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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대학생의 가족 내 정치사회화의 영향력*
1)

홍재우

<요약문>
이 연구는 19대 총선 시 대학생들의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을 분석
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확연히 드러나는 세대 간의 정치참여와 정치선택의 차이는 정치사회화
개념의 재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세대균열은 이념과 더불어 기존의 강고한 정치적 균열 구조였던
지역균열을 약화시키며 주요한 정치적 변수로 등장하였다. 정치사회화라는 오래된 개념은 세대정
치의 실제와 동학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전통적으로 정치사회화의 주요한 매개체
는 가정으로 특히 부모의 영향력이다. 이 논문은 400여명의 대학생을 설문조사 하여 부모와의 소
통 혹은 부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자녀의 인지를 통해 형성된 정치사회화가 대학생 자녀의 정
치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젊은 대학생들은 부모 세대
보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이지만 부모의 이념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당 지지도 일정한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 내의 정치적 담화에 더 노출될수록 정치참여의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사회화의 내용이 정치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이거나 상관없이 그 강도가 강할수록 투표참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또
정책과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가치를 통해 분석한 가족 내 정치사회화의 이념적 방향도 대학생들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즉 세대 간의 정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만 여전히 세대 사이에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한 일정한 영향력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주제어: 정치사회화, 세대정치, 투표선택, 투표참여, 3(4)86세대, 가족의 정치적 역할

Ⅰ.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의 재탐색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격적
인 대규모 경험분석에 앞선 탐색적 예비 연구(pilot study)로 한국정치 과정을 대상으로 한 정치
사회화 연구의 필요성을 재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는 정치
* 이 논문은 2011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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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기초 정치학 개념으로 오랫동안 정치학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정치사회화 연구는 한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1) 정치사회화 연구가 별다른 진전이 없이 표본실 개념에 머물렀던 이유
는 한국정치에 있어 지역균열 구도가 너무나 설명력이 큰 변수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80년
대 말 민주화 이후 선거행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정치사회화 개념은 그리 쓸모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2)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선거 과정에는 정치사회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새
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균열 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지역감정을 대체할
새로운 균열과 선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진보-보수'의
이념 축에 관심을 갖는 연구도 있지만 (조성대 2008), 상당수의 연구들이 지난 10년 동안 "세대
"가 선거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강원택 2002; 김욱 2006; 안
순철 2002; 어수영 2006; 이갑윤 2008; 정진민 2012). 이들은 세대 사이에 투표행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데 주목해왔다. 어떤 세대가 특정한 정치적 선호를 공유한다는 가정이 검증된
다면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인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회집단 사이에 상당히 다른 선호와 태도가 나타나고 그 중 어떤 집단의 정치 참여가 현저
히 떨어지거나 혹은 반대로 매우 높다라면 그 집단의 특징은 현실 정치의 균형과 구조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자치선거와 2012
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야당과 진보 진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대중 동원
운동을 벌리고 전략을 실행했던 이유는 그 동안 세대 사이의 투표율이 큰 차이를 보임과 동시
에 세대마다 상당히 다른 정당 선호가 나타난다는 상황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론도 앞
다투며 젊은 세대의 투표율을 선거 경쟁의 중요한 관전 지점으로 다루어왔다. '스무 살에 자유
주의자가 아니라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쉰 살에도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면 머리가 없는 것이
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지만3) 한국정치에서 세대 차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연령 효과
(aging effect)'인지 아니면 특정 세대의 고유한 특성인지는 아직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한국
의 선거행태 연구에서 세대의 구분과 그 구분된 집단이 갖는 특징은 상당기간 동안 중요한 연
구 대상이 될 것이다.
1) 국내의 거의 모든 정치학 개론/원론 교과서가 정치사회화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정치사
회화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연구는 전용주, 차재권, 김은미 (2007)의 공동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2)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은 체제 전환의 주요한 변인
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사회화의 실패 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3) 이 말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 사실 처칠 그 자신은 15세부터 보수당원이었고 35세에 자유당원이 되었고 48세에 다시 보수당
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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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세대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대 사이의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이해도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행동 양태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윗세대가 어떤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봐야 한다. 이것이 정치사회화라는
오래된 개념이 다시 쓸모 있는 이유다. 이 오래된 개념은 새로운 '세대정치'(politics of
generations)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순
히 참여와 선택이라는 행위 양태 뿐 아니라 특정 시기 민주주의 질적 내면을 이해하는데도 상
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정치사회화의 기본적 양상을 분석한다. 그러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차이를 분석하거나 여러 세대의 정치사회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대신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공고화하기
시작하는 20대 초반의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다.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치사회화의 주요 매개체(agent)인 가정(부모)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가정에서 정치사회화가 이뤄지는 맥락과 환경들을 살펴보고 가정의 정치사회
화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아래에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은 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에 대한 기존의 논
의들을 간략히 검토해 본다. III장은 대학생들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질문
을 구체화하고 연구 자료와 방법에 대해 밝힌다. IV장에서는 19대 총선이후 대학생들을 조사
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치사회화의 여러 양상과 영향력을 분석해 본다. V장에서는 세대정치
와 정치사회화 연구에 대한 이후 분석 과제를 제시한다.

Ⅱ. 세대정치, 정치문화, 정치사회화
1. 정치적 균열과 세대 효과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경험과학 연구를 수행 할 때, 연구자들은 행위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socioeconomic status)을 일종의 “의무” 통제변인으로 간주한다. 그중 연령은 영향력이 있을 때
나 없을 때나 대개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연령이 이렇게 늘 포함되는 통제변인이
된 이유는 연령의 영향력이 잠재할 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연령을 기초로 인간을 집단으로 나눈 “세대”의 개념은 이론상 유권자들이 개인으로서의 특징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비교적 초기
행태주의 가설에 기인한다. 오랫동안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사건을 공유하는 세대는 비슷한
가치정향과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청(소)년기에 생성된 이런 정향들은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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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손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이다(Mannheim 1952; Hyman 1959; Easton and Dennis 1969).
세대가 선거 정치와 정당정치의 주요한 변인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세대의 차이가 일종의 사
회균열로 작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회 내 특정 균열의 동원과 유권자 연합의 형성 그리고
그 연합에 의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안정이라는 재편성의 동학이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가
를 살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차이가 정치적 균열 축을 새롭게 하고 재편성을 가져올지
는 아직 알 수 없다. 게다가 균열 축의 정의 자체가 시간적 변화를 수반하는 “세대”4)이기 때문
에 장기적인 결빙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균열 축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국 정치의
균열 축은 상당기간 동안 민주-반민주(독재)의 균열 축이었고 민주화 이후 지역 균열이 매우
공고하게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지역 균열이 영향력을 발휘함
에도 불구하고 세대나 이념 같은 새로운 (잠재된) 균열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강원택
2003; 김욱 2006). 또 새로운 균열 축이 정렬되기 전에 기존의 균열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가
일종의 해체(dealignment)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세대"는 그 과정에서 이념 균열과 함께 정치
구조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5)
한국 정치에 있어 세대 효과와 이념의 균열이 병행하여 나타나는가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세대가 젊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념과 세대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
이 공존한다. 조중빈(2003)은 세대들의 정치적 경험에 따라 한국전쟁세대-전후세대-유신체제
세대-민주화/노동운동세대-탈냉전세대-탈정치화세대 등으로 나누었고 이들 사이에 이념적 가
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정진민(2012)은 젊은 세대가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탈이념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투표 선택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변동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념과의 연관은 과도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
은 정치 무관심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탈물질주의 가치관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진보적
이라고 평가하는 연구(김욱 2006)도 있다. 분명한 것은 세대 차이는 이론상 이념 차이와 완전
히 일치하지 않으며 경험 분석 결과도 완전히 서로 대체 가능할 정도로 병행하여 나타나지 않
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대와 이념의 중요성은 기존의 지역 균열의 변화와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강고한 지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세대 별로 지
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가상준 2007; 최준영

