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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상관관계 연구
- 국가별 경제수준․불평등 정도와 정치발전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서형준

초 록
  본 논문은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거시적 변수인 경
제수준, 경제적 불평등 정도, 정치발전 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봤다. 나아가 거시적 변수와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항을 도입하여 거시적 변
수의 조절효과를 살펴봤다. 
  연구결과 일반신뢰, 정부신뢰, 결사참여로 구성된 사회자본이 제도적/비제도
적 정치참여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이 중 정부신뢰는 제
도적 정치참여에는 양(+)의 영향을,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음(-)의 영향을 
띠었다. 거시변수 중에서는 1인당 GDP로 조작화된 경제수준이 제도적 정치참
여에는 음(-)의 영향을,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로 조작화된 경제적 불평등은 적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상호작용항을 도입
한 모형의 분석결과, 경제수준은 전반적인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적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정부신뢰의 영향력
이 강화됐다. 법치로 조작화된 정치발전은 모든 사회자본 변수의 영향력을 증
폭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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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상호작용항 모형 분석 결과, 경제수준과 
경제적 불평등, 정치발전 수준 모두 기존 사회자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제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상호작용항 
모델에서는 일반신뢰, 결사참여, 경제적 불평등의 개별적인 유의성은 사라지
고, 상호작용항만 유의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사회자본과 제도적 정치참여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미시-거시를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또한 경제수준은 음(-)·양(+)의 두 가지 방향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그 자체로는 투표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신뢰
와 결사참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표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시 수준 변수들은 사회자본 변수가 제도적·비제도적 정치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수준 변수들의 방향성
과 제도적·비제도적 정치참여 간의 관계는 사회·경제발전이 사회구성원의 가치
관 변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직접적인 정치행동에 나서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현존 제도가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론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치참여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했다. 둘째,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위계선형분석을 통해 미시-거시 연계를 시도하고, 사
회적 수준의 변수가 개인적 수준의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개인적 수
준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제어 : 사회자본, 정치참여, 투표, 위계선형모형, 상호작용항

학번 : 2008-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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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정치참여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연구관심을 촉발시킨 바 있다.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치․행정 
엘리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를 반영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Dahl, 1989; Verba et al., 1995) 워렌이 “정치참여는 
도덕적인 요구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전략적인 필요성으로 간주돼야 
한다”(Warren, 2002, p. 678)고 지적했을 정도다. 
  미국 뉴잉글랜드의 타운홀 미팅과 이런 모임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려는 미국인들의 '마음의 습관'에 주목한 토크빌(Tocqueville, 2003)을 비롯하
여 정치참여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시도는 많았다. (Almond and 
Verba, 1963; Verba and Nie, 1972; Huntington and Nelson, 1976; Verba 
et al., 1978; Verba et al., 1995; Dalton, 2010[2006]) 이들은 주로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문화·가치 등에 한정하여 정치
참여를 설명해왔다. 이들도 무언가 ‘사회적인 것’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명확한 개념으로 이를 측정하고 설명했을 뿐
이었다. 퍼트남(Putnam, 1993;1995;2000)이 사회자본을 공동체 수준에서 개
념화한 후에야 비로소 ‘사회적인 것’과 정치참여 간의 상관관계가 사회자본이
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갖고 분석될 수 있었다. 
  이후 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으로 정의되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한 경험적 논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자
본이 다양한 종류의 정치참여에 양(+)의 영향을 갖는다고 보고했다.(Putnam, 
1993;1995;2000;Brehm and Rahn, 1997; Uslaner, 1999; Norris, 2001; 
Mishler and Rose, 2005) 하지만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박병진, 2006) 
  이런 상반된 결과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들 문헌이 주로 개인적 수준
에의 사회자본 변수에 천착하고 사회적 수준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
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참여라는 행동이 개인적 
수준의 변수 못지않게 한 사회의 거시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
면 보완되어 마땅한 지점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변수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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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거시-미시변수의 상호작용, 특히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시행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를 
설명한 축적된 선행연구에 더해 국가별 변수가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또한 국가별 변수와 개인적 변수인 사회자본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국가수준의 변수는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경제수준, 경제적 불평등, 정치발전 정도를 다룬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개념을 확정하고,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분석
에 사용될 자료와,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방법론을 밝힌
다. 4장에서는 국가별 사회자본, 경제수준, 경제적 불평등 정도, 법치로 측정한 
정치발전과 정치참여의 분포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위계선형모델 분석을 통
해 연구 질문에 답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사회자본

