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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이들 국가에서 시민-정당 연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
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두 측면⎯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자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와 결합하여 정당에 대한 태도,
즉 정당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을 보일 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끼
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중․동유럽의 시민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과거 공산주의/권
위주의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할수록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할수록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특정한 정당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 확률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민주화 직후의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태도
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정당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정당 연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발견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신생민주주의 국가, 중 ․ 동유럽 구공산권 국가, 시민-정당 연계, 절차적 민주주의, 실
질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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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많은 중 ․ 동유럽의 공산주의/권위주의 국

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로써 민주화의 제3의 물결
(Huntington, 1991)은 절정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 국가가 경험한 민주주의

로의 이행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정치체제의 갑작스러운
개방과 함께 등장한 다수의 신생 정당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나 후견주의
(clientelism)에 의지할 뿐 일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에 기반하

여 그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대표하는 기능은 취약했었다(Kitschelt, 1995;
2000).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극심한 선거 유동성(electoral volatility)

과 정당 간의 끊임없는 이합집산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혼란이 체제이행기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결합하면서 중 ․ 동유럽의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안정적으
로 공고화(consolidation)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으로 이어졌다
(Elster et al., 1998; Mair, 1997; Kitschelt et al., 1999; Rose and Munro,
2003).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
로는 무엇보다도 정당체제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systems)를
들 수 있다(Mainwaring and Torcal, 2006). 그리고 초기의 비관적인 전망에
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중 ․ 동유럽 국가에서 정당체제의 제도화가 상당한 수
준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 중 ․ 동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선거 유
동성은 서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나 혹은 중 ․ 남미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Bielasiak,
2002; Tavits, 2005). 그러나 높은 수준의 선거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 ․ 동유럽 국가에서 정당 간 경쟁은 이념적 차이를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
으며, 또한 정당 간의 잦은 이합집산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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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여 정부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의 범위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
다(Bakke and Sitter, 2005; Enyedi, 2006; Kitschelt et al., 1999; Toole,
2000). 특히 많은 중 ․ 동유럽 국가에서 새로운 정당체제와 사회의 지배적인

균열구조 사이의 조응성, 즉 주요 정당들이 대표하는 정치적 이해가 해당 사
회의 지배적인 사회균열(social cleavages)을 반영하는 정도가 짧은 기간 동
안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된다(Evans and Whitefield, 1993;
Kitschelt, 1995; McAllister and White, 2007; Miller et al., 2000;
Rohrschneider and Whitefield, 2009; Whitefield, 2002).

그러나 정당체제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특정한 국
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정당 간 경쟁의 패턴과 더불어 유
권자들이 일상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또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Dalton and Weldon, 2007). 특히 구체적인 정당
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정당이 가지는 정당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가,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특
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attachments)이 강하게 뿌리내렸는가는 정당체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Mainwaring and Torcal, 2006:
206-207).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정당

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
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 비해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특정한 국가에 국한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다수의 중 ․ 동유럽 국가들을 포괄하는(cross-national)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시민-정당 연계(citizen-party
linkage)가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일반화된 이해를 추구한다. 두 번째로는

중 ․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한 직후인 1990~1992년과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인 1997~2001년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의 도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중 ․ 동유럽 국가
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및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갔
는지를 비교 ․ 추적하고자 한다.1
본 논문의 초점은 새롭게 도입된 민주주의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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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평가에 따라서 정당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오랜 기
간 동안 일당독재 하에서 살아온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복수
의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다당제는 민주화가 가져온 핵심적인 변화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는 결국 이
들이 새롭게 도입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를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고 사회
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과는 달리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란 낯설
고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주
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이들이 민주주의의 성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며 결과적으로 민주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정당에 대해
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
의의 전통적 구분에 기반하여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절차
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 부여하는 가치와 중요성이 이들의 정당에 대한 태
도에 어떻게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정당 연계: 어떤 민주주의인가?
정당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집약하고 정치과정에서 대표하는
한편 정치적 책임성의 주체가 되는 등 현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주화를
경험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Dalton et al., 2011).

1.

