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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족주의자는 정치참여자인가?
정 회 옥｜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개인의 정치 정향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넘어서서 자신의 국가가 다른 국가들 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태도를 의미한다.
2004년도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족주
의는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는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인지적 척도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 모두에서 민족주의
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일수록 낮은 수준의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영향력은 정치참여의 다양한 행태적 척도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시위,
청원서 서명, 정치적 불매운동, 정치토론 모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은 그렇지 않은 미
국인에 비해서 소극적인 참여 행태를 보였다.
주제어: 민족주의, 민족주의자, 정치참여, 미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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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논문은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족주의(nationalism)1
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개인은 자신의 나
라와 다른 나라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이 되기도 한다(Druckman, 1994). 따라서 민족주의는 연구자가 어떤 분
석 수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민족
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연구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국가 건
설의 과정으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민족주의는 개인의 정치 정향으로서
분석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개인의 정치 정향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강한 애착심
을 넘어서서 자신의 국가가 다른 국가들 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태도를 의
미한다. 다른 국가에 대한 우월감과 지배의 욕구를 반영하는 독특한 정치정
향인 민족주의가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참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본 논문은 미국의 민족주의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는
세계 정치 및 한국 정치 그리고 외교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

1.

이 논문은 nationalism을 민족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미국이 가지는 다민
족, 다인종 국가의 성격은 이러한 번역에 다소 무리가 있게 하나 다음의 두 가지 이
유로 본 논문은 nationalism을 민족주의로 해석하였다. 첫째, 미국의 민족주의를 대체
할 만한 한국 학계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용어가 현재로서는 없으며, 둘째, ‘국민주의’
또는 ‘국가주의’와 같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에 선행연구와의 연장선 측면에
서 문제가 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미국인의 nationalism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럽
의 단일 민족국가에서 사용되는 nationalism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변용 없
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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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줄 수 있다. 미국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나
라로서 이러한 국민적 성향은 그들의 국내외 정책에 반영되곤 한다. 미국인
이 예외적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여론
조사결과가 뒷받침한다. 스미스(Tom W. Smith)와 자코(Lars Jarkko)가 행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90%의 미국인들이 “나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도 미국의 시민이 되고 싶다”에 동의하였다. 또한 38%의 응답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더 미국인과 같다면 세계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
다”에 동의했다.2 이러한 결과는 다른 21개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
로 높은 것으로 미국은 아일랜드의 뒤를 이어 조사 대상국들 중 두 번째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엿볼 수 있다. 2004년도에 스미스와 김(Seokho Kim)이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은 21개 나라를 모두 제치고 가장 강한 민족
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다(Smith and Kim, 2006). 주목해야
할 점은 22개의 국가들 중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일본, 러시아, 독일 등을
포함한 13개의 나라들에서 전반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감소하였던데
반하여 미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오히려 0.89포인트가량 증가하였다는 것이
다. 또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2001)와 퓨 세계 태도 조사
(Pew Global Attitudes Survey, 2002)에서도 70%를 훌쩍 넘는 응답자들이

미국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0%에 달하는 응답
자가 “미국의 가치와 사상이 세계에 퍼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답했다.3 반면에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 다른 서구 국
가들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국가에 대한 강

2.

이 결과는 2001년에 9 ․ 11테러 전에 실시된 조사의 결과이며 테러가 있은 후에 동일
한 설문으로 조사했을 때 수치는 각각 97%와 49%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인
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환경적 변수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일관성 있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세계가치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시대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981~84년과 1990~93년에 실시되었던 세계가치조사에서도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미국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표현하였으며, 민족주의 측면에서 미
국은 조사 대상국들 중에서 일위를 차지하였다(Dalton 1999; Craig, Niemi and
Silver 1990; Lipset and Schneider 1983).