  부르디외와 콜만에 의해 주창된 처음 주창된 사회자본 개념은 교육, 지위 
획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간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고안됐
다. (Bourdieu, 1986; Coleman, 1988) 사회자본의 정의는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마다 상이하여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사회연결망 혹은 다른 사
회적 구조 가입을 통해 이득을 얻는 행위자의 능력”(Portes, 1998)이란 점에
는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분석단위를 개인에서 공동체로 바꾸면서 사회자본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
킨 학자가 퍼트남(Putnam, 1993; 2000)이다. 퍼트남은 주로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루소-토크빌의 공화주의-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을 가
미하여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정치문화 영역으로 확장시켰다.(김상준, 2004) 퍼
트남(1993, 2000)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켜 사회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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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을 지칭한다. 사회연결망, 신뢰, 호
혜성의 규범 등으로 이뤄지는 한 공동체의 사회자본은 그 공동체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 치안,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자
본으로 인해 △시민의 집단적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되며 △공동체가 부드럽
게 움직이고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 공동체의 
처지를 개선하며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트남의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크게 신뢰와 연결망으로 사
회자본을 개념화한다. 이 중 신뢰의 경우 사람에 대한 사적신뢰와 제도 혹은 
기관에 대한 공적신뢰(Pagden, 1988;이재열, 1998;이재혁, 1998;Sztompka, 
1999;Khodyakov, 2007)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신뢰의 경우 현 제도에 대한 
지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있어 양면적인 성격을 띤다. 정부로 대
표되는 제도 영역에서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정책이 추진됐을 경우, 공적신뢰
가 높은 사람들은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제도 영역에서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정책을 
추진했을 때에는, 정책 지지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2.2.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정치가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에서 대중의 참여에 의존하는 것
으로 변화하면서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선구적인 연구를 한 버바와 나
이(Verba and Nie, 1972)는 시민이 정부 관리를 선출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합법적 행동 즉 체제 내 활동만을 정치참여로 
보았다. 반면 웨이너(Weiner, 1971)는 공공정책 및 행정, 정치지도자의 선택
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자발적인 행동을 정치참여로 개념화해 체제 외
적인 활동을 포괄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헌팅턴과 넬슨(Huntington and 
Nelson, 1976)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합법적․비합법적 행동을 포함
하여 자율적 참여와 동원된 참여 모두 정치참여라고 봤다. (장수찬, 2005: 
14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 행정, 정치지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합법적․비합법적인 자율적․타율적 참여를 정치참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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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참여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지만, 선거와 비선거 참여로 일차적으로 분
류된다. 버바와 동료들(Verba et al., 1978)은 △영향력의 유형 △갈등의 정도 
△요구되는 노력 △타인과의 협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참여를 선거, 캠페인참
여, 접촉참여, 자치단체 활동으로 나눴다. 달튼(Dalton, 2010[2006])은 여기
에 항의와 여타 논쟁적 정치형태, 인터넷 행동주의를 추가했다. 마리엔과 동료
들(Marien et al., 2010)은 정치체제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적 정
치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구분했다. 제도적 정치참여는 선거과정과 연결
되어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표, 정치집회 참
여, 정당 가입 등을 의미한다. 한편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정치과정과 거리를 
두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들로, 청원서 서명, 불매운동, 시위 참
여 등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리엔과 동료들의 개념을 따라 제도적/비제
도적 정치참여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한다. 
  정치참여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사회심리학적 접근, 자원동원
론, 정치기회구조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Tarrow, 1998;임희섭, 1999; 홍일표, 
2004; Dalton et al., 2010) 먼저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사회를 충족된 또는 좌
절된 욕구와 기대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으로 개념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사회
체계보다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정치참여에 접근
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정
치에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학자가 ‘혁명의 J-곡선’이론의 데이비스
(Davis), 게쉬웬더(Geschwender), 상대적 박탈이론의 거(Gurr), 파이어라벤드
(Feierabend et al.) 등이다.(임희섭, 1999)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수
준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차별경
험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개인들의 사회적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발산하고자 정치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다음으로 자원동원론은 자본 또는 인원과 같은 자원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도구적 합리성 모델’(신진욱, 2007)이다. 자원동원론적 시각에서는 
경쟁관계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들의 조직구조와 전략의 논의의 핵심으
로 대두된다. 이 이론에서 정치참여는 합리적이며, 그 목표는 제도화된 권력관
계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갈등에 의해 규정되고, 정치참여의 형성은 자원, 조
직, 기회의 변화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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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운동의 출현은 남부 흑인지역의 도시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에서 흑
인 수의 증대, 흑인들의 대학진학률의 증대, 흑인 교회조직의 확대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들은 흑인들을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사회통제로
부터 자유롭게 만들었고, 흑인들의 조직과 자원을 증대시켜 전국 수준의 정치
에서 흑인유권자들의 전략적 입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민권 운동의 출현이 가
능했다는 것이다. (홍일표 2004:10~11)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경제수준이 
큰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정치참여가 활발할 것이며, 개인적 수준에
서는 소득이나 인적자본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회자본도 자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맥아덤(McAdam, 1986)은 ‘프리덤 섬
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에서 고위험 운동 동원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쳤
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참가자들을 동원하는 데에 프로젝트에 대한 관념적인 
헌신이나 일신상의 제약보다 미시구조적 요인, 즉 사회연결망이 더 효과적임
을 보여줬다. 굴드(Gould, 1991;1995)도 지역에 배태된 네트워크가 파리코뮌 
참가자 동원의 주된 변수임을 보였다. 한신갑(2009)은 연결망의 ‘허브’에 있는 
인물들이 연결망에서 사람들을 중개함으로써 미국 혁명운동 과정에서 큰 역할
을 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치기회구조(POS: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적 접근은 
정치참여가 그것이 속한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의해 기회와 제약을 받게 된다
(McAdam et al., 1996)는 이론이다. 세부적인 변수로는 △제도적 정치에서 
정치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정도 △체제의 변화 △사회적·정치적 
엘리트들의 분열 △영향력 있는 후원자의 유무 △국가의 압력 및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Tarrow, 1998) 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치기회구조가 정치참여
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경험적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정치적 
개방성으로 인해 개인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정
치적인 접근을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 있으며, 정치·행정 엘리트들이 시민단체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정치구조에서 
정치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Dalton et al., 2009; Kriesi, 
1995; Tarrow, 1998) 반면 폐쇄된 정치체제가 행위자들을 통상적인 정치행위
로부터 배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6

있다. (Kitschelt, 1986; Cuzan, 1991) 심하게는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형식적 절차성은 갖추고 있지만 대중의 요구에 반응성
이 부족한 상태도 개념화에 따라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상
반되는 주장 중 어떤 주장이 더 정확할지 경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국문헌의 경우 국가적 수준의 변수와 정치참여를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
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주의 및 집단주의(Schofer et al, 2001), GDP, 사회
발전정도의 지표로서 영아사망률, 도시화(Booth and Seligson, 2006), 1인당 
GDP와 민주주의로서의 법치(Dalton et al., 2009)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자본을 변수에서 제외했거나, 주로 회귀식 내 통제만을 위해 간단히 결사
참여 등으로 개념화한 뒤 분석하여 국가별 변수에 따른 사회자본의 다양한 하
위영역의 영향력 변화는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3.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의 메커니즘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에 대해 연구하려면 선행연구들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신뢰의 경우, 사
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써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줄인다. 이로 인해 사람
들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를 당연
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삶
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시간, 
지식, 에너지 등의 자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는 인간 행
동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한다.(Warren, 1999) 또한 신
뢰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
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신뢰의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협동을 촉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재 공급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발
생시킨다.(박통희, 2004) 정치참여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신
뢰로 인하여 남은 자원을 정치참여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는 정치참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다른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 역시 대중들의 정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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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기 힘든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 엘
리트나 제도의 판단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의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한
다.(Warren, 1999) 하지만 정치 엘리트나 제도가 지속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외면하면, 대중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
에 나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 즉 정부신뢰는 정치 참여의 양
태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는 
증가시키는 반면, 서명운동, 시위 등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사체는 민주시민적 덕목을 교육하는 ‘학교’로서 기능하는 동
시에, 정보의 확산을 증폭시켜 결사체 내 유행을 일으키며, 동원을 용이하게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전반적인 학력수
준이 높은 공동체에 속할 때에 사람들은 정치참여가 높아진다.(Helliwell and 
Putnam, 2007;Campbell, 2009), 또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정치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경향은 아는 사람이 면대 면으로 요
청할 경우에는 더욱 증폭된다.(Campbell, 2013) 결사체를 통해 확장된 자기중
심 연결망 내에 정치 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정치참여는 높
아졌고(McClurg, 2006) 정치 토론을 많이 할수록 시민단체참여와 투표가 많
아지는 모습도 확인됐다.(Klofstad, 2011)
  경제가 성장할수록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절대적 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가용자원이 늘어나면 일반신뢰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이 필
요한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신뢰가 미치는 영향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성장과 함께 다원화된 가치를 반영하는 결사체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다
양한 결사체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참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결사참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
이다. 한편 경제의 성장은 기존 제도와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신
뢰는 높아질 것이며, 현존하는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 성격을 지닌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신뢰
가 향상된다.  또한 자원배분이 좀 더 평등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
량의 자원을 획득하게 되고, 이는 결사참여 수준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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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에서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는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증
가시킬 것이므로, 제도신뢰가 높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
한 사회에서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허용되므로, 결사참여가 
늘어나고, 이를 통한 정치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쇄적이고 권위
적인 정부에 비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는 정당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신
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기존의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경제수준을 예로 들면, 사회자
본은 모든 국가에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실선), 경제수준이 높은 국
가에서는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미치는 영향력이 보존되며, 나아가 그 영향력
이 증대된다는 것(점선)이다. 만약 이런 결과는 ‘한 국가의 경제수준이 사회자
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전체 국가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 

 정치참여

사회자본

<그림 1> 경제수준의 조절효과 그래프 

  이상의 논의를 가설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적을수록, 정치발전 수
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와 결사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양(+)적 
영향은 증폭될 것이며, 정부신뢰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음(-)의 영향
력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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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다른 양태를 보일 것
이다. 왜냐하면 투표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치참여이고, 소모되는 자원
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신뢰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와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신뢰와 
결사참여의 경우에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질 것으로 보
인다. 

