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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경제 성장, 

갈등, 저조한 정치참여 등을 해결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

다. 사회적 자본의 첫 번째 기능은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

는 효과이다. 두 번째 기능은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높은 신뢰와 규범이 형성된 사회는 정책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다시 높은 정치신뢰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능은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산하고 유

대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는 양이 많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낄 것이며 이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정치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상호연대감

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며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그 자체로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

구문제로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초등학생의 사회

구조적 맥락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 태도는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

을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가설 1]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1-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1-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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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 1-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주가설 2]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2-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2-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2-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주가설 3]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

감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학생 264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SPSS for Windows

(Ver. 25.0)를 이용해 기초 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주가설 1, 2, 3은 모두 채택되었다. 하위가설 가운데 

1-3, 2-2, 2-3, 3-2, 3-3이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신뢰와 협력적 공동체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가 강화되어 정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치 태도의 하위 영역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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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맥락이 상이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

의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을 시사한다. 정치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의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면에 가정 사회적 자본은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정치 태도인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시민적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통해 형

성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시민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자

신이 속한 네트워크에 대해 더 잘 알고, 공동체 활동에 더 적극적이

며, 신뢰, 호혜성의 규범과 같은 태도에 더 익숙해질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공동체를 위한 조화로운 행동을 촉진

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

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다양한 교

육활동을 통하여 친구를 사귐으로써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학생자치

회, 학교법정, 공연, 스포츠 등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의존성과 연대감을 키워감으로써 신뢰와 규범을 형성해갈 수 있다. 

  둘째,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 

원천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교육은 교실 안에서 논

쟁문제수업, 사회참여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와 

관련된 현안을 다루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방식을 배움으로써 구성원과의 신뢰를 쌓고, 연대감을 확보하는 기초

를 닦을 수 있다.

  셋째,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현장의 사회적 자본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급 내 상호신뢰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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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시민교육의 현장에서부터 높은 사회적 자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통

합에 힘쓸 것이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도모하여 봉사학습과 지역사회에

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

짐으로써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시민

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사회적 자본, 정치 태도, 정치교육, 정치 사회화,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

학번: 2015-2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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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 International Educat ion 

Association)에서 2016년도에 진행한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 

조사(ICCS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민적 지식수준은 

551.23점으로 24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어른이 

되어 선거 캠프 참여, 정당, 노조, 지방선거 출마, 정치 사회적 단체 

참여 등 사회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49.76점으로 24개국 중 15번째였다. 어른이 되었을 때 지방의회 선

거, 대통령 선거, 선거 전 정보 수집 활동 등에 참여할 의사 정도를 

묻는 선거 참여 의사에서 우리나라는 50.81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

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24개국 중 12번째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민적 지식에 비하여 사회적 현상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진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미래 정치공동

체를 구성할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는 해방 이후, 특히 6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 수준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

회’ 과목의 성격과 목표 부분에서도 사회과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

양하는 교과라는 점을 밝히고,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15: 3). 그러나 앞서 살펴

본 ICCS 2016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으로서의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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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시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

식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에서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목표에서 본다면 우리 시민교육

은 지식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실천과 참여를 통해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역량을 길러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 태도는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민

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치 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

시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의 활력을 

강화하고 사회협력을 증진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시사하

기 때문이다. 정치학자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시민 참여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시

민성과 시민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강한 시민사회를 가질수록 

높은 시민성을 사회화(socialization function)하며. 이러한 영향으로 

다시 신뢰, 호혜성의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고 보

았다(Putnam, 2000; Stolle & Rochon 1998, 47-65; Diamond, 

1999: 227).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획

득할 것이다. 이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연대감을 형성하고 협

력적 태도를 갖게 한다. 따라서 공동체에 발생하는 문제를 나의 문제

로 가까이 느끼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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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선순환하게 되면 단순히 사회협력을 떠나

서 지역, 국가 단위의 시민참여와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는 토대가 되

며 거버넌스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 송경재, 2007). 이런 성과 때

문에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저개발 국

가의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 활성화

와 축적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실험 중에 있다(Kwak & Holbert, 

2001).

  학생들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

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은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갖는

다. 우리는 환경 문제, 양극화 문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혼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복잡하게 얽혀있

다. 즉 개인적 이해와 공공선이 충돌한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협력하면 상호간에 보다 나은 결과

를 낳는 데도 불구하고 상호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지불하

지 않으면서 협력의 편익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의 동기에서 인간행

동은 비협력적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구

성원 간의 신뢰와 상호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 내세우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든다.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가 필요한 집단행위를 가능하도록 해주고 사

람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은 사회

과의 실천적, 참여적 역량을 길러내는 것과 통하는 면이 있다. 실제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 태도를 알아보는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면 미래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을 교육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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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태도의 구성요소에 

따라 주가설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형성되는 배

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띈다. 그에 따라 초등학생의 사회 환경적 

맥락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각각 정치 태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가설 1]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1-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1-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1-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주가설 2]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2-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2-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2-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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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설 3]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

감에 영향을 미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

로써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사회화란 정치문화가 형성, 유

지, 변화되는 과정(Almond & Powell, 1978: 79), 또는 정치적 태도

와 행동양식이 획득되는 과정으로 규정된다(Almond & Powell, 

1980: 35). 정치사회화에 있어 개인이 어떤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가

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 어떠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동일하거

나 유사한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상호 접촉을 통해 비슷한 정치적 신

념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민주

주의에 대해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치 태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정치사회화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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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함으로써 실천과 참여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

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과 기회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

고, 여러 교수 방법과 학습 활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로써 초등학

생들이 민주적으로 각성된 시민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 참여 대

상을 편의표집 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대

신 문헌 연구를 통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분석 

모형에 추가하여 혼란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자

기보고식 척도에 의존하여 정치 태도를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실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기입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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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자본이 주목을 받

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을 비롯하여 경제학, 정치

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

이 높다. 사회적 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범죄행위 예방, 경제적 

성공, 건강과 행복,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

례연구도 많다.

  사회적 자본 개념의 최초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프

랑스 정치학자 토크빌(Tocqueville)이 1835년에 처음 사용했다는 주

장(서순탁, 2002)도 있고, 리다 하니판(Lyda J. Hanifan)이 1916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최영출, 2004)도 있으며, 경제학자 글렌 라

우리(Glenn Loury)가 처음 사용했다는 주장(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

영, 2003)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이 오늘날과 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공로가 프랑스의 부르디외에 있다는 사실에 이의

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김동윤, 2009: 41).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자본의 유형들(The forms of 

capital)’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사회적 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적인 관계로 지속되는 관계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실질적, 잠재

적 재원들의 총합"으로 정의했다. 개인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와 그 네

트워크에 속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의 자원인 셈

이다. 그의 문화적 자본 개념이 주로 부모와 그 부모의 관계망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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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 자식 세대로 전승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

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하고 있다(김상준, 2004: 68). 그래서 후기 마르크스

주의자로서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불평등이 

생산, 재생산되는 기제로 간주한다(유석춘 외, 2003). 

  사회구조를 합리적 행위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콜만은 사회적 

관계가 함의하는 생산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인적자본이 행위를 

일으키는 한 개인의 속성 또는 능력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행위를 촉진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처럼 생산기능을 갖고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들의 관계 안에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조의 어떤 측면들과 관련된 가

치로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정의했다(Coleman, 1988: S101). 그는 사회적 자본을 

1)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2)정보 소통의 통로로서의 연결망 

3)개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제어하는 도덕과 규범으로 정의내리고 

있다(이재혁, 2007). 

