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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공동체 시민의식의 개념과 연구내용

오늘날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업으로 생각되는 개혁과 한국사회의 선진화 작업은

현재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율과 창의로 세계 속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하고， 지방자치를 통

해 민주화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불론 한국 사회의 선진화는 사회

적 통합의 전제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공동체 시민의식의 함양은 이러한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한국 사회내의 공동체 시민의식의 함양은 분권화된

지역적 효율추구가 전체로 묶여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세계속의

한국민에 정체성을 제공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확산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공동체 시민의식의 정향 파악과 확산경로의 분석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있어，

본 연구는 서울과 춘천을 선택하여 공동체 시민의식의 실태흘 파악하고， 확산 경로

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 사회의 시민의식 확산 경로분석에 대한

연구 모형으로 삼고자 한다.

공동체 시민의식이란 “한국 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면서 그 사회구성원 간의 가치， 신념， 목표를

공유하는 참여와 의식의 연대”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우리 사회

가 민주추의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

양이란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시민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

는 등의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개

* 본 연구는 필자의 책임아래 최현섭(강원대)， 이숭종(고려대)， 이창수(숭실대)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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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이러한 시민은 우리사회의 도덕적-사회적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제 현상

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기능을 지니

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 시민의식은 우리 사회의 역사-문화적 전통 위

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 시민의식의 형식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하나는 시민적 의사결정력 함양이다. 이는 자율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개

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하고 합리적으로 주어진 행동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능

력의 함양을 말한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립이다. 공동체적 정체성은

민족과 국가와 지역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설정하고 행동하며， 이를 서로 평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내용과 준거는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민족화， 민주화 및 세계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합리적 의

사소통 능력의 제고이다. 다양한 집단이 공동의 관심을 추출하고 합의에 이르는 합

리성과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와 왜곡의 방지 및 지식-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정보전달 체계의 확립 등은 합리적 의사소통의 핵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집단 내외에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규범을 익히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며， 상대의 의견을 청취할 뿐만아니라 정보 전달 체계를 이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합리성 제고는 앞의 시민적 의사결정력 함양과 공동체적

정체성 함양에 기본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시민의식의 형식적 내용은 실질적인 공동체 시민들의 의사결정 주

제 영역 모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적 삶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해야할 주제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법·질서의 영역으로 나눈다. 이는 기본

적으로 주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결정 유형을 지닐 것이라는 전제에 입

각해 있다. 주제의 특성에 따라 담론의 형식이 달라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하나는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경로

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경로란 공동체 내의 시민들이

그들의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표시하고， 정보를 수집하

거나 접하며， 이에 대해 서로 접응해나가는 인식의 전달경로를 말한다. 아는 일면

시민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나 여론의 형성 네트원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하겠다.

이렇게 보면， 공동체 시민의식의 전달경로에서는 전달 매체에 대한 논의가 중요

하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관심을 두어온 전달 매체는 주로 신문， 방송

잡지， 기까운 이웃이나 친지 등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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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감안하여 정부 간행 홍보물， 반상회， 정당， 사회단체 등을 더 포함시

키기로 한다.

이처럼 공동체 시민의식의 현황과 그 확산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자나 시민

운동가들이 공유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

받을 수 있게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시민의식 고

양 운동이 필요한 부분을 가려내고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며 운동방식을 결정하는

데 크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설문조사의 체계

본 연구는 공동체 시민의식의 현황과 확산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은 앞에서 언급한 공동체 시민의식 내용의 바탕위에서 다음과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체 시민의식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위해 다음의 항목이

설문조사되었다. 즉， 1) 공동체 시민의 자질 2) 공동체적 정서 3) 자유와 책임에 대

한 인지 4) 공동체 범위에 대한 인식 5) 한국 사회공동체의 세계화 의식 6) 공동체

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의식 7) 민족 공동체 의식 8) 한국 사회공동체와 집단 갈등

9) 정부에 대한 시민의 공동체적 정서 등이 공동체 시민의식의 내용과 현황분석을

위해 설문항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공동체내 각 영역별 문제해결의 양태를 알기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나 비판의식이， 경제영역에

서는 경쟁， 부의 획득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 소득재분배 정책， 이기주의 성향 등

이，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약자에 대한 고려， 외국인 차별， 전통의 고수 등이 그리고

법·질서 영역에서는 법적 효능과 신뢰 등이 설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한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즉， 직업，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역， 주거지역， 주거형태， 종교， 기타， 등이 주요

독립 변인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공동체 시민의식 형성전략과 확산경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설문되었다. 즉，1)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사항 2). 공동체 시민의식의 형성 전략

(이에서는 공동체 시민의식 형성의 필요성， 교육연수에 대한 요청， 형성전략 등이

설문됨) 3)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 경로(이에서는 주로 정보의 원천， 정보 원천에

대한 신뢰도， 전달 경로 등이 설문됨) 등이 중요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다음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 경로와 관련하여 춘천의 경우를 좀더 깊이

사례연구하였다. 이는 확산경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분석에 깊이를 더해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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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와 방법

본 조사의 표본조사 및 분석과정은 아래의 단계로 요약될 수 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인 공동체 시민의식의 정향 및 확산경로를 조사·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의 목표모집단과 표본 선정방법을 결정하였다. 목표모집단은 조사기간

과 예산의 한계로 춘천시 지역과 서울시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 표본은 서울과 춘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

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임의추출하였으며， 이의 보완을 위해 병행하여 춘천지역 및

서울지역의 시민 중 일부를 단순확률추출법으로 선택하여 조사대상 표본에 포함시

켰다. 우편조사와 직접면접조사를 이용한 설문지의 회수율은 대략 춘천의 경우

60%이 었으며 ， 서울의 경우 50%정도였으며 ， 웅답자 수는 춘천과 서울을 합하여 약

2700명 이었다.

조사도구인 설문지 마련에는 설문 작성과정 상의 여러 주의 사항들을 특히 유의

하였으며， 태도측정을 위한 측도로 라이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여기

서 대부분의 경우 ‘1은 매우 그렇다’이고 ‘5는 매우 그렇지 않다’이며， 필요한 경우

에 그 의미가 조정되었다.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2

회에 걸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하였

다. 연구를 위한 본 조사는 1995년 9월 1 일에 서 15일 사이에 춘천과 서울에서 동시

에 이루어졌다.