  연구가설 ②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적을수록, 정치발전 수
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 정부신뢰, 그리고 결사참여가 제도적 정치참여에 미
치는 양(+)적 영향은 커질 것이다.  

  3. 자료 및 연구방법 

  3.1. 자료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WVS) 5차 조사
(2005~2008)를 분석에 활용한다. 1981년 유럽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시작된 WVS는 잉글하트(Inglehart)의 주관 아래 2차 조사부터 
연구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2012년까지 여러 차례의 조사를 수행하면서 
WVS는 한 사회의 가치를 측정하는 신뢰성 있는 국제 비교자료로 자리매김했
다. 5차 조사 자료는 유럽, 아시아, 북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48개국에서 
각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신뢰 △결사체 참여 △정치참여 경험 등 다양
한 변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전지구적 수준
에서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국가별 변수를 도입하면 어떤 
국가 수준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타국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설문조사로는 달성하
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통계분석의 사례수는 변수
별 결측값으로 인해 각 모델마다 상이하다. △40개국 42,276명(비제도적 정치
참여-경제 모형) △42개국 44,174명(비제도적 정치참여-경제 모형)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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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42,662명(비제도적 정치참여-경제 모형) △40개국 44,544명(비제도적 정
치참여-경제 모형)이 최종 대상이다. 

  3.2. 변수구성

  변수는 크게 통제변수, 사회자본 변수, 국가수준 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의 정치참여로 이뤄진다. 변수에 대한 설명, 측정방법, 변수들의 국가별 기초
통계는 부록 <표-1>과 <표-2>에 제시했다. 

  통제변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월가구소득을 변수 통제를 위해 모형에 삽입했다. 결혼상태는 기혼 혹은 사실
혼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분했고,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사용했다. 취
업상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봤으며, 소득은 1~10 중 자신의 소
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표시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했다. 

  사회자본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적신뢰, 공
적신뢰, 연결망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간주했다. 사적신뢰는 일반적인 사람
에 대한 신뢰로,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조작화됐다. 답은 신뢰
한다/조심한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분변수화했다. 공적신뢰는 제도
에 대한 신뢰로, 대표적인 제도인 정부에 대한 신뢰로 조작화했다. 질문은 “이 
기관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매우 많은 신뢰, 많
은 신뢰, 적은 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다. 정부신뢰는 4점 척도로 사용했
다. 다음으로 연결망은 개인이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이 있는 결사체에 대한 
참여로 조작화했다. WVS에서는 응답자에게 운동/레크리에이션, 취미, 환경, 
봉사/자조, 소비자단체 총 5개의 결사체에 대한 가입/적극적 활동 여부를 물어
봤다. 본 연구에서는 한 종류의 결사체에 가입했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경
우 1점을 부여하여 5개의 응답을 합쳤다.(크론바하의 알파값 : 0.73) 따라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5인 연속변수로 모형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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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준 변수 상대적 박탈감 이론, 자원동원론, 정치기회구조론 등 정치참
여를 설명해온 선행연구에서 거시적인 변수로 강조됐던 경제수준, 경제적 불
평등 정도, 정치발전을 국가수준 변수로 모델에 포함했다. 경제수준은 1인당 
GDP로,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지니계수로 조작화했다. 이후 이분화하여 가변
수로 모형에 포함했다. 정치발전은 곧 정치적 개방성과 민주성을 의미하는데,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의 법치
(Rule of Law)로 조작화했다. 왜냐하면 WGI의 법치 지표는 논쟁적 정치
(contentious politics)의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을 제한하는 제도적 맥락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는 한 정부가 대중들의 정치참여에 필수적인 시
민권과 정치권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측정하고 있다. (Dalton et al, 
2009) WGI에서는 –2.5점(가장 약한 법치)에서 +2.5점(가장 강한 법치)의 점
수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0점을 기준으로 초과한 국가는 1점, 0점 
이하인 국가는 0점을 부여하여 이분변수로 만들었다. 
  WVS 5차 조사의 기준년도가 2005년이기 때문에 1인당 GDP와 법치의 경
우 2005년 수치를 택했다. 단 지니계수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0~2010년 사이 가용자료를 활용했다.  
  투표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국가가 있다는 것에 주
의해야 한다. 이런 국가들로는 호주, 브라질, 페루, 칠레, 터키 등이 있다.1) 이 
경우 개인 수준의 조건이나 사회 수준의 조건과 관계없이 미투표시 법적 제재 
조치 여부가 투표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위계
선형모형 분석시에는 미투표시 법적 제재 여부를 국가수준 변수에 가변수로 
포함시켜 통제하기로 한다. 

  종속변수(정치참여) 종속변수로는 제도적 정치참여로 투표 여부, 비제도적 
정치참여로는 청원서 서명, 불매운동 참여, 평화적 시위 참여 등 3가지 변수를 
합성하여 사용했다. 투표는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로 답하게 돼 있어서, 이분변수로 모형에 산입했다.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다음과 같은 정치행동 중, 이미 했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이거나 혹
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을 것 중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Compulsory Voting.” 

http://www.idea.int/vt/compulsory_voting.cfm#sanction_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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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선택지는 “해 본적 있음”, “할 의향이 있음”,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나뉘어
져 있다. 이 대답을 합산하면 정치행동 일반에 대한 참여도로 해석할 수 있어 각
각에 2, 1, 0점의 점수를 부여해 0~6점을 갖는 ‘정치참여’라는 하나의 지수를 만
들었다.(크론바하의 알파값 : 0.78) 

  3.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단위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개인이지만, 개인은 
자신이 배태된 사회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난점을 갖
고 있다. 이 경우 다중회귀분석 등의 일반선형모형을 사용하면 타당성을 잃게 
된다. 강상진(2005)은 여러 수준을 갖고 있는 자료를 단일수준으로 분석할 경
우 △분석단위의 독립성 가정에 위배 △회귀계수의 변산 △공상관 요인 △층
위 간 상호작용 △신뢰도 추정에의 난점 등의 단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기로 한다.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라고도 불리는 위계선형모형은 상위 수준의 변수를 랜덤 효과로 간
주하여 통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계 수준을 동시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 적합하며, 앞서 말한 방법론적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통계적 분
석 방법이다.(Raudenbush and Bryk, 2002; 강상진, 2005)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 번째로 사회자본 변수와 국가 수준의 
변수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다. 두 번째로 각국의 경제수준과 경제적 불평등, 정치발전 정도가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에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상호작용항을 활용한 위
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투표로 나뉘어
져 있으므로, 총 4개의 모형 분석이 이뤄진다.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연속변수
이므로 일반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투표여부는 이분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 

