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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박원호 (서울대학교)

화를 가져온 시민들의 참여는 ‘촛불집회’로 대변
≐≐ 한국의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있다
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약간의 반등
을 보이는데, 이것은 주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 증
가에 기인한다.

되 는 비관 습 적 참 여(u n c o nv e nt i o n a l
participation)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경로는

이외의 다른 다양한 참여의 채널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 서명이나 상품불매운
동 등의 ‘표현적 참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다.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고전적

≐≐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이 낮은 것은 한국 유권자들의

‘어려운’ 형태인 선거운동(campaigning), 지역활

≐≐ 선거참여

체제에 대한 불신 혹은 낮은 외적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제로부터 소외된 한국 유
권자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자아에 대한 믿음, 즉 내적
효능감은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 한국인은

이념갈등과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남녀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생
각한다.

≐≐ 젊은층일수록

사회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
향이 있다. 특히, 20대는 노사갈등을, 30대는 빈부갈
등과 세대갈등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
식하고 있다.

연구들은 정치참여의 다양한 패턴을 가장 손쉬
운 형태의 참여인 투표(voting)에서부터 보다 더

동(communal activity), 대표자나 정치인에 대
한 직접적인 접촉(direct contact) 등으로 나눈다.
제도화된 참여를 넘어서는 시위나 집회 혹은
정치적 영향력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적인
성격이 짙은 진정서 서명이나 온라인상의 불만표
출 등의 행위까지를 넓은 범주의 참여에 포괄하
는 학자도 있다. 이처럼 정치과정에서 소외됨으
로써 나타나는 참여를 통상 제도 외적 참여 또
는 비관습적 참여라고 부른다.
한국의 제도 내적 정치참여가 매우 제한적이
라는 사실은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가장 쉬운 참여형태인 투표의 경우에는 참
여율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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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그 원인과 경

높은 편이다.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

과가 무엇이었건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에 변화를 가

거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락하다가 근래에

져온 동력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였음에 이론

특히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완만하게 상

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

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참여의 특수성은 유권자들

후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한편, 투표율은

이 투표 참여 이외의 제도 내적 참여를 거의 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보다 대통령선거에서

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학 문헌에서 거론하는

더 높다.

선거운동이나 지역활동 혹은 정치인이나 언론기
관에 대한 접촉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그림ⅩⅠ-16] 역대 선거 투표율, 1952-2017

지난 연말과 2008년 그리고 2002년에 한국이
목도하였던 폭발적인 ‘비제도적 참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도 내적 참여가 저조해 갈
등이 응축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대
규모 집회나 시위로 폭발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인의 참여 패턴을 파악
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변수인 정치효능감이 어
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한국
유권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균열의 하나인 세대

주: 1)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그림ⅩⅠ-17] 연령집단별 선거 투표율, 2007-2017

간 차이에 주목하여 청년층을 비관습적 참여로
이끄는 유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
해 우리는 제도 바깥의 참여를 제도적 참여의 장
으로 이끌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정치참여의 패턴

져 있다. 1987년 민주화 이전 치러진 선거들에서

주: 1)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
의 결과로 실제 투표율과 다소 차이가 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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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의 투표 참여 패턴은 비교적 잘 알려

매우 높은 공식 투표율을 보이다가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림 XI-16]에서

[그림 XI-17]은 2007년 대통령선거 이후 치러

보는 바와 같이 투표율은 2007년 대통령선거와

진 모든 선거의 연령집단별 투표율을 보여준다.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낸

연령집단별 투표 참여율의 격차는 총 투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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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던 선거에서 더 두드러진다. 반면, 대통령선

현적 참여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 시

거일수록 그리고 최근 선거일수록 연령집단별 투

위나 집회 참여 등은 아직 2016년 말의 촛불집

표 참여율의 격차는 줄어든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 참여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리 높지 않다.

최근 전체 투표율의 증가는 청장년층의 투표율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참여의 패턴
이 서로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의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즉, 선거에 투표하는

[그림ⅩⅠ-18]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042016

‘쉬운 참여’가 반드시 진정서 서명 등의 보다 ‘어려
운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제
도적 참여에 대한 소외가 다른 출구로서의 비제
도적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ⅩⅠ-19] 연령집단별 투표 참여율과 진정서 서명 참여율,
2016

주: 1) 참여율은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
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렇다면 선거 외 다른 유형의 참여는 어떠한
가? [그림 XI-18]은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접
촉 등의 제도적 참여에서부터 시위 참여 등의 비
제도적 참여와 진정서 서명이나 소비자 불매운
동 등의 표현적 참여까지 포함한 선거 외 정치적

주: 1) 투표 참여율은 해당 연령집단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지난 2016년 4
월 13일에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투표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진정서 서명 참여율은 해당 연령집단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진정서 서명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활동에 한국인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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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언론 접촉과 같은

[그림 XI-19]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

직접적인 참여는 5%도 못 미치며 이는 다른 민

여율과 진정서 서명 참여율을 연령대별로 나누

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어 비교한 것이다. 투표 참여는 연령이 높을수록

반면, 진정서 서명이나 소비자 불매운동 등의 표

증가하지만 진정서 서명 참여는 5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다. 다시 말해, 젊은 유권자들의

주는 반면 후자 세대의 경우에는 보합세를 유지

경우에는 굳이 투표하지 않더라도 이를 대체할

하거나 하락하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최저 수

수 있는 다른 참여 경로가 존재하는 셈이다.

