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평

․ 민주주의체제에서 공공정책은 보통 사람의
견해를 반영하는가?
/ 강명세

민주주의체제에서 공공정책은 보통 사람의
견해를 반영하는가?
강명세*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Christopher H. Achen & Larry M. Bartels.

왜 이 책이 주목해야 하나?
위의 책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경험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중대 변곡점을 이룬다. 이들이 이룬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재 발굴은 한국에
서 지배적 갈등인 지역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정치학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합리적 선택이론의 틀 속에서 민주주의의 동학
에 주목해왔다.1) 둘째,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보다 광범한 관점에서 조망하
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책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이후 본격화된
포퓰리즘의 등장이 민주적 선거과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시사한다.2) 제2장은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념이나 정책적 선호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에 전념하
는데 이를 학문적 전통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여론조사의 경험이 빈약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사회문화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간 연구
는 주로 단편적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선거결과를 해석하는게 일반적이었다.
2) 최근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풍성한데 최근 논의는
다음이다: Inglehart and Norris, “Trump, Brexit, and the Rise of Populism: Economic
Have-Nots and Cultural Backlash”, Harvard Kennedy School,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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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대출발
2016년 드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생각이 전면에 부상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논쟁이 드디어 폭발했다. 공저자 에이컨과 바르텔즈는 미국정치학의 중견정
치학자로서 그동안 여론과 민주주의에 대해 견고한 연구성과를 제시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에어컨은 주로 방법론적 정밀함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강조
해왔으며 바르텔즈는 국내서에서도 번역된 <불평등한 민주주의>의 저자로서 새삼
소개가 필요없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한 저자들은 기존의 전통적 관념적 민주주의
는 엄연한 현실과 어긋하는 점에서 이상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용어에
따르면 전통적 민주주의는 ‘민중주의(folk theory)이론’이다. 이들은 민중주의 민
주주의는 20세기 후반 도래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실증적
으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민중모델의 전형은 다운즈가 제시한 공간이론이며 이는 민주주의 연구에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당과 유권자의
결속체제를 근거로 한다. 공간이론은 정치엘리트가 집권의 필요상, 일반 시민의
이념을 추종하여 정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민주적 책임성이 보장된다
고 본다. 그러나 저자들은 엘리트 이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의
선호는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선거는 보통 시민(ordinary citizens)
이 희망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적 시민의 선호를 반영
하기 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과 이익집단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영하
기 때문이다.
이들의 선언은 민주주의 주류 이론에 대한 도전이다. 그동안 민주주의는 좌우를
넘어 다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첫째, 다원주의는 다양
한 집단의 합종연횡을 거쳐 드러나는 다수이익을 마르크시즘은 계급적 이해를 반
영하는 제도로 이해한다. 둘째, 전통적 민주주의 논의는 시민과 투표자가 깨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투표자는 정부정책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가정
이다. 개인과 집단의 합리적 선택을 가정하는 것이다. 민주적 선거에 투표는 개인
이 자기의 이익을 파악한 후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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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저자는 민중적 민주주의는 계몽시대 이후 뿌리를 내린 이상주의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의 전통적 개념은 링컨의 “인민의,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민
주주의에서 시작한다. 이후 민주주의에서는 투표자 다수가 선택한 정부가 출현하
여 이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이상이 수립되었다.
깨어있는 시민의 가정에 대해 저자들은 경험적 사실과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투표
자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의 “‘시류(the nature of time)’, 특히 경제의
상태에 대한 느낌, 그리고 어릴 적부터 습득된 정치적 충성심”이다(1 쪽).
제4장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의 의미로 인정되는 민주적 책임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은 국민주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강조한다. 전통적
민주주의는 두 가지 모델을 통해 전파되어 왔다. 첫째는 로버트 달이 제시한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에 기초한 민주주의로서 일반 시민의 역할에 초점을 두
는 포퓰리즘 모델이다. 둘째 모델은 슘페터가 제시했던 것으로 선거를 리더쉽선출
기제로 이해하려 한다. 민주적 시민은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선출
하여 자신의 이해를 표출한다는 것이다. 미국정치학의 태두에 해당하는 키(V. O,
Key)는 숨페터 이론의 현대판에 해당하는 회고적 이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투표자는 현직 지도자를 평가할 때, 과거의 사건, 정부의 업적이 정책성과 등에 기초
하여 결정한다. 이처럼 회고모델은 민주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한다.