   국가수준 변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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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정치참여ij는 국가 j에 속한 개인 i의 정치참여이며, 은 절편,  
는 각각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자본의 계수, 는 정치참여에 대해 j라는 국
가가 미치는 영향, 는 1인당 GDP, 지니계수, 정치발전 등 국가수준 변수의 
계수, 는 개인 수준의 잔차다. (1)식을 통해 사회자본 및 국가수준 변수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진다. 
  (1)식은 큰 틀에서 (2)와 같은 기본적인 회귀식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           - (2)
  정치참여     국가수준 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  
    - (3)

  
  (3)식에서 {   국가수준 변수 }가 (2)식의 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곧 비위계자료 회귀식의 절편에 국가 간 변이가 더해져서 최종적인 회귀
식의 절편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국가수준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식은 다
음과 같다.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 
 사회자본×국가수준 변수 
   국가수준 변수   

         - (4)

  이때 국가수준 변수는 가변수이므로, 국가수준 변수가 1일 경우와 0일 경우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사회자본 사회자본×국가수준 변수  (국가수준 변수가 1일 경우)
    사회자본                            (국가수준 변수가 0일 경우) 
   이상의 식을 통해 국가수준의 변수가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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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변수들의 국가별 분포
  4.1. 사회자본  
  먼저 사회자본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자세한 국가별 수치는 부록 <표 
3> 참조), 신뢰의 경우(<그림 2>) 노르웨이(0.759)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일
반신뢰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0.759라는 수치는 노르웨이 사람들 중 
75.9%가 “대부분의 사람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한국(0.300)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전체 평균보다 일반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폴란
드, 슬로베니아, 멕시코, 칠레, 터키가 일반신뢰가 낮았다. 
  한편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베트남이 
3.80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신뢰의 선택지에서 3이 “상당히 신뢰한다”, 4가 
“전적으로 신뢰한다”임을 고려해 볼 때 베트남 응답자의 많은 수가 정부를 신
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가나, 말리, 스위스, 남아공, 핀
란드, 터키 순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가장 정부신뢰가 낮은 나라는 
페루(1.80)였다. 한국(2.41)은 평균(2.3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2> 일반신뢰(막대그래프)와 정부신뢰(점 표식)의 국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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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결사참여의 국가별 분포 

  결사참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뒤섞여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3>) 총 다섯 개(운동/레크리에이션, 취미, 환경, 봉사/자조, 소비자단체)의 자
발적 결사체 가입 빈도를 물어본 결과, 인도가 응답자당 평균 4.39개의 결사
참여를 보여 수위를 차지했다. 인도에 이어 말리,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인도네시아 등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위치했다. 선진국은 스
위스와 캐나다, 스웨덴, 호주 순으로 결사참여가 높았다. 한국인은 세계 평균
(1.36개)보다 적은 평균 1.16개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토스텐센 외(Tostensten et al., 2001)의 분석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결
사참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첫 번
째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실패 △불
충분한 지방정부의 역할 △주거지와 일자리의 부족 △환경 문제 △가난과 불
평등 등 위기 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사회 구성원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결사체에 많이 가입하고 참여한다. 비록 결사체
의 종류는 장례 품앗이, 교회, 운동단체 등으로 다를 수 있어도, 결사참여의 
근본 목적은 도시에서의 생활에서 생존에 유리한 자원을 획득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 환경에서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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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위해 결사체 참여가 많다. 이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된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의 도시 거주민들은 동향인 사람들과의 유대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결
사체 활동을 한다. 세 번째로, 정부가 정권에 유리한 여론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사체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일도 잦다. 비록 자발적 결사체의 형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친정부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 이런 단
체들에서는 세를 과시하고자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사람들
은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고려하여 가입을 하게 된다. 마지
막으로 민족 분열의 영향이다. 아프리카의 결사적 삶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 각 민족 집단에서는 여러 개의 결사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민
족을 결집하고 있다. 
  토스텐센의 분석은 지방 거주민의 결사참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결사참여와 서구 선진국의 결사참여 간 근본적
인 차이를 보여주며, 결사참여 수치를 맥락에 맞추어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4.2. 국가수준 변수   

<그림 4> 1인당 GDP(막대그래프)와 지니계수(점 표식)의 국가별 분포 

  다음으로 국가수준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의미하
는 1인당 GDP(<그림 4>)의 2005년 평균은 14,687달러였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47,626달러)였으며, 제일 낮은 나라는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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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달러)였다. 한국은 22,783달러였다. 이후 위계선형모델에서 경제수준을 
이분화한 가변수로 포함시킬 때에 기준은 평균에 가까운 15,000달러를 선택했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 수준,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지니계수(×100)는 남아프
리카 공화국이 63.1로 가장 높았으며, 잠비아, 브라질, 칠레 순으로 높았다. 트
리니다드 토바고는 21.9로 가장 낮았고, 평균은 38.11이었으며 한국은 31.4를 
기록해 세계적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낮은 편에 속했다. 위계선형모델에서 지
니계수를 이분화한 가변수로 포함시킬 때는 평균을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구분했다. 
  법치로 조작화된 정치발전 정도(<그림 5>)는 원래 WGI에서는 최대값 
2.5, 최소값 –2.5를 갖는 분포이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최대값 1, 최소값 0
으로 표준화했다. 핀란드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으
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법치가 상대적으로 확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폴란드를 제외한 동유럽권 국가
들이 정치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97(표준화 후 0.65)의 수치
를 나타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원점수는 –0.09점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서 세르비아까지의 국가들은 변수 이분화 시에 정치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
로 코딩됐다.

<그림 5> 법치(정치발전)의 국가별 분포 (최대값 1, 최소값 0으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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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정치참여

<그림 6> 비제도적 정치참여(막대그래프)와 투표(점 표식)의 국가별 분포

  

 
  다음으로 제도적/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양상을 살펴보면, 투표여부로 조작화
한 제도적 정치참여의 경우, 호주(0.96), 태국, 인도, 베트남, 페루, 이탈리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96이라는 수치는 전체 응답자의 96%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했음을 의미한다. 모로코가 0.36으로 가장 낮은 투표
여부 수치를 보였으며, 한국은 0.76이었고, 모형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 투표
여부 수치는 0.78이었다. 미투표시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호주, 브
라질, 페루에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칠레와 터키는 미투표시 법적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경우, 스웨덴(3.93), 노르웨이, 이탈리아, 호주, 스위
스, 미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국(0.55),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루지야 등 동유럽 
국가들의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역적 차이는 국
가수준 변수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상관관계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전체 평
균은 2.08이었으며, 한국은 2.48로 평균보다 높았고, 일본과 함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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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다차원 척도법(MDS) 결과 