4)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s)는 연령효과(aging effects)와 구별된다. 연령효과는 인생주기효과(life-cycle
effects)로 볼 수도 있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지킬 것이 많아져서 보수화된다는 것이다.
세대 간의 차이는 연령효과의 차이와 병행하기도 하지만 한 세대가 기억한 경험에 따라 연령효과에
역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환위기를 청소년기에 겪은 세대와 이전 세대
간에 이념 성향에 있어 연령효과와 반대되는 일정한 차이가 나는 것을 가정해 볼 수도 있다. 즉 이 두
개념은 이론적으로 서로 구분된다.
5) 이 논문이 교정 과정에 있을 때 18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선거결과로 인해, 세대 차이는 당분간 한
국 선거 연구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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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최준영, 조진만 2005),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보수인 지역 특징 보다는 진보인 전국적
세대 특징에 따라가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전용주, 차재권, 김은미 2007).
이처럼 세대 효과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세대정치(generation politics)라 불릴만한 현실정치
의 변화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대 총선에서 20대 유권자를 대변하는 청년비례대표
제가 도입되기도 하고, 청년층을 상대로 한 특화된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생산
되었고 무엇보다 투표율과 세대 효과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치참여 캠페인이 있었다. 각 세
대들이 보여주는 정치문화의 차이와 그것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정치 참여의 정도와 양상은
상당 기간 동안 한국정치 연구에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이념 혹은
지역균열과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세대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는 데는 대략적인 동
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대정치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 사
이 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 특히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2. 정치문화, 정치사회화, 정치사회화의 매개체.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연구는 행태주의 시대의 총아였다. '과학으로서의 정치학'(Merriam
1921)은 인간의 정치적 행동과 감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비로소 현대 정치학이라 불렸고
행태주의는 다양한 연구주제와 접근을 정치문화라는 하나의 커다란 개념으로 수렴시킬 수 있
었다(Almond and Verba 1963). 정치적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재설정한 "제2의 과학혁명
"(Munck 2006)과 신제도주의 시대에도 정치행태 그리고 정치공동체가 공유하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교차국가 분석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Inglehart 1997, 2003).
정치공동체 내의 정치문화는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이전되는데 정치사회화
의 과정은 이 과정을 포괄한다. 물론 그 이전이 똑같은 복사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차원에서 정치사회화란 시민이 정치세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점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Dawson, Prewitt, and Dawson 1977), 동시에 "개인이····자신의 속한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다"(Greenberg 1970, 3). 일반적인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은 때때로 평생토록 유지하는 태도나 말하는 방식 등을 습득하기도 한다. 어떤 것들
은 형식적(목적적)으로 교육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내며 자연스럽게 흡
수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사회화도 정치적 가치와 특정한 정치적 관습이 교육되는 과정으로 공
식적, 비공식적 성격을 모두 띤다. 정치사회화의 과정은 인생 전체에 걸쳐 일어나지만 청소년
기까지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나머지 일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일, 국가를 외우고 부르는 일,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일,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일, 성인으로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아는 일 등은 가족, 교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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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교육된다. 전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사회화는 국가가 안정된 거버넌
스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Greenberg 1970; Roskin et al., 2012, 132).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과는 달리 정치사회화는 학습의 내용인 “정치”가 대부분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화의 매개체(the agents of
socialization)의 역할이 중요하다(김충남 1982). 대부분의 정치학 교과서들은 정치사회화의 중
요한 매개체로서 가족, 동료집단, 학교, 정부, 대중매체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은 다른 매개체
혹은 여러 사회 환경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지만 각각의 매개체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개
념적으로 구분되는 영향력을 갖는다. 그중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로 간주
된다.
사회화 매개체로서의 가정은 많은 부분에서 "부모"를 의미한다. 가정은 다른 사회화 매개체
에 비해서 압도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의 사회화는 때론 권위주의 정부나
학교의 공개적인 사회화 내용을 무력화하기도 한다. 어린시기에 끼친 부모의 영향력은 한 개
인의 정치적 태도에 수십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서구 사회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부모의 투표
선택과 유사한 선택을 한다. 부모의 영향력은 규범, 가치,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에 대한
일체감, 정부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을 발전시키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 대체로 3세에
서 13세 사이에 영향력 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무의식적, 무비판적으로 수용
한 부모의 정치적 태도를 평생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모가 조성한 가정환경도 성인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내의 결정사항에 있어 자기 의견을 표출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보인다(Almond and Verba 1963).
정치사회화는 매우 보편적인 정치학 개념이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서구에
서도 철지난 연구 주제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학과 교육학 쪽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패널 데이
터가 축적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냉전 후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이 나타나 세대 간의 차이
에 관심이 모아졌고 이에 대한 정치사회화 개념의 재사용이 나타났다. 근래 정치사회화 연구
는 유아,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는데 전통적
사회화 연구처럼 이들은 공히 특정한 연령대에서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크다는 “민감 연령 모
형(impressionable year model)"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
는 연령이 높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깊게 유지되
기 때문에 가족, 특히 부모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 20대 전반부, 즉 대학
생 시기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서구 학계의 연구는 기존의 개별 매개체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는 달리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Jennings 2007). 한 개인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지역의 정치적 맥락(제도와 정당정치)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 선
생, 동료, 공동체의 사회정치적 특성 같은 여러 층위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 정치사회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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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을 파악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Gimpel et. al. 2003)6). 하지만 이 같은 연구는 매우
장기간 진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커다란 재정적 자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
개념에 대한 독립된 설문조사가 힘든 우리 학계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개별 매개
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수행한 이후 이를 종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Ⅲ. 정치사회화의 영향력
1. 정치사회화와 정치참여
가정에서의 정치사회화는 (다른 변인들과 함께) 크게 개인의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치사회화는 여러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겠지만 사회화 과정의 정도(강도),
사회화의 방향, 그리고 사회화의 여러 조건 등이 함께 존재하며 정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정치"의 이미지, 의미, 역할은 매우 긍정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다. 또는 가정의 분위기가 정치에 대해 매우 적극적
이거나 혹은 완전히 무관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치에 대한 인식, 지식 등은 차이를 보이게
되고 정치적 행태 무엇보다 정치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은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중요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
게 된다. 즉 가치판단의 기준과 능력이 키워지게 되는데 흔히 진보나 보수의 이념으로 추상화
되기도 한다. 어떤 정치적 대상, 즉 원칙, 정책, 집단, 개인에 대해 부모의 판단과 선호에 따라
자녀의 판단과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투표 과정에서 정치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들, 예를 들면 가정 경제 경제상황이나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등도 정치사회화의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교육 수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회화가 일어나는 조건, 내용, 강도 등이 함께 분석 될 때 세대
정치를 구성하는 정치사회화의 동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사회화는 어떤 정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 행태를 투표행위로
좁힐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정하는 주요한 종속변수는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이다. 쉽게 말해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 투표를 했다면 어떤 후보(정당)에게 투표를 했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연구의 초점이다. 이것은 대중에게 투표권이 확산된 이후 정치학이 마주한 가장

