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멸의 대중호소전략:

‘제왕적 대통령재’ 빽 쇠퇴와 대중적 리더섭의

부상에관활제도적 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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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는 흥정하는 대통령제 (the

bargaining

presidency) 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로 상정되

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붕괴했음에도 불구
하고 제도화된 정치 환경에서 작동하는 흥정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통령의 대중적

행보를 김영삼 행정부 이후 한국정치의 제도적 변화에 의해 촉진된 대통령
의 ‘전략’ 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대중적 리더십
이 부상한 제도적 배경으로 대통령이 언론 및 여당과 맺는 위계적 관계의 해
체， 정당개혁과 아웃사이더 애통령의 등장， 분점정부의 일상화 및 텔레비전
의 선거운동 도입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 및 정치적 활
용을 제시했다

이 요인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대

중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대중호소가 제도적 변화의 결과

라는 것은 대중호소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성벽 (idiosyncrasy) 의 문제
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

통령의 재임 중 대중호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텔레비전 연설과 해외순방에
있어 대통령의 대중적 활동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언론의 전달
과 해석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언론회견은 공식화

감소 추이를 보였

다- 결론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는 이미 제도화되는 단계이며， 향후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마. 이제는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이 대통령제와 국회， 정당， 언론 및 대중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치며 정책의 결정과정 및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통렁의 대중호소， 흥정하는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
령 언론관계， 후보선출제도의 개혁， 아웃사이더 대통령， 분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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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초겨울，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

초반까지 떨어져 취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더하여， 이른바 4대

입법과 관련한 극심한 여야갈등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인 대중적 명성 (prεstige)

과 직엽적 평판 (reputation) 을 침식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연말을 기점으로 불과
1 개월 만에 지지율은 30% 를 회복했다. 그 사이 노 대통령은 한 달 반에 걸친 집중

적인 해외순방을 마쳐고 귀국하는 길에 이라크자이툰부대를 전격 방문했고， 언론
과 정치권으로부터 대대적인 호평을 받으며

‘감격에 못 이겨 뛰어나온 장병과 포

옹하고 뒤로돌아 눈뭔을 훔치는’ 가부장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암호명 ‘동방계획’ 당일(1 2윌 8 일， 국내언론에 기사가 송고되기 직전)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라크파병연장 1 차동의안 동과를 막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다(열린우리당 62명，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
당 10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 명) . 그러나 12월 31 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당의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한편. 2005년 여름 노 대통령은 야당과의 연정윤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

른바 ‘대연정’ 을 정치권에 제안하였다. 이것은 연정의 파트너인 야당과 직접 협상
하지 않으면 안 될 제안이었고， 그 전에 먼저 여딩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였

마. 그라나 실제 대연정론은 정치권과의 대화가 이니라， 두 달여 간 쉴 새 없이 이

어진 대통령의 대중적 활동(청와대 브려핑， 인터넷 ‘대통령의 편지，’ 방송출연)에
의해 전개되었다 열편우리당 및 한나라당과의 대화는 대연정의 의제화가 실패로
판명될 무렵인 8윌 말 이후에야 시도되었다.
비록 그 결과는 상이했지만 동일한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대통령 권력의

성격과 작동방식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왜 대동령은 그의 정
책에 반발하는 여당의원을 직접 설득하거나 우월딴 지위를 사용하여 응징하지 않
고 기자들과 이라크보 향했을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합의 터1 이블이 우선
펴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를 왜 인터넷 펀지와 프라임 타임 대 방송출연으로 집

판했을까? 대통령의 대중적 행보를 이해할 만한 정치학적 이론틀이 결여된 상황
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은 결국 대통령의 인격이나 정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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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양극화된 호오(好惡)만을 낳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오랫동안
대한 시각이 흔들리고 있다(박찬욱

제왕적 대통령제 로 압축되던 대통령제에

2004; 모종린 2004; 강원택 2005; 함성득

2005) . 노무현 대통령은 2김이 가지고 있던 집권당에 대한 장악， 정치자금 및 공천
권의 장악 및 정치경력이나 지역기반을 결여하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기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 하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 본 논문은 최근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중적 행보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

통령이 선택하는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현대 정치의 맥락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함으로
써 원하는 이 슈의 인지 도를 높일 수 있으며 (Kernε11

1997; Cohen 1995; Hill 1998;

Barrett 2000) , 입 법 화에 성 공할 가능성 이 높다고 알려 져 있다(Rive돼 and Rose 1985;
Clinton 외 . 1999; Barrett 2000; Canes-Wrone 200 1). 대 중호소전 략은 대 중들을 상대 로
전개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로써， 대중 호
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Kerne111997 ，

viii)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들의 대중호소가 단순히 대통령 개인적 특성의 발현이 아니
라 대통령제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제도적 요인
을 제시한 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중호소를 비교함으로써 일관된

특정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대중호소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겨즉 논의 검토

흥정하는 대통령과 대중에게 호소하는 대통령

대통령제에 관한 현대 미국정치학의 주요 고전들이 공통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제도화된 틀 속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흥정하는 대통령이다. 미국 특유의 다원주의

이론을 확립한 달과 린드불룸은 현설 정치를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 협상하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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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구조지어져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대통령의 성공은 성공
적인 협상을 통해 보장되며， 임기 중 태부분의 시간은 흥정에 사용된다 (Dahl and
Lir빼10m 1953 , 333). 뉴스타트의 유명한 설득력 (power to persuade) 병제도 다원주

의적 정치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 왜 일부 대통령은 성공적인 엽적을 내는 반면
다른 대통령들은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에 실패하는자를 설명하기 위한 그의 설득
력 명제는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받아들여졌다. 뉴스타트
에 따르면， 대통령의 흥정은 다른 정치인들이 그에 대해서 갖는 직업적 평판과 정
계 밖에서 유권자들이 갖는 대중적 명성에 의존한다. 여기서 대중적 명성은 어디
까지나 워싱턴 내의 정치인들에 의해 판단되는 Uudgεd) 것일 뿐， 알려지는 (known)
것이 아니다 (Neustadt 1960, 93) 즉， 다른 정치인들과의 흥정의 맥락에서만 그 중요
성을 인정받는것이다.
이 제도적 다원주의 (institutiona1 p1ura1ism) 의 시각에서 선거구 유권자들의 영향력

은 사소하게 여겨진다. 흥정하는 대통령이라면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은 다른 정치
인들의 대표자로서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흥정은 정치 엘리
트들끼래의 문제이며， 시민들은 이익집단이나 선거를 통해 제한적이고 일시적으
로 정치에 참여한다. 그 결과 엘리트들은 흥정에서의 유연성과 함께， 한번 합의에

도달하변 반드시 그 합의가 수행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흥정에
적합한 제도적 다원주의의 장은 따라서 안정되고 고립된 공동체이어야 한다.
미국의 헌법의 끼초자들도 대중의 정념이 선거나 여론을 통해 정체의 영역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페더럴리스트페이퍼

(Hamilton 외)는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대통령제를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지
만， 한펀으로는 인기있는 대통령이 등장하여 대중꾀 정념을 흔들고 제도를 파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페더럴리스트페이퍼 곳곳에

“민중선동가

(demagogue ) .. 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냐타낸다 (Tulis
]'998) . 대통령이 인민의 호의를 얻는 경우에라도 잦은 대중적 호소는 토의를 해치
고 점 나쁜 정책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즉， 미국헌법의 정신

1) 대중의 정념이 정치의 영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구조로는 대션과 하원，
상원익 선거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 것， 그라고 대통령과 양원의 의원들의 선거구에
차별성을 둔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Kem배 1997). 한편 대의제， 대통령의 독립적 지위，
권력분립이 지적되기도 한다 (Tuli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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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도화된 다원주의적 틀과 그 안에서 고립된 채 흥정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에

부합하는것이다.
그러나 대중호소에 대한 건국시조들의 우려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고안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통령들의 대중호소 경향이 현실정치의 뚜렷한 특징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1980년대 이후 학문적 관심이 분출하였다 우선 주목할 만한 연구는 수
사적 대 통령 제 (the rhetorical presidency) 개 념 을 사용하여 , 헌법 을 규준으로 삼아 현
대 대통령의 대중호소를 비판하는 움직임이다 (Tulis

1987; 1998).