웅답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공동체 시민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 중 각 해당 항

목들을 묶어 지수화하였으며 지수화되지 않은 것과 시민의식 확산경로 조사를 위

한 설문항목은 개별 항목의 응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는， 작성된 자료화일을 이용하여 먼저 각 설문항목별로 응답항목에 대한 도수분포

표 및 기초통계량의 값을 계산하였으며， 응답자의 여러 특성이 응답분포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웅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간의 차별성과 동

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 다중비교 카이제곱 적합도검정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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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사회의 공동체 시민의식

1. 공동체 시 민의식의 현황

1) 공동체 시민적 자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바람직한 자질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는 법의

준수， 투표참가， 정부예산에 대한 관심， 세금납부，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 사회문제

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애정， 소수의견의 존중， 합의의 존중 등 9가지 덕목을

제시한 다음， 각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웅답자들의 평가를 질문함으로써 우리 시민

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시민적 자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1은 매우 중

요하다 이며， 2는 중요하다， 3은 보통， 4는 중요하지 않다， 5는 전혀 중요하지않다

이다.

웅답의 결과로 볼 때， 대체로 시민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항목 전체 평균= 1.938). 그런데，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시민의 공동체의식이 미흡하다는 점

이 자주 지적되고 있어 대조가 된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하나는 자신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바람직한 것을 대답했을 수도 있으며， 시민

의 인식이 인지 내지는 지식 수준에 머무르고 내면화 수준에 못이른 때문일 수 있

다. 또한 시민의 공동체인식이 높고 내면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반조건

이 이의 발현을 막고 있는 때문일 수도 었다.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시민들이 법의 준수(1.49)나

세금납부(1.76)등 수동적이고 의무의 성격이 강한 시민적 자질을 더욱 강조하고 있

다는 점이다. 예산에 관심 (2.4이을 보인다거나 정부의 잘못을 비판(2.10)하고 소수

의 의견을 존중(2.18)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권리적인 성격이 강한 자질은 강조 순

위에서 가장 하위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매우 중요하다를 100%로 했을 때에 법의

준수가 88%수준， 투표참가와 세금납부가 82%정도인 데 반해 에산관심은 65%수준，

소수의견 존중과 정부비판이 70%내외 인 것에서도 잘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시민의

식의 향상 정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나아가서 공동체 시민의 자질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또는 평가는 연령， 거주지

역， 주거형태， 종교， 소득， 직업， 학력 등 여러가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

를 보여주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지와 농

어촌지역에서 공동체 시민적 자질 인식의 점수가 더욱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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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령에 따라 응답자의 공동체시민적 자질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연령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른 전형 (pattern)을 보인다. 즉， 춘천

지역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서울지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공동체시민적 자질

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연령의 효

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춘천이 상대적으로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도 응답자의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그 차이는 지역별로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인다. 춘천의 경우에는 주부， 전문직， 학생， 서비스업의 순으로

높은 인식도를 보였고 사무직， 생산직， 농어민， 무직 순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여 주

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무직， 전문직， 학생， 사무직의 순으로 높은 언식도를 보였고，

농어민， 사무직， 주부， 생산직 순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여 주었다. 전문직과 학생이

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인식도를 나타낸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이처럼 공동체 시민의식의 언식은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주거지역 등에 따라 다

를 뿐만아니라 연령， 직업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변수 내에서도 지

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인식을 회의불참， 종교 양심의

자유보장， 개인의 자유침해 등의 항목을 들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웅

답자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책임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전체

평균점수=3.369; 5점 에 가까울수록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이러한 결

과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 있다. 우선 자유와 책임에 대한 균형

감각이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결과는

분명 개선의 필요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반면 개인주의가 팽배하여지면서 개인

의 자유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는 기준

에서 보면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앞의 공동체 시민의 자질 항목에서 의무의 측면들이 순위가 높았던 점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지역(서울， 춘천)， 성별， 연령， 거

주지역， 주거형태， 종교， 소득， 직업， 학력 등 여러가지 배경변수에 따라 여하히 변

화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의 응답자가 춘천지역

의 응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인식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체

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과 서비스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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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주교인의 경우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언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춘천지역에서는 서울지역과는 달리 유의미한 연령별 직업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

3) 한국 사회 공동체와 집단 갈등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공동체 내의 시민들은 집단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즉， 갈등집단의 평균 값은 약 3.41로， 집단 간의 갈등이 크다에

가깝다(1점은 집단 간에 매우 친밀하다이고 5점은 갈등이 매우크다이다) . 특히， 예

상과는 달리 가장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빈부의 갈등(4.06)이다. 빈부

집단의 갈등은 정도는 ‘매우 친밀하다’를 100으로 했을 때， 친밀성의 정도가 23%정

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으로 지역 집단(26%)， 세대간(34%정도)과 노사 집단

(39%)의 순으로 갈등이 컸다. 그러나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남녀， 민간

과 군인의 갈등은 대략 친밀성 50%의 수준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

간과 군인의 갈등이 측정된 갈등집단 가운데에서는 갈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빈부갈등， 지역갈등， 세대간의 갈등이 한국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해소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것염을 알 수 았다. 이것은 앞으로의 공동체 시민

운동의 중요 타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하위 집단별로 갈등인식을 살펴보자. 하위집단별로는 지역별로는 춘

천보다 서울이 갈등을 더욱 크게 인시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불교

집단에 비해 기독교 및 천주교집단이 더욱 집단갈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욱 집단갈등이 큰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집단은 상대적으로 크게， 농어민집단

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단갈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별로나， 주거형태별，

및 소득별로는 집단갈등의 인식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4) 공동체 의식의 범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어느 범위의 공동체에까지 귀속의식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어느 범위

에서 시민의식 고양 운동을 할 수 있느냐와도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는 개인보다는 단체 마을(동네)보다는 지역， 지역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귀속의식을 보이고 있다(l에 가까울수록 귀속의식이 강

하다). 이 때 귀속의 식 의 강도는 국가(2.46) 마을(2，40) 지 역 (2.56)의 순으로 나타났

다. 나아가서 귀속의식을 갖는 공동체범위는 국가단위가 한계인 것으로 판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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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세계를 귀속의식을 갖는 공동체로 인식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때문임을 가

르쳐 주는 동시에 국가단위를 무시한 세계공영의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국가， 마을의 순으로 공동체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았다는 사실은 최근

재개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 크다. 즉， 지방자치계층 및 구

역에 대한 논의는 공동제의 인식범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는 바，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조건을 무시할 경우 마을단위는 공동체 시민운동의 단위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받는다 하겠다.

