조사(표본수: 9171)하였다. 응답자들은 14%가 대학 교육을， 

3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빈민들 보다 훨씬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 

다. 첫째로 노동자들의 정치적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는 그들이 이웃과 

하는 이야기 중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냐는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20%. 혹은 그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로 그들의 정치 

참여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 중 66%가 노조의 정치활 

동에 찬성했고 20%만이 이에 반대했다. 그리고 1971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들 중 46%가 야당인 신민당을 지지하였고 이 보다 훨씬 작은 30%7t 여당인 민주 

공화당을 지지하였다. 셋째로 정치적 영향감을 묻는 질문으로는 선거를 통해 노동 

자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절 

대적으로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32%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알몬드 · 버바의 조사에서는 미국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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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국민의 44%가， 영국은 53%가 선거를 통해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한국 노동자들의 이와 같이 높은 정치적 영향감은 정치에 대한 현 

실적 이해보다는 교과서적 이해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Kim 1972. 18-30). 

다시 요약하면，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도입기 (l948~ 1972)에 상당히 높은 정 

치적 관심도를 가졌다. 그러나 정치참여는 투표참여와 선거유세를 듣는 정도에 멈 

추고 있었다. 선거운동， 정치헌금， 결사가입， 정당가입 등의 정치참여는 아주 약했 

다 9) 

정치적 영향감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문화의 이와 같은 프로필은 그 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변화 속 

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를 버리고 독재제도를 채택했던 시기 (l972~ 1987)에도 우리 국민 

들은 높은 정치적 관심도를 가졌다. 한배호 · 어수영 교수의 조사(표본수: 1551) 

에 의하면 TV와 신문에서 정치 뉴스와 기사를 본다는 응답자는 각각 89%와 72% 

였다. 다른 사람과 정담(政談)을 나눈다는 응답자는 52%였다. 말을 잘못하면 잡 

혀가는 시대였지만 사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논의는 끊치지 않았다. 정치적 참여는 

그 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투표와 선거유세 참가가 주된 참여방법이었다. 응답자 중 

91%가 1980년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했고 46%가 선거유세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 

었다. 개인 후보나 정당의 선거유세에 협조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10%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진정이나 항의활동이 약간 활발했던 것 같다. 지역이나 나라 

문제로 관계당국이나 언론기관을 접촉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6%였고， 관 

계당국에 여러 사람과 함께 항의 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10%였다(韓培浩 · 魚秀永

1987. 152). 정치적 영향감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있었지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약 

했다. 박동서 · 김광웅 교수는 응답자들에게 “내가 투표를 하건 안 하건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매우 찬성”과 “약간 찬 

성”이 14%인데 반해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는 26%와 41%로 총 67%였다. 우 

리 국민들은 투표가 독재정치로 인해 제한된 의미밖에 갖지 못했지만 그러한 투표 

9) 이영호 교수의 1965년 조사에 의하면 투표 참가 91.2%. 남들과 정치얘기 17.4%. 선거 

운동을 관심갖고 지켜 봄 16.6%. 지방의 공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 10.5%. 정 

당가입 4.4%. 선거운동 4.0%.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 2.50%. 정치헌 

금 0.5%였다(李永鎬 197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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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朴東諸 · 金光雄

1987. 101). 그러나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반영된다 “반영되는 편이다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의 응답율이 각각 1.5%. 16.7%. 55.9%. 

24.3%였다(李正짧 1995. 264). 

신도철 교수의 조사는 민주주의 제도를 재도입한 1987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 

지의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잘 밝혀주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의 77%가 TV에서 정치 뉴스를 자주 보고 있고 52%가 다른 사람과 정치적 논의를 

하고 있다 정치적 참여는 투표 94%. 선거운동 10%. 정치헌금 3%. 정치모임 참 

가 18%. 정치단체 참가 1%. 공동사회 활동 참여 12%. 정부관리 접촉 2%. 진정 

서 14%. 데모 9%. 파업참여 3%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도 투표 참여가 우리 국민 

들의 가장 주된 정치적 참여이다. 선거운동， 정치헌금， 정치모임 참가， 정치단체 

참가는 아직도 높지 않다 항의활동은 계속 비교적 활발하다. 정치적 영향감은 여 

전히 낮다. 정책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45%였고 

그 중에 9%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신 교수는 한국 국민들 

의 정치적 영향감은 그 기반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낮다고 해석하고 있다 

(Shin 1999. 98-107). 세종연구소의 1997년 말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의 

