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문화와정치의식 

안 청 시(서울대) 

I. 서 론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도입된 것은 제 

1공화국의 출범과 함께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의해 정치체제의 운용 

원리가 도출된다는 이념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 

과 가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대의정치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어 

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날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 

치적으로는 절대군주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척으로 

는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 위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국가체제는 이륭 

바탕으로 대의제와 법치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일 

제식민주의의 통치를 거쳐 해방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근대적 시민사회의 

토대가 부재한 채 하루아침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민주공화국 

헌법이 제정， 선포되었으나， 대의제도와 법치주의의 전통이 뿌리내렬 겨를 

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요소가 지극혀 취약했 

던 사회와 문화에 급작스럽게 외삽(外揮)된 체제와 제도로서 출발하게 되 

었다. 이 때문에 건국 초기 한국인들에게 인식된 민주주의와 시민권은 기 

껏해야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선거정치 

이상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정치는 오랫동안 집 

권 엘리트들에게 조종되어 사실상 권력자와 집권세력의 권력장악이나 유지 

를 정당화하는 의제적 절차에 불과한 기능을 담당했다. 법치주의 역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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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아니었다. 국가의 법률과 통치기구는 집권세력의 자의척 권력수단으 

로 전락하여 종종 반대세력올 억압하는 장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률 위한 노력과 투쟁은 오랫동 

안 지속되었고 때로는 격렬하게 폭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투쟁이 보다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고， 변혁적인 모습을 띄게 된 것 

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주체적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독재권력의 

횡포와 비민주적 전횡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 

화된 이후였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1980년대의 운동정치 (movement pol

itics)와 투쟁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 

다. 이때부터 한국은 바야흐로 세계 정치사상 제 3기의 ‘민주화 물결’ 에 일 

익올 담당하면서 민주적 이행기를 맞게 되었다(Huntington ， 1991).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은 국민의 참정권올 봉쇄하고 있었던 5공화국의 전두환 정 

권을 사실상 항복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일련의 민주화와 개혁조 

치들을 이끌어냈다. 그 전의 민주화 투쟁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비한 상 

태에서 소수의 학생과 지식인들이 주도한 운동쟁치적 성격올 띤 경우가 많 

았다. 이에 비해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윤 광범한 계충의 시민주도적 ( citi

zen-initiated) 유대가 형성되어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화 호륨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에 이 

르러서야 바야흐로 근대의 서구 사회에 버금가는 시민적 역량올 축적하게 

되었으며. 이것올 기초로 하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공고화 할 수 있는 

역사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1988-1992년간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 1기률 거쳐 , 1992년에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문민정부’ 가 탄생하였고， 1993년 2월부터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이후 신한국당으로 명칭 바핍)이 6공화국 271 정부를 맡 

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파감한 개혁조치들옳 단행하여 군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행된 각종 비민주적 요소와 잔재들을 척결하고자 

했다. 민주화 투쟁올 통해서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각종 시민운동단체의 호 

옹에 힘입어 개혁울 단행한 정부와 김대통령에 대한 국민돌의 지지도는 과 

거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집권초기 국민의 첼대척 지지률 받아 여러 

개혁조치들율 취했던 김영삼 정부도 후기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회l습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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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고 각종 정책에 실패하면서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개혁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민주적 대안올 마련하지 못한 채 군부독재의 청 

산이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초기에 시행 

하였던 개혁조치들의 효과도 상당부분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특정 지역출 

신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현상이나 뿌리깊은 지역갈둥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과 관료제의 폐해도 여전히 지속되었 

으며， 법과 국가기구의 운용 역시 정권에 종속되어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 

임과 봉사에 기초하여 운영되지 못했다.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6공화국 1, 

271 정부의 한계는 그 원인이 군부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이 
일종의 ‘타협에 의한 이행’ 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도 척지 않게 비롯한다. 

(안청시， 1994: 3-10: 임혁백， 1997: 7-10) 정당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앨리트의 독점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위로부터의 개 

혁’ 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었다. 잘못 운영된 대통령제 정부가 갖는 폐해 

와 김영삼 대통령의 독특한 직무수행 방식에서 파생된 문재도 적지 않았 

다. 체계 전반에 걸친 측면과 국제비교적 관점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 

면 김영삼 정부는 상당 수준의 민주적 발전과 긍정적 변화률 가져옹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파탄직전 수준에 처한 경제와 성과미달 접수에 머물러 

있던 신생 민주정권은 그간의 공파를 원점으로 되돌린 채 다음 정권으로 

인계될 수밖에 없었다.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간의 정권교체에 의해 출범 

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국민적 지지 

를 이끌어 내면서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김대 

중정부 치하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도전파 시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것들이 쉬 해결될 전망도 그리 밝아 보 

이지 않는다(외10 ， 2001).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둥 6공화국 371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한 

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간의 연구와 조사결과롤 종합해보면1) 첫째， 한국 

1) 이러한 명가에 대한 정험적 자료와 논거에 대하여는 다용용 창조하기 바람 r사회과 

학과 정책연구.! 16권 1 호(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17권 2호(1995) 및 19권 l 
호 (1997) ; 안청시. 1999; Chung-Si 값m.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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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아직 정치제도， 정부의 효옳성， 정책의 생파 면에서 국민의 기 

대와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는 국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지금까지 이렇다활 성파를 내지 못했 

다. 셋째， 한국정치는 국민대중들로 하여금 - 독재와 권위주의 청산을 넘 

어서 - 민주주의에 대한 목표， 가치， 행위양식올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립 

하고， 이를 문화적 정향으로 확립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올 수립 

하는데 실패하였다. 아마도 오늘날 다수의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평균적 

정치의식은 “민주주의가 확산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의 질은 더욱 허약해 

지고， 경제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시민 생활은 더 불편해져 가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과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 글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제롤 정 

치문화적 관점에 초점올 두고 다루어 보고자 했다. 정치문화와 국민의식이 

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제는 권위주의 정치문화로 

집약되는 20세기적 유산올 털어 버리고 선진형 정치경제 체제에 걸맞는 새 

로운 민주적 전통과 의식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작업으로 집약된다. 전통이 

나 문화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있는 관습이나 생활속에 녹아 있 

는 가치관올 형성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불변하거나， 

고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올 사 

회과학적 담론으로 풀어보는 작업은 아마도 지난날의 우리의 전통과 문화 

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로잡아 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아발견적 고 

