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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정체성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국민정체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들 두 형태의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민
과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 결과는 국민정체성 인식이 개인들의 태도 및
행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상징
적 신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징 정치이론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주는 것이
다. 이민 문제와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한 의견은 물론이고 투표 참여 행태는 개인의 국
가에 대한 태도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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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국민정체성 인식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목
적으로 한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정체성 인식이 시민들의 이민 및
이중 언어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와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정체성 인식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사회 내에서 ‘국가’ 및 ‘민족’의 문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늘어나는 이민자의 숫자라는 사회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영국 청교도의 이민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되어 현재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 최대 이민유입국 중의 하나로 총 이민자
숫자가 약 4천 4십만 명에 이른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 수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는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인구
의 유입은 전통적으로 제1의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었던 흑인을 제2의
소수집단으로 밀어내게 되었고 히스패닉의 높은 출산율과 계속되는 미국 내
유입은 2050년경 히스패닉이 백인을 제치고 최대집단(majority group)이 되
는 인구혁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미국은 불법이민자 수가 천
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민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갈등
및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민자 수의 급증은 미국 사회 내에서 영어 사용에 대한 논란도 야
기하고 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 출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평등하
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몇몇 교과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영어가 아닌 이민자의
모국어로 교육하도록 하는 이중언어교육법(the 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이 1968년 미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은 영어가 아닌 소수자의
언어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표면적 목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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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으나 본래 의도는 궁극적으로 이민자들이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만을 학
교교육의 주 언어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으며 결국 이는
20세기 전환기부터 지속되어왔던 기존의 강제적 미국화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오영인, 2012). 이후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정책
은 1970년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수민족의 정
체성을 강화하고 자민족 문화에 자긍심을 길러주는 소위 다문화 교육의 성격
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민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본국
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변화는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과연 ‘나
의 국가’가 무엇인지를 재정의하고 ‘타 집단’ 사람들은 누구인지 경계의 재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국민정체성은 미국인들의 정치태도 및 행태를 설명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정체성이란 특정 국가 또는 국
민과 연관하여 자신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Hjerm, 2005; 윤인진 ․ 송
영호, 2011).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으로서
(Brubaker, 1992; 윤인진 ․ 송영호, 2011), 국민정체성이 개인의 정치적 결정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하는 것은 개인이 인식하는 ‘국가’의 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개인의 정치태
도 및 행태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부분이 국민정체성 인식 변수를 제대로 고
려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시민들의 정치태도 및 행태에 대
한 기존 이론의 설명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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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징 정치이론과 국민정체성의 영향력1
국민정체성은 특정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자신이 국가에 대한 소속
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
다(Hjerm, 2005; 윤인진 ․ 송영호, 2011). 국민정체성 인식은 사회 정체성2의
한 형태로서 국가 구성원을 국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인 국민과는 자신을 동일시하는 포섭의 태도를 타자인 이주자 이주
자에게는 거리를 두는 배제의 태도를 보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Hjerm,
1998; 윤인진 · 송영호, 2011). 즉, 인종, 성별, 출신민족, 계급에 바탕을 두어
일정한 경계선을 그어 자국민인 ‘우리’와 이주자인 ‘그들’로 분리하여 한 나
라의 국민됨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국민정체성 인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정체성 인식은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아니다. 본 연구는 미국
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자문화 중심주의(ethnoculturalism)와 시민 공화주
의(civic republicanism)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미
국 국민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왔던 전통적인 정체성의 한 형태이다. 이는 ‘우
리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 짓는 성향으로 정통
미국인들은 백인으로서 북유럽계 조상을 가졌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기
독교인이라고 한정짓는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은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동일 조상의 후손으로써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공유하고 공동의 운명공
동체로서 집단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집단’에 속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귀속적 속성이 강하고 민족의 구성에 있어 영토나

1.