  다음으로 위의 국가 수준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델에 포함된 국가들
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차원 척도법(Multi Dimensional Scaling, MDS)을 통
해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봤다. (<그림 7>) MDS에 사용된 변수는 △일반신
뢰 △제도신뢰 △결사참여 △1인당 GDP △지니계수 △법치 총 6개다. 일반신
뢰, 제도신뢰, 결사참여는 해당 국가의 평균값을 활용했다. MDS 이후에 실시
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결과, 분포를 구분하는 축은 
크게 두 가지로, 한 축은 경제·정치·사회 발전 정도였으며 다른 한 축은 정부
신뢰, 즉 제도에 대한 신뢰였다. 
  국가들의 분포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U’모양으로 볼 수 있다. 주로 아프
리카권·아시아권 국가들이 2사분면에 위치하며, 개발도상국들과 중진국들은 
3·4분면에,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은 1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신뢰가 정부의 정당성, 기술적인 경쟁력, 효율성 등 다양한 하위범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Khodyakov, 2007)과 2사분면에 위치한 국가
들의 경제․정치적인 발전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들은 기술적
인 경쟁력, 효율성보다는 공적 영역의 대표자로서의 정부, 그리고 제도에 의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분화가 촉진되지 않으면서 사회 구
성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일차적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형식적 민주화를 이룩했으나, 도시화, 세계화 등의 내·외적 조건들로 인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의 증가하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하면 정부신뢰는 저하한다. (Inglehart and Catterberg, 2002) 이런 모습을 보
이는 국가군이 3사분면에 모여 있다. 이어서 경제·사회가 보다 더 발전하면서 
정부·제도의 정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증가 추세에 있는 국가들이 4사분면
에 있는 국가들이다. 즉 3·4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
고 있는, 이행기 국가군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점증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국가군들이 1사분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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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가수준 변수를 활용한 MDS 결과 
포함변수 : 일반신뢰, 제도신뢰, 결사참여, 1인당 GDP, 지니계수, 법치(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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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분석(부록 <그림 1>)을 통해서도 이런 국가분류는 확인된다.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7개국이 한 집단을 
이루고, 이탈리아, 일본, 독일, 한국 등 15개국이 다른 집단을,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등 17개국이 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로 인하
여 특이점에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도출된 집단은 추후 분석을 위해 각각 
선진국가군, 이행기 국가군, 저발전 국가군(베트남 포함)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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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석결과 

  5.1.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분석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 번째로 사회자본 변수와 국가 수준의 
변수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다. 두 번째로 각국의 경제수준과 경제적 양극화 정도, 정치발전이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상호작용항을 활용한 위계선
형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정치발전은 경제수준과 높은 공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상관계수 : 0.881. 95% 수준에서 유의함) 경제수준·양극화 정도 
모형과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선형분석을 실시했다.(<표 
1>) 모형 1에서 사회자본 변수의 경우 일반/정부신뢰와 결사참여 모두 유의
하게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방향은 
달랐다. 일반신뢰, 결사참여는 수치가 높을수록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정부신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수준 변수에서는 경제수준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많아지는 것이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2에서, 일반신뢰 및 결사참여가 정치참여에 미치
는 영향력의 유의성과 방향성은 동일했다. 하지만 정부신뢰의 경우에는 유의
성이 사라졌다. 정부신뢰는 그 자체로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수준 변
수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정부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자본 변수들의 양(+)적 방향으로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이는 높은 1인당 GDP가 그 자체로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신뢰, 결사참여를 향상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제도
적 정치참여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첫 번째로 사
람들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용한 자원이 많아질수록 정치에 보다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단체, 정당, 노조는 물론이거니와 스포츠,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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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경제 모형)
모형 2(경제 상호작용항 모형)

모형 3(정치 모형)
모형 4(정치 상호작용항 모형)

통제변수

성별 (남성) 0.184** 0.187** 0.184** 0.185**
연령 -0.002** -0.002** -0.002** -0.002**
결혼상태 (기혼/사실혼) 0.071** 0.069** 0.061** 0.060**
교육수준 0.147** 0.146** 0.148** 0.147**
취업상태 (취업) 0.195** 0.194** 0.198** 0.197**
소득 0.009** 0.008** 0.009** 0.009**

사회자본
일반신뢰 0.179** 0.127** 0.191** 0.076**
정부신뢰 -0.046** -0.012 -0.050** -0.028**
결사참여 0.115** 0.099** 0.117** 0.102**

국가수준변수
경제수준 (높음=1) 1.149** 1.020**
경제적 불평등(낮음=1) -0.211 -0.014
정치발전 (높음=1) 0.459* 0.477**

상호작용항

경제수준
일반신뢰 0.203**
정부신뢰 0.023
결사참여 0.035**

경제적 불평등
일반신뢰 -0.057
정부신뢰 -0.075**
결사참여 0.007

정치발전
일반신뢰 0.175**
정부신뢰 -0.037**
결사참여 0.023**

상수 0.764** 0.712** 0.815** 0.806**
랜덤 부분(국가 수준) 상수 .624 .616 .763 .756

잔차 1.561 1.560 1.567 1.567

로그 우도(Log Likelihood) -78923.084  -78892.516 -82637.767 -82622.22 
로그 우도비 검정(LR test) (기준 모형)

dF=6LR chi2=61.14**
(기준 모형)

dF=3LR chi2=31.09**
케이스 수 42,276 44,174
국가 수 40 42

<표 1>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  

 주 : * P<0.1, ** P<0.05 
     1) 로그 우도비 검정은 주어진 모형이 기준 모형과 비교해볼 때 얼마나 더 모수

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정하는 것이다. 검정의 절차는 주어진 모형과 기준 모
형의 로그우도비 차이와 자유도 차이를 구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는 것으
로 이뤄진다. 영가설은 “주어진 모형의 모수 설명력이 기준 모형의 모수 설명력
이 같다”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하게 높고, 이는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모형 4와 모형 3도 마찬가지 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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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등의 결사체참여가 많아질수록 구성원들 간에 정치에 관련된 대화가 늘
어나고,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데(Putnam, 1993;2000)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보면 가처분자원이 늘수록 결사체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경제 
발전과 함께 갈등이 다원화되어, 정당이나 행정이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행정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를 반영해주지 않는 사회 집단의 경우 제도권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
해 자신들의 단체를 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반적으로 자원동원론적 
접근의 예상에 부합하는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와 사회자본 간 상호작
용항을 보면,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낮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
해 정부신뢰의 음(-)의 방향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사회와 비교해볼 때,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사회에
서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비제도적인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갈등발생 요인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동의와 현존 제
도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정치참여에 나설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박탈감 이론이 거시적으로는 설명력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경제 변수들을 제외하고 정치발전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도 사회자본 
변수들의 유의성과 방향성은 모형 1과 같았다. 일반신뢰와 결사참여는 비제도
적 정치참여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정부신뢰는 음(-)의 영향력이 
있었다. 정치발전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형 4를 보면, 
정치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사회자본 변수의 영
향력이 모두 증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자본 변수들의 유의성과 방
향성도 변동이 없었다. 즉, 사회자본과 정치발전은 그 자체로도 비제도적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했다.(부록 <표-6> 참조) 그 결과 대부분 변수의 유의성과 방향성은 유
지됐고 경제 상호작용항 모델에서 경제적 불평등·일반신뢰 상호작용항의 영향
력이 새로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비해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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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일반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
등이 적을수록, 정치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와 결사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양(+)적 영향은 증폭될 것이며, 정부신뢰가 비제도적 정치
참여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부합하고 있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기혼/사실혼
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상태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비제도적
인 정치영역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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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분석 