  신뢰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철학적, 사회학적 정의는 콜만의 계산

성에 반(反)한다. 즉 타자와의 관계에서 잠재적 위험 조건이 존재함에

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추구하는 이익보다 가능한 손실이 더 클 수

도 있는 상황에서” 투사하는 믿음을 의미한다(Luhmann, 1979, 

1988: 98, 1995; Held, 1968; Lewis & Weigert, 1985; Giddens, 

1990). 결국 콜만의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크의 개념은 경제적인 

의미의 합리적 선택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있어, 사회적 자본이 포

괄하는 전 영역을 설명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김상준, 200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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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에 개념적 명확성을 부여한 것은 부르디외와 콜만이었

으나 광범위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퍼트

남에 의해서였다(Paxton, 1999).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적 자

본의 개념을 정치문화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협

력된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

크 등의 요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연결망, 신뢰, 호혜성의 규범 

등으로 이뤄지는 한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그 공동체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 치안,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시민의 집단적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되며 

공동체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 공동체의 처지를 개선하며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확

산되기 때문이다(서형준, 2013: 3). 사회적 자본의 신뢰와 규범 수준

이 높아진다면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형

성한다는 것이 사회적 자본 선순환 논의의 출발이다.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행위에 대해

서 도덕적 의무감이나 그로 인한 즐거움으로 그 활동에 참가하는 경

우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한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

념은 경제적 의미의 합리적 선택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있어, 공공

적 시민행동의 많은 영역을 설명하기 어렵다(김상준,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 정치적 영역과 사회적 자본을 연결시켰다는 평

가를 받는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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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1) 신뢰

  신뢰란 한 행위자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보는 주관적 기대이다

(Gambetta, 1988).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 속에서 존

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협동을 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 예

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일회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쉽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이재열, 1998; 박찬웅, 1998). 이런 점에서 신

뢰는 사회적 자본이면서 동시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콜만(Coleman, 1988)은 신뢰를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발생하는 경

제적 혹은 비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주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조명한

다. 같은 맥락에서 후쿠야마(Fukuyama, 1999)는 “어떤 공동체 내에

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고, 신뢰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와 법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슬라너(Uslaner, 1999: 122) 역시 “사회적 자본이 가치체계, 특히 

사회적 신뢰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사회적 자본을 정의

할 때 신뢰가 핵심적인 개념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경제활동이나 정

치, 사회에서도 신뢰는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고 있었다. 신뢰는 

마치 윤활유와 같아서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

료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거래비용을 상당 

부분 저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뢰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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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족, 학교, 이웃사회 등과 사회관계를 맺는 데 일정한 안정감을 

부여하고,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2) 규범

  규범이란 오랜 기간을 통해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행동규칙을 말한

다. 따라서 조직과 네트워크에서 적용되는 규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의미하는데 규범은 호혜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호혜성은 집단의 행위에 대해

서 해결기준을 제공해 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권경희, 2003).

  철학자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는 『공동체, 무정부, 자유

Community, Anarchy, Liberty』에서 “나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하며 계산적이지 않은) 기대감에

서 당신을 돕는다. 호혜성은 단기적으로는 이타적인 (박애주의자의 노

고를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행동들이 모두 합쳐지면 모든 참여자를 더 좋아지게 만든

다.”(Putnam, 2000: 218)라고 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에게 집단적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집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보장

하는 힘을 갖춘 제도적 메커니즘이 있으면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 그리고 그 규범을 집행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Putnam, 2000: 475).

  콜만(Coleman, 1988)에 따르면, 이러한 호혜성의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하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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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위, 명예, 그리고 다른 보상에 의해 강화되어 젊은 국가를 만

들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 또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자제하고 가족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는 가족구성원을 만들어내고, 보

살핌과 헌신으로 뭉친 작은 집단을 통해 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키워낸다.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

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

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규범과 정보의 흐름은 네트워크가 기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구혜정, 2002). 네트워크는 집합적 차원에서 

집단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 같은 공동의 이익실현에 기여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Brehm & Rahn, 1997).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

본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이유는 추상적인 사회적 자본을 

구체화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네트워크는 정보 확산의 

촉진, 책임 공유, 집단 내 신뢰, 외부 지향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공동

체 활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이영수‧이재신, 2009: 323).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것도 사회적 자

본에서 네트워크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사회

적 자본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공식단체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공식

단체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튼(Newton, 1999)이 주목한 것처럼 비공식집단이 공식단체보다 사

회적 자본의 생성에 있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

상생활의 대부분을 공식단체보다는 비공식집단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 13 -

(Uslaner, 1999). 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

은 공식단체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사회적 자본의 생성에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퍼트남(Putnam, 1993)도 사회적 

자본의 생성자로서 스포츠클럽이나 합창단처럼 취미서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유는 그러한 네트워크에서는 친밀하고 대면적인 상

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박종민, 2003: 125).

  Grootaert, Narayan, Jones와 Woolcock(2003)은 또한 사회적 자

본을 구성원간 연대(ties)의 관점에서 첫째, 가족, 이웃, 가까운 친구 

및 직장동료와 같은 사람들의 인구특성과 관련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

(bonding social capital), 둘째, 공통기반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끼

리의 보다 느슨한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tial)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류에서 다룰 수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자본의 연대, 즉, 경찰, 정당과 같은 주민대표기관과 은행과 

같은 사적 기관을 이어주는 연계형 사회적 자본(linking social 

capital) 개념도 논의되고 있다(Woolcock, 1999). 교량형 사회적 자

본은 근본적으로 수평적 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주민과 권력기관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직적 

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필연성에 기초

하고 있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선택적 친화력에 기초하고 있다. 

3) 사회적 자본의 분석 단위

  사회적 자본은 소유의 관점보다는 활용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개념

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체계, 신념체계, 활동방식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즉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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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사회적 자본인지, 직장단위에서의 사회적 자본인지 혹은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사회적 자본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주요 환경적 맥락으로 지적되는(Jessor, 1992) 가정, 학

교,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의 정치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콜만(Coleman; 1987, 1988, 1990)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부모

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인식,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간관계, 유대감, 사회적 정보망, 상호작용, 교육적 규범, 교육적 노

하우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버볼츠(Bubolz, 2001)는 가족구성원의 

관계 및 태도는 상호작용과 교환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교육, 직장, 지역, 사회, 종교 조

직 등과 같은 외부체제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은 개인이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화 매체로서 정치적 정향의 

전수와 정치적 자아의 형성자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정 내의 상호

접촉의 양, 유대의 밀착도, 그리고 가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개인

에게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Dawson, 1977). 개인은 가정에서 

의사결정의 유형과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정치적‧사회적 세계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확대된다. 또한 

특수한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그 태도와 선호가 전이되거나 전달되

며, 정치에 대한 의사소통은 정치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기도 한

다.

  학교 사회적 자본은 교사-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학생 간 사회적 자

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학교나 학급의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급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인성,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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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

뢰는 학생들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정선, 2001; Crosnoe, Johnson & Elder, 2004; 

Davis, 2003; Pianta & Stuhlman, 2004). 동료집단은 한 사회의 정

치문화를 전달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는 사회체계를 제공하기도 한다(Langton, 1969). 

2. 정치 태도

1) 정치 태도의 개념

  태도에 관한 분야가 학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심리

학자들에 의해서였으며, 그 후 사회변동의 주요 요인으로서 인간의 

태도를 주목한 사회학자들에 의해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태도에 

대한 논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Allport(1935: 798-884)의 정의를 

들 수 있다. Allport는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형성, 조직된 준비성의 

정신적 또는 신경적 상태로서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물 및 상황에 대

한 개인들의 반응에 지속적으로 지식적 또는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태도가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

라 후천적인 사회화 및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박정서, 2011) 사회구조적 맥락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영

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논의에 적합하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영속성

(permanence)’과 ‘학습’ 그리고 ‘신념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속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형성되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비교적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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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도가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라기보다는 학습을 통하여 습득

된 후천적인 결과임을 말한다. 또한 태도는 상호 관련된 요소들의 집

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호 관련된 요소가 바로 신념이며, 이 다양

한 신념들의 체계가 하나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소순창, 1999: 

412-413).

  이러한 태도의 속성을 정치 영역에 적용해 보면, 정치 태도 역시 

정치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특정한 경험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다. 따라서 개인은 각자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정

치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내용에 따라 독특한 정치 태도

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정치 태도란 정치적 대상, 즉 정치체제 전

반과 그 안의 정치적 인물, 쟁점, 정책 기관 등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

는 지속적인 심리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서, 2011).

  즉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맥락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

고, 비교적 지속성을 지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 태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 태도의 구성요소

  정치 태도는 정치적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지속적인 심리 

성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960년대 이래로 시민의 정치 태도를 몇 가지 내용 요소로 구체화하

고, 교육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Ⅱ-1>은 

국내외의 정치교육 학자들이 구체화한 대표적인 정치 태도의 요소들

이다. 국내외 정치학자 및 정치교육학자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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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을 핵심적인 정치 

태도로 추출하였다.

<표 Ⅱ-1> 정치 태도의 구성요소

학자 정치 태도 구성요소

Langton, K. P.

&

Jennings, M. K

•정치적 관심(political interest)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정치적 냉소(political cynicism)

•공적 관용성(civic tolerance)

•참여적 성향(participative orientation)

Massialas, B. G.

•정치적 효능감(Are they politically efficacious?)

•정치적 소외감(Are they alienated?)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

(How do they view authority?)

•정치적 참여 성향

(Do they expect to participate actively?)

Niemi R. G.,

Hepburn, M. A.