6)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민주화 같은 거시 정치경제의 변화 뿐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대학입시제
도의 채택, 가족구성의 변화(핵가족화), 교육환경의 변화(전교조의 등장), 사회 내 이벤트(월드컵) 등도
미시적 측면에서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기억을 구성하고 서로 다른 맥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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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핵심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이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는 세대 정치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현 단계 민주주의의 동학을 파악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치사회화와 투표참여의 관계이며 다
른 하나는 정치사회화와 투표선택의 관계이다. 이 두 가지 인과관계에서 의미하는 정치사회화
는 각기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정치사회화의 세기 혹은 강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사회화의 방향이다. 이는 가설에서 논의해보자.
우선 아래는 정치사회화와 투표참여(H1)에 대한 가설이다.
(H1-1) 가정 내 부모의 정치사회화 과정이 활발할수록 투표에 참여한다.
(H1-2) 가정 내 부모의 정치사회화의 내용이 정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투표에 참여한다.
(H1-3) 가정 내 부모의 정치사회화의 내용이 정치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투표에 불참한다.

세 가설 내의 논리적 관계는 매우 간단하다. 첫 번째 가설은 정치사회화의 과정이 활발할수
록 투표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즉 정치사회화의 기능이 활발하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
담론, 정보에 보다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정치에 대해 보
다 익숙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정치 참여에 의미를 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비판, 동조, 지지,
반대 등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노출되면 정치가 "중요한 것" 혹은 최소한 "바로잡아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던져지는 추가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정치사회화인가”이다. 즉 노출되는 정치사
회화의 내용이 “정치” 혹은 “민주주의”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투표 참여가 활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투표 참여를 저해하거나 혹은 부진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두 번
째(H1-2)와 세 번째(H1-3) 가설이 이에 해당한다.7) 이 가설을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조작정의는 다음 2절에서 제시한다.
다음은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한 정치사회화와 투표선택(H2)에 대한 가설이다.
(H2-1) 가정 내 부모의 정치사회화 과정이 보수적일수록 현 여당에 투표한다.
(H2-2) 가정 내 부모의 정치사회화 과정이 진보적일수록 현 야당에 투표한다.

이 두 가설은 사실 하나의 가설인데 전통적인 정치사회화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부모의 가

7) H1-2와 H1-3은 가설 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가설로 보일 수 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 문항에서 이 양자는 서로 다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적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
적인 효과가 없는(적은)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설을 나누어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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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판단과 이념 정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자녀들은 실제로
성인이며 유권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과 가치 정향도 상당부분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연령효과를 고려했을 때 부모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대 초반의 경우 아직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이
일정부분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
치사회화는 보수-진보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화의 영향력은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동일한 정치적 가치를 가졌다고 응답
하는 개인들도 그 내면에는 보다 다양한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사회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개인이 단순히 밝히는 정치적 가치 판단의 숨겨진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설문조사 데이터와 사회화 영향력의 모형 설계
이 연구는 선거연수원 지원으로 시행한 "바른 정치참여와 시민육성을 위한 정치교육의 역할
연구: 대학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19대 총선
이후인 2012년 7월 30일에서 8일 3일에 진행되었으며 전국 4개 권역의 대학생 407명에 대한
면대면 설문조사이다. 서울특별시(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경남·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인
제대, 동의대, 울산대), 경북·대구광역시(경북대), 전남·광주광역시(조선대) 등에서 시행되었으
며 남학생이 56.0%, 여학생이 44.0%이다. 지역과 학년 분포는 <표1>과 같다.
<표2> 조사대상의 지역/학년 분포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서울

총합

1학년

26명
(25.2%)

27명
(26.2%)

30명
(29.1%)

20명
(19.4%)

103명
(100%)

2학년

26명
(27.7%)

22명
(23.4%)

24명
(25.5%)

22명
(23.4%)

94명
(100%)

3학년

19명
(20.2%)

25명
(26.6%)

22명
(23.4%)

28명
(29.8%)

94명
(100%)

4학년

29명
(25.0%)

32명
(27.6%)

24명
(20.7%)

31명
(26.7%)

116명
(100%)

총합

100명
(24.6%)

106명
(26.0%)

100명
(24.6%)

101명
(24.8%)

407명
(100%)