사와 상관없이 소수가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율이 “전적으로 찬 

성 3 1.5%. “대체로 찬성 48.9%. “대체로 반대 .. 12.7%. “전적으로 반대 

6.9%였다(한배호 2003. 69). 민주화가 되었지만 압도적인 다수인 80%가 소수가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정치적 관심도， 낮은 정치참여도， 높지 않은 정치적 영 

향감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문화 연구 

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위로부터의 권위와 권력에 약하고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 

지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에 연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태도가 국민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독주하던 이 

승만 대통령을 1950년대 중반까지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박정희 장군의 군사 쿠 

테타는 “올 것이 왔다”는 자세로 받아드리고， 유신 쿠테타에 강한 항의 자세를 보 

이지 못하고， 전두환 · 노태우 장군의 쿠테타와 공포정치에 밀린 배경이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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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 연구자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이와 같 

은 권위 순종적 태도는 어떠한 특성과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윤 교수의 조사는 민주주의 도입기 우리 국민들의 권위， 권력， 압력 등에 순응 

적인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선거 때나 평소에 정치얘기를 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견이 있어도 듣기만 한다 는 응답자와 “듣는 수가 많 

고 자기가 말하는 수는 매우 드물다”는 응답자가 각각 23.8%와 34.7%로 585%를 

차지했고 “상대방과 맞설 정 도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응답자와 “상대방이 내 의 견 

을 알 때까지 말한다”는 응답자는 16.8%와 10.4%로 27.2%를 차지했다. 또 3.4대 

민의원 선거 때 표가 한 후보에게 몰렸다고 응답한 41%의 사람들 중 70%가 그렇 

게 몰린 이유를 자유분위기 파괴 · 압력 · 강권이라고 답하였다. 윤 교수는 자기 자 

신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 압력， 강권에 순응하는 투표를 준봉투 

표라고 불렀다(尹天柱 1963 , 221-222 , 249-250). 이러한 준봉투표의 경향은 농촌 

에서는 강하고 도시에서는 약하였고 민주주의 도입기의 여촌야도 현상은 이 준봉 

투표의 결과였다. 

윤 교수는 한국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준봉투표의 경향과 여촌야도 

현상은 사라지고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여촌야도 현상은 독재 

정치시기에 1구 2인의 선거구제 채택으로 없어졌고 민주화 이후에는 지난 15년 동 

안 지역투표 현상이 자리를 잡았다. 한 지역민의 80-90%가 한 후보에게 표를 몰 

아주는 지역투표는 지역이라는 이해관계， 분위기， 권위에 순응하는 투표라는 점에 

서 준봉투표와 유사한 점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권위순종적인 의식 비슷 

한 것이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와 같은 묵종성 (默從性)은 한배호 · 어수영 교수의 독재정치시 

기인 1984년 조사와 민주화 시기인 1995년 조사에도 나타나 있다. 1984년 조사에 

서는 ”윗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질문 

에 “전적 찬성”하거나 “약간 찬성”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28.4%와 25.4%였는데 

비해 "약간 반대”하거나 “전적 반대”한 응답자의 비율은 25.3%와 20.0%였다. 

1995년 조사에서는 “전적 찬성”하거나 “약간 찬성”한 응답자의 비율이 13.8%와 

26.4%였는데 비해 “약간 반대”하거나 “전적 반대”한 응답자의 비율은 34.3%와 

25.2%였다. 권위에 대한 묵종성을 나타내는 응답자의 비율이 두 시기에 53.8%에 

서 40.2%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묵종성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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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비율은 1984년에는 20% , 1995년에는 25%로 아직도 소수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한배호 2003 , 52).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의 한 부분으로 부상 

한 제5공화국시대의 학생운동세력인 386세대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 

실히 알 수 없다. 이 세대는 1980년의 광주항쟁부터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까지 

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로 그 윗세대 보다는 권위주의적 특성이 약할 것이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연구는 그들의 학생운동시대의 조직은 권위주 

의적 위계조직이었고 이로부터 나오는 권위주의적 특성이 “의장님 문화 운동권 

의 선후배관계， 남성 중심적 운동문화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대엽 2002 , 249-280). 