찰을 새로이 시도해 보는 노력이 펼요하지 않올까 한다. 따라서 이 글의 첫 

부분에서는 우선 문화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후에 정치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과 연구의 얼개를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의 정치문 

화를 비교발전사적 측면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치전통과 문화의 

특성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어떤 영향올 미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 볼 것 

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인의 정치의식과 그 변화 추세를 민 

주화 이후의 시기에 역점올 두고 분석 명가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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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의 개념과 연구의 얼개 

1. 문화의 개념 2) 

문화라는 말만큼 자주 쓰이면서도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드물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파 접촉하면서 더 

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과 생활 양식을 터득한다. 인간의 사 

희생활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 그 속에는 정치， 경제를 위시하여 언어， 신앙， 의식주 생활은 물론 

생산 · 기술， 법률 · 제도， 학문 ·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요소들이 포 

함된다. 또한 문화는 종종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롤 이루기도 한다. 이 

경우 문화는 안으로 자기 사회를 영위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규범과 

기준을 정하는 공약을 형성하고， 밖으로는 외래문화와 접촉할 때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의사소통의 장(場) 또는 가치관의 경계선을 

구획해 준다. 이처럼 문화는 실로 인간의 집단 생활양식의 총체를 지칭하 

는 말이기 때문에 문화가 무엇이며， 문화 연구의 대상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문화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으로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들에서부 

터 직접적으로 지각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불가하여 단지 관념의 영역이나 

추상화의 대상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매 

우광범하다. 

문화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 질 수 있지만， 대체로 어떤 특정 규범이 사 

회 내에 넓게 퍼져 공유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사람 

들의 행위， 가치관， 및 인식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문 

화로 본다 3) 먼저 문화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 연구는 어떻게 

2) 이 부분은 이미 발표된 필자의 글(안청시. 1987a) 중에서 일부플 수정하여 옮긴 것 
。l
디 

3) 문화의 다양한 개념규정에 대하여는 다음올 참조하기 바랍. Milton Singer, “ Culture: 

η1e Concept of Culture,'’ in David Shills, ed. , 1;ηternational E.κvclopedia qf the 5<.κ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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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률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韓相福 · 李文雄 · 金光健. 1982: 64-70). 

첫째， 문화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항상 변하고 그 내용이 축적되는 속성 

을 지닌다. 문화의 변화는 통상 진화와 발전올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때로는 쇄신이나 혁명적 방법에 의해 급 

속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었다. 문화 변동의 원인은 내부에서 비롯될 때도 

있지만， 종종 외부와의 접촉이나 충격에 의혜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문 

화는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리고 한 세대에 

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 저장고가 점점 불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문화 연구는 일차로 문화의 내용과 특질이 무엇이 

며，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는 하나의 체계롤 이루며 전체와 부분 및 부분과 부분간에 유 

기적인 패턴과 동태적인 관계를 갖는다. 문화의 각 부분은 서로 복잡하고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변화와 충격이 가해지면 

그 여파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화와 도시화， 

전쟁이나 공황 둥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체계에 변화를 유발하는 강력한 동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끔 문화라는 기관차를 그 궤도로부터 

이탈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는 대체로 그 체계내부에서 균형상태를 회 

복하고 안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통제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문 

화의 내용과 특질， 문화 체계의 변화와 그 동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화 

(인류)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연구 분야인데 정치학 중에는 정치문 

화론이 이러한 주제를 집중 탐구한다. 

셋째， 문화는 공유되며 학습되는 현상이다. 문화는 집단의 구성원 사이 

에 서로 공유하는 경험， 기대， 가치， 언어 및 상정의 산물이며. 이는 선천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특성이라기 보다는 성원과 성원， 개인과 사회사 

이에서 학습되고 전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기에 문화를 연구함에 있 

어서 서로 공유하는 내용， 학습되는 과정과 방식， 그리고 그 결과를 규명하 

는 것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런데 문화가 학습. 공유， 전숭되는 과정은 

Sciences, New York: Macmillan, 1968: 5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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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생활단위 또는 집단을 경계 또는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 

통이다. 이처럼 문화는 다양한 구성단위로 형성되어 았으며， 이와 같은 단 

위문화 즉 부분문화들이 모여 하나의 통합된 전체 문화체계룰 구성하고 있 

는 것이 문화의 네 번째 특성이다. 전체 문화의 구성단위로는 가정이나 종 

족집단에서부터 직업， 인구， 계충과 계급， 민촉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청년문화， 대학문화， 대중문화 동의 구분도 물론 가능하다. 이들 부 

분문화 또는 하부문화들은 각각 나륨대로의 특색과 차이를 가지고 있기 마 

련이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에서 보면 이러한 문화는 그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문화， 동양문화， 서양문화 등과 같이 

하나의 전체문화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문화와 부분문화， 그리고 

각종 부분문화들 사이에 문화의 내용과 패턴이 학습， 공유， 전승되는 과정 

에 대한 연구는 오래 동안 정치사회학의 핵심적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 

다. 

인류학자들은 하나의 문화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작은 범위의 특질로 쪼개질 수 없는 요소를 문화적 특질 (cultural trait) 이라 

고 명명하였다(한상복 외， 1982: 71-72). 이는 마치 물질에 있어서 원소나 

생물체의 세포와 버슷한 개념으로서 문화체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술하는 

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치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이러한 관점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 나라의 문화를 연 

구하거나 이질적인 문화체계를 서로 비교하려면 우선 그 문화체계가 이념 

형으로 삼고 있는 특질들을 규명하고 이들을 다른 사회의 문화 특질과 비 

교해 보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문화와 정치 전통이 

서양의 그것들과 어떤 차이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도 이 

러한 개념과 특질론은 유익한 비교의 준거가 될 것이다. 문화와 문화 특질 

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 이해에 유의하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정 

치문화론적 접근의 틀과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정치문화 

문화론적 측면에서 보면 ‘공고화된 민주주의 (consolida떠i democrac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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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적 제도 