2014년 현재의 시점에 굳이 1990년대 초반과 후반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
하는 이유는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가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정당 연계의 현재 모
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전환 직후 민주화의 초기 단계에서 시민-정당 연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정당정치에 대한 이
론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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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이러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둘 이상의 정당
이 선거에서 경쟁한다는 외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정당 연계가 안정적
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정당에 대한 지
지 혹은 비판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정당이 가지는 정당성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많
은 시민들이 특정한 정당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심을 형성하고 정당정치에 적
극적으로 관여할 때에야 정당체제가 제도화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Mainwaring and Torcal, 2006).
중 ․ 동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짧은 기간 동
안 많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당파심(partisanship)을 가진 시민들이 늘
어나고 투표선택에 있어서 당파심의 영향이 강화되는 한편,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정치적 분화 ― 즉,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한편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견해의 동질성이 증가하는 추세 ― 가 눈에 띠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Brader and Tucker, 2001, 2008; Evans and Whitefield, 1993; Miller et
al., 2000).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지지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s and Whitefield, 1995). 그러나 집합적인 차원에서 발견되는
변화와 추세와는 별개로 과연 중 ․ 동유럽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정당
연계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발전하는 과정의 배후에 어떠한 동학이 작동하
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경험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는 선진민주
주의 국가의 경우 새로운 시민들은 정치적 사회화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습
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정당 연계가 세대를 건너 자연스럽게 전수된
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지 않은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민과 정당 사이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형
성된다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체제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과 시
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생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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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민-정당 연계가 완전히 백지상태(tabula rosa)에서 새롭게 만들어지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의 성격이나 체제이
행 과정의 특징 또한 민주화 이후 형성된 시민-정당 연계의 구체적인 모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Evans and Whitefield, 1993; Kitschelt, 1995; Whitefield,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새롭게 도입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인식과 이
해를 가지게 되었는가는 중 ․ 동유럽의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정당 연
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
제로 많은 연구들은 중 ․ 동유럽 신생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이 보이는 민주주
의에 대한 규범적 지지나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민주화 이후의 정
치적 경험에 크게 좌우되며, 이러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은 과거 공산주의
시기로부터의 유산이나 체제이행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경험의 영향력을 압
도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Evans and Whitefield, 1995; Mishler and Rose,
1999, 2001; Norris,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가 정당정치에 대한 인식과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의 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혹은 어떤 민주주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더구나 오랜 기간
동안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특히 새롭고
도 낯선 개념일 수밖에 없으며,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통해 어떤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과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견과 논란에는 각자가 체제이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소 체득하게 되는 정치적 현실이 체화되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
하고 이해하는가는 민주화 이후 그들이 겪은 민주주의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이 드러내는 정치적 태도와 선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Finifter and Mickiewicz, 1992; Miller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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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에서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민
주주의의 절차적(procedural) 측면과 실질적(substantive) 측면 사이의 구분
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민주적 정
부와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달
(Dahl, 1971)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대의제 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제도 및 과정과 동일시된다. 즉 복수의 정당이 자유롭고 공

정한 선거에서 경쟁하며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권
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민주주의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반면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혹은 결과를 중요시하며 민주적 제도와 절차는 그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때 민주주의의 목표와 결과
는 사회적 평등이나 부패청산과 같은 정치적 차원을 지칭할 수도 있고 경제
성장이나 빈곤퇴치와 같은 경제적 차원일 수도 있다. 비록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질
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도와 절차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가치
(value)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조나 실질적 민주주의의 강조가 중 ․ 동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민주주의 국
가의 국민들의 경우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와 절차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지
속되어 왔으며 한번 수립된 제도와 절차는 그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
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태도와 인식에 그
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민주
주의 체제와 정당정치의 틀을 새로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
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한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한 제도적 기반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실제로도 정당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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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경우 오히려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는 현실에서 목격하는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으로 인해
쉽사리 좌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민주화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열망을 가진 사림일수록 더욱 그렇다. 따라서 민
주화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애초에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기대했
던 목표와 결과와 현실적인 성과 사이의 비교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당에 대해 부정
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을 보일 확률이 감소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정당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력은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새
롭게 도입된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정치체제의 성과와 실적에 대
한 평가 및 기대를 반영하며, 정당을 포함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해 시민
들이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
친다(Dalton, 1999; Norris, 1999). 특히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
를 통해 어떤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는 그들이 새롭게 도입된 민
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시민의 경우 민주주의를
통해 기대하는 가치와 목표가 일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
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나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모두 정당에 대한 긍
정적 태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든 실질적 민주주의든 자신이 민
주주의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목표가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를 내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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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와 변수조작화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 중 ․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한 직후
인 1990~1992년과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인 1997~2001년 두 번
에 걸쳐 실시된 “중 ․ 동유럽의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이하 CDCEE)” 자료를 사용한다. CDCEE 자