이러한 묵종적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윗사람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이다.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대를 문민독재 시대로， 김대중 시대를 위임민주주의 시대로 보는 

비판은 그들의 통치 스타일에 나타난 권위주의적 특성을 지적하는 비판인 것이다. 

윗사람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아랫사람의 묵종적 태도는 혈연집단， 동창집단， 지 

역집단과 같은 그들이 속하는 같은 집단 내에서 특히 강하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와 다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윗사람이라도 묵종적인 태도가 약 

하다. 자기가 속하는 집단 내에서는 유교 윤리가 아직 통용되지만 타 집단 사람들 

에게는 이러한 윤리보다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 경쟁이나 투쟁원칙이 적용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정치적 관섬도， 참여도， 영향감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또 그들의 정치적 행동이 권위나 집단에 대한 묵종적 성향보다는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민주정치의 운영에 꼭 필요한 태도는 관용이다. 특히 서로 반대하는 세력이 관용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시대의 사색당쟁， 해방 직후의 

좌우대결， 제 l공화국시대의 반공문화， 제4.5공화국 독재정치시대의 정치적 탄압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집단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 

한 배타성과 우리 보다 못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정치문화는 관용의 문화가 약하다. 어수영 교수의 1990년 조사 

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 극좌 세력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느 

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2.1%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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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미국 31.3%. 멕시코 25.9%였다. 통성연애자를 이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2%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 90.8%. 미국 78 .5%. 멕시코 

69.2%였다. 범죄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한국이 30.9%인데 비해 일본 49.7%. 미국 49.2% . 멕시코 68.6%였다(어수영 

1997. 39). 

우리 국민들은 소수 의견을 관용하는 태도도 약하다. 한배호 · 어수영 교수의 

1984년 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비판해 

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41.5%. “약간 찬 

성”한 응답자는 24.1%인데 비해 “약간 반대”와 “전적으로 반대”의 응답자 비율은 

각각 19.4%와 14.4%였다(韓培浩 · 魚秀永 1987. 67). 다만 이러한 비관용적 태도 

는 민주화에 따라 약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한 · 어 교수의 1995년 조사는 나타 

내고 었다(한배호 2003. 54-55).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떠한 과정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향리형인가， 신민형인 

가， 참여형인가， 그리고 타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영호 교수 

는 제3공화국 시대의 한국의 정치문화를 농촌은 향리 · 신민형， 대도시는 신민 · 참 

여형， 중소도시는 향리 -신민 · 참여형 문화라고 밝히고 한국의 정치문화는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도시화에 따라 이에 상응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ee 1969).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복잡하다. 정치적 관심도는 높고 참여의 폭과 깊이는 과거보다는 개선되 

고 있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좁고 얄다. 정치적 영향감은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높다고 볼 수도 없다. 권위주의적 태도， 혹은 묵종적 성향은 약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성 역시 나아지고 있지 

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낮다. 오늘의 우리 정치문화를 이 교수의 세 형태 

중에 넣는다면 신민 - 참여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현대 한국의 정책문화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유교는 대통 

사회의 건설이라든가 정전제 실시와 같은 내용적 목표 혹은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 

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대 한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내 

용적 목표나 이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절차 

이다. 이 절차에 따라 수립된 정부의 역할은 구미의 경우 우선은 사회적으로 형성 

된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과 질서의 유지에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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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영토 팽창정책과 제국주의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고， 그 후에는 유교와 마찬가지로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의 도전 

을 받아 경제적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됨으로서 다시 확대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반세기간 구미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과제의 달성을 추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건설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은 민주화를，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구하였다. 국가건설， 산 

업화， 민주화， 북한과의 화해협력추구는 우리 정부가 그 실현을 위해 현재도 노력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현대 한 

국에 어떠한 정책문화를 만들어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국가건설과정에서 형성된 문화는 반공문화와 친미문화이다. 반공문화와 

친미문화는 오늘날에는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다. 반공문 

화와 친미문화는 해방3년 동안의 좌우파 세력투쟁과 냉전의 결과로 나왔고 제 1공 

화국의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경쟁자들을 매카시적으로 억압하는데 이 문화를 악 