아울러 웅답자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범위가 지역(서울， 춘천)， 연령， 직업，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났으나， 주거형태 소득 학력 등은 유의미한 영향요인

이 아니었다. 즉， 서울지역의 웅답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체의 인식범위가 넓은

경향을 보였다. 직업의 경우 학생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공동체의식 범위가 두드

러지게 좁은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서 학생의 공동체의식의 범위가 좁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 사회화과정에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인 동시에，

보다 넓은 공동체의식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교육수요의 방향을 드러

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 사회공동체의 세계화 의식

세계화의식이란 인류공영을 위한 협조·개방정신과 국가생존을 위한 경쟁 및 자

존의식간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웅

답자들의 세계화의식수준은 중간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 물건의 구입과 외국

문화에 대하여는 보통의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과의 결혼 가능성을 물

은 질문의 경우는 3.56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3은 보통， 5는 매우 반대).

아울러 웅답자의 세계화 의식수준은 지역(서울， 춘천)， 연령， 종교， 소득， 직업， 학력

등 여러가지 배경변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웅답자의 세계화의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

우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세계화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6) 민족공동체 의식

여기에서는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지원과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통일이

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의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이러한 조사는 우리 민족의 숙원 과제인 통일문제를 보다 많은 시민이 환영

하는 방식으로의 처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하겠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민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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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은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지역별， 성별， 거주지역별， 소득수준별로는 별다른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20대가 30대 40대 및 50대보다 높은 민족공동체

의식수준을 보였으나 다른 연령 층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학생이 다른 직종보다 높은 민족공동체의식 수

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히 학생의 민족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은 연령과 민족공동체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생층을 중심으로 신진세대에 확산되어 있는 규범적 통일론과 기성세대의 현실주의

적 통일관간의 차이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고졸 및 중졸

자보다 높은 민족공동체의식 수준을 보여 주었다.

2. 한국 사회공동체 내의 정부와 시민

1)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

여기에서는 우선 시민이 중앙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대감 내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친절， 공정， 국민요구 수용， 신뢰， 약자보호， 청렴 등의 항목

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은 중앙정부에 대

하여 갖는 공동체적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항목의 전체 평균， 약

3.5; 5에 가까울수록 비판적엄). 즉 중앙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독재와 부패로 얼룩지워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근세사를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겠는 바， 정부는 종래의 행태를 과감히 개

선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이 공동

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충분히 활용되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문항별로는 청렴성 항목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주목되었다. 매우 그렇다

를 100으로 했을 때， 청렴성은 32%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으로는 약자 보호

(33%) , 공정성 (34%정도) 등이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 대해 비록 조금 부정적이긴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덜 부정적인 점 (39%정 도)은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강력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57%수준)를 받

아 대조가 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국민의 유대감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노력의 우선순위를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써 유용하다. 예컨대，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패척결 및 방지를 통한 청렴성 제고 사회복지시책의 확대를 통한 약자의 권리

신장， 각종 의사결정 및 집행에서의 공정성 제고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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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총체적으로 표현된 응답자의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이 연령，

종교， 직업， 학력 등 여러가지 배경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

이 높을수록， 생산직과 사무직이 전문직이나 학생보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중앙

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공동체적 인식을 보였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

여기에서는 같은 항목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

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이 지방정부에 대하여 갖는 공동체적 인식

의 정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것과 마참가지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의 정도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갖는 공동체

적 인식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응답자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갖는 공동체적 인식이 중앙정부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크다는 분석결과는

1991년 및 1995년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재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하여 일단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항별로는 청렴성 항목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주목되었다. 청렴성 다음

으로는 약자 보호， 신뢰성， 공정성， 반응성， 친절성， 강력성의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경우와 유사하나， 국민요구의 수용 즉， 반웅성의 서열

이 친절과 바뀐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시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갖는 공동체적 인식정도를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강력성 항

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 걸쳐 지방정부에 비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자기혁신 노력이

더욱 요청됨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서 웅답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의 지역(서울， 춘천) , 성별， 연

령， 거주지역， 주거형태 종교， 소득 직업 학력 등에 따른 차이는 그 경향이 대략

중앙정부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단지 지역의 경우 춘천지역 응답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이 서울지역 주민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ill. 공동체 내， 각 주제별 문제 인식 현황

1. 민주적 의사결정(다수결)에 대한 인식

“일부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다수 주민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라는 민주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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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진술의 평가를 물은 결과， 42%만이 그렇다 이상에 응답하였으며， 웅

답의 평균점수는 중간수준인 2.784에 그쳐 응답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언식

이 부정적인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확고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에 가까울수록 다수결에 긍정적임).

나아가서 웅답자의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 종교， 소득，

직업， 학력 등 여러가지 배경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였다.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가， 소득이 낮을수록， 농림어업 및

서버스직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다수결에 더욱 긍정적이었다. 여기서 특히 연령

이 높을수록 민주적 의사결정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 배치된다. 즉 보다 서구화된 민주주의 교육에 접한 신진계

층이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만일 조사결과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거나 이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는 요약하자면 일면 결국 기득권층일수록 소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편향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라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화합적인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는 일부 전문가 또는 지도층의 판단만이 아닌 대다수 일반국민의 집

합적 의λ}가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

이다.