이 장에서 논의된 정체성과 상징 정치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졸저 Jeong(2013)
를 인용 ․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이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할 때 각기 개별적
이고 독특한 개체가 아닌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면
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자의 사회적 역
할을 정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최샛별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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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제도보다는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의 정서에 남아있고 때로는 행동으
로써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헌팅턴(2004)은 그의 책 Who Are We?에
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은 앵글로 색
슨이 중심이 된 사회로 미국의 위대함은 이러한 가치와 문화로부터 발견된다
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헌팅턴은 미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정체성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새로
운 형태의 문명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헌팅턴의 이러한 주장에서
반 이민 정서의 중심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미국인들의 정체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자문화 중심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전통적인 미국의 국민정체성의
한 형태가 바로 시민 공화주의이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은 자문화 중심
주의와는 달리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혈통 보다는 영토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자격요건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한다. 이 모델은 귀속적
이 아닌 선택적이고 자발적 속성을 중요시 여기며 국민으로서의 동동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 제도와 관습의 준수 등을 강조한다(Jones and Smith, 2001;
최현, 2007). 따라서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은 미국을 책임감 있는 시민들
로 구성된 활성화된 민주주의 체제로 상정한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은
최근에 들어 반 이민정서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민자들에 대해 혐오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은 정통 미국인들처럼 시민으로서의 책
무를 다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반 이
민정서에 합리성을 부여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인들의 국민정체성을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과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에 대
한 태도와 투표참여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
이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 및 이중 언어에 대한 태도와 투표참여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상징 정치이론(symbolic politics theory)
을 토대로 한다. 상징 정치이론은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치관이나 정체성 같은 추상적 신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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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슈
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태에 있어 개인이 가진 정체성의 역할을 강조한
다. 개인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
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자신이 속하지 않
은 집단은 실제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개
인은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는 집단의 특정한 정치적 상징물에 대해 장기간
에 걸쳐 쉽게 변하지 않는 호의적 반응을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호의적 반응
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특정 성향을 습득하게 되고 이 성향이 개인의 정치태
도와 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상징정치이론에 기반을 두어 개인들의
국민정체성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논문들은 여럿 있으
나 대다수가 미국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시트린과
더프(Citrin and Duff, 1998), 시트린 등(Citrin et al., 1990), 쉴드크라우트
(Schildkraut, 2002)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개인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이민 문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
구는 이들의 연구에 더해서 보다 다양한 이민 및 이중 언어 관련 이슈들, 그
리고 투표참여에까지 국민정체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
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상징 정치이론은 경제적 이익 이론과 대비된다. 많은 연구들이 경제
적 이익 이론에 바탕을 두어, 소득수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교육수준 등 개인적 요소가 정치태도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Alvarez and Butterfield, 2000; Case et al., 1989; Espenshade and Calhoun,
1993; Starr and Roberts, 1982).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이민 문제와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물질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산을 반영한
다고 한다. 즉, 개인의 객관적 경제상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이민자들을 유한한 물질적 자원을 뺏는 위협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자원에 대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이민자를 향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심화된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양질의 교육 과정을 통해 타 집단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학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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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Hernes and Knudsen, 1992; Hainmueller and Hiscox, 2007; McClosky
and Brill, 1983). 교육과 소득수준은 투표를 비롯한 정치행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Wolfinger and
Rosenston, 1980; Leighley and Nagler, 1992; Verba et al., 1993a, b).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정치참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심리적으로 용이하고 실제적으로도 손실보다는 이득이 많은 합리적인 선택
이라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보다 근원적인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들은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상징적 가치에 의지하여 정
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징 정치이론에
기반을 두어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슈에 대한 태도 및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
향력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이슈에 대한 견해와 투표 참
여 결정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근원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론
분석 자료로는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이며 분석방법으로는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국민정체성 인식 변수는 자문화 중심주
의적인 정체성과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여3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라

3.

몇몇 학자들은(Herring et al., 1999; Shulman, 2002; Oliver and Wong, 2003) 국민
정체성을 종족적 요인, 즉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적 요인, 즉 시민 공화주의로 구분
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분리된 요
인을 발견하였다. 또한 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질문들은 서로 간에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주요 독립변수의 측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면의 제약으
로 인해 요인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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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되는 것들을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당신을 진정한 미국인으
로 만드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
각하십니까?” 열거된 요소들 중 “미국에서 태어남” “기독교인임” “유럽계 조
상을 가짐” “백인임”은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였고, “지역에
서 자원봉사 활동을 함” “자신을 미국인으로 생각함” “미국인이라고 느낌”
“지역과 전국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음” “지역과 전국 정치에 참여함”은 시
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기존 연구에 기반
을 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미국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과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방법이다(Schildkraut, 2003;
2007).4
이민 이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
다; (1) “이민자들은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일자리와 기회의 측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친 이민 정서 1). (2) “이민자들이 미국에 살고
싶다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하나 많은 이민자들
은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친 이민 정서 2). (3) “우리나라
로 입국을 허용하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감소시켜야 하나, 아니면 증가시켜야
하나?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친 이민 정서 3). 이들 세
질문들은 시민들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선행연구에서 빈번
히 사용된 질문들이다(De Figueiredo and Elkins, 2003; Schildkraut, 2005).
분석을 위해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응답을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질문의 경우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을 1,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2,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을 3으로
코딩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들의 경우는 4개의 응답 범주를 갖고 있
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을 1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를 4
로 코딩하였다.