40

정회옥

한 자부심을 표현하여 미국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Pei, 2003). 마지막으
로 케멜마이어(Markus Kemmelmeier)와 윈터(David G. Winter)에 따르면
89%의 미국인 응답자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에,
81%가 “일반적으로 미국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이다”에 동

의하였다고 한다(Kemmelmeier and Winter, 2008).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미국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관행에도 영향을 미친
다. 운동 경기 전에는 항상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며 공립학교에서는 매일
충성맹세(Pledge of Allegiance)가 행해진다. 또한 가정집과 상가 문 앞에는
연중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어 성조기가 미국인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국내외 정치영역에도
발현된다. 선거 유세에서 병역문제, 국가 안보, 국기 훼손 문제 등이 자주 쟁
점으로 떠오르며 상대 후보를 ‘비애국적’으로 묘사하는 전략도 선거 시 빼놓
지 않고 등장한다. 또한 미국의 외교기조에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반영되곤
하는데,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교토 국제기후조약, 국제사법재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가미된 정책 결정의 몇몇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미국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할 때 미국의 이러한 정책
결정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역사적으로 밀접한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어떤 외교기조를 갖
고 있느냐는 한국의 국내외 정치와 정책 결정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
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민족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미국을 움직이게
할 것인지는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인의 민족주의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논문은
미국 정치학을 비롯하여 한국 정치학의 연구에도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제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미국인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사회적, 문화적 관
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행태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인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미국인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
적 배경 변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정당일체감 등을 비롯한 정치태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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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환경적 변수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미국인들이 가지는 강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정치참여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선행연구들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민
족주의를 정치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해봄
으로써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소홀히 되어왔던 연구 주제를 경험적 방법론을 사
용하여 검토함으로써 선행 연구에 공헌하고자 한다. 민족주의를 비롯한 개인
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애착의 감정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미국의 민족주의와 정치참여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정치학적 논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민족주의에 관한 많은 연구들
은 경험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덱커 외(Dekker et al., 2003)는 대부분
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들에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단 하나의 단락도
찾을 수 없다고 개탄한 바 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
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허디와 하티브(Leonie Huddy and Nadia
Khatib)의 2007년도 논문이 거의 유일하다(Huddy and Khatib, 2007). 그러

나 이 논문 역시 정치참여의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지 않고 정치에의 관심,
정치지식,4 투표참여라는 정치참여의 세 가지 형태에만 국한하였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지식은 일반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국 대학 학
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선행연구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 논문은 첫째, 양적 방법론을 사용
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며, 둘째, 미국의 민족주의가 정
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많은 수의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셋째,
정치참여의 형태를 정치효능감, 정치에의 관심, 투표, 시위, 청원, 정치토론,
정치적 불매운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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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디와 하티브는 정치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정치 일반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을 묻
지 않고 이라크에 대해 응답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따라서 민족주의
가 정치지식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정치지식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들은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중 하
나의 이름을 적으시오” “이라크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라크의 여당의 이름은 무
엇입니까?” “북부 이라크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은 누구입니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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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족주의와 정치참여
1. 민족주의의 개념 정의
이 논문에서 미국인의 민족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느
끼는 감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많은 연구에서 공통
적으로 민족주의의 특성으로 논의된 것에 기반 하였다.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아도노 외
(Adorno et al., 1950)와 타펠(Tajfel, 1969)은 민족주의란 국가에 대한 일반

화된 긍정적인 평가로서 국가에 대한 이상화(idealization)를 뜻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알포트(Floyd Allport)는 “자신의 나라가 위대한 국가라는 신념”이
민족주의라고 보았다(Allport, 1927: 300). 헤크터(Hechter, 2000), 코스터만
과 페쉬바흐(Kosterman and Feshbach, 1989: 261), 카라사와(Karasawa,
2002) 등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을 민족주의로 정

의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스미스와 김은 “국가에 대한 강한 헌신으로 자신
의 국가를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정
의하였다. 또한 멜로엔(Meloen, 1999), 샤츠와 스탑(Schatz and Staub,
1997)은 민족주의를 “국가와 정치적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개

념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샤츠(Robert T. Schatz)와 그의 동료들은(Schatz
et al., 1999) 민족주의를 “내 나라와 비교하여 다른 나라들을 폄하하는 평

가”라고 보았다.
민족주의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주의는 자신의 국가와 비교했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
대적인 과소평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고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믿음이 민족주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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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5
민족주의의 개념은 국가에 대한 애착심을 뜻하는 또 다른 용어인 애국심
(patriotism)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해진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두 개념 모두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정체
성의 한 종류로 간주되어 왔다(Ajzen, 1988; Zanna and Rempel, 1988). 그
러나, 민족주의와 애국심은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서 구분이 필요하다. 애국
심은 국가에 대한 건전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의 한 형태로 개인이 국가에 대
해 가지는 사랑의 감정을 의미한다(Bar-Tal, 1993; Bar-Tal and Staub, 1997;
Kosterman and Feshbach, 1989). 따라서 애국심은 안정적인 내(內)집단 정