이 조사는 사례 규모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대규모 조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무작위추출에
의한 전국조사가 아니라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조사와 비교하여 투표율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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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1대1, 면대면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조사되었다. 보통 1000~2000명 정도의 설문 조사에도 대학생 응답
자가 이 정도 규모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선거
행태 조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에 대한 정치사
회화 관련 질문이 포함된 설문으로는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이 이 설문조사의 자료가 본 연구
를 위해 채택된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무작위 추출이 아니라는 구조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치사회화 연구의 문을 다시 여는 탐색적 예비연구를 위해서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
다. 물론 이 연구결과는 이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되고 비판/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조사는 정치사회화,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중
요한 설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가족을 이룬다는 응답은 2%에 불과
했으며 이들의 보호자는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포함시켰다). 정치사회화를 측정하는
질문은 가족 내에서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 대학 진학 이후 부모와 정치적 견해 차이의 변화,
정치적 성향이나 투표에 영향을 미친 사회화의 매개체(가정, 학교, 언론), 정당/후보 선택에 대
한 부모의 권유 등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모와 응답자의 이념적 차이에 관한
질문과 구체적인 정책적 원칙에 대한 가치 선호를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설문 응답은 부모를 직접 인터뷰 하지 않고 응답자인 대학생들이 “인지하는”대로 응답하게끔
했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정치사회화 연구의 확장을 위해서는 주변 인물과 환경에 대한 직접
조사 등 한 응답자에 대한 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현재의 조사 여건 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조사가 오히려 의미 있는 이유는 부모에 의한 정치사회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객관적인 사실 뿐 아니라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인지적 사실”이 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실제 정책 선호와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정책 선호가 다를 수
있어도 자녀의 인지 정보 자체가 정치사회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상당히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가 시행하는 경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조작정의는 “정치사회화”를 정량화하고 측
정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서 제시한대로 가정 내에서 정치적 담화에 응답자가
노출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춘 ‘정치사회화의 강도’와 특정 정책의 원칙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가치 판단에 초점을 맞춘 ‘정치사회화의 방향’으로 정치사회화 변수를 구분하였다. 첫 번째 정
치사회화 변수를 구축하기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부모의 언급여부를 조사하여 정치사회화
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그 언급을 다시 정치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정치사회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부모의 정치적 발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집회/시위 등 부모의 과거 정치참여 경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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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하라는 권유 (긍정)
(3)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혹은 정당에 대한 호감과 지지 (긍정)
(4) 학생 혹은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같은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부정)
(5) 정치인은 모두 부패했거나 싸움만 일삼는다는 언급 (부정)
(6)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바뀌어도 별 차이가 없다는 언급 (부정)

앞 절에서 투표참여에 대한 정치사회화 강도 변수를 가설에 따라 3가지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정치사회화1>은 정치사회화의 긍정과 부정에 상관없이 가정 내 정치적 대화의
양으로 구성하였다. 즉 위의 여섯 가지 변수 이외에도 (7) 가정 내 정치적 대화의 빈도, (8) (19
대 총선 시) 부모의 특정정당 지지권유 여부를 정치사회화 지수로 종합하였다. 앞 절에서 제시
한 가설 H1-2와 H1-3을 위한 <정치사회화2>, <정치사회화3> 변수는 긍정·부정 여부를 판단하
기 어려운 (7), (8)을 제외하고 위의 여섯 변수를 나누어서 각각 변수화했다.8) 투표참여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을 알아보려는 가설 아래 종속변수가 이항변인(binary variable)이므로 본
연구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모형
을 제시한다. 정치사회화의 주요 변수 이외에 일반적인 투표참여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Logit(ρ: Y= 투표참여) = β0+β1*정치사회화n+β2*정당지지자+β3*이념강도+β4*현정부평가+β5*경제
수준+β6*아버지교육수준+β7*어머니교육수준+β8*성별+ε (n=1,2,3)

<정당지지자>는 응답자들의 정당지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지정당이 있는 사
람들은 무당파보다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념강도>는 이념성향과는 다른
것이다. 이념성향이 좌-우/진보-보수 상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비해서 이념 강도는 좌/우에 가까
운가 아니면 중도에 가까운가의 절대크기를 살피는 것으로 극좌나 극우는 같은 값을 가진다.
여기서는 강한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투표장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 <현정부평가>는
투표행태의 회고적(retrospective)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현 정부에 불만족할수록 불만을
표출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수준>은 응답자의 가정경
제 수준을 의미하지만 직접적인 수익금이 아니라 응답자가 인지하는 계층을 측정하였다. 다음
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투표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
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표참여에서 살펴본 정
치사회화의 강도 변수 이외의 정치사회화의 보수-진보 같은 가치에 대한 방향 변수가 필요하

8) 이항변인처럼 하나의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과 긍정의 영향력으로 가설과 변수를 개별적으로 구
성한 이유는 각주 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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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사회화의 방향은 응답자와 응답자의 부모가 보여주는 정책과 정치원칙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고려한 <정치사회화4> 변수는 아래 문항에 대한 동의 반대
정도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1) 정치적 민주주의보다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하다
(2)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지도자들도 우리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3)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정부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4) 촛불집회 같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한다
(5) 경제발전을 위해 약간의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 동의, 반대, 매우 반대 등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를 ‘동의’와
‘반대’로 단순화한 후에 질문에 따라 보수-진보 방향이 일치하도록 수정하였다. 이 지표는 아
버지, 어머니, 그리고 응답자 자신의 가치 정향에 따라 문항마다 3개의 개별적 지표로 구성된
다. 따라서 한 응답자의 정치사회화의 가치 지표는 예를 들면, 개별 문항마다 자신-아버지-어머
니의 순으로 동의-동의-동의, 동의-동의-반대(동의-반대-동의), 동의-반대-반대 혹은 반대-반대반대, 반대-반대-동의(반대-동의-반대), 반대-동의-동의와 같은 조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부
모와 모두 ‘동의’로 일치하는 경우, 응답자는 ‘동의’인데 부모 중 최소 한쪽이 ‘반대’인 경우,
응답자는 ‘반대’인데 부모 중 최소 한쪽이 반대인 경우, 응답자와 부모가 모두 ‘반대로’로 일치
하는 경우로 조금 더 단순화하여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보수-진보로
점수화할 수 있다. 응답자를 기준으로 놓고 부모의 가치 척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4점 척도(점
수가 높을수록 진보)를 구성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응답자의 가치 척도를 부모의 가치척도라
는 가정환경을 추가하여 세분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문항을 모두 합산해 정책
가치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나타내는 <정치사회화4> 변수를 구축했다. 주어진 측정지표 상 숫
자를 표기하는 이념 지표 문항보다 이 정책과 원칙에 대한 가치 판단 문항을 사용한 이유는
가족 이념을 단순히 합산하기보다는 응답자에게 부모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과 기회를 주고 파
악해야 정치사회화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응답자의 가치지향을 기준점으로 두고
가정환경을 지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위 문항들이 진보-보수의
단일 차원으로 포괄될 수 있는 문항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들이 가치
지향을 묻는 질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2)번 “박정희-전두환” 관련 문항은 명확히 진보-보수
라기 보다는 민주-비민주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문항들이 부모와 자녀간
의 이념적 친화성만을 의미하는 질문이며 직접적인 정치사회화의 진보-보수 내용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적 문맥을 고려했을 때, 또한 가정 내의
진보-보수 성향의 사회화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이상의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 195