&

Chapman, C.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정치적 관용성(political tolerance)

정세구 •정치 신뢰 •정치 효능

이종렬 •정치 신뢰 •정치 효능

김명정
•정치 신뢰도

•정치 효능감

•정치적 관용

•참여의식

박정서
•정치적 효능감

•정치신뢰감



- 18 -

(1) 정치신뢰감

  정치신뢰감(political trust)이란 정부 또는 정치 체제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믿음 

또는 확신이다(Easton, 1964; Craig, Niemi & Silver, 1990). 이에

는 정부 지도자에 대한 인상이나 공무원들의 공적인 노력에 대한 느

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 및 평가적 자세 등이 포함된

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이에 대하여 산출 효과 

혹은 정부 관리들의 수중에 있는 처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의 한 종

류라고 하였다. 또한 갬슨(W.A.Gamson, 1969)은 기본적인 형태의 

정치 정향으로서 정치제도가 생산한 산물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기

대라고 하였다. 즉, 정치신뢰감은 주로 정치체제의 산출국면에 대한 

정치 태도로서, 신뢰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가 정치적 투입과정에 참

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부가 그들의 편에서 활동한다고 믿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국민이 정부에 대한 지원의 투입요소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치제도의 유지 및 존속, 발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정

치체제도 정치신뢰감 없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즉, 정치신뢰감은 정치

체제의 정통성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순응을 끌어내는데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2)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개념은 캠벨을 비롯한 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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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이 감정은 원래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되다가 1970

년대 이후부터 ‘정치영역에서 갖는 한 개인의 효능감’과 ‘정치시스템

의 반응성에 대한 평가’ 두 차원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Converse, 

1972). 두 차원 중 전자는 내적효능감으로, 후자는 외적효능감으로 정

의된다. 내적효능감(internal efficacy)이란 “자신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개

인의 주관적 지각”을 의미하는 반면에, 외적효능감(external 

efficacy)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치기구나 공직자의 반응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Miller et al., 1980). 이처럼 정치효능감은 서로 상

이한 성격을 가진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다(김한

나, 2016:87).

  한 개인이 지니는 정치효능감의 정도는 정치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Finkel, 1985),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이는 개인이 성공적으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혹은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정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이브럼슨 외(Abramson, 

Aldrich & Rohde, 1998)는 외적효능감이 투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고 지적한다. 또한 반대로 성공적인 정치참여가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도 한다(Craig, Niemi, & Silver, 1990; Zimmerman & Rappaport, 

1988). 즉, 한 개인이 보다 자주 정치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할수록 

정치 영역에 끼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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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참여 의무감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란 공공 관료들과 정치엘리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엘리트 충원을 

위한 선거참여 외에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의 참여를 의미한다

(Parry et al 2002). 민주주의란 그 어원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시민

들의(demos) 참여(통치: Kratia)가 본질적이기 때문에(모경환‧김명정‧

송성민, 2010: 82) 정치참여 의무감은 중요한 정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 의무감이란 학생들이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참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첫

째, 참여는 시민으로 하여금 제도와 규칙, 그리고 체제가 도덕적 근간

으로 삼고 있는 가치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전체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정치체제를 보다 합법적인 정당성

을 갖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집단의 의사결정과 정책의 산출 결

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증진된다. 셋째, 다양한 참여의 경험을 통해 자

신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음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Finkel, 1987: 443).

3. 사회적 자본과 정치 태도

1) 사회적 자본과 정치신뢰감

  사회적 자본에서 언급하는 일반적 신뢰는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

고 타인에게 해를 주는 일을 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며 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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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의미한다(Hardin, 2001). 이는 다른 사

람을 잘 믿는 개인적인 성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평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치신뢰감이란 제도적 신

뢰의 일종으로 국가와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개인의 평가 혹은 만

족도를 의미한다(Newton, 2001).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신뢰와 정치신뢰감 사이에 약하지만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으나(Brehm & Rahn, 1997), 

사회적 신뢰가 정치신뢰감의 토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튼(Newton, 2001)에 따

르면, 개인 수준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정치신뢰감은 매우 미약한 관

계만을 보이는 반면, 집합적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고 한다. 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는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즉 정

치신뢰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장수찬, 2002). 이러한 점에 주

목하여 퍼트남 외(Putnam, Pharr, & Dalton, 2000)는 소위 “인공강

우가설(the rainmaker hypothesis)”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신뢰가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할지 몰라도 간

접적인 경로를 통한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편 퍼트남 외(Putnam, Leonardi & Nanetti, 1993)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남부지역에 비해 수평적 네트

워크가 발달하고 상부상조 규범이 강한 북부 지역의 민주화 성과가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수평적인 시민적 네트워크가 조밀할수록 

정치적 만족이나 신뢰가 높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

도 하다.

  민영·주익현(200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와 시민적 연계 모두 

정치적 관심과 신뢰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특히 시민적 교류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적극적이고 비제도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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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사회적 신뢰와 시민적 결사체 참여 정도

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정치적 신뢰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제도적 신뢰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로써 

사회적 자본은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민운동,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 시민사회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정치에 대한 불만족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종

종 관찰됨으로써 시민적 연계와 정치신뢰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

계를 가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강하다(Pharr, 2000). 예컨대 장수

찬(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민적 결사체 참여가 활발할수록 교회, 

사회운동조직, 기업, 언론,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는 높아

졌지만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브렘과 란

(Brehm & Rahn, 1997), 그리고 김지영(Kim, 2005)은 시민적 연계

와 정치신뢰감 사이에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2) 사회적 자본과 정치효능감

  사회적 자본이 정치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적 자본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해봄으로써, 정치효능감에 있어서의 사회적 자본의 함의를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두라(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

에서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특정 결과를 낳기 위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확신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정치행

위에 적용하면 정치효능감은 정치체제에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 정치효능감은 반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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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 1977)의 효능감과 동일한 개념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능력을 증진하는 역

할을 한다(Ravanera & Rajulton, 2010). 이런 점은 개인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들

어있는 자원이 개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더 가져다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Lin, 2001). 첫째, 사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회 및 선택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듣

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유

리하게 작용하고, 이에 따라 정치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축적한 사회적 자본이 많다

면,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규모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서로에게 호의적인 관심과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유리하고, 이는 정

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김형철(2017)은 86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

치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했다.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연대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고, 종

속변인인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도, 이념 

성향 등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호혜성은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도, 이념 성향 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호혜성이 

강할수록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치참여도가 높으며, 이념적으로 진보

적이었다. 연대성은 정치효능감과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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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의무감

  팩스톤(Paxton, 2002)은 사회적 유대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시민

의 정치참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고 주장한다. 그는 자발적 결사체 내의 형식적인 멤버십이 사회적 유

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참여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는 결사체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갖게 되고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면서 참여의 습관을 배우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 역시 자신

의 의견과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어 정치참여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결

과들을 살펴보겠다. 레이크와 헉펠트(Lake & Huckfeldt, 1998)는 

1992년 미국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성에 대

해 조사하였다. 이들은 네트워크 규모, 정치적인 상호작용 빈도, 네트

워크의 전문성이 선거 캠페인 참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 사회적 자본이 많은 개인일수록 선거 캠페인에 보다 활발히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

적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정치적 전문지식과 관여도가 높아지며 결과

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

  로플린(Loflin, 2003)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

다. 1996년 대통령 선거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

여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게 하며 실제로 정치참여를 높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크리슈나(Krishna, 2002)가 설명한 바

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구성원을 묶어주고 민주주의 건설 행

동에 참여하게 하는 가교(gear)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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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향상을 높이는 데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박희

봉 외, 2005).

  이준웅‧김은미‧문태준(2005)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가 정치적 

무관심이나 불신, 비참여 등 사회정치적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자들은 신뢰를 대

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대인

적 신뢰와 사회적 연계망은 사회정치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국회, 신문사, 검찰, 경찰, 기

업 등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제도적 신뢰는 사회정치적 참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신뢰가 정치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구성원의 통합이나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통의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러한 관심

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 즉 광범위한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장수찬, 2002; Boix & Posner, 1998). 그러나 이러한 효

과는 사회적 신뢰의 유형(일반화된 신뢰/특정한 신뢰)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으며(박종민, 2003),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

리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카세(Kasse, 1999)는 사회적 신뢰가 투표 

등의 제도적인 정치참여보다 청원, 집회 및 시위 등 비제도적인 정치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퍼트남 등(1993)에 따르면 체계적인 대면적 결사체로부터 나

온 규범과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에게 공유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들은 “(시민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은 보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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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민 간에 공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집

단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다(Putnam, Leonardi & 

Nanetti, 1993: 182). 토크빌(Tocqueville, 1984) 역시 개인이 상호간 

연결되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

이 권력을 수행하기 위해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시민들

의 집단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능에 필수적인 신뢰, 상호성 그리고 시

민개입의 역량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된 사회적 자본

은 당연히 참여율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Krishna, 2001).