률리스는 오늘날

대통령의 성공적인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키며， 의회에서의 토의를
해친다는 점에서 현대 대통령제의 위기를 설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중호소 이
면에 구조적인 맥락이 놓여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 확대
와 남용만으로 현대 대통령제의 지배적인 대중호소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규범적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정치구조가 헌법에 대재된

‘흥정의 세팅 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대중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면， 현대 대통령들의 강력한 대중호소 경
향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1990년대에 이후 이를 대통령제를 둘러싼 구조적 변
화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들은 대중호소가 어떻게 대통령제를

타락시키는지보다는 행정부의 수반 및 최고 명령권자인 동시에 정당의 리더로서
그리고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지에 관심을 보인다 률리스가 20세기 초를 대통령의 대중호소가 본격화된 기점으
로 파악하는 데에 반해，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는 이들은 60년대 이후에 나타난 기

술적 , 제도적 변화에 주목한다 (Gronbeck

1996, 39; Benson 1996; Kemε11 1997; Miroff

1998).
이들이 지적하는 기술적 변화란 현대적 미디어의 출현이 대통령제에 미친 영향

을 의미한다. 이 중 미로프과 그룬벡은 대중적으로 호소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요
인으로 텔레비전이라는 현대적 미디어의 출현을 강조한다. 미로프는 대중적인 요
구들과 정념에 반응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현대 대통령들의 경향을 가리켜 스펙타클의 정치 (p이itics

of spectacles) 로

명병하고， 주요수단은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이라고 지적한다. 그룬벡 역시 “신비

의 베일， 정치적 지혜의 기초，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제 자체를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닌 현대 텔레비전 저널리즘”이라는 의미에서

‘전자 대통령제 (the ε1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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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얹idency) ’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인터넷의 보급이 대통령의 대중호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관섬도 존재한다. 인터넷과 정보가 대중과 대통령을 잇는 ‘초
고속도로’의 역할윷 따면서， 대중 (demos) 을 주요 정치 주체들과의 직접적인 공적
대화의 장으로 이끌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Bεnson 1996) .
다음으로 대통령제품 둘러싼 제도적 변화에 주목하는 이들은 이 변화가 대통령

으로 하여금 의회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과 협상테이블에서 흥정파기보다는 대
뚱에 게 직 접 적으로 호소하는 선택 에 기 울도록 만륜었다고 주장한다 (Kemε11 1997;

Miroff 1998) . 이 중 미로프는 미국인들아 대통령에게 가지는 지나친 기대， 대통령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치를 게임으로 취급하는 미디어， 정당의 약화， 정책 연

합의 약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원언을 모색하는 데에 만해， 커델은 보다 체계적
으로 접근한다. 즉， 미디어 교통에서의 기술혁신， 대통령 언론관계띄 변화， 잦은
분점정부의 형성， 정당개혁으로 인한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등장， 정치권 내의 정
책연합 (protocoa1ition) 의 약화 결과 나타난 제도적 다원주의로부터 개인화된 다원
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대통령이 쉽게 대중에게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커넬
은 대통령의 대중호소를 현대 대통령제의 구조적 꽉징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대
풍령의 전략적 선택으로 다루었고， 이후 대중호소첸략의 구체적인 효용성을 검증

하려는 흐름을 촉발시켰다. 한편， 60년대 말 정당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약

화가 대풍령을 대중에게 호소하는 전략으로 기울게 했다는 것은 미로프와 커넬이
의견을 꽁유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커넬은 분점정부의 시대에는 차기 선거에서의
승리를 대비하여 정당기율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도 있음을 지적하고， 정당의 약화
와 마찬가지로 분점정부시기의 강화된 정당도 대통령의 대중호소 경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Cox and Kemell1991 , 108).

2 한국의거존연구검.힐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랜 권위주의적 행정부시기를 거치

면서 대통령의 대중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 즉， 대
통령의 홍보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세뇌하거나 동원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박종민 1993; 최장집 1993) . 다음으로， 고전적인 제도적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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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연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대통령의 대중호소

를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 , 그
리고 다른 정치인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하다는 제도화된 다원주의
의 틀이 한국 대통령제 연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흥정의 세팅을 전제하

게 되면 대중호소는 불필요，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시각은 대통
령의 대중호소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 기존의 한국의 대통

령학에서는 대중호소에 관하여 거의 주목하지 않아 왔으며， 언급하는 경우에도 주
로 그 부정적 효과 중섬의 단순 서술이거나， 대중호소연구를 ‘여론 정치 또는 선

거운동 중심의 수사학적 나아가 단기적 연구경향’ 으로 명명하고 대통령학의 이론
적 체계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았다(함성득

1999 , 75).

요컨대， 미국에서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연구가 90년대 이후에야 본격화된 이

유를 제도적 다원주의론과 대통령의 대중호소의 양립불가능성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면 (Kemell，

3-4) ,

한국의 경우에는 제도적 다원주의론에 더하여， 한국적 상황

에서 설명력을 발휘해온 소위 ‘제왕적대통령제론’ 에 가려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시기로 오는 동안 빈번한 대통령의 대중호소가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중호소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위의 이유로 인해 연구가 지연되어

왔다는 사설은 대통령의 대중적 리더섭이 앞으로 새롭게 개척되어야 할 중요한 연
구 분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은 비록 핵심주제는 아닐지라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
후의 대통령제， 대통령 의회 관계 연구에서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우선， 이준한

(2004) 은 노무현 행정부 시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나타난 극심한 갈등을 설
명하기 위해 콕스와 커넬(1 991) 이 분류한 분점정부에 대한 대처방식 중 하나인 대

중호소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응을 대입한다. 즉，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한 단점정부 형성이라는 제 갈 길 따로 가는 방식 (go it alone) 을 택했

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 이슈를 내세운 대중호소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안병진 (2004) 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조기례임덕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 부분적으로 대중호소전략의 전술적 실패를 지적한다. 특히 60년대 이
후 미국 대통령제에 일어난 제도적 변화가 한국 대통령제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호소전략연구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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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제의 운영방식이 댄화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변화
를 낳은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현재 다수 발표되고 있다. 김용호 (2004) 는 대

통령제씌 운영방식이 변화한 결과 대통령 국회 간 잦은 충돌과 국정수행능력의 저
하가 발생한다고 전체하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정땅파워의 약화，
3김 시대가 종식되면서 나타난 정당 지도부의 리더십 약화와 정당기율의 약화， 노
무현 대통령 개인익 성향 등을 지적한다. 박찬욱 (2004) 역시， 노 대동령이 이전 대

통령들에 비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음에 주목하고 그
원인이 그의 당정분리 원칙， 취약한 정치 경력과 정당파워에 있음을 지적한다 나
아가， 노 대통령이 취임이후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기보다는 대국민 호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대통령과 국회
의 대결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모종린 (2004) 도 변화한

정치적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통령제 연
구의 틀을 이론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대통령직을 둘러싼
정치제도의 변화 및 기술적 발전이 대중에 호소하는 대통령제의 성립에 기여했다
는 가설을 검토할 것이다.

111.

태중호소 tJt단 대통령제왜 등활 배겸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괴

1) 대톱령-언론관계: 우|계적 유착으로부터 갈등과 경쟁으로
대통령-언론간익 친밀한 유대 관계는 제도적 다원주의 정치환경의 특정 중 하나
이다

기자단’ 은 대황령에게 불라한 기사를 내보내는 등 대통령과 출입기자 간에

약속을 캔 ‘아웃사이더’ 에 대해서 대통령 대신 제재를 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그
러나 60년대 이후 시작한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와 함께， 취재를 둘러싼 기자들
깐의 경쟁이 공동의 이익과 협력을 압도하며， 보도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언론 간에 경쟁이 벌어진다 (Kemell) . 아이러니컬하게도 제도적 다원주의
의 대통랭 언론 관계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도 가능했다. 김영

삼 행정부 시기의 대똥령-언론관계는 ‘정권중심적 권-언유착관계 ,’ 또는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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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둔 밀월관계’ 로서 청와대 출입기자의 선정에서부터 이미 언론사 내부의 가
이드라인뿐 아니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작용하며， 청와대 기자실에는 폐쇄적
인 분위기와 기자들 내부의 강한 유대감 및 집단의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자단이

존재했다. 출입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와 청와대 간의 창구로서 ‘권력과 의사소통하
는 다리역할’ , ‘(취재 이외의)플러스알파의 역할’ 을 하면서， 취재관행은 주로 사
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남재일

2005 , 101).

그러나 김대중 행정부 이후 출입기자의 선정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
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정권에 대한 언론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시기 대통령 단독회견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언론 간의 비공식적 교류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보여
준다. 즉，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갈등적 유착관계’ 로서 정권과 언론이 견제 · 갈
등하는 가운데 타협의 창구로 사적 채널이 충분히 열려 있던 시기이다(남재일，

103) .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대중 대통령 후
반기가 아이라니컬하게도 대통령의 지지율 급감， 여소야대， 당청갈등의 가시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집중되었던 시기임을 고

려하면， 이 때 벌어지기 시작한 대통령-언론관계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붕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시작된 대통령 언론 관계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미 ‘서로 덕 볼 생
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권은 정권대로 각자 정도(正道)로 가
면 된다 (2002년 12윌 3 일)’ 고 했고 취임 이후에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 (2003년

4

월)’ 인 언론을 개학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언론 관계에 대
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임 직후 출입기자 등록제실시

및 개방형 기자설 설치， 취재원 실명제，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취재 응대 후 보고
의무，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 반론보도의 청구 등 새로운 기자실운영

방안 및 홍보업무운영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통령 언

론관계를 급속히 해체하는 데에 기여했다. 등록제가 실시되고 기자실이 개방되면

서 청와대 출입기자의 수가 급증했고2) 그 결과 지방지 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기자

2) 청와대 출입기자의 수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무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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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등 소위 비주류 언론이 주류언론의 기자들과 함께 대통령을 취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실 방문취재금지와 정례브리핑제도씌 도입은 사적채널을 차단하고

철저히 공적인 경로를 통한 취재만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3)

비판적인 언론 환칭에 놓인 대통령이라면 몇몇 언론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기보다는 언론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김대중
행정부 후반기에 형성된 대통령에게 불리한 언론환경에서 노무현 행정부는 적대
적인 언론에 주던 선벨적인 혜택을 자율적 관계라는 명분으로 없애고， 비교적 우
호적인 비주류 언론블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균형쓸 추구한 것이

다. ‘오프 더 레코드’ 가 사라진 기자실에는 더 이상 기자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
다. 과거에 청와대 출입기자들 간에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위계가 존재했고， 동시
에 강한 결속력으로 지사작성이나 정보취재에 협띄관행이 존재했다면， 노무현 행
정부 시기의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접근도와 취재여건이 공평해점에 따라 부분적으
로만 협력하는 느슨한 집단으로 변화한 것이다. 결속력 있는 기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통령-언론 간의 기사 내용과 논조를 둘러싼 협상이 불가능하
따. 그 대신 오보를 달러싼 청와대와 언론간의 법석 소송과 대통령-대중의 직접소
품이 이를대체한다.