와 절차를 통해서 정치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태 

라고 말할 수 있다. 린츠(Juan Linz)와 스테판(Alfred Stεpan)은 공고화된 민 

주주의란 어떤 정치 · 경제적 위기가 오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민주적 문제 

해결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광범하게 공유되어 있는 상태로 규정했 

다 4) 어떤 민주정치도 때때로 위기를 맞게 훤다. 그러나 튼튼한 민주주의 

문화가 있는 나라는 이러한 위기를 겪어도 민주주의를 후퇴하지 않고 해결 

하여 나갈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문화가 얼마나 강력해야 위기가 와도 

끄먹없이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지 여러 위기에 

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약화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래 살아 있는 나라에 

는 강력한 민주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과 게임 원리가 확고한 정치관행으로 뿌리내리고， 민 

주적 가치와 행동규범이 국민 대다수의 정치문화 및 사회적 습속으로 내변 

화된 소위 선진 민주주의 사회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선진 민주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민주적 정치문화를 배양할 수 었는 방 

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진 사회에 

서 발견되는 민주적 정치문화의 특정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화가 배양될 

수 있었던 정치체제 및 구조상의 요건이 무엇이었는가? 

달(R. DahI)은 민주주의가 안정된 지속력을 가지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 

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사상(ideas) . 가치 (values) . 관습(practices)을 강력 

하게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 (beliefs)과 

성향들(prεd잉positions) 이 한 나라의 문화에 뿌리내려 다음 세대로 전파될 

4) A “consolidated demcκrdcy ’ is “ a political system in which democracy as a complex 

system of institutions, rules, and pattemεd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has become 

‘the only game in town'.'’ , “Attitudinally democmι:y becomes the only game in town 

when, even in thε face of severe political and economic crisεs ， the overwhelming 

majoriπ of the people believe that any tÌJrther political change must εmerge from with

in the parameters of democratic procedures. ‘’ Juan Linz and A. Stepan, “Toward 

Conso!i‘Jated DemocrJcies,“ in Lany Diamond, et. a15. , eds. , CO/1so/μμting 7be 7bird 

Wave Democracies: 7bemes and Perspectil’'es, Baltimore and London: Thε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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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문화가 더욱 강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Da삐. 1998: 157). 그는 민주적 정치문화는 기본적 민주정치 제도가 확립 , 

유지되는 것 이외에도 다음파 같은 가치 정향에 대한 신념율 갖는 시민층 

이 널리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이 바람직 

한 목표라는 신념이 광범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안정된 민주주의는 

군대와 경찰 등 공인된 강제 및 폭력 조직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 

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과 군인들에게 쿠 

데타 같은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생각과 태도가 깊이 뿌리 박혀야만 

민주주의가 위기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에는 상충되는 

견해와 신념을 서로 관용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반 

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책의 본질이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랍들이 많은 곳에서는 정치적 관용과 법의 지배가 정착 

되기 힘들다. 따라서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차이와 불일치는 관용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널리 확립되어야 한다(Da비， 

1997: 35-36: Dahl. 1998: 157). 

모든 사람들이 단시일 안에 완벽한 민주시민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할 수 

는 없고， 꼭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다수가 비민주적인 대안보다 민주주의와 민주 정치제도륭 멀 선 

호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설행하려는 정치지도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면， 민주주의는 조만간에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되기 어려울 것” 이 

라고 달은 말했다. 오늘날 선진사회의 안정된 민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치문화적 특성이 널리 공휴되어 있다. 첫째， 국민 

대다수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민주적 방식에 의거하여 문제를 풀어 

가기를 바라고 지지한다. 둘째，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들일수록 어려 

워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도룰 찾으려 

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위기 극복이나 문제해결 과정 

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가 더욱 높아진다. 넷 

째，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위기 하에서도 민주적 가치 

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 민주화의 효과가 사회적 영역에까지 파 

급되어 시민적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반민주적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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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집단은 민주적 절차와 가치률 지지하는 집단에 비해 수척으로 적고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륜 위협요소가 되지 못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쉽 

지 않다. 민주적 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 문화가 뿌리내린 

다는 보장도 없다. 비록 민주적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 

고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인 것을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문화가 탄생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 20세기는 민주주의가 전체 

주의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시대로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그렇지만 달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승리률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승리는 통상척으로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불완전” 하 

며， 20세기 말에 민주적 전환을 이룩한 소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 

적인 정치제도는 아직도 매우 ‘허약하거나 결점 투성이다 따라서 “민주 

주의의 성공이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올 제기해 보는 것” 

은 펼요하고 합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당면 

한 도전들을 얼마나 잘 극복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달은 내다보았다 

(Dahl , 1998: 164-165). 

III. 한국의 정치문화 

한국의 정치문화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와 비교해 활 때 아직 안정된 이 

념과 가치체계롤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정착시키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권위주의적 지배와 비민주적 문화전통에 오래 동안 묶여있던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와 대중들이 민주척 사상과 신념으로 무장되는 일은，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더디고 지난한 개혁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 

국과 같은 신생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지도자와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사상， 가치， 관습을 강하게 지지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민주척 사상， 가치， 관행을 정치문화 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보편적 발전 경로와 방안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권위주의적 엘리트 문화 

와 국민에 대한 장악적 지배에 안주해 온 한국의 정치 전통올 바꾸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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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사상과 행동이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 

인가? 