다섯 문항을 보수-진보라는 동일한 차원의 가치 지향적 문항들로 가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이라고 판단했다.
종속변수인 <투표선택>은 여당인 새누리당 투표와 야당인 민주통합당 혹은 통합진보당 투
표로 나누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선거연합을 결성했다는 점을 고려
해 이 세 정당 투표자만을 포함하여 여야구분으로 이항변인화 했다(여당선택=0, 야당선택=1).
즉 다항 로지스틱의 경우 실제 지역구에서 야권이 경쟁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타 정당에 대
한 투표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이항 로지스틱을 적용했다. 이를 바
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
대표제 투표의 경우를 나누어 모형화했다.
Logit(ρ: Y=지역구/비례대표제 투표선택) = β0+β1*정치사회화4+β2*정치사회화1+β3*현정부평가+
β4*여당 정당일체감+β5*야당 정당일체감+β6**경제수준+β7*부모연령+β8*성별+ε

<정치사회화4> 변수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가정 내 정치사회화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화의 방향이 진보적일수록 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사회화1>
변수는 위의 정치참여에서 사용한 정치사회화의 강도에 대한 것이다. 정치사회화에 노출되는
강도가 강할수록 정치적 불만을 나타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변수들은 일반적인 투표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현정부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 불만족스러울수록 야당 선택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당
일체감>은 기타 정당을 포함한 전체 정당일체감 상태에서 각각 야당의 정당일체감과 여당의
정당일체감으로 이항변인화 했다.9) 다른 변수는 <경제수준>과 <부모연령> 그리고 가정 내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성역할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가를 살피기 위해 <성별>을 포함했다. 특히
<부모연령>은 비슷한 또래의 학생집단에서 부모 사이의 세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기 위한 것으로 양 부모의 평균 연령대가 낮을수록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한다.
이어 다음 장에서는 이런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에 대한 주요한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그러
나 그 이전에 정치사회화의 여러 양상과 환경을 살펴보자. 즉 정치사회화의 배경인 가정의 사
회경제적 여건, 또 지역적 여건, 부모와 자녀의 견해 차이 등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는 가설에 나타난 정치사회화의 여러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9) 하나의 정당일체감 변수로 야당과 여당을 나눌 수도 있으나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응답인 “가까
이 느끼는 정당이 없다”가 36%에 달했고 제 3정당들도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전체응답자-새누리당
응답자)와 야권연대/(전체응답자-(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로 나누어 두 개의 이항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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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정치사회의 영향력
1. 정치사회화의 배경
1) 386세대와 그들의 자녀?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 조사 대상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2>는 조사 대상 학생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즉 정치사회화의 매
개체로서 가정(부모)의 역할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검토한 것이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부
모 모두 50-55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대학생들을 3(4)86의 자녀들로 호칭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86세대를 1980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라 단순히 가정한다
면 1960~1961년생부터로, 2012년 현재 만 51~52세이다. 아버지의 비율을 보면 49세 이하가
14.5%이고 50~55세가 61.14%, 어머니의 비율은 49세 이하가 42.04%, 50~55세가 47.26%이다.
전반적으로 386에 속하는 연령대가 아직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과반에 육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상이 55.58%이며 어머니의 경우 37.25%이다.
전체적으로는 46.24%이다. 당시의 대학 진학률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부모의 대학 교육 수준
은 모집단보다 높다10). 부모의 교육 수준은 정치사회화에 일정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되어 왔
다. 그러나 버바 등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치 참여가 높아지는데,
가정에서의 정치적 환경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Verba, Schlozman, and Burns 2005). 이런 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부모 세대를
386세대라는 학력 중심적 명칭으로 호칭하기는 어렵다. 연령대로도 절대 다수는 아니며 교육
수준으로도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생 세대를 “386의 자녀들” 세대라고 쉽
게 지칭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부모세대는 그 일부가 고도성장 속에서 성장해
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으며 그 386의 자녀들이 대학 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10) 1980년 대학진학률은 18.5%였으며 1990년이 돼서야 30%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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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연령
아버지
빈도(명)
45세 이하

어머니
비율

빈도(명)

비율

3

0.78%

38

9.45%

46‐49세

53

13.73%

131

32.59%

50‐55세

236

61.14%

190

47.26%

56‐59세

81

20.98%

36

8.96%

60세 이상

13

3.37%

7

1.74%

386

100.00%

402

100.00%

합계

부모 교육수준
아버지

어머니

초졸이하

0

0.00%

5

1.25%

초졸

5

1.30%

6

1.50%

중졸

16

4.16%

24

6.00%

고졸

150

38.96%

216

54.00%

대졸이상

214

55.58%

149

37.25%

합계

385

100.00%

400

100.00%

경제수준
~5%

6

1.47%

6%~30%

57

14.00%

31%~50%

143

35.14%

51%~70%

141

34.64%

71%~95%

54

13.27%

96%~100%

6

1.47%

407

100.00%

합계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 수준은 높은 교육 수준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조사대상자가 학생들
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가정 소득에 대해서 정
확히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설문문항은 피조사자들이 자신의 가정 경제의 수
준이 사회 전체에서 어떤 비율 군에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상위 31%-50% 수준으
로 인식하는 학생이 35.14%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50.61%가 상위 50%에 들어간다고 답변
하였다.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되었으나 소득의 절대량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순위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객관적 영향력을 알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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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와 자녀는 닮았는가?
<표3>은 부모와 조사대상 학생들의 정당 지지에 관한 교차 분석이다. 부모의 정당 지지여부
는 실제 정당 지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정당 지지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당지지 정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화의 수용자인
자녀의 인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에는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도 포함되었는데 지지 정당이 없는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자녀도 지지
정당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부모와 자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
를 제외한 [정당 지지자]를 따로 선별하여 일치/불일치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4> 부모와 자녀의 정당지지 일치도
전체 응답자

정당 지지자

일치

불일치

합계

일치

불일치

합계

부(父)

205
(51.6%)

192
(48.4%)

397
(100.0%)

152
(72.4%)

58
(27.6%)

210
(100%)

모(母)

210
(52.1%)

193
(47.9%)

403
(100.0%)

141
(70.1%)

60
(29.9%)

201
(100%)

부모(父母)

73
(17.9%)

324
(79.6%)

397
(100.0%)

65
(35.5%)

118
(64.5%)

183
(100%)

전체 응답자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와 일치하는 응답자는 51.6%, 어머니와 일치하는
응답자는 52.1%였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동일한 정당지지 혹은 동일하게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는 17.9%였다. 한편 정당 지지자 그룹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버지와 일치하는 경우는
72.4%, 어머니와 일치하는 경우는 70.1%였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셋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35.5%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당 지지자 집단에서는 70% 이상이 부모
중 한 명과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두 부모와 자녀 모두
의 정당 지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정당 지지자 집단의 경우에도 1/3 수준이라는 점이다. 부모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상당하는 의미이다.
개별 정당에 대한 지지의 일치 정도를 보았을 때, 1)전체 응답자의 경우 아버지(pearson
=127.877 p=0.000)