용하였다. 그러나 제 1공화국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반공적이고 친미적이 

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는데 도움이 되는 홍보 

및 교육정책을 채택했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 반공적이고 친미적인 문화가 형성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태도형성에는 그 기반이 되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제 1공화국 시대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은 북한 공산주의의 실제경험과 한국 

전쟁의 경험이었다.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해방 3년간과 한국전쟁시기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이 싫어 남하하였고 남한 사람들도 북한의 침략으로 많은 친지들을 

잃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김일성 정권을 원수로 생각하게 되었다. 당 

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이러한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하고 그 이후 계속 군사 

적， 경제적， 교육적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그러한 개입이 미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들 중에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 

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세대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 비해 훨씬 

강한 반공적 , 친미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반공 · 친미문화는 제4.5공화국 

시대에， 특히 제5공화국 시대에 억압적 독재정권이 이 문화를 악용하고 주둔 미군 

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손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더불어 반일문화도 우리 정치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문화는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형성된 문화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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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와 싸우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쌓기 위해 친일파의 철저한 처벌에 반대하였 

고 친일파를 중용하였으나 그의 정책은 철저한 반일정책으로 일관했다. 현재는 일 

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되었고 일본 

과의 긴밀한 교류에 힘입어 반일문화는 상당히 퇴색하였으나 그 문화의 뿌리가 역 

사적으로 깊기 때문에 아직도 잠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는 물질주의 정책문화이다. 제 1공화국 1956 

년 정 · 부통령 선거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구호 

를 내세웠을 때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은 대단하였다. 국민들이 5 . 16 쿠테타 

를 조용히 수용한 배경에도 그들의 경제적 열망이 있었다. 최근의 박정희 숭배 신 

드롬도 한국경제가 일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lOi아U달러로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현상이다. 

잉글하트는 물질주의적 가치， 혹은 생리적 욕구가치로 높은 경제성장유지， 물 

가 ·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안정， 방위력 증강， 사회질서유지， 각종 범죄소탕을 들 

고 탈물질주의적 (postmateri외ist) 가치 혹은 사회와 자아 완성적 가치로 직장과 사 

회에의 참여확대， 환경개선，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 언론자유 보장，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발전，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를 들었다. 어수영 

교수는 1990년 잉글하트가 제시한 이러한 여러 가치들 중 한국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국민태도 조사(표본 

수: 1190)를 실시하였다. 그는 국가가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채택해 

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물질주의자， 그 반대로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탈물질주의자， 양자의 가치들을 흔합해 

서 선택한 사람들은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우리 국민들 간의 이 세 유형의 분포가 

어떻게 되 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물질주의자 25.6%. 혼합형 67.6%. 탈물 

질주의자 6.8%였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혼합형에 속하지만 물질주의자는 탈 

물질주의자의 4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물질주의자 대(對)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은 60대는 54.2% : 1.4%. 50대는 36.0%:0.7% , 40대는 32.6% :2.8%. 30대는 

25 .5% :6.0% , 20대는 12.2% : 13.0%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우리 국민들 중 

1990년에 30대 이상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물질주의적 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어수영 1997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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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제도를 재도입한 1987년 이후에도 민 

주주의의 주요 기관인 의회와 정당의 활동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독재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의회와 정당에 대 

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조사로는 박동서 · 김광웅 교수의 조사가 있다. 국회의 

원 후보들이 당선 후에 공약을 지키느냐는 질문에 “지킬려는 노력도 안한다”는 응 

답비율이 55.0%이고 “모르겠다”가 12.2%인데 비해 “대부분 지킨다”는 1.7%. “지 

키려고 노력한다”는 31.1%였다. 또 국회의원의 활동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 

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가 8.8%.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가 36.2%인데 비해 “많이 반영된다”가 4.2%. “조금은 반영된다”가 36.9%였다. 