1 . 비교발전사적 고활 

한국의 정치 전통과 정치문화의 톡성올 규명해 보려면 먼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르는 보편적인 경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비교발전사적 관점에 

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화 이론은 시장자본주의룰 확립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민문화’ (cívic 

culture) 에 이르는 보편적인 길이라고 처방해 주었다(Almond and Verba , 

1963). 성숙된 시장사회가 서구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유익한 사회 구조 형 

성 및 신념 체계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시장사회는 안정된 법치주 

의， 경제결정의 분산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강압적 수단보다 설득， 유 

인， 보상적 수단에 의존하는 일， 중산충 발달 퉁올 통해 민주주의적 구조와 

문화를 수립하는데 유리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발전된 

서구 사회의 일반적 모습을 보면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들 사 

회 안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널리 퍼지고 정치문화가 발전하여 민주주의에 

로의 전환과 공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푸트남(Robert D. Putnam) 동은 민주적 정치문화와 사회적 신 

뢰망이 역사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나라와 지역 사회에서는 경제발전도 

더욱 빨리 이루어졌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올 밝혀냈다 

(Putnam , 1993 , 안청시 외 옮김， 2000; Fukuyama , 1995). 아울러 최근의 연 

구 결과는 대체로 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적 정치문화를 가져오는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으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이에도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확인해 주고 있다.딩) 

선진 민주주의 사회체제의 동장과 성숙된 시장경제 사이에는 긍정적 상 

5) 이 문제에 대하여는 Inglehart, 1988; Przeworski and Limongi. 1993; Muller and 
Seligson, 1994; Da비， 1997 및 1998: 특히 167-168변 Russett , 1998: 안청시 정진영 

편 .2000 둥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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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계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근대화-정 

치 민주화-안정된 시민문화의 형성 사이의 복합적 인과관계에는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시장사회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지， 수호하는 정치문화 확립에 필수적이고 충분한 조건이 아 

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시장사회는 역사상 비민주 국가에서도 건재했던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종종 민주주의와 “적대적” 관계롤 이루거나， 민주 

주의와 “모순적” 관계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Dahl ， 1998 , 13-14 

장 polanyi ， 1%7). 그러나 중앙계획적 경제체제와 비시장적 요소가 압도 

적인 국가들 중에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와 성숙한 시민 문화가 형성된 예 

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근대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불안전한 결합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완전히 결별하지도 않 

은 복합적인 관계률 유지해 왔융올 알 수 있다. 시장 자본주의와 성숙한 민 

주주의가， 그 역사적 기원지요 번영의 온상이었던 서구 사회에서조차， 야 

누스처럼 부조화한 결합체를 이루고 있는 역사를 묘사하여 달은 “사랑이 

식어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라서지 못해 묶여 지내는 광포한 결혼생 

활” 또는 식물세계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비유하고 있다(Dahl ， 1998: 

1(6) . 비서구 사회의 역사상은 서구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들 사회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서로가 서로의 전제조건이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 경제발전 • 민주적 정치체제 • 민주적 정치문화 사이에는 - 근대 

화 이론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 하나의 보편적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모 

습의 역사적 경로가 존재했음올 알 수 었다(Dahl ， 1997: 36-38). 그 첫째 

경로는 ‘민주적-근대화 모형’ 인데， 이 경로는 민주적 정치체제와 문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갔던 경로이 

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이 이러한 역사적 경로를 밟은 사례들이다. 이들 나라 

에서는 시장사회가 성숙되기 훨씬 전에 이미 민주주의와 민주적 문화가 발 

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유형은 ‘권위주의적-근대화 

모형’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로부터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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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결과와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압력 또는 투쟁이 민주화와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을 촉진시킨 경우이다. 이 유형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먼 

저 시장경제적 특성을 발전시켜서， 후일 이것이 민주화와 정치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의 결과가 권위주의 통치 

를 종식시키는 압출 효과를 창출해서 지배그룹올 강 · 옹파로 분리시키고， 

이것이 결국 민주화를 가져용 한국과 대만의 예가 이 유형에 근접한다. 세 

번째 경로로는 두 번째 유형과 비슷하나 민주화가 경제， 사회， 정치발전과 

점진적，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근대화-민주화-정치문화의 민주화가 이 

루어지는 ‘점진주의적-동시발전’ 모형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주도형 

자본주의는 어느 단계에 가면 지도자을로 하여금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거 

나 억압적 정체로 돌아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 그런데 후자를 취 

하면 정당성 상실， 경제성장 정체， 사회적 혼란， 외부 압력의 증대 또는 내 

부적 반대나 폭력 혁명 등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증대한다. 지도자나 지배 

엘리트가 국민의 예상된 요구에 머리 반응하거나 이룹 발전적으로 수용하 

여 민주적 전환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민주주의 원칙파 관행을 지지할 수 

있는 상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적 근대화를 이루어가면서 점진 

적 민주화를 꾀하여 나갔던 19세기 후반부 및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발전경로가 이와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 유럽 국가들의 역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전 패턴이 종종 재현되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말 

레이시아의 집권자들이 이러한 발전모형을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는 중이 

다. 

이처럼 민주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올 개별국가 특유의 상황과 

배경에 비추어 들여다보면，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역사는 민주주의 

의 지속적 공고화에 크게 관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많은 나 

라들의 경우 민주주의 제도와 사상을 ‘적극적’ 으로 지지하는 인구 계층은 

기껏해야 절반 수준을 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역사가 짧고 국가에 대한 

사회의 자융성이 취약한 곳에서는 종종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비 

호하는 집단에 멀리거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문화가 대중적 압력이나 국 

수주의적 테러세력에 무참하게 무너지기도 했다 6)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정을 보편적 비교 기준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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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상과 실제가 한 나라의 체제와 문화에 내면화되고 

뿌리내리게 되는 특수한 배경과 역사적 경로롤 예의 검토해 볼 필요에 봉 

착한다. 한국처럼 식민통치나 외세개입 퉁 외적 제약 조건들에 의혜 정치 

발전의 경로와 역사상이 왜곡되어 온 사회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2.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지속과 변화 

문화란 정체되지 않고 항상 변할 뽕만 아니라， 그것율 담고 있는 사회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성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잔해 버리기 

도 한다. 체제와 환경， 그리고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문화룰 통제하고 변화 

시켜 나가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 

리는 이것들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변수나 맥락올 이룬다는 관 

점에서 그 상관관계의 윤곽올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소로는 역사적 경험， 지정학척 요인， 국제관계， 사회변동 및 정치체제의 

성격 등 다양하다. 단절된 역사， 식민주의척 경험， 강대국들과의 국제관계， 

분단과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서로 적대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 가속된 근 

대화 과정， 권위주의와 군부지배 정치체제의 영향 둥이 모두 한국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거나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어떤 변인들은 한국 정치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 권위주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파 신념올 지속， 강화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정치문화의 지속 및 변화 과정올 이들 외생적， 환경적 요인들에 비추어서 

도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조의 유교정치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 통치유산과 문화는 일본의 강 