4.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의 상관계수는 .709(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미
함)이며, 시민 공화주의 변수의 평균값은 13.7, 자문화 중심주의는 7.5로 나타나 미국
인들에게서는 두 정체성 중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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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사
용하였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십
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1=찬성, 2=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음, 3=반대).
투표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질문을 사용하였다. 첫째, “당신은
투표자 등록을 하셨습니까?”(1=했음, 0=안 했음)라는 질문을 통해 ‘투표자
등록’ 변수를 만들었다. 둘째, “당신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하셨
습니까?”(1=했음, 0=안 했음)는 ‘투표 참여’ 변수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셋째, “당신은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1=있음,
0=없음)를 통해 ‘투표 참여 의향’ 변수를 만들었다.
통제변수로서 연령, 교육, 소득수준, 성별, 인종, 종교, 시민권 취득 여부,
정당일체감, 정치이데올로기, 정치신뢰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변수는 ‘중졸이
하’를 1로, ‘대학원 졸업’을 7로 코딩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연간 가
구 소득으로 16개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성별 변수는 ‘남성’을 1로, ‘여성’을
2로 코딩하였으며, 시민권 취득 변수는 ‘시민권 취득’을 1로, ‘그 외 기타’를
0으로 코딩하였다. 천주교, 흑인, 백인은 더미변수들이며, 정치이데올로기는
1을 ‘보수적인 성향,’ 2를 ‘중도,’ 3을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았다. 정당일체
감 변수의 경우, 강한 민주당 지지자를 1로, 강한 공화당지지자를 7로 코딩
하였다. 정치신뢰는 “당신은 중앙정부가 항상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
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거의 항상 신뢰한다’를 4로,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를 1로 코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국민정체성과 이민 및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국민정체성이 친 이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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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정체성과 이민에 대한 태도
친 이민 정서(1)

친 이민 정서(2)

친 이민 정서(3)

자문화 중심주의

독립변수

-.270***
(.028)

-.218***
(.029)

-.145***
(.030)

시민 공화주의

-.043**
(.019)

-.054***
(.019)

-.010
(.021)

연령

.002
(.003)

-.015***
(.003)

-.005
(.003)

교육

.185***
(.027)

.159**
(.028)

.168***
(.030)

소득수준

.022
(.012)

.036***
(.012)

.000
(.013)

성별

-.037
(0.87)

.078
(.088)

-.047
(.095)

흑인

-.122
(.110)

.382***
(.112)

-.650***
(.182)

백인

-.708***
(.165)

-.127
(.171)

-.650***
(.124)

천주교

.146
(.104)

-.087
(.105)

.019
(.114)

시민권

-.223
(.191)

.088
(.191)

-1.220***
(.214)

정당일체감

-.092***
(.023)

-.065***
(.023)

-.108***
(.025)

정치이데올로기

.262***
(.065)

.188***
(.066)

.191***
(.071)

2074
.188

2061
.161

2073
.149

N
2
Pseudo R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p<0.05, ***p<0.01(two-tailed)

들은 강한 반 이민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혜택만
받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이민자들의 숫자는
감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 역시 이민 관련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응
답자들은 이민자들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혜택만 받고 있으며, 이
민자들은 미국에 대해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강한 반 이민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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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정체성과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독립변수

언어 정책

자문화 중심주의

-.101***
(.037)

시민 공화주의

-.100***
(.025)

연령

-.014***
(.004)

교육

.037
(.035)

소득수준

-.039**
(.015)

성별

.053
(.113)

흑인

.063
(.196)

백인

-.474***
(.137)

천주교

.569***
(.132)

시민권

.213
(.224)

정당일체감

-.173***
(.031)

정치이데올로기

.456***
(.081)

N
2
Pseudo R

1,916
.124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p<0.10, **p<0.05, ***p<0.01(two-tailed)