“정당은 국민여론을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반 

대”가 11.8% . “약간 반대”가 29.1%. “보통”이 37 .3% . “약간 찬성”이 15 .0% . “매 

우 찬성”이 4.7%였다(朴東績 · 金光雄 1987. 92-97).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들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신도철 교수의 조사에 나와 있다. 국회는 그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아주 못하고 있다”가 13%. 좀 잘못 

하고 있다”는 57%인데 비해 “좀 잘하고 있다”는 29%. “아주 잘하고 있다”는 1% 

였다. 정당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 중 73%가 일반 

국민보다는 정당 보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응답하였다(Shin 1999. 147. 181). 민 

주화 이전과 이후 조사의 질문 문항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두 

조사에서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징 

후는없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태도는 일본 국민들과 유사하다. 한 

국， 일본. ASEAN 국가들의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화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안 되어 있는 ASEAN 국가의 응답자플이 각각 자국의 정치 

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고 한국과 일본 응답자들은 자국정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국 정치가 국민의사에 따르냐는 질문에 대해 1999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19%.22%인데 비해 싱가폴， 말레시아， 타일 

랜드， 필리핀은 각각 50%.77%.51%.53%였다 10) 한국의 정치적 비판문화는 선 

10) NipponRε:search Center Ltd.. “Gallup Intemational Mi11enium Survey(21αlO).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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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도 비교할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은 1950년대 말까지는 

자국의 정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베트남 전 

쟁을 거치면서 미국에도 정치불신 풍조가 확산되었다 11)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김정일 정권을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보고 이를 혐오하는 사람들과 이러 

한 정권을 수용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었다. 전자의 사람들은 남북한 관계의 상 

호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후자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분열은 잘 못하면 지역주의 정치문화와 결합되어 한국의 정치문화가 앞으로 두 

정치세력의 분단적인 정치문화(di띠dedp이itical culture)로 진전하는 위험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문화가 분단적인 정치문화로 진전된다면 그것은 민주 

주의의 정착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IV. 탈면대 속의 한국 정치문화 

한국은 구미가 주도하는 세계시간으로는 탈현대의 시대 속에 있고 한국의 시간 

으로는 아직도 전통과 현대 (modem)의 시대 속에 있다. 이제 우리는 현대 한국에 

구미의 세계시간인 탈현대의 현상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살펴 

볼 차례이다. 또 이러한 탈현대 현상은 현대 한국의 과제를 완성하고 보완하는데 

공헌하는 방향으로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완성 

을 저해하고 한국의 현대를 미완성 현대로 남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의 사조와 사회현상을 

별 생각 없이 수용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미의 시간을 탈현대라고 했는데 구미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에 반드시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오늘의 시대가 산업화 시대와 역사적 발전단계가 질적으로 

다른 시대인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것이다. 다니엘 벨과 알랭 투렌 

11) 어수영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 중 의회 불신자 비율이 65.2% 인 데 비해 일 

본은 이 비율이 69.8%로 더 높고， 미국은 이 비율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55.2%이 

나 이 비율은 과거와 비교해 높은 비율이다(어수영 199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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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기산업사회론，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론 등은 이 시대가 산업화 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고 보고 있다(Bell 1973 , Touraine 1974 , To댐er 1980). 이에 반 

해 앤소니 기든스는 오늘의 시대를 산업화 사회와 단절적인 사회라고 보고 있지 

않다. 그는 후기산업사회의 정보화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 

대의 연속성에 유의하고 있다. 그는 후기산업사회론이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으 

로 나온 것이지만 이 시대의 성격이 산업화 시대의 성격과 단절적으로 다를 것이 

라는 견해의 근거가 되는 방법론이 마르크시즘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을 강조 

하는 사이비 마르크스주의 (quasi -Marxism)라고 비판하고 있다(Giddens 1989 , 649-

650). 

오늘의 한국은 아직도 산업화를 완성한 발전단계에 와 있지 않다. 또 후기 산업 

사회론자들이 말하는 산업화시대의 정치인 자유민주주의도 정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후기산업사회나 탈현대 사회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후기산업사회의 주요 특성인 정보화가 구미에 떨어지지 않고 있고 구미의 탈현대 

현상의 시위효과(demonsσation effect) 에 노정되어 있다. 