2. 공동체와 개인의 주장

“분쟁을 야기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더라도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에 대

하여 50%의 응답자만이 소신있는 주장의 관철을 옹호하고 있다. 웅답의 평균점수

는 2.714이 다(l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사회발현 양식이 크게 성숙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주장의 관철은 성숙한 갈등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민주사회의 성

숙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나아가서 응답자의 자기발현의식은 여자일수록 학생과 서비스직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춘천에서 더욱 강하였다. 그러나 소득별， 학력별 차이는 없었다.

여기서 직업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다. 학생， 생산직， 무직， 주부， 사무직， 서비스업，

전문직， 농림어업의 순으로 높은 자기발현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보건대， 직업의

안정성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 표출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직엽의 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군이 높은

자기표출의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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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

우리의 경제 공동체는 시장에서 경쟁개념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움직이

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경쟁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경쟁의 이로움에 대하여는 보통으로 평가하면서도， 약자에게는 상대적

으로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전체평균 3.1096; 약자에게 유리，

3.2661; 모두에게 유리， 2.9503; 1에 가까울수록 경쟁에 더욱 우호적임). 이는 아마

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장점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시장경제가 발전해오는 과정

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역별 전체로는 춘천 (3. 1066)과 서울(3.1065)이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각

지역내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보면， 춘천의 경우는 남녀별 차이(남， 3.1660; 여，

3.0463)를 제외하고는 집단별 차이가 별로 없는 동질적인 지역임에 비해 서울의 경

우는 종교별，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 춘

천의 경우는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성격을 띄고 있어 직업 및 연령， 학력， 종교 등

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서울의 경우는 지역공동

체가 매우 다원화되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의 경우， 직업별로는 주부나 학생 및 전문관리자 층이， 연령별로는 2-30대의

하위 연령층이， 종교별로는 기독교 및 천주교 계통이 다른 계층보다 경쟁의 이익에

대해 좀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 이러한 계층틀이

오늘의 사회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비판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

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주거형태 및 소득별로는 춘천과 서울 모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100만원대의 중간소득자가 상대적으로 경쟁의 이익을 부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의 획득에 대한 인식

경제사회의 자원배분 기준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는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부의 형성에 자신의 노력이 중요한가”에 대한

반응을 묻는 본 항목에서， 이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약 44%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쪽의 약 36%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은 아직은 한국 사회 공동체 내의 구

성원블이 각자의 노력에 따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믿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를 하위 집단 각각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거주지별， 주거형태별，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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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남녀별， 연령별， 종교별， 소득별， 직엽별， 학력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즉， 부

의 형성에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쪽으로의 반웅인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

한 비율이 남녀별의 경우 남자가 47% 여자가 41%로 남자쪽이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이며， 연령별의 경우 20대가 31% 50대 이상이 63%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

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이며， 종교별의 경우 기독교 천주교 무교 등이 42% 정도인데

대해 불교는 50%정도로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이며， 소득별로는 100만원미만의

경우가 41% 300만원 이상에서는 53%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긍정적이며， 직업별

로는 학생 22% 주부 3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5%이 었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중

졸미만이 49% 대학원 이상 졸업이 41%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욱 부정적이었다.

또한 다른 변수와 지역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춘천과 서울 지역은 많은 경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의 경우는 남녀별， 연령별， 종교별， 소득별， 직업별， 학

력별로 전체조사 대상의 경우와 비슷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춘천의 경우는

이들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항목의

분석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춘천 사회 공동체가 아직 다원화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커다란 갈등

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장애자 수용시설은 허

용하지만 장애자 환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전체

평균 2.4941).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자 환자들과 함께 지내겠다는 답변은 평균

2.5664로 장애자 수용시셜은 허용한다는 답변의 2.4207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에 가까울수록 더욱 약자에 대한 배려가 깊음).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선뜻 나서기는 힘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대변해주고 있다 하겠다.

이 양자의 반응을 지수화하여 각 하위 집단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지역별로는 춘천 (2 .5103)과 서울 (2.4821)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남녀별 차이를

보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는 2.4395 여자는 2.5419로， 여자의 경우가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고소득일수

록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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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재분배정책

경제사회에서 정부에 의해 실행되어지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어

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정의의 문제

에서 깊은 관심의 대상이다. “호화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부당하다”라는 질문에 대

해 시민들이 보인 반웅은 부당하지 않다는 쪽이 67.2%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쪽의

20.6%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의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

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하위 집단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변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

별로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거주지역 주거형태， 종교 소득별로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즉， 지역별로는 소득 재분배정책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웅인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춘천의 경우 63.9%,

서울의 경우 68.8%로서 서울 지역에서보다 더 큰 지지가 있었고， 남녀별의 경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웅답한 비율이 남자의 경우 69.65%이 지 만 여

자의 경우는 65.4%로 나타나 남자쪽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20대 이하에

서의 74.7%의 응답율을 보여 다른 연령층은 65-68%정도로 비교해 볼때 소득재분

배정책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고，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60%내외 의 응답율을 보인 농어업과 생산직， 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5%내외 의 응답율에 그친 다른 직종 종사자들 보다 소득재분배에 대해 상대적으

로 부정적이며，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웅답율이 중

졸이하의 학력군에서는 61.7%, 고졸에서는 66.8%, 대졸에서는 71.3%, 대학원이상에

서는 70.3%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강력한

노동조합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못된다”에 대한 반응을 묻

는 본 항목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반웅이 31.3%이 고 부정적인

반응이 3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뚜렷한 견해가 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하위 집단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소득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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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거주지역， 주거형태， 종교， 소득별로는 차아가 나

타나지 않았다. 즉， 지역별로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그렇

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반응이 춘천의 경우 28.8% 서울의 경우 34.6%로서 서

울쪽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고 남녀별로는 남자가 34.4%로서 여자의 28.2%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남자쪽이 부정적이었으며 , 연령별로는 20대 전후의 20%정 도에서

50대 에는 48%정도까지 높아져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부정적염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별로도 42.5%의 웅답율을 보인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단이 30%를 약간 넘

는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이었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14.6%의 웅답율을 보여 30%

내외의 웅답율을 보인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8. 이기주의의 성향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에 대해 이에 찬

성하는 정도로 측정한 이기주의적인 성향은 아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38%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쪽으로 웅답하였으며， 28%의 사람들만이 이기주의