압적인 식민통치 기간올 거치는 동안에 더쭉 지속，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체제상으로는 민주공화국올 수립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남북분 

6)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 둥이 이러 

한 역사척 사례룰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 근대 민주주의 사상 및 문화적 맹아 

가 관료국가주의 (bureaucratic ‘tatism) 세력 에 의해 무너 진 배경과 맥 락에 대하여 는 
마루야야 마사오의 선구적 연구가 있다(~aruyarna ， 1974, 특히 이 책 서두의 역자 

(~ikis() Hane)와 저자의 두 서문올 참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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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건국과 야때 탄생된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권위 있는 정부를 세워야만 했다. 새 나라률 이꿀어 갈 지도자나 국민 

들은 다 같이 권위주의의 유산올 극복할 겨를이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구 

축을 위한 과업올 떠맡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적 속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해방， 분단 동란， 냉전올 거치는 동안 소위 

‘반공 정치문화’ 속에서 이념적 협일주의가 구축되고 사상의 경직화가 가 

중되었다(손봉숙. 1983). 남북한간의 긴장으로 인해 이념적 지명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진보주의적 정치운동은 권위주의적 권력 앞에 억압되기 일 

수였고， 전쟁과 복구，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전통적 사회조직들 

이 와해되는 가운데 자발적， 근대척 사회조직과 이익집단들이 발불일 땅은 

좁아든 반면， 관료 군부 경찰 둥 국가부분의 조직과 영향력은 급속히 팽창 

했다. 한편 5 . 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회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를 추 

진하기 위해 권위주의척 리더십을 통치체제의 조직원리로 활용하였다. 이 

때부터 군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후유중이 더하여 폐쇄적 엘리트 구조 

와 관료 문화의 경직성이 더해졌다.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한국처럼 자본축 

적이 취약하고， 시장이 좁고， 자원도 결핍된 처지에서 태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자연 풍부하고 값싼 인력을 활용，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만 

든 제품들을 외국시장에 내다 파는 수출지향형 성장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지 못했다. 저임금과 불리한 여건아래서 일하는 근로자툴의 요구를 억제하 

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압적 노동 통제 방식이 동원되었고， 그 결파는 사회 

와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배적 역할과 간섭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은 사회 각 부문의 자올적 요구 표출을 민주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정치적 

강압수단과 관료척 통제방식으로 대용하는데 치중하였다. 각종 집단과 계 

층들간에 양보와 타협의 문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길올 열어주지도 못했 

다. 

이처럼 해방， 톡립， 전쟁， 근대화에 이어 민주화로 이어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정치문화의 권위주의적 특성은 지속되었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 

라의 정치사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파 진통으로 점철되기도 했다. 특히 

60년대 이래 30여 년 통안 가속화된 근대화의 여파로 말미암아 한국인의 

정치의식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성 및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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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속히 상송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한배호 어수영， 1987). 군부 권위 

주의적 권력과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체제가 이와 같은 요구룰 수용하지 못 

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롤 지속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정부 

의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했다. 국민 대중과 권력엘리트 사이 

의 일체감 조성에 실패한 정부가 만성적 ‘정통성 위기’ 현상에 부딪히자 

폭발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치변동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반복되기도 했다.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상적 방법으로 표출시 

킬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참여 기회롤 박탈당했 

다고 느낄 때， 그들은 집합적， 초법적인 목표 달성 방식에 호소하게 될 것 

이다. 이때 정치적 이상주의에 쉽게 동조하고 현실과 이상간에 높은 괴리 

감을 느끼는 젊온 층과 대학생들이 소외집단을 편들어 과격한 주장과 탈법 

적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안청시， 1987b).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항거와 파격파 시민 계층의 

급진주의적 정권 퇴진 투쟁이 종종 민주화에 촉매작용을 해왔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 오늘날의 한국 정치문화는 변혁기적 전환 국변에 돌입했다. 

변혁기에는 새로운 규범체계와 질서원리에 입각해서 사회관계와 정치체계 

를 다시 수립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마련이다(안청시 . 1990: 

474-475) . 민주주의에로의 이행 이후 변혁기를 거쳐오는 동안 과거의 권위 

주의 정치문화는 분명히 지배적인 경향으로부터 어탈하여 민주적 정향으로 

변해 나가는 추세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 문화유산으로부터 

전숭된 권위주의적 정향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된다는 것은 가치관과 이념， 

생활양식과 규범체계의 변화가 그만큼 서서히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존의 정치사회 안에서 기득권올 향유해 온 엘리트와 관료 집단 

안에는 다른 사회부문에 비해 아직도 권위주의적 특성이 구석구석에 더 많 

이 은폐되어 있고， 그 변화속도도 더 느리다. 엘리트와 관료충 문화에 비교 

해 볼 때 현재 한국 사회 다른 분야의 평균적 정치문화는 보다 급속한 속도 

로 산업사회형 구조로부터 탈산업사회적 특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 결 

과 사회의 각계각충에는 다원화되고 이질적인 문화정향들이 출현하고 있 

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들의 문화정향은 기성세대보다 더 빨리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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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편차흘 보이며 변화한다. 세대칸의 문화 격차는 한 때 가치관의 충 

돌과 사회적 균열 정후로까지 번져갈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경고되기도 했다 

(안청시， 198깨). 다원화의 증후들은 세대간에 뿐 아니라 계충간에도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이정복， 1982). 노동계충의 정치정향은 오래 전부터 한 

국 사회에 특유한 조직 문화의 하나로 간주될 만큼 진보성과 전투성이 복 

합된 부분문화로 발전했다. 이처럼 다원화된 부분문화와 정치의식을 가진 

사회를 관리하는 엘리트와 관료 문화는 구태의연하여 곳곳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이 정치문화와 가치정향의 지평을 통해 진단해 본 한국인의 문화적 

초상이다. 이 결론이 함의하는 바는 분명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시민 

수준의 정치의식 및 요구와 정치 및 관료 엘리트들이 지니고 있는 부분문 

화 사이에 캡이 벌어진 채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아직도 

구각을 벗지 못하고 있는 엘리트 구조를 개조하여 그 문화적 특성을 바꾸 

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고민도(高民度)， 복합사회의 시민 민주주 

의로 나아갈 수 있는 문화적 조건들올 어떻게 만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발전 및 민주주의 공고화의 장래와 전망은 크게 좌우될 것이 

다. 