  개인적 수준에서 김상돈(2007)과 장수찬(2002)도 비정치적 결사체 

가입 혹은 사회참여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일 가능성

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회참여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관심이 환기되며 이것이 다시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비합법적 정치참

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투표 등과 같은 제도화된 합법적 정치참

여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장수찬, 2002).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정치참여에 대한 효과가 상이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양수(2006)에 따르면, 혈연, 학연, 지연을 토대로 한 결속형 네트워

크는 정치참여에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주민단체, 

노조, 정치단체 등에 관여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항의적인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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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 

따라, 정치 태도의 구성요소에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가설 1]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1-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1-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1-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주가설 1]은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고자 설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높은 신뢰가 형성된 

사회는 정책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정치체

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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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설 2]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2-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2-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2-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주가설 2]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고자 설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으면 네트워크에 

속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는 양이 

많을 것이다. 많은 정보가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에 유리하게 작

용한다고 느낄 것이며 이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정

치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많다는 것은 네트워크

의 규모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신이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

할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서로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이 높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정치

효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주가설 3]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

감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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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설 3]은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 의무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설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높을 가능성이 크며 정

치참여에도 적극적일 것이다. 지역사회나 정치체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네트워크의 형성으

로 구성원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공유된 목표가 생기고,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적 정보에 대한 소통

을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높아지면 정치참여에도 관심

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

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10개 학교(강남‧서초교육청 1곳, 강동‧송파교육청 1곳, 강서교육

청 1곳, 남부교육청 1곳, 동작‧관악교육청 2곳, 서부교육청 4곳)의 

264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인간의 정치 태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과

정을 ‘정치사회화’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독특한 정치 태도와 행동 양식을 획득한다고 한

다.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기본적 원리(the primary 

principle)’와 먼저 배운 것에 따라 그 다음 배울 것이 결정된다는 

‘구조적 원리(the structuring principle)’에 근거해서, 정치사회화 과

정을 보기 때문이다(Searing, Schwartz & Lind, 1973). 이러한 태도

의 어떤 부분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성숙 혹은 변경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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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들은 일생을 통하여 정치적 자아(political self)의 중요한 부분

으로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어떤 정치의식과 행동양

식을 습득하느냐 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정치 태도와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 태도에 관한 설문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의 

유형이나 국가 기관과 같은 정치 제도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

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4학년에서는 민주주의

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없다. 다만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

늘’이라는 대주제(대단원)에서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라는 중

주제(중단원)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교육부, 2015b: 26). 5-6학년에서는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등장한다. ‘(5)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

는 대주제(대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라는 중주제

(중단원)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일상생활

과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을 통해 민주주

의의 의미와 중요성,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민주주의(민주정치)의 기

본 원리 등을 배우게 된다(교육부, 2015b: 44-47). 이것이 실제 교과

서에서 구현된 내용은 6학년 1학기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 태도의 측정을 위해 정치에 대한 학습을 하

였고, 자기보고식의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지 성장이 이루어진 초

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특정 지

역에 편중된 표집을 피하고자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하

고자 하였다. 표집된 곳은 강남·서초교육청 소속 1개교, 강동·송파교

육청 소속 1개교, 강서교육청 소속 1개교, 남부교육청 소속 1개교, 동

작·관악교육청 소속 2개교, 서부교육청 소속 4개교로 10개 학교 14학

급을 선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284명의 학생을 표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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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응답지의 20명을 제외하고, 총 264명의 응답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표집된 264명의 배경 정보는 다음 <표 Ⅲ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47.3%)보다 여학생(52.7%)이 약간 많았

다. 사회과 성적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47.0%), 잘한다고 생각

하는 학생(36%),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1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위층(26.5%), 중상

위층(50.0%), 중위층(21.6%), 하위층(1.9%)으로 중상위층 이상으로 응

답한 학생들이 다수였다.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

생(25.4%)보다 보통(29.5%)이거나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45.1%)

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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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25 47.3

여자 139 52.7

합계 264 100

사회과 성적

매우 못한다 11 4.2

못하는 편이다 34 12.9

보통이다 124 47.0

잘하는 편이다 77 29.2

매우 잘한다 18 6.8

합계 264 100

아버지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5

고등학교 졸업 65 24.6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 10 3.8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135 51.1

대학원 졸업 50 18.9

합계 264 100

가정 경제 

수준

하 5 1.9

중 57 21.6

중상 132 50.0

상 70 26.5

합계 264 100

시사문제 관심

전혀 없다 49 18.6

조금 있다 70 26.5

보통이다 78 29.5

조금 많다 51 19.3

매우 많다 16 6.1

합계 2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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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변인 및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을 사회적 자본으로, 종속변인을 정치 태도

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그 분석단위를 

달리하여 측정하였으며 정치 태도는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

여 의무감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외에 인구사

회학적 변인, 정치사회화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독

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을 바탕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설문조사법을 채택하였다.

독립변인

→

종속변인

사회적 

자본

• 가정 사회적 자본

• 학교 사회적 자본

•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정치

태도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통제 변인

• 인구사회학적 변인

: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의 학력, 사회과 성적

• 정치사회화 변인

: 시사문제 관심 정도

정치참여 의무감

<그림 1>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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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독립변인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

적 자본은 사회구조화 과정에서 활용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적 가치체계, 신념체계, 활동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사회구조화의 단

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한다. 직장 단위에서

의 사회적 자본인지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사회적 자본인지에 따라 표

현인자가 달리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소진광, 2004). 따라서 본 연

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경계 짓고 있는 사회적 영역, 

그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고려한 사회적 자본의 표현인자

를 통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를 포함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 맥락을 고려하

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분석단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정 사

회적 자본을 측정하고자 한 Coleman(1988), Edwards와 

Warin(1999)의 연구에서 문항을 추출함에 있어 안우환(2006)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 Coleman(1988)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수준과 

질, 자녀의 학습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 빈도,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빈도, 학생의 전학 건수, 학교 모임 참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

육 수준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Edwards와 Warin(1999)는 부모

와 학생간의 응집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학습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 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

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홍영란 외(2007)의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홍영란 

외(2007)는 미국의 Saguaro 세미나 보고서와 그에 기초한 

SCCBS(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사회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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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 영국의 국가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자본 측정 연구 및 사업, OECD와 World Bank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물에서 지표를 선정한 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를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였다. 이들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문항의 구성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사회적 자본 설문 구성

분류
하위 

영역
내용 요소

문항 

번호

Chron

bach’s α

사회적 

자본

가정 

• 부모와의 대화 및 상호이해

•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

• 가정 내 규칙준수

• 부모의 학습 및 생활통제

• 학생의 전학 건수

•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

• 부모의 자녀 학교 활동 참여

1, 2, 

9, 10, 

17*, 

18, 19

.719

학교

• 친구들과의 친밀도

•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

•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한 인식

• 학급 내의 질서

• 학생 역할에 대한 기대

• 친구 수에 대한 인식

• 친구와의 연락 정도

• 학교 행사 참여 정도

3, 4, 

5, 6, 

11, 12, 

13, 14, 

20, 21, 

22, 23

.891

지역

사회

•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 사람들의 정직성에 대한 인식

• 공동체의 기본규칙 준수 여부

• 공동체 규범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7*, 8, 

15, 16, 

24

.637

*는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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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사회적 자본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 구성요

소에 따라 가정 내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예: 우리 부모님은 나

를 잘 이해해주신다, 우리 부모님은 사소한 질문도 잘 듣고 대답해 

주신다), 규범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예: 우리 가족은 각자 해야 할 

집안일이 정해져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학

교, 학원 등 하루의 일정을 챙겨주신다), 네트워크 수준을 측정하는 3

문항(예: 우리 집은 초등학교 입학 후 전학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부

모님은 나를 위한 학습‧진로 정보를 알아보신다, 우리 부모님은 교통

지도 등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신다)를 제시하였다.

  학교 사회적 자본은 총 12개 문항이다. 학교 내 신뢰 수준을 측정

하는 4문항은 또래 학생 간의 신뢰 수준과(예: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

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학생 

간의 신뢰 수준(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으시

다,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의 두 종

류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내 규범 수준을 측정하는 4문항

(예: 나와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킨다, 우리 반에서는 힘 

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바로잡아 주신다), 네트워크 수

준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나는 방과후에도 

친구들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나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를 제시

하였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예: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할수

록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규범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예: 나의 주변 사람들은 교통질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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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킨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을 위한 법이 잘 만들어져있다), 네트

워크 수준을 측정하는 1문항(나는 학교 밖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본 측정 설문지는 사회과교육전문가

와 초등학교 교사 3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자본

의 분석 단위에 따라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화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α) 값을 추출하였다. 이는 측정도구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

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추정하는 신뢰도 계수이다. 