종합하면 대통령의 의지， 기자설개혁， 언론사간 카르텔의 붕괴 등 여러 요인들
꾀 결합 결과 한국의 대통령 언론 관계는 김영삼 팽정부 시기의 위계적 유착 관계
에서 노무현 행정부 서기의 갈등 및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3-]) . 이는
국회 · 사법부뿐 아니 라 언론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 제도를 지배해왔던 제왕적대
폼령제의 붕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다. 통제되지 않는 언론을 매개로 대중적

지지를 구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보다는 이
제 대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청와대의 주요

팔동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시기에는 2003년 1747~ 언론사 308명이 출입기자로 등록했다(~연합뉴스~ 2003/12/22)

3) 실제로 주류신문의 청와대출입기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식브리핑제도로 인한 취재의
제약과 이로 인한 정보부족현상이었다(~오마이뉴스.~ 2004/12/28). 사무실방문취재금지
및 공식브리핑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시도되었으나 결국 기자들의 반발로 흐지부
지되었다(남재일 2005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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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짧랬→짧폈
:언론언론;
〔김영삼 행정부〕
그림

〔김대중 행정부노무현 행정부〕

3-1 대통령-언론 관계의 변화

2) 당정관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들의 제왕적 권한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머선정
당과 대통령의 강력한 정당 파워라고 할 수 있다(박찬욱 2004). 그러나 노무현 대

통령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직을 겸임하던 관행을 깨고，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 대중
호소전략 차원에서 당청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높
은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면， 대통령은 예전처럼 여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
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여당의원틀에게 정치자금과 공천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함으로써 입법적 협력을 얻어내는 일종와 주고받기 또는 흥정이 가능한 상황이었

다면， 그러한 인센티브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중호소전략을 택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가미된 대통령제라면 당 청갈등은 여야갈등
만큼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변수이다(King 1976) .
우선 김영삼 대통령 시기 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표 3-1) . 첫째， 지방 선거，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섬을 끌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과 이를 거부하는 청와대 · 행정부 간에 갈등

이 발생했다 (94년 7윌 8월， 95년 7월) . 둘째， 청와대를 향해 여당의원들이 직접적
인 비판을 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여당이 대통령의 참모를 공격 (97년 1 윌)

한 경우는 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갈등의 주체로 나서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
다. 셋째， 갈등의 주체는 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여당과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행정 부처였다. 대부분 김영삼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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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기

11993.6

1994.5
1994. 7
1994.8

〈무노동부분임금〉 정책의 철회를
둘러싼약한정책적흔선

개정된 농안뱀의 내용을
둘러싼갈등
토초세법 개폐 노란
세계무역기구 (WTO) 설립현정

국회비준시기 노란

1994.8-9 익년 예산안편성 문제
1994.8
1995.7-9

1997. 1

갈등주체

비고

민자당대 노동부장관

민자당대 한림수산부
민자당대 행정부
민자당대 청와대
민자당대 행정부

정부의 2차 행정구역개편안

민자당대 내무부

종합과세 보왼 논란

민자당대

총선을내세운대통령의

재정경제부

당정협조지시로일단락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신한국당대

총파업 책임 논란

행정부· 청와대 수석

(출처 : 한국인터넷기사겹색서비스를 통해 필자가 정리)

행정 부처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을 띠었다. 대통령의 독주

따 행정부 중심의 국정운영과정에서 여당은 소외되었던 것이다. 여당은 당 총재직
윤 겸임하고 공천권 및 막대한 정치자금을 정치적 자원으로 지닌 대롱령에게 대항

하기 보다는 1994년 말 김영삼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천명한 세계화 선언을 그대
로 여당의 핵섬 의제로 수용하여 이듬해 전당대회 결의문으로 채택한 사례에서 보
듯이 수직적인 당청관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꾀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 않는 관행은 김대중 행정부에서도 계속
되었다(표 3-2). 여당 측은 행정부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그 끈거로 당이

‘대통령

의 의중’ 을 더 잘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당정갈
뜯도 여전했다 (2000년 2윌 3월). 그라나 여당의 주-장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아가 당 총재인 대당령이 당내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당내민주화 요구나 정책사

전협의 요구를 진파히는 대통령의 독주가 지속되였다(1 999년 3월， 2001 년 9월).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진 2001 년부터 여당 의원들은 약한 수준에서나마 대통령을
직접적인 비판 대상으로 삼으면서 당 쇄신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2001 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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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갈등주체

내용

법무부의 인권법시안 단독발표，

1998. 10-11

국민회의 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및
조사대상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

국민회의 대 청와대

계좌추적원을 부여하는 방식

경제수석·경제부처

그린벨 E 헤제 후 토지거래

국민회의 대

허가제 유지 여부

건설교통부

1999.3

국민연금확대실시 시기

국회회의 대 청와대

2000.2

추가세수의 용도

민주당대 기획예산처

2000.3

동강댐 건설 계획

민주당대 행정부

2000.9

의약분업

민주당대 행정부

2000.10

경제개혁 속도조절론 제기

민주당대 재정경제부

2000.5

당 쇄신 주장제기(정풍운동)

1998. 11
1998. 12

민주당소장파대 여당

지도부·해통령
한광옥청와대 비서

200 1. 9

김대중 대통령의 당 · 정 · 청
개편안

민주당대 대통령

실장의 당대표지명，
자민련 이한동총리
7。「。1j1

(출처

: 한국인터넷기사검색서비스를 통해 필자가 정리)

당 총재직과 대통령직 분리 방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김영삼 대통
령 임기 말과 마찬가지로 여당의

레임덕 대통령과 거리두기’의 맥락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여당을 국정운영에서 소외시킨 채 독주하는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원들
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이자 여당의 자율성이 증대한 결과 0171 도 하다.
당 · 청 갈등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표 3-3) . 이제 대

통령은 여당의원들로부터 공공연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노 대통령의 지지 세력
을 중심으로 창당된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례없이 심각하게 갈등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 정치에서

‘당청갈등’ 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2003년 7월 민주당에 대한 굿모닝게이트비리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신당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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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171

2003 3
2003 7
2003 10

내용

대북특검법 공포
굿모닝게이 E 수사， 부안원전

수거물처리시설 건립
이라크파병결정

갈등주체
민주당대 대통령
민주당대 대통령
열린우리당대 청와대

김혁규전경남지사

2004 6-7

총리인준안，

6.5 광역기초단

열린우리당대 대통령

주공아파트분양원가공개

2004 8

사립학교법 개정안

2005 5

추가경정예산편성안

2005. 5

2005.6

열린우리당대
교육인적자원부
열린우리당대 청와대
기획예산처
열린우리당대

도입안

경제부처

철도공사의 유전개발및

행담도의혹

체장재보궐선거

패배

양도세전면실거래가

정부부동산정책전반，

비고

열린우리당대

4 30 국회의원

청와대

재보궐선거 패배

대통령·총리

2005 8

연정론

열린우리당대 대통령

2005.9

소주세 인상안

열린우리당대 행정부

(출처 . 한국인터넷기사검색서비스를 통해 필자가 정리)

의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의 갈등의 주체로 나서게 되
는 것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노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 직후부터였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당청갈등이 두 전 대통령 시기와 다른 또 다른 특징은 여당의 선거
패배를 계기 로 갈등이 불붙는다는 사실이 다 (2004 년 6월 , 2005년 6월

2005년 10

월) . 또 국정협의 제도화를 요구했던 이전과는 달리 정부의 비리의혹 경제정책전
반국정운영의 아마추어리즘이라크파병 등보다심각한비판이 여당으로부터 제

기되었다. 즉， 두 전 대통령 시기에는 여당과 개벨 행정 부처 간의 갈등이 대부분
이었고 이 하위수준의 갈등들은 대통령에 의해 곧 정리되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대통령매 직접적인 갈등의 주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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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월

비판/

\긴밀

끊←→짧 뽕←→짧 짧헐짧
〔김영삼 행정부김대중 행정부〕
그림

〔노무현 행정부〕

3-2 , 여당-청와대 관계의 변화

요컨대，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세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제왕적 대통령， 머신
정당 및 ‘지나지게 강한 정당기율’ 로 규정되던 위계적 관계에서 보다 개인화된 다
원주의 (individualized pluralism) 적 구조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3-2) ,

이 전환은 대통령이 국회， 여당， 및 야당을 상대로 일대 일의 설득이나 주고받기를

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낳으며 이는 대통령이 정치권보다는 대
중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조건이 된다 (Cook and Ragsdale 1998; Kemell1997) ,

2 후보선출제도개혁과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등장
정당의 엘리트 충원 기능， 특히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고

려할 때 정당개혁은 대통령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1960년대 후반의 민주당의

후보선출제도의 개혁은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기회를 부여했다

(Kemell1997) , 이와 유사한 후보선출제도의 개혁이 한국정치에서 16대 대선을 앞
두고 이루어졌다.
2001 년 5월 아후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개혁파들은 당쇄신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
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대통령의 일방적인 당직개편 및 10월 재 보궐