체성이며 외(外)집단에 대한 폄하와는 관련이 없다(Druckman, 1994; Brewer,
1999). 반면에 민족주의는 불안정한 내 집단 정체성이며 그룹 간 차별화
(intergroup differentiation)와 관련이 있다. 즉, 민족주의는 자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에 애국심은
다른 나라에 대한 우월감 또는 적대감을 동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애착의
감정이다(Anderson, 1992). 따라서 드럭만(Daniel Druckman)은 애국심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개념인 반면 민족주의는 보다 복잡한 관
계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Druckman, 1994).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애착의 감정에 더해서 자신의 국가를 다른 나라와 차별화하는 평가까지
포함하는 정향이기 때문이다.

2. 민족주의와 정치참여의 관계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민족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일까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소수의 연
구가 이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태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5.

다수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의 연구들이다. De Figueiredo and
Elkins, 2003; Feshbach, 1994; Karasawa, 2002; Kosterman and Feshbach, 1989;
Mummendey, Klink and Brown, 2001; Sidanius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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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샤츠와 그의 동료들의 연
구(Schatz et al., 1999), 그리고 허디와 하티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샤츠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esAmherst)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

이 대체로 낮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민족주의가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쳤는데, 첫째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새
로운 정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도 소
극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6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적극성은 국가에 문
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가 다른 나라보
다 우월하다고 믿는 민족주의자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샤츠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허디와 하티브의 연구
이다. 이들의 연구는 2002년도와 2004년도에 미국의 스토니 브룩 대학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정치학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가진 학생일수록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중
동 관련한 정치지식 수준도 미비하며, 투표 참여에도 소극적임을 보였다. 여
기에 더해 1996년도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하여 민족
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낮음을 보였다. 그
들의 연구는 민족주의와 정치참여의 부정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최초
의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주요 분석 자료였다는 점과, 정치참여의 유형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 중동지역에 대한 정치지식, 그리고 투표의 세 가지에만 초
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과 정치참여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
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허디와 하티브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왜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에
6.

샤츠와 그의 동료들은 민족주의 대신에 무비판적인 애국심(uncritical patriotism)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무비판적인 애국심은 건설적인 애국심(constructive patriotism)
과 대비되는 애국심의 또 다른 형태로서, 종종 민족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간주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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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민족주의자들이 가진 권위주의적 성향 때
문이라고 한다.7 권위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소극적인 정치참여 행태를 보이
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정향의 핵심적 특징인 새로운 경험과 정보에 대한 폐
쇄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권위주의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적
인 정보 등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서 정치적인 소극성을
내재하게 된다(Huddy et al., 2005; Lavine et al., 2005; Oesterreich, 2005;
Peterson et al., 2002). 또한 허디와 하티브는 권위주의자들이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데에는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맹종하는 그들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
다고 보았다(Adorno et al., 1950; Altmeyer, 1998; Feldman and Stenner,
1997). 권위주의자들은 강한 지도자를 지지하고 자신의 의사 결정 권한을 지

도자에게 위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 반대의사 표명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요약
하자면, 민족주의자들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권위주의적 성향은 정치
참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은 정치 불참
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정치참여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민족주의는
도구적(instrumental)이고 실용적(utilitarian)인 차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symbolic) 차원에서의 국가에 대한 애착의 태도라는데 주목한다. 샤츠와 라

빈(Schatz and Lavine, 2007)에 따르면, 국가 기관의 질과 기능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개인들은 국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려고 시도한다고 한다. 반면에 국가
에 대해 상징적인 애착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가 작다
고 한다. 즉 국가에 대한 애착의 감정이 도구적인지 상징적인지에 따라 정치
참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족주의가 국가에 대한 도구적
인 혹은 상징적인 애착의 감정인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민족주의자에게
국가는 상징적인 존재에 더욱 가깝다고 본다. 예를 들어, 드럭만은 미국인들
은 국가를 감정적인 애착의 대상과 상징(symbol)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크

7.