료는 제1차 조사에서 총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주주의 체
제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제2
차 조사에서 총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정치적 경험이 이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사하였다.2 이에 따라 CDCEE 자료는 이들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적응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변
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정당에 대한 태도
본 논문에서는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의 변수를 사용한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새롭게
도입된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정당의 필요성과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응답
자의 인식을 측정한다. CDEE 자료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

2.

구체적으로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조사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
베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구)동독의 11개 국가이다. 제2차 조사에서는 벨
라루스, 라트비아, 구서독의 3개국이 추가되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별개의 두
국가로 조사되어 총 15개 국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본 논
문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구서독을 제외하였으며, 제2차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제
1차 조사에서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별개의 두 국가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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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당에 대한 인식, 국가별 평균

당이 필수적이다”, “정당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
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
고 “정당은 정치지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한다”의 4가지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4가지 진술에 대해 긍
정적으로 ― 즉,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이 필수적이며, 정당들 사
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정당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정치지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지 않는다는 ― 대답한
개수를 사용하여 정당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종속
변수는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적
(cognitive) 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값이 커질수록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있

어서 정당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3.

제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5%가 네 진술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네
진술 모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반면에 제2차 조사에서는 응
답자의 28.8%만이 네 진술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네 진술 모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0%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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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 비율

두 번째 종속변수로는 현재 응답자의 국가에 존재하는 정당 중에서 특별히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을 사용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는 정당에 대한 인식의 국가별 평균값과 각 국
가별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 비율을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민주화 직후의 제1차 조사에 비해 민주화 이후 10
여 년이 흐른 제2차 조사에서 오히려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1차 조사에 비해 제2차 조사에서 크게 감소한 국가
가 여럿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의 경우 제1차 조사에서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9%에 달했으나 제2차 조사에서는
50%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는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 사이에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
이상 감소하였다. 물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제1차 조사에 비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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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조사에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경
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에조차도 제2차 조사에서 가깝게 느끼
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
국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서 많은 중 ․ 동유럽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민주화 이후 10여 년을 거치면서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크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

2. 민주주의의 개념: 실질적 민주주의 vs. 절차적 민주주의
CDCEE 자료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민주주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념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얼마나 밀접
하게 연관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으며, 각 개념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
혀 관계없다”, “그다지 관계있지 않다”, “다소 관계있다”, 그리고 “매우 밀접
하게 관계있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8
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자유(political liberty), 지방자치(decision
at local/regional levels) 법 앞의 평등(equal justice before the law), 다당제
(multi-party system), 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 부패 척결(less corruption
and less bribes), 일자리 창출(more jobs and less unemployment), 경제성장
(better economic conditions). 이 중 정치적 자유, 지방자치, 법 앞의 평등,

다당제의 4가지 항목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이 이루어지는 정당한 제도적 기
반과 절차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평등,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
의 4가지 항목은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
다.

4.

