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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백래쉬
강 명 세 * 1)

Pippa Norris and Ronlad Inglehart, Cultural Backlash: Trump, Brexit,
and Authoritarian Popu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노리스와 잉글하트의 저술(2019)은 최근 2 3년 사이에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정치변화 즉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그리고 프랑스 극우전선의 도전을 세대이
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들의 시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동시대적 현상에 대해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점에서 중대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설명은 오랫동안
문화적 가치에 주목해왔던 시도의 연장이며 지금까지 거대변화를 설명해왔던 정치경
제적 시각의 설명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1) 또한 정치경제문헌의 관점
에서도 최근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
로 논의할 필요성을 느낀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해가 져야 난다”
정치경제는 오랫동안 정치를 보는 창이었다. 정치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두고 벌어
지는 균열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축으로 놓는다. 정치경제의 창으로 보면 개인 심리나
사회문화는 경제적 이해를 정당화하는 부수적 가치에 머문다, 정치경제의 행위자는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정치경제의 설명은 방대한 문헌을 차지하는데 다음은 그 일부이다: Pablo Beramendi, et. al.
eds. The Politics of Advanced Capit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Jens
Rydgren, ed., Class Politics and the Radical Right, London. Routled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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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더 얻기 위해 싸우는 계급이다. 정당은 경제적 차원의 균열을 중심으로
모여 정부권력을 차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집단이다. 정당은 경제적 이익을 지켜주거나
더 확대해주겠다 정강과 정책을 제시하여 투표자/시민에게 호소한다. 정치균열은 좌
우갈등을 따라 대립하며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며 이에 대해

∼

보수정당은 시장경쟁의 원리로 대립한다. 전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1960 1970
년대 동안 좌파정당은 재분배와 복지국가를 구축하여 지지기반을 굳건히 하는 데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세력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 초 레이건과 대처 등 보수정당은
감세와 탈규제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동시에 세계화, 기술변화, 그리고
탈산업화의 거대한 변화가 지속되었다. 1977년 잉글하트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의 발생을 설명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예고였다.

거대한 변화와 세대교체
거대한 변화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을 움직였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서 물질적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다. 문화의 이동은 “장기적 구조적 변화 즉 세대교체,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 성평등의 확산,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사회를 낳은 이민증대,
그리고 도시화 과정”의 결과이다(2019, 88). 전후 생존이 불확실했던 시대에서 이제

∼

생존의 우려는 사라졌다. 탈물질의 시대, 특히 1980 1996년 동안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는 과거 세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사회를 인식한다. 물질주의 시대의 개인들은
민주주의의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시민권,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에 대해 권위주의적
태도를 갖는다. 그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권위에 대해 존중하고, 인종이나 이민과
관련된 시민권에 대해 폐쇄적이다.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시장의 이분법에 집착한다.
좌파성향은 재분배를 우파성향은 감세정책을 강조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사고는
개방성과 다양성에 기반한다. 새로운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역할, 낙태, 성평
등, 동성애 보장, 사형제도, 동물의 권리 등은 국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닌 개인자유의
문제이다.
거대한 변화는 선진민주주의의 정치경제를 변화시켰다. 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에서 인력의 이동으로 확대되었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제성장에 기여
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세계화의 승자는 금융자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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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기술변화에 필수적인 고학력 인적자본이었다. 제조업, 저숙련 노동, 소자영업
등은 세계화의 열패자가 되었다.
저자들은 세대교체가 문화적 반격이 일어나게 된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 세대교체는 서로 상이한 가치의 충돌문제를 잉태한다. “2012년 되면
유럽에서 전전세대와 베이브 부머세대는 성인인구의 소수가 되지만 젊은 층에 비해
투표율이 높은 점에서 투표자 비중으로는 다수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밀레니엄 세대는 성인인구의 가장 큰 부분으로 베비부머를 능가했다(2019, 89)” 이처
럼 세대교체는 구세대를 지배하는 물질주의적 권위주의적 가치가 도전받을 것임을
말해준다. 구조적 문화적 변화는 이전에 전통적 규범을 따르던 문화적 다수를 점하던
세대가 “자신의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되는 전환점에 도달하게 된다. 세대차는 정치
이념이 차이에서 두드러진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엄세대는 진보 30%, 보수

∼

28%, 중도 40%인데 비해 1946 1964년 출생한 베이부머 세대는 보수 44%, 진보
21%, 중도 33%이다(2019, 101). 문화적 헤게모니를 상실한 사회적 보수는 그 변화가
사회적으로 자유주의를 갖는 젊은 세대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된다. 상실감에 분노한
사회적 보수는 이제 선거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지켜줄 것으로 선전하는 트럼프와
르펭을 지지하고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문화적 반격의 저변에는 “조용한 혁명”이 있고
사회적 진보의 가치에 대해 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전세대와 베비부머 세대가
반란을 한 것이다.