적 성향에 동조-찬성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하위 집단별로는 장기적 이익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와 ‘지역(춘천과 서울) 남녀 성 거주지 주거형태 종교， 소득’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령， 직업， 학력， 결혼여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직업의 경우 농림어업과 무직의 표본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연령， 학력 등이다.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별로 보면， 나이가 들

수록 이기주의적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이기주의적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사람

들은 의외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다. 즉， “그렇다와 매우 그

렇다”에 답한 비율로 보면， 연령의 경우 20대 미만이 20%, 20대가 30%, 30대와 40

대가 28%인 데 대하여 50대 이상은 46%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35%, 고졸과 대졸이 27% 수준인데 반하여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33%이 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전체 이익 고려정도’는 예전보다 좋아지

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주의

적인 경향은 연령별， 학력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전동에 대한 인식

현대 한국인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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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조금 비합리적이라도 우리의 전통은 지키겠다"라는 문항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58.8% , 그

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33.6% 정도 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적인

평균 역시 2.4630으로서 대략 시민들은 아직은 우리의 전통을 비합리적이라 할지라

도 고수해야 한다는 편이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집단은 남녀별， 연령별， 주거형

태별， 종교별， 직업별로 보았을 때이고， 춘천지역에서는 남녀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서울에서는 남녀별， 연령별， 주거형태별， 종교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하위집단 각각의 측면에서 보면 남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불교집단이 그리고 주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욱 고수 경향이 강하였다.

10. 고용의 남녀차별

고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에 대한 반웅을 보기 위하여 “내가 사장이라면 여자보다

남자에게 임금을 더 주겠다"라는 문항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웅하는가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21.7%,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58% 정도

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적인 평균은 3.4958으로서 대략 시민들은 남녀차별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집단은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로 보았을 때이고， 춘천지역에서는 남녀별， 연령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서울에서는 남녀별， 연령별， 주거형태별， 종교별， 직업별，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춘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의 경

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쪽의 반응이 20% 정도이며 서울의 경우는 22%정도로

서울이 춘천에 비해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

는 남자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여 약 30%인데 반해 여자는 약

13%정도로 여자들이 비합리적인 남녀차별에 의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다곳

생각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남녀차별에 긍정적인 비율이 주부가 약 14%, 학생이

약 10%정도 인데 반하여 나머지 전문관리직 ,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의 경우가 보통 26% 내외였다. 즉 학생과 주부는 남녀차별에 대해 상대

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여타 직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긍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차별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전체로 보아 학

력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남녀를 차별해야 한다는 비율이 중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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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 고졸인 경우 약 21%, 대졸의 경우 약 22%, 대학원의 졸업 인 경우 30%정

도이다. 놀랍게도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를 차별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11. 법의식

법은 λ}회 에서 서로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행위 규칙의 역할을 하며 매우 중요

하다고 여겨진다. “법은 특정집단에게 유리하다”에 대한 응답에 대해 본 연구에 의

하면， 연령에서는 젊은 세대(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20대가 68%, 30대가

51%, 40대가 47%, 50대가 41%)일수록， 학력 이 높을수록(중졸이하 46%, 고졸 51%,

대졸 51%, 대학원졸 55%), 남자일수록(남자 54%, 여자 47%) 상대적으로 법에 대

해 더욱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 비하여 이번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의 법적 신뢰감이나 효능

감이 과거 연구에서는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의 조사에서는 그 차

이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가정 · 가사일이 더이상 다른 사회

부문과 분리되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N. 공동체 시민의식의 형성전략과 확산경로

1.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 사항

한국 사회 공동체 내의 시민들이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표

시하며 화제로 삼는가를 분석한 본 항목의 조사에서， 우선 전체 관심영역별로 사회

문화영역 (61%정도)과 경제영역 (57%)의 문제들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임이 밝혀졌다

(매우 좋아한다를 100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정치영역

(52%수준)이 생각보다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직장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정치영역의 문제는 심각한 이데

올로기적인 대립을 몰고올 수 있기 때문에 화제에 잘 포함시키지 않는다고도 해석

할 수 있으나， 일면， 시민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옮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영역을 보면， 지역별， 종교별

차이는 없으나 남녀별， 연령별， 주거지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별 차이는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연령의 경우 춘천지역에서의 차이는 없었

으며， 거주지의 경우 서울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아마 춘천지역이 지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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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특성과， 서울의 경우 빈번한 왕래로부터 거주지별 공간구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에 있어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촌지역보다는 상업 공장지대가，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과 사무

직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가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영역이나 법-질서영역에서도 지역별， 남녀별， 연령

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는，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거주지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

별 차이가 있음은 경제영역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춘천에서는 남녀별， 소득별， 직업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다른 영역과는 달리 연령별로는 오히려 낮은 연령일수록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업별로도 학생의 경우가 높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이는 아마도 사회문화영역이란 주제의 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공연과 예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영역에 관심

이 많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관심주제에 따라 하위집단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은 공동체 시민의식

형성 전략의 주제별 차별화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

니는 것이라 하겠다.

2. 공동체 시 민의식의 형성 전략

우선 공동체 시민의식 형성의 필요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

하여는 시민간에 공동체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웅을 묻는 본

항목에서， 약 93%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반웅을 보이고 있고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에 못 미치고 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시민

들의 거의 대부분이 공동체 시민의식의 형성을 우리 사회의 발전요소로서 인식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하위집단 각각의 측면에서 보면， 남녀별， 주거형태별， 종교별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직업별로는 직업안정성이 높은 전문관리직이 약 95%로

가장 높고， 직업안정성이 낮은 농어엽의 경우가 85%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교육연수에의 요청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체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실제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본 항목에서

조사대상 전체에서 약 77%정 도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각 하위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남녀별， 거주지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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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교별 경우에서도 케이스 수가 적

은 유교와 기타종교를 제외하면 종교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별로는 어느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적거나 많은 집단보다는 중간 연령층의 사회활동이 가

장 적극적이고 왕성한 30-40대 연령층에서 교육연수 참가의사를 밝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 교육연수에의 참가의사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별 분석에서는 여러 직업 집단들 중에서 사무직