실제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당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제1차 조사의
3.0에서 제2차 조사에서는 2.6으로 하락했으며,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 비율은
제1차 조사의 41.8%에서 제2차 조사에서는 37.9%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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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주성분요인분석, 제1차 조사

Loadings (rotated)
st

1 Component

nd

2

Component

정치적 자유
지방자치
법 앞의 평등
다당제

0.033
0.298
0.359
-0.102

0.775
0.572
0.561
0.709

사회적 평등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0.595
0.530
0.843
0.797

0.280
0.342
-0.061
0.082

eigenvalue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2.780
0.276

1.383
0.244

주: 제2차 조사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8가지 항목을 위와 같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구성하

는 요소로 구분하는 것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표 1>
은 각 항목별로 응답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얼마나 관련되는지 대
답한 응답에 대해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두 개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s)
가 1 이상의 고유값(eigenvalue)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주의의 절
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각기 구성한다고 예상된 항목들은 실제로 서로
다른 잠재변수에 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하의 분석에서는 민주주의의 절
차적 측면과 관련된 4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과 실질적 측면과 관련된 4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
의”라는 두 변수를 구성하였다. 두 변수 모두 값이 커질수록 응답자가 생각
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에서 해당 측면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
로 이해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신뢰성 계수
(Cronbach’s alpha)는 각각 0.63과 0.78이다.

그렇다면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중에서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3>에서는 국가별로 민주주의의 두 측면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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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민주주의의 절차적·실질적 측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국가별 평균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중시하는 국민들일수록
실질적 측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중 ․ 동유
럽 국가의 시민들은 실질적 민주주의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부분은 민주화 직후에 실
시된 제1차 조사와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 실시된 제2차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10여 년간의 정치적 ․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이 깨져가는 과정을 반영하듯이 많은 국가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에 대한 강조가 제1차 조사에 비해 제2차 조사에서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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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CDEE 자료에서는 현재 자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

나 만족하는지를 10점 척도를 통해 측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과거 공산주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했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10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공
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차이를 사용하여 민주주의에 대
한 상대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상대적 만족도가 0이라면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와 과거의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비슷한 정도로 만족한다는 의
미이며, 0보다 크면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그리고 0보다 작으면 과거
의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보다 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의 국가별 평균을 제시하

주: 루마니아의 경우 제1차 조사에서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4.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국가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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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화 직후의 제1차 조사에 비해 민주화 이후 10
여 년이 흐른 제2차 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1차 조사에서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당시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보다 더 만족한다고 대답한 많은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제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과거의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보다 더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제2차 조사에서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당시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보다 더 만족한다고 대답한 국가
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제1차 조사에도 포함되었던 체코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1차 조사에
비하면 그 정도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를 거치며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불만족에서 상대적 만족으로 전환한
국가는 에스토니아가 유일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체제 차원의 만족도로서 특정한 정권에 대한 만족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하의 분석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와 함께 조사
당시의 정권에 대한 만족도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4. 기타 통제변수들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및 절차적 ․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외에도 중 ․ 동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끼
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우선 응답자의
좌-우 이념성향이 통제되었다. 또한 정당을 비롯한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대
한 관여는 응답자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시민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도와 함께 4점 척도의 정치적 신뢰도를
포함하였다. 시민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도는 CDEE 자료에서 제시된 총 11
가지 종류의 결사체 중 응답자가 몇 가지에 참여하는가를 나타내는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태도와 현재의 특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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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기 위해 현 정권에 대한 10점 척도의 만족도와 함
께 현 정권 하에서의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sociotropic evaluation)를 포함
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성별 등의 기본적인 사회경
제적 특성이 통제되었다.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역사와 환
경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별 가변인 또한 모형에 포함되었다.

IV. 통계분석과 결과
첫 번째 종속변수는 정당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4가지 진술에 대해 긍정
적으로 대답한 횟수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므로 이를 범주형 변수로 간주하
여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5 그리고 두 번
째 종속변수인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분석 모두 다수의 국가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를 계산하였다.6
<표 2>에서는 중 ․ 동유럽 국가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제1차 조사7와 제2차 조사로 나누어 살펴보

5.

첫 번째 종속변수를 빈도변수(count variable)로 간주하여 포아송(Poisson) 모형을 적
용하여도 결과에 별다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6.

이하의 모든 통계분석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결측치(missing values)의 숫자
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래 설문조사는 900~1500명에
달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구체적인 설문문항에
대해 대답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통계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애초에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응답자의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 및 개별 설문문항의 의
미에 대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의 기억으로
인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사례
수의 문제가 이하의 통계분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후속 연구에 의해 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7.

