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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보는 “한국인”, 그 변화를 추적하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공동체 속의 ‘우리’(we)와 외부의
‘그들’(they)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의 경우 오랜 세월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 혈연적,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지닌 채 살아왔기에 한민족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에게는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될 때 나타난 것과 같은 혈연적-종족적 의미의 정체성과 시민적영토적 의미의 정체성 간에 괴리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과거와 같이 그리 간단하게 구분되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분단으로 ‘한민족 한국가’라는 민족주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북분단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남한 자체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제 통일에 의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결합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최종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급속히 이완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대외 개방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진 이유다.
단행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은 첫 “국민 정체성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듬해 단행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가 공동으로 2010년 두 번째로 실시한 2차

국민정체성 조사를 통해 지난 5년 사이 생겨난 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을 비교의 시각에서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통섭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체성”,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시티즌십” 확산
이번 책은 모두 아홉 편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강원택은 남한에 국한된 국가정체성과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민족정체성 간에 내재된 갈등에 주목하면서 남한만의 분리된 ‘대한민국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지적하고 있다. 이내영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면서 5년 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타자의식’이 커졌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신중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와 세계화의 추세는 한국인의 국제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숙종은
한국인 사이에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성으로 표현되는
글로벌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외교력의 중요성을 경제발전 못지않게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신화 역시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자연재해, 질병, 경제위기 등 초국가적 이슈가 한국의 국익에 위협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비군사적 비전통적 안보 이슈의 중요성에도 관심이 높아졌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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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다문화 시대”, 한국인을 새롭게 정의하다
정한울과 이곤수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민주적 시민성과 강한
성향의 민족주의가 공존하는 ‘민주적 민족주의’ 성향을 발견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족 주권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윤인진은 민족, 국민, 출신국의 조합이 서로 다른 재외동포, 탈북자,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서 한국인은 출생지와 혈통과 같은 종족적 요건과 국적과 법과 제도의 준수와 같은 시민적 요건을 동시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 두 가지 요건들이 서구사회에서처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정미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문화 다양성과 다민족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한국인들이 아직 내면화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가 앞으로 다민족•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방향에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의제의 등장
이러한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국가의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명재는
한국인이 원하는 국가의제를 공정한 분배와 복지국가 구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공존의
법칙이 통하는 다원적 통합사회 건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국가 건설 그리고 통일국가 건설과 국제리더십 발휘 등
크게 다섯 분야로 정리하면서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욱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물질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성향이 세대에 걸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물질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지위의 의미가 다른 가치들을 압도하고 물질적
성공에 천착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물질적 이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주요 사회 쟁점들에 대한 선호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한국인”의 도전과 기회, 우리의 선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로 지난 5년 사이 한국 사회의 내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의 속성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시대적 환경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발전 또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독자들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결과를 《한국은, 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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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강원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편저),《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Protest Voting and Abstention in Plurality rule elections: An Alternative Public Choice Approach”등이
있다.

문명재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민주주의와 정책과학》(공저),
《이명박 정부의 국가관리》(공저), Public Administration in East Asia: Mainland China, Japan, South Korea,
Taiwan(공편), Transforming Korean Public Governance: Cases and Lessons 등이 있다.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공저), “재외한인연구,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Multicultural Minority Groups and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Korean Socie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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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곤수 ｜ EAI 거버넌스연구팀장.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주요 논저로는“Th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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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Presidential Approval of Myung-bak Lee” 등이 있다.

이내영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 정치학 박사. 주소 논저로는《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1, 3, 4》(공편),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ft Power in East Asia,” “ROK-US Alliance and Changing Public Opinion,” “합리적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 위협론의 평가와 전망”,《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등이
있다.

이숙종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AI 원장.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공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공편), “The Assertive Nationalis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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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ecurity in East Asia(저서), South Korean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편저),“ North Korean Questions:
Taking Stock of 2008,”“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From Concepts to Practices,”“유엔과
보호책임(R2P)”등이 있다.

이용욱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국제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The Japanese
Challenge to the American Neoliberal World Order: Identity, Meaning, and Foreign Policy, “The Evolution of Korean
Foreign Labor Policy in Global Context: Toward the Politics of Societal (In)Security?” “Soft Power as Productive
Power” 등이 있다.

정한울 ｜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논저로는《박근혜 현상 : 진보논객,
대중 속의 박근혜를 해부하다》(공저), “이슈와 한국정당지지의 변동”(공저),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공저),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ROK-US Alliance”(공저) 등이 있다.

황정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최근 논저로는《다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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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공저),《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공저),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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