선거 패배를 계기로 당내 다양한 개학그룹틀이 11 월 ‘쇄신연대’를 구성하고 당내
민주화에 초점을 둔 개혁을 지도부에 요구하였다. 계속된 선거 패배， 대통령의 탈

당에 따른 위기감， 개혁그룹의 압력에 의해서 마침내 보수세력은 ‘당발전과쇄신을

위한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2월 당무위원회에서

‘당특

위’ 의 개혁안이 채택되었다(장훈 2002 , 6). 제도개혁안의 핵심은 대선후보 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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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한적 개방과 선거인단의 구성에서 지역

연령 - 성별의 대표성 제고， 총재

직 폐지 및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의 겸직 금지였다. 이전에는 g천여 명의 당연직
선출직 대의원들띠 대선후보를 선출했으나， 이번에 채택된 국민경선제는 총 7만
명의 선거인단 중 50% 는 일반유권자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하고， 이전까지 후보선

출을 주도해온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 20%. 일반당원이 30% 로 개방성을 획기
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대선후보선출제도변경이 대통령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충요한 것은 획

기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어떤 정처적 자원의 중요도를 낮추었고， 어떤 정

치적 자원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했느냐’ 는 점이다. 우선， 일반유권자와 당원의 수
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결과 현직 대통령의 의지 및 기존 정당엘리트의 영향력보
다는 일반유권자와 당원의 지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경선과정에서 파거와 같이 정

당엘리트들에게 화소하여 조직표를 동원하는 캠페인 방식을 탈피하여 대중을 상
대로호소하는방식에 의존하면서， 민주당내 엘리트들의 선호와는상관없이 지역
적으로는 영남출신， 이념적으로는 보다 진보적인 후보가 선출된 것이다. 또한 당
권-대권의 분리라는 또 다른 정당개혁의 핵심적 규정으로 인해， 확정된 대선후보
에 대한 정당엘리트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 결과 대선후보와 엘

리트 간에는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당의 응집력은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강원택

2003b; 장훈 2002; 이현출 2003)

정당엘리트보다 대중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임에서는 더

이상 오랜 정치경력， 현직 대통령과의 연줄， 재벌로부터의 막대한 정치자금， 동료
정치인들로부터의 신임 등의 정치적 자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

때신 일반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수사적 능력과 높은 대중적 지지가 더욱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경선후보의 당내 위상은
소수파이자 짧은 정치경력을 지년 ‘아웃사이더’ 였으나， 변경된 규칙은 당내 엘리
프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사이더의 이점을 제거한 반면， 아웃사이더 정치인에게는

유리한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다 4) 요컨대， 개방화라는 후보선출제도의 개혁 결과，
4)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지닌 유일한 자원인 대중적 지지는 정당개혁으로 대선후보와 정

당엘리트간유대의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의 정당장악력을결정하는중요 변수가
되었마. 따라서 경선이 끝난 후 노무현 후보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감소하면서 대선후

보의 원내정당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는 과정이 수반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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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엘리트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대중적으로 직접 호소하는 능력이 다른 정치
적 자원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의 자원이 되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은 대선후보선출방식의 개방화 흐름은 이후 한국정당에서 축소되기 보다는 더욱
강화되리라는 전망이다.

3 분접정부의시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잦은 분점
정부의 등장이다

13대 총선에서 16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로 다른 정당이

국회와 대통령직을 지배하는 분접정부가 들어섰다(표 3-4 참조). 다만 한국의 분

점정부가 미국과 다른 한 가지 특정이 있다면， 선거적분점정부 상황에서 항상 인
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 단점정부를 형성하거나， 또는 그런 시도가 있어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한국적 대통령제의 특정이 변수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일종의 주고받기를 통해 여당으로 야당 의원을 영입하

거나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려 했던 것이다 5)

표 3-4 , 한국의 민주화 이후 총선 결과

총선실시연도

대통령 소속당

의석수

1988

민주정의당

125(4 1.8%)

1992

민주자유당

149(49 ,8%)

1996

신한국당

139(43.5%)

2000

새천년민주당

115(42.1%)

2004

열린우리당

152(50.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훔페이지참고)

규율할 만한 이념적

, 정책적 동질성을 결여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된다.

5) 분점정부라는 요인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들에 의 하면 분점 정 부는 중요한 변수로 보기 어 렵 다(Bond and Fleisher 1990; Edwards

1989; Thurber 199 1)

대통령의 대중적 지지도， 리더십， 의회에서의 이념 분포， 대통령

소속당 의원들의 단합도 수준 등에 비해 분점정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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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인위적인 단점정부 구성사도가 향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행정부에 이르러 기존 방식의 한계가 자주 드러났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을 합치고도 40.5% (1 21 석)의 비율로

53.8% (1 61 석)인 한나라당의 의석에 한참 모자랐으며 , 여소야대 상황은 6개월 이
상 지속되 었다 또한 2001 년 9월 임 동원통일부장관해 임건의 안의 가결로 여 당인 민
주당과 자민련간외 공조가 붕괴되고 난 후 2003년 2윌까지 소수여당으로 김대중
행정부 말기를 보내야 했다. 그 와중에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의원

꿔주기’ 및 야당의원영업에 대한 언론과 야당， 나아가 대중적 비판이 점점 거세게
채기되았다. 이것은 인위적 단점정부 형성의 리스크를 잘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
령 시기 여당의 분열과 신당의 창당을 비롯하여 자민련의 해산 등 정당 구도가 쉽
없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의석구도개편이 사라
전 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붕괴와 함께 인위적 정계개편 이 수반하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증대한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는 2004년 17 대 총선 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1 52석，
50.8%) 의 압승으로 최초의 선거적 단점정부 (2004년 5월 ~2005년 3월)가 탄생했으
나 10여 개월 만에 분점정부로 전환되었다. 여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및 재보궐 선거 패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이것은 분점정부의 등장이 단순

히 대선과 불일치하는 선거주기의 문제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즉， 단점정부에서도
분점정부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분점정부의 일상화’ 가 문제인 것이
다. 분점정부에서 밸생하는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적 이점’ 으로 인해， 분점
정부의 까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한 교착과 갈등은 단점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종합하면， 분점정부라고 해서 교착과 갈등이 더 섬하게 발생하거니- 의회의 비효
율이 증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대통령의 성공애 분점정부가 결정적 변수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운영과정에서 상대방을 패퇴시키기 위한 대뚱호소는 분점

정부가 일상화된 현대 정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Cambell 1998) . 인위적 정계

다. 그 이유는 정당간 합의 (bipartisan efforts) 때문이다 그러나 교차투표 관행이 약하고
정당기율이 강한 한국정치에서는 여당의 의석비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대통

령들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선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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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식의 리스크 증대 및 제왕적 대통령제의 쇠퇴 결과 ‘분점정부의 일상화’ 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것은 ‘조용한 흥정’ 보다는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여당보다

설득하기 어려운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대통령은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6)

4.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정치적 활용
한국에서 텔레비전은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
리고 지난 2002년 16대 대션은 인터넷 선거운동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되었다는 평

가가 있을 정도로 이제 효과적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각광받
고 있다. 선거와 일상적 국정운영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 정치에서 선거운동 방식
의 획기적인 변화는 국정운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기

술 보급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의 정치적 활용이 대통령제를 구성하
는 주요 부분이 되기까지의 제도적 요인을 동시에 고찰할 것이다.
대통령의 텔레비전 대중호소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본격화되어 노무현 대통
령 시기에 보다 높은 빈도와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영삼 행정부 시기

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던 텔레비전을 통한 대통령의 대중호소가 왜 갑자기 김대중
행정부시기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텔레비전 선거운동의 제도화와 관련지어 이해
할수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해 선거 연설을 한 것은 1971 년 7대
대션의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였다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87년 관훈클

6)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10월 재신임선언과 2005년 6~8월 대연정 제안이 대표적이다
여당의 분열과 측근비리의혹이 제기된 것을 배경으로 나온， 제 3당 분점정부에서의 재

신임선언은 결국 대통령탄핵발의안 통과로 갈등이 치달았고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
적단점정부가 형성된 l7대 총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대연정 제안은 보다 공공연하게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혼란’ 을 그 이유로 들었다 분점정부를 심각
한 위기로 인식한 대응인 것이다. 두 사례 모두 정치권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을 향해 던
진 일련의 대중호소에 의해 전개되었다. 분점정부에서 기존의 인위적 정계개편이 사라

진 자리에 ‘선거와 헌법적 틀 내에서의 흥정’ 보다는 대중호소가 보다 쉬운 선택지로 자
리 잡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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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등에서 4당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텔레비전에서 중계했다.
두 경우 모두 아직 대규모의 대중동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보편적인 시기였
다 1992년 대선에서도 텔레비전 토론 실시가 논의되었으나 김영삼 후보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댐다가 1997년 11 윌 개정선거법때 따라 정당과 후보자는 옥외

집회가 금지되고， 방송연설， 텔레비전 토론， 광고 등의 수단을 통히여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본격적인 미디어 정치가 등장했다. 15대 대선 기간 중 총 54회의 공식 텔

레비전 토론회가 있었고， 후보자합동 텔레비전 토론의 경우 대통랭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주관한 토론이 12월 1 일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정상대

2002 , 207).