제1차 조사의 대상이 된 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몇몇 변수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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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동유럽 국가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Coefficients(Robust Standard Errors)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1차 조사 대상국)

제2차 조사
(전체 국가)

절차적 민주주의

0.822* (0.069)

0.729* (0.090)

0.779* (0.083)

실질적 민주주의

-0.098* (0.071)

-0.165* (0.038)

-0.178* (0.026)

민주주의 상대적 만족도

0.092* (0.020)

0.070* (0.026)

0.064* (0.016)

좌파 이념성향

0.088* (0.117)

0.430* (0.106)

0.294* (0.087)

우파 이념성향

0.140* (0.091)

0.492* (0.020)

0.357* (0.103)

시민적 결사체 참여

0.065 (0.036)

0.121* (0.032)

0.103* (0.025)

정치적 신뢰도

0.227* (0.076)

0.475* (0.055)

0.481* (0.057)

현 정권에 대한 만족도

0.069* (0.028)

0.070* (0.015)

0.047* (0.020)

-0.004* (0.059)

0.111* (0.046)

0.057* (0.035)

25세 이하

0.145* (0.109)

0.017* (0.138)

0.097* (0.086)

26~35세

-0.048* (0.097)

-0.008* (0.116)

46~60세

-0.110* (0.044)

0.224* (0.104)

경제상황 평가

60세 이상

#

0.078* (0.117)

0.206

#

0.068* (0.089)
0.125

#

(0.064)

(0.108)

0.108* (0.071)

-0.177* (0.054)

-0.202* (0.053)

중학교 졸업 이하

-0.318* (0.124)

대학교 졸업 이상

0.406* (0.101)

0.296

#

(0.153)

0.291* (0.080)

성별(여성=1)

-0.277* (0.097)

-0.130

#

(0.070)

-0.156* (0.056)

국가 dummies

Yes

Yes

Yes

Cutpoint 1

-0.249

0.928

0.809

Cutpoint 2

1.114

2.421

2.299

Cutpoint 3

2.490

3.868

3.734

Cutpoint 4

3.804

5.134

5.097

0.074

0.094

0.079

8

8

14

3443

3695

6404

2

Pseudo R

N of countries
N of observations
#

*p < 0.05, p < 0.1.

았다. 제2차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 중 일부는 제1차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는 점을 감안하여, 제2차 조사에 포함된 국가 전체에 대한 분석과 별개로 제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속하는 사례들이 불가피하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구체
적으로는 루마니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폴란드의 경우 정치적 신뢰도와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설문이 이루
어지지 않았고,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각기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조
사에서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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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에도 포함되어 있던 국가들만을 따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제1차 조사에 포함되었던 국가들만 별도로 고려했을 때에도 결
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관련하여,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를 막
론하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할수록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핵심
적인 역할을 고려한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한 제도적 기반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이 가지는 영향력
은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 사이에서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표
2>에 따르면 민주화 직후에 실시된 제1차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반해,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에 실시된 제2차 조사에서는 민
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태도 또한 중 ․ 동유럽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요한
점은 애초에 예상했듯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서로 상반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민주주의
의 절차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반면에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믿음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된다.
<표 3>에서는 특정한 정당에 대해 애착심을 느끼는가 여부에 대해 마찬가
지로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띠는 차이는 민주주의의 상대적
만족도가 가지는 영향력이다. 제1차 조사에서는 자국에 도입된 민주주의 체
제가 과거에 경험한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스럽
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도 유의
미하게 상승했던 것에 반해(p=0.056),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에는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와의 상대적 비교는 더 이상 특정한 정당을 가
깝게 느낄 확률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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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동유럽 국가 시민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로짓 모형)

Coefficients(Robust Standard Errors)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1차 조사 대상국)

제2차 조사
(전체 국가)

절차적 민주주의

0.283* (0.076)

0.222* (0.067)

0.235* (0.046)

실질적 민주주의

0.054* (0.052)