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약 83%)로 참가의사가 았다는 반웅을 보이고 있었다. 반

면에 직업이 없거나 학생， 농어엽의 경우가 61-67%의 낮은 비율이었다. 학력별로

는 학력이 낮거나 높은 집단들 보다는 고졸과 대졸 정도의 학력집단들에서 교육연

수에 참가의사를 밝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시민의식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공동체 시민의식 형성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나 교육연수 요청에 대한 응답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공동체 시

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볍이 무엇인가이다.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l) 학교교육중심， (2) 시민참여 활성화， (3) 언론매체활용， (4) 국가차원의 교육기구，

(5)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기구， (6)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7) 이웃간의 모임기

회 확대， (8) 별도방법 불필요 등의 8가지를 중심으로 웅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교

육의 충실， 시민참여의 활성화， 시민단체 참여의 활성화 등에 가장 높은 점수의 중

요성이 부여되었다. 학교교육의 충실은 평균 1.5614점 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민참여와 시민단체 활성화 역시 각각 평균 1.9542점과 2.0759점으

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l에 가까울수록 중요성이 높다). 이를 매우 중요하다

를 100으로 한 중요성 지수로 환산하면， 학교교육충실의 경우가 87, 시민참여 활성

화가 76%정도， 시민단체 활성화가 74정 도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특히 시민참여와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

면 시민사회의 성숙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공동체 시민의식의 형성 전략과 관

련시켜 보면， 이러한 경향에서 우리는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민운동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참여와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반응은 각 하위집단 별로는 조금

씩 달랐다. 대략 지역 및 주거형태， 주거지역， 남녀별， 학력별로는 집단별로 큰 차

이가 없었으나， 연령， 종교， 소득， 직업， 학력별로는 그 하위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2-30대 의 낮은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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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강조하였으며， 천주교와 기독교 계통에서 그리고 전문관리직 종사자와 학생

들이 시민참여를 강조하였다.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의 사랍들이 100만원 미만의

사람들보다 시민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1위로 평가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학교의 역할과 가능성을 가장 크게 믿고 있음을 반

증한다. 일변， 학교교육에 충실하는 것은 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한 상당히 근원적인

방법이가도 하다. 여하튼 학교를 통한 공동체 시민운동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집단에서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다.

3.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 경로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경로와 관련하여 우리는 정보의 원천과 신뢰성 및 접촉

경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의 원천에 대하여 언급하면， 주제영역별로 정보원천의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전체적으로 보아 신문과 방송이 중요한 정보의 원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각각의 주제에 따라 세부적인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질

서의 영역에서 신문과 방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같으나， 세부적으로는

영역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영역의 경우 정부홍보물이 정보수집의 원천

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0.7%인데 반해 법질서 영역의 경우는 8.2%이다. 또한 법질

서 영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5.9%로서 다른 영역의 2%내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정보 원천의 집단별 차이도 뚜렷하다. 우선 하위집단별로 정보원천의

구성이 매우 다르다. 즉， 지역별，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직업별 차이 등은

매우 의미있는 차이이다. 예를들어， 정치 및 법질서 영역에서 춘천보다 서울이 신

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거나， 정치영역의 경우 남자가 신문에 의존하는 비율은

61%로서 대단히 높은데 비해 여자는 46.5%로서 오히려 방송(47.3%)에 더욱 의존적

이라는 점，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직종이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일수록 신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 등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그러나 거주형태별로나 종교별

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에 더하여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집단별 차이 역시 주제 영역

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하나의 예로 경제정보의 경우와 정치정보의 경우는 지

역별， 성별， 연령별， 주거지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문화정보의 경우 지역별 소득별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법질서영역의 경우



공동체 시민의식과 확산경로 95

는 주거형태별로도 차이가 있는바， 아파트의 경우 신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단독주

택보다 상당히 높다. 법질서영역의 경우에는 종교별로도 차이가 있어， 천주교의 경

우(47%)가 다른 종교집단(35--40%)보다 신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뚜렷이 높았다.

다음으로 정보원천의 신뢰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체적으로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의 정도는 보통수준에 기울어져 있으나(믿을만하다가 2.5이하라고 가정한 경우

2.8590엄 ) ， 각 정보원천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문이나 방송은 매우 믿을만하

다를 100으로 한 신뢰성 지수에서 65수준으로 신뢰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58수준)보다 더욱 믿을만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반

해， 정당의 경우는 약 40수준으로 믿지못할 수준에 가깝다(그림8 참고).

여기서 사회단체의 경우가 생각보다는 신뢰성에서 낮아(55수준) 가까운 이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이전의 다른 통계분석에서 사회단체가 매우 높게 나온 것

과는 대조적이다. 본 조사의 시점이 95년 9월 중순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 당시 사

회단체 지도자들의 정치진출 고려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

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전달 경로가 신문 방송 및 사적채널에 집

중되어 었다는 사실은 건전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그 다양화가 요청되는 부분

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또한 각 정보원천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

문이나 방송의 경우，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신뢰성의 차이는 었으나， 남녀별， 주거

지별， 거주형태별， 학력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간행

물의 경우는 지역별， 연령별， 종교별， 직업별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정당에 신뢰도

는 낮은 연령층일수록， 높은 소득수준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관리직일수록 더욱

낮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플과 젊은세대들은 정당을 더욱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자신이 취득한 정보나 문제들을 누구와 이야기하고 서로

담론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접촉경로에 대해 언급해보자. 시민들은 주로 정치， 경

제， 사회문화， 법질서 영역 모두에서 친지， 친구 및 직장동료와 서로 접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물론 그 구성비는 다르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 영역의 경우에 친구는

37.7%, 직장동료는 18%인데 반해， 경제영역에서는 친구가 30.2%이 고 직장동료는

24.5%이 다. 그러나 사회단체 등의 경우는 5%내외로 상당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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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언 및 정책제언: 더 나은 한국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1. 공동체 시민의식의 형성 내용에 관련된 정책 제언

(1) 시민운동의 내용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 잘못된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