IV. 한국인의 정치의식 :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는 과정은 단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초 

기의 ‘이행. 과정보다 긴 시간과 복잡한 조정과정을 거치며， 일반적으로 

더욱 불확실하고 험난한 과정이다. 시민대중이 민주주의의 지속과 안정에 

필요한 가치와 규범， 행위양식에 광범하게 합의하고， 이를 .습속’ ‘가치 

관’ ‘행위양식’ 둥으로 ‘내변화’ 하는 과정이 곧 공고화의 문화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통해서 측정된 한국의 정치는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민주화되었을까? 사랍들은 민주화로 인해서 일상 생활이 얼마나 

더 펀해졌으며，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 밖으로 

나타난 지표상의 민주화와 피부로 느끼는 것 사이에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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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주화와 삶의 질에 대한 태도와 명가에서 지왜， 계충， 세대 또는 각곱 

집단간에는 어떤 차이가 보이는가?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율 어떻게 바꾸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접근 

가능한 경험적 자료 분석 결과들올 통해서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 

을모색해 보자. 

1 .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support)와 국가밟전에 대한 정향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는 ‘권위주의’ 의 폐해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에 

초기 민주화 과정에서 쌓이는 각종 ‘정치적 피로중후군’과 공공제도와 권 

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 가 중첩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소위 ‘IMF 경제 

위기’ 로 촉발된 좌절파 허탈감 때문에 한 때 국민정서는 엘리트와 집권세 

력을 향한 분노로까지 표출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대한 복귀 성향으로 돌아셜 정도로 민주화에 대한 자신감(con--

fic‘d뼈1 

종 여론 조사와 연구를 보면 한국인들의 민주화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 

치척 요구와 주문 수준은 매우 높고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에 정부와 공공제도의 성취도， 지도층의 정직성과 정책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식， 불신， 실망감은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화에도 불 

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 1995 , 1997; 
Shin , 1999). 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가 시민 문화의 강력한 지지와 적극적 

참여의 토대 위에서만 안정된 발전파 지속적 번영올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한국의 정치체제와 공공제도가 민주적 정치문화와 

가치관 위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일과 삶의 질이 대중의 기대와 요구에 

부웅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도 생각만큼 쉽고 순탄할 것 같지 않아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다수는 우리 사회 내의 어떤 세력이나 집단 

도 권위주의 정부률 다시 세우려 하거나 군대와 경찰율 동원하여 이를 유 

지하려는 기도률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륨 견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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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외에 다른 대안올 허용하지 않올 것이 틀렴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 과제는 단연코 신생 민주주의를 더욱 안정되고 굳건한 문화적 토 

대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대중들로 하여금 민주화 

와 개혁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민주주의적 이념과 가 

치를 신념과 행동 체계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체제 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 단일 민족， 동질적 언 

어， 관용적인 종교， 적정 수준의 경제발전， 높은 교육수준， 비교적 건실한 

중산충， 수와 세에서 착실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각종 시민사회 조칙 둥 -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정착될 소지와 여건들을 비교적 많이 구비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지역 대립의 권력 

구도， 정치조직과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파벌 정치와 여야당간의 극한 

대립， 정치권력의 의인주의화와 중앙집중주의 동 숱한 난재률 풀어가지 못 

하고 있으며 각종 개혁 프로그랩들도 교착상태에 있다(Ahn and ]aung, 

1999: Ahn, 2(01). 이에 더하여 정치문화와 국민의식의 측면에서는 “정체 

성의 위기 .. (crisis of identity)로 인한 혼란 및 지배세력과 정부의 정책에 대 

한 “신뢰의 위기 .. (crisis of confidence)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통일은 한국인이 지난 반세 

기 동안 부단히 추구해온 국가발전의 4대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 오면서 우리는 4대 목표에서 공히 적지않은 성과률 이루어 냈 

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 속에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가 구석구석 남아있고， 체제와 조직 속에는 숱한 병폐가 산적해 었다. 그리 

고 현 단계 민주주의는 허약하며， 정부와 각급 통치 기구들은 대의성 (rep

resentativeness) , 책 임 성 ( accountabiliα)， 집 단간 이 해 관계의 중재 기 능(inter

est intermediation) , 그리고 자율과 통제의 조화 퉁의 지표로 보았을 때 매 

우 취 약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박찬욱， 1997: 송호근， 1997: 

안청시， 1(99). 이 때문에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형 

식 및 절차적 수준”의 신생 민주주의 단계에 묶여 있으며， 정치사회 성원들 

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적 

비민주성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가야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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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루속히 고쳐야 할 부분과 극복해야 활 혜해 및 유산들올 허다하게 안 

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공척 조적과 정치 지도 

층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감 (distrust)과 ‘부정직성’ (dishon

esty) 이다. 

2.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안정과 지속성올 누리는 일용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됨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우려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 귀중하게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효올생 있는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용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적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치들 - 소득， 건 

강， 복지， 노동， 교육 및 문화 - 을 얼마나 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업적과 효용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민주화와 삶의 질 향상이 어 

떠한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있는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는 없 

다 7) 그렇지만 삶의 질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민주화는 안정되고 공고화될 

수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정당하 

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민주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 

다”는 명제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도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 신생민주 

주의가 국민 생활의 질적 측면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어떤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는가? 