0.025* (0.042)

-0.004* (0.031)

민주주의 상대적 만족도

0.022# (0.012)

-0.005* (0.012)

-0.009* (0.008)

좌파 이념성향

0.632* (0.064)

0.825* (0.121)

0.771* (0.106)

우파 이념성향

0.384* (0.167)

0.566* (0.111)

0.529* (0.090)

시민적 결사체 참여

0.248* (0.055)

0.211* (0.042)

0.210* (0.030)

정치적 신뢰도

0.215* (0.066)

0.287* (0.074)

0.236* (0.051)

현 정권에 대한 만족도

0.021* (0.024)

-0.010* (0.021)

0.015* (0.018)

경제상황 평가

0.029* (0.032)

0.193* (0.047)

0.174* (0.032)

25세 이하

-0.087* (0.176)

-0.529* (0.130)

-0.404* (0.111)

26~35세

-0.082* (0.110)

-0.172* (0.082)

-0.103* (0.072)

46~60세

0.179* (0.132)

0.242* (0.045)

0.296* (0.045)

60세 이상

0.290* (0.108)

0.589* (0.137)

0.588* (0.126)

-0.172* (0.145)

-0.026* (0.096)

-0.104* (0.084)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0.244* (0.080)

0.027* (0.101)

0.118* (0.057)

성별(여성=1)

-0.232* (0.027)

-0.306* (0.098)

-0.325* (0.062)

국가 dummies

Yes

Yes

-3.115* (0.194)

-1.526* (0.184)

0.112

0.098

0.082

8

8

14

4729

4667

7984

Constant
2

Pseudo R

N of countries
N of observations

Yes
-1.412* (0.150)

#

*p < 0.05, p < 0.1.

이는 영향력과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 모두에서 중 ․ 동유럽 국가 시민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애
착심을 가질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 모두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와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
과 실질적 측면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1차 조
사의 경우 두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와 민주
주의의 두 측면 사이의 아무런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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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동유럽 국가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태도(상호작용 효과)

Coefficients(Robust Standard Errors)
제1차 조사
정당에 대한 인식
절차적 민주주의
0.832*
실질적 민주주의
-0.098*
민주주의 상대적 만족도 -0.014*
만족도⨯절차적 민주주의 0.030*
만족도⨯실질적 민주주의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
0.290*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0.055*
민주주의 상대적 만족도 -0.082*
만족도⨯절차적 민주주의 0.030*
만족도⨯실질적 민주주의

(0.079) 0.825*
(0.071) -0.100*
(0.069) 0.054*
(0.024)
0.012*
(0.078)
(0.052)
(0.067)
(0.021)

제2차 조사(전체 국가)

(0.069) 0.833*
(0.068) -0.171*
(0.062) -0.088*
0.045*
(0.020)

(0.075) 0.780*
(0.027) -0.174*
(0.051) 0.052*
(0.017)
0.004*

(0.083)
(0.032)
(0.038)

0.283* (0.074) 0.294*
0.054* (0.049) 0.006*
0.025* (0.041) -0.178*
0.050*
-0.007* (0.012)

(0.046) 0.248*
(0.031) 0.033*
(0.050) -0.100*
(0.014)
0.031*

(0.047)
(0.031)
(0.026)

(0.012)

(0.008)

주: <표 2> 및 <표 3>과 동일한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제2차 조사에 대한 분석을 제1차 조사
에 포함된 국가들에 한정하여 실시한 결과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
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p < 0.05.