탈현대의 체제문화로 부상되고 있는 현상은 직접민주주의와 세계화 

(globa1ization) 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체제였고 루소도 주장 

한 바 있고 현재에는 미국의 타운회의 (town meeting)나 직접입법을 위한 주민투표 

( referendum)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근대의 단일민족국가 

이든 다민족국가이든 그 성원의 규모는 직접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여 

기서 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대의민주주의는 의원과 그를 선 

출하는 유권자들 간에 여러 면에서 간격이 있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Arrow 

1951)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반영하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 

는 맹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가 이를 대치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미에서는 공론장 (public sphere) 이론이나 심의민주주의론 

(deliberative democracy)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론도 나오고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의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 

장도 몇 가지 근거에서 나오고 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고 

양립 불가능한 두 이데올로기가 선거에서 대결했을 때에는 바로 지적한 바와 같은 

맹점을 가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도 큰 의미가 있었으나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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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오늘날의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이러한 의미를 많이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탈냉전시대의 대의민주주의는 체제문제가 아니라 경제 

운영이나 예산문제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 

는 국민들의 직접참여로 결정하기에 좋은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는 대의민주주의 

가 시작된 2세기 전에는 의원과 일반 국민들 간에 부와 교육수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Beedham 1993. Survey 5-8) . 넷째 

는 정보통신혁명으로 국민들이 주요 법안을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 

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론장 이론， 심의민주주의론， 전자민주주의론을 포함하는 직접민주주의론은 

우리나라 학계와 언론계에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널리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론은 대의민주주의론을 보완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 

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태도를 형성하는데도 공헌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이론들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대중영합정치나 포풀리즘을 직접민주주의로 

오인하는 태도를 갖게끔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화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나 최근의 정보통신혁명과 WTO의 

출범으로 국가간의 경제적 경계가 희미하게 되고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된 현상 

을 가리킨다. 한국 경제는 GNP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 세계화는 어느 나라도 저항하기 어려운 추셰이고 

각 나라는 이에 적응해서 그로부터 최대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정부위원회까지 만들어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민들이 

국제적 지식과 감각을 갖도록 추진하였고 이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각 대학에 국제 

대학원이라는 기존 정치외교학과와 국제경제학과와 중복되는 교육기관을 대거 신 

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정책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학생들의 국제적 

지식과 감각을 향상시켰겠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을 감퇴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내고 있다. 동아일보의 2003년 조사(표본 

수: 1543) 에 의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응답자들이 전체로는 40.7% 

였고 20대 응답자들 중에는 59.8%였다(동아일보 03/02/25) .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청년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 

은 국가 정체성 상실현상은 세계화 문화와 지역주의 문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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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미에서 탈현대의 과정문화로 주목을 끌고 있는 담론은 참여민주주의론이다. 

참여민주주의론은 바로 논의한 바 있는 직접민주주의론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 

계를 가지고 있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몬드와 버바의 시민문화론(civic cul뻐-e)은 신민형과 참여형의 적 

당한 혼합문화가 민주주의의 운영에 적합한 정치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참여민주주의론은 참여형의 정치문화가 펼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에 이와 

같은 참여민주주의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에서의 정치 참여율 저하와 “홀로 

보울링 하기 (Putnam 1995) 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결사 참여 율 저 하에 있다 벤자민 

바버 같은 정치학자는 이를 미국 민주주의의 적신호로 보고， 일반대중보다는 엘리 

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의 자유주의의 맹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로 이루어지는 강한 민주주의 (Sσong Democracy)를 주장하고 있다(Barber 1984). 

그러나 탈현대의 과정문화를 말할 때 더 중요한 주장은 정치적 처방으로서의 참 

여민주주의론이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참여민주주의이다. 잉달하트는 구미의 탈현 

대사회에서 투표율은 저하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슈에 따른 정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치참여 자체를 의미있는 자기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치참여가 구미의 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발전 

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잉글하트 1997 , 43-44). 

또한 토플러는 정당， 의회， 대통령과 수상， 법원， 관료제와 같은 산업사회의 정 

치구조들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구조라고 하면서 제3의 물결을 맞이하여 

이를 완전히 개혁해야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제3의 물결시대에는 정치체 

계가 단일한 다수파가 아니라 다양한 소수파에 기반을 두게 되고， 정당의 역할은 

약화되고 공익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회도 관료화하여 준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게 되고， 민족국가는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너무 작고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구조의 분화가 일어나야 하고， 정치체계가 내려야 할 결정의 종류와 양이 많 

기 때문에 정치참여의 확대와 엘리트층의 확대가 일어나는 민주적인 대도약(great 

democratic leap forward) 이 필요하고， 획일적인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 