컬럼버스학파와 미시간 학파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비관주의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인류의 향상과 진보를 믿는 이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는 엘리트주의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체는 방법론적 변화에 따라 발견되었다. 미
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되어 보통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940년 미국에서는 컬럼버
스 학파를 주도한 라자스펠트(Paul Lazarsfeld)3)와 미시간학파를 세운 캠벨(A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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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4)이 등장했다.
여론조사는 선거행태 등 정치적 결정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정체성의 산물임
을 보여주는데 기여했다. 이어 컨버스(Philip Converse 1964)는 당시까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에 의거, 이상주의가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시민의 정치적 신
념체계는 일반적으로 옅고, 조직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비정합적”이라
는 역사적 명제를 남겼다.5) 에이컨과 바르텔즈는 컨버스의 주장에서 현실주의의
단초를 발견한다. 컨버스는 민중주의 이론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수
적이라고 믿는 정치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념적으로 무장한 시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은 일반시민이 신뢰하는 정치엘리트의 말한 것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
장한다
저자들도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도입했던 전통에 따라 여론조사에 의존한다. 미
국선거연구(National Election Studies)가 축적해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일
회성이 아닌 장기간 여론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다. 이들은 1916년 윌슨대통령 당선부터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재선까지의 자료
를 포괄하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 100년의 기간에는 미국정치의
중대한 변곡점을 총 망라한다. 1930년대 뉴딜, 1960년대 민권운동과 남부의 변화,
1970년대 워터게이트의 후유증, 베이비부머 세대의 종교관과 낙태논쟁 등등은 사
회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가를 설득력있게 논의한다.

제3의 민주주의: 집단이론
이상주의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
한 개혁을 제시해왔다. 민중주의 이론가들은 제도적 개혁, 시민교육, 미디어 개선,
빈곤층의 보다 효과적 동원, 강력한 도덕적 함양 등을 통해 현실을 이상에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3) Paul F. Lazarsfeld,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r. 194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Columbia University Press).
4) Angus Campbell,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5) Philip E. Convers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 in Mass Politics.” In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Free Press), 2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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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이 던진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현상안주에 만족했다. 처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체제를 제외하곤 최악의 체제이다”(12 쪽).
그러나, 현실주의자에게 이상주의가 제시한 개혁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실패의
재탕이며 새롭지 않다. 제8장은 제3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제9장은 이를
경험적 증거를 통해 정교히 발전시킨다. 제3의 모델을 민주주의의 집단이론으로
명명한다. 집단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공간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다. 정치적 선택은 사회적 정체성과
집단소속감의 결과이다. 후기물질주의 이론은 사회적 정체성이 세대별로 다르게
형성된다고 가정하는데 이 점은 저자들이 제시한 집단이론과 동의 가능한 부분이
다. 1960년대 민권운동으로 남북전쟁 이후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남부백인층은 민
주당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고 믿고, 즉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공화
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당파적 정체성은 불변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
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1990년에는 낙태와 종교문제를 두고 당파적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남성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에 따라 낙태문제를 생각
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낙태가 정치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단서이다. 공화당을 지지
했던 여성은 공화당이 낙태를 반대하자 민주당으로 이동했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이 책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사회문화적 이론과 넓은 뜻에서 궤를 같이 한
다. 1970년대 잉글하트가 제창한 사회문화이론은 브렉시트나 트럼프 승리가 후기
탈물질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역습(backlash)으로 이해한다.6) 후기물질주의 이
론은 물질적 빈곤을 경험한 세대와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세대에는 간극이 존재한
다. 후기물질주의 세대는 개성과 삶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는 반면 빈곤의 공
포를 경험했던 세대는 국가질서와 권위주의를 위시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집착에
서 벗어날 수 없다. 후자 세대는 인종갈등, 동성애, 낙태나 종교 등 전통과 어긋나
6) 최근 사회문화이론 문헌은 다음과 같다: Robert Inglehart and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ippa Norris,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Christian
Welzel. Freedom Rising: Human Empowerment and the Quest for Emancipation(Cambrige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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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문화적 갈등은 특히 경제적
하강의 국면에서 강력하게 작동한다. 백인실업자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가 단순히
경제적 하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고 경제 외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믿는다. 지난 미국대선에서 저소득의 교육수준이 낮은 백인이 대거 트럼프와 샌더
즈를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국 투표자와 미국 투표자는 정치엘리트가 제
시하는 토착주의(nativism)에 호응하여 브렉시트와 트럼프를 지지했다.
저자들의 바램대로 민주주의 이론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으
려면 이들의 주장에 대한 경험적 반증과 재반론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주장이 사회문화적 이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은 경험적
증거에 기초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이들이 미국 여론조사에만 의존
하여 내린 결론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경험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일반화 주장에
대해서도 향후 치열한 후속 논의가 절대적이다.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학문적 경쟁을 격화된다면 이는 이론의 보편화뿐 아니
라 규범적인 면에서도 질 높은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과연 이 책의
주장대로 보통 사람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책선호가 아니라
당파적 충성과 집단적 소속의식인가? 이러한 가설은 지역주의와 세대 갈등이 미치
는 역할과 관련한국에서도 많은 경험적 논의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