민족주의자가 권위주의적 체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는 다른 학자들(Blank
and Schmidt, 2003; Schatz et al., 1999)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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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의 민족주의자들은 국가를 자신의 삶에 중요한 하나의 상징으로 인
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Druckman, 1994). 또한 시어스(David O. Sears)
는 미국인의 민족주의는 내 나라에 대한 인지적인 내용(cognitive content)
이 없이 극도로 우호적인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Sears, 1969).
즉, 민족주의자에게 국가는 존경하고 지켜야 하는 상징적인 대상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치판단을 내리고 실용적인 고려에 따라서 개선되어
야 하는 도구적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정치참여는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
고 인식할 때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Schatz et al., 1999) 민족주의적 성향
이 강한 사람은 국가를 감시하거나 국가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정치 행위에는 참여할 동기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
하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는
민족주의와 교육수준과의 관련성 때문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민족주의적 태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Howard 1989;
Huddy and Khatib, 2007; Sharma et al., 1995).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들일수록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는 것이다. 높은 교육수준이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Lazarsfeld et al., 1944; Leighley and Nagler, 1992; Verba et al., 1993;
Wolfinger and Rosenston, 1980). 따라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낮은 교육수준은 간접적으로 이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유
사하게, 민족주의가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로 지식수준의 영향력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라사와(Karasawa, 2002)는 국가에 대한 태도는 반
드시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다. 그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정치지식 수준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검토하였는
데, 분석 결과 국내외 정세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일
수록 더욱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정치 지
식의 수준이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Jerit et al., 2006; Milligan et al., 2002; Palfrey and Poole, 1987; Zaller,
1992). 따라서 민족주의자들이 대체로 낮은 수준의 정치 지식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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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이들의 정치참여가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
일수록 정치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 민족주의와 정치참여가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지 혹은 부정적 관
계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논문의 분석은 이에 집중할 것이다. 민족
주의가 왜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제한적으로만 이
루어질 것이며,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론
이 논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국인의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게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용한 여론조사 자료는 2004년도 일반사회조사이다. 개인 차원에서 민족
주의적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여론조사 자료는 극히
소수이다. 일반사회조사는 많은 수의 샘플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민족주의
를 측정하는 두 개의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
장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8
통계분석에 있어 주요 독립변수인 민족주의는 두 가지 설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 보다

8.

2004년도 일반사회조사는 미국의 성인 응답자 2,812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샘플
은 두 개의 샘플 군으로 나누어지고 각 샘플은 세 개의 다른 설문지 “밸럿(ballot)”을
배정 받았다. 따라서 모든 응답자들은 각기 다른 여섯 종류의 조건들에 따라 분류되
어 있다. 본 논문을 위해서 전체 샘플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과
미국 시민인 응답자들을 추출해냈고, 최종적으로 868명의 부표본(subsample)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표본은 여성 43.4%와 남성 56.6%, 흑인 13.2%와 백인
81.4%로 구성되어 있다. 부표본은 평균적으로 13년의 교육을 받았으며, 연령의 중앙
값(median)은 44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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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다”이고, 둘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처럼 된다면 더욱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질문이다.9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민족주의
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다.10
이 두 질문은 다른 나라와 미국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과 미국인을 비
교한 결과 미국과 미국인들이 보다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되는 민족주의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설문이다.
덧붙여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질문을 사용하여 민족주의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허디와 하티브(Huddy
and Khatib, 2007)는 1996년도 일반사회조사를 사용하였는데 본 논문과 동

일한 설문들을 사용하여 민족주의를 측정하였다. 리와 브류어(Li and
Brewer, 2004)는 민족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부들은 미국 정

부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다른 나라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는 했지만 더 큰 규모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두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케멜마이어와 윈터는 “일반적으로 말
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Kemmelmeier and Winter,
2008). 카라사와(Karasawa, 2002)는 일본인의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와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정부를 가능
한 한 최대로 일본 정부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두 설문을 사용
하였다. 마지막 예로, 블랭크(Thomas Blank)와 슈미트(Peter Schmidt)의 연
구(Blank and Schmidt, 2003)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독일인의 민족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나에게 독일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이다”와 “독일의
도덕성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role-model)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연구에서 민족주의를

9.

10.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
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다섯 개의 범주로 구성
되어 있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471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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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들은 미세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질문들과 동일한 차원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민족주
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두 질문은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정의에도 부합한
동시에 선행연구에도 기반한 적절한 질문들이다.
종속변수인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일곱 가지 유형의 정치
참여 유형을 선택하였다. 먼저 민족주의적 성향이 정치참여의 인지적인
(cognitive) 지표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하였다. 정치효능감은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결정
권이 없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
은 “당신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11 다음으로는 개인이 가진 민족주의적 성향이 정치참여의 행태
적(behavioral)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행태적 지표로는 투표 참
여 여부, 시위 참여 여부, 청원서 서명 참여 여부, 정치적인 이유로 불매운동
(보이콧) 참여 여부, 그리고 정치토론 참여 여부를 고려하였다.12

통계분석은 선행 연구에 기반 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다른 변수들도 통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13 소득수
준,14 성별,15 인종16을 비롯하여, 정당일체감,17 사회적 자본18 등이 분석에

11.