표현했다. 친 이민정서를 측정하는 3번째 질문에서는 시민 공화주의의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회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띠고
있어 그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두 설문항을 사용한 분석 결과와 동일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이 반 이민 정서를 야기한다는 결
과가 세 질문들 거의 모두에서 일관되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정체성 인
식이 이민 태도에 미치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이익 이론이 설명하듯이 교육과 소득수준은 친 이민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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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
인일수록 이민 이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세 질문들 거의 모
두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중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표 2>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
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가진 미국인일수록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
는 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공화주의 변수 역시 부의
회귀계수(-.100)를 보여,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영어를 미국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인들의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에 대한 견해는 자
신이 속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
징 정치이론이 주장하듯이 상징적인 요소가 이민 및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들의 정치적 결정
이 국가와 관련된 상징적인 가치에 대한 반응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분석결과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가 동시에
이민 및 언어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민자들을 포함하여 미국인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
해는 전통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과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여기에 더하여 본
연구는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도 최근 격렬해지고 있는 반 이민정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에 반대
하는 미국인들의 반 이민정서가 개인의 소득이나 학력수준에서 비롯되는 경
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깊고 심리적인 측면에 그 뿌리를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쉽사리 변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반 이민 정서의 해소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장의 경험적 분석 결과가 함축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요컨대,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는 나는 누구이며 내 국가는 무
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문
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단면적이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지

국민정체성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87

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국민정체성과 투표 행태
아래의 <표 3>은 국민정체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5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미국인은 투표자로서
등록하지 않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향후 선거에도 참여할 의
<표 3> 국민정체성과 투표 행태
독립변수

투표자 등록

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

-.132***
(.046)

-.134**
(.048)

-.129**
(.051)

.013
(.035)

.000
(.036)

.070
(.039)

연령

.039***
(.006)

.053***
(.006)

.030***
(.006)

교육

.112**
(.049)

.185***
(.053)

.022
(.053)

소득수준

.076***
(.021)

.094***
(.021)

.062***
(.023)

성별

.087
(.157)

.105
(.163)

.228
(.174)

흑인

1.891***
(.306)

.555**
(.270)

2.669***
(.477)

백인

1.402***
(.167)

.337
(.191)

1.515***
(.186)

정치신뢰

-.400***
(.117)

.082
(.127)

-.193
(.132)

정당일체감

.058
(.042)

.020
(.042)

.055
(.047)

정치이데올로기

-.236**
(.111)

-.056
(.118)

-.131
(.124)

1,929
1146.173
.128

1,648
1075.057
.096

1,900
960.186
.097

자문화 중심주의
시민 공화주의

N
-2Log 우도
2
R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p<0.05, ***p<0.01(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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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 변수는 투표자 등
록, 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으로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
인되었다.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인은 투표자로서 등록하였으며, 투
표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의 투표에도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결
과는 앞에서 논의된 이민과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와 더
불어 국민정체성 인식이 개인의 정치태도 및 행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
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상징 정치이론이 주장하듯이, 오랜 기간
에 걸쳐 형성된 개인의 상징적인 정치정향은 경제적 이익에 기반을 둔 합리
적 계산의 과정 못지않게 개인이 내리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슈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와 한 가지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이슈에 대한 태도에서는 두 종류의 정체
성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온 반면, 투표 참여 행태에서는
오직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
다. 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만 투표 행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
해서는 차후 보다 정교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기서는 선행연구의 예를 들어 간단히 그 이유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6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귀속적, 혈통적 속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정
치참여에 소극적이라고 한다(Schatz et al., 1999; Huddy and Khatib, 2007).
예를 들어, 샤츠와 그의 동료들은(Schatz et al., 1999) 귀속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정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에 정치 참여에도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허디와 하티브

5.

시민권을 가진 개인들만 투표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국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자문화 중심주의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졸저 정
회옥(2011)에 정리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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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dy and Khatib, 200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귀속적 특
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정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성향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경험과 정보에 대한 폐쇄성이어서 권위주의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도
전적인 정보 등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서 정치적인 소극성
을 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7 또한 허디와 하티브는 권위주의자들은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맹종하며 강한 지도자를 지지하고 자신의 의사 결정 권한을
지도자에게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자들은 정치적 반
대의사 표명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귀속적 특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권위주의
적 성향을 갖고 있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소극적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귀속적 특징을 강조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
체성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소극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론에 불
과하며 차후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인 또 하나
의 이유는 교육수준과의 관련성 때문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귀속적, 혈통적 특징을 강조하는 성향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Howard, 1989; Huddy and Khatib, 2007; Sharma et al., 1995).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강하게 갖는
다는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정치참여의 동기와 자원이 풍부해진다는
데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Lazarsfeld et al., 1944; Leighley
and Nagler, 1992; Verba et al., 1993a; 1993b; Wolfinger and Rosenston,
1980.)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낮은 교육수준은

7.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정치참여에 반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익명
의 심사자는 권위주의적 성향은 정치권력에 대한 순응적 태도경향의 강화로 이어져
오히려 정치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자료의 부
족으로 인해 자문화 중심주의-권위주의적 성향-정치참여의 관계를 심도 깊게 분석하
지 못한 한계를 지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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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정체성과 교육수준 간의 상관관계
자문화 중심주의