χ

그리고 어머니(pearson χ=147.422 p=0.000) 각각과의 일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차분석의 과소 사례 경우를 삭제하기 위해 2)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두
주요 정당 지지자들만 포함한 경우에도 아버지(pearson
=53.510 p=0.000)와의

χ=64.027 p=0.000)

그리고 어머니(pearson

χ

일치 여부가 통계적인 유의미하였다. 정당 지지의 문제 있어 부모와 자녀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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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부모-자녀의 이데올로기적 분포

<표5> 부모와 자녀의 이데올로기 평균 비교
t 값(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

n

아버지-자녀

8.577(2.292)***

0.446***

308

어머니-자녀

7.705(1.977)***

0.519***

312

아버지-어머니

3.035(1.511)***

0.770***

312

아버지/어머니-자녀

8.483(2.007)***

0.512***

296

* p≤0.05 ** p≤0.01 *** p≤0.001

<그림1>은 이념성향의 분포도이다. 이념 성향은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응
답자들의 평균은 4.73이었다(0은 진보, 10은 보수). 반면 아버지의 이념 성향은 5.95. 어머니의
성향은 5.68이었다. 예상했듯이 자녀들이 부모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으며 어머니가 어
아버지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듯이 (아버지-자녀), (어머니-자
녀), (아버지-어머니), (아버지/어머니-자녀) 집단의 이념 평균을 비교 할 때 이데올로기 평균값
의 차이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가 높았다. 즉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각기 다른 이념적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Perason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념적으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또 어머니에 비해 자녀
가 더 진보적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수적일수록 자녀도 절대치는 작지만 더 보수적이며 어
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 사이에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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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사회화의 양상
1) 가정에서 정치에 대해 말하는가?
가정 내에서의 정치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대화”이며 ‘정치에 관한’ 대화이다. 그것
은 정치사회화의 가장 직접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그 대화가 반드시 부모와 자녀간의 직접적
인 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TV나 신문을 보며 평가하는 정치적 발언, 부모와
타인의 대화 등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림2> 가정 내 정치적 대화의 빈도

우선 직접적인 대화를 살펴보자. <그림2>는 가정 내에서 정치적 대화의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매우 자주 한다는 응답이 5.20%, 가끔씩 하는 편이다가 45.7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정치적 대화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77%는
정치적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대화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것은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 선택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림3> 부모의 지지 권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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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투표 권
유를 받은 경험이 49.5%이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지지 권유를 받은 것이다. 이
항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적인 차이다. 광주·호남의 경우에는 59%, 부산·경남·울산의 경우
에는 58%, 서울의 경우에는 51%가 부모로부터 투표 선택에 대한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데 비해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36% 밖에 되지 않는다. 즉 64%의 대구·경북학
생들은 투표 선택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

2) 대학생이 되어서 달라졌는가?
그렇다면 성년이 되고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의 대학생들에게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을까? <표5>는 이에 대한 질문이다. 47.7%가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
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차이가 커졌다는 응답은 16.5%, 차이가 줄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표6> 대학 입학 후 부모와 정치적 견해 차이 변화
빈도

전체

응답

차이가 매우 줄었다

6

1.5%

2.0%

차이가 조금 줄었다

33

8.1%

11.0%

194

47.7%

64.7%

차이가 조금 커졌다

52

12.8%

17.35

차이가 매우 커졌다

15

3.7%

5.0%

잘 모르겠다.

107

26.3%

100.0%

합계

407

100.0%

거의 변화 없다

물론 이 설문 문항으로는 부모의 변화가 있었는지 자녀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성세대의 정치적 견해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
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차이가 커졌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에 비해서 많
다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6.3%나 된다는 사실이다. 즉 차이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정치에 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그림2>와 연관
해서 보면 부모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71.15%가 가정 내에서 정치적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 집단에 포함되었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
외하고 정치적 대화와 정치견해 차의 변화를 상관관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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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Pearson coefficient =0.325 p≤0.01). 즉 정치적 대화를 안 할수록 정치적 견해 차
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치사회화와 정치참여
정치사회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의
참여관찰이나 설문조사를 통한 패널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화를 장
기간 동안 분석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가 사용한 설문 데이터에도
정치사회화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문 문항이 만족할 만큼 포함되어 있
지는 않다. 하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정치사회화의 매개체 가운데 가정(부모)의 영향력 그 중에
서도 가정 내에서 정치적 주제의 발언에 대한 간단한 이항변인의 질문들을 합산하여 정치사회
화의 강도를 반영하는 지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투표참여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행태의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정치사회화가 활발하게 일어
난 경우 개인의 투표참여 가능성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6>에서 종속변수는 지난 19
대 총선에서 투표했는지의 여부이다. 조사된 사례 집단의 투표율은 51.4%이다. 실제 19대 총선
의 투표율은 53.4%였다. 20대의 투표율이 20대 전반의 경우에는 실제 45.4%, 20대 후반의 경
우에는 37.9%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약간의 과대 응답비율은 발견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의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

<표7> 정치사회화와 정치참여 I.
모형 1
변수
정치사회화1

B

표준오차

Wald

Exp(B)

0.232***

(0.069)

11.230

1.261

0.483*

(0.264)

3.346

1.621

이념강도

0.051

(0.094)

0.289

1.052

현정부평가

0.387*

(0.177)

4.784

1.473

경제수준

0.223

(0.127)

3.067

1.250

부모교육

0.054

(0.217)

0.062

1.055

부모교육

0.008

(0.188)

0.002

1.008

성별

-0.082

(0.243)

0.113

0.922

상수

-3.145*

(1.440)

4.769

0.043

정당지지

-2Log likelihood

398.500

Chi-Sqaure

24.930**

N
+

p≤0.10 * p≤0.05 **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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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과장된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를 매우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6> 모형 I의
<정치사회화1> 변수는 총 여덟 개의 정치적 발언을 합산하였는데 정치사회화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용의 방향은 반영하지 않고 단지 그런 발언에 노출된 경험의 절대치만을 포함한 것
이다.
분석 결과 <정치사회화1> 변수는 통계적으로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승산비인 Exp(B) 값으로 독립변위의 단위
증가 당 종속변수의 변화 가능성(odds ratio)을 알 수 있다. <표6>에서 <정치사회화1>이 보여주
는 Exp(B) 값 1.261은 정치사회화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1.261배 늘어
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당지지> 여부는 대표적인 투표참여의 설명 변수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서로 다르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
분석을 위해 가깝게 느끼는 정당에 대한 질문으로 정당지지를 변수화해서 정당지지가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무당파)를 나누었다. 분석 결과 예상했듯이 정당지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에 비해 1.621배 투표할 가능성이 늘어났다. 반면에 또 다른 전통적인 변수인 <이념강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개 좌나 우의 이념에 대해 강한 정체성을 나타날 때
투표할 확률이 높지만 젊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현정부평
가>는 회고적 투표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설명변수 가운데 하나인데, 분석결과 현정부의 성과
<표8> 정치사회화와 정치참여 II.
변수명
정치사회화2