변수 모형 5(경제 모형) 
모형 6(경제 상호작용항 모형)

모형 7(정치 모형)
모형 8(정치 상호작용항 모형)

통제변수

성별 (남성) -0.027 -0.021 -0.017 -0.015
연령 0.043** 0.043** 0.042** 0.043**
결혼상태 (기혼/사실혼) 0.647** 0.642** 0.640** 0.638**
교육수준 0.104** 0.102** 0.106** 0.105**
취업상태 (취업) 0.503** 0.501** 0.493** 0.494**
소득 0.001 -0.001 0.001 0.000

사회자본

일반신뢰 0.178** 0.012 0.176** 0.012
정부신뢰 0.183** 0.151** 0.184** 0.148**
결사참여 0.040** 0.002 0.042** 0.019*

국가수준변수

경제수준 (높음=1) -0.476* -0.677**
경제적 불평등 (낮음=1) 0.484* 0.298
미투표시 제재여부(제재=1) 0.976** 0.939** 0.914 0.908**
정치발전 (높음=1) -0.379** -0.649**

상호작용항

경제수준
일반신뢰 0.249**
정부신뢰 -0.005
결사참여 0.100**

경제적불평등
일반신뢰 0.066
정부신뢰 0.070**
결사참여 0.013

정치발전
일반신뢰 0.251**
정부신뢰 0.071**
결사참여 0.040**

상수 -2.320** -2.148** -2.020** -1.880**
랜덤 부분(국가 수준) 상수 .685 .695 .816 .821

로그 우도(Log Likelihood) -18890.783 -18852.001 -19760.376 -19745.173 
우도비 검정(LR test) (기준 모형)

dF=6LR chi2=77.56**
(기준 모형)

dF=3LR chi2=31.41**
케이스 수 42,662 44,544
국가 수 38 40

<표 2> 제도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  

주 : * P<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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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제도적 정치참여인 투표여부의 미시적·거시적 조건에 대해 로지스
틱 위계선형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봤다.(<표 2>) 모형 5을 보면, 모든 사회자
본 변수가 투표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향의 방향도 
모두 양(+)의 방향으로 동일했다. 국가수준 변수로는 경제수준과 경제적 불평
등이 90% 수준에서 유의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은 떨어졌으며, 반
면 경제적 불평등이 적을수록 투표율은 증가했다. 
  경제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6에서는, 우선 정부
신뢰와 결사참여의 유의성과 방향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반신
뢰와 결사참여, 경제적 불평등은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선 일반신뢰와 결사참여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투표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다시 말해, 거시적 수준의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수준의 변수
만으로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상관관계를 보면, 어떤 국가는 일반신뢰와 결
사참여가 투표여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어떤 국가는 
영향력이 없거나 혹은 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 수준의 
변수인 지니계수 역시 그 자체의 영향력으로 투표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
는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형 6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경제발전이 두 가지 상반된 메커니즘을 갖고 
투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우선 1인당 GDP로 조작화된 경제수준은 
그 자체로는 투표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일반신뢰와 결사참여를 
통해서 투표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경
제수준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먼저 일반신
뢰와 결사참여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용한 자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뢰는 
늘어나고, 신뢰를 통해 촉진된 협동에의 규범과 공공재 공급비용을 부담하려
는 경향(박통희, 2004)이 투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사체 참
여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민주시민적 덕목을 획득하고, 정치적 정보를 획득
함으로써 투표가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단일
하고 일차원적이었던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이 분화하게 되고, 정부로 대표되는 
제도는 이런 가치관을 오롯이 반영하기 힘들어진다.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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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신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나서게 된다. 이것이 경제
발전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제도적 정치참여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정치발전 변수를 투입한 모형 7에 따르면, 사회자본 변수들 모두 투표에 양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발전 정도는 투표율에 음
(-)의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8에 따르면 정부신뢰, 결사
참여 그리고 정치발전 수준 변수의 유의성과 방향성은 유지됐으며, 일반신뢰
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상호작용항은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정치참
여에 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도 분석을 실
시했다. (부록 <표-6> 참조) 경제 상호작용항 모형에서는 변수의 유의도와 
방향성의 변화가 없었으며, 정치 상호작용항 모형에서는 소득의 양(+)적 영향
력이 새로이 드러났으며, 결사참여의 유의성과 정치발전·정부신뢰 상호작용항
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결사참여가 맥락의존적인 변수임을 드러낸다. 즉 
결사참여 그 자체로는 투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정치가 발전한 국가에
서는 결사체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은 정부신뢰가 정치발전이라는 
맥락과 관계없이 투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형 5~8은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적
을수록, 정치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 정부신뢰, 그리고 결사참여가 제
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양(+)적 영향은 커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②와 부합
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사실혼 관계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했을수록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소득은 투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아
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했을 때는 투표에 양(+)적 영향력이 있다.

  5.3. 국가군별 차이 분석

  다음으로 4장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한 국가군을 활용하여, 국가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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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의 양태를 살펴봤다. 국가군별 차이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
석방법으로는 국가군을 가변수로 산입하여, HLM 대신 일반 회귀분석(종속변
수 : 비제도적 정치참여)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종속변수 : 제도적 정치참여)을 
실시했다.(<표-6>) 모든 국가가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국가 수준 변
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8개국 35,750명으로 사례수가 
가장 많은 저발전 국가군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다. 

변수 비제도적 정치참여 모형 제도적 정치참여 모형
사회자본

일반신뢰 0.083** 0.309**
정부신뢰 -0.120** 0.104**
결사참여 0.143** 0.056**

국가수준변수
선진 국가군 1.533** -0.494**
이행기 국가군 0.279** -0.426**
저발전 국가군 (준거 군집) (준거 군집)

<표 3> 국가군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OLS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 : ** P<0.05, 통제변수를 포함한 전체 모형은 부록 <표-6> 참조.   