정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은 “전적으로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
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의 네 개의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관
심 변수는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아주 관심 있음”
의 네 개의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다.

12.

투표 참여 변수는 2000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토대로 측정 하였다.
시위 참여 여부, 청원서 서명 참여 여부, 정치적인 이유로 불매운동(보이콧) 참여 여
부는 각각 “참여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 “참여해 본 적이 없으
나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음”, “오래전에 참여해본 적이 있음”, “작년에 참여했
음”의 네 개의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 논문의 분석을 위해서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앞의 두 응답을 통합하여 불참으로 간주하고, 참여해 본적이 있다는 뒤의 두
응답을 합하여 참여로 간주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치토론 참여 역시 네 개의 응답
범주를 갖고 있었으나 통합하여 참여와 불참의 두 개의 응답범주를 가진 이분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13.

고졸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4.

응답자 자신의 연소득으로 23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5.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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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민족주의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
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민족주의가 투표, 시위, 청원서 서명, 정치적인
불매운동(보이콧), 정치토론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아래의 <표 1>은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의 인지적인 지표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먼저 정치효능감부터 살펴보면,
민족주의 변수는 회귀계수가 -0.107이며 p값은 0.005로 유의수준 0.01수준에
서 종속변수인 정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정치효능감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치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정치적 주체로
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정치체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민족주
의가 정치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표 1>의 결과는, 민족주의
가 정치참여의 행태적 지표들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암
시한다. 부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그리
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백인과 흑인의 두 개의 더미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17.

정당일체감을 묻는 설문은 강한 민주당 일체감(0으로 코딩)으로부터 시작하여 강한
공화당 일체감(6으로 코딩)으로 끝나는 일곱 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8.

사회적 자본 변수는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활발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를 측정하였다. 일반사회조사는 11개의 단체들(취미클럽, 스포츠클럽, 교회 모임, 학
교 친목회, 재향 군인 모임 등)에의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들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총합하여 사회적 자본 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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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족주의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정치효능감

정치에 대한 관심

변수
민족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백인
흑인
공화당 일체감
사회적 자본
정치에의 관심
정치효능감
Constant

계수

유의값

계수

유의값

-0.107
-0.024
-0.036
-0.182
-0.047
-0.018
-0.010
-0.049
-0.156
-0.106
-2.161

0.005
0.520
0.961
0.000
0.250
0.763
0.864
0.206
0.000
0.006
0.000

-0.068
-0.137
-0.120
-0.213
-0.012
-0.072
-0.089
-0.004
-0.118
-0.069
-2.265

0.070
0.000
0.001
0.000
0.764
0.227
0.138
0.914
0.002
0.066
0.000

R

2

.119

.130

N

708

708

다음으로 민족주의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족주의의
회귀계수가 -0.068, 유의값이 0.070으로 유의수준 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의 회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띠고 있다는
것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정치효능감에 이어 정치관심에서도 민족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다른 변수들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
히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
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들에서 밝혀졌던 것과 유사하다.
<표 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치참여의 인지적인 지표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 모두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정치참여의 인지적 지표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또한 그 영향력은 부정적인 것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미국인일수록 더욱 낮은 정치효능감
을 갖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의 영향력은 정치참여의 인지적인 척도들에 그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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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족주의가 투표, 시위, 청원서 서명에 미치는 영향
투표

시위

청원서 서명

변수
민족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백인
흑인
공화당 일체감
사회적 자본
정치에의 관심
정치효능감
Constant