2차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와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다수 발견되었다. 먼저 정당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절
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정당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끼치는 영향력이
보다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당에 대한 인식은
그리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특정 정당에 대한 애
착심과 관련하여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민
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당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반되게 나타났
다.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나 실질
적 민주주의를 강조할수록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을 확률이 증가했으나,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할수록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을 확률이 오히려 하락하였
다. <그림 5>와 <그림 6>은 통계모형에 포함된 다른 모든 변수들을 평균값
― 가변인의 경우 중위값 ― 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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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정당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그림 6.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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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2>~<표 4>의 결과는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민
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정당에 대한 인식 및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변화는 민주화 직후와는 달리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에
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태도가 중 ․ 동유럽 국가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오히
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제1차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에
는 중 ․ 동유럽 국가들에 새롭게 도입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이 강조될 뿐 아직까
지는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이 민
주주의의 도입이 가져올 여러 가지 정치적 ․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
대와 열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행기에 발생하는 극심한 혼란과
시행착오로 인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
여금 그러한 기대와 열망을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와 연관시키는 것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에 실
시된 제2차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정치적 ․ 사회적 변화와 그들이 기대하는 민
주주의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비교 및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
고, 따라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즉 민주주
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높은 기대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 확률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에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과거 공산주의/권
위주의 체제에 비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질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정당정치로부터의
유리(disengagement)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즉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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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와 목표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목
표가 현실에서 좌절될수록 민주화와 함께 등장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중 ․ 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에서 민
주화 이후 실각했던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시절의 집권세력을 계승하는 정
당(successor parties)들이 1990년대 후반 들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고 정치 무대의 전면에 재등장한(Grzymala-Busse, 2002) 현상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를 정당한 절차라기보다는
특정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대안을 통해 그러한 가치
를 다시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 단계에
서 이러한 해석은 객관적인 증거가 미비한 가설일 뿐이며, 앞으로 민주주의
에 대한 태도와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
되는 지점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중 ․ 동유럽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
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
선 민주화 이후 중 ․ 동유럽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는 과거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와 비교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즉, 자국에 도입된 민주주의 체제가 과거에 경
험한 공산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실제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도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의 절차
적 측면을 강조할수록,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한 제도적 기반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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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도 정당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였다.
민주화 이후 10여 년이 흐르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일정한 경험
이 쌓이면서 중 ․ 동유럽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있어서 일정
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이상과 관련한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중 ․
동유럽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정당에 대
한 태도에 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질
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만일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과 결
합한다면 특정한 정당에 대해 애착심을 느낄 확률 또한 하락하는 것이다.
중 ․ 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에 국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분석
은 한국을 포함하여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정당 연계가 새롭게 형성되
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당
에 대한 태도는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넓은 맥락에서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
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사회와는 달리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자연스러운 정치적 사회화 과정이나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축적된 회고적 평
가에 기반하여 정당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논
문의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실과 목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생민
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각기 얼마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직접적으로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나 정당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본 논문의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한계는 앞
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논문의 분석이 민주화
직후 시민-정당 연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에 의도적으로 1990~1992년과 1997~2001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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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분석 시점으로부터 다시 10여 년 이상 더 흐른 상태이며, 따라서
2000년대 초반 중 ․ 동유럽 국가의 시민-정당 연계가 현재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는가는 보다 최근의 자료를 통해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중 ․ 동유럽 국가들을 포괄하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일반적인 결론은 개별 국
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 비
록 국가별 고정효과(fixed effect)는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각국의 독특
한 체제이행 과정의 경험이나 정치적 ․ 경제적 제도, 그리고 정당체제의 특징
등과 같은 맥락적(contextual) 변수가 일반 시민들이 보이는 정당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서는 응답자 개인 수준의 특성이 국가 수준의 변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정당 연계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다수
준적(multi-level)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실시한 중 ․ 동유
럽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분석이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경험한 다
른 지역의 국가들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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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data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post-communist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public attitudes toward democracy influence the
formation of citizen-party linkage in new democracies.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how emphasizing procedural and/or substantive aspects of democracy, in
combination with the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fluences public attitudes
toward political parties, i.e., people’s perception of political parties’ importance and
role and the development of partisan attachment. Results show that higher levels of
democratic satisfaction and more emphasis on procedural democracy lead to more
positive percep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o greater probability of partisan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emphasis on substantive democracy, though not
much influential right after the democratization, had come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public attitudes toward political parties after 10 years since the democratization.
The paper concludes with a genera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citizen-party
linkage in new democracies including South Korea.
Keywords: New Democracies,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Post-Communist
Countries, Citizen-Party Linkage, Procedural Democracy, Substan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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