  분석결과, 선진 국가군과 이행기 국가군이 저발전 국가군에 비해 유의하게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 국가군으로 이행
할수록 투표참여는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경제발전
이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변화를 촉진하여 사람들이 직접적인 정치행동에 나서
는 것과 제도가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앞의 해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군 별로 살펴보면, 저발전 국가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신뢰와 
낮은 일반신뢰, 낮은 경제·정치발전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발전 국가군의 투표
참여는 이행기 국가군과 선진 국가군에 비해 높다. 하지만 투표만으로는 대중
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치 영역에 반영하기 어렵고, 사회발전과 함께 투표율
이 저하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군에서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이행기 국가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신뢰와 중간 수준의 



30

일반신뢰 및 경제·정치발전 정도를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군 역시 투표율의 
하락 추세에 대비하고, 저발전 국가군과 마찬가지로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촉
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제도의 정당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진 국가군 진입을 노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 국가군은 중간 수준의 제도신뢰와 높은 일반신뢰, 경제·정
치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하락 추세의 투표율 제고와 현
재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수준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6. 결론 
  
  본 논문은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거시적 변수인 경
제수준, 경제적 불평등 정도, 정치발전 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봤다. 나아가 거시적 변수와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항을 도입하여 거시적 변
수의 조절효과를 살펴봤다. 
  연구결과 일반신뢰, 정부신뢰, 결사참여로 구성된 사회자본이 제도적/비제도
적 정치참여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이 중 정부신뢰는 제
도적 정치참여에는 양(+)의 영향을,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음(-)의 영향을 
띠었다. 거시변수 중에서는 1인당 GDP로 조작화된 경제수준이 제도적 정치참
여에는 음(-)의 영향을,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로 조작화된 경제적 불평등은 적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상호작용항을 도입
한 모형의 분석결과, 경제수준은 전반적인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적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정부신뢰의 영향력
이 강화됐다. 법치로 조작화된 정치발전은 모든 사회자본 변수의 영향력을 증
폭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상호작용항 모형 분석 결과, 경제수준과 
경제적 불평등, 정치발전 수준 모두 기존 사회자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제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상호작용항 
모델에서는 일반신뢰, 결사참여, 경제적 불평등의 개별적인 유의성은 사라지
고, 상호작용항만 유의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사회자본과 제도적 정치참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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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미시-거시를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또한 경제수준은 음(-)·양(+)의 두 가지 방향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그 자체로는 투표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신뢰
와 결사참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표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시 수준 변수들은 사회자본 변수가 제도적·비제도적 정치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의의로는 첫째, 사회자본론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이 사회적 맥락
에 따라 정치참여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기존에 정치
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사회자본 연구는 한 사회 내의 구성원들을 연구단위로 
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거나, 한 사회를 연구단위로 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
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그 자체적으로 정치참여에 영향력을 갖기
도 하지만, 한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본 논
문을 통해 확인됐다. 건강, 개인의 소득, 삶의 질 등을 종속변수로 한 사회자
본 연구에도 본 논문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저자는 기대한다. 이런 
변수에도 거시적 변수의 조절효과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미시-거시변수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의의가 있
다. 외국의 사회 연구는 미시-거시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
재 한국에서의 사회 연구는 한 사회에서의 미시적인 측면 혹은 거시적인 측면 
둘 중 한 가지 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방법은 그 자체로 의미
가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은 위계선형분석을 통해 미시-거시 연계를 시도하
고, 사회적 수준의 변수가 개인적 수준의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개
인적 수준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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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변수 측정 비고

독립변수

통제
변수

성별  - 남성=1
연령 - 15세~94세 

결혼상태 - 기혼 및 사실혼=1
교육수준 - 최종학력. (1~9점) 
취업상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을 포함 취업=1 

소득 - 높을수록 고소득 (1~10점) 

사회
자본

일반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
다”에 대한 찬성정도

반대(신뢰안함)=0
찬성(신뢰함)=1

정부신뢰 “얼마나 정부를 믿고 있습니
까?”에 대한 응답 1~4점 (높을수록 신뢰) 

결사참여 결사체 가입 빈도 
운동/레크리에이션, 취미, 환경, 
봉사/자조, 소비자단체 (0~5점) 
(크론바하의 알파값=0.73)

국가수준 변수
1인당 GDP 국내총생산/인구.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의미 UN 2005

지니계수
소득분포의 불균형도. 한 나
라의 경제적 양극화 정도를 
의미

UN 2000~2010 중 가용자료 

법치 
한 사회의 구성원이 법을 신
뢰하고 준수하려는 인식의 
정도. 정치적 개방성과 민주
성의 정도를 의미. 

World Governance Indicator 
“Rule of Law” 2005

미투표시 법적 
제재 여부

불참사유 설명 요구, 벌금 등 
법적 제재가 있는 국가 (호주, 
브라질, 페루, 칠레, 터키) 

CIA world factboo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종속변수

비제도적 
정치참여

청원문에 서명, 불매운동 참여, 
평화적 시위 참여

절대 안할 것=0, 할 수도 있음=1, 
해봤음=2. 세 질문에 대한 응답을 
0~6점의 값을 갖는 변수로 합산.
(크론바하의 알파값=0.78)

투표 가장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 여부 투표=1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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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남성=1) 44174 0.493 0.500 0 1
연령 44174 42.178 16.531 15 97
결혼상태 (기혼/사실혼=1) 44174 0.622 0.485 0 1
교육수준 44174 5.460 2.394 1 9
취업상태 (취업=1) 44174 0.550 0.498 0 1
소득 44174 4.82 2.279 1 10
사회자본 변수
일반신뢰 (신뢰=1) 44174 0.265 0.441 0 1
기관신뢰 44174 2.426 0.902 1 4
결사참여 44174 1.361 2.040 0 10
국가수준 변수
1인당 GDP 43260 15309 12796 636 47626
지니계수 42276 38.203 10.131 21.9 63.1
민주주의 수준 44174 0.591 0.492 0 1
종속변수
비제도적 정치참여 44174 2.106 1.870 0 6
투표 (투표=1) 44544 0.767 0.423 0 1

<표 2> 변수별 기술통계표 

   주 : 비제도적 정치참여-정치상호작용 분석모델을 기준으로 삼음. 

일반신뢰 정부신뢰 결사참여 1인당GDP 지니계수 법치 정부신뢰2 결사참여2 ln(GDP)
일반신뢰 1
정부신뢰 0.171 1
결사참여 0.216 0.271* 1
1인당GDP 0.618* -0.168 0.051 1
지니계수 -0.452* 0.237 0.025 -0.360* 1
법치 0.598* 0.042 0.159 0.882* -0.260 1
정부신뢰2 0.172 0.992* 0.228 -0.187 0.217 0.011 1
결사참여2 0.106 0.238 0.929* -0.096 -0.035 0.033 0.200 1
ln(GDP) 0.421* -0.270* -0.200 0.889* -0.251 0.781* -0.280* -0.301* 1