16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은 2002년 1 월부터 시작해 양당의 후
보 경선 토론만 35회 실시되었고， 선거일 전 120 일부터 텔레비전 토론을 자율적으

로 개최할 수 있게 되자 전국 방송사틀이 경쟁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논 바람에 무려 87회의 토론이 이뤄졌다(이병광

2003)

텔레비전 토론은 특정 후보의 당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대선 시기 종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후보 결정에 텔레
비전 토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79.8% 에 이르며(김효재
이는 다른 정치선전매체들의 영향력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였다

1997) ,

15대 대선

에서 실시한 합동 텔레비전 토론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토론 직후 후

보 별로 지지도의 상승과 하락 현상이 나타났으며 부동층이 증가했다(이동선

1998 , 149).
만

16대 대선은 15 대 대션에 비해 지지푸보 변동의 효과는 다소 줄었지

15대 대선 당시의 텔레비전 유세가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

처럼

16 대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상대적인 수혜를 입었다(강원택

2003a).

1999: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 회 창 후보간의 극소한 득표수 차이 를

고려하변， 벨레비전 선거운동은 여전히 당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 토론의 도입이라는 선거제도댁 변화 선거운동과정에서 방송출연의

효과를 체험하고， 되풀이 되는 방송출연을 통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친숙해지
는 개인적 경험의 차이가 텔레비전 대중호소와 관편된 대통령틀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

‘텔레비전 선거운동의 제도화’ 는 곧 ‘제도화된 텔레비전

패중호소 ‘의 시대를 여는 준비과정이다.
한편 이제까지 띤터넷은 주로 선거운동의 도구로서 주로 그 기능과 영향력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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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 왔다. 인터넷의 특정인 정보유통의 속도， 쌍방향성， 협송전달은 이 새로운
기술이 기존 선거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큰거가 된다(검형
준

2003).

특히 세 변째 특정인 협송전달 기능은 선거운동을 넘어서 대통령의 대

중호소전략이 획기적 도약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된다. 기존의 공중파 텔레비전의
프라임타임 대 에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가 양적 차원의 효율성 을 보장했다면， 인
터넷을 통한 대중호소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수의 대중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일이 어려운
반면， 대중들의 서로 다른 취향 및 접속 시간대， 접속 사이트를 고려하여 대중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세분화된 이슈와 메시지 선정을 통해 보다 세련된 대중호소
전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 청와대는 홈페이지와 이메일( ‘청와대 브리핑’ )뿐
아니라， 주요 포탈사이트와 연결된

청와대 블로그’ 및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 에

이르기까지 대중이 머무는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포괄하고， 각각의 메시지와 표현
방식에 차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일상적 국정운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인터넷이 내포하는 잠재적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터넷의 잠재력이 실재하는
정치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몇몇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1 한국과 같이 빠
른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
는지 @ 보급 및 이용의 양적 측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뢰도，@ 인터넷언론
을 중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5년 6윌 현재 3 ， 257만 명， 인터넷 이용률은 71.9% 로
2000년 12월의 44 .7%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에서도 24.9명으로 2002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l 위를 차지

하고 있다(한국인터넷 정보센터). 이용시간을 다른 미디어와 비교해보면 인터넷

의 급격한 성장은 더욱 분명해진다. 인터넷이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된 1998년에서
2004년 사이에 평균 인터넷사용 시간은 30 .4분에서 67.2분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

였다 반면에 신문 · 텔레비전 · 라디오 · 잡지 이용 시간은 1996년 이래 모두 뚜렷
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5) .

인터넷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얻어진 정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통해 정치적 정보의 유통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3-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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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일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1996-2004)

(단위: 분)

신문

TV

라디오

잡지

1996

435

172 0

729

118

인터넷

전체

3022

1998

408

193.6

683

76

304

3407

2000

351

174 .1

61 2

105

422

323 1

2002

373

1637

706

13.0

770

3616

2004

343

1552

436

90

672

3093

(출처

: 까le Korea Press Foundation 2005 , 166)

Mω
얘 Xμ πμ
mm

n

mm

5
0

(출처

http://www.globescan.com/news_archives/bbcreut. html)

끄림 3-3. 국가별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답한 비뚫1)
(단위 : %. 조사기간: 2006년 3~4월)
1) 브라질

이집트

나이지리아 - 인도네시아는 조사 대상을 도시거주자로 제한

뉴스를 얻는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이 어느 정도나 대중적 신뢰를 획득하고 있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매체(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친구 가족 동료， 잡지)와

비교할 때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107R 국 평균 (9%) 과 미국(1 4%) . 독일 (11%) 에 비해 한

국에서는 34% 에 이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
다 7)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꼽힌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 뿐 아니라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미쳤을
7) 한국을 제외한 다른 조사대상 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은 텔레비전 (107~
국 평균 56%) 과 신문(1 M 국 평균 2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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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무"-하
。

2000

2002

2004

매우신뢰한다

03

09

02

대체로신뢰한다

229

244

192

보통이다

606

288

488

별로신뢰하지 않는다

158

428

30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례수
(출처

239

04

31

14

1.200

1.255

1200

: 박종화 2005. 8)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표 3-6에 따르면 언론(신문 방송)을 신뢰한다는 사람은

2000-2004년 사이에 23.2% 에서 19 .4%로 감소하였고 반면，
다’ 및

‘별로 신뢰하지 않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3 1. 8% 나 되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4

년 전(1 6.2%) 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점점
더 하락하는 추셰이다(박종화 2005 , 8).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16대 대선이 치러진 2002년에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웠다.
그림 3-3과 표 3-6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 증대와 언

론에 대한 신뢰도 약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
진 이유에 관한 설문에서

기존언론에 대한 불신(1 6.9%) 탓’ 이라는 응답이

‘쌍방

향커뮤니케이션과 접근의 용이성 때문 (56.5%) ’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박종화 2005 , 112). 즉， 기존 언론의 신뢰도 약화로 인해 이를

대체할만한 대안언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
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이 기존의 제도언론을 우회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

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나아가 인터넷 언론의 발달은 대통령 언론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론의 수가 인터넷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언론사들 간의 카
르텔이 깨지고， 비판적인 언론환경을 우회하고자 하는 대통령은 새로 등장한 인터
넷 언론과 전략적으로 제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터넷 신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온라인신문등록제 실시 이후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

문8) 중 서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정치 섹션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총 577R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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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된 인터넷신문

그림 3-4. 인터넷 신문의 등장과 이념 분포기
2) 인터넷신문이 지닌 정치적 이념은 칭간사와 주요 사설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 공개 적 으로 진보 또는
개혁을 표명 한 경우 ‘전보’ 로 ， 보수 또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를 표명한 경우 ‘보
수’ 로 분류했다 어느 쪽에 도 분류되 지 않는 경우 중도로 분류 했다

2. 3. 현재 기준)쓸 대상으로 창간일 또는 서비스 공급 시작일과 이념을 조사하였
다. 그림 3-4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98-2002년에 창간된 인터넷 신문들의 경우

진보적 성격 이 두드러진 반면 9) 2003년 노무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수 (2002년
l개 •

2006년 107R) . 중도 (2002년 5개 •

2006년 26개)적 성격의 신문사들이 급

증했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인터넷선 문사들의 이념적 분포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이 동질적인 집단 내의 정보 교환망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독자들 을 포괄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 치인의 대중호소가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만의 전략
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넷 대중호소가 이제 정당과 이념

이 다른 타 정치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있다.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온라인 공간은 대통령의 대 중호소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제꽁하지만 ， 동시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무관심에 속수무책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앤 터넷신문수가 급증하면 방문자들도 흩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청
와대는 주요 포탈사이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006년 3월 23 일 열린 〈대통

8) 문화관광부홈페 이 지 (http://www.mct. go.kr ) 를 참고.
9)

‘노동넷，’

‘민중언론참세상，’

뉴스민중의 소랴，’

‘오마이뉴스，’

‘인터넷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

‘인터넷 시민띄 신문， ‘

‘대자보’ 가 여기에 속한다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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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는 공동주최자인 5개 포탈사이트에 의해 행사 전 약

한달 간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포탈사이트들에 개설된 ‘청와대블로그’는 2006
년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천명된 대통령의 양극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
했고 〈대통령의 국민과의 언터넷 대화〉의 주제를 양극화로 한정함으로써 대통령

의 의제설정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0) 종합하면 인터넷은 이미 정치 인프라로
서의 조건(높은 인터넷의 보급률과 이용률)을 갖추었고 이것은 제도언론에 대한
약한 신뢰， 인터넷 언론 및 포탈사이트의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이 정치적으로 영

향력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위의 네 가지 한국정치의 제도적 변화들은 상호 유기적으

로 얽혀있다. 대통령 언론관계의 변화는 인터넷 및 텔레비전의 역할 증대와 무관
하지 않으며， 아웃사이더 대통령과 후보선출제도의 변화는 당 청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높은 분점정부의 등장 가능성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파트

너로서 여당보다는 국회 다수당인 야당과 협력할 여지를 남김으로서 당 청간의 긴
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권위주의 통치의 유산으로 인해 대통령
과 국민을 공식적으로 매개할 정치제도로서의 언론과 정당이 독립적으로 발전하

지 못한 현실은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이 더욱 만개할 수 있는 조건이다.

IV.