계수

유의값

계수

유의값

계수

유의값

-0.0140.059
0.438
0.436
0.045
0.741
0.807
0.058
0.271
0.536
0.180
-6.459-

0.819
0.000
0.032
0.000
0.018
0.054
0.068
0.244
0.001
0.000
0.027
0.000

-0.2670.007
-0.271-0.0010.005
-0.4690.049
-0.0230.235
0.485
0.111
-1.350-

0.000
0.318
0.187
0.992
0.776
0.241
0.913
0.626
0.002
0.000
0.203
0.092

-0.1360.024
0.343
0.177
-0.0210.639
0.196
0.055
0.336
0.355
0.030
-1.270-

0.019
0.001
0.075
0.060
0.261
0.072
0.630
0.257
0.000
0.001
0.700
0.084

N

709

708

708

-2log Likelihood

687.947

663.334

741.504

Model Chi-square

227.442***

75.718***

82.073***

가 아니면 정치참여의 행태적인 지표들에도 그 영향력이 계속될 것인가? 이
를 살펴보기 위해 <표 2>와 <표 3>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의 행태적 척도
들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참여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
다.
먼저 <표 2>의 투표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민족주
의의 회귀계수는 -0.014로서 예상한 대로 민족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의 유의값은 0.819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백인, 흑인, 사회적
자본,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효능감 등은 모두 투표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인의 민족주의가 시위 참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민족주의는 -0.267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일수록 시위에
참여할 확률이 낮음을 뜻한다. 또한 사회적 네크워크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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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족주의가 정치적인 불매운동과 정치토론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인 불매운동

정치토론

변수
민족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백인
흑인
공화당 일체감
사회적 자본
정치에의 관심
정치효능감
Constant

계수

유의값

계수

유의값

-0.196-0.0050.414
0.259
0.043
0.657
-0.128-0.0810.148
0.564
0.119
-2.355-

0.000
0.471
0.022
0.001
0.014
0.079
0.767
0.061
0.033
0.000
0.115
0.001

-0.098
-0.008
-0.024
-0.103
-0.040
-0.416
-0.623
-0.018
-0.217
-1.144
-0.099
-2.887

0.075
0.242
0.894
0.226
0.024
0.256
0.141
0.695
0.003
0.000
0.196
0.000

N

708

709

-2log Likelihood

828.134

789.961

Model Chi-square

145.189***

184.542***

<표 2>의 가장 오른쪽 행은 민족주의가 청원서 서명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민족주의는 -0.136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유의값은
0.019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일
수록 청원서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 통제변수가 청원서
서명운동에 참여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일수록, 백인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서명운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
정치참여의 또 다른 유형으로 정치적인 불매운동과 정치토론이 있다. 아래
의 <표 3>은 민족주의가 이들 두 유형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이다. 먼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행해
지는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민족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196이며 이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인일수록 정치적인
보이콧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통제변수들이 정치적인
불매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소득과

54

정회옥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백인일수록,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풍부
할수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3>의 오른쪽 행은 정치토론 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다. 민족주의 변수는 -0.098의 회귀계수를 갖고 유의수준
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주

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일수록 정치 관련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덧붙여 소득수준, 사회적 자본, 정치에 대한 관심 등의 변수가 정치
토론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통계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족주의는 정치참여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
는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참여를 감소시
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인지적 척도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 모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일
수록 낮은 수준의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영향력은 정치참여의 다양한 행태적 척도들에서도 동일
하게 발견되었다. 시위, 청원서 서명, 정치적 불매운동, 정치토론 모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은 그렇지 않은 미국인에 비해서 소극적인 참
여 행태를 보였다. 즉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이며, 다른 나라 사
람들이 미국인처럼 행동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던 미국인
일수록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예외적인 결과는 투표
참여의 경우 회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 민족주의가 투표참여에 부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 민족주의가 투표 참여에 있어서만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은 자료를 통해 추가적
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간단하게
나마 이에 대한 추론을 해보자면, 투표참여가 “쉬운 참여”인 반면에 시위,
청원서 서명, 또는 불매운동 등은 “어려운 참여” 행위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위에 참여하거나 청원서에 서명하는 일,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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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콧하는 일 등은 접근성이 낮으며 더 강력한 동기를 요구하는 참여 유
형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은 더욱 더 참여를 꺼려할 수가 있다. 반면에, 투
표는 상대적으로 보다 간편하고 쉬운 참여 유형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소극성이 보다 덜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향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투표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분석 결
과가 제시하는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섯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정치
참여에 있어 민족주의가 일관성 있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왜 민족주의는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모색은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자
료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민족주의자가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를 추론해 보기 위해서 민족주의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다음의 <표 4>
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4>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공
화당 일체감을 가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
함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Baldi et al., 2001; Huddy and
Khatib, 2007; Kelly and Ronan, 1987; Lay and Torney-Purta, 2002). 또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무당파인 사람들보다 더욱 강한 민족주의적 성
향을 갖고 있는 것도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었던 것이다(Kosterman and
Feshbach, 1989).