삶의 질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정치 민주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기보다 

는 대체로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효과와 부작용에 조준하여 복지 및 환경문 

제들의 실상을 평가하는 데 치중해 왔다 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7)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이 두 개률 동통한 차원의 가치로 규정하거 

나， 자유와 민주주의 둥 정치적 가치률 삶의 질(예컨대， 물질적 풍요나 사회경제적 

평동)에 우선하여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사회주의적 전통과 제 3세계적 

시각은 후자를 보다 중시하거나 전자를 후자의 수단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보다 우세하다. 한국언의 정치의식과 태도에서도 후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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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률의 일상적인 삶 

의 환경과 질적 조건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하는가에 대하여 일 

련의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김상균. 1994: 검정오. 1994: 이천표 1994: 

1997: Shin. 1994: 안청시 · 김만홈. 1995: 김만홈. 1997). 어 조사에서 확인 

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화가 진행된 지난 10년간 대체로 

소득수준， 복지환경， 자아실현 둥 개인적 삶외 차원에서는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통， 공해， 교육환경， 범죄퇴치， 상 · 하수 

도. 문화시설 퉁 사회생활환경의 질적 측면들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향상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명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 

라 중앙과 지방간에 격차가 심하고， 지역과 계충에 따라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혜택이 불평둥하며， 균둥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자원 및 기회 

가 편재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결과들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지난 한 세대에 걸친 경제우선주의 정책은 국민돌의 경제생 

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화와 삶의 

질 개선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둘째， 지난 10년 

간의 민주화가 시민생활의 질적 측면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셋째， 한국의 민주주의는 균형 

사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증진된 삶의 질을 이루어 내는 성과와 성취도 

면에서 불만족한 수준에 있으며， 성숙한 시민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회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 내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었 

다. 

정치민주화와 삶의 질 문제는 상호 긴밀한 관련성올 가지면서도 자동적 

으로 서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공 

고화와 삶의 질 증진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양대 발전 목표이므 

로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도 없거니와， 양자간에 우선 순 

위를 정해 이것은 먼저하고 저것은 나중에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정치 민 

8) 최근에는 -OECD 가입올 계기로 - 국제 비교적 판점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올 명 

가하는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이현송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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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는 그 자체로서 인간다운 삶의 환경올 보장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공 

동체적 가치이다. 삶의 질 문제는 민주주의의 이념여 구체적인 수준에서 

체현(體現)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오랫동안 다른 하나를 위 

해 희생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다. 민주주의률 공고화하는 전략과 삶의 질 

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통시에 모색하고 다발적으로 추진해 가야하며. 양자 

를 조화함으로써 그 상승효과흘 극대화하고 교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발전의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먼주적 습속과 가치의 내면화 

권위주의의 해체와 민주화에로의 이행 및 공고화 파정은 분명 바람직하 

고 희망찬 변화임에 툴립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비민주적 체제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화는 변화에 다시 적응하여 새로이 민 

주적 습속과 관행을 내면화 해야하는 재적용 기간이기도 하다. 과거 역사 

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들， 비민주적 통치 기간이 길고 강 

도 높은 독재하에 있었던 나라， 문화적 종교적 습속이 자유 민주주의적 전 

통과 배치되어 온 사회， 대체 이념과 외래 문화에 대한 접촉과 학습 기회가 

적었던 사회들일수록 다시 적웅해야 하는 과정은 보다 길고 복잡하며. 때 

때로 험난하고 고통스런 과정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엘리트충보다 대중들의 경우가 민주적 가치와 습속을 학습하고 

내변화하는 과정이 더욱 더디고 어렵다. 민주주의로 ‘이행’ 한 후에도 다수 

의 구시대， 구체제 지배엘리트들이 ‘공고화’ 정국올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주도하는 경우 그 과정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오래 동안 권위주의체제에 익숙해 있던 일반 대중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 

운 민주체제의 보루와 지지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 

제는 민주척 이행을 거쳐 공고화 단계에서 당면하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처럼 구시대의 엘리트들이 공고화 과정올 거의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회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구 정권을 무너뜨리 

고， 새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적 정부률 세우는 일은 몇 달 

또는 길어야 일년 안에 가능하다. 러시아와 동구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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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경제률 시장체제로 뜯어고치는 일운 좀 더 오래 걸렸지만， 이 과업 

도 대체로 3-5년 안에 결판올 낼 수 있었다(Ahn & Leε ， 1999). 그런데 오늘 

날 신생 민주국가들의 시민 대중들이 민주적 문화와 정향올 내면화하여 민 

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주체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 

는 일은 앞으로도 10년이 더 걸릴지 아니띤 그 보다 더 오랜 세월을 요할지 

도모른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추상적 수준에서는 높이 선호한다. 그 

러나 한국인은 구체적 생활 경험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혜돼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래 동안 가져보지 못했다. 전통과 문화， 

왕조 체제와 식민통치의 역사， 사회경제사와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아도 한 

국인들은 서양식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오래 동안 철연된 역사를 겪어왔다 

(Henderson , 1%8; 윤천주， 1979; 박충석， 1982 및 1999; 차기벽， 1992; 함 

병춘， 1993a , 1993b; 강재언， 1999). 그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내 

용과 가치， 행동패턴의 세부적 측면에 들어가면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도， 

헌신도， 실천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과정과 민주화 운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민주척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측면 역시 대체로 약한 편이다(한배호， 어수영 1987; 신도철， 김광웅， 최 

명， 박찬욱， 1990). 민주주의률 수호하고 지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인 

은 비록 결과가 미홉하다 할지라도 민주적 가치와 기준을 중시하는 태도가 

약하고， 자신에게 덕이 되거나 혜돼이 돌아오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하 

는 수단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적 경험과 교육의 차이， 

대중매체와 정보원에 대한 접촉빈도 등에 따라서 엘리트와 대중간에 다소 

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인의 정치관은， 선진민주주의 국가돌파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이성적 

으로 접근하기보다 감성적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목 

적과 수단， 원칙과 절차， 과정과 결과. 인척 요소와 제도적 요소， 귀속주의 

적 기준과 업적주의적 기준을 구분하고 세분화하는 능력도 약하여 인적지 

배 (personalism) , 연고주의와 지역주의， 도덕주의， 인본주의， 집단주의， 공 

동체주의적 정향이 강한 편이다(안청시， 1987a). 