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하는 모자익 데 모크러 시 (mosaic democracy)를 갖게 될 것 

이라고 역설하고 있다(Toffler 1980 , 392-41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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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이 말하는 차이의 정치 (the politics of 

difference )는 서로 다른 문화， 규범， 관습， 생리적 욕구들을 소극적으로 관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탈현대의 담론들이 구미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미의 정치는 

산업화 시대의 정치과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탈현대 

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담론들은 일 

부 정치가들과 사회운동가들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미 “참여정부”임을 선언하고 참여민주주의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 

령의 당선 자체가 노사모를 비롯한 자발적 참여조직들의 도움에 힘입었다. 노 대 

통령의 당선에 공헌한 청년학생들의 미국대사관 앞 춧불시위는 여중생 사망사건 

에 항의하는 정치참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표현으로서의 의미도 컸다고 해 

석할수있다. 

민주화 이후 조직된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 

여하고 있고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부 의원후보들 

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적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의회와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이와 같은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결사체 민주주의(잃sociative democracy)를 나타내는 것으로 찬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의회와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잠식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부정적 역할을 

하는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일부 사회운동가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대다수 정당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의회정치와 정당정 

치를 정착시켜야 할 정치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토플러는 이것이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결사가 이를 대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사들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정치에는 관용의 문화가 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이의 정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탈현대의 정책문화로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점차적 

확산을 들 수 있다. 잉글하트는 구미의 경우 결핍과 불안의 시대였던 산업화 시대 

에서 풍요와 안전의 시대인 후기산업화 시대 혹은 탈현대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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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구미 사람들의 가치관도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 

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Inglehart 1997). 벨은 이러한 시대의 갈등은 산업 

화 시대에서처럼 자본가와 노동자， 혹은 부자와 빈자 간의 사회계층적 갈등이 아 

니라 지식수준에 따른 프로페셔널들， 기술자들과 준프로페셔널들， 사무직과 판매 

직， 장인들과 반숙련공의 네 층(status)간의 갈등이거나 직업활동의 장소(situs)들인 

기업체，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과 봉사기관과 같은 사회기관， 군대간의 갈등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Bell 1973. 374-377). 탈현대의 이와 같은 가치관 변화와 사 

회구조의 변화로 사회운동도 산업화 시대의 계급운동이나 노동운동 중심의 사회 

운동에서 환경， 여성， 동성애， 반전운동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이 중심을 차지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구미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 

이 우리 나라 국민들 중 1990년에 20대에 있던 사람들만이 다른 세대에 비해 탈물 

질주의적 가치관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당시의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탈물질 

주의적 가치관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일제의 지배， 해방， 한국전쟁， 빈곤을 기 

억하고 있는 세대들은 현재 그들의 경제생활이 아무리 풍요하다 해도 탈물질주의 

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데 반해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들은 탈 

불질주의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신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노사간의 갈등이 가장 큰 

갈등이다. 구미 제국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러한 갈등 

이 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구미의 탈현대 현상의 시위효과에 노정되 

어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체제나 과정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러한 시위효과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징후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 

러한 영향을 훨씬 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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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과결어 

조선시대의 체제문화는 왕조에 대한 충 문화와 가족에 대한 효 문화였다. 이 문 

화는 현대 한국에서는 민주체제 문화와 가족주의적 연고문화， 특히 지역주의 문화 

로 바뀌었다. 가족주의적 세도정치는 조선의 멸망을 재촉하였는데 현대 한국의 지 

역주의 문화도 망국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의 유교적 전통문화는 한국문화의 고층으로 혹은 문법으로 남아서 민주주 

의의 수립에 공헌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주자학적 유교이념의 정착을 위해 투 

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의 재야 정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도 민주주의 

의 수립을 위해 극한투쟁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절의파 지식인들이 오랫동안 권력 

투쟁에 패배했지만 종국에 가서는 승리를 거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의 재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도 30년 가깝게 권력투쟁에서 패배했지만 결국은 정치적 승 

리를 거두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으로 왕정을 평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의 지식인들도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으로 한국정치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현대 한국의 재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조선시대의 유학자 

들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내걸고 옳은 것을 위해 투쟁하였다. 정치를 그 엽적과 결 

과에 의해서보다는 옳으냐， 그르냐의 선악개념으로 판단하는 태도， 그리고 옳다면 

그 실현성 여부에 관계없이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는 순교자적 태도와 이러한 태도 

에 대한 일반 사회성원들의 높은 평가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에 연원 한다 이러 

한 결사투쟁의 태도는 주자학이든 민주주의든 이에 대한 교조적이거나 종교적이 

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열렬한 신봉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렬한 

신봉태도는 그 신봉자들의 투쟁성은 강화시키나 관용성은 떨어뜨리는 역사적 경 

향을나타냈다. 