<표 4>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교육수준과 민족주의
의 부정적 관계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Coenders and Scheepers,
2003; Huddy and Khatib, 2007),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정치참여와 관련시

켜 추론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민족주의자들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
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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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
민족주의
변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백인
흑인
공화당 일체감
Constant
2

계수

유의값

0.086
-0.101-0.2270.007
0.014
-0.0500.211
7.115

0.018
0.006
0.000
0.854
0.811
0.409
0.000
0.000

R

0.128

N

708

위 유형과 가치, 규범 등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
람일수록 정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규범과 행위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에 덜 참여하게 되는 것일지 모
른다. 따라서 민족주의자들이 소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정치참여 행위의 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
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향후 더 나은 자료와 이론에 기반하
여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
요하다고 본다.19

V. 결론
초강대국의 국민으로서 미국인들은 일상적으로 미국이 정치, 경제, 기술,
도덕성 등 여러 영역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Lipset, 1996). 따라서 민족주의는 미국인의 정치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
19.

민족주의자들이 가진 권위주의적 성향이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경험적으
로 분석해 보는 것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능하지 않았다. 본 논문이 사용한 2004년
도 일반사회조사의 응답자들은 여섯 개의 샘플과 밸럿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논문
이 사용한 부표본은 권위주의를 측정하는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 설문지를 배정받은
밸럿에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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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미국인의 민족주의가 과연
정치참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개인이 가진 정치적 정향의 하나인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
써 미국인의 민족주의가 정치행태에는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
석 결과 민족주의가 미국인의 정치참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민족주의는 실제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향후 정치참
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개인의 태도가 고려될 필요성
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정치효능감, 정치
에 대한 낮은 관심 등도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에 더해 강한 민
족주의적 성향 역시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본 논문은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는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했
던 새로운 변수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둘째, 민족주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민족주의를 야기하는 사회적, 역사
적 요인들은 무엇인지(Coakley, 1992; Seton-Watson, 1977), 민족주의와 근
대성(modernity),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Breuilly,
1982; Gellner, 1983; Hechter, 1975; Nairn, 1981), 민족주의의 철학적 기

반은 무엇인지(Anderson, 1991) 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
한 연구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서 민족주의를 논함으로써 민
족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왔다. 본 논문은 접근법을 달리하여서 개인
의 정향으로서 민족주의를 논의함으로써 민족주의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
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이 논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결과는 현대 미국정치에 대한 논의에 있어 시사 하는
바가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미국은 이민자의 거대한 유입과 이로 인한
인종적 다양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
하여 앞으로 2026년까지 미국으로 유입될 이민자의 숫자는 1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남균, 2007).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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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믿는 미국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국의 민족주의는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약화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강화될 것인가? 민족주의는 실제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지 않
는다는 본 논문의 결과는 이러한 질문들을 논의하는데 있어 흥미로운 시사점
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한계점도 갖고 있다. 첫째, 이 논문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고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론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고려되지 못한 정치참여의 유형들이 있다. 영어공용화 법안 등과 같은 이슈
에 관한 투표 선택이나 선거에서 후보자로 입후보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정
치참여에 있어서는 민족주의가 다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
습적이거나 합법적인 정치참여 형태가 아닌, 예를 들어 항의의 표시로 공공
장소를 점유하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해 벽에 항의 슬로건을 낙서하는 등 불법
적인 형태의 정치참여와 민족주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해 미국인의 민족주의가 모
든 형태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민족
주의가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쩌면 미국인만의 고유한 특성 때문인
지도 모른다.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논
의를 위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
점들을 보완한 차후 연구를 통해 민족주의와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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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American Nationalists Participate in Politics?

Hoi-Ok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s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American citizens. Nationalism is defined as a strong national
devotion that places one's own country above all others. Using the 2004 General
Social Survey,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ndividuals' political participation. Moreover, it is
found that nationalism lowers one's tendency to take part in politics, rather than to
promote it.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interest as cognitive indicat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end to be lower among Americans who express strong nationalistic
beliefs. The negative influence of nationalism is also found in behavioral indicat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demonstration, petition signing, boycotting for
political reasons, and political discussion.
Key Words: nationalism, nationalist,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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