대통령의 대중호소: 비교분석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가 대통령 개인의 성향에 기인한 현상이 아니라 대통령

제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의 산물이라면， 대통령별로 대중호소의 특징과 수준을 비
교하면서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대중호소는 사관학교

졸업식， 국립 기관의 개관식，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직접 이루어
지는 연설을 비롯하여， 국내외 순방， 방송출연 등 다양한 대중적 활동들을 포괄한

10) 이 행사의 총 접속자 수는 Daum에서만 약 13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Daum의 생중계 중
에 달린 뱃글만 해도 1 만 7，000여 건

23 일 하루 동안 행사 페이지의 열람횟수는 100만

여 건이었다. 5개 포탈을 통틀어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대통령의 대화에 접속한 숫자는
최대 약 2만 5，000명으로 온라인대담 토론프로그램 중계사상 최대 수치였다(~프레시안』

200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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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정부 홍보젠담부처(공보처-공보실-국정홍보처) 예신액추이 (단위 : 천원)

(출처 : 국회흠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다 (Kernell1997). 01 장에서는

(1) 방송출연 (2) 언론회견 (3) 해외순방에 있어 김

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활동 수준과 특정을 비교 분석한다 11)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의 홍보 예산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겠다.

장부의 홍보를 담당하는 대표적 부처의 예샌 추이는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

엮 대중호소가 국정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다 12) 그림 4-1
윤 보면， 문민정부시기 공보처 예산은 500억 원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국민의정부에서 공보실로 위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60여
댁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국정홍보처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예산 01 증대하여 2006년 예산안에서 보듯이 불과 7년 만에 두 배에

야르렀다. 김대중 행정부 시기가 심각한 외환위기였다는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면，

11) 학자들마다 대통령의 대중호소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한다 커넬(1 997) 은 마국 역대 대

통령들의 대중호소 방식을 방송출연을 통한 메이저연설과 직접 연설을 의미하는 마이
너연설로 이루어진 대중적 연설， 국내외순방， 대중적 등장 (public appearances) 의 세 차
테고리로 분류한다. 한편， 해거와 셜리반(1 994) 은 킹과 랙스달(1 987) 의 자료에 근거하

여 대통령의 대뚱적 활동을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한따 .CD 프라임 시간대에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메이저 발언 @ 작은 규모의 대중들 앞에서의 연설인 마이너 발언 @ 기자회
견 @ 국가의 지 도자로서 의 등장 (appearances
등장 (appe따.an않s

as the head of state) @ 정 당 활동과 관련한

at partisan funct

12
기)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정부발표에 관한사무기능을맡고 있으며， 조직상으로는총리실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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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예산은 일관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출연

방송출연은 대통령이 안방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방송의 특성상 대통령의 방송출연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세팅된 무대와 카메라의 각도， 출연자의 대본이 존재하며 그
에 따라 ‘계획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과 라디오라는 매스미디어

는 대통령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중과 접촉하는 것을 보장한다. 짧은 시간동안 최
대한 많은 대중에게 대통령이 견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

인것이다
텔레비전 주요 3사와 전국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세 대통령의 방송출
연 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표 4- 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방송
출연이 4회(김영삼 대통령) •

8회(김대중 대통령) •

11 회(노무현 대통령 전반

기)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오락 및 기타프로그
램 출연 빈도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데에 반해， 대담 토론프로그램 출연 빈도는 증

가하고 있다(표 4-2) .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프라임타임 대에 위치할 뿐 아니라

방송시간도 2시간 전후로 양적 절적인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통령의 텔레비전
대중호소를의미한다

동일한 대통령 임기 중 주로 전반기에 방송출연이 집중되는 경향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첫째， 집권 전반기에는 허니문 효과 등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비

판을 능가하는 시기이다 재임기간이 흐를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표

4-1 대통령의 방송출연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년 6개월)

텔레비전 연설

4(4)

8(6)

(1 0)

라디오연설

0

0

(1)

계

4(4)

8(6)

(11)

)는 집권 전반기

(출처

: 한국언론재단 기사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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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대톰령의 방송뚫연 프로그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년 6개월)

대담및 토론고로그램

1 (1)

5(3)

(8)

오락 및 기타 교양프로그램

3 (3)

3(3)

(3)

4(4)

8(6)

(11)

계

*(

)는 집권 전반기

(출처 : 힌국언론재탄기사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자기→ 정리)

뚜렷하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집권 후반기 비리스캔들로 인한 급격한
레임덕을 경험했다. 나아가 5년 단임제는 후반기익 레임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다. 두 번째로， 대좀령의 대중호소에 내재된 전략적 한계로 재임 후반기 방송출연
의 급감을 설명할 수 있다. 텔레비전 대중호소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여

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부담이 크
다 (Kemell1997 ， 107)

반복될수록 시청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프라임타임 대 방송

출연은 대통령에게 기회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채널 독점은 대중
뿐 아니라 방송 빛 종이매체로부터 반발을 산다. 야당으토부뎌의 거센 반론권 요

구와 공개적인 대통령 비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대통령 프
로그램을 편성한 방송 측을 곤란하게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의 텔레비전 대화는 대통령 선거공약 중 하나로서 민주주의적이

고 신선한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와， 권위주의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쟁권홍보의 수
단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취임 3 개월 만에 열린 텔레비전 대짝는 불과 l 개

월 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을 제외하면 언론

과 대중익 높은 관섬 하에 치러졌다 13) 그러나 1999년 3월 행사에서 야당은 바로
다음날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생중계하라고 훨씬 강도 높게 요구했
으며 , 총선을 2개월 여 앞두고 계획된 2000년 2월 행사는 언론 및 여론， 야당의 반

13)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 ， 1% 가 1998년 5월 10일 김대중 대통령
의 텔레비전 대회를 시청했으며 , 이 중 27 ， 5% 는 끝까지 시청했다. 또한 이 방송을 시청

한 48 ,1% 중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과 주장에 대해 ‘매우 신뢰’ 와 ‘대체로 신뢰’ 가 각
각 28.7%

1998/5/18)

, 58 ， 4% 를 차지， 긍정적 평가는 무려 87 , 1 %에 달했다( W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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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델레비전 국민과의 대화(방송 3사 생중계l) 시청률 추이

시청률
(출처 : 시 사저 널

1998. 1

1998 5

1999 2

2001. 3

53.30%

40.50%

35.30%

26.60%

2001/03/14)

대로 인해 결국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1 년 3월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텔

레비전 대화는 더욱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통령의 방송출
연이 반복됨에 따라 그에 대한 관섬이 감소하는 경향을 표 4-3 에 나타난 시청률
변화를통해알수있다
요컨대 , 한국 대통령제에서 방송출연을 통한 대중호소는 그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출연이 반복될수록 그리고 재임기간이 흘러 지지율
이 감소할수록 대통령의 방송출연은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 쉽고，
시청률도 하락하는 등 전략적 한계를 드랴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 동
안 방송 3사 생중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방송 시간대를 다양화

하고 라디오 (MBC “여성시대" )로 이용 매체를 확장한 것은 이러한 방송출연의 전
략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자 보다 세분화된 대중과 이슈를 개척하고
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 언론회견

대통령의 방송출연과 언론회견은 모두 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출연에 비해 언론회견은 대통

령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대통령-언론 간 커뮤니케이션에 가깝다 즉， 대통

령의 언론회견은 대통령보다는 언론을 위한 것이다 (Eshbaugh-Soha 2003 , 348). 언
론회견은 언론의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질문할

권한을 보유하고 대통령은 이에 답변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은 회견 시간과 장소
를 결정할 권한뿐 아니라 질의응답 이전에 모두발언을 통해 의제를 제시할 수 있
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세워 언론이 자
신을 우호적 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한다 (Kemell1997; Grossman and Kumar 1981; 설원

태 2005 , 370). 이러한 성격 탓에 대통령의 언론회견은 보도의 내용을 둘러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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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0

20

30

연명균기자회견

그림 4-2 세 대통렁의 내외신 기자회견 횟수

(출처 : 한국언론재단기사검색서비스 및 청와대정보공개청구결과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령과 언론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협력의 무대이자 충돌의 장이다(설원태 2005;

Cook and Ragsdale 1998).

또한， 방송이 프로그램 주연으로서의 대통령에게 부여 하

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언론회견에서는 제 거 되는 한편，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전
달되기보다는 매체가 지닌 물리적 한계(보도시간 지면) 및 상업적 목적에 의한 여

파와 편집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회견은 대통령의 대중적 활동임에도 불구
하고 언론이라는 또 다른 정치제도를 매개로 대풍에게 다가가기에 대중호소와는
차이가있다.