등의 적극적 영역의 시민의식을 좀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시민의 자질에

대한 항목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시민들이 법의 준수나 세금납부 등 수동적이고 의

무의 성격이 강한 시민적 자질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에 관심을 보

인다거나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권리

적인 성격이 강한 자질은 강조 순위에서 가장 하위에 었다. 이는 한국 사회공동체

내에서 시민의식의 향상이 어떤 방향에 더욱 힘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

겠다. 즉， 시민의식의 제고는 의무적인 성격보다는 적극적이고 권리적인 성격이 상

대적으로 강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비판정신의 함양， 소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

등을 좀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항목이나 일부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다수 주민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평점이 2.8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든지 반 정도의 응답자만이 소신있는 의견 개

진을 옹호하고 있는 것에서도 위의 제언은 매우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앞으로의 한국 사회공동체에서 특히 빈부갈등은 지역갈등이나 세대간의 갈등

과 더불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며 정부의 중요 정책 타켈이 되어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공동체에서 집단 갈등은 상당히 큰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특히 여러 부분의 갈등 중에서도 빈부의 격차에 따른 갈등은 평점 4를

상회할 정도(5점은 심각한 갈등을 느낀다이다)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

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역갈등(평점 3.94)의 문제는 표면화되어 있지만， 빈부갈등은

그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을 심각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치유해야할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세대갈등(평점 3.65) 역시 예상과는 딸리 상당한 정도로 갈등상황인 것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역갈등이나 세대갈

등의 문제와 함께，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빈부갈등의 치유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았다하겠다. 특히 빈부갈등의 경우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공동

체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음으로 더욱 경계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빈

부갈등의 치유는 정부나 민간에 의해 더욱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빈부 간의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 공동체 내의 많은 시민들이

부의 재분배를 크게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의를 요한다. 조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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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의 웅답자가 부의 재분배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다면， 부의 재분배 정책은 사회내의 갈등해소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여론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마을 중심의 시민의식 제고 노력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공동체 인식의

범위에서 마을은 강한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조사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이 가장 강하지만 공동체 시민운동의 과정에서 국가가 너무 넓은 범위라

면， 본 연구는 마을단위의 운동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

다. 즉， 공동체 시민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따진다면， 기초자치단체 범위의 공동체

시민운동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중앙정부는 국민과의 유대감을 진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청렴성의

제고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등을 통한 약자의 보호에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중앙정부와의 친밀도를 묻는 항목에서 청렴성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

며， 다음으로는 약자 보호， 공정성 등이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점

역시 3.6을 넘어 보통 이상의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공동체 시민의식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대부분의 경우， 같은 지역과 하위

집단별로 경향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시민의식 고양운동은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집

단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로 개별화하여야 한다. 즉， 지역별로， 소득별로， 연령별로，

학력별로， 직업별로， 거주지별로， 또는 종교별로의 개별화는 매우 필요한 전략이다.

공동체 시민의식은 응답자의 특성， 즉，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주거형태별， 종교

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별 등 여러가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

었다. 예를 들어，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지와 농어촌지역에서 공

동체 시민적 자질 인식의 점수가 더욱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도 응답자의 공동체

시민의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공동체 시민의식은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주거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민의식의 고

양 운동이나 정책이 구체적 집단별로 개별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

론 시민자질의 각 내용별로 별도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6) 공동체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공

동체 시민운동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시민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정기적인 파악이 중요하다. 앞 장의 공리주의적인 성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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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적인 성향의 파악 및 법의식의 파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시민의식은 시간

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시민의식의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시

민운동 단체나 정부가 공동체 시민운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 시민의식의 지표는 다양한 문항을 포함한 체계적인 것이어

야 한다. 참고로 본 연구의 질문은 좀 더 수정보완되면 하나의 좋은 공동체 시민의

식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사실 미국 등지에서는 예를 들어 가브리엘 알모드

(Almond)와 시드니 버바(Verba) 같은 사람들에 의해 시민의식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이후에도 후속적인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 가

칭 “한국인의 공동체 시민의식 지표(Korean Citizenship Index)"와 같은 것이 개발

된다면， 그것은 다음의 몇가지를 내용 요소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표는 (1) 공

동체 시민의식의 지식， 이해의 측정지표군， (2) 공동체 시민의식의 가치관 및 태도

에 대한 측정지표군， (3) 시민의식의 발현 양식에 대한 지표군， (4) 공동체 시민의

식의 확산 경로에 대한 지표군 등의 구성요소를 지녀야 할 것이다.

2.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 전략과 확산경로에 관련된 정책 제언

(l) 꽁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민교육이나 시민운동은 교육이나 운동에서

경제나 사회문화와 관련된 주제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의 우선적인 관심 사항 웅답에서

경제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이 1, 2위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경제나 사회문화적인 주제들이 시민들에

게 더욱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은 시민교육이나 시민운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사실은 공동체 시민운동의 조건으로서 비정치적인 주제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사

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2)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민교육이나 시민운동은 교육이나 운동주제

에 따라 시민 집단별 관섬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 사회공동체에서

구성원의 관심은 주제 영역에 따라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에 있어 여자(관심 20%)보다는 남자(관심41%)가，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

촌지역보다는 상업 공장지대가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맞 서비스

업 종사자의 경우가，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영역에서도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학력

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이처럼 관심영역에 따라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



공동체 시민의식과 확산경로 99

실은， 달리 말해， 시민교육과 시민운동에서 주제에 따라 하위집단에 대한 전략이

달라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3)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민교육이나 시민운동은 교육이나 운동대상

에 따라 정보제공 경로를 달리해야 한다.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각 정보원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제영역이 무엇이냐， 어떤 정보 원천을 사용할 것이냐

에 따라 주요 시민의식 고양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이를 바꾸

어 말하면， 주제영역이 무엇이냐， 어떤 유형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어떤 정보원천을 중심으로 하느냐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를 예들어，

경제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40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의식고양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할 때에는 신문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를 예들어

보면， 정치문제를 중심으로 방송을 주요 원천으로 사용할 경우， 30대 ， 공장지， 저소

득층 및 저학력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다른 집단에 비해 이에 의존하는

비율이 큼을 의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물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4)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 경로는 다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서 아직도 신문과 방송이 차지하는 정보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전체적으로 90%정 도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신문이나 방송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들이 지닌 여론 지향적인 성향