<표 3> 국가수준 변수 간의 상관관계표 

주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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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반신뢰 정부신뢰 결사참여 1인당GDP 지니계수 법치 비제도적 정치참여 투표여부
Italy 0.33 2.05 1.28 28280 36.00 0.47 3.53 0.91
Spain 0.20 2.37 0.65 27392 34.70 1.10 2.54 .
USA 0.40 2.31 1.71 42516 40.80 1.53 3.50 0.78
Canada 0.43 2.29 2.10 35033 32.60 1.66 3.43 0.75
Japan 0.41 2.10 0.93 30441 32.90 1.24 2.62 0.78
Mexico 0.16 2.35 1.75 12191 48.30 -0.41 1.82 0.66
S Africa 0.17 2.84 1.76 8597 63.10 0.08 1.83 0.70
Australia 0.49 2.32 2.01 32719 33.60 1.71 3.54 0.96
Norway 0.76 2.54 1.78 47626 25.80 1.91 3.58 0.84
Sweden 0.69 2.35 2.04 32703 25.00 1.78 3.94 0.88
Finland 0.59 2.68 1.42 30708 26.90 1.95 2.72 0.78
S Korea 0.30 2.41 1.16 22783 31.40 0.97 2.47 0.76
Poland 0.20 1.94 0.64 13784 34.10 0.42 1.67 0.67
Switzerland 0.52 2.74 2.30 35784 33.70 1.90 3.52 0.75
Brazil 0.09 2.33 1.08 8509 54.70 -0.49 2.59 0.88
Chile 0.12 2.40 1.43 12663 52.10 1.27 1.38 0.73
India 0.23 2.61 4.39 2209 33.40 0.16 2.24 0.93
Slovenia 0.18 2.07 1.10 23476 31.20 0.85 2.29 0.73
Bulgaria 0.21 2.14 0.13 9809 28.20 -0.16 1.31 0.68
Romania 0.20 2.00 0.10 9361 30.00 -0.17 0.98 0.90
Taiwan 0.24 2.16 0.78 15599 34.00 1.01 1.01 0.76
Turkey 0.05 2.74 0.17 11465 39.00 0.16 1.44 0.75
Ukraine 0.29 2.08 0.51 5583 26.40 -0.79 1.35 0.88
Peru 0.06 1.79 1.01 6387 48.10 -0.74 2.11 0.91
Uruguay 0.29 2.66 0.65 9683 45.30 0.43 1.58 .
Ghana 0.08 2.94 2.17 1208 42.80 -0.14 1.44 0.81
Moldova 0.18 2.12 0.72 2362 33.00 -0.40 1.52 0.68
Georgia 0.19 2.12 0.05 3611 41.30 -0.73 1.25 0.78
Thailand 0.42 2.35 1.46 6675 40.00 0.09 0.55 0.94
Indonesia 0.42 2.56 2.11 3102 34.00 -0.82 1.21 0.90
Vietnam 0.53 3.80 0.91 2161 35.60 -0.24 0.65 0.92
Serbia 0.15 2.00 0.45 8517 27.80 -0.88 2.49 0.74
Morocco 0.13 2.63 0.46 3508 40.90 -0.12 1.68 0.39
Cyprus 0.13 2.57 0.86 24408 . 0.91 2.30 0.87
Trinidad andTobago 0.04 2.13 1.77 20058 21.90 -0.09 2.44 0.69
Andorra 0.21 2.21 2.06 . . 1.02 3.22 0.24
Malaysia 0.09 3.02 1.27 11544 46.20 0.58 0.92 0.54
Burkina Faso 0.13 2.43 0.74 1014 39.80 -0.51 2.70 0.62
Ethiopia 0.24 2.25 2.50 636 29.80 -0.86 2.45 0.87
Mali 0.20 2.93 3.11 885 33.00 -0.14 2.35 0.63
Zambia 0.11 2.41 2.36 1158 54.60 -0.58 2.12 0.66
Germany 0.35 2.00 0.96 31115 28.30 1.66 2.86 0.80
Total 0.26 2.43 1.36 15309 38.20 0.39 2.11 0.77

<표 4> 주요변수의 국가별 평균 및 수치  

주 : 비제도적 정치참여-정치상호작용 분석모델을 기준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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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제도적 참여-경제 상호작용항 모형

비제도적 참여-정치 상호작용항 모형

제도적 참여-경제 상호작용항 모형

제도적 참여-정치 상호작용항 모형

통제변수

성별 (남성) 0.162** 0.164** -0.046 -0.033
연령 -0.003** -0.002** 0.043** 0.042**
결혼상태 (기혼/사실혼) 0.057** 0.047** 0.657** 0.648**
교육수준 0.140** 0.142** 0.102** 0.105**
취업상태 (취업) 0.179** 0.184** 0.442** 0.430**
소득 0.019** 0.020** 0.011 0.013*

사회자본
일반신뢰 0.164** 0.074** 0.079 0.057
정부신뢰 -0.035** -0.033** 0.138** 0.196**
결사참여 0.103** 0.080** 0.015 0.025

국가수준변수

경제수준 (높음=1) 1.206** -0.630**
경제적 불평등(낮음=1) -0.062 0.213
미투표시 제재여부(제재=1) 0.918** 0.900**
정치발전 (높음=1) 0.703** -0.559*

상호작용항

경제수준
일반신뢰 0.195** 0.212**
정부신뢰 0.024 -0.005
결사참여 0.038** 0.073**

경제적 불평등
일반신뢰 -0.091* 0.030
정부신뢰 -0.052** 0.079*
결사참여 -0.001 0.028

정치발전
일반신뢰 0.193** 0.230**
정부신뢰 -0.052** -0.013
결사참여 0.059** 0.064**

상수 0.600** 0.641** -2.125** -1.945**
랜덤 부분 상수 .589 .770 .649 .801

잔차 1.527 1.536 - -

로그 우도(Log Likelihood) -64010.349  -67722.391  -14441.813  -15319.922 
케이스 수 34,697 36,595 34,357 36,239
국가 수 33 35 31 33

<표 5>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 (아프리카 국가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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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제도적 정치참여 모형 제도적 정치참여 모형

통제변수

성별 (남성) 0.203** -0.015
연령 -0.004** 0.042**
결혼상태 (기혼/사실혼) 0.025 0.684**
교육수준 0.112** 0.126**
취업상태 (취업) 0.178** 0.391**
소득 0.000 -0.016**

사회자본

일반신뢰 0.083** 0.309**
정부신뢰 -0.120** 0.104**
결사참여 0.143** 0.056**

국가수준변수

선진 국가군 1.533** -0.494**
이행기 국가군 0.279** -0.426**
저발전 국가군 (준거 군집) (준거 군집)

상수 1.144** -1.750**
케이스 수 43,260 43,612

유의도 R2 0.1863 로그우도 -20,674.649

<표 6> 군집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OLS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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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수준 변수를 활용한 군집분석 결과
포함변수 : 일반신뢰, 제도신뢰, 결사참여, 1인당 GDP, 지니계수, 법치(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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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ies to demonstrate relationships between macro 
variables, including economic·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Furthermore, this article uses interaction terms 
between macro variables and social capital in order to reveal moderation 
effects of macro variables. 
     Results show that social capital which consists of general trust,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civic participation has to do with 
institutional(voting) and non-institutional(signing a petition, boycotting, 
taking part in peaceful demonst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lso, macro 
variables generally magnify effects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Macro variables’ directions and relationships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suggest that rapid changes of public value have led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direct activism, and that institutions have had trouble 
reflecting the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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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correlates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depending on social context, in terms of social capital theory. 
Also, it is important with respect to research methodology that this 
article tries to connect macro-micro variables utilizing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and reveal that social level variable contribute to individual 
level variables through other individual variables.  

Keywords :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Vote, Hierarchical Linear  
             Model, Interaction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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