그림 4-2에 나타난 대통령의 언론회견을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내외신기자
회견은 총 1 63회로， 연 32.6회 열렸다. 김영삼 대통령의 언론회견의 상당수는 단독
회견으로， 주요 신문사들의 창간기념일은 물론， 지방선문사들과도 3.5주년 창간

기념일마다 단독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언론회견
의 빈도는 더욱 늘어나 5년 간 총 265회 , 연 평균 53회의 언론회견을 했다 단독회

견 중심의 언론회견 관행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최소한 형식적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언론관계의 틀을 어느 정도 계승했
다고할수있다.
이에 비해 노무펀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총 53회의 언론회견을 한 데에 그쳤다.
지자회견의 형식도 단독회견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문 잡지사와의 단독회견은 집권 전반기 동안 단 7회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합동기자
회견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적 채널과 단독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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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징지어지던 과거 대통령-언론관계의 틀을 깨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통
령 합동기자회견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제도화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
상외로 적은 수의 합동기자회견 혹은 대통령직칩브리핑을 가졌디는 사실은 실제
로는 언론을 경유한 메시지 전달보다는 다른 직접적인 대중호소를 모색했음을 시
사한다 14)

한편， 김영삼 대통령을 훨씬 앞지른 김대중 대통령의 높은 빈도의 언론회견 기

록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대통령 언론 관계의 점진적， 구조적 변화 및 대중호소

비중 증대라는 가설에는 역행한다 15) 그러나 노무현 행정부 시기의 특정인 대통령
언론회견의 공식성 강화는 상술했듯이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
다 다만 김대중 행정부에서는 실패했던 시도가 노무현 행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대통령 언론회견의 성격 및 빈도의 변화가 가시화된 것이다

요컨대 그빈도가감소하고동시에 보다공식화되면서， 대통령관련 보도를둘러
싼 대통령-언론 간 충돌의 장인 언론회견은 청와대 측에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대통령-대중 간 접촉에서 언론을 매개로 했던 과거의

관행은 이제 대통령이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우회하여 대중과 직접 소통하

14) 이는 미국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의 정례대통령기자회견은 아이젠하
워 대통령 이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Hager and Sullivan 1994; Eshbaugh-Soha 2003). 레
이건의 경우 극도로 기피하여 연 6회에 불과했다. 커넬 및 해거와 설리반은 대통령제의

제도적 기술적 변화가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는 반면， 에쉬바우는 부시와 클린

턴의 경우 다시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정례기자회견 빈도 결정요인에서 제도적 접근과
개인적 접근 (prεsidency-centered

and presidεnt-centered perspectives)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시와 클린턴의 기자회견은 기존의 공식적 성격이 상당히 제거
된， 즉흥적이고 짧은 질의응답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자회견의 감소라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Kemell1997.

88)

15) 쿠마르 (Kumar 1995) 가 대통령→언론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회견
이 총론은 물론 각론에도 치밀한 논리를 서l 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스타일이라면， 김영

삼 대통령의 경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 하다가 ‘인
터뷰 내용 중 가지를 일부 보완하는 것은 기자의 몫’ 이라는 차이이다(강준만 1995 ,

l7 8- l79) . 스타일의 차이가 기자들이 김대중 대통령과는 ‘긴장관계’ 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이 자주 열린 반면， 김영삼 대통령과는 적은 기자회견으로도 협조관
계’ 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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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관행으로 대체되고 있다.

:3 ，해외순방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외국 지도자와의 정상회담 및 경제협상，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을 대표하는 연설 등을 모두 포함하며， ‘대통령다움’을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해외순방과 같은

국가 원수로서의 공식 활동’ 은 대통령

관련 보도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남재일 2005) ,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

이자 ‘국제적 참여자’로서 비취지는 대통령의 이이지는 비판적 보도보다는 우호
적인 보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 회 가 된다(설원 태 2005; Cook and RagsdaIε 1995) . 따라서 대 통령 의 해 외 순방은

그것이 지니는 외교적 의미와는 별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중호소

전략중의 하나이따.
그림 4-3 에 나타나듯이 , 한국 대통령들의 해외순방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세 대통령을 비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면 평균 6개국， 김대중 대통령이
떤 평균 5개국， 노무현 대통령이 연 평균 107H 국(전반기)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장우 김영삼 대통령보다 약간 적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두 전 대통령에 비해 상
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전반기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했음

에도 불구하고 두 전 대통령을 월등히 뛰어넘었다. 여는 탄핵발의안 국회 통과로
띤한 직무정지 기간 (2004년 3 월~윌)을 고려할 때 더욱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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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역대 대통렁 연평균 방문국 수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05J 와 청와대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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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그림 4-4 , 대통령의 임기 중 해외순방일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05J 와 청와대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고정된 재임기간 중 해외순방이 국정수행에서 가지는 비중을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해외순방일수에서도 유사한 추이가 발견된다(그림 4-4) . 김영삼 대통
령은 총 122 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으벼， 김대중 대통령
은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증가 추세가 잠시 멈춘 원인은 고령

이라는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6)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는 다시 증가세가 회복되어 전반기에 이미 100일애 가까운 해외순방일수를 기록하
였다. 분석의 범위를 재임 3년으로 넓히면 노 대통령이 해외에 머문 기간은 두 전

대통령의 5년 기록에 가까워진다.

요컨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민주화 이후 방문국수와 순방일수 모두에서 뚜렷
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통령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와 비판이 해외순방 중에는
금기시되는 경향이 존재하기에， 대통령은 해외에 있음으로서 대중적으로 어필하

기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

월 남북정상회담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12월 자이툰부대방문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의 입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해외순방 사례
들이다.

16)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은 대통령 공식일정 전반이 이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기에(문화일보 2003/01/10) , 해외순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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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많은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대통령-대중의 적접 소통을 진정한 참여민주
주의 의 전기 로 파막했 q(Hacker

1996; Benson 1996). 카노반 (Canovan 1999; 2002) 도

대통령이 안론과 정당 등 정치제도를 우회하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현대 정치의 특성과 민주주의적 지향이 동시

에 맞물려 탄생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대풍호소전략이 민주주의에 명백히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대중호소는 단기적으로 살패할 가능성이 상

당할 뿐 아니라 장기적 으로 민주주의를 정체시키고 정치를 엔터테인먼트의 수준
으로 끌어내려， 정치지도자의 앙상한 수사만을 남기며 시민적 판단능력의 실종에
기 여 한다는 것 이 다 (Onnan

1990; Tulis 1996; 1998; Miroff 1998; Gronbeck 1996). 대 통

령직은 현대 대통령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현시성 강한 지위라는 점에서 대

흉령의 대중호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

에서 국폐 역할이 제한되는 데에 비해 국제 협약의 집행자로서의 행정부의 위상은
츰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국회 및 정당

과 같이 정책생산기능이 약하고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경우 대통령 대중 직접소통은
제도정치의 발달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규범적 차원에서 대통령 대중간의 직접소통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그
첸략적 한계마저 무시하기는 어렵다. 첫째， 대통령의 대중호소는 제도를 우회하는

포풀리즘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제도정치를 구성하는 언론 및 국회로부터 집중
책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잦은 대통령의 대중적 행보는 그 자체
로 대통령직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한 위힘은 노무현 대
통령 취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현실화되었고， 그 결과 대중호소전략의 패

턴이 후반기에 이르러 상당한 정도로 변화했다. 대연정 제안이 실패한 후 노 대통
령은 기자회견 및 텔레비전 출연， 인터넷 편지 및 기고를 자제하고 있으며， 하더라
도 최대한 공식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호소전략의 현실적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단기적이
니-마 대통령의 통치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중호소전략의 사례들이 존
재하고， 이를 수행했던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차기 대몽령들도 국정운영에서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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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중호소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변화도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중호소전략은 이미 제도화되는 단계이며， 일
상적 국정운영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이
대통령제와 국회， 정당， 언론 및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정과정 및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통령제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다. 나아가 대통령의 성공에 기여하는 대중호소전략의 조건 및 제도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중호소의 조건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강원택. 1999. “유권자의 선택과 TV 선거운동의 효과" ~한국정치연구!l 8.9권 합병호
--•.

2003a. ~한국의 선거정치』 서울: 푸른길.
2003b “정당의 공직후보선출과 당내민주화

심지연(편). ~현대정당정치의 이

해~. 서울 백산서당.
••.

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강준만. 1995. ~김대중 죽。171~ . 서울: 개마고원.

김

당. 2004

“청춘회 청초회 그리고 청와대출입기자~오마이뉴스~ (1 2윌 28 일).

http://www.ohmynεwS.comlarticleview/ar디 cle_view.asp?accode =

228784 (검 색 일

2005년

1 월 2 일)

김용호 2004 “2003년 헌정위기의 원인과 처방

진영재(편). ~한국권력구조의 이해~.

서울 나남.
김형준 2003. “미디어와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회의

발표문
김효재. 1997. “TV토론 만 71 회 : 실효성엔 의문" ~주간조선』 통권 1483호.
남재일. 2005. ~대통령 보도와 청와대 출입기자~. 서울: 한국언론재단.
모종린 2004 ‘대통령제 개혁

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회의 발표문.

박종민. 1993. “정치적 지지의 근원으로서의 매체노출 .. ~한국정치학회보~ 21 권 1 호.
박종화. 2005

~한국의 정치는 신문이 죽인다~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찬욱 2004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개헌론

”

진영재(편). ~한국권력구조

의 이해~ . 서울: 나남.

설원태. 2005 ~대통령과 언론， 친구인가 적인가~ . 서울 nBook.

252

한국정치연구

제 16집 제 1 호 (2007)

안병진. 2004. w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정치학』 서울: 푸른길
이동선 1998. w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이해J].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병광. 2003

“TV토론을 취재하며 ” 문화방송(편l. w무엇이 대통령을 만드나: 2002

대선 MBC-TV토론 백서J]. 서울: 문화방송

이준한 .2004.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관계 .. w의정연구J] 10권 1 호
이현출 2003
장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 w의정연구J] 9권 1 호.

훈. 2002. “보씨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 w띄정연구J] 8권 2호.

정상대. 2002. w한국대통령선거와 커뮤니케이션J].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장집. 1993. w한국 민주주의의 이론J]. 서울. 한길사.
함성득. 1999. w대통령학』 서울: 나남 .