민주주의의 과정문화는 현대 한국에 아직 정착되어 있지 못하나 크게 우려할 바 

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참여도. 영향감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 

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구미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참여의 폭과 깊이는 떨 

어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와 관계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역사상 유례없이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투표 이외의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 정치적 영향감은 구미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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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들도 과거보다 낮게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뜰의 영향감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다. 한국 유교의 교조적 특성에 연원하는 현대 한국의 권위주의적 혹은 

묵종적 문화와 비관용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정치문화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 집단 

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에서는 점점 퇴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 

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비관용성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 

지만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한팅톤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유교가치에 의해 저해를 받는다면 유교문화의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한 것이 

나 이 두 요소도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변화할 것이고 현재에도 그것이 

민주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다. 또한 얄몬드 · 버바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적 문화의 존재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 

현대 한국의 정책문화는 현재 약화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공. 친미， 반일 문화， 

산업화시대의 물질주의적 문화， 그리고 정치적 비판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엽적을 중요시하는 업적문화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 유교 

문화의 이상인 민본주의와 평등주의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현재 한국의 정책문 

화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양분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앞으로 민주주의 

의 정착을 저해할 수도 있다.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는 구미의 탈현대 현상의 시위효과에 노정되어 이의 영향 

을 받고 있기도 하다. 체제문화로 공론장 이론， 심의민주주의론， 전자민주주의론 

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론이 학계와 언론계에 널리 유통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 

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대중영합정치를 직접민주주의로 오인하는 태도를 갖 

게끔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제문화로서 탈현대의 

세계화 문화는 현대 한국의 지역주의 문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국민들， 특 

히 청년학생틀의 국가 정체성을 섬각한 정도로 약화시키고 있다. 

탈현대의 과정문화로서 참여민주주의론도 일부 정치가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당선에 공헌한 청년학생들의 춧불시위는 미군에 

대한 항의 운동인 동시에 자기표현의 의미도 가진 정치적 참여행위였다. 이러한 

정치적 참여행위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 활통도 활발해지고 있고 의회와 정당이 해야 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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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탈현대의 정책문화를 반영하는 신사회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도 산업화시대의 갈등인 노사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이다. 탈현대의 정책문화인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보다는 산업화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 국 

민들 대다수의 가치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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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11fTRlltT 1. 

Korean Political Culture: Traditionality, Modemity and 
Post -modemity 

LII. Jung latk ! 않oul National Univl였ity 

π피s paper de떠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1 culture of both traditiona1 and modem 

Korea. Traditiona1 Korea refers primarily to th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which lasted 

from 1392 to 1910, while modem Korea is Korea which persists from 1945 through the 

present time. It a1so discusses the impact of Westem post-modem politica1 culture upon 

contempor따yKorea. 

πlÌs paper employs the conceptua1 frameworks of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 

system culture, process culture and p이icy culture , and Rona1d Inglehart’s concept of the 

postmaterialist value systems in describing the traditional , modem and post-modem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It attempts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1 Korean political culture by seeing the ways how the political attitudes of the 

Confucian scholars and ruling class of traditional Korea had reflected the doctrine of 

Neoconfucianism, whereas it desσibes the characteristics of m어하n Korean politica1 culture 

by looking into the results of various surveys on the politi，때1 attitudes of the Korean 야ople. It 

introduces the ways in which the post-modem politica1 culture has begun to emerge in 

contemporary Korea on the basis of the author’s impressionistic observation. 

This paper stresses the ways in which Neoconfucian politica1 culture of traditiona1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despite the 

incompatible contradiction between the authoritarian aspects of Neoconfucianism and modem 

democratic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