전체 사회적 자본의 알파 계수는 .912이며, 하위 영역별 알파 계수는 

각각 가정 사회적 자본 .719, 학교 사회적 자본 .891, 지역사회 사회

적 자본 .637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에서 알파계수가 .6이상일 때 일반

적으로 척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본 연구는 신뢰도를 확보

한 측정도구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이다. 정치 태도는 정

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다. 

정치 태도를 묻는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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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정치 태도 설문 구성

분

류

하위 

영역
내용 요소

문항 

번호

Chron

bach’s α

정

치

태

도

정치 

신뢰감

체제

기반

신뢰감

정부가 국민을 책임질 

능력이 있음

25, 

26, 27

.889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함

정부가 국민의 생각을 

반영함

인물

기반

신뢰감

정치인의 책임감

28, 

29, 30
정치인의 정직성

정치인의 청렴성

정치

효능감

내적

효능감

정치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식

31*, 

32*, 

33, 34

.757

정치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

투표 외 정치참여방법

에 대한 인식

외적

효능감

인물기반 외적효능감 35*, 

36*, 

37체제기반 외적효능감

정치

참여

의무감

관습적 참여 의무감 38, 39

.778

비관습적 참여 의무감 40, 41

*는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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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신뢰감과 정치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미국의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조하였다. ISR은 정치효능감

과 정치신뢰감, 정당정체성, 정치적 관용 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문

항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답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문항들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

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특

히 국내의 선행 연구(소순창, 1999; 윤용탁‧모경환, 1991; 이종렬, 

1997; 박정서, 2011)들은 ISR의 설문지를 우리나라 상황과 연구대상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문항 수정에 참고

가 되었다.

  정치신뢰감에 관한 문항은 체제기반신뢰감과 인물기반신뢰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체제기반신뢰감은 주로 ‘정부’, ‘국회’ 등에 관하

여 측정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이므로 이들에게 보다 익숙

한 ‘정부’에 관하여 3문항(예: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능력이 있다,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

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

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로 구성하였다. 인물기반신뢰

감은 정치인의 책임감과 진실성, 청렴성의 3가지 문항(예: 정치인은 

일단 당선이 되면 그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이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

다, 우리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로 측

정하였다.

  정치효능감은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내

적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인지(cognition) 및 믿음

(belief)으로 설명된다. 총 4문항(예: 정치나 정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정부

가 하는 일은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나는 



- 40 -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

각한다,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로 측정하였다. 외적효능감은 개인의 참여에 정부 혹은 

정치체제, 정치인들이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공무원이나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인물에 관한 내용의 2문항(예: 내가 정부기관이나 공

무원에게 찾아가 건의해도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치

인들은 그들과 맞지 않는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와 개인

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에 대한 믿음의 1문항(예: 정부나 국회는 나 

같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갖추었다), 총 3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참여 의무감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

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치참여 의무감을 측

정하기 위하여 정치참여의 유형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반즈와 카아스(Barnes & Kaase, 197: 

152-157)가 구분한 관습화 정도의 참여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관습적 

참여(conventional participation)는 투표 및 선거유세활동 등을, 비

관습적 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는 촛불시위나 항의행위 

등을 나타낸다. 비관습적 참여에는 폭력 시위, 시설 점거 등 법제도하

에서 정당성을 갖지 않는 비합법적 활동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며, 민주적 절차를 

아는 것 역시 정치 구성원이 지녀야할 긍정적인 자질 중 하나로 판단

되기 때문에 합법적 정치활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 모두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습적 정치참

여에 관한 2문항(예: 성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다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나와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가 있을 때, 정치인에게 내 입

장을 전달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관한 2문

항(예: 사회문제가 생기면 촛불 집회에 참여하겠다, 사회문제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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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에 관한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 상호간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정치신뢰감 .889, 정치효능감 

.757, 정치참여 의무감 .778의 값이 나왔다. 크론바흐 알파 값이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정치 태도 측정 도구는 그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통제변인

  설정된 독립변인 외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

을 추출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 사회과 성적,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정치 태도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사문제 관심 정도를 추출하였다. 교육

수준과 소득 등의 사회‧경제변인은 민주주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 분석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다(Putnam 2000; Norris 2002). 일반적으로 성별은 여자보다

는 남자가,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은 것

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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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Ver.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에 대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문항 

간 내적신뢰성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

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

변인과 여러 개의 독립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사용

하는 대표적인 분석기법이다.

  이를 위해 Y=⨍(사회적 자본, 배경 변인)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가설1과 그 하위가설 1-1, 1-2, 1-3의 경우, 

종속변인은 정치신뢰감이다. 주가설2와 그 하위가설 2-1, 2-2, 2-3에

서는 종속변인이 정치효능감이다. 마지막으로 주가설3과 그 하위가설 

3-1, 3-2, 3-3의 종속변인은 정치참여 의무감이다. 초등학생의 사회

적 자본 외에 다른 변인들(성별, 사회과 성적,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심 정도)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하여 모든 변수를 일괄 투입(ENTER)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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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

다.

Yi = a + b1X1 + b2X2 + b3X3 + b4X4 + b5X5 + b6X6 + ei

Yi : 정치 태도

Y1 = 정치신뢰감, Y2 = 정치효능감, Y3 = 정치참여 의무감

a : 상수

X1 : 사회적 자본 

X2 : 성별 (남학생=0, 여학생=1)

X3 : 사회과 성적 (매우 못한다=1, 못하는 편이다=2, 보통이다=3, 잘

하는 편이다=4, 매우 잘한다=5) 

X4 : 아버지(안계시면 어머니)의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1, 고

등학교 졸업=2,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3,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4, 

대학원 졸업=5) 

X5 : 주관적 가정 경제 수준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는 수준이다=1,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자주 하신다=2, 풍족하

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3,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4) 

X6 : 시사문제 관심 정도 (전혀 없다=1, 조금 있다=2, 보통이다=3, 조

금 많다=4, 매우 많다=5) 

ei : 오차항

  주가설의 분석결과에서 독립변수 X1의 계수인 b1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값을 가지면 가설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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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하위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

다.

Yi = a + b1X1 + b2X2 + b3X3 + b4X4

       + b5X5 + b6X6 + b7X7 + b8X8 + ei

Yi : 정치 태도

Y1 = 정치신뢰감, Y2 = 정치효능감, Y3 = 정치참여 의무감

a : 상수

X1 : 가정 사회적 자본 

X2 : 학교 사회적 자본

X3 :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X4 : 성별 (남학생=0, 여학생=1)

X5 : 사회과 성적 (매우 못한다=1, 못하는 편이다=2, 보통이다=3, 잘

하는 편이다=4, 매우 잘한다=5) 

X6 : 아버지(안계시면 어머니)의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1, 고

등학교 졸업=2,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3,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4, 

대학원 졸업=5) 

X7 : 주관적 경제 수준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는 수준이다=1, 기본적

인 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자주 하신다=2, 풍족하지는 않

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3,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이

나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4) 

X8 : 시사문제 관심 정도 (전혀 없다=1, 조금 있다=2, 보통이다=3, 조

금 많다=4, 매우 많다=5) 

ei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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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설의 분석결과에서 하위가설 1-1, 2-1, 3-1의 경우 독립변수 

X₁의 계수인 b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가설을 채택한다. 