준을 기록한 시점은 2014년인데, 정부에 대한 불
신이 정점에 달했던 2016년 하반기 이후의 조사
결과가 반영되면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

정치효능감의 세대별 차이와 변화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참여와 관련된 핵심적 변인은 유권자들의

[그림ⅩⅠ-20] 세대별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 20032016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다. 이는 시민들
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역능감(empowerment)
으로 스스로가 정치과정에 얼마나 개입하여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효능감은 그것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지니는
신뢰 수준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도 있다.

[그림 XI-20]은 ｢한국종합사회조사｣로 파악한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의 세대별 추이를 보
여준다. 해당 변수의 척도를 감안하면 중앙정부

주: 1) 신뢰도는 중앙정부부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거의 신뢰 않음’에 0점, ‘약간 신뢰’에 1점, ‘매우 신뢰’에 2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에 대한 평균적인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
정치효능감은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

별로 고르게 분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사

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나눌 수

가 시작된 2003년과 2007년 사이 전 세대에 걸

있다. 전자, 즉 내적 효능감은 유권자 자신이 얼

쳐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승이 발견된

마나 정치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다.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한 축으로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는 정치적 지식 또

하고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다른 축으

는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로 할 때, 이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향

져 있다. 후자, 즉 외적 효능감은 정치체제가 시

하게 되는 지점은 2008년경으로 보인다. 전자 세

민적 투입(input) 과정에 대해 얼마나 반응할 것

대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

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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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세대별로 그리고 시기

301

Korean Social Trends 2017

이러한 역능성은 정치참여와 직접적인 관계가

정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역량과

있다. 그러나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 불일

에너지는 매우 높은 반면 체제의 수용 역량이 부

치하면 정치적 소외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

족하면 투표나 정당, 시민단체 등을 경유하는 통

어 현재 청년세대는 높은 교육수준이나 정보화

상적인 참여대신 개인들의 단발성 항의나 시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성세대에 비해 내적

위와 같은 비관습적 참여(unconventional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반면, 기존 정치질서가 어

participation)가 새로운 대안적 채널이 되기

떤 경로로든 청년세대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면

쉽다.

이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고 불만
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이처럼 내적 효능감은 높

[그림ⅩⅠ-21] 연령집단별

내적 및 외적 정치효능감, 2016

은데 외적 효능감이 낮으면 <표 XI-1>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 소외 혹은 참여의 위기로 이어진다.

<표 ⅩⅠ-1> 정치효능감과 참여의 위기
외적 정치효능감

내
적
정
치
효
능
감

고

저

저

고

참여의 위기

참여의 선순환

참여의 부재

신민(臣民)적 참여

만약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 모두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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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내적 정치효능감은 ‘나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진
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2) 외적 정치효능감은 ‘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다’는 진술에 반대하는 정도를 1-5점으로 부여하여 산
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면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개인

[그림 XI-21]은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로

의 정치적 역량도 다시 개발되는 선순환이 이루

측정한 내적 및 외적 효능감을 연령대별로 비교

어질 것이다. 비교정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높

한 것이다. 내적 효능감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

은 내적 효능감과 낮은 외적 효능감이 결합된 유

고 청년층에서 약간 낮다. 내적 효능감은 노년층

형으로 ‘참여의 위기’에 가깝다. 이러한 경향성을

에서 급격하게 낮아진다. 이와 반대로 외적 효능

대표하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더 극명하게는 청

감은 노년층, 특히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 중

장년층이다.

장년층에서 가장 낮다. 요컨대, 청년층과 중장년

층은 체제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을 믿는 반면 노

말 한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촛불시위를 예고하

년층은 그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소외의 결과는 비교적 명확
하다. 표면적으로는 주어진 투표 참여 등의 활동
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체제에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대한 불만족과 언제든지 ‘거리의 정치’를 위해 뛰
쳐나갈 유인이 축적된다. [그림 XI-22]는 최근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

World Value Survey에서 나타난 평화적 시위에

는 과정이라면, 갈등은 정치참여의 기본적인 동

참여한 경험과 참여할 의향의 수준을 국가별로

기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갈등은 다양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은 시위 경험에서는 중간

하고 도처에 있으며 사람마다 이에 대한 인식이

혹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시위 참여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이 한국 사

의향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다. 한국 자

회의 균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료는 2010년에 수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2016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ⅩⅠ-22] 주요

국가의 시위참여 경험과 의향, 2010년
대 초반

[그림 XI-23]은 ｢사회통합실태조사｣로 파악한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여

[그림ⅩⅠ-23]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3-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사회통합

주: 1 ) 각 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시위참여경험은 각 국 조사대상자 중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시위참여의향은 각 국 조사대상자 중 지금까지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들의 비율임.
출처: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 Survey Wave 6
2010-2014,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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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 조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그림ⅩⅠ-24] 연령집단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 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이념갈등이 가
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약 40%
에 달했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
도 이념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
전히 다른 갈등에 비해 높다. 한국인은 빈부격차
에 의한 갈등 또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이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노사갈등, 도농
갈등, 개발과 보존의 환경갈등, 세대갈등, 종교갈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등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다. 반면, 남녀갈등은 비교적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ⅩⅠ-25] 소득수준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그림 XI-24]는 세대별로 갈등을 얼마나 다르
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 전반적인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대는 노사갈등을, 30대는 빈부
갈등과 세대갈등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심
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노년층일수
록 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사갈등과 남녀갈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그림 XI-25]는 소득수준별 갈등 인식의 차이
를 보여준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득수
준이 낮을수록 사회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념갈등이나 환경갈등 영
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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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
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심하
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등 4개 범주
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