신도철의 연구에 의하면 민주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도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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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정치체제활 경험한 기간과 ‘이행’ 올 주도한 정부의 정당생 및 업척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서 두드러진 변화와 차이훌 보이고 있다(Shin ， 1997: 

128-132 , 및 1999). 민주정치를 오래 경험활수록 더욱 더 민주주의를 지지 

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신조도 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행기에 

해당하는 전두환 정권 시대에는 민주화와 개혁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중에도 공고화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보다 적극적， 참 

여적 성향으로 돌아서는 경향올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인 중에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서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호하고 지 

지한다기 보다는 민주화가 나에게 경제척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국면들의 

삶의 질을 높혀주기때문에 션호한다는 도구주의적 시각이 선진 민주국가나 

중동구의 신생민주국가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민주주의가 지속 

성과 안정성을 가진 민주체제로 공고화되려면 대중이 민주주의롤 선호하고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지적， 명가척 차원에서 제도와 집권세 

력을 구분하여 집권자의 행태와 업척에 다소 불만족하더라도 이 때문에 민 

주적 제도를 불신하고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도구주의적 민주 

주의관이 우세하고 감성적 평가에 치우치는 경향올 지닌 한국적 정치문화 

속에서는 민주적 개혁과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지지와 

공약이 국민 저변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힘툴다. 

중동구의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신생 민주정부가 여러 가지 혼란 

과 도전 앞에서 이렇다할 업적올 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지도자와 집권세 

력들이 빈번하게 교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려 하거나 민주체제률 거부하는 태도로 돌아서지 않았다. 그들은 민 

주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민주체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집권층의 무능에 기 

인하는 만큼 이들을 교체하되 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는 태도， 즉 민주적 체제와 실패한 집권자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한 

국에 비해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민주체 

제를 계속 지지하고 수호하며 민주적 제도를 더욱 공고화해야만 집권 엘리 

트와 관리들의 실책과 비효올성올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 

해서 한국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지지도가 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인지와 평가에 크게 좌우되며， 민주적 체제와 정부가 비민주적인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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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적으로 더 낫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률 해야 한다는 믿음이 약 

하다. 비록 민주주의가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 

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신뢰와 믿음이 국 

민 저변에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이 선진형 정치문화라면 한국인들에 

게는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 내더라도 민주주의롤 지키고 완성해 나 

가겠다는 생각， 태도， 각오， 가치판. 의지 등이 아직도 약하다. 또한 민주화 

가 보다 바람직하며， 한국 민주화가 상당 정도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당장에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방식 

이 더 효율적 이 라고 생각하는 “정 치 적 이 중성 향." (political ambi때ance)9)율 

보이고 있다(Shin ， 1995: 14-20).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서는 현재의 (민주)정부가 파거의 권위주의 쟁부보 

다 더 많은 성과와 업척을 낸다고 생각지 않으면 민주정부에 대한 지지를 

쉬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만 해 준다 

면야 권위주의도 괜찮다는 생각이 끼여들 소지도 그만큼 크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비교， 평가하는데 .나와 나라에 어느 면이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따지는 도구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정부와 집권 

층은 단기적， 가시적， 물질적 업적주의에 치중하고 대중주의에 영합하는 

정책에 매달릴 가농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책에 실패하면 곧 대 

중은 민주적 정부와 합법척 권위에 실망하여 지배자와 지배세력에 둥올 돌 

리거나 잘나갔던 (7) 시대의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 로 선회하기 쉽다이 

9) 여기에서 “정치적 이중성향”이란 억압척 정치와 권위주의적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 

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지도자， 결단성 있는 지도력，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이 좀 거철어도 좋다거나， 예컨대， 질서률 위해서는 민주주의롤 어느 

정도 회생해도 팬찮다는 성향과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륨 말한다. 

10) 소위 “민주적 “합법적” 정부가 만족할만한 정책효과률 산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국민 정서가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시대 역행적인 분위기로 돌아서는 

정향은 우리사회의 소위 ”박정회 신드럽” 이나 .. 반통주의쩍 엘리트의 재퉁장” 기운 

들이 찰 드러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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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말 

한국의 정치 변동은 일찍이 근대화 이론가돌파 기능주의 문화론자들이 

내다보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예측과는 상당히 빗나간 경로를 밟아 왔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문화는 오래 동안 민 

주주의가 공고하게 정착될 수 있율 만큼의 사회적 신뢰와 민주척 가치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리재 하지 못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민주화와 개혁프로그램의 성과도 국민적 기대수준올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정부와 공공정책은 신뢰를 얻지 못했고， 지도자와 지배충에 대한 불신도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1997년 말에 몰아닥친 경 

제위기의 여파와 지연된 정치개혁에 대한 환멸로 인해서 시민적 유대감과 

사회적 신뢰는 최근 더욱 추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 글 속에서 전개된 논의와 검토된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이 반드시 앞을 향해서 순탄한 전진올 계속하리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열망은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척 행동을 실천하고 절차와 과정과 결과 

를 일관된 민주적 윤리와 논리로 꾀어 매는 문화적， 저적 작업은 아직도 요 

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국가 발전의 장래률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권 담당자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민주화와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하며， 불신사회로부터 신뢰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 

한 ‘사회적 자본’ 을 쇄신하고 육성하는데 적합한 정책올 세우고 솔선하여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보아 한국의 선생 민주체 

제가 권위주의적 과거로 되돌아젤 가능성과 조점은 극히 희박하다.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이행 초기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점차 벗어나고 있는 

중이며， 선거 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 면에서는 상당수준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체된 공고화 과정에 놓여있어 안정되고 

지속적 민주체제와 문화로 생숙해 가는데는 많은 장애요소들올 안고 었다. 

이 글에서 도출된 분석적 노력의 결과를 정책적 함의로 옮겨 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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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률 위한 정치문화적 과채와 요건에 대한 

논의는 첫째. 19세기 -20세기를 통해 한국인들이 역사적 유산으로 젊어지게 

훤 권위주의 정치문화 및 강성국가 체제，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자기비 

하와 정체성 상실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의식 (national conscious

ness)을 새로이 수립하는 전략과 방안들을 탐색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 

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민주화 피로증상( democratic 

fatigue)' ’ , “도덕적 해이 (moral haz찌rd)" . “정체성의 위기 (crisis of identity)" 

를 조속히 치유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올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상의 과제는 비교발전사적 차원에서 볼 때 과거보다 새롭고， 보다 민주 

적， 보편적， 인권주의적， 범지구적인 문명관에 입각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과 세계，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권력과 도덕，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 

로 손상된 민족주의적 사고에 편중되었던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선진 

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역사와 체제를 성찰하고， 문화를 수정 발전시켜 나 

가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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