세대교체의 정치적 결과: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균열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중요한 수요층을 형성하
는데 기여했다. 세대교체는 문화적 균열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세대를 따라 갈라진 사회적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는 정당과 정책의 공간
으로 확산된다. 이민문제에서 촉발된 다른 가치와 외부 문화에 대한 반감은 인종과
종교적 정체성 등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슬람 테러의 공포, 히잡거부감,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으로 표출되었다. 문화적 균열은 전통적 경제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균열구조와는 관계없이 발생한다.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문화적 차이는
정치적으로 갈등을 불렀다. 문화적 균열은 미국 공화당의 내분을 조장했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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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면 트럼프가 예비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다. 영국의 보수당 역시 브렉시트
표결 직전 유럽연합 문제를 두고 분열되었었다. 한편 샌더즈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그리고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진보적 포퓰리즘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엘리트의
이기주의와 기득권의 부패를 공격하는 동시에 양성평등, 환경보호, 사회정의 등 사회
적 진보적인 가치를 옹호했다.

포퓰리즘의 등장
문화적 균열에 따른 극단적 정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이것이 바로 의석이나
후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영역의 기업가에 해당하는 후보나 정당이 대중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약과 정책으로 잠재적 수요층에 호소하고 지지를 확산해야
한다. 저자들은 트럼프와 브렉시트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대표적 증거라고 주장한
다. 저자들에게 포퓰리즘은 두 가지이다 (2019, 4-5).2) 첫째, 포퓰리즘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지하는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대의정치와 제도에 둔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다원주의 제도를
기득권 보장 장치라고 비판한다. 대의정치는 그들이 보살펴야 할 대중의 이익을 제쳐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열중하며 따라서 인민의 이익을 위한 대안정치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포퓰리즘 지도자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및 도덕적
권위의 유일한 근거는 ‘인민’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포퓰리즘은 우리와 그들
을 분리하고는 정치적 수사를 최대한 이용한다.

누가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포퓰리즘이 왜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 두 가지 논의가 대립한다. 경제적 설명은
세계화, 탈산업화 및 기술변화의 열패자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상해주겠다고
나선 포퓰리즘 후보와 정당을 지지한다고 가정한다. 포퓰리즘의 전략은 저학력, 노동
2) 저자들은 포퓰리즘 문헌에서 널리 인정되는 이념으로서의 포퓰리즘을 수용하지 않는다. 무디(C.
Mudde)는 포퓰리즘을 이념적 현상으로 이해하며 우리와 그들의 분리, 기득권 비판, 그리고 정책
적 무책임 등을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Cas Mudde,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and Opposition, 39(4): 54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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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저소득, 자국주의자(nativist), 외국인 혐오자 등의 집단에 적극적 호응을 얻었
다. 한편 문화적 반격 이론은 경제적 곤란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위협을 느낀
사회적 보수세력이 기득권 엘리트를 공격하는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
은 문화적 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세대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9, 제10장). 세대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진보적 가치를 믿는 젊은
세대 특히 밀레니엄세대는 자신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전전세대와 베이브부머 세대는 사회적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트럼프 지지를 두고, 경제변수와 사회인구적 요인등을 통제하더라도 세대변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세대이론은 브렉시트 설명에서도 세대변수를 강조한다(제
11장).
<그림 1> 생산노동 계급 공화당지지율 비교

문화적 균열과 계급
저자들은 경제적 요인을 무시하기보다 문화를 핵심요인으로 두고 경제와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은 여전히 계급이나 학력이 미친 효과를 충분
히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 정치경제 분야는 문화적 요인이 중요성을 수용하여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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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중간계급이 누구에게 투표하는 가에 대해 논의한다.3)
이는 경제적 균열과 아울러 비경제적 균열이 존재에 대해 적극적 인정하고 이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정치경제의 새로운 시도는 소득과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네 집단(저학력/저소득, 저학력/고소득, 고학력/고소득, 고학력/저소
득)을 분리하면, 과거 민주당 핵심지지층이었던 저학력/저소득, 공화당 핵심지지층이
었던 고학력/고소득 집단이 문화적 균열에 따라 지지를 바꾼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학력은 문화적 성향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학력자/저소득자는
트럼프를, 고학력자/고소득자는 클린턴을 지지한다. 2009년과 2016년 선거를 비교
하면, 저소득/저학력의 생산노동 계급은 2009년 공화당 롬니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트럼프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그림 1>.4) <그림 1>의 X축은
나이와 Y축은 지지율이다. 사회문화 중간계급, 생산노동, 서비스노동 등 세 계급의
지지를 비교하면 2009년 생산노동은 가장 낮은 지지를 보냈었으나 2016년에는 가장
높은 지지를 제공했다.
결국 문화적 요인은 중요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이는 공허하다. 완숙한 수준에서
포퓰리즘을 이해하려면 경제적으로 촉발된 분노가 어떻게 문화적 프레임으로 전환되
어 대중에 접근하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포퓰리즘
연구도 경제적 불만과 문화적 반동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3) 이중 균열을 트럼프 당선에 적용한 최근의 논의는 Kitschelt and Rehm, “Secular Partisan
Align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Socioeconomic Reconfiguration of White
Partisan Support since the New Deal Era”, Politics and Society 47(3): 425-479.
4) <그림 1>의 지지도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09, 2017년 조사를
바탕으로, 나이, 소득, 교육 등을 통제한 모델에서 추정한 예상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