모형 2
표준오차
Wald

B
0.475***

(0.146)

10.532

Exp(B)

B

Exp(B)

1.608

정치사회화3
+

모형 3
표준오차
Wald

0.247*

(0.122)

4.094

1.280

정당지지

0.496

(0.264)

3.531

1.642

0.518*

(0.261)

3.935

1.679

이념강도

0.050

(0.094)

0.286

1.052

0.065

(0.093)

0.478

1.067

현정부평가

0.476**

(0.179)

7.089

1.610

0.357*

(0.176)

4.116

1.429

+

+

경제수준

0.219

(0.127)

3.004

1.245

0.211

(0.125)

2.845

1.234

부모교육

0.054

(0.216)

0.062

1.055

0.028

(0.214)

0.017

1.029

부모교육

0.014

(0.187)

0.006

1.014

0.042

(0.186)

0.052

1.043

-0.087

(0.243)

0.129

0.917

-0.036

(0.239)

0.023

0.965

(1.445)

5.175

0.037

-2.623

(1.405)

3.484

0.073

성별
상수

+

-3.286

-2Log likelihood

399.306

406.115

Chi-Sqaure

24.123**

17.315*

309

309

N
+

p≤0.10 * p≤0.05 ** p≤0.01 ***p≤0.001

11)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좌우 이념지표만 포함한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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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쁘게 평가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1.473배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경
제적 환경도 투표참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검
증되지 못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따라 투표참여의 기회여부가 가려
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교육환경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7>은 같은 분석 모형 가운데 <정치사회화>에 관련된 변수만 일부 변경한 모형이다. [모
형2]의 경우는 지수화된 부모의 발언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우(<정치사
회화2>)이며, [모형3]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경우(<정치사회화3>)이다. 표를 보면 이들 경우도
[모형 I]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긍정적인 정치사회화
가 부정적인 정치사회화보다 투표참여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Exp(B) 1.608 / 1.280). 정
당지지 여부와 현정부 평가도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과 [모형2]의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가설 (H1-1)과 (H1-2)를 채택하게끔 하는 결과이
다. 그러나 [모형3]의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가설 (H1-3)이 예측한 것과 완전히 반대결과이다.
이 사실은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발견인데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에 노출되
어도 그것이 정치에 관한 것인 한, 정치사회화의 효과는 투표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
문에서 분석 결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정치사회화2>와 <정치사회화3>을 각기 양과 음으로
치환하여 영향력을 서로 상쇄시키며 지표화한 또 다른 <정치사회화1> + <정치사회화2>의 변수
는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긍정적 정치사회화의 내용과 부정
적 정치사회화의 내용이 상쇄하며 어느 한 쪽이 강할 때 투표에 참여 혹은 불참하는 것이 아니
라 정치적 발언과 내용 그 자체가 많을수록 정치참여(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이든 정치에 대해 언급하고 소통하는 환경이 아무런 사회화 내용이 없는
환경에 비해서는 투표참여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든 정치사회화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물론 <모
형2>와 <모형3>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긍정적인 사회화가 부정적 사회화보다는 참여의 가능성
을 높인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모형 모두 모형 자체의 설명범위는 크지 않았다. 카이제곱 검정도 모두 유의
미했으나 Nagelkerke R2의 값은 비교적 작았다 (0.104, 0.101, 0.073). 그러나 투표참여를 결정하
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 정치사회화의 요인 중 가정에서 부모의 정치에 대한 언급 내용이 다른
전통적인 투표참여 요인을 통제한 가운데서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
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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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사회화와 정치적 선택
정치적 선택은 정치참여와 더불어 정치행태 연구의 중요한 종속변수 중 하나이다. 정치사회
화의 내용은 정치참여를 촉진시킴과 더불어 참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정치사회화는 정치에 대한 긍정적 사회화와 부정적 사회화 뿐 아니라 이념적 혹은 정
치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정치적 선택은 자
녀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을 끼친다. <표3>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지 정당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서 부모 한편과 자녀의 정당 지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70%를 넘었다.
<표9>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정당지지
지역구후보 정당

비례대표제 정당

(%)
새누리당

(%)

63

31.7

51

26.3

민주통합당

104

52.3

92

47.4

자유선진당

2

1.0

8

4.1

통합진보당

14

7.0

23

11.9

6

3.0

18

9.3

10

5.0

2

1.0

199

100.0

194

100.0

기타정당
무효표
합계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사회화의 영향력을 살펴보자. 우선 조사 대상 중에서 19대 국회의
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 선택을 밝힌 약 200여명의 분포는 <표8>과 같다. 젊은 층의 야권 성
향을 반영하듯이 지역구 후보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한 경우는 31.7%에 지나지 않았
다. 민주노동당은 52.3%, 통합 진보당은 7%의 지지를 얻었다. 이 두 당이 19대 총선에서 선거
연합을 결성했던 것을 고려하면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60%에 육박한다. 비례대표
정당의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11.9%를 얻었는데, 상당수의 통합진보당 지지자가 지역구에서
는 선거연합에 따라 민주당에 투표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2)
실제 정치사회화와 정치적 선택의 관계는 어떨까? <표9>는 정치적 선택과 정치사회화의 관
계에 대한 모형이다. 정치참여와는 달리 정치적 선택의 경우 사회화는 다른 식으로 측정되어
야 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이에 대한 정치사회화 변수는 부모와 자녀의 정치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 구축되었다(<정치사회화4>). 이념적 지향과 비슷한 조사대상자의 가치평가의 척

12)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응답도 지역구의 경우 5% 정도 되었는데 비례대표의 경
우에는 1%였다. 이 약간의 차이는 지역구 후보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선거연합에 동의하지 않는 유
권자로 유추 가능하다. 선거참여 자체와 후보자의 자질 등이 연결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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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부모의 가치평가의 척도로 조정한 것을 정치사회화의 지수로 사용했다. 비교를 위해서
정치참여에 사용한 사회화 척도도 함께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모형4>와 <모형5>는 각각
지역구 투표와 비례제 투표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표 10> 정치사회화와 투표선택
모형 4 (지역구)
변수명
정치사회화4(가치)

B

Wald

Exp(B)

B

S.E

0.383*

Wald

Exp(B)

0.124

9.729

1.472

0.169

5.117

1.446

정치사회화1(강도)