하위가설 1-2, 2-2, 3-2의 경우 독립변수 X₂의 계수인 b₂가 통계적 

유의도를 확보하면, 가설이 받아들여진다. 하위가설 1-3, 2-3, 3-3에

서는 독립변수 X₃의 계수인 b₃가 유의할 때, 세워진 가설이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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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1. 기술 통계분석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그들의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기 이전에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 태도의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통계치를 통해 초등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은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정치 태도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1)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

<표 Ⅳ-1>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술 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최소값=1.60, 최대값=4.64)
3.472 .615

가정 사회적 자본

(최소값=1.71, 최대값=5.00)
3.593 .718

학교 사회적 자본

(최소값=1.58, 최대값=5.00)
3.689 .714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최소값=1.20, 최대값=4.80)
3.134 .667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학

생들의 사회적 자본은 보통 수준을 조금 웃돈다고 볼 수 있다(전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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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472). 사회구조적 맥락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 사회적 자본

(3.689), 가정 사회적 자본(3.593),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3.134)순으

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친밀한 관

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스스로 활동반경을 정하거나 다양한 친교 및 사회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특성상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와 관계

맺음의 폭이 낮아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가 가족주의나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집단 문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은 그 자신이 포함된 일차적 집단

이나 가까운 대인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지만 일반화된 사회에 

대한 신뢰는 적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

<표 Ⅳ-2>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에 대한 기술 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

정치신뢰감

(최소값=1, 최대값=5)
3.417 .782

정치효능감

(최소값=1.14, 최대값=4.86)
3.234 .677

정치참여 의무감

(최소값=1.00, 최대값=5.00)
3.602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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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정치 태도의 하위영역 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전체 학생의 

정치참여 의무감(3.6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신뢰감(3.417), 

정치효능감(3.234) 순이었다. 정치참여 의무감의 평균은 높고 정치효

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볼 때, 표집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여

된 정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지만, 실제 정치현상에 자

신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투표에 대한 참여나 시민으로서의 준법

의식 등을 강조하여 교육받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자신의 정치적 활동력과 영향력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자본(가정, 학교, 지역사

회), 성별, 사회과 성적, 아버지의 학력, 가정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

심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Ⅳ-3>과 같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과 성적(r=.494)과 부의 학력(r=.185), 가정 경제 수준(r=.387), 

시사 문제 관심(r=.403)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사회적 자본이 높

은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연결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이기에 시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상관관계들은 모두 p<.01에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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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괄호 안은 유의수준)

사회적

자본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성별

사회

과 

성적

부의 

학력

가정 

경제 

수준

시사 

문제 

관심

사회적 

자본
1 .861** .902** .873** .036 .494** .185** .387** .403**

가정 (.000) 1 .656** .601** -0.026 .441** .130* .364** .371**

학교 (.000) (.000) 1 .716** 0.063 .470** .220** .363** .353**

지역

사회
(.000) (.000) (.000) 1 0.062 .390** .136* .290** .338**

성별 (.555) (.669) (.309) (.316) 1 -0.034 0.071 -0.045 -0.038

사회과 

성적
(.000) (.000) (.000) (.000) (.587) 1 .288** .255** .415**

부의 

학력
(.003) (.034) (.000) (.028) (.248) (.000) 1 .205** .183**

가정 

경제 

수준

(.000) (.000) (.000) (.000) (.467) (.000) (.001) 1 .149*

시사 

문제 

관심

(.000) (.000) (.000) (.000) (.542) (.000) (.003) (.015) 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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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이란 입력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여 데이터 분석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말한다. 다중 회

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을 예측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독립변수 간 상관

계수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 간의 피어

슨 상관계수가 .4를 웃도는 값이 있어 다중공선성의 염려가 있는 것

이 보인다. 하지만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uence factor, VIF)의 값으로도 다중공선성을 측정할 수 있으므

로, 회귀분석결과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 주가설 검증: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의 주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서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uence Factor, VIF)의 값으로도 알 수 있다. 공차한계의 값이 

0.1보다 작거나, VIF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 

공차한계와 VIF값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은 다중

공선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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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자본이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표 Ⅳ-4> 사회적 자본이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2.810 1.384 　 2.030 0.043 　 　

사회적 자본 5.386 0.437 0.706 12.312 0.000*** 0.636 1.572

성별 -0.207 0.433 -0.022 -0.477 0.634 0.981 1.019

사회과 성적 -0.005 0.291 -0.001 -0.019 0.985 0.666 1.502

부의 학력 0.173 0.208 0.041 0.835 0.404 0.887 1.128

가정경제 

수준
-0.428 0.316 -0.068 -1.354 0.177 0.824 1.213

시사문제 

관심
-0.087 0.211 -0.021 -0.411 0.681 0.770 1.300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681 0.463 0.451 3.47958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2684.378 6 447.396 36.952 .000***

잔차 3111.622 257 12.107 　 　

합계 5796.000 263 　 　 　

*p<.05, **p<.01, ***p<.001

  사회적 자본과 통제변인인 학생의 성별, 사회과 성적, 부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심 정도가 정치 태도 중 정치신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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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전체 모델

이 초등학생의 정치신뢰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46.3%(R2=.463)이며, 

본 회귀모형은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df=6,257)=36.952, p=.000).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p<.001 수준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5.386, p=.000). 따라서 주가

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을 설명

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적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정치신뢰감

은 5.386점 높아진다.

(2) 사회적 자본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Ⅳ-5> 사회적 자본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3.903 1.247 　 3.131 0.002 　 　

사회적 자본 3.959 0.394 0.513 10.050 0.000*** 0.636 1.572

성별 0.048 0.390 0.005 0.122 0.903 0.981 1.019

사회과 성적 0.737 0.262 0.140 2.813 0.005** 0.666 1.502

부의 학력 -0.227 0.187 -0.052 -1.213 0.226 0.887 1.128

가정경제 

수준
0.123 0.285 0.019 0.430 0.667 0.824 1.213

시사문제 

관심
1.137 0.190 0.278 5.988 0.000*** 0.77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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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757 0.573 0.563 3.13339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3391.832 6 565.305 57.578 .000***

잔차 2523.259 257 9.818 　 　

합계 5915.091 263 　 　 　

*p<.05, **p<.01, ***p<.001

  사회적 자본과 통제변인인 학생의 성별, 사회과 성적, 부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심 정도가 정치 태도 중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전체 모델

이 초등학생의 정치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57.3%(R2=.573)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df=6,257)=57.578, p=.000). 사회적 자본이 p<.001에서 정치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0.050, p=.000). 따라서 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면 사회적 자본이 1단위 높아질수록, 정치효능감이 3.959점 높아

진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 시사문제 관심 정도(t=5.988, p=.000), 사

회과 성적(t=2.813, p=.005)순으로 정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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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 의무감에 미치는 영향

<표 Ⅳ-6>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 의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087 0.979 　 1.110 0.268 　 　

사회적 자본 2.378 0.310 0.421 7.682 0.000*** 0.636 1.572

성별 0.593 0.306 0.085 1.934 0.054 0.981 1.019

사회과 성적 0.355 0.206 0.092 1.724 0.086 0.666 1.502

부의 학력 0.024 0.147 0.008 0.163 0.871 0.887 1.128

가정경제 

수준
0.320 0.224 0.069 1.433 0.153 0.824 1.213

시사문제 

관심
0.968 0.149 0.323 6.486 0.000*** 0.770 1.300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714 0.509 0.498 2.46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618.027 6 269.671 44.490 .000***

잔차 1557.791 257 6.061 　 　

합계 3175.818 26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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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과 통제변인인 학생의 성별, 사회과 성적, 부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심 정도가 정치 태도 중 정치참여 의

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사

회적 자본이 p<.001에서 정치참여 의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t=7.682, p=.000). 따라서 주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준화된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적 자본이 1

단위 높아질수록, 정치참여 의무감이 2.378점 높아진다. 또한 전체 모

델이 초등학생의 정치참여 의무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50.9%(R2=.509)

이며, 본 회귀모형은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df=6,257)=44.490, p=.000). 사회적 자본 이외에 시사문제 관심 정도

(t=6.486, p=.000)가 정치참여 의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3) 하위가설 검증: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의 하위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

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

시하는 분석이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변

수가 한 개일 때 사용한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은 독

립변수 간 상관계수의 값을 기준으로 예측하거나,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uence factor, VIF)의 값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차한계의 값이 0.1보다 작거나 VIF 값이 10

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임계치를 기준으로 판단했

을 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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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자본이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표 Ⅳ-7>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이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3.057 1.300 　 2.352 0.019 　 　

사회적 

자본

가정 0.474 0.400 0.073 1.185 0.237 0.489 2.043

학교 0.600 0.459 0.091 1.307 0.192 0.376 2.659

지역 4.332 0.449 0.615 9.646 0.000*** 0.451 2.216

성별 -0.343 0.408 -0.037 -0.841 0.401 0.971 1.030

사회과 성적 0.122 0.274 0.023 0.445 0.657 0.661 1.512

부의 학력 0.198 0.196 0.046 1.012 0.313 0.876 1.141

가정경제 

수준
-0.259 0.298 -0.041 -0.872 0.384 0.817 1.224

시사문제 

관심
-0.080 0.198 -0.020 -0.406 0.685 0.767 1.304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729 0.532 0.517 3.26256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3081.703 8 385.213 36.190 .000***

잔차 2714.297 255 10.644 　 　

합계 5796.000 26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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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 각각의 하위영역이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전체 모델이 초등학생의 정치

신뢰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53.2%(R2=.532)이며, p<.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df=8,258)=36.190, p=.000). 세부

적으로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은 지역사회 사회

적 자본(t=9.646, p=.000)이었다. 가정 사회적 자본(t=1.185, p=.237)

과 학교 사회적 자본(t=1.307, p=.19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미루어 보아 가정 사회적 자본(β=.073)과 학

교 사회적 자본(β=.091)보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β=.615)이 정치신

뢰감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가설 1의 하위가설 중 1-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고, 1-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와 1-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각되었다. 