을 따르게 되면， 있는 것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자연주의적인

오류에 접할 수 있다，

이에서 보면， 일면， 우리사회는 신뢰성있는 정보원천의 다양화가 필요할 수 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단체나 정치중립적 기관을 정보원천이란 측면에서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원천들은 단순히 여론을 쫓기보다는 무엇이 지향해

야 할 방향인지를 심사숙고하는 자세에서 정보를 확산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여기서 사회단체에서의 접촉이 낮은 것 (5%내외)은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해결

해야할 하나의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친지 친구 등이 모두 사적인 채널엄에 비

해 사회단체는 어느 정도 공적이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논리

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시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

회단체 등을 통한 접촉경로의 다양화에 힘써야 함을 알 수 었다.

(5)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방법으로서 학교교육과 시민들의 참여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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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제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

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학교교육중심과， 시민참여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학교교육의 충실은 평균 1.5614점， 시민참

여와 시민단체 활성화는 각각 평균 1.9542점과 2.0759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공동

체 시민의식의 형성 전략과 관련시켜 보면， 우리는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전략으로서 학교교육의 충실과 시민운동이 가장 신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학교교육을 시민의식의 제고와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시민의식 고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해 시민교육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는 안정적인 직업의 소유자에게 더욱 적합하다.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연수에 77%의 응답자는 참가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었다. 특히， 30-40대

의 중간 연령층에서， 그리고 전문직이나 주부 등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에서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교육연수에 참가하려는 성향은 더욱 높다. 이러한 점에 비

추어， 앞으로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면，

교육연수는 시민의식의 고양책으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가 정보화 시대의 학습사회로 변화해 나갈 것임을 생각하면， 시민교육을 위한

사회 전체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경제와 사회문화의 영역에서부터 먼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매우 타당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6)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시민운동에서 어떤 정보원천을 운동의 매체로 사용하

고자 할 때， 어느 집단이 이에 더욱 귀기울여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신문， 방송， 정부간행물， 반상회， 정당， 이웃， 사회단체， 친구 등의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도 하위 집단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방송

의 경우，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신뢰성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별， 주거지별， 거주

형태별， 학력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간행물의 경우

는 지역별， 연령별， 종교별， 직업별 차이가 뚜렷하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어떤 정보원천을 시민운동의 매체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어

느 집단이 이에 더욱 귀기울여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반상

회를 이용하고자할 때에， 서울보다는 중소도시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업·공장

지보다는 주택지와 농어촌에서，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더욱 반상회 내용에 귀기울일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간행물을 시민운동의 자료로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 그리고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에서 더욱 정부간행물이 신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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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현황파악과 확산경로

에 대한 분석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는 춘천과 서울의 차이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

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시민의식의 현황이나 확산경로에 있

어서 춘천과 서울은 많은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일반적인 해석은 춘천

의 경우 지역적인 전근대적 공동체성이 잔존하고 서울은 이미 각 집단별로 다원화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춘천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분석이 아니다. 지역에 따

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엄연한 사실이나， 그 차이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깊은 지역 연구

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지역연구는 공동체 시민운동을 위해

서도 펼수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춘천과 서울 지역에서 시민단체에 대

한 인식이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은 잘 드러난다.

3. 결언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공동체 내의 시민의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시

민의식의 내용별로 조사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공동체 시민의식의 확산경로를 조사

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사는 서울과 춘천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춘천의 경우는

깊이 있는 면담과 구체적인 설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시민적 성향과 하위집단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각 하위집단별 차이， 특히 지역에 따른 차이는 시민의식의 고양 운동에 매우 중

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전체 연구과정을 통한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한국 사회 공동체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집단별로 그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계층별

분화는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이는 집단간의 갈등에서 빈부갈등이 가

장 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화 속에서 한국 사회공동체가 세계 체제의 정보화， 개방화 흐름에 대응

하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시민의식의 고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민의식의 내용이나 확산경로에 관한 여러 가지의 정책

제언을 남겼다. 지역별， 집단별 개별화 정책이나 주제별 차별화 정책 및 정보 원천

의 다양화 정책은 지금까지의 시민의식 고양운동이 지니지 못했던 세부적인 정책

마련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은 그

내용의 상세한 검토를 통해 시민운동 단체나 정부에 교육이나 시민운동 대상에 대

한 상세한 의식현황 및 확산경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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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의 지역별 지단별 깊이있는 개별분석을 통해 더 보강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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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world goes into an individualized society, the developoment of

citizenship is more emphasized nowadays than the pas t. It is also the case with

Korea. This study is basically a demographic survey of the Korean citizenship

and its expansion path. Korean citizenship appears to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World War ]J. Traditionally Korean society had kept a Cofusianic belief

system in which social good and moral law was accentuated in human

interactions and at which scholars were respected more than farmers , artisans

and trademen.

A number of studies have attempted to establish demographic determinants,

such as age , sex, socioeconomic status and some other factors, in the Korean

citizenship and its expansion path. Some studies have found that the Korean

citizenship and its expansion path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social class,

etc .. However, many studies foun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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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izenship.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me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Korean citizenship and its expansion path. The subjects were

about 2,750 persons, 1/3 from Chunchon and the others from Seoul. Half the

subjects were male and half female. They were divided into 5 age groups , 4

educational groups, 8 occupational groups and 4 income groups.

The subjects were asked to answer 12 long questions containing the content

of Korean’s citizenship and expansion path. In the realtive agreement level of

the questionnaire, a Likert type scale set was used. The questions attempted to

survey subject’s citizenship trends and its expansion path by demographic

variables. Chi-square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variables that

discriminated the responses concerning the Korean citizenship and its expansion

path.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Unlike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 the modem Korean society shows differences among demographic

groups in their citizenship and its expansion paths. Age , occupation and educatin

produced significant effects. However, Chunchon subjects demonstrated some

degree of similarities among groups.

Implications are drawn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enhancement of

Koreans' citizenship and the citizenship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