-0.081

0.173

0.219

0.922 -0.078

0.226

0.119

0.925

현정부평가

-0.394

0.431

0.837

0.674

0.517

2.442

2.242

정당일체감

-3.173***

0.771

16.925

0.042 -3.170***

0.858

13.663

0.042

0.916

0.701

1.710

2.499

1.519

1.003

2.296

4.568

0.209

0.264

0.627

0.456 -0.238

0.363

0.429

0.788

성별

-0.873

0.640

1.861

1.221 -0.529

0.812

0.425

0.589

부모연령

-0.192

0.476

0.162

0.825 -0.862

0.735

1.378

0.422

1.637

2.483

0.435

5.140

3.440

0.139

3.602

경제수준

상수
-2Log likelihood
Chi-Sqaure
N

0.387**

S.E

모형 5 (비례대표)

0.807

1.282

86.478

56.944

58.936***

71.169***

116

112

+

p≤0.10 * p≤0.05 ** p≤0.01 ***p≤0.001

포함된 변수에 비해 유의미한 변수의 수는 적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 정치행태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다른 변수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지역구 모형과 비례대표 모형 모두에서 <정치사회화4>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
여주었다. 즉, 보다 진보적인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질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 <정
치사회화4>가 진보방향으로 한 단계가 커질 때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후보에
투표할 확률은 1.472배가 되고 양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할 확률은 1.446배가 된다. 비
례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지역구에 비해 떨어진다. 반면에 <현정부 평가>의 영향력은
투표 참여에서 본 결과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정당일체감 변수의 경우 야당
의 정당일체감은 <정치사회화4>의 영향력으로 인해 유의미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당의 정당일체감을 살펴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 모두 다른 정당의 정당 일체감을 갖는
경우에 비교해서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0.42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당에 투표
할 확률이 0.42배 늘어난 것이다. 그 밖에 <경제수준>, <부모연령>, <성별> 모두 통계적인 의
미는 없었다. <부모연령>이 일정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면 386 세대가 갖는 정치사회화의 영
향력에 대해서 보다 흥미로운 정보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연령>이 갖는 특징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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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4>변수를 통제하면서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전체 모형의 Nagelkerke R 의 값은 각
각 0.558과 0.690로 정치참여 모형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석 모형의 결과는 가정 내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이 일정부분 대학생 유권자의 투
표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절에서 살펴본 부모와 자녀
의 이념지향의 관계 그리고 정당일체감의 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회화의 영향력이 세대 간
에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보수-진보의 사회화를 통제했을
때 야당의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은 사라진 반면 여당의 정당일체감은 투표선택과의 관계에서
통계적 의미를 계속 유지했다. 변수구축 부분에서 설명했지만 이 정당일체감 변수는 하나의
여야 이항변인으로 구성된 변수가 아니라 각각 여당인 새누리당 응답자와 다른 응답자의 구분
그리고 야권연합과 다른 응답자의 구분으로 나누었다. 통계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
겠지만 야당 투표는 야당과 정당일체감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고 여당은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갖
고 있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원 수준에서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정당에 투표한 대학생 유권자 수준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해 “가까운 정당”이라는 느낌이 민주
통합당이나 통합민주당에 비해 강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여러 세대의 유권자 집
단을 포함하여 분석할 여지가 있다.

V. 결론
세대 차이가 새로운 정치적 균열축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러나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연령효과에 따라 독자적인 성
격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세대정치(generation politics)의 모습은 만약 그것이 특이한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념균열과 같은 다른 정치적 균열 축과 함께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균열
들이 서로 대체할 정도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문화, 정치
행위에 있어서의 세대정치의 맥락은 현존하는 세대를 출생년도나 연구 당시의 연령 등으로 구
분해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각각의 세대가 차이를 보이
는 것이 이전 세대의 영향력이 이후 세대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
라서 세대정치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화의 과
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치사회화의 여러 매개체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가
정, 특히 부모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다. 400여명의 대학생을 설문조사 하여 그들의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정치적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정치사회화가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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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와 투표선택이라는 정치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젊은 대학생들은 부모 세대보다 진보적이지만 부모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당지지와 투표선택도 일정한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정치사회화의 정
도가 클수록, 즉 대학생들이 정치적 담론과 담화에 노출될수록 정치참여, 투표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담화의 내용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
해서 긍정적일수록 보다 많은 참여가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것도 정치참여와 긍정적 상관관계
에 있다는 점이다.
가정 내에서의 정치사회화는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정치사회화의 내용은 흔히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섞여 있으며 이런 사회화가
강화되면 수용자에게 정치에 대한 일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발견
은 시민 정치교육의 측면과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치교육의 문제
가 직면하는 가장 큰 난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며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혐오"이다. 위
의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혐오보다는 무관심이 더 큰 정치참여의 장애가 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정치 무관심과 정치 혐오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며 현실 속
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보다 심도 깊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정
치교육의 측면에서 우선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함의는 세대 사이의 정치적 행태와 문화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세대
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부모
세대의 연령적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소위 3(4)86 세대들이 대학생들의 부
모 세대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세대적 특징은 앞으로 지속해서
관측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의 정치적 보수-진보의 가치관을 가족의 것들을 포함하여 보다 정
밀히 관측했을 때 대학생 응답자의 정치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대 정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 세대의 영향력 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론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 밝힌 바대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사례수
를 비롯해서 사례의 수집 자체에도 일정한 한계와 단점이 있었다. 응답자의 정치사회화 수준
이 이미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학생 정도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정치사회화의 정도
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연구는 앞으로의 세대정치와 이에 접근하는 정치사회화라는 오래된 개념을 새롭게 가다
듬고 활용하는데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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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am not like my father?” Generation Politics and Political
Socialization:
Parental Influence on the Electoral Choices of College Students in the 2012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Hong, Jae Woo
(Inje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political socialization on the turnout and vote choices of college
students in a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recent significant generation gaps in electoral
politics have required a serious attention and restoration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ocialization which
has been forgotten for decades. The generation cleavage, observed and argued about its exist by many
journalists and scholars, may threat and replace the traditional regional cleavage in Korean politics. An
almost "antique" concept of political socialization can be employed as a very useful device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dynamics of current generation politics. In previous political culture literature, a family,
parental influence within,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agents of political socialization.
Surveying 400 college studen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olitical socialization conducted
through domestic communications and family's political culture make meaningful effects on the
electoral choices of the students. The empirical analyse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students are under
parental influence on the matter of ideology and party identification, though they are more progressive
and liberal than their parents. The tests confirm, however, that the more exposed to political contents and
communication in family, the mor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re expected. An interesting finding is
that regardless of negative or positive nature, the absolute quantity of political socialization brings
higher turnout rate. The ideological direction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at are measured by policy
preferences als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offsprings' vote choices. Generation politics
seems exist with many different political behaviors between generations, but the effects of political
socialization of family are still sustained, and it requires more systemic exploration.
Key Words: political socialization, generation politics, turnout, vote choice, the 386 generation,
political effects of fam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