  연구대상 초등학생들의 가정 사회적 자본 평균값(3.593)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그것(3.134)보다 높았으나 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정 내 의사소통의 방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신문 등을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자녀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에는 자녀들은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미디어, SNS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경우 정치적 정보를 접하

는 방법이 예전과 달라지고, 의견을 나누는 대상 또한 예전과 달라진 

만큼 정치 태도에 미치는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 사회적 자본이 정치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또 다른 원

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신뢰의 유형은 다양하며(Barber, 1983; Yamagishi & 

Yamagishi, 1994; Newton, 1999; Fukuyama, 1995; Coo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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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laner, 2002), 모든 유형의 신뢰가 활력 있고 견고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화된 신뢰는 민주시민성을 발전

시키는 핵심적인 성향이지만, 특정화된 신뢰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끈끈한 신뢰를 배양하는 반면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 사회적 자본의 경우 사적 성격의 

특정화된 신뢰로 이질적이고 포괄적인 집단, 정치체제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신뢰감을 측정할 때, 체제기반신뢰감을 

묻는 문항에서 초등학생에게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되는 ‘정부’를 이용

하였다. 정부신뢰는 사회의 통합적 개념으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주

민들 간의 관계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박희봉 외, 2003) 지역사회 사

회적 자본과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나와 친분관계가 없는 개인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기

에 일반적 신뢰나 사회 전반의 규범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안정적으

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제도 혹은 정치체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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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Ⅳ-8>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4.099 1.226 　 3.345 0.001** 　 　

사회적 

자본

가정 0.291 0.377 0.044 0.772 0.441 0.489 2.043

학교 1.230 0.433 0.185 2.841 0.005** 0.376 2.659

지역 2.425 0.423 0.341 5.727 0.000*** 0.451 2.216

성별 -0.062 0.385 -0.007 -0.161 0.872 0.971 1.030

사회과 성적 0.789 0.258 0.150 3.056 0.002** 0.661 1.512

부의 학력 -0.241 0.185 -0.056 -1.306 0.193 0.876 1.141

가정경제 

수준
0.209 0.281 0.033 0.743 0.458 0.817 1.224

시사문제 

관심
1.154 0.187 0.282 6.181 0.000*** 0.767 1.304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770 0.592 0.579 3.07581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3502.636 8 437.830 46.279 .000***

잔차 2412.454 255 9.461 　 　

합계 5915.091 26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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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의 하위구성요인과 통제변인인 학생의 성별, 사회과 성

적, 부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심 정도가 정치 태도 

중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전체 모델이 초등학생의 정치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59.2%(R2=.592)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df=8,255)=46.279, p=.000). 세부적으로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

의한 독립변인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t=5.727, p=.000)과 학교 사회

적 자본(t=2.841, p=.005), 시사문제 관심 정도(t=6.181, p=.000), 사

회과 성적(t=3.056. p=.002)이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미루어 보

아, 다른 모든 변인이 동일하다고 할 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β

=.341), 학교 사회적 자본(β=.185), 시사문제 관심 정도(β=.282), 사회

과 성적(β=.150)이 정치효능감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정 사회적 자

본(t=0.772, p=.441)은 정치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가설 2의 하위가설 중 2-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

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와 2-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고, 2-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각되었다.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형 신뢰자

들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전국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해 집단멤버십과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종민(2003)의 연구를 

보면, 일반형 신뢰자들은 특정형 신뢰자들보다 민주주의를 더 열망하

고, 권위주의를 더 반대하며, 관용과 타협 및 다원적 사회질서의 미덕

을 더 지지하고,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며, 정치적으로 더 자신감을 

나타내고,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된 신뢰가 

높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보다 쉽게 이웃과 연계되어 있고, 함께 사

회단체에 가입하며, 공공영역에서 더불어 행동한다. 따라서 일반화된 



- 61 -

신뢰의 특성을 지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정치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사회적 자본 역시 정치효능감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중 하나인데, 

학교의 규범구조를 높이 가진 학교의 학생들일수록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며 높은 효능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Bryk, 1988; Lee, 

Bryk, & Smith, 1993)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 의무감에 미치는 영향

<표 Ⅳ-9>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이

정치참여 의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180 0.979 　 1.205 0.229 　 　

사회적 

자본

가정 0.313 0.301 0.065 1.040 0.300 0.489 2.043

학교 1.108 0.346 0.228 3.204 0.002** 0.376 2.659

지역 0.938 0.338 0.180 2.772 0.006** 0.451 2.216

성별 0.540 0.307 0.078 1.757 0.080 0.971 1.030

사회과 성적 0.359 0.206 0.093 1.740 0.083 0.661 1.512

부의 학력 0.003 0.148 0.001 0.020 0.984 0.876 1.141

가정경제 

수준
0.341 0.224 0.073 1.522 0.129 0.817 1.224

시사문제 

관심
0.981 0.149 0.327 6.574 0.000*** 0.76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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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718 0.515 0.500 2.45774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635.492 8 204.437 33.844 .000***

잔차 1540.326 255 6.040 　 　

합계 3175.818 263 　 　 　

*p<.05, **p<.01, ***p<.001

  사회적 자본의 하위구성요인과 통제변인인 학생의 성별, 사회과 성

적, 부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심 정도가 정치 태도 

중 정치참여 의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

-9>와 같다. 전체 모델이 초등학생의 정치참여 의무감을 설명하는 정

도는 51.5%(R2=.515)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F(df=8,255)=33.844, p=.000). 학교 사회적 자본(t=3.204, 

p=002)과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t=2.772, p=.006)은 p<.01에서 정치

참여 의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사회적 

자본(t=1.040, p=.300)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가설 3의 하위가설 중 

3-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

다.’와 3-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고, 3-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각되었다. 

  정치신뢰감과 정치효능감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정 사회

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가정 사회적 자본의 특성상 내집단에 대한 강한 유대를 형성함

으로써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장성을 갖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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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는 다른 사회적 배경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학교 사회적 자

본이 높은 초등학생은 자신의 정치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지

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은 가정이나 학교의 네트워크처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도성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정치참여의 선택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64 -

Ⅴ.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의 미래 구성원으로

서 정치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 따라 정치 태도의 구

성요소에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가설 3개와 각각의 주가설 밑에 하위가설 3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가설 1]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1-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1-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1-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주가설 2]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2-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하위가설 2-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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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 2-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주가설 3]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1. 초등학생의 가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2. 초등학생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가설 3-3. 초등학생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 의무

감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산하 6개 교육지

원청 소속 10개 학교의 6학년 14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배포한 설문 중 284부를 회수하였으며, 수합된 설문지 중 불성

실하거나 누락된 응답이 있는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총 26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초

등학생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 성별, 사회과 성적, 아

버지의 학력, 주관적 가정 경제 수준, 시사문제 관심 정도를 독립변인

으로, 정치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초등학생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각각 모두 정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

적 자본의 분석단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Ⅴ-1>과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로 첫째,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은 모든 정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협력의 공동체성과 신뢰가 높아짐과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가 강화되

어 정치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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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정치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합

종속변인

독립변인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

회귀 

계수(B)
P

회귀 

계수(B)
P

회귀 

계수(B)
P

사회적 자본 5.386 0.000*** 3.959 0.000*** 2.378 0.000***

사회적 

자본

가정 0.474 0.237 0.291 0.441 0.313 0.300

학교 0.600 0.192 1.230 0.005** 1.108 0.002**

지역 4.332 0.000*** 2.425 0.000*** 0.938 0.006**

*p<.05, **p<.01, ***p<.001

  둘째, 정치 태도의 하위 영역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맥락이 상이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태도를 촉진

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

치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의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사

회적 자본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 사회적 자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치 태도인 정치신

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의무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가정은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중요한 정치사회화 기

관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정향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

려진 연구 결과와 다르다(Lanton, 1969; Tedin, 1974). 이는 자녀가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부모 외에도 대중매체, 인터넷, SNS 

등으로 다양해진 것과 가정 내 의사소통의 방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

라 달라짐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전수

받거나 부모를 모방함으로써 획득했던 정치적 견해나 태도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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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부모들은 과거

의 부모들보다 자녀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더 존중하고 기존에 자신이 

믿었던 견해나 가치와 자녀의 그것이 다르더라도 수용하고자 노력한

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정치적 정향이 일방적으로 전수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을 것이다. 또한 가정 사회적 자본은 결속형 네트워

크를 형성함으로써 가정 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신뢰나 규범이 정

치 영역으로 전환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 사회적 자본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의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학교는 형식적인 교육과정과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사회화 기관

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교육을 더 받은 개인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더 보내고,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의 경향이 더 강하

며, 자발적 모임에 더 참가하며, 정치와 정치활동에 더 관심을 보인다

(Green, Preston & Sabates, 2003).