. 2005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 .. w행정논총J] 43권 제 2호.
Barrett, Andrew W. 2000. Gone

Pμblic: 낌le

Impact 01 Presidential Rhetoric in Congress. Ph.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8enson, Thomas W. 1996. “ Desktop Demos." Martin 1. Medhurs t. eds. Beyond the Rhetorical
Presidencγ. TexasA&MU띠versity

Press.

80nd, Jon R., and Richard Fleisher. 1990.

매e

President in Legislative Are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mpbell, Colin. 1998. The

u.s. Presidency in Crisis. Oxford University Press.

Canes-Wrone , Brandice. 200 1. “ The President’ s Legislative Inf1 uence from Public Appeals."
American Joumal 01 Political Science. Vol. 45 , No. 2.
Canovan , Magaret. 1999. “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47 , No. 1.
2002. “ Taking Politics to the People: Populism as the Ideology of Democracy," in Y.
Meny, and Y. Sure, 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Palgrave.
Clinton , Joshua D. , David E. Lewis , Stephanie K. Riegg , and Barry R. Weingas t. 1999

“ Strategically Speaking: The Three Strategies of Going Public."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εnce Association. Georgia. Atlanta

Cohen , Jeffrey E. 1995. “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American

Joμ malol

Political Science. Vol. 39, No. 1
Cook , Timothy E. , and Lyn Ragsdale. 1998. “ The President and the
Newsworthiness at the White 묘ouse" Michael Nelson, eds.

ηle

맘ress:

Negotiating

Presidency and the Political

Syste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Cox, Gary W. , and Saαnuel Kemell. 떠s. 199 1. Th e Politics 01 Divided Govemment. CO: Westview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253

Press.
Dahl, Robert A., and Charles E. Lindblom. 1953.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Harper and
Row.
Denton , Robert E. Jr., and Rachel 1. Holloway. 1996 “ Clinton and the Town Ha11 Meetings:
Mediated Conversation 떼dthε Risk of Being ‘In Touch’" Robert E. Denton, Jr., and Rachel
1. Holloway , eds. ηze Clinton Presidency. Connecticut and London: Praeger.

Edwards , George C. III. 1989. At the Margins:

Presidentiα1 Leader떼ip

ofCongress. New Haven:

Yale Univεrsity Press.
Eshbaugh-Soha, Matthew. 2003. “만esidential Press Conferences over Time." American Joumal of
Politioα1 Science.

Vol. 47 No. 2.

Gronbeck, Bruce E. 1996. “까le Presidency in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Martin J. Medhurst,
eds. Beyond the Rhetorical Presidency. Texas A&M University Prεss.
Grossman, Michae1 B. , and Martha Joynt Kumar. 198 1. Portraying the President: Th e Wh ite House
αnd the

News Media. Bal디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않s.

Hacker, Kenneth 1. 1996

“Virtu띠

Democracy: A Critique of the Clinton Adrninistration Citizen-

White House Electronic Mail System." Robert E. Denton, Jr., and Rachel 1. Holloway , eds.

The Clinton Presidency. Connecticut and London: Praεger.
Hager, Gregory 1., and Terry Sullivan. 1994. “ President-centered and Presidency-centered
Explanations of Presidεntial Public Activity." American Joum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
NO.4

Hamilton, Alexander, James Madison, and John Jay. 196 1. The Federalist Papers. Penguin Group
Inc
Hill, K. Quaile. 1998

“ The Policy Agendas of the President and the Mass Public: Research

Validation 없ld Extension." American Joumal ofPolitical Science. Vol. 42 , No. 4
Kemell, Samuel. 1997. Going Public. Washington, DC: Congressiona1 Quarterly Inc.
King, Anthony. 1976. “ Modes ofExεcutive-Legislative Rela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1, No. 1.
King, Gary, and Lyn Ragsda1e. 1987. The Elusive Eλecutive: Discovering Statistical Pattems in the

Presidency.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Kumar, Martha Joynt. 1995. “ President Clinton Meets the Media: Comrnunications Shaped by
Predictable Pattems." Stanley A. Renshon, eds. The Clinton Presidency: Campaigning,

Governing, and the Psychology of Leadership. Boulder , San Francisco , and Oxford:
Westview Press.

254

한국정치연구

제 16집 저11 호 (200 7)

Miroff, Bruce. 1998. ‘'The Presidency and the Public : Leadership as Spectacle." Michael Nelson,
eds. Th e Presidency and the Political System. Washington, D. C: Congressiona1 Q빠terly.
Neustadt, Richard E. 1960[1980]. Presidenti，α 1 Power. John Wiley and Sons , Inc.
Orman, John. 1990. PresidentialAccountabiliη. New York: Greenwood Press.
Ri vers , Douglas , and Nancy L. Rose. 1985 “ Passing the President’ s Program: Public Opinion and

Presidential Influence in Congr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9 , No. 2.
The Korea Press Foundation. 2005

ηle

Korea Press. The Korβa Press Foundation.

TImrber, James A. 199 1. “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in Divided P따ty Control
of Government." Po /i tical Science and Pθlitics. Vol. 24 , No. 4.
Tulis , K. Jeffrey. 1987. The Rhεtorica1 Presiden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많 s.
「→-←.

11996. “ Revising the

Rhεtorical

Presidency." Martin J. Medhurst , ecls. Beyond the

Rhetorical Presidency. Texas A&M University Press.
•

1998. “ The Two Constitutiona1 Pr，εsiclencies." Michael Nelson, eds. Th e Presidency and

the Political System. Washington D.C: Congressiona1 Quarterly.
대한상공회의소보고서. 2005. “경제외교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 http:νwww.korcham.

net!E conNewslKcciReportlCRE 10102C. asp ?m_menu=&m_ DataID =200508250 18&m_CciI
D=A001&m_query =&m_queryText=&m_pagε=11 (검 색 일 : 2005년 9월 1일 ) .
『연합뉴스~.

2003/12/22.

http:미lews.naver.conν'news/reacl.php ?mode=LSD&office_id=OO 1&

article_id=0000573474&sectio n_id= 100&mεnu_id=100
『프레시얀~.

(검 색 일

: 2005년 4월 7 일 )

2006.3.24. http:νwww.pressian.com (겁색일 2006년 3월 24일) .

BBC/Reuter/ Media Center Poll: Trust in the Media(May 2006). http://www.globescan.com
/news_archives/bbcreut. htrnl (검색일 : 2006년 5월 10일).
국회 홈페 이 지 htφ:νwww.assembly.go.kr

문 화관광부홈페 이지 http:νwww.mct.go.kr
청 와대 홈페 이 지

http:f.lwww.president. go.kr

한국언론재단기사검색서비스 http:νwww.kinds.or.kr
한국인터 넷정 보센터 htφ.νwww.is샌 nic.or. kr
중앙선거 관리 위 원회 폼페 이 지 http://www.nec.go.kr
『경향신문)1.1998.5.18

『문-화일보~. 2003. 1.1 0.
『시 사저 널~. 200 1.3 .14.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255

만le

National Leader Goes 맘ublic in Democratized Korea: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Ri sing Public Presidεncy

g흩jin Ko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wake of the country’ s democratization in 1987 , barg떠ning presidency has bεεn often
posited as a prerequisite condi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Korean

poli디cs，

however, the visible breakdown of “ impelial

Korεan

democracy. In recent

presidεncy"

has not led to the

emergence of bargaining presidency which works in a rathεr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etting.
Instead, Korean politics witnessεs the lise of a prεsidency directly appealing to the public. The

study seeks to explain the president’ s political style of going public in terms of a

stratεgy

rooted in institution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πle

institutional factors which havε been conducive to changes in presidεntial strategy are

as follows. First, the power of impelial presidency based on hierarchical cOl1trol of the press
and the president’ s party has drastically dwindled since the Kim Dae밴ng administration
though the impelial presidency of the autholitarian past might have kept some vestige even in
the current democratic era. Second, due to reform in presidential candidate selection procεdure
in 2002, outsider politicians popular among the public have advantage over party-based onεs
in winning the candidacy. Third, the ‘ routinization of dividεd

govεmment’

has

intεnsified

partisan conflict. Both sides frequently resort to going-public strategies aimed at favorable
positions in the next election. Fourth, technological advances of the Intemet and the legal
introduction of telεvision campaigning in election have effectively pεnetratεd into day-to-day
politics and encouraged the president to go public. Having
style of going public has not simply
fromm떼or

resultεd

from the

arguεd

that presidential political

president’ spεrsonal

idiosyncrasy but

institutional changes , the study fm1her dεlvεs into three catεgolies of going public

records , such as televised address , press meeting , and overseas travel , regarding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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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cutive Presidents Kim Young-sam, Kim Dea-jung , and Roh Moo-hyun. The result shows
that televisεd address and political overseas t:ravel that provide the president with opportunities
for standing in front of the public and appealing directly to

thε

public have significantly and

consistently increased in their frequency. Meanwhile the frequency of press meeting which
concems the president’ s relationship with the press much more than with the public has overall
decreasεd.

Given the structural conditions for presidential politics , the strategy of going public has now
become institutionalized or a significant p따t of the presidεnt’ s daily exercise of leadership. It is
of tremendous importance to seek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about how presidential
sσategy

of going public strategically affects the Nationa1 Assembly, political p따ties ， the press ,

public opinion, and the presidency itself, and also about the ways in which such presidential
strategy structures or changε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public policies.

Keywords: presidential going public , bargaining presidency , imperial

presid없lCy ，

president-press relationship , reform of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 outsider president ,
divided gove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