시민 공화주의

교육수준

-.299***
(.000)

-.030
(.119)

총계

2,790

2,790

피어슨 상관계수. 괄호 안은 유의수준임. ***p<0.01(two-tailed)

간접적으로 이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보기 위해 두 종류의 국민정체성 인식과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와
교육수준은 피어슨 상관계수 -.299를 보여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 공화주의는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미국인들은 교
육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력을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소극적인 정치참여 행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이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지식수준의 영향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라사와(Karasawa,
2002)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내외 정세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일수록 더욱 귀속적 특징을 강조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바
탕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치지식이 정치참
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러 연구들(Jerit et al., 2006; Milligan et al.,
2004; Palfrey and Poole, 1987; Zaller, 1992)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자
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낮은 수준의 정치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이 투표참여에도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표 5>는 국민정체성과 정치지식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데이터는 응답자의 정치지식을 묻는 네 개의 질
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수정조항 제1조
부터 제10조까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 “윌리엄 렌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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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민정체성과 정치지식 간의 상관관계
자문화 중심주의

시민 공화주의

정치지식

-.290***
(.000)

-.023
(.226)

총계

2,800

2,800

피어슨 상관계수. 괄호 안은 유의수준임. ***p<0.01(two-tailed)

트(William Rehnquist)가 맡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3)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정당이 현재 하원의 다수당인지 알고 계십니까?”
(4) “상원의 임기는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질문에 정답을 말한 횟수
를 합산한 정치지식 변수를 원자료가 제공하고 있어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
하여 국민정체성 인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문화 중심주의
는 정치지식과 부의 상관관계(상관계수 = -.290)를 갖는 것으로 나온 반면
시민 공화주의와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상관분석 결과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만이 투표자 등록, 투표 참여,
그리고 투표 참여 의향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교육수준과 정치지식이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국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국민정체성 인식은 개
인들이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투표 행
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정치
학의 여러 연구 분야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해준다.
첫째, 상징 정치이론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주었다. 상징 정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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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치관이나 정체성 같은 상
징적 신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합리적 계산에 기반을 한 정치적
결정을 강조하는 경제적 이익 이론과 대비를 이룬다. 분석결과는 이민 이슈
및 언어 사용 문제에 관한 태도에 있어 국민정체성 인식은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정치태도 형성에 있어서 상징적 신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표자 등록, 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 등 개인의 정치행태의 핵심적인 측면들에서도 국민정체성 인
식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는
집단의 특정한 정치적 상징물에 대해 습득한 호의적 성향이 개인의 정치태도
는 물론이고 행태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이민 및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한 연구와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시사점
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 및 국가의 공식 언어 지정에 대한 문
제는 사회 내 어떠한 문제보다도 ‘국가’ 및 ‘민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문제 및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한 의
견은 우리나라에 낮선 사람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
터 출발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깊숙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국민정체성은 국가 구성원을 국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
분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인 국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포섭의 태도를 타자인
이주자에게는 거리를 두는 배제의 태도를 보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Hjerm, 1998; 윤인진 · 송영호, 2011).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
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영
어를 공용어로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인종 및 출신 민족 등에 바탕을 두어
일정한 경계선을 그어 자국민인 ‘우리’와 이주자인 ‘그들’로 분리하여 ‘그들’
에게는 거리를 두는 배제의 태도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정체성에 대한 연구들과도 본 논문이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국민정체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의 두 형태로 구
분하여 설명되었다. 이민 및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데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표자 등록, 투표참여, 투표 참여 의향에는 오직 자문화 중심주의만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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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정체성 인식의 두 모델들
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정치지식 및 교육수준과 가지는 상관성을 제시하며 기초
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자료의 한계 상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국민정체성 인식의 다양한 형태들과 이들이 개인들의 정치
태도 및 행태에 있어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차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의 여러 이슈들 중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국민정체성 인식의 영향력이 다른
이슈들, 예를 들어, 경제, 복지, 의료, 외교, 군사 이슈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
견될지는 알 수 없다. 이는 본 연구의 발견이 제한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여 국민정체성 인식의 영
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에 적용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상징물에
대한 개인들의 정치정향의 영향력이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보다 보편적으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인지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국민정체성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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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among
Americans. With a focus on the two components of national identity,
ethnoculturalism and civic republicanism, we utilize the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and run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mericans’ national
identity has an impact on not only Americans’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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