  다섯째,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모든 정치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정치사회화의 핵심적 영

역으로 볼 수 있다. 하트(Hart, 1997)는 지역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술이나 책임감에 대한 경험 없이 16세, 

18세 또는 21세가 되면서 갑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참여하

는 성인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학

생들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신과 지역사회의 

의존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해봄으로써 정

치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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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1) 사회과에서의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 

자본에 주목해야함을 주장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와 시민적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과의 시민교육이 강조된다(최

종덕, 2007). 시민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네

트워크에 대해 더 잘 알고, 공동체 활동에 더 적극적이며, 신뢰, 협

동, 결속, 관용 같은 태도에 더 익숙해질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내의 신뢰 또는 규범에 의해서 사람들을 개

인의 이익보다 상호 협조와 공익을 우선으로 두게 한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

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공동

의 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

로써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Putnam, 1993). 이와 같이 민주적으로 각성된 정치 태도를 갖는 시

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

지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

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참여에 대

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학교 내 학생자치회, 학생의회, 학교법정 등

에 참여하는 실천을 통하여 참여의지와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이

승종, 2001).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친구를 사귐으로써 네트워크

를 확충하고, 공연이나 스포츠 등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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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과 연대감을 키워감으로써 신뢰와 규범을 형성해갈 수 있다. 

  둘째,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 

원천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교육은 교실 안에서 논

쟁문제수업, 사회참여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와 

관련된 현안을 다루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의

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방식을 배움으로써 구성원과의 신뢰를 쌓고, 

연대감을 확보하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

  셋째,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현장의 사회적 자본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내에서 형성할 수 있

는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는 학생들의 사

회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osnoe, Johnson & Elder, 2004; Davis, 2003; Pianta & 

Stuhlman, 2004). 교사-학생 관계뿐 아니라 동료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 역시 하위문화나 행동양식, 정서적 지지 등 청소년 시기의 정의

적·인지적 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선, 

2001; Lee, Bryk & Smith, 1993). 따라서 학급 내 상호신뢰의 분위

기를 만들어서 시민교육의 현장에서부터 높은 사회적 자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우

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도모하여 봉사학습과 지역사회에

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봉사학습은 지역사회

의 요구에 맞게 조직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시

민의식을 함양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종덕, 2007: 155). 윈

터(Winter, 1997)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을 사회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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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 청소년들에게 

자질 있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발달하도록 기회를 제

공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

심을 가짐으로써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능

력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신뢰와 네트워크의 기반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형태의 공동체 생활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강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도와주게 

되고, 시민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2) 제언

  첫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정치 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종단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을 실시한 특

정 시점에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

적 자본의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시점에 걸쳐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진급함에 따라 

새로운 학교 및 학급의 구성원을 만나게 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 자본

의 성격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이전에 

형성되었던 사회적 자본이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정치 태도

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정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효과성 연구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정치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을 살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전국 

단위의 무선표집이 가능하다면 그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뜻깊은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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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 사회적 자본이 학생들의 정치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결과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고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의 정치 태도 형성에 대

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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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응답 도중에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

으며 응답을 거부하는 것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심혜령 드림

Ⅰ. 다음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제하려는 것이니 편하게 해당하는 항목

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 ② 여

2. 여러분의 최근 사회과 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3. 여러분의 아버지(안계시면 어머니)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

④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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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분의 가정상황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①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는 수준이다.

  ②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자주 하신다.

  ③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④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5. 여러분은 평소 정치(시사) 문제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나요?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Ⅱ. 다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우리 사회에 대한 평소 생각 또는 느낌

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모님은 사소한 질문도 잘 듣고 대

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으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

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각자 해야 할 집안일이 정해

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부모님은 나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

고 학교, 학원 등 하루의 일정을 챙겨주

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와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규칙을 잘 지

킨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반에서는 힘 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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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바로잡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주변 사람들은 교통질서를 잘 지킨

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을 위한 법이 잘 

만들어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집은 초등학교 입학 후 전학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한 학습‧진로 정보를 

알아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부모님은 교통지도 등 학교 봉사활동

에 참여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방과후에도 친구들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학교 행사(예: 운동회, 발표회, 전시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학교 밖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의 정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

분의 평소 생각 또는 느낌에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능

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

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들

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88 -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정치인은 일단 당선이 되면 그가 약속했

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이 뉴스를 통해 국

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정치나 정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2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찾아가 건

의해도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36
정치인들은 그들과 맞지 않는 의견에 관

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정부나 국회는 나 같은 국민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갖추었다.
① ② ③ ④ ⑤

38
성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다면 선거에 반

드시 참여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와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가 있을 때, 

정치인에게 내 입장을 전달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사회문제가 생기면 촛불 집회에 참여하겠

다.
① ② ③ ④ ⑤

41
사회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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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capital, composed of trust, norms, and networks, is 

drawing attention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resolving social 

economic growth, conflict, and poor political participation. 

The first function of social capital is the effect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through trust. The second function is to 

encourage the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by strengthening 

the norms. A society in which high trust and norms have 

been formed can successfully lead to the implemen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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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and again lead to high political trust. The third 

function is to spread various information and strengthen ties 

through the formation of a network. The large amount of 

political information obtained will make it feel beneficial to 

their own political choices and actions, which will enhance 

their belief in their political abilities, that is, their political 

efficacy. In addition, people with a lot of social capital are 

more likely to form a bond with others, have a high 

understanding of interdependence, and b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confirm  

whether social capital itself was affecting the political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is,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Does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capital affect their political attitudes?" 

In this study, social capital was divided into family social 

capital,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social structural contex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olitical attitudes was composed of political 

trust, political efficacy, and a sense of du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formulated hypotheses as below:

[Main Hypothesis 1]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trust.

∙Sub-hypotheses 1-1.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amily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trust.

∙Sub-hypotheses 1-2.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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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trust.

∙Sub-hypotheses 1-3.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munity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trust.

[Main Hypothesis 2]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efficacy.

∙Sub-hypotheses 2-1.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amily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efficacy.

∙Sub-hypotheses 2-2.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efficacy.

∙Sub-hypotheses 2-3.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munity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political efficacy.

[Main Hypothesis 3]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sense of du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Sub-hypotheses 3-1.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amily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sense 

of du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Sub-hypotheses 3-2.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sense 

of du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Sub-hypotheses 3-3.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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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ocial capital will affect their 

sense of du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To verify the hypotheses above, 264 sixth grade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given 

survey questions.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factor which affects students' 

political attitud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The results suggest that: All main-hypothesis 1, 2, 3 were 

adopted. Sub-hypothesis 1-3, 2-2, 2-3, 3-2, 3-3 were 

adopted.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elementary students' social capita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attitudes. As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creased, the community and trust of cooperation increased 

and voluntary participation was strengthened,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political attitudes. Second, the structural 

context of social capital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sub-domains of political attitu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factors should be focused to promote each attitude. 

In order to increase political tru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to increase political efficacy 

and the sens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choo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the other 

hand, family social capital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litical attitudes of political trust, political efficacy, 

and the sense of du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can be shaped or strengthened through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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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at emphasizes trust and civic norms. By 

receiving citizenship education, students will know better 

about their networks, be more active in community activities, 

and be more familiar with attitudes such as trust and the 

norms of reciprocity. Thus, a variety of networks will be 

active and serve as a source for promoting harmonious 

action for the community. The research proposes three 

educational implications to enhance students’ social capital 

as follows.

  First, schools should encourage students to increase the 

level of social capital by providing a variety of educational 

activities that ensure their participation. Second, teachers 

should be able to provide important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operating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Third, school 

teacher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ocial capital of 

the educational field where students live.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nnection between school and the 

community, thereby promoting service learn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Keywords: social capital, political attitudes, politics education, 

political socialization, political trust, political efficacy, a sense 

of du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Student number: 2015-2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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